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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면서 관련 연구

와 제도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과 같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이 부족하고 답답한 실내보단 

도시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령자가 많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비슷한 관

점을 가진 노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

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도시공원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집단은 노인 성매매, 불법도

박, 음주, 노숙 등 불법행위들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공간의 

개선은 이용자의 행태, 인식이 공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용자

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재 충북 최대의 노인공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청주 

중앙공원을 이용자의 행태를 기반으로 한 설계를 통해서 노인과 비노인 

이용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대상지 분석, 이용행태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대상지 분석은 

자연 및 인문환경을 포함한 대상지 현황 조사와 현장 조사로 구분하여 진

행한다. 대상지 현황조사는 문헌자료나 인터넷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현

장 조사는 대상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진행하

였다.  이용행태분석은 행위지도 작성법(Behavior Mapping)을 통해서 행위

별, 구역별, 시간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한다. 공원에서 일어나는 행위 

조사를 통해 각 연령별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공간의 특징과 문

제점 , 시간별 공원 이용의 변화를 분석한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행태관

찰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 이용행태에 대한 이유와 요구사항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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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해 진행하였다.

중앙공원은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원이다. 공원 이용자의 대

부분은 노인이고 공원 내부에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 이용자만 

평일 200~300명, 주말 400~500명 정도 된다. 중앙공원 주변은 공원 제외하

면 상업지역이고 과거 중심 상권이었던 지역이다. 공원 내부에 청주YMCA,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청주문화관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중앙공원의 행위별 이용행태는 대부분이 노인 이용자이기 때문에 동적

행위보다 정적 행위가 더 많이 일어난다. 동적 행위에서는 윷놀이, 정적행

위에서는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모두 노년층

에서 하는 행위이다. 연령층별 주요 행위는 노년층에서 무료급식, 대화/휴

식, 윷놀이, 장기 행위가 일어났고, 중장년층은 대화/휴식, 간식 행위가 일

어났다. 청년층은 간식, 산책 행위가 일어났고 유년층은 간식, 대화/휴식 

행위가 일어났다. 공원의 비노년층은 노인들이 접근하면 피하는 행위를 보

였다. 공원에서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

의 패턴은 휴식/대화에서 윷놀이/장기로 바뀌는 것이다. 

행위별 공간의 특징에서 윷놀이/장기는 위요감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

향이 있었고 대화/휴식과 마찬가지로 그늘 유무가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간식 행위는 상점과의 거리가 가까운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음주/노숙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구역별 행위는 야

외무대와 남문1 부근에서 윷놀이, 남문4 부근과 동문 부근에서는 대화/휴식, 

동문 부근은 간식, 경로당 부근은 음주/노숙 행위가 나타났다. 공원의 입구 

중에서 이용률이 높은 입구는 동문과 서문이고 이용률이 낮은 입구는 남문

2, 남문3이다.

공원은 오전 8시쯤부터 노인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고, 오전 11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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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특별한 행위 없이 휴식,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오전 11시부터 무료급

식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오전 12시에 중앙공

원 이용률이 가장 높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원의 그늘의 위치가 바뀜에 따

라 일부 이용자들의 이용 장소도 변화한다. 오후 4시 이후는 공원 이용자

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공원에 노인 이용자는 찾기 어렵

다. 평일에 비해 주말 이용자가 1.3배 많았으며, 산책, 간식, 음주 행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는 중앙공원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이 응답이 

많았다. 중앙공원 이용 빈도 조사에서는 매일 방문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

았고 이용 시간도 5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계절보다도 날씨가 공원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현재 중앙공원에 필요한 시설로는 휴게시설이 가장 많았고 비를 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운동시설 응답

이 많았다. 선호하는 공간은 휴식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야외무대

부근이 가장 많았다. 선호하지 않는 공간은 고르지 못한 마감과 재료 때문

에 휴식이 불편한 남동쪽 입구 부근과 음주와 노숙이 이루어지는 경로당 

근처가 많았다. 또한 노년층은 비노년층의 이용이 많은 곳을 꺼린다는 답변

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점유 공간인 청주 중앙공원을 노인과 비노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지 조사와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중앙공원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공원 이용자를 노년층과 비노년층으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활

동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용행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년층과 비노년

층은 서로 기피하는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직접적인 혼합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분리를 통해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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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비노년층의 주요 행위와 행위 장소, 특징을 기반으로 활동 공간을 

구분하고 각 공간 사이에 완충 구역을 계획하였다. 공원의 입구와 가로 질

러가는 동선의 이용률을 파악하여 반드시 필요한 동선을 공원에 반영하였다.

둘째, 이용자가 선호하는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였다. 

행위지도 작성을 통해 선호하는 공간을 파악하였다. 선호하는 공간의 특징

으로는 공간감이 있는 위요된 공간, 복합적, 반복적인 행위가 가능한 공간

이다. 시간별 행태조사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그늘의 위치가 변화하고 그

늘의 위치에 따라 휴게시설과는 상관없이 이용자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을 조성하는데 공간감, 복합적 행위, 그늘을 중

요한 요소를 계획하였다.

셋째, 청주 역사가 담겨 있는 중앙공원의 장소성을 존중하고 기존 시설

물을 활용하여 공간을 계획하였다. 중앙공원에서는 문화재와 역사적 시설

물(비석)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문화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원형보존하고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 폐쇄된 경로당을 시니어 카페로 활용하였고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수경시설을 개방하여 각 공간의 핵심 시설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점유 공간인 청주 중앙공원을 행위지도 작성법을 

통해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설계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노인 점유 공간이라 인식되어 기피되었던 중앙공원을 노년층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노년층과 비노년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안

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청주 중앙공원, 노인 점유 공간, 이용행태, 행위지도

❚ 학번 : 2016-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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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면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노인들의 증가에 

따라 관련 연구와 제도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과 같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은 부족하고 답

답한 실내보단 도시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2) 탑골

공원이나 종묘공원과 같이 노후화 된 도시 공원에 특정계층이 점유하여 

집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인집단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3) 노

인들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면서4)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노인집단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도시공원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든다.5) 과거에는 노인 성매매, 불법도박, 음주, 

노숙 등 불법행위들을 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지역주민이나 다른 공원

이용자들이 기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공간의 개선은 이용자의 행태, 인

식이 공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양재준(2007), 고령자의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이용 실태와 평가에 관한연구-용두산 공원을 사례로,
  한국관광학회

3) 이인수 외1(1999), 탑골공원 방문노인의 활동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 연령계층이론: 역사적 경험에 따라 계층화가 이루어짐

5) 하위문화이론: 노령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접촉하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들의 특유의 문화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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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후화 된 도시공원의 문제점과 가

치를 인식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6) 노후화 된 도시공원 리모

델링은 공원에 활기 불어넣어 제 기능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환경적 이

점을 제공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패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

서 리모델링을 통해 앞서 말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청주 중앙공원으로 대상지가 있는 청주시는 충청북

도를 대표하는 중소도시이다. 청주 중앙공원은 청주시의 역사·문화를 상

징하는 공원이다. 청주시의 중앙에 있다고 하여 중앙공원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청주목 관아가 있었고 해방 후에는 충청북도 도청이 있었다. 

1937년 인구 6만명일 때 도청이 현재의 문화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공원으

로 조성되었다. 이후 1986년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확장·조성되었다.

중앙공원은 청주시민의 휴식·장소로 조성이 되었다,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수시로 열림으로써 문화공간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공원 안에

는 1,000년 된 은행나무인 압각수(충북기념물 제5호)와 목조 2층 누각인 

병마절도사영문(충북유형문화재 제15호), 조헌 전장 기적비(충북유형문화재 

제136호), 척화비(斥和碑, 충북기념물 23) 등 유적이 많다.7)

하지만 현재 중앙공원은 충북 최대의 노인공원이라고 불릴 만큼 대부분

의 이용자가 노년층이고 그들의 휴식·여가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

앙공원에 노인집단이 형성되어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이용

이 다른 시민들이 중앙공원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현황을 분석하고 공원의 이용자인 노인들의 요구

를 반영하여 공원시설을 개선하거나 활성화 방안이 대부분이다. 이에 이용

자들의 행태와 인식조사를 통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환경을 조성하고 

6) 라펜트, “미국, 도시재생 차원 ‘공원 리모델링’관심 급부상”,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_print.html?news_id=118813
7)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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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용자 행태를 기반으로 한 청주 중앙공원의 설계를 통해서 

노인과 비노인 이용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

근 노인 집단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점점 노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노인들의 불건전한 이용행태로 인해 경찰의 단속으로 공원을 이용하지 않

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 유도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노인들을 배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을 배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노인과 비노인

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 조성시기 : 1937년 충청북도청이 문화동으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

었고 1986년에 확장하여 조성.

∙ 면적 : 24,800㎡ 

       중앙공원 주변 시설(청주 YMCA,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청주문화관) 면적 포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대상지 선정과정

∙ 중소도시 개발 

일반적으로 인구 100만 명을 기준8)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구분된다. 

우리나라 신규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

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개발 구역 수와 규모가 더 크다.9) 이처럼 현재 

8) 중소도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범위는 대체로 최소규모는 5만명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최대규모는 20만명～100만명 등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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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도시 위주의 개발보다는 중소도시의 개발에 더 힘쓰고 있다. 

최근 대도시는 개발보단 집중 개발로 생긴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2] 2014~2017년 신규 도시개발사업 면적-인구 100만 명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

점점 커지고 있는 중소도시들의 앞으로 생길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복지와 환경관리도 중요하다. 

또한 서울시, 수도권 내 도시와 같은 대도시는 지방 중소도시와 노인들

의 경제적인 능력, 도시 내 노인복지시설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를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 노인인구

우리나라 중소도시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순서로는 1위 성남시

(116,492명), 2위 청주시(97,106명), 3위는 부천시(93,574명)이다. 1위에서 5

위까지 청주시와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지역이다. 현재 경기도 지

9) 2014~2017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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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전주시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룰만한 노인집단공간을 찾기 어렵다. 

지 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 고

성남시 116,492 경기도 지역

청주시 97,106 충청북도 지역

부천시 93,574 경기도 지역

전주시 85,463 전라북도 지역

남양주시 82,466 경기도 지역

[표 1-1] 중소도시의 노인인구 (각 도시 시청 홈페이지, 2018년)

따라서 중소도시 중에서 노인인구도 많고 충북 최대의 노인공원인 청주 

중앙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은 대상지 분석, 이용행태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대상지 분석은 자연 및 인문환경을 포함한 대상지 현황 조사와 현장 조

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대상지 현황조사는 문헌자료나 인터넷자료를 통

해 파악한다. 현장 조사는 대상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진행한다. 

이용행태분석은 행위지도 작성법(Behavior Mapping)을 통해서 행위별, 

구역별, 시간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한다. 공원에서 일어나는 행위 조사

를 통해 각 연령별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공간의 특징과 문제점 

, 시간별 공원 이용의 변화를 분석한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행태관찰에

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 이용행태에 대한 이유와 요구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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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진행방향

[그림 1-3] 연구의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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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선행연구 고찰

1.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공원 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공원 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XIE Zuo-gui 외 5명(2006)은 

공원 이용자의 구조, 공원에 가는 이유, 교통 방식, 체류 시간, 이용 빈도 

및 행위를 조사 분석하고 공원 조성, 관리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 

숲의 오픈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행위지도 작성법(Behavior Mapping)을 통

해 이용자의 행태 유형, 이용 빈도 수, 참여자 수를 파악하여 이용자와 공

원 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김효경, 정성원, 2010). 행태관찰법과 행위

지도 작성을 통해 경의숲길공원 이용자의 행태유형, 행태밀도 등을 양승

열, 유석연(2016)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KA Shores, ST West(2010)는 

4개의 농촌, 도시 공원의 여가 활동을 관찰하여 방문 시간, 습관, 이용행태 

등을 비교하였다.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관광분야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장소의 의존

성이 방문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R Eder, A Arnberger(2012)

의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고, L Lin(1996)은 산림 휴양지 방문자들의 공

간적 행위 분석을 하였다. 이처럼 관광분야에 이용행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는 이유는 관광산업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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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김효경, 

정성원(2010)
“도시공원 내 오픈스페이스 이용자 행태 분석:서울 숲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양승열, 

유석연(2016)
“철도 부지를 활용한 경의선숲길공원 이용행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Eder Renate and 

Arne 

Arnberger(2012)

"The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and experience use history on 

perceived depreciative visitor behavior and crowding in an urban national 

park", Environmental Management.

Kindal A Shores, 

Stephanie T 

West(2010)

“Rural and Urban Park Visits and Park-based Physical Activity”, 

Preventive Medicine

Lin Lu(1996)

"A study on the spacial behavior of tourists in mountain resorts: giving 

consideration to comparbon of the travelling spacial behavior between 

tourists in Huangshan mountain and in Yellowstone park", Acta Geographica 

Sinica.

Renate Eder, 

Arne 

Arnberger(2012)

“The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and Experience Use History on 

Perceived Depreciative Visitor Behavior and Crowding in an Urban National 

Park”, Environmental Management

Xie Zuo-gui, Yang 

Yi-biao, Ren Jie, 

et al.(2006)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Visitor Behavior in SHENZHEN URBAN 

PARK”, Economic Geography.

[표 2-1] 공원 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특정 대상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노인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이미선 외 2명(2015) 동영상 촬영을 

통해 공원 이용자의 성별, 체류시간, 공간 선호도를 파악하여 향후 노인들

의 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민아(2009)는 5개의 노인요양

시설을 관찰을 통해 노인들의 공간이용, 점유행태 등을 파악하여 노인들의 

상호교류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송혜자, 남기민(2008)은 노인공원 이용자

의 이용행태(공원 선호 이유, 이용 프로그램, 만족도, 문제점, 요구사항)를 

1:1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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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에서 노인 이용자의 공원 사용 패턴을 파악해 나이가 공원 선택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ADAM Kemperman, HJP Timmermans, 

2006). Y Sun 외 2명(2001)은 북경의 노인 여가 행위를 분석을 통해 노인 

여가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여가 공간의 필요성의 강조하였다.

노인 이 외의 연구로는 A Loukaitou-Sideris와 A Sideris(2009)는 아이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하였다. 공원은 휴식과 여가의 공

간을 제공하지만 공원을 계획할 때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마

음을 끌어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HEA Tinsley 외 2명(2002)은 인터뷰를 실

시하여 4개 민족의 공원 이용을 통해 공원 이용량, 공원 내 사회 환경, 심

리적 차이(정신·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논문 제목

이미선 외2명(2015) “노인들의 공원 이용 행태분석: 달서구 용산노인테마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

이민아(2009)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활동공간 이용행동 및 점유행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송혜자, 

남기민(2008)

“노인공원의 이용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청주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국노인복지학회”

Kemperman Astrid 

DAM and Harry JP 

Timmermans(2006)

"Heterogeneity in urban park use of aging visitors: a latent class analysis", 

Leisure Sciences.

Loukaitou-Sideris 

Anastasia and 

Athanasios 

Sideris(2009)

"What brings children to the park?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use of park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Sun Ying, Tian 

Chen and Ying 

Han(2001)

 "A study on leisure behavior of the aged in Beijing", Geographical 

Research.

Tinsley Howard 

EA, Diane J 

Tinsley and 

Chelsey E 

Croskeys(2002)

"Park usage, social milieu, and psychosocial benefits of park use reported 

by older urban park users from four ethnic groups", Leisure Sciences.

[표 2-2] 특정 대상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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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행태 연구의 접근 방식

 이용행태 연구의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로는 정신 물리학적 접근법을 

통해 경관에 대한 주관적 인식(공원 선호도)이 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

이 있다는 것을 HW Schroeder(1987)의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고, D 

Wang(2015)은 도시 공원을 사용하려는 행동 의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공원 이용을 예측할 때 지리적 접근보다 인식된 접근이 더 중요하다

는 결과를 내렸다. 이는 물리적 공원 공급은 필요하지만 공원 이용률을 높

이기에는 불충분한 조건임을 시사하고, 공원 관리는 차별화 된 선호도와 

도시 접근의 인식을 고려하여 도시 공원의 공동 이익을 증가시켜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ADAM Kemperman(2006)은 공원 선택 행동에 대한 우편 

조사를 통해 개인 여가 선호가 도시의 녹지 시설의 영향을 평가할 때 개인

이 추구하는 다양한 여가 선호 및 이점을 고려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논문 제목

Schroeder Herbert 

W(1987)

"Dimensions of variation in urban park preference: A psychophysical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Wang Dong, 

Gregory Brown, 

Yan Liu, et 

al.(2015)

"A comparison of perceived and geographic access to predict urban park 

use", Cities.

Kemperman Astrid 

DAM and Harry JP 

Timmermans(2006)

"Preferences, benefits, and park visits: A latent class segmentation 

analysis", Tourism Analysis.

[표 2-3] 이용행태 연구의 접근 방법-1

이하 연구는 모델링을 통해 이용자의 여가 행위를 시뮬레이션 한 연구

와 모바일 센서를 기반으로 패턴 분석과 graph clustering 방법으로 집단 

행위를 파악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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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Loiterton Daniel 

and Ian 

Bishop(2008)

"Simulation,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recreational agents in an urban 

park environment", Monitoring, simulation, and management of visitor 

landscapes.

Taczanowska 

Karolina, Andreas 

Muhar and Arne 

Arnberger(2006)

"Exploring spatial behaviour of individual visitors as background for 

agent-based simulation", Exploring the Nature of Management.

Lawson S, J Hallo 

and R 

Manning(2008)

"Measuring, monitoring and managing visitor use in parks and protected 

areas using computer-based simulation modeling", Monitoring, simulation, 

and management of visitor landscapes.

Roggen Daniel, 

Martin Wirz, 

Gerhard Tröster, 
et al.(2011)

"Recognition of crowd behavior from mobile sensors with pattern analysis 

and graph clustering methods", arXiv preprint arXiv.

[표 2-4] 이용행태 연구의 접근 방법-2

2. 도시공원 재설계에 관한 연구

❚ 이슈별 구분

특정 대상에 관한 연구로는 강태순, 김신원(2001)은 장애인 복지수준에 

대해 비판하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각각의 활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비

율에 대한 고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노인들의 여가 활동 공간을 노인

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홍태원, 2014). Dong 

Chun 외 2명(2014)은 노인의 감성적인 요구와 함께 도시의 오래된 공원에 

노인 활동 공간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인의 육체적 특성을 고

려하여 공원을 재설계하였다.

장소성·역사성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서울 탑골공

원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공간이 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렵게 된 것을 비

판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강화하고 성역화 한 설계안을 김성균(2001)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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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현(2018)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보단 기

존의 노후화된 역사성을 가진 공원을 재설계 하는 것이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장소적 재해석을 통해 역사공원을 조

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사례조사, 현장답사를 통

해 연구를 진행하고, 이론적 방법을 통해 도시공원 재설계에 필요한 원칙

들을 정리하여 공원을 재설계한 연구도 있었다(Ma Jingkun ,2017). 이 연구

는 오픈 스페이스, 공원 기능, 전통요소를 재설계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구 분 논문 제목

이슈별

특정 

대상

강태순, 

김신원

(2001)

"장애인을 위한 보라매 공원의 무장애 공간화 계획“,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

홍태원

(2014)

“고령화에 따른 공원시설 개선방안:청주시 중앙공원을 사례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Dong 

Chun 외 

2명(2014)

"The Reconstruction of the Leisure Places for Old People in 

Old Urban Parks: Planning and Designing", Journal of Shenyang 

Agricultural University

장소성

역사성

김성균

(2001)
“탑골공원 설계”, 한국조경학회

김수현

(2018)

“장소적 재해석을 통한 장충단공원 리모델링 계획”,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 

Jingkun

(2017)

"Study on Park Reconstruction Design of Cities' Historic 

Sites--A Case of Reconstruction Design of Sanjiaohu Park in 

Anyang Ancient City", Jilin Agricultural University .

[표 2-5] 도시공원 재설계에 관한 연구(이슈별)

❚ 방법별 구분

 김진호(2013)는 주야간의 이용이 비교적 활발한 공원을 대상지로 선정

하여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통해 주간과 야간의 이용행태 차이와 이용률

을 조사하고 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의 공원이용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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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춘 공원 리모델링 계획을 제안하였다.

정유정(2001)은 이용 후 평가(post occupancy evaluation)를 활용하여 역

사적 맥락을 보존과 이용자의 요구와 인지를 반영한 공원 재설계안을 제

시하였다. 또한 이용 후 평가를 이용해서 이용자 행위 변화가 도시 공원의 

패턴,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Zhang Weixian(2012)이 연구하였다. 철학적 

이론을 이용하여 공원을 재설계 한 연구도 있었다(오창송;조경진, 2002). 

정진우(2009)는 어린이공원의 현황, 이용행태와 면담을 통한 어린이공원

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인식을 조사 및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계획안을 제시했다.

구 분 논문 제목

방법별

설문조사

관찰조사

김진호

(2013)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라매공원 리노베이션 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태원

(2014)

“고령화에 따른 공원시설 개선방안:청주시 중앙공원을 사례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 후 

평가

정유정

(2001)

“이용후 평가에 근거한 탑골공원 재설계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Zhang 

Weixian

(2012)

"Renovation Research on Urban Parks Based on POE ——Taking 

Chongqing as an Example", Chongqing University.

이론

오창송,

조경진

(2002)

“폴드 개념을 이용한 환경설계방법 연구”, 한국조경학회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정진우

(2009)
“이용자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재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빅데이터

한창준, 

김해동

(2007)

“도시공원의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논문집

역사

레이어

Chen Di 

외 2명

(2014)

"Organic renewal model for city park based on hierarchical 

thinking: a case study of the transformation program in Shanghai 

Huangxing Park", Journal of Nanjing Forestry University.

[표 2-6] 도시공원 재설계에 관한 연구(방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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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준, 김해동(2007)은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관심항목들을 

조사하고 직접 설문을 통해 도시공원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권역별 도시공원 재조성 방향성

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도시 공원을 레이어별로 구분(기초층, 보호층, 확장층)하여 공원의 역사, 

문화, 생태적 요소는 보호하고, 변화(확장)해야 할 요소는 트렌드에 맞는 

설계안을 제안한 논문도 있었다(Chen Di 외 2명, 2014).

 공원 재설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역사적인 공간을 재설계 하거나 노후

된 도시공원을 재설계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용자의 행위와 요구사

항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관찰조사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고, 그 외에

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조사·분석 

없이 너무 대상지에 연구에만 집중하여 진행된 연구도 있었다.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하

기보단 다른 이용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용행태에 연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공원 자체의 특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공

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은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이

용 행태를 분석과 대상지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공원 재설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

으로 특정 계층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잠재적 이용자를 고려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 16 -

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 청주시 발전방향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지리적현상들이 공간

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도시공간 구조 

체계 변화에 따른 청주시와 청원군 간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

시공간구조의 재편이 요구되는데, 이에 청주시는 새로운 공간구조에 맞는 

3개의 중심발전축과 5개의 보조발전축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상지와 가까

이에 있는 무심천 수변생태축을 설정하고 역사·문화적 유물이 다수 분포

한 도심은 도심역사문화지대로 설정하였다.

❚ 도심생활권 발전방향

청주의 중추핵으로써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심권은 주택의 노후화와 인

근 외곽지역 개발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심 상권의 이동

과 대형쇼핑몰과의 경쟁으로 원도심 내 상권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

만 원도심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풍부한 역사자원과 주민들의 자

력에 의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원도심 역사적 콘텐츠와 문화예술을 활용해 도시재

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고, 특성화 마케팅과 자구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창조적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10)

10)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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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청주시 발전축>

·대전과 청주, 수도권을 연계한 중부내

륙축 구상

·세종과 오송, 오창과 내수, 증평의 산업

축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동력축 구상

·청주 도심과 세종시 배후특화단지, 세

종시를 연계한 세종시연계발전축 구상

<청주시 보전·여가축>

·하천의 생태성을 강화하고자 미호천, 

무심천, 달천, 석남・가경천을 수변생태축

으로 설정

·역사・문화적 유물이 다수 분포한 도심

을 도심역사문화지대로 설정

<도심생활권 발전구상>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및 정비

·도심부의 상권 밀집지역이자 주요 보행 

동선인 성안길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환경 정비 실시

·청주시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청주읍성

은 일부 재현(복원)을 통해 역사・문화의

중심성 부각과 정체성 확립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관아 공원으로 새

롭게 확장 조성하고, 주요 역사자원의 복

원 및 정비 실시

·도심문화벨트 조성(역사문화 관광코스)

[표 2-7]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내용 (출처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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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 청주경관기본계획

항 목 내 용

중심부권역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명도시

·구시가지 재생 및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정비

·활력있고 쾌적한 시가지, 주거지로의 정비

곳곳에 문화가 스며 있는 공간 형성

·중심부(무심천)에 쾌적하게 흐르는 수변이미지 부각

[표 2-8]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관련 내용 (출처 : 청주시)

대상지가 있는 중심부권역 계획방향은 권역 내 산재하고 있는 역사경관

자원의 고유 이미지를 보전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도로경관을 

조성하여 청주시민의 인상적인 특화가로축을 형성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문화경관특성을 강화하고 인지성을 부각하는 관리 방안을 도모하고 중점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역사·문화적 자원이 밀집된 중앙공원을 

역사문화경관거점으로 설정을 통해 기존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도심 속에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공간 

재생이 필요하다.

3. 청주 관아공원 조성계획 / 청주읍성 복원 계획

‘청주 관아공원 조성사업’은 성안길에 자리한 청주 우체국이 신축 이

전 등으로 인한 도심공동화를 해소와 동시에 도심공동화와 노후가 심각한 

원도심인 성안길 일원을 역사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다.11) 이는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청주동헌일대를 중

11) 충북일보, 청주 읍성지구 관아공원 조성,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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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청주읍성 복원

앙공원과 연계해 관아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지매입에 대

한 부담과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업진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이다.

청주읍성 복원 계획은 일제 

강점기 때 사라진 청주읍성 성

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라

진 읍성을 재현하고자 ‘성 돌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여 중

앙공원 서쪽에 약 40m 정도를 

높이 3.6m, 폭8m 형태로 복원

하였다. 성 돌이 부족하여 중

간 중간에 진짜 성 돌을 끼워 복원했으며, 이를 통해 청주읍성의 정체성과 

성안길 상권 회복을 시도하였다.12)

4. 중앙공원 개선 계획

∙ 사업명 :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용역

∙ 목적 : - 중앙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 과거의 기억(역사)으로 회구하는 공간 조성

         - 이용객을 위한 테마를 설정하여 성안길 상점가 유입 인구 증가

∙ 사업 기본방향

  - 사업구간 중 주요 포인트 구간을 설정하여 글로벌 가족공원을 상징

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기법 적용

  - 현재 중앙공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 계획 제시 

12)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ww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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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공원과 시민공원의 기능이 적절하게 융합된 창조적인 계획 제시  

    - 충북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을 득할 수 있게 제안

[그림 2-2] 2017년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및 도면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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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휴게시설의 수가 감소(벤치 30개 이상

제거, 파고라 제거)하였고, 지난 2009년 시공한 오래된 지면의 황토 포장을 

공원 미관과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고려한 점토벽돌포장으로 교체했다. 최

근 성범죄 등 문제 되고 있는 공공 화장실은 비상벨을 설치해 이용 시민

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존 어두웠던 공원 조명을 친환경 램프를 활용

해 공원 곳곳에 설치했다. 또한 시야를 차단하는 울타리를 철거하고 시야

를 방해하는 수목의 전정을 실시하여 공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전체적인 화단의 선형을 변경했다. 대형 화단을 제거하고 목재데크쉼터

를 조성하였고 남문4 부근은 이용시민의 접근성을 위해 새롭게 조성하였

고 입구 조형물을 새롭게 설치하여 공원의 입구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리모델링 계획안과는 다르게 남서쪽 입구의 녹지띠 계획, 조형벤치, 시민

타일 길(시민참여)은 실제로 공원에 조성되지 않았다.

3절. 관련법규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
시공원에 대한 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의 정의와 세분화 내용과  
공원조성계획 절차, 공원시설, 관리, 비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3) 일
부 내용은 도시공원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당 도시의 자원 특성에 따라 
조성되는 공원을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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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제2조(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

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

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

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

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

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48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

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법제처)

2. 문화재 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48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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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본원칙, 화재방지, 관리, 문화재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14)

하고 있어 중앙공원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관리와 공원 설계 과정에 있어
서 검토가 필요하다.

항 목 내 용

제2조(정의)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

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
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보호)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

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

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

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

할 수 있다.

제14조 

3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

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금연구역

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

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0] 문화재 보호법 (출처 : 법제처)

14) 문화재 보호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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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계의 조건 해석

1절 대상지 분석

1. 대상지 개요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 조성시기 : 1937년 충청북도청이 문화동으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

었고 1986년에 확장하여 조성.

∙ 면적 : 24,800㎡ 

       중앙공원 주변 시설(청주 YMCA,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청주문화관) 면적 포함.

[그림 3-1] 대상지 범위

∙ 주요시설

  - 충청도 병마절도사영문(지방유형문화재 15호), 압각수(충북기념물 5

호), 망선루(지방유형문화재 110호), 조헌 전장기적비(지방유형문화재 

136호), 청주 척화비(지방기념물 23호)

  - 청주 YMCA,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청주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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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중앙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버스이다. 대상지에서 가장 가

까운 버스 정류장은 대상지로부터 동쪽 300m 되는 지점에 있다. 청주 시

외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는 약 5km이고, 버스로는 35~45분 소요된다. 버스

는 총 52대(일반버스 51대, 시외버스 1대)가 운행 중이고, 그 중 1일 1회 

운행하는 버스는 약 1/3 (17대), 1일 2~4회는 9대, 1일 5~7회는 9대이다. 나

머지 버스 중 배차 간격이 15분 이내인 버스는 4대이고, 15~30분은 5대, 

30~60분은 4대, 60분이상은 4대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공원 이용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쪽 입구를 통해 공원으로 들어온다.

대상지 이용자는 도보, 자전거/오토바이, 대중교통(버스)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이 대상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도

보 6분 거리에 있다는 점과 대상지를 경유하는 버스의 수와 배차간격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은 비교적 좋지 않다.

[그림 3-2]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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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의 입구는 동쪽 1개, 서쪽에 1개, 남쪽 4개, 북쪽 2개가 있다. 

동쪽 입구(동문)는 성안로, 서쪽과 남쪽에 있는 입구는 다른 입구에 비해 

큰 길과 접해 있고 그 길에는 결혼과 관련된 상점들이 있다. 남동쪽 끝에 

있는 입구(남문4)는 2017년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기존 입구와 4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입구가 추가 되었다. 북쪽 입구는 

성안로 상권과 연결되어 있다. 공원 확장 전, 중앙공원이 북문2와 남문2를 

중심으로 동쪽만 있었을 때 북문2와 남문2는 길이였고 공원이 확장되면서 

길이 입구가 되었다. 

[그림 3-3] 공원의 입구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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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의 크기는 남문1이 가장 큰 입구이다. 폭은 10m, 계단(4단)과 램프

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 양쪽으로 주자장이 있다. 그 다음은 서문과 남문4

가 폭 7.5m정도로 크고 서문은 비상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이다. 

남문4는 새로 만들어진 입구로 입구 문주가 설치되어 있다. 나머지 입구는 

폭이 약 4~5m로 비슷하다. 

공원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경계처리방식이 다양하다. 공원의 북서

쪽 경계와 공원 내 기관(대한노인회와 청주문화관), 동문 경계는 휀스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남문4에서 동문 쪽 일부와 남문1 부분의 주차장과 

공원과의 경계는 식재 플랜터로 구분하였다. 북문1과 북문2 사이에 망선루

라는 문화재가 있는데 이 주변 경계로는 전통담장을 설치하였다. 서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약 40m 정도를 높이 3.6m, 폭8m 형태로 청주

읍성을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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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환경

청주는 도시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1.5km 안에 국보와 유형문화재, 

기념물들이 집중되어 있다. 청주의 도시 역사는 청주 중심부를 2~3시간 걸

으면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대상지로부터 동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옛 중심 상권이었던 성안길이 

있고 그 옆으로는 국보 제41호 용두사지 철당간이 있다. 북쪽 200m 지점

에는 청주 제2청사와 청주 우체국이 있고 청사 내부에는 과거 청주관아 

중심 건물이었던 청녕각(충북 유형문화재 제109호)이 있다. 대상지에서 북

동쪽으로 500m되는 지점에는 충청북도청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무

심천이 흐른다.

[그림 3-4]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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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주변은 일반 상업지역이다. 대상지를 기준으로 동쪽은 청주의 

중심 상권이었던 성안로가 위치하고 있다. 성안로는 과거 청주읍성 내부에 

있는 거리를 말하며 북문, 남문 자리, 육거리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청주

에서 가장 번화했던 거리로 상권의 중심지였지만 많은 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상권이 이동했다. 지자체에서 성안길의 상권을 회복을 위한 노력

을 통해 성안길 쇼핑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대상지 남서쪽은 결혼과 관련한 상점(사진촬영, 예물, 예단 등)들이 밀집

되어 있다. 중앙공원 남쪽과 서쪽에 있는 거리는 2017년부터 웨딩테마거리 

조성하여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부터 주 

1회(총12회) 상인역량강화 교육을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시민문화학교에서 

진행한다. 

[그림 3-5] 중앙공원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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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성안로 [그림 3-7] 웨딩테마거리

중앙공원은 주변 건물들과 연결되어 있다. 중앙공원 동쪽에는 폭 3m의 

길이 지나가는데 이 도로에는 시민문화학교가 있고 공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 건물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 내 유휴 건물(구 서울 산부인

과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청주 시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

고 있다. 동쪽입구(동문)에는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파는 상점과 인접하여 

이곳에서 간식거리와 음료를 사서 공원에서 먹는 경우가 많다. 

[그림 3-8] 동쪽 입구(동문) [그림 3-9] 시민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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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간 및 동선

중앙공원은 공원 이용자의 연령층과 이용 행태에 따라 공간이 구분할 

수 있다. 남북 방향으로 중앙을 나눴을 때 서측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장이 있는 공간, 동측은 노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

분된다. 세부공간으로는 이용 행태에 따라 남문1 부근, 광장, 경로당 근처, 

야외무대 공간, 공원 중앙부, 동문 부근, 남문4 부근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10] 주요 공간 및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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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1 부근

평일 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인 청주 YMCA와 대한노인회, 화장실 건물이 

있는 공간이다. 입구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입구에서 약 30m 진입하면 우

측에 등의자 3개소가 있다. 입구 정면에는 원형 녹지가 있고 그 옆에 청주

시해병대전우회 청소년 지킴이 건물과 음수대가 있다. 입구와 원형 녹지에

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소나무 하부에는 시민 헌장, 청주시민의 노래 

비석 2개가 있다. 동측 산책길(천년사랑의 길)은 그늘 조성을 위한 느티나

무, 메타세콰이어 등이 식재되어 있다.

[그림 3-11] 남문1 부근 현황사진

∙ 광장

광장은 행사시에 주로 이용하는 오픈 스페이스이다. 면적은 약 1,500㎡

이고, 시설물은 등의자(6개소), 시계탑이 있다. 광장 동측 은행나무 대형목, 

서측은 느티나무이 식재되어 있고, 광장 , 휴게시설이 있는 곳에는 백합나

무, 감나무 등 식재되어 있다.

[그림 3-12] 광장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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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부근

공원의 북서쪽 끝 공간으로 경로당, 체력단련시설, 등의자(3개소), 음수

대, 자전거보관대가 있다. 경로당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고 체력단련시설

이 작동하지 않아서 이용률이 평일에는 가장 낮은 공간이다. 주말에는 기

독교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장소로 쓰인다. 외곽은 편백나무 식재

했고, 경로당 주변 녹지에는 다양한 수종(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 청단풍, 

버즘나무, 회화나무 등)이 있다.

[그림 3-13] 경로당 부근 현황사진

∙ 야외무대 공간

행사할 때는 행사를 진행하는 무대로 사용되고, 평상시에는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야외무대를 의자, 평상 삼아 이용하는 공간이다. 시설물은 야외

무대와 등의자 3개소, 관리사무소가 있다. 야외무대와 휴게시설 사이 공간

에서 윷놀이를 즐기며, 등의자가 있는 곳에는 느티나무, 감나무, 백합나무

가 식재되어 있다.

[그림 3-14] 야외무대 공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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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중앙부

 공원의 동선이 모이는 공간이고 문화재(망선루), 간이 매점, 앉음벽, 비

석 등의 시설물이 있다. 간이 매점을 운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노년층이 

커피를 마시거나 휴식,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다. 공원 중앙을 동서로 나누

었을 때 동쪽이 서쪽보다 약 0.5m 지형이 높아서 계단, 경사가 있다. 녹지

에는 대형목이 많고, 홍단풍, 회화나무, 은행나무 등 식재되어 있다.

[그림 3-15] 공원 중앙부 현황사진

∙ 동문 부근

동문 부근은 성안길 쇼핑거리와 연결되어 있다. 간식집(호떡), 카페와 인

접해 있고, 상점하고 가까운 곳에 목재데크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상점이용이 목적인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원 시설

물로는 음수대, 목재데크쉼터, 등의자(8개소), 문화재 등이 있다. 목재데크

쉼터에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주로 식재되어 있고 수목투사등이 설치

되어 있다.

[그림 3-16] 동문 부근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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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4 부근

녹지율이 높고 그늘이 많은 공간으로 많은 녹지 사이로 곡선의 길이 조

성되어 있다. 녹지 형태는 공원 조성할 때 당시의 녹지 형태와 변함이 없

기 때문에 오래된 교목들이 많다. 시설물은 입구 문주, 병마절도사영문, 수

경시설, 등의자(17개소) 등이 있다. 노인들도 이용하지만 가족단위로 이용

하는 이용자도 있으며, 길거리 공연도 열리기도 한다. 수령 약 900년인 압

각수(은행나무)가 중앙 원형녹지에 식재되어 있고, 녹지에는 소나무, 느티

나무, 메타세콰이어, 청단풍, 백합나무, 무궁화 등 식재되어 있다.

[그림 3-17] 남문4 부근 현황사진

포장은 2017년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원 전체를 점토블

록포장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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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원 시설 및 식재 현황

❚ 문화재 및 건물

공원 내 문화재는 공원을 남북 방향으로 중앙을 나눴을 때 모두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 남문4 부근에 충청도 병마절도사영문(지방유형문화재 

15호), 압각수(충북기념물 5호)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에는 망선루(지방유형

문화재 110호), 청주 척화비(지방기념물 23호)가 있다. 동쪽에는 조헌 전장

기적비(지방유형문화재 136호)가 있다.

 그 외의 건물로는 청주 YMCA,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청주문화관이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원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공원 북서쪽 끝

에 있는 경로당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서쪽 원형 녹지 옆에는 화장

실 건물과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지킴이 건물이 

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관리사무소는 공원의 화장실과 쓰레기 관리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운영 중이다.

[그림 3-18] 문화재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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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관리지도15)에 따르면, 문화재주변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

재 지정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 지정구역은 문화

재가 있는 구역을 말하며,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

정된 구역이다. 

중앙공원에는 망선루와 척화비, 조헌전장기적비, 병마절도사영문, 압각수 

4곳의 지정구역과 지정구역에서 압각수를 제외하여 3곳의 보호구역이 있

다.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지형이나 지질

의 변결을 가져오는 행위,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토석·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등을 할 때 또는 기

존 건축물(시설물)을 개보수 할 때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현상변

경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림 3-19] 문화재보존관리구역 (출처: http://gis-heritage.go.kr/re)

15) 문화재보존관리지도 (http://gis-heritage.go.k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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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현장사진 내용

충청도 

병마절도사영문 

(지방유형문화재 

15호)

 청주읍성 안에 있었던 충청도 병마

절도사영의 출입문이다. 건물은 네모

진 높은 주춧돌 위에 세운 2층의 누

문(樓門) 형식이다.16)

압각수 

(충북기념물 5호)

 압각수는 나이가 900년 정도로 추정

되는 은행나무로 높이가 30m, 둘레

가 8m이다. 

망선루 

(지방유형문화재 

110호)

 고려시대 청주관청의 하나로 관리들

이 머무는 숙소인 객관 동쪽에 있던 

취경루에서 유래한 것이다. 1923년에 

제일교회로 이건 되었으며, 2000년 12

월 중앙공원으로 옮겨 세웠다. 이 지

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17)

조헌 

전장기적비

(지방유형문화재 

136호)

 조선시대 의병장인 조헌 선생을 기

리기 위하여 세운 비로, 임진왜란 당

시 그가 승리를 이루었던 이곳 청주

에 자리하고 있다.

청주 척화비

(지방기념물 

23호)

 척화비는 조선 후기 병인양요(1866)

와 신미양요(1871)를 승리로 이끈 흥

선대원군이 온 백성에게 서양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고자 서울과 전

국 교통요지에 세우도록 한 비이다. 

[표 3-1] 대상지 내 문화재 현황

16)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17)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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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현장사진 내용

청주 YMCA

- 1948년 2월에 창립

- 매주 평일 낮 12시 500~600명의 노

인분들에서 무료급식 제공, 평생교

육, 여성일자리 창출, 청소년 운동 

등의 사업을 진행 중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상

담· 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등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청주 문화관

- 현재 청주 예총이 사용

- 수시로 중앙공원에서 어린이, 청소

년, 대학생들의 공연/전시 진행

- 현재 노인들이 직접하는 프로그램

은 없음

[표 3-2] 대상지 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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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내 시설물

중앙공원은 비림공원이라 불릴 정도로 청주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석

이 많이 있다. 서원향약도덕요목, 독립기념비, 대한민국경로헌장 등 역사와 

공원을 상징하는 13개(문화재 포함)의 비석들이 공원 곳곳에 놓여 있다. 

공원에는 휴게시설(등의자, 평의자), 야외무대, 음수대, 목재데크쉼터, 시계

탑과 작동되지 않는 체력단련시설, 분수와 같은 시설물이 있다. 이곳만의 

특별한 시설물로는 노인들을 위한‘천년의 사랑길’이라는 구조물과 압각

수 원형녹지의 연식의자가 있다. 또한 공원의 안전을 위해 5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20] 공원 내 시설물 현황

휴게 시설의 종류는 평의자, 등의자, 철재연식의자, 앉음벽이 있다. 등의

자는 공원의 서쪽, 평의자는 동쪽에 설치되어 있고 철재연식의자는 압각수

(충북기념물 5호)가 있는 녹지에 설치되어 있다. 앉음벽은 공원의 중앙부

와 압각수에서 서쪽으로 약 5m 떨어진 녹지, 목재데크쉼터에 설치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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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식재 현황

중앙공원에서는 수령 30년 이상 된 교목들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전

체적으로 풍부한 교목에 비해 하부식재는 관목의 종류가 단순하고 수량도 

부족하며, 지표면을 피복하는 지피식물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녹지대도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데 녹시율이 낮다. 

구역별 식재 현황을 살펴보면 경로당 근처, 야외무대, 공원 중앙부는 녹

지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낙엽활엽수가 주로 식재되어 있다. 교목의 

수와 종류에 비해 관목이나 초화와 같은 하부식생은 일부 녹지를 제외하

고 맨땅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부족하지만 사람의 눈높이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투시성은 좋은 편이다. 경로당 근처 외곽에는 상록수가 식

재되어 있고 휴게시설에는 주로 느티나무, 회화나무와 같은 그늘 조성에 

유리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다.

남문1 부근은 입구와 입구에서 보이는 원형녹지에 입구성을 위해 수형

이 좋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대한노인회 건물 뒤편에서도 소나무가 2

열로 식재되어 있다. 원형녹지 주변에는 수목보호대에 식재된 수목이 5개 

있는 것으로 보아 녹지가 변형될 때 존치된 수목이라고 추측된다. 화장실 

건물 서쪽으로는 청주읍성이 복원되기 전에는 교목의 밀도가 높은 공간이

었지만 청주읍성 복원된 현재에는 식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동문 부근과 남문4 부근은 상대적으로 녹지의 크기가 작고 동선이 복잡

하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낙엽활엽수가 많고 휴게공간은 그늘 조성을 위해 

느티나무가 주로 식재되어 있으며, 수령이 오래된 수목을 중심이 되어 식

재 공간이 배치되었다. 중앙공원이 확장되기 전부터 있었던 곳으로 서쪽에 

비해 큰 수목이 많아 그늘이 풍부하다. 공원의 동측 중앙에는 지름이 약 

10m 정도 되는 원형녹지에 압각수라는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다. 수령이 

9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이 수목을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넓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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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다. 압각수 이외에도 동문 근처와 압각수에서 서쪽으로 20m 떨어

진 지점에 관상수가 있다.  

[그림 3-21] 공원 식재 현황 (출처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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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그늘 위치(오전)

[그림 3-23] 그늘 위치(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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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

❚ 무료급식 및 이발 봉사

∙ 무료급식

청주 YMCA가 진행하는 ‘다락방 무료급식소’는 즐거움이 많은 곳이라

는 뜻으로 1995년 8월부터 청주 YMCA와 와이즈멘 남지방회와 공동으로 

시작하여 청주 중앙공원에 찾아오시는 어르신과 실직자들에게 매일 점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매주 월~금(주 5회) 정오에 식사를 제공하고 1일 

평균 25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외에도 60세 이상의 독

거노인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주 C.C.C라는 청소년 기독교 단체에서는 20년 이상의 시간동안 매주 

토요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학생들이 

참여하고 매주 평균 400명 이상의 노인분들이 이용 중이다.

청주 조계종주지협의회에서는 1996년부터 매주 일요일 청주 중앙공원에

서 독서노인과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해왔다. 2017년 3월 

12일 무료급식 1000회를 달성하였고 지역 사찰들과 매주 평균 2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 이발 봉사자

중앙공원에서는 수시로 시간될 때마다 이발 봉사를 나오시는 분이 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주말에 나와 

노인 분들을 위해 봉사를 한다.

❚ 공연/전시

공원 내 시설인 청주문화원 주최하여 수시로 공원에서 공연/전시를 진행

하고 있다.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청주문화원의 시민문화예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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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모임에서 민요, 색소폰, 풍물 등 13개 동아리가 참여하여 청주 중앙공

원 활성화를 위해서 열린다. 또한 매년 10월 중에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표

현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를 중앙공원에서 개최한다. 

2018년에는 청주문화원이 주최한 게릴라 형식의 공연(노래, 춤, 난타공연 

등)도 열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한 어버이날 행사로 무료급식 및 

공연도 진행되었다.

❚ 건강검진 및 상담

노인복지관(청주시, 가경, 내덕, 상당, 서원 등) 8개 기관이 연합해 청주 

중앙공원에 노인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

를 진행한다.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주축으로 진행되며 지역 내 대학과 

시니어클럽, 보건소 등과 연계해 노인복지 서비스 안내, 노인상담, 혈압/혈

당체크, 정신건강 상담, 자살 예방 등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충북대 로스쿨에서 소외계층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 역사문화관광 해설

청주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해설 자

원봉사자가 각 근무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상지 동문에서 100m정도 직

진하면 청주읍성에 관한 역사문화해설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10

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청주 읍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중

앙공원, 철당간 등을 포함하여 인근에 있는 문화재, 역사 흔적들을 찾아다

니면서 직접보고 그것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이 지역 자체가 역사

문화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지역주민과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

에게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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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공원의 변화과정

1908년 중앙공원이 있던 자리는 충청북도청이 있었다. 1937년 충청북도

청이 문화동으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그 때 당시 공원의 서

측 구역은 병원이 있었다. 1986년에 공원을 확장하여 1990년대 중반이 되

어서야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원

의 동측 녹지 형태는 큰 변화가 없고 그 때 당시에는 광장에 원형 녹지와 

배드민턴장이 존재하였다.   

년도 항공사진 내 용

1973년

·공원은 현재의 약1/3크기(확장 전)

·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물

  (과거 충청북도청 건물 존재)

·공원 북측에 있던 문화재(망선루)가 존재하

지 않음

1994년

·1986년 공원이 확장(광장에 원형 녹지)

·현재 공원모습과 비슷하고 체육시설(배드민

턴장)이 존재

·공원 북측에 있던 문화재(망선루)가 존재하

지 않음

·YMCA, 대한노인회, 청주문화관 건물 존재

2008년

·광장 원형녹지, 배드민턴장 사라짐

·문화재(망선루) 이전 복원(2000년)

·노인들의 이용 확인 가능

·야외무대 존재

2018년

·포장의 변화(흙포장→블럭포장)

·녹지 형태의 변화(광장의 확장)

·동측의 휴게시설 감소/성안길 입구 휴게시설 

조성

[표 3-3] 중앙공원 변천과정 (출저 : 청주시 지도모아 공간정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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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용행태 및 대상지 인식 조사

1. 이용행태조사

행태조사는 현장관찰을 통해 진행했으며, 2018년 5월 5일~11일까지 1주

일 간 행위지도 작성법(Behavior Mapping)을 사용하여 진행했다. 오전 8

시~오후 8시까지 공원 이용자를 관찰하였고, 2시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행위별, 구역별, 시간별로 구분하여 이용자 행태, 이용자 수, 물리적 자원, 

위치를 정리하여 시각화했다. 공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이

용자는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분 내 용

행위별

동적

운동, 산책, 윷놀이, 장

기, 노래/춤, 사진찍기, 

관리, 뛰어놀기

-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

유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구분

정적

음주, 노숙, 담배, 커

피, 간식, 윷놀이/장

기 구경, 무료급식, 

대화, 휴식

구역별

남문1 부근

- 상대적 공간 이용률

- 선호하는 공간의 특성 파악

- 활동 위치

광장

경로당 근처

야외무대 공간

공원 중앙부

동문 부근

남문4 부근

시간별
평일 - 시간별 행위, 이용자 수의 

변화(2시간 간격)주말

[표 3-4] 이용행태 관찰 요소

행위별에서는 동적행위와 정적행위으로 구분하였다. 동적행위는 운동, 

산책, 윷놀이, 장기, 노래/춤, 사진찍기, 관리, 뛰어놀기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공원의 관리를 위해 쓰레기를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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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말하고 뛰어놀기는 유년층이 공원에서 뛰어다니며 노는 행위

를 한다. 정적행위는 음주, 노숙, 담배, 커피, 간식, 윷놀이/장기 구경, 무

료급식, 대화, 휴식이 있다. 노숙은 공원에 누워서 잠을 자는 행위를 

말하고 간식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한다. 무료급식은 공원에서 운영

하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역별은 이용자의 연령층과 이용행태를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이용행

태를 조사하였다. 유년층(13세 이하), 청년층(14~29세), 중장년층(30~59세), 

노년층(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나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원 

이용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조사 기간 중 친분이 생긴 노인들의 도움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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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행위지도(평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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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행위지도(주말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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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별 이용행태

∙ 이용 행위 

중앙공원에서의 행위는 동적행위와 정적행위로 나눌 수 있다. 2시간 간

격으로 공원에서 일어나는 이용자 행위의 수를 조사한 결과, 동적행위

(12.9%)보다 정적 행위(87.1%)가 더 많이 일어났다. 전체 행위 중에서는 무

료급식, 대화, 휴식 행위가 주로 일어나고 있었다. 

행위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전체

평균

전체비율

(%)

평균 이용 연령층

유 청 중 노

동적

운동 3 1 2

12.9

0.2 - - - 2
산책 13 75 44 4.7 2 8 9 25

윷놀이 42 54 48 5.1 - - - 48
장기 18 24 21 2.2 - - - 21

노래/춤 4 0 2 0.2 - - - 2
사진찍기 0 1 1 0.1 - - 1 -

관리 4 1 3 0.3 - - - 3
뛰어놀기 0 2 1 0.1 1 - - -

정적

음주 12 25 19

87.1

2.0 - 1 2 16
노숙(잠) 5 3 4 0.4 - - - 4

담배 0 2 1 0.1 - - - 1
커피 2 10 6 0.6 - - 2 4

간식 15 51 33 3.5 8 10 15 -
윷놀이 

구경
99 65 82 8.7 - - - 82

장기 구경 23 53 38 4.1 - - - 38

무료급식 237 357 297 31.7 - - - 297

대화 128 169 149 15.8 5 6 20 118
휴식 184 193 189 20.1 7 4 17 161

[표 3-5] 관찰된 행위의 수 (평균)                                          (단위:명)

동적 행위에서는 윷놀이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산책, 장기 순으로 행

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행위는 약 90%가 노년층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동

적 행위 중에서 운동에 관련된 행위(운동, 산책)는 1/3이상이고, 윷놀이, 장

기, 노래/춤과 같은 오락 행위는 약 2/3를 차지한다.

정적 행위에서는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휴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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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순으로 행위가 일어났다.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행위는 점심시간에만 볼 

수 있다. 휴식, 대화와 같은 행위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상점과 

가까운 곳에서는 커피나 간식을 섭취하는 행위들도 많이 일어났다. 공원에

서는 윷놀이, 장기를 직접 하지 않아도 구경하는 노년층이 상당히 많으며 

참여하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많다. 공원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 

중에서는 음주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동적, 정적 행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윷놀이와 무료급식 이용행위도 

대부분 노년층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무료급식은 저소득, 소외된 어르신에

게 제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노년층에 행위에

서는 중앙공원이 금연, 금주구역임에도 음주, 노숙(잠), 담배와 같은 행위

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특별한 목적 없이 공원을 계속 배회하

거나 산책하는 노인들도 볼 수 있었다. 

[그림 3-26] 노년층 이용행태

중장년층은 노년층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를 하거나 윷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일에는 식사 후 간식 및 커피,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간

식, 커피, 산책을 하러 공원 찾는 경우가 많았다. 공원을 이용하는 유년층

은 가족과 함께 이용하고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청년층

의 경우는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답사나 과제를 하러 오거나, 주말에 가

족, 친구들과 간식을 먹기 위해 공원을 방문하는 학생이 많았다.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년층끼리 휴식을 취하거나 비노년층(중장년층, 청

년층, 유년층)끼리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비노년층이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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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는 곳에 노년층이 오면 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림 3-27] 비노년층(중장년층, 청년층, 유년층) 이용 행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원 이용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긴 공원 체류시간으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행위가 연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중앙공원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행위

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행 위

Pattern A 휴식/대화 ↔ 윷놀이/장기

Pattern B 산책 ↔ 휴식

Pattern C 간식/커피 ↔ 휴식/대화

Pattern D 휴식/대화 ↔ 음주/노숙

[표 3-6] 행위 패턴

Pattern A는 특정 공간에 휴식을 하는 노인들이 일정 수가 모이게 되면 

윷놀이, 장기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Pattern B,C는 공원의 일반적인 이용 행위로 Pattern B는 산책과 휴식을 

번갈아가며 하는 공원 이용 행위, Pattern C는 간식/커피를 섭취하고 이어

서 휴식/대화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Pattern D는 공원을 이용하는 노숙자

가 다른 노숙자와 휴식/대화를 하다가 음주/노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를 말한다.

공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 패턴은 Pattern A이다. Pattern D는 

공원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가장 적게 일어나는 행위이다. Pattern A, 

D는 주로 노년층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패턴은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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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고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난다. Pattern C는 중장년층, 청년층, 유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패턴이다.

∙ 주요 행위별 공간 특징

행위지도에 나타난 행위 중에 밀도 있게 나타난 주요 행위들을 정리하

여 그 행위들이 일어난 공간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행위는 휴식/대화, 윷

놀이/장기, 간식, 음주/노숙, 무료급식으로 나타났다. 무료급식은 공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이지만 평일은 YMCA건물에서 이루지어지고 주말

은 무료급식을 주최하는 단체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주요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 분 공간 위치

휴식/대화 ① ~ ③ / ④ ~ ⑤
윷놀이/장기 ⑥

간식 ⑦
음주/노숙 ⑧

[표 3-7] 주요 행위별 공간

[그림 3-28] 주요 행위 KEY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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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위치 ① ~ ③

행위

- 주로 일어나는 행위: 휴식, 대화

- 대부분 혼자 공원을 방문하며 휴식을 취하다가 옆

에 앉은 사람과 대화

- 이용자 수에 비해 휴게시설(등의자)이 부족하여 땅

에 앉아서 휴식을 하거나 녹지에서 휴식

이용자 - 주로 노년층 사용

공간특징

- 직각형태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녹지와 인접하

여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오픈 스

페이스 위치

- 휴식/대화를 하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윷

놀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 사

람들이 모임 (Pattern A)

- 등의자 또는 앉음벽 설치

- 느티나무 식재

[표 3-8] 휴식/대화 행위 및 공간 특징-1

공간위치 ④ ~ ⑤

행위

- 주로 일어나는 행위: 휴식, 대화

- 1명 이상의 규모로 공원을 방문하여 혼자 휴식을 

취하거나 함께 온 일행과 대화

-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중장

년층, 청년층도 이용

이용자 -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사용

공간특징

- 대형목 하부 휴게공간

- 마감이 고르지 못한 석재플랜터, 철재 봉 벤치 설치

- 마감이 고르지 못해 앉을 때 불편하지만 대형목이 만

드는 그늘 때문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 

(Pattern B)

- 은행나무 대형목 식재

[표 3-9] 휴식/대화 행위 및 공간 특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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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위치 ⑥

행위

- 주로 일어나는 행위: 윷놀이, 장

기, 휴식, 대화

- 10~30명 이상의 규모로 진행됨

- 대부분 서서 윷놀이에 참여하고 

구경하는 사람 중 일부만 앉음

- 장기는 앉아서 진행하며 서서 구

경함.

공간

특징

- 위요감 있는 공간을 선호, 그늘

의 위치 따라 위치가 변함

- 오전에는 휴게 공간이 있는 곳에

서 행위가 시작되었다가 시간에 

지나면서 그늘이 중요

  (Pattern A)

-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메타세

콰이어, 느티나무 등 식재이용자 - 주로 노년층 사용

[표 3-10] 윷놀이, 장기 행위 및 공간 특징

공간위치 ⑦

행위

- 주로 일어나는 행위: 간식, 휴식, 대화

- 호떡집과 카페가 인접하고 있고 대부분 구매 후 공

원에서 섭취

- 평일에는 점심 이후 직장 동료, 주말에는 가족, 연인들도 

이용

-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다가오면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이용자 - 주로 중장년층, 청년층, 유년층 사용

공간특징

- 상점과의 접근성이 좋음(2개의 입구가 만나는 공간)

- 녹지 사이 데크쉼터 조성(Pattern C)

- 장애인 이용 가능

- 소나무, 느티나무 등 식재되어 있지만 녹지가 크기

가 작음

[표 3-11] 간식 행위 및 공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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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위치 ⑧

행위

- 주로 일어나는 행위: 음주, 노숙

- 항상 음주와 노숙행위가 이루어짐

- 주로 노숙자들이 이용하고 일반 이용자들은 접근하

지 않음

- 술을 취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숙을 함

이용자 - 주로 노년층 사용

공간특징

- 주요 입구/동선과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음

- 다른 이용자들의 시야에서 피할 수 있는 외곽 공간

- 폐쇄된 시설(경로당 운영X, 체력단련시설 고장)

- 갑자기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시설(음수대 지붕)

과 등의자 설치(Pattern D)

- 느티나무, 편백나무, 자귀나무 등 식재

[표 3-12] 음주/노숙 행위 및 공간 특징

행위

- 주로 일어나는 행위: 무료 급식

- 점심시간 무료 급식소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YMCA건물에서 광장까지 줄 섬.

  (평일 200~300명, 주말 400~500명)

공간특징
- 무료 급식소 건물을 이용

- 무료 급식을 주최하는 단체에 따라 위치가 변함

[표 3-13] 무료급식 행위 및 공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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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이용행태

공원은 이용자의 연령층, 이용 행위, 구역의 특징에 따라 남서쪽입구, 광

장, 경로당 근처, 야외무대 공간, 공원 중앙부, 동쪽입구, 남문4 부근으로 구

역을 구분하였다. 공원의 중앙부를 포함한 서측은 주로 노년층이 주로 이용

하는 구역이고 광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용 행위의 차이에 따라 5개의 

구역을 구분하였다. 공원의 동측은 2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상점에서 

가까워 이용 연령층이 다양한 공간과 압각수(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29] 구역별 KEYMAP

∙ 남문1 부근

남문1 부근은 동적 행위보다 정적 행위가 많이 일어난 구역이다. 이 구역

은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행위가 가장 많은 구역으로 평일 점심시간에 

200~3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한다. 그 다음으로는 윷놀이 구경하는 행위가 많

이 일어났고 약 10~30명 규모로 진행된다. 일어나는 행위 중 가장 적게 일

어난 행위는 산책인데 공원이 입구이기 때문에 위치상 산책 행위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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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힘들다. 행위가 일어나는 위치는 무료급식를 이용하는 행위는 공

원 남서쪽 끝에 있는 YMCA에서 무료 급식소에서 일어난다. [그림3-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구에서 약 30m 떨어진 원형 녹지 부근에서 윷놀이, 휴식/

대화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동 동선에서 가깝고 그늘이 있는 곳에서 

주로 행위가 일어난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입구 정면 원형 녹지 아래에는 녹지에 들어

가지 말라는 알림판이 있음에도 녹지에 들어가 담배를 피거나 휴식을 취하

는 사람도 볼 수 있다. 비가 올 때는 노인 이용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

실 지붕 아래에서 1~2명의 노인들이 휴식을 하다가 공원을 떠난다.

남문1 

부근

행위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전체비율(%)

평균 이용 연령층

유 청 중 노

동적
산책 4 4

7.2
1.1 - - 1 3

윷놀이 12 34 6.1 - - - 23

정적

윷놀이 구경 21 27

92.8

6.3 - - - 24

무료급식 237 357 78.7 - - - 297
대화 5 19 3.2 - - - 12

휴식 19 16 4.6 - - 2 16

[표 3-14] 남문1 부근에서 관찰된 행위(평균)                                (단위:명)

∙ 광장

광장에서는 휴식, 대화와 같은 행위가 많이 일어났다. 휴식, 대화는 광장 

외곽에 등의자 또는 교목 하부에서 이루어졌다. 넓은 공간 때문에 윷놀이

가 일어나는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규모가 크게 일어났다. 광장 서쪽에 그

늘이 있는 수목 보호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땅바닥에 앉거나 서서 이

용한다. 산책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는데 공원을 배회하면서 대화할 상

대를 찾는 사람처럼 보였다. 간혹 몸이 불편한 노인이 광장을 돌면서 운동

을 하는 모습과 노숙자들이 음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음주는 이용자

가 많이 없을 때 광장 서쪽 끝 녹지 앞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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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행위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전체비율(%)

평균 이용 연령층

유 청 중 노

동적

운동 1 1

24.0

1.2 - - - 1
산책 2 16 10.5 - 1 - 8

윷놀이 20 - 11.7 - - - 10

관리 1 - 0.6 - - - 1

정적

음주 2 -

76.0

1.2 - - - 1

노숙(잠) - 1 0.6 - - - 1
윷놀이 구경 43 - 25.1 - - - 22

대화 14 14 16.4 - 3 1 10
휴식 28 28 32.7 - - 1 27

[표 3-15] 광장에서 관찰된 행위(평균)                                           (단위:명)

∙ 경로당 부근

공원의 외곽인 경로당 부근에서는 정적 행위만 일어나고 행위의 종류도 

단순하다.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고 현재 경로당은 폐쇄되어 있고 경로당 

옆에 체력단련시설도 고장이 나 있어서 일반 노인들도 잘 가지 않는 구역

이다. 행위 중에서 음주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음주를 하면서 노숙, 

담배 행위가 함께 일어났다. 간혹 음주, 노숙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휴식

을 취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노숙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경로

당 옆 등의자에서 거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원에서 외곽이고 공원

을 이용하는 동선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률 가장 낮은 구역이다. 

경로당

부근

행위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전체비율(%)

평균 이용 연령층

유 청 중 노

정적

음주 9 16

100.0

54.4 - - 2 11

노숙(잠) 2 - 4.3 - - - 1
담배 - 1 2.2 - - - 1

대화 4 8 26.1 - - 1 5
휴식 4 2 13.0 - - 1 2

[표 3-16] 경로당 부근에서 관찰된 행위(평균)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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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무대 구역

야외무대 공간은 행사가 열리지 않을 때는 노년층이 이용한다. 사람들이 

휴식, 윷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야외무대를 의자 삼아 휴식을 취하거나 간

혹 노숙자들이 음주, 노숙을 한다. 야외무대와 녹지 사이에 포켓공간에서 

주로 노인들이 윷놀이를 즐긴다. 관찰 결과 윷놀이, 휴식을 하는 노인들이 

가장 먼저 이용하는 구역이다. 

야외무대와 녹지의 사이의 포켓공간에는 휴게시설과 윷놀이가 일어날 

공간이 있어 휴식, 대화, 윷놀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휴게시설에 노인

들이 휴식과 대화를 나누다가 일정 수의 인원이 모이면 윷놀이를 하고 다

시 휴식을 취하다가 윷놀이를 하는 행위 패턴을 보인다.

야외

무대

행위
평일

평군

주말

평균
전체비율(%)

평균 이용 연령층

유 청 중 노

동적
운동 1 -

16.2
0.5 - - - 1

산책 - 3 1.4 - - - 2

윷놀이 10 20 14.3 - - - 15

정적

음주 1 4

83.8

2.4 - - 1 2

노숙(잠) 1 1 1.0 - - - 1

윷놀이 구경 35 38 34.7 - - - 37
대화 15 9 11.4 - - 1 11

휴식 35 37 34.3 - - 1 35

[표 3-17] 야외무대 구역에서 관찰된 행위(평균)                                (단위:명)

∙ 공원 중앙부

공원 중앙부는 간이매점이 위치하고 있어 매점 근처에 노인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행위가 주로 일어난다. 앉음벽에 걸터앉아 장

기를 두는 노인들도 볼 수 있으며, 그늘을 찾아 녹지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음주를 하며 장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음주를 한 

노인들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망선루라는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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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어렵다. 

공원

중앙부

행위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전체비율(%)

평균 이용 연령층

유 청 중 노

동적

산책 1 8

14.9

6.1 - 1 2 2
장기 - 8 5.4 - - - 4

노래/춤 4 - 2.7 - - - 2

관리 1 - 0.7 - - - 1

정적

음주 - 3

85.1

2.0 - - - 2

커피 2 5 4.7 - - - 4
장기 구경 - 13 8.8 - - - 7

대화 17 51 45.9 - - 5 29
휴식 23 12 23.7 - - 1 17

[표 3-18] 공원 중앙부에서 관찰된 행위(평균)                                  (단위:명)

∙ 동문 부근

상점(카페, 호떡집)과 인접해 있는 동문 부근은 회사원, 연인, 가족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한다. 공원 이용의 목적보다는 간식을 먹

기 위해서 상점에서 바로 보이는 공원 내부의 목재데크쉼터를 이용한다. 

구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회전율이 빠르고 가장 이용률이 높은 구

역이다. 공원에 함께 온 사람들과 간식을 먹으며 휴식, 대화를 즐기다가 

간식을 다 먹으면 얼마 되지 않아 공원을 떠난다. 비노년층(중장년층, 청

년층, 유년층)은 노년층이 다가가면 자리를 피하거나 노년층이 앉아 있는 

곳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구역은 녹음이 풍부하고 오래된 수목

이 다수 있어 그늘이 풍부한 편이다. 목재데크쉼터 뒤편 그늘이 있는 휴게

시설에선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주말에는 산책을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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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부근

행위
평일

평군

주말

평균
전체비율(%)

평균 이용 연령층

유 청 중 노

동적
운동 1 -

14.2
0.4 - - - 1

산책 1 18 6.4 1 3 2 4

장기 8 14 7.4 - - - 11

정적

노숙(잠) 2 -

85.8

0.7 - - - 1

커피 - 5 1.7 - - 2 1
간식 15 45 20.3 7 8 15 -

장기 구경 10 35 15.2 - - - 23
대화 31 23 18.2 1 2 2 22

휴식 35 53 29.7 5 3 5 31

[표 3-19] 동문 부근에서 관찰된 행위(평균)                                    (단위:명)

∙ 남문4 부근

남문4 부근은 수령이 900년 이상 된 압각수(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원을 

이용한다. 이 구역은 동문 부근과 마찬가지로 주로 오래된 수목이여서 상대

적으로 그늘의 양이 풍부하다. 따라서 휴식, 대화, 장기와 같은 행위가 휴게

시설에서 일어나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경시설은 몸이 불편한 장

애인이 전동차를 탄 채로 앞에 모여 대화를 하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거

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 주말에는 이 공원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뛰어 

노는 아이들을 압각수 근처에서 볼 수 있다.

남문4

부근

행위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전체비율(%)

평균 이용 연령층

유 청 중 노

동적

산책 5 26

19.7

12.5 1 4 5 6
장기 10 2 4.8 - - - 6

사진 - 1 0.4 - - 1 -
관리 2 1 1.2 - - - 2

뛰어놀기 - 2 0.8 1 - - -

정적

음주 - 2

80.3

0.8 - 1 - -

노숙(잠) - 1 0.4 - - - 1
담배 - 1 0.4 - - - 1

간식 - 6 2.4 - 2 1 -
장기 구경 13 5 7.2 - - - 9

대화 42 45 34.9 4 2 10 28
휴식 40 45 34.2 2 1 7 33

[표 3-20] 남문4 부근에서 관찰된 행위(평균)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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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구역별 주요 행위

구역별 행위를 기반으로 정리하면, 동적 행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역은 광장, 남문4 부근이고 정적 행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역은 

남문1 부근, 동문 부근이다.

무료급식 행위는 남문1 부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노년층이 이용한

다. 휴식/대화는 남문4 부근이 가장 많이 나는 구역이고 두 번째는 동문 

부근으로 공원의 동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다. 윷놀이는 야외무대 공간과 

남문1 부근, 장기는 동문 부근에서 많이 일어난다. 간식은 동쪽입구, 음주/

노숙과 같이 공원에서 금지된 행위는 경로당 부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

진다. 

이용하는 대상자의 연령층은 남문1 부근, 광장, 경로당 부근, 야외무대, 

공원 중앙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주로 노년층(90%이상)이고, 동문 부근과 

남문4 부근 역시 이용자 중 노년층의 비율(65%)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비

노년층의 비율(35%)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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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별 이용행태

중앙공원은 오전 8시쯤부터 노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노

인들이 공원에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회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다. 공원 중앙부에 있는 간이매점은 오전 7시부터 운영하고 1~2명 정도 커

피를 마시며 매점 아저씨랑 대화를 나눈다. 오전 7시~8시 사이에 운동하시

는 노인(장애인)을 볼 수 있었다. 오전 8시쯤 조사했을 때 공원 이용자는 

거의 대부분 노인이고 평일, 주말 상관없이 20~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었

다. 경로당 건물 앞에서는 노숙자들이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고 이른 

시간부터 공원에서 휴식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오전에는 야외무대 구역에 

있는 휴게시설에 그늘이 형성되어 노인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오전 11시까지 특별한 이용행태는 없고 꾸준히 노인 이용자가 증가한다.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하고 오전 12시 경에 공원 이용

자가 가장 많고 평일 200~300명, 주말 400~500명 노인 이용자가 무료급식

소를 이용한다. 식사 후 공원 곳곳에서 노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윷놀이

(10~30명 규모)나 장기를 한다. 무료급식소만 이용하는 노인도 있기 떄문

에 오후 2시쯤 점심시간 공원 이용자의 약 50% 정도가 공원을 이용한다. 

오후 1~3시에는 주변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공원과 인접해 있는 호떡집과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공원을 이용한다. 오후에는 야외무대 구역에 그늘이 

사라지고 광장 서측에 그늘이 형성되어 휴게시설이 없음에도 노인들이 그

늘로 이동하여 땅바닥에 앉거나 서서 활동한다.

오후 4시까지 비슷한 이용행태가 이어지고 공원 이용자는 서서히 감소

한다. 오후 4시가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노인 이용자들이 감소하고 오후 6

시경에는 공원에 노인 이용자는 20명 이하이다. 중장년층, 청년층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산책, 휴식 또는 호떡집과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공원을 이

용한다. 오후 8시에는 공원에 노인은 찾기 힘들고 주말에는 다른 연령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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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약 20~30명 정도 이용하지만 평일에는 10명 이하로 이용한다.

중앙공원의 평일과 주말 이용행위를 살펴보면 평일보다 주말이 공원 이

용자 수가 많았고, 이용자의 연령층이 다양했다. 평일보다 주말에 약 1.3배 

이상 이용자 수가 많았다. 주말 이용 행위에서는 평일에서 볼 수 없었던 

뛰어놀기, 사진찍기 행위들이 간혹 나타났고 동적 행위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이 평일의 5배 이상 많았다. 정적 행위에서는 음주를 하는 행위가 평

일의 2배 이상, 간식을 먹는 행위는 평일의 3배 이상 눈에 뛰는 차이를 보

였다. 대화 행위도 평일에 비해 40명 정도 더 많았고 휴식 행위도 미세하

게 증가하였다.   

이용 연령층은 공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노년층

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평일에 비해 주말에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가 이

용하고 있었다. 주말에 새롭게 추가된 행위와 증가한 행위들을 봤을 때 비

노년층(중장년층, 청년층, 유년층) 이용자가 눈에 뛰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중장년층 이용자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동문 부근과 남문4 

부근 구역에서 이용 연령층에 대한 변화가 컸다. 노년층도 마찬가지로 주

말에 이용자가 더 많았으나 이용 행태에는 평일과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증가한 이용자들의 활동 시간은 오후 2시에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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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평일 평균

합계 전체 비율
8시 10시 12시 14시 16시 18시 20시

동적

운동 2 1 - - - - - 3 0.4

산책 1 - 3 1 3 2 3 13 1.7

윷놀이 - - 10 16 16 - - 42 5.3

장기 - - - 4 10 4 - 18 2.3

노래/춤 - - - - 4 - - 4 0.5

관리 2 1 - 1 - - - 4 0.5

정적

음주 4 3 - 3 - 2 - 12 1.5

노숙(잠) 1 - - 4 - - - 5 0.6

담배 - - - - - - - - -

커피 - 2 - - - - - 2 0.3

간식 - - - 8 6 1 - 15 1.9

윷놀이 구경 - - 35 33 31 - - 99 12.6

장기 구경 - - - 5 15 3 - 23 2.9

무료급식 - - 237 - - - - 237 30.0

대화 5 20 25 43 25 8 2 128 16.2

휴식 7 15 39 65 40 14 4 184 23.3

시간별 이용자 수 22 42 349 183 150 34 9 789 100.0

[표 3-21] 평일 평균 시간별 이용자 수 (2시간 간격)                                   (단위:명,%)

행위
주말 평균

합계 전체 비율
8시 10시 12시 14시 16시 18시 20시

동적

운동 1 - - - - - - 1 0.1

산책 4 9 18 20 11 6 7 75 6.9

윷놀이 - - - 35 19 - - 54 4.9

장기 - - - 10 10 4 - 24 2.2

노래/춤 - - - - - - - - -

사진찍기 - - 1 - - - - 1 0.1

관리 1 - - - - - - 1 0.1

뛰어놀기 - - - - 2 - - 2 0.2

정적

음주 3 7 3 6 3 3 - 25 2.3

노숙(잠) - - 2 1 - - - 3 0.3

담배 - 2 - - - - - 2 0.2

커피 6 - - 4 - - - 10 0.9

간식 - - 4 22 13 8 4 51 4.7

윷놀이 구경 - - - 47 18 - - 65 6.0

장기 구경 - - - 20 26 7 - 53 4.9

무료급식 - - 357 - - - - 357 32.9

대화 5 13 40 46 32 25 8 169 15.5

휴식 5 21 55 51 43 12 6 193 17.8

시간별 이용자 수 25 52 480 262 177 65 25 1086 100.0

[표 3-22] 주말 평균 시간별 이용자 수 (2시간 간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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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과 동선

중앙공원이 입구가 8개이고 많은 입구를 통해 공원으로 들어오는 이용

자로 인해 다양한 이동 동선이 만들어진다. 많은 입구 때문에 이용자는 공

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만 공원이 가로질러가는 길로 사용되고, 공원 내

부의 입구로 인해 공간과 녹지가 쪼개지면서 동선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중앙공원의 가로 질러가는 길과 입구의 이용률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8

개의 입구가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앙공원을 가로 질러가는 동선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하는 동선은 동

문과 서문을 이용하는 동선이다. 그 다음은 남문1과 동문을 이용하는 동선

의 이용률이 높았다. 동문 방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성안로 쇼핑거리, 버스 정류장이 동문 방향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서문과 남문4을 연결하는 동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입구의 이용은 성안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동문이 가장 이용률이 높

았고 그 다음은 비교적 큰 도로와 연결된 서문과 남문1 순서로 이용률이 

높았다. 가장 이용률이 낮은 입구는 남문2이고 그 다음은 남문3이다. 남문

2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입구이고 남문3은 새롭게 만들어진 남문4와 

약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 전체로 봤을 때 성안로 상권과 

연결되어 있는 북동쪽 입구의 이용이 많았으며, 상대적은 남쪽 입구의 이

용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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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입구 이용과 동선 조사

공원명 공원 면적 입구 수 입구 간 최소거리

화정 중앙공원 약 12,000㎡ 4개 100m 

탑골공원 15,051㎡ 4개 (2개만 개방) 100m

시흥 중앙공원

(능곡동)
약 22,000㎡ 4개 50m

청주 중앙공원 24,800㎡ 8개 30m

산본 중앙공원 약 37,000㎡ 4개 200m

시흥 중앙공원

(정왕동)
약 43,000㎡

7개 (큰 입구 2개, 

작은 입구 5개)
60m

[표 3-23] 타 공원 입구 현황 검토

청주 중앙공원을 규모가 비슷한 타 공원과 비교했을 때 면적에 비해서 

입구가 많다. 조사한 타공원 입구 현황을 보면 청주 중앙공원보다 면적이 

비슷하거나 작은 공원은 입구는 4개이고 면적이 1.5배 큰 공원도 8개를 넘

지 않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구 간의 최소거리도 청주 중앙공원 

30m보다 큰 공원들이 많았다. 중앙공원은 타 공원에 비해 입구 수량이 많

고 입구 간의 최소거리도 짧기 때문에 공원의 동선이 혼란스럽다. 따라서 

공원 이용자가 이용하는 동선, 입구의 이용률 조사와 주변 현황을 고려하

여 많은 입구의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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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 조사

인식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 기간 동안 

현장답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현장관찰에서 나타난 이용

행태에서 부족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8년 4

월 7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고, 공원 이용자에는 노년층이 많아서 설문조사

의 이해를 위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원 이용자 중 노년층은 인터뷰나 설문조사에 대한 경계가 심해 어려

움이 있었으며, 1주일이 넘는 기간을 조사하면서 공원에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이용행태조사에 앞서 이용자의 연령

대와 거주지, 청주 중앙공원에 대한 인식, 이용 목적, 문제점, 개선 사항, 

선호하는 공간과 선호하지 않는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성별, 연령대, 거주지

공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공원 이용 빈도, 이용시간, 공원이용목적 등

청주 중앙공원에 대한 

이용/인식
중앙공원의 이미지, 이용 빈도, 이용시간, 이용 목적 등 

청주 중앙공원 개선에 관한 

질문
문제점 및 필요한 시설, 선호하는 공간과 이유

[표 3-24] 설문조사 내용

대상자는 청주 중앙공원 이용자, 주변 상가 이용자이고, 연구자가 임의

로 선정한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 앞서 3차

례에 걸쳐 인터뷰 형식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현재 

이용 연령층에 따른 중앙공원에 대한 인식, 이용자의 요구 사항, 중앙공원 

개선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호하는 공간과 선호하지 않는 공간에 대

한 질문을 추가하였고 중앙공원 배치도를 첨부하여 직접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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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중앙공원 이용자, 주변 상가 이용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남자이용자(70%), 여자이용자(30%)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60~70대

가 약 48.4%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상당구 성안동, 모충동, 용담동 순으

로 많았다. 설문조사는 거의 대부분 청주시 거주자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청주시 거주자가 아닌 다른 도시에 사는 충청북도 노인 거주자들 중에서

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중앙공원이 이용

자를 청주시에서만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충청북도의 다른 도시에

서도 노인들이 중앙공원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용행태조사에서 관찰했

던 것과 같이 공원에 노인 이용자가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42 70.0%

여 18 30.0%

연령대

10~20대 14 23.3%

30~50대 9 15.0%

60~70대 29 48.4%

80대 이상 8 13.3%

거주지

성안동 11 24.4%
모충동 5 11.1%

용담동 3 6.7%
복대동 3 6.7%

탑대성동 3 6.7%
기타 35 44.4%

[표 3-25]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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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설문조사 대상지들에게 중앙공원을 포함한 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에 대해 조사하였다. 1주일간 매일 공원에 가는 사람은 28.4%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기타(2회/1달, 1회/2달)가 20.0%로 많았다. 공원을 매일 간

다고 응답한 연령층은 노년층이 대부분이고, 기타로 응답한 사람은 주말에 

공원을 방문한 중장년층, 청년층이 많았다. 1회 평균 이용시간은 5시간 이

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7.3%이고, 3~4시간 이용하는 사람은 23.7%, 

1시간 이내는 22.0%이다. 공원 이용 목적과 주된 공원의 기능에서는 커뮤

니티, 휴식/여가, 운동/산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지 참여자가 노년층이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공원 노인 이용자는 근처 다른 공원보다 중앙공원

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방문빈도

1회/주 5 8.3%

2회/주 5 8.3%
3회/주 8 13.4%

4회/주 3 5.0%
5회/주 5 8.3%

6회/주 5 8.3%
매일 17 28.4%

기타 12 20.0%

1회 평균 

이용 시간

1시간 이내 13 22.0%

1~2시간 3 5.1%

3~4시간 14 23.7%

5시간 이상 22 37.3%

기타 7 11.9%

이용 목적

(중복 가능)

운동/산책 18 -

휴식/여가 21 -
사람들과의 만남 22 -

기타 10 -

공원의 기능

(중복 가능)

도시녹지 확보 1 -

휴식 공간 22 -
산책/운동 15 -

커뮤니티 26 -

[표 3-26] 공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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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중앙공원 이용/인식 대한 조사

청주 중앙공원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61.6%가 긍정적이 응답을 하였

다. 그 이유로는 ‘여러 사람(친구, 노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노인들

이 놀기 좋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등이 있었고, 나머지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는 ‘공원이 낙후되고 노인들이 많아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깨끗하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이는 중앙공원에 

노년층에게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자 노인들의 놀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청주 중앙공원의 

이미지

좋다 23 38.3%

조금 좋다 14 23.3%

조금 안 좋다 15 25.0%

안 좋다 8 13.3%

[표 3-27] 중앙공원의 이미지

중앙공원을 매일 방문한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고, 기타(2회/1달, 

1회/2달, 잘 이용하지 않음)는 26,7%로 앞서 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서 조사한 결과보다 6.7% 높게 나왔다. 이유는 중앙공원 근처에 일이 있거

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오지 않거나 노인들이 많아서 공원을 가고 싶으면 

다른 공원을 간다고 인터뷰에서 들을 수 있었다. 조사 기간에 비노년층 중

에서 중앙공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으며, 이는 이용행태

에서 노년층이 있는 곳을 기피하거나 다가오는 것을 피하는 행위에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회 평균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36.7%)이 가장 많다. 3~4시간(20.0%), 1시

간 이내(18.3%) 순으로 많으며,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오전 12시~오후 3시

(43.3%)가 가장 많았다. 점심시간에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점심식사 후 공원

에서 간식과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봤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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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계절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계절보다도 공원에 

비를 피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공원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방문빈도

1회/주 6 10.0%
2회/주 3 5.0%

3회/주 6 10.0%
4회/주 2 3.3%

5회/주 7 11.7%
6회/주 3 5.0%

매일 17 28.3%

기타 16 26.7%

1회 평균 

이용 시간

1시간 이내 11 18.3%

1~2시간 7 11.7%

3~4시간 12 20.0%

5시간 이상 22 36.7%

기타 8 13.3%

[표 3-28] 중앙공원 이용 빈도/이용 시간

0
5
10
15
20

25
30

오전 6~9시 오전
9~12시

오전12시~
오후3시 오후 3~6시오후 6~9시 오후

9~12시

빈도 수(명)

[그림 3-32] 중앙공원 이용시간대

공원을 누구와 함께 방문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혼자(40.0%)가 가장 많았

다. 친구와 함께 방문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직장 동료와 함께 

방문한 응답자가 낮게 나온 것은 설문조사를 하는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를 통해 노년층은 공원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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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할 때 대부분 혼자 방문하고 따로 약속을 잡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방문했을 때 아는 사람이 없거나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하면 공원을 배회하다가 공원을 떠난다고 한다. 공원

을 이용하는 목적은 휴식/여가, 사람들과의 대화, 운동/산책 등 다양한 답

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공원 방문 유형

혼자 24 40.0%

친구 21 35.0%
가족 7 11.7%

직장 동료 2 3.3%
기타 6 10.0%

이용 목적

(중복 가능)

운동/산책 9 -

휴식/여가 31 -

사람들과의 대화 22 -

무료급식 4 -

문화재 관람 1 -
가로 질러가는 길 6 -

기타 10 -

[표 3-29] 중앙공원 방문자

중앙공원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앙공원의 환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중앙공원의 도시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도심부의 오픈스페이스가 존재하고 녹지도 풍부하며

이용률도 높아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노인 이용률에 대한 인식은 노인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예상대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인 응답을 준 20명 중에 노년층(9명), 중장년층(6명), 청년층(4

명), 유년층(1명) 순서대로 응답자 수가 많았다. 이유로는 이용행태 조사에

서 관찰했던 많은 노인 이용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술 먹고 상

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년층 중에서도 건전한 

공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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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의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조금 부정적 조금 긍정적 긍정적

17 (28.3%) 12 (20.0%) 19 (31.7%) 12 (20.0%)

중앙공원의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조금 부정적 조금 긍정적 긍정적

15 (25.0%) 15 (25.0%) 21 (35.0%) 9 (15.0%)

중앙공원의 도시 공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조금 부정적 조금 긍정적 긍정적

11 (18.3%) 11 (18.3%) 24 (40.0%) 14 (23.4%)

중앙공원의 노인들의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조금 부정적 조금 긍정적 긍정적

10 (16.7%) 10 (16.7%) 21 (35.0%) 19 (31.6%)

[표 3-30] 중앙공원에 대한 인식

∙ 청주 중앙공원 이용/인식 대한 조사

중앙공원에 필요한 시설로는 휴게시설이 66.7%로 가장 많았고, 이는 휴

게시설이 부족해서 땅바닥에 앉거나 서 있는 이용자들이 많았던 관찰 결

과와 같다. 휴게시설을 선택한 사람들은 햇빛 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시

설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노년층

이 아닌 비노년층이 이용할 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응답자의 16.7%는 운동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원에는 휴

게시설을 제외하면 다른 활동을 유도하는 시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

원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운동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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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중앙공원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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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에 방문하여 선호하는 공간과 선호하지 않는 공간 조사는 중복 

가능하도록 조사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공간은 26명이 야외무대 공간이라

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각각 17명씩 광장, 동문 부근이라고 답했다. 인

터뷰는 통해서 야외무대 공간은 앉아서 쉴 수 있고 윷놀이를 많이 하고 

사람이 많아서 선호한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광장은 공원을 가로질

러 가거나,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용하고, 동문 부근은 버스 정류장 가

는 길이고, 의자가 많아서 간식을 먹을 때 편하고, 성안길과 가까워서 이

용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공원에서 선호하지 않는 공간은 남문4 부근(22명), 경로당 근처

(13명)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남문4 부근은 노인들이 앉기에 의자가 불편

하고 젊은 사람이 많아서 잘 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경로

당 근처는 위치가 멀고, 앉을 곳도 없고, 사람들도 없어서 선호하지 않는

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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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선호하는 공간과 선호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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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분석의 종합

중앙공원은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원이다. 공원 이용자의 대

부분은 노인이고 공원 내부에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 이용자만 

평일 200~300명, 주말 400~500명 정도 된다. 노인들이 집단으로 공원을 점

유하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음주, 도박, 노인 성매매 등의 활동

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중앙공원 주변은 공원 제외하면 상업지역이고 성안길 쇼핑거리, 웨딩테

마거리, 시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과거 중심 상권이었던 지역이다. 반

경 500m내에는 청주시청과 충청북도청과 같은 공공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공원 내부에 청주YMCA,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청주문화관 건물이 위

치하고 있고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문화재는 같은 

경우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문화적 자원들의 지정된 구역을 정확히 파악하

여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무료급식, 이발봉사, 건강검진 및 상담, 어버이날행사, 역

사문화관광 해설, 게릴라 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공원의 행위별 이용행태는 대부분이 노인 이용자이기 때문에 동적

행위보다 정적 행위가 더 많이 일어난다. 동적 행위에서는 윷놀이, 정적행

위에서는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모두 노년층

에서 하는 행위이다. 연령층별 주요 행위는 노년층에서 무료급식, 대화/휴

식, 윷놀이, 장기 행위가 일어났고, 중장년층은 대화/휴식, 간식 행위가 일

어났다. 청년층은 간식, 산책 행위가 일어났고 유년층은 간식, 대화/휴식 

행위가 일어났다. 공원의 비노년층은 노인들이 접근하면 피하는 행위를 보

였다. 공원에서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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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턴은 휴식/대화↔윷놀이/장기이다. 행위별 공간의 특징에서 윷놀이/장

기는 위요감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화/휴식과 마찬가지로 

그늘 유무가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간식 행위는 상점과의 거리가 가까운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음주/노숙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폐쇄된 공

간에서 이루어졌다. 구역별 행위는 야외무대와 남문1 부근에서 윷놀이, 남

문4 부근과 동문 부근에서는 대화/휴식, 동문 부근은 간식, 경로당 부근은 

음주/노숙 행위가 나타났다. 공원의 입구 중에서 이용률이 높은 입구는 동

문과 서문이고 이용률이 낮은 입구는 남문2, 남문3이다.

공원은 오전 8시쯤부터 노인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고, 오전 11시까

지는 특별한 행위 없이 휴식,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오전 11시부터 무료급

식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오전 12시에 중앙공

원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점심시간 후에는 노인 이용자는 윷놀이, 장기와 

같은 여가를 즐기고, 중장년층, 청년층은 휴식, 상점 및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공원을 방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원의 그늘의 위치가 바뀜에 따

라 일부 이용자들의 이용 장소도 변화한다. 오후 4시 이후는 공원 이용자

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공원에 노인 이용자는 찾기 어렵

다.  평일에 비해 주말 이용자가 1.3배 많았으며, 산책, 간식, 음주 행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는 예상과는 반대로 중앙공원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이 응답(61.6%)이 많았다. 중앙공원 이용 빈도 조사에서는 매일 방

문하는 이용자(28.3%)가 가장 많았고 이용 시간도 5시간 이상(36.7%) 이용

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계절보다도 날씨가 공원 이

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 이용률에 대한 인식조사

에서는 설문조사에 노년층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

으나,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노년층(9명)이 가장 많았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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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음주 행위 등이 이유였고 이러한 결과는 노년

층 중에서도 건전한 공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현재 중앙공원에 필요한 시설로는 휴게시설(66.7%)이 가장 많았고 휴

게시설 중에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운동시설(16.7%) 응답이 많았다. 선호하는 공간은 휴식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야외무대가 가장 많았다. 선호하지 않는 공간은 고르

지 못한 마감과 재료 때문에 휴식이 불편한 남문4 부근과 음주와 노숙이 

이루어지는 경로당 근처가 많았다. 또한 노년층은 비노년층의 이용이 많은 

곳을 꺼린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림 3-35] 분석의 종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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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이용 행태 

조사

- 정적 행위 > 동적 행위 

- 가장 많은 행위 : 무료급식, 대화/휴식, 여가(윷놀이, 장기)

- 연령층별 행위

   노년층: 무료급식, 대화/휴식, 윷놀이, 장기

   중장년층: 대화/휴식, 간식

   청년층: 간식, 산책

   유년층: 간식, 대화/휴식

-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 패턴: 휴식/대화 ↔ 윷놀이/장기

  (공원 체류 시간이 길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남)

- 행위별 공간 특징

   여가(윷놀이,장기): 위요감 있는 포켓공간(한쪽은 open 공간) & 그늘 공간

   대화/휴식: 그늘 공간

   간식: 상점과 가까운 쉼터

   음주/노숙: 폐쇄된 공간

- 구역별 행위

  야외무대, 남문1 부근: 윷놀이(노년층)

  남문4 부근, 동문 부근: 대화/휴식(전 연령층)

  동문 부근: 간식(비노년층)

  경로당 부근: 음주/노숙(노년층)

- 입구와 동선의 이용률

  많이 이용하는 입구: 동문, 서문

  적게 이용하는 입구: 남문2, 남문3

- 시간별 행위

12~14시에 가장 이용자 많음(무료급식 제외)

오전과 오후 그늘의 위치에 따라 행위 장소 이동

평일에 비해 주말 이용자 1.3배 많음  

평일보다 주말 산책, 간식, 음주 행위가 상당히 증가

인식 조사

- 설문 조사

방문 빈도가 많은 이용자가 많다.

공원 체류 시간이 길다.

12~15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관찰결과 

와 일치)

-요구사항

휴게시설에 대한 요구

[표 3-31] 분석의 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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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본계획 및 설계

1절 기본구상

1. 설계의 전제

문화재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시설물, 녹지는 원형 그대로 유지한다. 조경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지 

내 건축물(기관, 화장실)은 유지하고, 공원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해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은 노인 거점 시설로 활용한다. 파고라와 정

자와 같은 지붕이 있는 시설을 노숙자들의 이용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도입을 지양한다.

구 분 내용 비 고

대상지 내 건축물

YMCA

유지

대한노인회

청주문화관

경로당

관리사무소

화장실

문화재

망선루

유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시설

병마절도사영문

압각수

조헌전장기적비

시설물
파고라, 정자와 같은 

지붕이 있는 시설
도입X

노숙자들의

이용 장소

[표 4-1] 설계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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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방향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공원

 중앙공원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오랜 시간 동안 노인들이 공

원을 점유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중앙공원은 기피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도 음주/노숙, 도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노

년층과 비노년층은 서로를 피하는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건전

한 활동을 유도하고 비노년층을 공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

요하다. 따라서 노년층과 비노년층이 공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이용행태를 기반 한 공원 계획

공원 이용자마다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공원의 방문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장소와 행위가 결정된다. 행위들을 관찰하다가 보면 반복적

인 행위,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에서 이용자를 요구사항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공원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조사/분석하여 공원의 방문 목적, 요구사

항 등을 파악하여 공원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 기존 자원을 활용한 계획

중앙공원에는 문화재, 폐쇄된 시설(경로당, 수경시설) 등의 기존 자원들

이 공원 내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가 있어도 이것을 목적으로 공

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폐쇄된 시설로 인해 특정 공간의 이용률

이 낮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여 청주 역사성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원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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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전략

❚ 노년층과 비노년층 각각의 활동 공간 확보

이용행태를 관찰을 통해 비노년층이 노인들을 피하는 이용행태를 확인 

할 수 있었고 노년층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잘 가지 않는다는 인

터뷰에게 들을 수 있었다. 행태관찰과 인터뷰 내용을 통해 노년층과 비노

년층의 직접적인 혼합보다는 각각의 활동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공원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이용자의 공원 이용 목적과 요구 사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활동 공간 확보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기준으

로 한다. 

[그림 4-1] 활동 공간 확보

❚ 행위를 기반으로 한 세부 공간 조성

  특정 행위가 단순하고 일시적으로 일어난다면 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을 불필요하다. 하지만 긴 공원 체류 시간으로 복합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행

위 패턴과 이용 목적에 적합한 공간의 특징을 반영한 세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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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세부 공간 조성 방향

4. 공간 구상

❚ Step1. 활동 공간 구분

이용행태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여 노년층과 비노년층의 활동 공

간을 확보하였다. 노년층의 주요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공원의 서쪽 구역

에 노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점을 중심으로 비노년층의 이용이 

많은 공간인 공원의 동쪽 구역을 비노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노년층 활동 공간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 경로당을 거점 시설로 활용하

고 비노년층 활동 공간은 녹지로 둘러싸여 상점쪽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수경시설을 개방하여 핵심 시설로 활용하였다. 광장은 기존 행사 및 공연

들을 위해 유지하였다.

❚ Step2. 동선/입구

공원을 가로질러가는 동선은 앞서 조사했던 입구와 동선의 이용률을 고

려하여 계획하였다. 이용률에 따라 공원의 동문, 서문, 남문1, 남문4을 주 

입구를 사용하고 입구를 연결하는 동선을 주 이동 동선으로 계획하였다. 

남문3은 새롭게 조성된 남문4와 30m정도 거리에 있고 입구의 이용률이 낮

기 때문에 제거하였다. 평일에 비해 주말에 산책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고려해 공원 전체를 순환하는 동선을 계획하였고 기존 건물과 문화재는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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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세부공간구분

먼저 노년층 활동 공간은 건강 마당, 휴식 공간, 광장으로 구분하였다. 

기존 음주/노숙 행위가 주로 일어났었던 경로당 공간을 노년층들을 위해 

건강을 테마로 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용률이 낮았던 공간의 활성화 

통해 공간을 넓게 사용하였다. 공원의 외곽이지만 서문과 동문을 연결하는 

주 동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휴식 공간은 

건강 마당과 무료급식소와 인접한 곳에 조성하였다. 주 동선에서 접근하기 

좋고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편리한 구역이다. 

비노년층 활동 공간은 시민 마당, 야외 푸드 카페로 구분하였다. 시민 마

당은 기존 작은 녹지들로 이루어진 특색 없는 공간을 기존 수경 시설을 중

심으로 하여 조성하였다. 수경 시설을 시각적으로 개방하여 한정적이었던 

비노년층의 이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야외 푸드 카페는 동

문에 있는 상점 이용자(비노년층)들을 위한 공간이다. 기존 비노년층의 이용

자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상점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구역에 조성하였다.

노년충과 비노인층 활동 공간 사이, 주 동선이 모두 모이는 곳에 완충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고 문화재를 감상하기 좋은 곳에 

쉼터를 마련하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 Step4. 공간별 주요 행위

건강 마당은 행위별 공간 특징을 반영하여 노년층의 휴식,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 공간은 무로급식 행위 전후로 여가(윷놀이, 장기), 

휴식/대화를 할 수 있다. 야외 푸드 카페와 시민 마당은 비노년층의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간식, 휴식,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커뮤

니티 공간은 녹음이 풍부하게 조성하여 휴식/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문

화재가 있는 곳에서는 문화재 감상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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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공간 구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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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공간 구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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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본계획

1. 공간구성

[그림 4-5]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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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선계획

공원은 주 동선과 보조 동선은 구분되고 앞서 조사했던 이용률이 높은 

길을 주 동선으로 계획하여 다른 입구들과 연결시키고 나머지 동선을 보

조 동선으로 계획하였다. 주 동선은 6m 이상, 보조 동선은 4m 폭으로 계

획이 되었다. 주 동선은 6m로 조성하여 유사시 관리차량이 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였다. 보조 동선은 공원 외곽 연결하는 동선으로 폭 

4m로 조성을 하였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 

기준(휠체어 2m)보다 여유 있게 계획하였다. 

공원 입구는 기존 8개의 입구에서 이용률이 낮고 입구 간의 거리를 생

각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구 1개(남문3)를 제거하여 조금이나마 

동선의 복잡함을 완화하였다. 동문에서 공원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수경

시설까지 동선을 계획하고 평일에 비해 주말에 산책 행위를 하는 이용자

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순환 산책로를 마련하였다. 

[그림 4-6] 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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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및 포장 계획

시설물 계획은 역사성이 있는 시설물은 유지하고 공원에서 일어나는 행

위와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계획하였다. 공원에서는 휴식/대화, 윷놀이, 

장기, 간식, 산책과 같은 주요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 복

합적인 행위 패턴과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물을 배치하였다. 

공원의 노숙자의 이용을 감시하기 위해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을 최소화하

였다. 포장 계획은 공간과 길을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투수

되는 친환경 포장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4-7] 시설 및 포장계획

구분 시설 및 포장

건강마당
지압보도, 야외테이블, 등의자, 앉음벽, 체력단련시설, 점토블럭, 

인조화강석블럭, 목재데크

입구마당 가벽, 등의자, 자전거보관대, 인조화강석블럭, 디딤석

광장 야외무대, 등의자, 인조화강석블럭

커뮤니티 숲 등의자, 디딤석

야외푸드카페 야외테이블, 등의자, 앉음벽, 자전거보관대 인조화강석블럭

시민마당
분수(수경시설), 등의자, 앉음벽, 플랜터, 자전거보관대, 목재데크, 

인조화강석블럭

문화재 쉼터 등의자, 안내판, 목재데크

[표 4-2] 공간별 시설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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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계획

식재 계획은 공원이 조성된 지 8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공원에는 생태

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들이 다수 식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현장에서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목은 

최대한 존치하였다. 

[그림 4-8] 존치 수목

입구공간에는 입구성,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소나무나 대형목을 식재하

였고, 이용률이 높은 주요 동선에는 왕벚나무와 청단풍으로 테마를 설정하

고 일정 간격으로 식재하여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휴게 공간은 지하고가 

높고 그늘 제공을 해주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활엽수를 식재하였다. 주

차장은 잔가지가 많은 상록수, 낙엽활엽수(스트로브잣나무, 왕벗나무)을 조

합을 통해 시야를 차단하고 공간을 분리하였다. 식재계획도 시설 및 포장 

계획과 마찬가지로 공원의 노숙자의 이용을 감시하기 위해 시야를 방해하

는 수종은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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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식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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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교목 관목 지피/초화

노년층

(오감을 

충족하는 

건강 정원)

건강마당

소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편백나무, 

화살나무 등

눈주목, 

미스킴라일락, 

산수국, 철쭉 등 구절초, 꼬리풀, 

금낭화, 은방울꽃, 

붓꽃, 비비추, 

수호초  등

입구마당

소나무, 백합나무, 

왕벚나무, 목련, 

회화나무 등
삼색 조팝, 

영산홍, 철쭉, 

회양목 등
광장 소나무, 은행나무 등

완충

(녹음이 

풍성한 작은 

숲)

커뮤니티 

숲

 느티나무, 왕벚나무, 

참나무, 청단풍, 

향나무 등

철쭉, 회양목 등
맥문동, 비비추, 

수호초 등

비노년층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초화원)

야외푸드

카페

잣나무, 느티나무, 

홍단풍 등

영산홍, 철쭉 등

구절초, 꼬리풀, 

마타리, 맥문동 

수선화, 범부채 등시민마당

백합나무, 산수유, 

자귀나무, 자작나무 

등

[표 4-3] 공간별 식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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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계획도

[그림 4-10]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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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건강 마당 평면도

3절. 세부공간상세

1. 노년층 활동 공간

❚ 건강 마당

건강 마당은 폐쇄된 경로당 

건물을 활용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경로당 건물을 경로

당 및 시니어 카페로 활용하여 

편안한 분위기의 정원 속에서 

휴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

성하였다. 휴식공간은 윷놀이, 

장기와 같은 여가 행위들이 복

합적으로 일어나는 이용행태를 

고려하고 노년층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공간

감 있는 포켓 공간으로 계획하

였다. 주요 시설물로는 지압보

도, 체력단련시설, 앉음벽, 등

의자 등이 있고 포장은 점토벽

돌과 목재데크로 계획하였다. 

도입 수종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청단풍, 화살나무, 편백나무, 미스

킴라일락, 철쭉, 구절초, 금낭화, 꼬리풀, 은방울꽃 등을 도입하여 화사한 

경관을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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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건강 마당 세부이미지

❚ 입구 마당

  

[그림 4-13] 입구 마당 평면도

입구 마당은 공원에서 가장 큰 입구가 있는 공간으로 입구성과 상징성

을 부여한 공간이다. 들어가는 입구(남문1)에는 공원의 입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형 소나무를 식재하고 입구를 따라 길게 뻗는 길을 시작으로 동문

까지 왕벚나무길을 조성하여 공원을 대표하는 길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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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광장 평면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 이용에 불

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입구 우측 녹지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

하고 주차장은 차폐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그림 4-14] 입구 마당 세부이미지

❚ 광장

광장은 중앙공원에 열리는 많

은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평상시

에는 많은 노인들을 주로 이용하

는 장소이다. 기존 광장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간감을 주기 

위해 형태를 변형하였다. 광장 

외곽 그늘 공간에 등의자를 설치

하고 야외무대 주변으로 무대의 

배경이 될 수 있게 소나무를 식

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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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커뮤니티 숲 평면도

[그림 4-16] 광장 세부이미지

2. 완충 공간 및 문화재 쉼터

❚ 커뮤니티 숲

커뮤니티 숲은 노년층과 비노

년층 활동 공간 사이에 완충 공

간이다. 공원의 동선들이 지나가

는 공간에 풍부한 녹음을 조성해

주어 모든 연령층이 그늘 속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

획하였다. 녹지사이로 왕벚나무길

이 지나가고 느티나무, 참나무, 

청단풍 등 식재 밀식을 통해 활

동 공간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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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커뮤니티 숲 세부이미지

❚ 문화재 쉼터

   

[그림 4-19] 문화재 쉼터 평면도

문화재 쉼터는 청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중앙공원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만든 공간이다. 휴식공간에는 느티나무와 청단풍을 식재하여 그늘을 조성

하여 휴식과 동시에 문화재를 감상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 시민들에

게 청주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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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노년층 활동 공간

❚ 야외 푸드 카페

  

[그림 4-20] 야외 푸드 카페 평면도

야외 푸드 카페는 상점(호떡, 카페)과 인접해 있어 상점을 이용하는 비

노년층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다. 상점 이용하는 비노년층을 공원으로 유도

하기 위해 방향성 있는 포장계획을 하였고 이와 동시에 야외 푸드 카페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청주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문화재

를 감상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포장 사이사이에 휴게시설과 녹지를 계획

하여 그늘 조성에 용이한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다.

[그림 4-21] 야외 푸드 카페 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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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마당

[그림 4-22] 시민 마당 평면도

시민 마당은 비노년층 활동 공간의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녹지

로 폐쇄되어 있었던 수경 시설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개방한 공간이다.  

수경 시설에 주변으로 휴게시설을 배치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야외 

푸드 카페 공간의 포장패턴을 사이로 수경시설과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하

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4-23] 시민 마당 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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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조감도

4.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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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청주 중앙공원은 청주 읍성이 있던 곳으로 청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

설물과 문화재가 있는 공원이다. 노인 이용자가 대부분이고 노인 집단 이

용으로 일어나는 음주, 도박 등의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다른 연령층의 

시민들이 기피하는 장소이다. 대표적인 노인공원인 탑골공원과 종묘공원과 

같은 경우는 성역화 사업으로 노인들의 쉴 공간을 빼앗고 청주시도 중앙

공원을 노인의 것에서 시민의 것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앙공원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점유 공간인 청주 중앙공원을 노인과 비노인이 함

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지 조사와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중앙공원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공원 이용자를 노년층과 비노년층으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활

동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용행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년층과 비노년

층은 서로 기피하는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직접적인 혼합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분리를 통해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노년층, 비노년층의 주요 행위와 행위 장소, 특징을 기반으로 활동 공간을 

구분하고 각 공간 사이에 완충 구역을 계획하였다. 공원의 입구와 가로 질

러가는 동선의 이용률을 파악하여 반드시 필요한 동선을 공원에 반영하였다.

둘째, 이용자가 선호하는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였다. 

행위지도 작성을 통해 선호하는 공간을 파악하였다. 선호하는 공간의 특징

으로는 공간감이 있는 위요된 공간, 복합적, 반복적인 행위가 가능한 공간

이다. 시간별 행태조사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그늘의 위치가 변화하고 그

늘의 위치에 따라 휴게시설과는 상관없이 이용자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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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을 조성하는데 공간감, 복합적 행위, 그늘을 중

요한 요소로 계획하였다.

셋째, 청주 역사가 담겨 있는 중앙공원의 장소성을 존중하고 기존 시설

물을 활용하여 공간을 계획하였다. 중앙공원에서는 문화재와 역사적 시설

물(비석)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문화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원형보존하고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 폐쇄된 경로당을 시니어 카페로 활용하였고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수경시설을 개방하여 각 공간의 핵심 시설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점유 공간인 청주 중앙공원을 행위지도 작성법을 

통해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설계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노인 점유 공간이라 인식되어 기피되었던 중앙공원을 노년층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노년층과 비노년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안

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장관찰을 통해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노인들

에게 경찰 혹은 기자로 의심 받아 제재를 받았으며 기존 1시간 간격으로 

조사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2시간 간격으로 변경되어 이용행태를 적극적으

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과 대상지 조사가 4~5월에 주로 이루

어져 계절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앞으로 

청주 중앙공원과 같은 노인 점유 공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다양한 

설계 접근 방식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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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조사지

[중앙공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이규정이라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중
앙공원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옳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제시된 문항에 진지하게 생각하신 뒤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견해가 외부에 알려질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당연구원 : 이규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전화 : 010-5300-8758   E-mail : oingyo@snu.ac.kr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현재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⑧ 8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① 성안동 ② 중앙동 ③ 탑대성동 ④ 모충동 ⑤기타(      )

[공원 이용에 대한 일반적 인식]
4. 귀하는 1주일에 공원을 몇 회 방문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⑦ 매일 ⑧ 기타(       )

4-1. 이용하신다면, 1회 평균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③ 3~4시간 ④ 5시간 이상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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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하의 공원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 운동/산책 ② 휴식/여가 ③ 사람들과의 만남 ④ 기타(          )

4-3. 귀하가 생각하는 공원의 주된 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도시 녹지 확보 ② 휴식 공간 ③ 산책, 운동 ④ 만남 등의 커뮤니티
⑤ 기타(          )

4-4.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기에 멀어서 ② 낙후된 시설 ③ 시간(여유)이 없어서 ④ 어디있는지 몰라서
⑤ 기타(        )

[청주 중앙공원 이용/인식에 대한 조사]
5. 귀하가 생각하는 평소 중앙공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좋다 ② 조금 좋다 ③ 조금 안 좋다 ④ 안 좋다 
이유 : 
6. 중앙공원을 방문하는데 주요 이동 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버스 ③ 자전거/오토바이 ④ 기타(          )

7. 귀하는 1주일에 중앙공원을 몇 회 방문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⑦ 매일 ⑧ 이용 하지 않는다

7-1. 이용하신다면, 1회 평균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③ 3~4시간 ④ 5시간 이상 ⑤ (          )

7-2. 이용 안 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기에 멀어서 ② 낙후된 시설 ③ 시간(여유)이 없어서 ④ 어디있는지 몰라서
⑤ 노인분들이 많아서 ⑥기타(      )

8.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중복가능)
① 오전 6시 이전 ② 오전 6~9시 ③ 오전 9~12시 ④ 오후 12~3시
⑤ 오후 3~6시 ⑥ 오후 6~9시 ⑦ 오후 9~12시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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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주로 어느 계절에 중앙공원을 이용하십니까? (중복가능)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계절상관없음

10. 귀하는 중앙공원을 주로 누구와 방문하십니까?
① 혼자 ② 친구 ③ 가족 ④ 회사동료 ⑤ 기타 : 

11. 귀하의 중앙공원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 운동/산책 ② 휴식/여가 ③ 사람들과의 대화 ④ 무료급식
⑤ 문화재 관람 ⑥ 가로질러가는 길 ⑦ 기타(          )

12. 평소 중앙공원에 대한 생각을 어떻습니까?
항  목 부정적 <-------------> 긍정적

공원 환경(수목, 시설, 포장 등) ① ② ③ ④
노인 분들의 이용량 ① ② ③ ④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
(도시녹지, 시민의 건강 휴양, 여가 등) ① ② ③ ④
프로그램 (행사, 공연, 전시 등) ① ② ③ ④

[청주 중앙공원 개선 관한 질문]

13. 귀하는 중앙공원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게이트볼장 등)
② 휴게시설 (의자, 평상, 파고라, 야외테이블 등)
③ 조경시설 (수목, 화단, 수경시설 등) 
④ 프로그램 (행사, 공연, 전시 등)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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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앙공원에서 선호하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15. 중앙공원에서 선호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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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of Cheongju Central Park based on 
User Behavior Analysis

Lee, Gyu Ju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

Graduated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 research and institutional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as the government officially enters an aged society and moves toward an 

post-aged society. Many elderly people spend their time in urban parks, 

which are lacking in space provided to the elderly, such as the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are often formed 

by forming a group of elderly people with similar perspectives. As a result, 

the city park, which is open to everyone, provided a space where they 

could gather. However, this group of elderly people turned into illegal 

activities such as prostitution, illegal gambling, drinking, and homelessness. 

Improvement of such space should be done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users because the behavior and recognition of the user 

affects the use of the park.

Therefore, we propose a space that can be shared by both elderly and 

non-elderly users through the design of Cheongju Central Park, which is 

currently called Chungbuk 's largest elderly park. Research methods include 

site analysis, usage analysis, interviews, and surveys. The site analysis is 



- 115 -

divided into field current status survey and field survey including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 Current status survey was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Field survey was conducted on site to identify 

the overall status of the site. Behavior Mapping analyzes and analyzes use 

behavior according to behavior, area, and time. I analyze the behaviors of 

each age through the survey of activities taking place in the park,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preferred space, and the change of 

the park use by time.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lack of behavioral observations and to identify reasons and 

requirements for user behavior.

Central Park is a park that symboliz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Cheongju. Most of the park users are elderly people and they run free 

meals in the park, so only 200~300 people on weekdays and 400~500 people 

on weekends. Central Park is a commercial area except for the park, and it 

was the area where it was a commercial center in the past. Within the 

park are Cheongju YMCA, Cheongju City Hall, Cheongju Cultural Center 

building and many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 use behavior of the central park is mostly the elderly user, so static 

behavior is more frequent than dynamic behavior. In dynamic behavior, it is 

the most act to use the free meal in static behavior, and the behavior in 

elderly all the most. The main act by age group was free meal, 

conversation/rest, a game of yut, and janggi act in elderly people, and 

conversation/rest and snacking occurred in middle-aged. Young people have 

snacks and strolls. Children have snacks, conversation/rest. Non-elderly 

people in the park showed behavior to avoid when the elderly appro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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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ks, behavior occurs repeatedly. The most common pattern of behavior 

is the change from conversation/rest to yut game/janggi.

In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al spaces, Yut Game/Janggi tended to 

prefer places with the above feeling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shadows as well as Conversation/Rest influenced behavior. Snacking took 

place in a space close to the store and Drinking/Homelessness took place in 

a closed space that people do not use very well. There were Yut Game in 

the outdoor stage and the vicinity of South Gate1, Conversation/Rest in the 

vicinity of South Gate4 and East Gate, Snacks in the vicinity of East Gate, 

Drinking/Homelessness in the vicinity of a senior citizen center. Among the 

entrance of the park, the entrance with the highest utilization is the East 

Gate and West Gate. The entrance with the low utilization rate is the south 

gate2 and the south gate3.

The elderly people gather around the park starting at 8:00 am, and after 

11:00 am, there is a Rest and Conversation without special action. 

Therefore, Central Park utilization rate is highest at 12:00 am. Over time, 

as the location of the shade of the park changes, so does the location of 

some users. After 4:00 pm, the number of park users sharply decreases, 

and after 6:00 pm it is difficult to find elderly users in the park. Weekday 

users were 1.3 times more than weekdays, and Walking, Snacking and 

Drinking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terviews and Surveys showed a positive response to the image of the 

Central Park. In the frequency survey of the central park, the number of 

visitors visiting the park every day was the highest, and There were many 

people who spent more than five hours in the park. It was foun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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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affects the park utilization rate more than the season when using 

the park. At present, the most necessary facilities in Central Park are the 

rest facilities, and They replied that they wanted a facility to avoid the 

rain. Second, the responses to exercise facilities were high. The most 

favored space was the outdoor stage where they can enjoy both rest and 

leisure time. The unfavorable space was near the entrance to the 

southeastern side, where was uncomfortable to rest due to the uneven 

finish and the materials, and the vicinity of a senior citizen center where 

the Drinking and Homelessness occurred. Also, the elderly responded that 

they are reluctant to use places where there is much use of non-elderly.

Therefore, The design of Cheongju Central Park, which is an occupation 

space for the elderly, went ahead so that the elderly and the non-elderly 

could share it together. To do this, I surveyed the site investigation and use 

behavior and applied it to the central park. The contents of the design are 

as follows.

First, I divided the users of the Central Park into the elderly and the 

non-elderly, and secured each activity space.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user behavior, the elderly and the non-elderly were surveyed as the 

object to avoid each other. It was judged that direct mixing would be 

difficult, so I approached the direction of sharing space through separation. 

Based on the main act, pla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non-elderly, I separated the activity space and planned the buffer zone 

between each space. I investigated the usage rate of the entrance of the 

park and the way across, and reflected the necessary way in the park.

Second, I planned the space considering the feature of th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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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 space. The Behavior Mapping was used to identify the preferred 

space. The feature of the preferred space is the enclosed space, complex 

and repetitive actions. According to the hourly behavior survey, the position 

of the shade changes with time, and the position of the user changes 

regardless of the rest facility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shade. 

Therefore, I designed sense of space, complex action, and shade as 

important elements.

Third, I planned the space by respecting the location of the central park, 

which contains Cheongju history, and utilizing existing facilities. In Central 

Park, there are many cultural assets and historical facilities. The cultural 

assets were planned to be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tandards 

an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history by providing a space where 

cultural assets can be appreciated. In addition, the existing closed senior 

citizen center was used as a senior cafe, and the hydroponic facility, which 

is visually invisible, was opened and set as a core facility of each space.

Therefore,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Cheongju Central Park, which is 

an occupation space for the elderly, is applied to the design by surveying 

the user behavior through Behavior Mapping. It is meaningful that Central 

Park, which was avoided because it was recognized as an occupied space 

for the elderly, proposed a design plan for the elderly and the non-elderly 

to share with them.

❚ Keywords : Cheongju Central Park, Elderly Occupation Space, User 

Behavior, Behavior Mapping

❚ Student ID Number : 2016-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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