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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실천양상을 중심으로 일상과 밀착

된 소규모 공원이 지니는 가치를 조명하고, 일상성의 특징을 기반으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한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의미한다. 기존

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동학이나 설계 분야 등에서 이루

어졌으며, 놀이시설 조성과 노후화된 환경개선에 치중해왔다. 물리적 조

성 중심의 계획은 무질서한 놀이의 매력과 불완전함이 만들어내는 변화

를 촉진하지 못하며, 규제와 금지를 통한 현재의 관리방식은 동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 주도의 주민 참

여방식은 공식적·체계적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상의 욕구에 즉각

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쉼과 놀이 이상의 다양한 실천

이 벌어지는 장으로서 동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공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생활권공원’과 ‘아동전용시설’의 접점으로서 어린이공

원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한 연구대상으로 송파구 저층밀집 주거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공원

중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동

네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행위양상을 조사하였다.

어린이공원에서는 미리 약속하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지니기에 예측 가능한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느슨한 경계의 관계

간에 음식을 나눠 먹는 등 ‘교류’가 일어난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아동들

의 놀이터인 동시에, 동네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함께 소일거리를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놀이’가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협소한

면적과 시설의 한계로 인해 이질적 집단 속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원래의 용도를 전용할 수 있는 여유가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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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서 동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식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비공식적인 형태로 주변을 ‘감시’한다.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실천양상의 분석을 통해, 어린이공원에서의

일상행위가 지니는 특징을 ‘선택적 관계 형성’, ‘의무감 없는 약한 교류’,

‘최적화 방식의 공간이용’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반

복적’이고 ‘우연적’인 일상적 행위의 속성과 ‘사소한 차이’를 범주화하여,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삶의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일상적 행위를 통해 단조롭게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익숙한 소재와 형식

을 수정하여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어린이공원에 담긴 삶의 가치는

‘일상적 행위를 발견’ 할 수 있으며 ‘사소한 차이를 존중’하여 일상의 변

화와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일상과 밀착된 소규모 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삶의 가

치는 자발적으로 실천되는 행위들이 누적됨으로써 형성된다. 어린이공원

은 동네의 일상을 기반으로 사소한 차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 과정은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

행위의 특징을 조건으로 하며, 일상을 구성하는 ‘동네 사람들’을 중심으

로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자생적 일상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

극적 의무의 이행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를 만들

기 위한 세 가지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비공식적 협조와 조정’의 방

식을 존중하고 지원하며 ‘폭넓은 수정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시행착오를

허용’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도를 권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말단으로서 어린이공원이 지닌 일상성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소한 차이의 존중과 작은 변

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방식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소규모 생활권공원, 동네, 어린이공원, 일상, 아동복지, 가치

학 번 : 2011-2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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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동네 골목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에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도시 공간이면서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소규모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

에서부터 출발한다. 지금까지 소규모 도시공원은 대규모 도시공원과 비

교했을 때 도시계획적 논의를 비롯한 사회 담론의 중심에서 빗겨난 곳으

로, 단지 지리적 형평성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왔다. 대규모 공원의 운영

을 위해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컨서번시 등의 운영주체가 구성되는 것과

달리, 소규모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은 물리적 시설 조성에 머물러 있었

다. 조성 다음 단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소규모 생활권공원은 녹색의

빈 땅으로 방치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 밀접

한 실천행위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도심 내 소규모 공원을 활기차게 만

드는 일상행위들은 자생적이면서 비의도적으로 벌어지기에, 소규모 공원

의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도

심 내 산재되어 존재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권공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관찰은 소규모 공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상적 차원의 수정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가 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의거한 소규모 생활권공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는 ‘어린이공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행위양상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원

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어린이공원은 동네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성에 기반하며, 일상적 삶의 맥

락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실천 틀과 연결된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어

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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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제15조)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의 가치 향상을 통해

아동복지의 공간적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합의된 계획 방향성을 지닌

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일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생

활권공원’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아동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접

근한다.

기존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아동학이나 설계분야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연구의 관심은

공원의 조성과 물리적 시설의 형태 등과 연결되어 있다. 놀이시설의 형

태에 따른 인지·발달적 효과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연구들(최병숙·박선희·안득수, 2009; 이서윤·

윤지영, 2010; 황옥경·한유미·김정화, 2014)은 어린이공원을 단순히 하나

의 공통된 시설로 보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 조성에만 집중하였

다. 그 까닭에 조성 이후 어린이공원 안팎에서 벌어지는 사회문화적 의

미를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도시계획적 관점에

서 어린이공원의 입지 및 분포의 불균형에 대한 연구(김두겸, 2009; 박소

현·김규식·고병옥, 2014)는 국가 차원에서 ‘조성’해야 할 도시기반시설로

서 어린이공원을 바라볼 뿐, 어린이공원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며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구 차

원의 관리 또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노후되면 철거하고 새로 짓기를 반복

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하였다. 어린이공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형태적·기능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해야 하는

동시에, 이미 조성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증진하여 아동의 삶과 일상생

활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어린이공원의 가치는 타고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미끄럼틀이 존재한다

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물리적 조성 이후로 관점을 이동할 때, 쉼과 놀

이 이상의 다양한 실천이 벌어지는 장으로서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대규모 도시공원에서는 보기 힘든 일상적 행위들

의 관찰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소규모 생활권공원인 동시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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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의 삶터에 위치한 소규모 공원’이란 관점을 취

하고자 한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닌, 일상 속 소규모 도시공

원에서의 평범한 삶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가? 소규모 생활권공원

과 아동전용시설의 접점으로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

일상의 계획되지 않은 질서를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일상성에 기반하여 한정된 자원 내에서 자율성을 촉진

할 수 있는 가변적 수정의 방향성 어떠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동네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행위를 관찰하

고, 도시공원의 말단으로서 소규모 공원이 지닌 잠재력을 드러내고자 한

다. 그럼으로써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치부되었거

나 도시계획적 논의 바깥에 있었던 어린이공원의 질서를 유연하고 변경

가능한 방식으로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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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대상

1. 어린이공원의 범위

본 논문에서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 중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공원은「조선시가지

계획령」(1934~1962)과「(구)도시계획법」(1962~1967), 「공원법」(1967)

을 거치면서 소공원으로서 아동공원, 소년공원, 유년공원, 유아공원 등으

로 지칭되면서, 약 9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도시계획설로서 계획·조성

되어 왔다.

「공원녹지법」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생활권 공원인 동시에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전용시설 분류에 포

함된다. 즉 어린이공원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조화롭게 성장·발

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아동전용공간이다. 서울시의 경우,

아동복지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의 일부

로 푸른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각 자치구로 사무관할

구분되어 있다. 부서간 소통 부재에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

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생태친화보육 등 아동복지를 도시적·

환경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1939 1962 1967 1971 1980 2007
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공원녹지법
소

공

원

아동
아동공원 어린이공원

생활권

공원

어린이

공원유아

표 1-1. 어린이공원 명칭 및 근거법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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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공원녹지법」과 「아동복지

법」에 의거하여 ‘도시공원과 아동전용시설의 접점’으로서 개념화하여

‘놀이터’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그림 1-1] 참고). 어린

이공원을 놀이터라는 범주로 묶지 않는 것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의

식과 연결된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대한 인식은 놀이시설이 있는 ‘놀이터’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둘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놀

이터와 어린이공원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황해수·손원경,

2009; 김민우·강승지, 2019). 국토해양부의「주택법」에 의거한 공동주택

의 놀이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놀이터, 보건복지가족부의「영․유아보유

법」에 의거한 어린이집의 놀이터, 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복지법」의거

한 아동복지시설의 놀이터 등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어

린이공원도 놀이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에서

놀이시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공원의 말단으로서 어린이공원

이 일상과 밀접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린이

야외 놀이공간’이란 포괄적 범주로서 어린이공원을 시설 위주의 공간으

로 바라보았다.

이제껏 제도적으로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정도에 지나

지 않았고,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관리 또한 놀이시설에 맞춰져 있었다.

놀이시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져 오

며 이용자, 주변 환경, 지역 여건 등과 상관없이 비슷한 놀이시설이 배치

된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김희진·허지정, 2019). 하지

만 어린이공원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네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 위

에 얹어져 있다. 어린이공원이 아동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놀이시설 조성 및 공원관리(전정, 소독, 청소 등) 등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단독주택지역의 어린이공원은 택지 조성과

정에서 사전에 계획·조성되면서 이용자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수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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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적 한계로 인해 법적 기준에 맞추는 것에 집중

해 왔다(은석·이혜림, 2020). 현재까지 소규모 생활권공원에 대한 접근은

부족한 녹지면적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양적 확대에 집중하였

으며, 이미 조성된 소규모 공원의 활성화와 가치증진에 소홀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의 분석에서 동네의 맥락을 고려하는 이유는 법적

으로 규정된 어린이공원에 덧붙여 삶터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의 맥

락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황익주˙정헌목(2013)은 ‘동네’라는 용어가 커

뮤니티(community) 또는 마을보다 지역정체성의 층위를 지칭하는 표현

으로 적절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특정 도시 내의 한 부

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언급하여 자아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개념”

인 ‘동네’를 수용하여 지역적 맥락과 연결지어 어린이공원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림 1-1. 도시공원과 아동복지의 접점으로서의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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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저층밀집 주거단지가 넓게 분포하는

동이면서 아동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공

원 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2030 서을생활권계획: 지역생활권계획|송파

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잠실1, 잠실2, 석촌, 송파, 가락, 거여·마천, 문정

7개의 지역생활권으로 나뉘어 있고, 대부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정형

화된 블록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동서·남북방향의 근린상

업가로가 주거지를 위요하고 있으며,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으로 석촌동, 삼전동, 방이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에 위치

한 어린이공원 6개소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공원이 위

치하는 동은 건축물 사용연도 20~30년 비율이 가장 높으며 소규모 필지

의 5층 이하의 중·저층 건축물 중심의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란 공통점

을 지닌다. 연구대상 어린이공원은 주로 토지구획정리 또는 택지개발에

따라 결정되어 조성되었다.

그림 1-2. 송파구 내 연구대상 어린이공원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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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과정은 ‘동네’의

맥락을 반영하여 그 특징을 탐색할 필요가 있기에, 6개의 연구대상 중

무궁화 어린이공원(가락2동)을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가락2동은 상업가로나 업무지구에서 벗어나 있으며, 서울시 내 저층밀집

주거지의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

세대 주택 위주의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무궁화 어린이공원은 인근에 어

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이 동네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심층면접을 진행한 동네주민은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동네 일상을

구성하고 있다([표 1-3] 참고). 어린이공원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이거나

단골 위주의 소매업, 식당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공원을 찾은 엄마 또는 공놀이하러 나온 초등학생도 있었다. 그밖

에도 “예술적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래서” 가게를 열고 인근 주민들을 대

상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 중 유휴인력을

모아 마을기업을 운영하다 ‘생활상권 활성화’ 추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

는 경우 등이다. 이들은 동네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외식을 하고, 물건을

구매 혹은 판매하고, 공원과 거리와 같이 공동의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

며 동네를 구성한다. 때로는 문화예술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주민이면서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구분 명칭 주소 면적(㎡) 결정사유
A 아름 석촌동 289-3 2,338.7 구획정리
B 곰말 방이동 139 1,707.2 구획정리
C 문현 장지동 838-1 1,523.0 택지개발
D 수정 문정1동 23-5 1,494.6 구획정리
E 무궁화 가락2동 134 1,500.0 구획정리
F 삼전 삼전동 51 1,644.7 구획정리

표 1-2. 연구대상 어린이공원 개요

(출처: 서울의 공원 현황 통계자료, 2021.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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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나이 자녀여부 직업 거주지 거주·장사기간
a 여 36 없음 예술문화공방카페 광진구 1년
b 여 35 1녀 주부 가락동 3년
c 여 52 1남2녀 축산업 문정동 27년
d 여 80 1남1녀 소매업 천호동 4년
e 남 52 1남 소매업 가락동 1년
f 여 40대 2명 식당 가락동 18년
g 여 60대 1남1녀 식당 가락동 1년
h 여 48 2녀 소매업 가락동 20년
i 남 67 1남1녀 소매업 잠실동 4년
j 여 40대 1남1녀 추진위원장 가락동 20년
k 여 60대 1녀 미용업 가락동 15년
l 남 8세 - 초등학생 가락동 8년
m 여 7세 - 유치원생 가락동 3년

표 1-3. 가락2동 심층면접 주요 대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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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지리적으로 집중된 자원인 큰 규모의 공원이 교환가치가 우세한 공간

이라면 소규모 생활권공원은 일상생활에 밀착된 사용가치가 우세한 공간

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도시(neo-liberal city)에서 자본을 끌어들

이고 이윤을 낼 수 있는 대규모 공원(large park)은 생태적으로나 프로

그램적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

어 부담가능한 주택을 줄이고 일상의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Checker, 2011; Patrick, 2011; Gould & Lewis, 2012). 반면 감당할 수

있고(affordable) 쉽게 접근가능한(accessible) 소규모 생활권공원은 지역

사회에 연결되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증진하며 공원이

지닌 복지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최근 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들은 작은 규모의 개입

(small-scale interventions)과 작은 규모로 흩어져 있는 소공원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Curran & Hamilton, 2012; Wolch,

Byrne & Newell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과 밀접한 소규모 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이 중

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 가치를 드러내고 향상함으로써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과 밀

접한 소규모 도시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일상적

과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행위의

특징’과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삶의 가치’이다.

아동의 삶은 일상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아동이 생존을 넘어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상 속

에서 어린이공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의 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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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식부재, 관리체계의 한계로 인해, 면적과 개소 수 등 거시적 지표로

서만 논의될 뿐(박소현·김규식·고병옥, 2014) 물리적 조성 이후 가치향상

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어 왔다. 시 직영으로 관리되는 서울숲, 월드컵공

원, 북서울꿈의 숲 등의 대규모 공원들과 달리 소규모 공원의 대다수는

자치구에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유지보수

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용국, 2015). 특히 작은 규모

로 동네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천편일률적

인 외관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5조 제1항)이라는 어린이공원의 제도

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김동찬·김충희, 2011; 김

원주, 2009; 서울특별시, 2009).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공원의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조차 저

조했다. 이렇듯 도시 공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여 쉽게 접근 가능하고, 주

거지나 학교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어린이공원은 아동복지 실현의 장으

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네 어린이공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재고하여 잠

재되어있는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어린이공원에

서의 일상적 행위양상과 어린이공원을 둘러싼 동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찮게 보이지만 소중한 하루하루의 일상행위들

이 무엇이며, 이러한 일상행위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상의 조건은 무엇

인지를 묻는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1]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행위양상과 동네의 맥락을 조사·분석하여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

는 일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어린이공원이 지닌 잠재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어린이공원에서는 어떤 일상적 실천이 벌어지며, 어린

이공원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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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공원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에 관해 묻는다. 도시공원의 말단으로서 어린이공원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방향을 지

닐 수 있다는 관점을 지닌다. 서울숲이나 월트컵공원의 노을공원처럼 대

형공원들을 운영하는 것은 공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

시에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방문목적과 이들을 위한 행위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 행위는 ‘프로그램’ 혹은 ‘축제’, ‘이벤트’ 등으로 불리

며 기획되며 시작과 끝이 행위에 앞서 미리 존재한다. 하지만 어린이공

원의 가치향상은 이와는 다르게 펼쳐져야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2]에서

는 일상을 기반으로 결과를 미리 상정하지 않는 과정 중심의 노력이 가

능함을 밝히려 한다.

[연구문제2]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삶의 가치를 향상하는 노력

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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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격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연구자는 2020년 7월 동안 송파구 내 어린

이공원 6개소에 대해 1차 현장답사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현장답사

는 어린이공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네를 관찰하며 어떠한 일상행위

가 펼쳐지는 지를 조사하였다. 관찰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차 현장답사

는 어린이공원 한 개소에서 하루 동안 일상을 보내며 이용객에게 비구조

적 면담과 기초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인 7월 12일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현장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원으로 인해 오전 바깥활동이 사라지면서 어린이

공원에서 아동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몇몇 어린이공원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놀이기구와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 전에 엄마들끼리 모여서 간식을 나눠먹고 했던

어린이공원 조차도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일상적 행위가 실종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기간인 7~8월이 방학·휴가기간이었고 여름철 더위와

비로 인해 아동의 어린이공원의 이용이 저조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아동

과 동네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싶었던 필자 입장에서는 난관이 아

닐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직접 관찰한 내용 외에도 면담을 통해 얻은 코

로나 이전의 어린이공원의 일상행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담고자 했다.

심층면접이 아닌 참여관찰 중의 면담은 녹취가 불가하여 수기로 작성한

뒤 기록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각 어린이공원의 이용객 중 우선적으로

응하는 사람들부터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동네에 대해 알기 위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혹은 ‘이사를 위해 동네를 둘러보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어린이공원을 둘러싼 동네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주로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 동네주민이었고, 부동산 혹은 음식점 등

동네사정을 잘 아는 상가에서 정보를 취득하였다.

가락2동에 대한 연구 방법은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중심

으로 참여관찰을 통한 자기기술 등을 활용하였다. 심층인터뷰는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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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3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인터뷰 중 2명은

아동이었다. 한 번에 약 40분에서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심층인터

뷰의 내용은 대부분 녹취되고 기록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아동이 많이 포

함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

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어린이집에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

이다.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상인과 주민들은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

는 ‘평범한 사람’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동네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상

권이 활성화된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면받는 영세한 가게 또는 낙

후된 주거단지도 아닌, 말하자면 가시적으로 드러난 존재는 아니지만 도

시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삶이 흘러가게끔 하는 보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주민”의

정의에 따라, 거주지가 가락2동이 아니더라도 가락2동에 사업체를 운영

하거나, 동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민으로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송파구 내 조성된 80개소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심층면접 대

상지로 무궁화 어린이공원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연구자 본인과 자녀

들이 주로 친구들과 만나 놀고, 소비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 지역을 선정한 데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친밀감 형

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마을만들기나 지역커뮤니티 활

성화 사업 등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당사자성이다. 실무자들이

진정성을 지니고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 이해당사자가 아니고선 ‘일’

일 뿐이며, 그곳이 ‘삶’인 지역주민들과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상에 기반한 어린이공원의 가치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네주민의 지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단기간에 파악할 수 없는 동네 양상들이나 동네 주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역 아동들의 삶의 맥락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던 것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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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의의 배경

1. 어린이공원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 어린이공원 관련 선행 연구는 어린이공원이 지닌 다차원적 속성

만큼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놀이시설로서의 어린이공원의 개

선 방안에 대한 연구,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어린이공원의 설계특성,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어린이

공원 계획과 변천에 관한 연구, 어린이공원의 입지 및 분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놀이시설로서 어린이공원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놀이터, 유아교육기관 놀이터 등 놀이터 분류 하에 ‘공공 개방 놀이터’의

한 범주로 다뤄진다. 이러한 연구에서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놀이터 등의

민간 놀이대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공공성이 강조(은석·이혜림, 2020)되기

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야외놀이시설로서 ‘놀이터’의 범주에 속한

다. 주로 실태 조사 위주의 연구가 많았고(황해수·손원경, 2009; 김민우·

강승지, 2019) 조사 항목으로는 연령에 따른 놀이행태 및 만족도(최병숙·

박선희·안득수, 2009; 이윤진·이정원·구자연, 2013; 황옥경·한유미·김정화,

2015; 김명희·이진·이종희, 2017), 발달학적 측면에서 놀이시설을 분석(이

서윤·윤지영, 2010) 등이 있었다. 아동 놀이환경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교육기관 바깥놀이 공간(권선영⋅정지현⋅박선미, 2017), 학교

운동장(정진욱⋅황예선⋅오수일, 2010), 아파트단지 놀이시설(천지혜⋅김

현중, 2019) 등을 다루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에 대해 주목하여 연구를 한

경우는 많지 않다.

놀이시설과 관련한 어린이공원의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에 초점을 맞

추어 어린이공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했다면,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

시설 위주가 아닌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원을 조성 해야

한다는 주장(홍인옥, 2001; 이종국, 2012; 이동훈·이석환·백기영201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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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변모

하고 있는 현상(박천보, 2000)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이

주 이용자가 아닌 어린이공원을 노인, 직장인 등 다른 이용계층들을 위

해 조성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한편, 이

현상을 문제로 받아들여 아동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

도 존재한다. 김연금 외(2008)는 아동참여의 필요와 효과를 바탕으로 커

뮤니티 공간으로서 어린이공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검토하며, 어린이

공원은 또래와 다른 연령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아동들은 사회성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

구는 아동과 성인의 욕구를 갈등관계로 보기보다는 어린이공원을 거점으

로 아동참여를 도모할 때,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동

발달에도 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된 가치와 유대

감 부재로 인해 지역커뮤니티가 와해 된 오늘날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전망은 커뮤니티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

다. 공공재로서의 어린이공원은 자율적 참여와 책임을 유도할 동기가 부

족하다. 마을, 골목길 단위의 이웃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시절에 함

께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이웃이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며 공동체가 형

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어린이공원의 설계특성은 ‘상상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는데,

주제, 동선, 시설물 배치, 식재 유형 등의 설계요소 분석, 놀이시설물 디

자인에 관한 연구, 이용행태 등 조성 후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

(김동찬·김충희, 2011; 김동찬·노경식, 2011; 김설·장광집, 2012; 송은우·

김신원, 2014). 주민참여는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애착심’ 및

‘주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아동의 참여는

설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유산과 주변 환경에 대해 일깨워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해준다(조연경·박창배·우신구, 2010). 하지만 상상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의 디자인과정에서 사용자인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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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참여를 통한 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은 참여의 초점이 욕구의 발견

과 디자인적 해법에 가 있다 보니, 어린이공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담당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주민의 참여가 자문이나 의견제시에

서 그치는 참여(pseudo-participation)가 아닌 조성 이후 어린이공원의

지속적인 활용에 활동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나아가지는 못 했다. 낙후

되고 특색 없는 시설을 고비용의 랜드마크적인 놀이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어린이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일상과 밀착된 공간의 가치에 대해선

소홀했다.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데 반해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조성 및 운영관리, 민간위탁 적용 방안,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가 있지만(김용근, 2003; 이은엽·명현, 2008; 김영하·안양욱·박승범,

2012; 심주영·조경진, 2016; 고하정, 2020) 주로 대형공원이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생활권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제외되거나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도경·

박혜진(2001)은 서울시 어린이공원 관리체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

양진희 외(2002)는 어린이공원 관리에 있어서, 장소 귀속감과 주민참여

의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시설물 관리에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참여와 놀이 활성화 등 조성 이후의 계획 방안에 대한 주

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최근 어린이공원의 주민 참여형 유지·관

리에 대한 조례1)들이 제정되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공원 계획과 변천에 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며, 안상민(2014)

은 일제 식민지기(1920년대~1940년대) 서울의 아동공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1920년대 초의 아동공원 계획은 ‘오락’ 및 청소년 ‘교

육’을 위한 아동 보건 및 복지시설로서의 의미가 짙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오

면서 도시 ‘위생’ 시설 의미가 강조되어가기 시작하였다. 도시 내 주택 과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공지’ 역할로서 공원의 개념을 우선

1) 대구 달서구(2019), 수성구(2019), 전북 정읍시(2020), 과천시(2020), 서울 송파구(2020),

중구(2021), 포항시(2021) 등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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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공원 부지의 필요성은 1930년대 토지구획정리를 통해 소규모 아

동공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 조성계획으로 반영됨을 분석하

였다. 1940년 계획검토를 통해 아동공원의 수가 현격히 증가한 것에 대

해 “아동의 복지에 관한 관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성이 수월한 소규모

공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계획 방향의 전환”으로 해석하며, 토지의 확보

가 수월한 소규모 아동공원을 중심으로 구시가지와 신규 택지개발지에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적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고 기술한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현재 어린이공원의 입지 및 분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생활권 내 공원서비스에 대한 불균형 및 지역간 불균

형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과 수요의 적정성, 입지적정성 등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있다(박천보, 2000; 최회윤, 2004; 양승길 외, 2007; 김두겸,

2009; 박소현·김규식·고병옥, 2014; 은석·이혜림, 2020). 어린이공원은 법

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사회

적 필요와 공원 주변 지역의 여건과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재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입지와 면적이 정해진다. ‘공지’로서

주어진 공간은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공원복지법 시행규

칙」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

조성된다. 이 때문에 관련 연구들은 ‘미리’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후’에

들어온 지역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지적한다. 이용자, 이용행태의 분석을

통해 어린이공원이 아닌 소공원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 측면에서

어린이공원이란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서의 공평성(equity), 평등성

(equality) 그리고 공정성(fairness)을 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어린

이공원에 어떤 가치와 역할을 둘 것인지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사회적

으로 희소한 자원인 공원을 분배함에 있어 지엽적인 필요에 따라 어린이

공원의 변용이 불가피함이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

계획시설로서 공간의 배분과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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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의 개념

어린이공원은 소규모 생활권공원인 동시에 아동전용시설로서 아동복

지의 실천을 위한 장소로서 가능성을 지닌다. 어린이공원의 가치증진을

통한 아동복지의 실현은 과거 아동의 생존과 성장 차원에서 인식되었던

아동복지를 넘어 아동이 권리의 주체(rights-holder)라는 관점(조용남,

2015)을 수용한다. 어린이공원은 아동의 삶터이자 놀이환경으로서 아동

의 행복한 삶을 지지하기 위한 배경이자 도구이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조성 이후의 계획은 외부공간이 주는 혜택을 활용하는 측면을 담고 있

다. 동시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살펴보는 것은 어린이공원의 의미

와 가치를 인식하고 아동복지 공간적 실천으로서 어린이공원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사전」(1993)에 의하면 아

동복지란 “아동(18세미만)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활동,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그 환경에 대응하는 원조

와 지도를 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가장 적당한 제조건, 곧 복지를 보장하

여 인격형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아동을 심신 모두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를 ‘모든 아동

이 생존을 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극대화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도시공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접점으로서 어린이공원은 아동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가치향상을 통해 아동복지를

2) 198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

써,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54조로 구성된 권리를 만들어 합

의하였다. 이 협약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본 권리는 생존권(영양과 주거 등 생존의 기본

을 보장받을 권리), 보호권(폭력과 차별,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교육과

놀이,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참여권(자신의 일에 의견을 제시, 존중받을 권리)이다.

본 협약에서는 비차별(non-discrimination),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

존과 발달의 권리(the right to file,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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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 등 아동

복지시설에 비해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들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실천의

장이며, 자선적·인도적 실천과는 달리 사회적 공간의 실천에 가깝다. 어

린이공원과 같이 일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활동은 전문가주의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방식이 아닌 이용자와 운영자의 경계 모호한 관계지향적 방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어린이공원을 통한 아동

복지의 공간적 실천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

에 동네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지적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 데 반해 아

동이 활동하는 공간은 제한·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아기 놀이의 세

대별 변화를 연구한 김성원·권미량(2015)은 한국 유아 놀이가 ‘놀이장소

가 자연에서 실내로’, ‘함께하는 놀이에서 혼자하는 놀이로’, ‘일상생활의

놀이에서 구조화된 놀이로’, ‘가정과 자연에서의 놀이가 유아교육기관에

서의 놀이로’ 변화했다고 분석한다. 정나리(2019)는 아동놀이를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놀이터가 생기기 시작하는 60·70년대를 기준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후기근대 한국사회에서 근린자연환경이 감소함

에 따라 소수의 아동만 접근가능한 희귀 사치품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

한 근대적 공간조직은 아동의 공간을 따로 분리하여 구획하고 있으며,

산업화·도시화를 기점으로 아동의 실외 놀이공간은 근대적 의미의 ‘놀이

터’로 수렴된다고 분석한다. 현재, 근대적 ‘놀이터’로 수렴된 아동의 놀이

공간은 아동의 도시에서 간신히 확보한 최후의 보루다(편해문, 2015). 우

리 사회는 아동에게 적절한 대체 공간 대신 놀이터라는 보호구역을 제공

했다. 이에 도시 내 놀이터는 분리된 공간, 즉 섬이 되었으며, 아동은 놀

이 공간을 통해 더는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Hofmann,

2008: 99; Ohl, 2009: 21; 이선주·김성길, 2020: 20 재인용). 아동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설치하기 시작한 어린이공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와 가

치가 퇴색되어,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도전 받는다. 아동의 삶과 일상의 생활은 성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의사결정이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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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8) 부모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적절한 지

원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조숙인·권미경·이민경, 2017).

3. 아동친화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당사국의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

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 수단

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

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

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9).

우리나라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첫 번째 아동친

화도시로 인증하면서 시작되었고, 2021년 5월 현재 전국의 111개의 지방

자치단체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중 52개가 인

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인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를 보고 있으며, 도시 차원에서의 인권을 실천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이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으로 확장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권순정

외, 2017). 공간적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여가 및 놀이 공간 조성, 자연환경 확보, 도시 내 안전한 이동성 보장이

도시계획 요소로서 담겨있는데,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막대한 예산을 투

자해 공간을 조성하기보단 아동이 도시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하여 생

활공간을 개선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이선주, 2020).

그동안의 도시계획은 정부가 의사 결정권과 허가권을 가지고, 외부 전

문가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된 채, 왜곡된 의사 결정 구조 반

영하고 있다(이상헌, 2001). 더욱이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아

동참여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해 성인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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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었기에3)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을 해결하기는 과정에

관여하기 어려웠다. 최근 도시계획에 시민참여의 하나로 아동을 참여시

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성격이 다른 두

행정기관, 즉 도시계획과 아동복지 관련 부서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미흡한 협력체계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된다(이선주·김성길, 2020: 21).

현재 법적인 근거가 있는 아동·청소년참여기구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조례

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참여기구 대부분이 정해진 일정 동안만 토론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정책반영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굿네이버스, 2019). 아동 참여가 정치적 수사로서 머물지

않기 위해선 성인이 주도하여 아동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닌, 아동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아동을 당사자로 확정하여 분리하는 것

이 아닌, 아동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여기고 협력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은 놓치지 말하야 한다. 아동친화

도시는 아동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공간에 대한 권리의식과 애착감, 그리

고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아동, 친구, 부모, 동네사람 등) 간의 심리적 공

동의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규제중심의 국가에서 권한부여적 국가

(enabling state)로의 전환기에서 국가는 어린이공원의 이용에 대한 규제

와 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권을 지닐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2018년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

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8.7%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아동을 존엄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존재로 존중하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동의 참여권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굿네이버스,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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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어린이공원의 현황 및 문의의식

제 1 절 어린이공원의 일반현황

1. 서울시 어린공원의 분포

『서울의 공원 현황 통계자료』(2021)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1,832

개소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었다. 도시공원 중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 362

개소, 어린이공원 1,140개소, 소공원 251개소가 조성되었다. 어린이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수의 62.23%를 차지하며, 면적은 약 183만㎡으로 도시공

원 전체 면적의 약 3.4%를 차지한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 250m 이하이어야 하

고, 규모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31

조(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1항에 의하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m² 미만의 근린·주제공원의 조성과 관리운영은 각 자치구로

사무관할 구분 되어 있다. 「공원녹지법」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의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

정‘은 구청장이 위임받아 시행한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해 조성된다.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공

원으로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 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의 유치권역에 포함되

지 않는 공백지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어린이공원은 근린에 거

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으

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며, 건폐율은 공원면적의 5%이내,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60%이하로 하여야 한다.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

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이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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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대상연령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령(유아, 유년, 소년)별

이용자간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적인 구분을 둘 수 있다.

송파구의 경우 공원수 88개소(조성80개소, 미조성8개소)이며 조성면적

은 128,246.20m²이고 1인당 면적은 0.19m²이다. 토지소유는 시 2개소, 구

77개소, 사 1개소로 대부분이 구 소유이다. 어린이공원 지정 결정사유는

구획정리 60개소, 택지개발 9개소, 불량재개발 5개소, 임대주택 2개소, 재

건축 3개소, 주택사업 1개소이다.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및 유지관리는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공원관리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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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조 성

공원수 면적(㎡) 1인당면적(㎡)

합 계 1,140 1,827,795.68 0.18

계 1,140 1,827,795.68 0.18

종로구 12 21,661.60 0.14

중 구 12 24,847.10 0.18

용산구 18 27,294.66 0.11

성동구 28 46,397.30 0.15

광진구 33 37,594.20 0.10

동대문 29 49,711.60 0.14

중랑구 42 50,556.00 0.13

성북구 28 56,725.72 0.13

강북구 39 60,367.20 0.19

도봉구 39 49,205.00 0.15

노원구 89 154,441.60 0.29

은평구 36 51,619.20 0.11

서대문 37 91,860.40 0.28

마포구 49 79,559.30 0.21

양천구 74 129,057.00 0.28

강서구 116 178,257.40 0.30

구로구 24 46,901.10 0.11

금천구 41 41,424.10 0.17

영등포 21 61,083.30 0.15

동작구 30 37,838.40 0.09

관악구 65 70,800.50 0.14

서초구 81 136,265.20 0.32

강남구 62 99,488.60 0.18

송파구 80 128,246.20 0.19

강동구 55 96,593.00 0.21

표 2-1. 2021년 서울시 어린이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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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어린이공원의 물리적 현황

송파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6개동의 연구대상지는 석촌동, 방이동, 장

지동, 문정1동, 가락2동, 삼전동이다. 6개의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의 다세대·다가구 주택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m 내에 어린

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분포해 있었다. 2021년 기준 어린이공원 내 주

요시설은 아래 [표 12]와 같다. 6곳 모두 화장실은 없었으며 무궁화, 곰

말 어린이공원에는 음수대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문현 어린이공원에는

광장 및 도로가 580.22㎡ 포함되어 있으며, 곰말 어린이공원 내에는 노인

정이 위치해 있었다.

어린이공원은 두 면 또는 세 면이 도로에 접해있으며 주거용 건축물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해 있다. 아름 어린이공원은 서측

으로 10m도로와 접하고 마트, 미용실, 부동산, 식당(피자, 김치찌개), 옷

가게, 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등 다수의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해 있

다. 북측과 남측으로는 6m도로를 두고 다세대·다가구와 인접해 있다. 유

희시설은 주변보다 1~2m가량 높아 진입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운동시

설과 구분되어 있다. 곰말 어린이공원은 4~6m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에는 부동산, 학원, 꽃집, 네일샵 등이 소수 위치해 있다. 그리고 3면

이 주택 입구가 위치한 전면이 아닌 측면에 면해있다. 문현 어린이공원

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후면에 위치해있으며, 편의점과 무인아이스크 가

게 등 소매업이 소수 위치해 있다. 수정 어린이공원은 8m 도로를 두고

식당, 어린이집,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슈퍼, 키즈카페가 어느 정도 위치

하고 있으며 다세대·다가구와 인접해 있다. 무궁화 어린이공원은 세탁소,

미용실, 카페, 꽃집 등 근린생활시설이 두 면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삼

전어린이공원은 두 면은 주택의 측면과 맞닿아 있고 두 면은 5m 보차구

분도로로 구획되어 주택과 마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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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기타

아름 그늘시렁(1) 의자(11)
그네(1),

조합놀이(1)

체력단련시설

(5)
음수대(1)

곰말 그늘시렁(1)

노인정

(133㎡),

의자(7)

그네(1),

조합놀이(1)

체력단련시설

(2)
-

문현 그늘시렁(2) 의자(9)

그네(1),

시소(1),

조합놀이(1)

모래놀이터

체력단련시설

(3)
음수대(1)

광장및도로

(580.22㎡)

수정 그늘시렁(2) 의자(10)
그네(1),

조합놀이(1)

체력단련시설

(4)
음수대(1)

무궁화 그늘시렁(1) 의자(5)

그네(1),

시소(1),

조합놀이(1)

체력단련시설

(4)
-

삼전 그늘시렁(1) 의자(9)

그네(2),

시소(2),

조합놀이(1)

체력단련시설

(3)
음수대(1)

표 2-2. 2021년 연구대상 어린이공원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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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름 어린이공원 (석촌동)

위치 석촌동 289-3
조성년도 1983 규모 2,338.7 ㎡

주요시설
음수대 1개소, 파고라 1개소, 조합놀이터 1개소,

그네(2연식) 1개소, 운동기구 3개소

출입구 동측이 1~2m가량 높으며, 출입구 ①(slope/stair),③(slope/stair)

아름 어린이공원 위치 아름 어린이공원 현황

①측면 : 6m도로에 접해있으며 공터,

주거용 주택전면과 면해있음

②측면 : 10m도로에 접해있으며

상가건물과 면해있음

③측면 : 6m도로에 접해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지원 전면과 면해있음

④측면 : 도로는 없으며 어린이집

측면과 면해있음

표 2-3. 아름 어린이공원(석촌동) 물리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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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곰말 어린이공원 (방이2동)

위치 방이동 139
조성년도 1984 규모 1,707.2 ㎡

주요시설
정자 1개소, 조합놀이터 1개소,

그네(2연식) 교체중, 운동기구 4개소

출입구 서측도로가 1m가량 낮으며, 출입구 ①(flat),③(flat)

곰말 어린이공원 위치 곰말 어린이공원 현황

①측면 : 차량도로는 없으며

2.5m 폭의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있음

②측면 : 6m도로와 접해있으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③측면 : 4m도로와 접해있으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④측면 : 6m도로와 접해있으며 아파트의

측면과 면해있음

표 2-4. 곰말 어린이공원(방이2동) 물리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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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현 어린이공원 (장지동)

위치 장지동 838-1
조성년도 2010 규모 1,523.0 ㎡

주요시설
음수대 1개소, 정자 1개소, 조합놀이터 1개소,

그네(2연식) 1개소, 시소, 모래놀이터, 운동기구 3개소

출입구 평지에 조성되어 ①(flat), ②(flat),③(flat)

문현 어린이공원 위치 문현 어린이공원 현황

①측면 : 8m도로 교차로에 접해있으며

학원, 카페와 면해있음

②측면 : 8m도로와 접해있으며

소매상점과 면해있음

③측면 : 도로는 없으며 중학교와 펜스를

사이에 두고 면해있음

④측면 : 도로는 없으며 고등학교와

펜스를 사이에 두고 면해있음

표 2-5. 문현 어린이공원(장지동) 물리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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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정 어린이공원 (문정1동)

위치 문정1동 23-5
조성년도 1990 규모 1,494.6 ㎡

주요시설
음수대 1개소, 정자 1개소, 조합놀이터 1개소,

그네(2연식) 1개소, 흔들의자 2개소, 운동기구 4개소

출입구 1~2m가량 높으며, 출입구 ②(slope),③(stair),④(slope)

수정 어린이공원 위치 수정 어린이공원 현황

①측면 : 도로는 없으며 주거용

주택측면과 면해있음

②측면 : 6m도로와 접해있으며 주거용

주택전면과 면해있음

③측면 : 4m도로와 접해있으며 주거용

주택전면과 면해있음

④측면 : 8m도로와 접해있으며 주거용

주택, 어린이집과 면해있음

표 2-6. 수정 어린이공원(문정1동) 물리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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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궁화 어린이공원 (가락2동)

위치 가락2동 134
조성년도 1991 규모 1,500.0 ㎡

주요시설
정자 1개소, 조합놀이터 1개소,

그네(2연식) 1개소, 흔들의자 3개소, 시소, 운동기구 4개소

출입구 남서측 도로가 1.5m 낮으며 ②(stair), ④(flat)

무궁화 어린이공원 위치 무궁화 어린이공원 현황

①측면 : 6m도로와 접해있으며

주거용건물과 면해있음
②측면 : 8m도로에 접해있으며

주거용건물 및 상가전면과 면해있음

③측면 : 6m도로와 접해있으며 주거용건물

및 상가전면과 면해있음

④측면 : 도로는 없으며 주거용 건물

측면과 면해있음

표 2-7. 무궁화 어린이공원(가락2동) 물리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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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삼전 어린이공원 (삼전동)

위치 삼전동 51
조성년도 1985 규모 1,644.7 ㎡

주요시설
음수대 1개소, 파고라 1개소, 조합놀이터 1개소,

그네(2연식) 2개소, 시소, 운동기구 4개소
출입구 평지에 조성되어 ①(flat), ④(flat)

삼전 어린이공원 위치 삼전 어린이공원 현황

①측면 : 5m 보차구분도로에 접해있으며

주거용 건물 측면과 면해있음

②측면 : 도로는 없으며 주거용

주택측면과 면해있음

③측면 : 5m 보차구분도로에 접해있으며

케이크, 세탁소와 면해있음

④측면 : 도로는 없으며 주거용

주택측면과 면해있음

표 2-8. 삼전 어린이공원(삼전동) 물리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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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의식

1. 물리적 조성 중심의 계획

서울시에는 2021년 기준 어린이공원 1,140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시

설 노후화와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 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리모델링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1994년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으로 22개의 공원을

시범적으로 재조성하였고 이후 ‘푸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생활권 맞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

업’,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어린이공원의 재

조성을 추진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472억원(시 1001억, 구 471억)이 투입되었고, 총 304

개소의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어린이공원

1262개소의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2015년부터 서울시는 ’창의

적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2019년도까지 109개소의 창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2020년 신규 2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송파구의 경우 2011년까지 1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상상어린이공원으

로, 2020년까지 9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창의 어린이놀이터로 재조성되었

다. 2021년 현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

고 휴게공간 조성, 수목 식재 등 공원 환경 정비를 통하여 “기존 노후된

공원을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

간으로 재조성”하는 ‘그린 뉴딜 안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재조성 사업은 물리적 개선 뿐만 아니라 놀이터 디자인 설계의 과정

에 이용주민의 참여와 자율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창의어린이놀이터」 대상지 공모(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1837호)의 응모자격은 어린이 포함 놀이터 이용주민 3~10명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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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으로 개인응모는 불가하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어린이 놀이터 운영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송파구의 경우에도 2020년 「서울특

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방안, 설계, 유지, 프로그램 발굴, 민관협력체계 구

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어린이공원의 재조성이란 물리적 형태의 완결

성을 추구함에 따라, 재조성 이후 단계의 영감과 착상을 허용하지 않는

닫힌 구조를 지닌다. “개방성의 정도는 어떤 활동이나 제도(형식, 목적,

규칙)가 그런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런 제도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

통된 욕구에 의해서 얼마만큼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

늠된다”(Scott, 2014; 109). 물리적 조성에 치중된 사업의 계획요소는 무

질서한 놀이의 매력과 불완전함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동

네 주민의 참여와 자율성, 자발성, 자주성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

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공원 속 ‘일상의 질서’에 대해 주목해

야 한다. 어린이공원의 가치향상과 활용방안 모색 과정에서 일상에 주목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의 물리적 한계나 문제를 개선하는 단일한 목표에

그치지 않는다. 시설의 재조성은 ‘물리적 개선’과 함께 변화에 너그럽고

공통된 욕구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공원은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

에, 어린이공원의 (재)조성은 일상의 작은 변화와 자율적 행위의 촉진을

의도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관계가 공간을 떠나서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와 공간은 상호적 관계”이며 “사회적 공간은 개인의 삶이 사

회와 연관되듯 공간과도 밀착”되어 있다(송영민, 2013; 63). 일상과 밀착

된 소규모 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 또한 사회적 공간이며, 일상의 즉흥성

에 반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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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와 금지를 통한 관리

어린이공원은 효율적인 유지를 위한 규범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1항에 의하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m² 미만의 근린·주제공

원의 조성과 관리운영은 각 자치구로 사무관할 구분 되어 있다. 「공원

녹지법」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의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은 구청장이 위임받아 시행한다.

어린이공원 내의 규제항목은 도시공원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

법」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동법 시행령 제50조와 행정안

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적용

을 받는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에서는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린이놀이시설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제와 금지를 통한 관리는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동면하게 한다. 현재의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유지방식은 권한

부여와 삶의 공간에 대한 주체적 통제권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의 의미보

다는 안전제일주의와 유지관리의 효율을 위한 규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편해문(2019)은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

말하고 있다. 위험으로부터 멀리 두게 분리하는 것이 아닌, 마땅히 위험

을 다룰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놀이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준’, ‘형태를 갖춘 시설이 유

지되도록 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은 도전하고 시도를 허용하는 신축성이

부족하다.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질서가 계획되고 공식적인

것이 되어갈수록 그것이 인정해주지 않는 비공식적 방식들은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편해문, 2019; Scott, 2014). 현재의 관리방식은 그러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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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동성에 적응하고 선택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동범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상과 밀착된 소규모 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기구와 휴게

시설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벌어질 수 있

는 다양한 선택지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린이공원은 통제와 금

지가 작동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묵시적인 공조를 통한 제지의 경계에

도전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통제와 유용에 저항하는

성향을 지닌 풍경”(Scott, 2014; 78)은 ‘안전’과 ‘관리’의 문제해결에 초점

을 맞춘 규범이 그려내는 것이 아닌, 동네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동네 주

민이 부여하는 의미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어린이공원이 내포하고 있는

일상성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통제와 금지를 통해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선택의 확장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3. 관 주도의 공식적 주민참여

서울시에는 주민참여에 관한 여러 공식적 방식들이 계획되고 운영되

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2조에 따라 4년

마다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참여 기본계획은 “주민참여

정책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다. 주요내용은 ①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②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③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④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4개의

분야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

례」에 따라 시민들은 예산의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인 시민숙의예산 제안형(시민참

여예산)은 시민이 발굴·제안하는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주도적

으로 기획·편성해 온 기존사업의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설계하는

개념이다. 다만 제안을 한다고 단기간에 예산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시민

들 중 추첨을 하여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준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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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뒤,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짧으면 8개월, 길면 1년이 걸린다. 지

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12월~1월 사이 공모 공고를 내고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집행된

다.

어린이공원 관련 제도([표 2-9] 참고)를 통해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향

상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 주도의 공식적

참여 방식이 지니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은 일상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힘들며,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 담당자들의 왜곡된 인식과 주민들의 자치

와 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참여의 대표성 문제

를 야기하고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소

영, 2019).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

는 행정 사업들의 경우 시설설치 사업, 개선 요구 등 민원성 사업에 대

관련 부서 법률명

법령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치

법규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7.)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민참여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민숙의예산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송파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행정

규칙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표 2-9. 어린이공원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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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을 받는 정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다.

어린이공원은 동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으로 운동시설을 더 설치하

고 놀이시설을 바꾸는 것만으로 일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관 주도의 공

식적 참여 방식에 의한 한계와 비가시적 스펙트럼 내에서 발생하는 비공

식적인 협조의 가능성을 비교해볼 시점이다. 어린이공원 내에서 벌어지

는 일상의 특징과 가치를 탐구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촉

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 주도 참여

방식에 의해 흉내 내기 어려운 일상의 실천양상을 탐구하여 비공식적 협

조와 조정을 통한 어린이공원의 가치향상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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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어린이공원의 일상적 실천과 가치

제 1 절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실천양상

1. 만남

[사례 3.1]

엄마: 집에 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 거야? OO이가 오려나.

아이: (유모차에서 내리려 한다.)

- 엄마와 아이의 대화 (무궁화 어린이공원, 2021년 8월 11일)

어린이공원은 누군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장소인 동시에 누군

가를 기다리는 장소이다. 일상이란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지니기에

예측 가능한 면이 있다. 일상의 공간으로서 어린이공원은 약속되지 않은

예측된 만남이 벌어지는 곳이면서 ‘이쯤이면’ 올 것 같은 누군가를 기다

리는 장소이다. 누구 하나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하루하

루 쌓은 데이터로 언제쯤 누가 있을지 대략 알 것 같은 공간이다.

[사례 3.2]

A: 올 때가 되었는 디야. 오늘 안 올랑가보다.

연구자: 핸드폰 없으세요?

A: 핸드폰이야 있지.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당까. 그냥 연락

하기는 뭐한 거지. 일이 있어서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 공원 이용객과의 대화 (수정 어린이공원, 2021년 8월 16일)

하지만 늘 반복될 것만 같던 일상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틈을 만

들어내곤 한다. 일상은 이제껏 반복되어왔던 리듬이지만 이는 ‘미리 약

속’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의 우연이 겹쳐 이뤄진 만남일 뿐이다. 아무리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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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화로 왜 공원에 나오지 않는지를 묻지 않는다. 단 한 통이면 해

결될 궁금증이지만, 그냥 말없이 기다릴 뿐이다. 설령 오지 않더라도 서

운해하지 않는다. 반복된 일상에 대한 기대일 뿐 약속은 아니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만남에 대한 태도는 다른 커뮤니티시설과는 구분되는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사례 3.3]

A: 형님 요새 안 나오데? 뭔 일 있었어?

B: 아니~ 누가 매실청 가지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지.

- 공원 이용객 간의 대화 (수정 어린이공원, 2021년 8월 16일)

어린이공원에 나오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일 없

으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야 할 의무도 없고 나오지 않는다고

미리 연락해야 할 책임도 없다. 나오지 않는 이유 또한 특별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들에 의해 일상의 주기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느슨함 덕분에

만남의 시작과 끝은 정해지지 않고 부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 면식은

있지만 전화를 해서 일상을 침범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관계인 것이

다.

또한 동네에서는 오다가다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

린이공원이 코너에 있거나 교차로에 위치한 경우 이런 우연은 자주 발생

하는데, 동네 어린이공원은 특별한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이 아닌, 집-어

린이집 혹은 집-마트로 가는 ‘통로(path)’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공원에 오는 사람들 중 약 1/3정도는 어린이공원을 가로질러 갈 뿐

이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통과 행위에 의해 동선은 예기치 않게 겹치게

되고 계획되지 않았던 만남이 주선된다.

[사례 3.4]

아이1: 잉잉~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엄마1: 더워서 안 돼. 그네 뜨거워. 집에 가서 먹어. 집에 가자.

아이1: 잉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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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길에 친구 엄마 만남)

엄마1: OO엄마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네. (아기) 낮잠 안 잤어요?

엄마2: 집에 가서 재우려고요.

아이2: 으앙~

엄마2: 졸려서 그래요.

엄마1: 백신 예약했어요?

- 엄마와 아이의 대화 (삼전 어린이공원, 2021년 7월 30일)

무의미하게 통과해 지나가던 어린이공원은 우연한 마주침으로 만남의

장소가 된다.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곧장 가려던 아이 엄마가 친구 엄마

와 우연히 마주친 바람에 백신 예약부터 시작해서 전셋집까지 이어지는

긴 수다를 펼치게 되었다. 우연한 마주침이 있기 전에 공원은 집으로 가

기 위한(목적) 길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일상의 대

화가 오가는 쉼터가 되었다. 예정에 없었던 만남이기에 이야기는 즉흥적

으로 흘러간다. 일, 교육 등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끼리는 너무 하찮

은 일로 치부되어 이야기되지 않는 사소한 일상에 대한 수다가 어린이공

원에서 펼쳐진다. 예정에 없었던 목적 없는 만남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의적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접촉이다.

제이콥스(Jacobs)는 『대도시의 죽음과 삶(2010)』에서 이러한 접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접촉의 대부분은 아주 사소하지만 모두 합치면 전혀 사소하

지 않다. 지역 차원의 사람들 사이의 이런 일상적인 접촉-대부분은

예기치 않게 이뤄지고, 대부분은 볼일과 연관되며, 모두 다른 누가

떠맡기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가 가늠하는 것이다-이 합쳐지

면 사람들 사이에 공적 정체성의 정서와 공적 존중과 신뢰의 망이

생겨나며 개인이나 이웃이 위급할 때 요긴한 자원이 된다.”(Jacobs,

2010; 89-90)

제이콥스가 보도에서의 접촉에 대해 논하듯, 이동통로로서 어린이공원

에서도 “사적인 헌신을 전혀 함축하지 않는” 접촉이 일어난다. 어린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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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단순한 공지(open space)가 아닌 일상적이고 우연히 벌어지는 접촉

을 통해 친근한 관계를 맺기도 하는 만남의 장소이다. 복잡하게 기능하

는 동네의 (무)질서에 의해 만남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예측가능 하고,

동시에 우연에 의해 발생한 변화에 대해 대단히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만

남의 형태이다.

아동들 또한 어린이공원에서 이러한 만남의 방식을 기대하고 경험한

다. 아동들은 약속하지 않고서도 친구를 만나러 어린이공원에 간다. 특히

친구들에게 연락할 방도가 없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직접 정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공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방앗간이다. “아마 거기

있을걸?”이라든지 “있나 한번 보고 올게”란 말은 반복된 일상에서 아동

들이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는 동네의 모습이다.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반복된 경험을 함으로써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란

말이야”라는 투정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예측이 맞았을 때 기쁨도 느낀

다. 아동에게 어린이공원은 일상에서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선택이 가능한 삶

터이다.

[사례 3.5]

엄마1: 딱 10분만 더 놀고 가는 거야.

(몇 분 뒤)

아이1: 와~ OO다!!!

아이2: OO야~~ 내가 여기 있을 거라 그랬지?

엄마2: 진짜 있네. 안녕하세요.

엄마1: 그렇지 않아도 OO가 오기로 약속했다고. 쫌만 더 놀고 가

는 거야!

아이1: 그 봐, 내가 온다 그랬지?

- 엄마와 아이의 대화 (무궁화 어린이공원, 2021년 8월 11일)

‘예측가능한 우연한 만남’의 반복은 어린이공원을 활성화하고 아동들

의 삶을 안정시킨다. 이러한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공원은 아동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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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경(child friendly environment)로서 아동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

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장소이다. 어린

이공원에서의 만남을 구성하는 것은 작은 행위들의 반복과 계획되지 않

은 우연에 대한 높은 적응성이다.

2. 교류

어린이공원은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며, 교류과정에서 호혜적 상호관계

가 형성되기도 하고 때론 이질적 집단 내 구별짓기의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공원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는 동네 사람들이 모

이는 어린이공원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어린이공원의 교류

양상을 탐구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사례 3.6]

“코로나 오기 전엔 그랬지. 빵 가져와서 나눠 먹고 집에서 부침개

지져서 나오면 먹고. 수박, 참외 이런 것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재미있었는데. 오락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 공원 이용객과의 인터뷰 (무궁화 어린이공원, 2021년 8월 22일)

“집에서 타온 커피”를 나눠마시거나 “집 앞 감나무에서 딴 감”을 나눠

먹고 “도토리묵”을 나눠주는 일상의 실천을 통해, 어린이공원에 모인 사

람들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남과 우리의 경계를 짓는다. 같은 공간에 있

다고 해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관계 속에서 다져진

사이끼리 공유되며, 그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교류의 범위가 정해진다.

“어디서 받은 동태”를 비닐봉지에 나눠 담으며 줄 사람과 안 줄 사람을

구분한다. 함께 나눠 먹기 위해 모여 앉은 휴게시설 또는 돗자리가 교류

의 공간적 범위를 가시화하고, “동태”가 그리고 “커피 한 잔”이 서로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가 ‘단체’ 혹은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 45 -

까지의 선명한 것은 아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기에 “맛있겠다”란 말 한

마디로 얻어먹을 수도 있고, 흔쾌히 나눠 줄 수도 있다. 다른 도시공간에

서의 나눠먹기와 다른 점은 “미리 일부러 넉넉하게 챙겨 나간다”는 점이

다. 동네 어린이공원에서는 뭔가를 먹을 때, “안 나눠주기 뭐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고 표현한다. 어린이공원에서 마실 음료수를 챙길 때 누

군가 있을 거 같아서 몇 개를 더 챙긴다든가, 싸게 나눠 먹기 좋은 “요

구르트 번들 20개”를 일부러 사기도 한다. 누가, 몇 명이 모일지 모르지

만 미리 준비하고 변수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대처한다.

어린이공원에서의 교류는 아동들의 일상에도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

한다. 교류는 놀이와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친한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에서 처음 만난 또래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

진 것을 나눠주며 관계를 확장한다. 아동들에게 친구가 준 “빼빼로”는,

잠시 빌려 쓴 “터닝메카드” 장난감은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친한

사이’임을 공고히 하는 상징물로 해석된다. 한 아동은 어린이공원에서 가

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OO엄마가 싸온 과자 먹을 때요.”라고 답할 정도

로 아동들에게 어린이공원에서 경험된 교류의 실천은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린이공원에서의 교류는 주거와의 인접성, 그리고 인접공간의

다양성이란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주거와의 인접성은 무언가를 집에서

들고나와 호혜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유리하며, 어린이공원을 둘러싼

동네의 다양성은 큰맘 먹지 않아도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

그림 3-1. 소분 해서 나눠준 동태

(촬영일: 7월 30일)

그림 3-2. 빵과 우유를 나눠먹는 모습

(촬영일: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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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7]

“자주 나올 때도 있고 가끔 자주 안 나올 때도 있고. 자주 나올 때

는 친구들 있나 확인하고 가고.”

- 초등학생 1학년, 무궁화 어린이공원

“집이 여기 근처라 (수돗가가 없어서) 물총 싸움할 때 물 받으러

가요.

- 초등학생 1학년, 무궁화 어린이공원

“하루에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하지.”

- 70대(여), 수정 어린이공원

“경로당은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어. 공원에서 대화하다 집에 들어

가지.”

- 80대(여), 무궁화 어린이공원

오전에 어린이공원에 나왔다가 점심 먹고 다시 나오는 할머니, “집에

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오는 아주머니, “애 좀 찾아 올게”라며 이야기

하다 말고 어린이집에 다녀오는 할머니, 학원 쉬는 시간이나 다음 학원

일정 중간에 잠깐 놀다 들어가는 초등학생, 집에 가다가 친구들이 있나

잠깐 들렀다 가 보는 아동들. 이들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유동적 교류를

하며, 동네의 일상은 유동적 교류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되도록 이끈

다.

또한 이러한 유동적 교류는 연접공간의 용도에 따라 촉진될 수 있다.

저층밀집 주거단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연접공간에 미용실, 카페, 무

인아이스크림가게, 편의점 등 일상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위치 해있는 경

우가 많다. “도시 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용도와 기능들이 연계될 경우

사람과 공간의 사회적 관계는 풍부해질 수 있다”(Appleyard, 1981; 서민

호, 2014에서 재인용). 사회적 교류를 하고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가의 문제는 일상의 사소한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 “엄마랑 머리 깎으러” 갔다가 다시 친구들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오기도 하며, 목이 마를 땐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사서 어린이공원에서

나눠 먹기도 한다. 길 건너 카페에서 엄마가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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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있나 보고 올게”라며 어린이공원에 갔다 와 보기도 한다.

즉 유동적 교류를 하기 좋은 곳이란 연접한 곳에 상업, 주거 등 다양

한 건물들이 주변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호(2014)는 ‘도시

가로의 리버빌리티(livability)’에 관한 논문에서 ‘연접공간의 용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층부의 건물 용도 중 가로 보행자 다수에게 빈번한

상호교류를 유발하는 음식점·카페·소매시설들이 많이 분포할수록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자 효용이 커지고, 타 효용과 비교할 때 그 중요성도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접근성의 관점에

서 가로로의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과 사회·경제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서민호,

2014; 316-317). 연접한 공간의 다양한 용도와 복잡하게 기능하는 동네는

어린이공원과 연결되어 있다. 동네와의 밀접한 연결은 일상의 공간으로

서 어린이공원에서 애쓰지 않고도 교류할 수 있고 만남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이끈다.

3. 놀이

어린이공원에서는 다양한 놀이의 실천양상이 펼쳐진다. 미끄럼틀이나

시소, 그네를 본래의 놀이방식 대로 충실히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조합놀이기구의 이용보다는 시설 주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숨

그림 3-3. 미끄럼틀에 모여 앉아 노는 모습

(촬영일: 2021년 9월 4일)

그림 3-4. 그네에 앉아 대화하는

초등학생 (촬영일: 202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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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꼭질, 무궁화 피었습니다, 신발던지기 등을 즐기기도 한다. 또한 휴게

시설이나 운동시설을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는 등 시설의 기능을 확

장하기도 한다. 정자 아래에 ‘ㅁ’모양으로 배치된 평의자는 징검다리 놀

이터가 되고, ‘스카이워킹’이라고 불리는 운동기구는 쭈그려 앉아서 탈

수 있는 그네가, ‘원형벤치 플랜터’는 모래놀이터가 된다. 때로는 친구들

과의 수다를 위한 해먹으로 그네와 그물망이 쓰이기도 하며, 미끄럼틀은

게임과 벌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주되기도 한다.

아동의 놀이는 사소한 발견과 야외공간이 가져다주는 계절적 변화에

의해 확장되고 다양해진다. 봄이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여름이면 ‘매미

허물’이, 가을이면 ‘낙엽, 단풍나무 씨앗, 솔방울’이, 겨울이면 ‘눈’이 놀이

의 소잿거리가 될 수 있다. 놀이의 방식은 고정되지 않고 누군가의 제안

으로 갑자기 촉발되기도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누군가 “얘들

아, 우리 둥지 만들자.”라고 말하면 새로운 놀이를 반기며 이에 동조하는

아동들은 어린이공원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소나무 잎을 주워온다.

여름철이면 나무줄기, 나뭇잎 뒤에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매미허물’을 보

물찾기 하듯 찾아 모으고 함께 밟아 매미가루로 만드는 놀이를 한다. “~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때도 있고, 옆에 있다가 신기해서 따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를 해봤던 아동들은 계절이 다시 돌아오면 그

놀이를 기억하고 반복해서 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아동들이 생긴다.

처음 이러한 행위를 시작하는 이와 이에 동조하는 친구들, 그리고 계절

그림 3-5. 정자아래 ‘ㅁ’모양 평의자

(촬영일: 2021년 8월 22일)

그림 3-6. 모래놀이터가 된 원형벤치

플랜터 (촬영일: 2021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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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달라지는 사소한 소잿거리는 어린이공원을 더욱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요소이다.

성인들에게도 어린이공원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는 놀이로서 소일

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고추를 실로 꿰어 구루마 가득 들고 와

서 “이거 너는 것 좀 도와줘.”라고 말하면, 어린이공원에 앉아 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 햇빛 잘 나는 등의자에 널어놓는다. 고추 주인

이 “집에 좀 갔다 올 게 저거 좀 봐줘.”라고 하면 “누가 훔쳐가지도 않

아.”라고 하면서도 힐끗힐끗 지켜본다.

[사례 3.8]

A: 나 저기 슈퍼 가서 열무 좀 사올게. 같이 다듬게.

B: 그려. 자네는 손이 불편하니까 내가 칼로 다듬고 자네가 누런

잎 따.

A: 아이 됐어. 나 칼 없으면 누런 잎 따지도 못해.

- 공원 이용객 간의 대화 (수정 어린이공원, 2021년 8월 16일)

별것도 아닌 일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주변

아주머니들은 한 가지씩 일을 거든다. 한 아주머니는 손이 불편한 열무

주인 아주머니를 위해 파란 비닐봉지 주둥이를 펼치고, 다른 한 분은 맨

손으로라도 시든 잎을 떼어낸다. 또 열무김치를 담을 때 어떻게 해야 더

그림 3-7. 아이들이 함께 모은 매미허물

(촬영일: 2021년 7월 29일)

그림 3-8. 매미 브로치

(촬영일: 202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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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머니도 있다. 이러한 자발적 협동과

호혜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신뢰감은 ‘놀이로서 소일거리’를 통해 형성된

다. 열무는 심심하던 일상의 작은 소잿거리가 되며, 이러한 행위는 매년

열무 철이 되면 벌어진다. 때로는 상추가, 고구마순이 어린이공원에서의

지루함을 달래준다.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에서의 놀이는 조합놀이기구의 활

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호성(mutuality)를 바탕으로 비공식적인 협조와

조정에 의해서 놀이가 탄생하고, 묵시적인 공조에 의해 놀이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허용의 공간으로 탈바

꿈한다. 따라서 안전한 놀이시설의 물리적 조성은 어린이공원의 일부일

뿐이며, 완성된 시설로서가 아닌 ‘만들어가는’ 놀이의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4. 갈등

동네에는 다양한 가치, 상황, 취향을 지닌 이질적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은 발생

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동네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유동적인 교류행

그림 3-9. 열무와 동네 사람

(촬영일: 2021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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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굴은 다 알지”하면서도 관계를 잇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래 아주머니들의 모임에 누군가는 그 사이에 속해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저 사람들 너무 쓸 데 없는 이야기만 하고

해서…….”라며 혼자 따로 떨어져 앉거나, 누군가는 혼자 열심히 운동만

하다 떠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 선호도, 취향에 따라 구별짓기를 하기

도 하고, 연령대와 생애주기에 따른 관심사에 따라 구분되는 양상을 보

인다. 더욱이 어린이공원은 아동을 위한 유희공간과 동네 주민들을 위

한 휴게공간이 협소한 공간 내에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욕구의 충돌

과 공간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사례 3.9]

“명칭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놔 가지고 어떤 애기 엄마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시끄럽다고 가래. 어린이공원이니 권리가 있다고.”

- 60대, 무궁화 어린이공원

[사례 3.10]

“담배도 피우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

요. 그러면 욕하시고. (…) 애들이 여름에 거기서 물놀이 좀 하면

엄마들이 애들 저렇게 가르친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

차피 우리 애들 엄마들이 세금 내잖아요. 물 좀 쓴다고 해서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혼나는 애들 되게 많이 봤어. 그걸 분리해야 한

다고 생각해. 어른, 어린이, 청소년 놀이터. 꼭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공원 자체를 분리를 하는 거죠. 이쪽 공간은 어르신들만 갈 수 있

는 공간이라든가.”

- 40대, 문현 어린이공원

[사례 3.11]

“놀이터에서 보고 앉아 있으면 불편해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우리

는 사실 우리 수다 떨려고 앉아있는 건데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

리가 불편한 거야. 근데 또 그 아이들도 보면서 우리도 불편한 거

야. 저 애들 뭐 하는 거지. 색안경 끼고 보는 거지. 그 안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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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모두 불편한 거지.”

- 40대, 문현 어린이공원

갈등의 상황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발적 호혜성과 놀이의 허용과는

상반되는 어린이공원의 실천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욕구에 따라 물놀이를 물낭비로 보기도 하고, 공놀이를 어린아이를 위협

하는 행위로 보기도 하며, 수다를 소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청소년들을

불량 청소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즉 어린이공원은 호혜적 관계에 대한

묵시적 공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때로는 상호교환관계의 정당

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갈등상황이 초래되기도 하는 곳이다. 이러한 갈등

은 단지 개인적 호불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의 지향점’에

대한 관점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다른 지향점은 그동안 어린이공원의 가

치를 규명하는 것에 주저하게 하였고, 통제와 금지를 통한 자기억제와

선택의 폭 확장에 대한 불간섭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례 3.12]

“저기는 공공의 것이잖아요.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자체

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건 아닌 거 같고.”

- 30대(미혼), 어린이공원 근처 카페 운영

[사례 3.13]

“저는 아이들이 컸다 보니까 제 관심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랑

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고 취업준비를 하는 시기

고. (…) 저희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위주로.”

- 50대(1남2녀), 대학생 자녀

[사례 3.14]

“오히려 어린이들은 갈 데가 있어요. 키즈카페도 있고 갈 데가 많

은데 청소년이 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청소년 애들은 그렇게 돈

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못 가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야. (…) 우리나

라는 청소년이 갈 데가 없더라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 50대(2녀), 중·고등학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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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5]

“(참여할) 의사 없어요. 바쁘기도 하고 일단 그런 거는 저 같이 중

고생엄마는. 어린애들 엄마들 대상으로 듣는 게 나을 거 같고. 저는

한국 입시 때문에 여유가 거의 없어요. 관심사가 입시지 그쪽이 아

니에요. 그런 거는 유치원 애들이나 저학년 시기 애들.”

- 40대(1남1녀), 중·고등학생 자녀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지만, 누군가에겐 현

재인 어린이공원의 일상이 누군가에겐 지나가 버린 과거일 뿐이기도 하

다. 일상의 반복은 현재의 일상에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어린이공원에서

의 일상은 바쁜 일상 속에 매몰되어 관심 밖의 일이 되기도 한다.

어린이공원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식적 제도에 기대는 경향이 보

이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조정의 방식으로 적응해나가는 사례도 관찰된

다. 어린이공원의 부족한 시설, 이용의 제약, 공간적 한계 때문에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지만, 이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를 충족시키

는 실천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사례 3.16]

“더 있다 가고 싶다가도 화장실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

- 공원 이용객과의 인터뷰 (수정 어린이공원, 2021년 8월 16일)

[사례 3.17]

A: 공무원한테 말할 수 있으면 여기에 어깨 돌리는 거 그거 좀 놔

달라 해요. 저기 개롱공원(근린공원)에는 6개나 있더만, 여기는 하

나도 없어.

B: 여기는 손 씻는 데가 없어서 불편해.

C: 손 씻는 데 있으면 안 돼. 애들이 물 콸콸 쓰고. 국가적 낭비야.

- 공원 이용객과의 인터뷰 (무궁화 어린이공원, 2021년 8월 22일)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근처 카페나 교회 등의 화장실

을 비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운동시설이나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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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놀이시설로 전용하기도 하고, 놀이시설을 놀이 외의 다른 행위를

위해 전유하기도 한다. ‘마사지롤’이란 체력단련시설이 없으니 대신 ‘그네

울타리’에 다리를 올려놓고 종아리를 문지른다거나, 다리가 불편한 할머

니들이 울타리나 낮은 놀이시설 난간을 붙잡고 걷기 운동을 하는 사례들

이 이러한 실천행위에 해당한다. 이렇듯 한정된 자원에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원래의 용도를 바꿔 이용할 수 있는 허

용범위 내에 존재한다. 어린이공원에서의 갈등 양상이 드러내 주는 동네

와 일상의 특징 속에서 어린이공원에 담긴 가치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만

드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감시

어린이공원은 도시의 익명성을 지닌 공간이면서도 감시성

(surveillance)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용

하는 공원에서의 마주 앉음은 익명성에 기초한 무관심인 반면, 동네 어

린이공원은 우리집과 이웃집 사이의 공간으로서 마주한 사람들을 매개해

준다. “어디서 본 듯해”라는 말이 오가며 잘 모르지만 오다가다 만났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어린이공원에는 ‘익명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동

네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란 예측을 할 수 있게 한다. 누군가 자신을 알

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공간이며, 주변을 의식하는 행

위들이 벌어진다.

[사례 3.18]

“나중에 오면 (설문)해 줄게. 여기는 보는 눈이 많아서 이 시간에

모여있으면 안 돼.”

- 60대, 무궁화 어린이공원

[사례 3.19]

“내가 어디에 말도 못 하고. 저번에 내가 그 사람이 곧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쌍한 마음에 돈 5만원을 줬거든. 그런데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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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긴 받은 적이 없대. (울먹임) 내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색시도 남 함부로 믿지 말어.”

- 80대, 수정 어린이공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보는 눈”이 많은 곳으로

인식되며, 이 때문에 삶터와 떨어진 공공공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여기선 말조심 해야 한다”든가 오다가다 만나는 사이니 갈등이 생겨도

“어디에 말도 못 한다”는 말들 속에서 동네 어린이공원의 한 측면을 찾

아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말이 와전돼서 소문이 돌고 구설수가 들기

도 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어 어린이공원에 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어린이공원은 동네의 눈과 귀가 모인 공간으로 비공식적이고 일

시적인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어린이공원에 자주 나오는 동네 사람

들은 어린이공원에 모인 사람과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무의식 중에 수집

하고 있으며, 이용방식에 대한 안내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겸한다. 제이콥

스(Jacobs, 2010)은 보행자, 가게주인, 거주자들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끊

임없이 지역을 관찰하는 것을 ‘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eyes on the

street)’이라 표현한 바 있다.

[사례 3.20]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다 동네사람이야. 동네사람 아니면 쭉 길

따라 가지 여기까지 안 들어와. 여기 길이 어디로 뚫렸는지도 모르

고.”

- 60대, 삼전 어린이공원

[사례 3.21]

“4시 정도에 와봐. 그 때 되면 사람들 많이 와.”

- 60대, 수정 어린이공원

[사례 3.22]

“교회 문 열렸으면 거기 화장실 쓰면 돼요. (잠겼어요.) 아, 잠겼어

요? 그러면 저기 헬스장 옆에 문 보이죠? 거기 안에 화장실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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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아니면 쫌 걸어가면 스타벅스 있는데 거기 화장실 써도 되

고.”

- 30대, 무궁화 어린이공원

공중 보도가 외지인들이 섞여 오가는 곳이라면 어린이공원 안은 동네

사람으로 한 번 걸러진 곳이다. 어린이공원은 낯선 사람들이 모이고 접

촉한다는 점에서 보도의 특징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동네’라는 경계 안에

들어온 공간으로서의 일상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례 3.23]

(어린이공원에 경찰차가 출동함) “나는 쟤네들 미성년자인줄 알았

어. 성인이면 집에 모여서 먹거나 했겠지. 그리고 여기 보는 사람도

많은데 바닥에 앉아 있는 꼬락서니 보면 고등학생이지.”

- 40대, 무궁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의 일상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를 목격한 동네 사람들은 나

름의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다. ‘우리동네’에서의 반복적인 일상의 경험

과 비공식적인 관찰의 시선을 통해, 동네의 눈과 귀는 무의식 중에 정보

를 수집하고 비일상적인 행위와 상황에 대해 판단한다. 이러한 측면은

관 주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일상적이고 대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긍정적

감시의 방식이다. 즉 일상의 공간에서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시에 용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의무감을 지지 않은 자발적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

[사례 3.24]

A: OO할머니 최근에 보셨어요?

B, C: 잘 모르겠는데…….

A: 잘 못 걸으셔서 유모차 끌고 다니시면서 공원에 앉아계시던 할

머니 모르세요?

B: 아, 그 할머니인가 보네. 최근에는 못 봤는데?

C: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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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왜 있잖아. 그 아들. 지 엄마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런다

는. 요기 앉아서 있던 뚱뚱한 할머니.

- 이용객 간의 대화 (무궁화 어린이공원, 2021년 7월 27일)

[사례 3.25]

“경로당은 쉽사리 들어갈 수 없어. 공원에서 대화하다 집에 들어가

지. 시대가 흘러 그래. 대화정도. 경로당에는 경제 그런 게 있어 냉

정해.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 트러블이 있나보더라고. 하이클라스 그

런 거 있잖아.”

- 이용객과의 인터뷰 (곰말 어린이공원, 2021년 9월 12일)

[사례 3.26]

“그 사람은 말 잘 못해. 중국사람이야. 알아는 듣는데. 다른 사람한

테 물어봐.”

- 이용객과의 인터뷰 (곰말 어린이공원, 2021년 9월 12일)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노인들에게 어린이공

원은 동네에서 맘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종종 사회복지사나 교회

에서 나와 누군가의 안위를 묻고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얻은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잘 알지 못하더라도 2+1으로 사서 남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나눠주기도 하고, 남편이 동네에서 빵집을 운

영하는데 빵이 남았다며 나눠주기도 한다. 킥보드나 자전거를 빌려주기

도 하고 딱지를 나눠주고 같이 경기에 참여시켜주기도 한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많은 동네 어린이공원에서는 반복된 만남과 무의식 중에 흘려

듣는 대화 속에서 ‘의무감 없는 선심’과 ‘부담 없는 나눔, 공유’가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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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네의 일상행위가 지니는 특징

1절에서는 연구대상으로 하는 6개소의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실천

양상을 만남, 교류, 놀이, 갈등, 감시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공원에서 펼쳐지는 실천양상은 동네의 일상과 밀착되어

있으며, 비공식적 조정과 협조가 일어나는 공간이면서도 갈등이 발생하

는 곳임을 밝혔다.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실천양상은 동네와의 상호

작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의 일상행위에 주목하여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6개의 어린이공원 중 가락동에 위치한 ‘무궁화 어린이공원’을

심층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표

1-3] 참고).

1. 선택적 관계 형성

현대 도시에서는 ‘이웃’, ‘공동체’, ‘마을’과 같은 말들로 표현되는 사회

적 관계들이 사라지고 있다(정성훈, 2011; 348). 어린이공원에서 만난 동

네에서 한평생을 산 토박이 할머니도 “친해질만 하면 이사 가고 해서”

동네에 친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계약기간 만료, 자녀의 성장에

따른 주거지 선택, 직장의 변동에 따라 동네에서의 관계는 쉽게 끊어진

다. 육아공동체 등 필요에 의한 “도구적 공동체”는 특수한 목적에 종속

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정성훈, 2011).

그렇다고 동네에서 교류와 상호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복적이

고 우연한 만남과 선택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동네 어린이공원에서의 관

계가 보여주듯, 동네에는 특별한 명분과 목적 없이 만들어진 익숙함이

존재한다. 동네 “아줌마 미용실”의 모임처럼 머리를 하러 온 손님들 간

의 교류를 통해 ‘어쩌다가’ 만들어진 비의도적(unintentional) 모임(고유

정, 2015)이나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패턴이 비슷해 빈번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네에서 자주 가는 가게 주인과 반복적 접촉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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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어진 관계 등이 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때때로 어울리

기도 하며, 고유정(2015)이 분석하듯 “관계가 갖는 의미는 일시적”이며

가게 문 밖을 나서면 “휘발되어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유정,

2015; 69). 이러한 관계는 친밀성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현실적(actual),

자발적(voluntary) 공동체이며 정성훈(2011)이 ‘친밀공동체(intimate

communities, Intimgemeinschaften)’라 개념화한 “기본적인 친밀관계들을

보완하면서 다수의 친밀관계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

되고 강화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관계망”(정성훈, 2011; 364)의 출발점이

라 할 수 있다.

[사례 3.27]

편의점 점주: 담배 언제 끊을 거냐?

손님1: 곧 끊겠습니다.

편의점 점주: 끊을 거야? 알았어. 끊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손님2: OO 2갑하고 이거.

편의점 점주: 돈 벌어서 전부 다 여기 갖다 주는 구나. 이거 하나

더 가져와야겠는데? 원 플러스 원.

- 편의점 점주(i)와 손님과의 대화

바코더 리더기로 찍고 계산하는 기계적인 행위만 일어날 것 같은, 익

명성과 “무관심의 배려”가 있는 공간인 ‘편의점’(전상인, 2014) 은 일상의

반복으로 삭막함이 옅어진다. 사람의 이동량이 많은 역세권 편의점과는

달리 동네 장사 위주로 하는 편의점은 먹고, 마시고, 피우는 일상의 과정

속에 자리한다. “싫으면서도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마음이

좋아서 그 가게에 와서 그 얘기 들으면서 사러 올 수도 있는 것”(i)이며

학교 앞 외상노트가 있던 분식집처럼 동네 카페에 돈을 예치해두고 학원

끝나면 들러 카페주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화장실이 없는

어린이공원 근처 상가나 교회의 개방된 화장실은 볼 일 급한 아동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장소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떡집을 가면 “우리 애

기 또 왔어?”하고 반겨주는 주인도 있다. 짧은 시간에 사람이 자주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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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르바이생이 관리하는 프랜차이즈보다 근처에 살면서 오랫동안 동네

장사를 하는 가게가 많을수록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동네

장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보다

는 “머리하러 올 때”(k)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메리카노?”(a)라고

미리 물으며 선택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골 위주의 장사다.

동네에서 단골관계에 의해 맺어진 느슨한 관계는 자발적인 선택과 지

속성에 의해 형성된다. ‘10회 이용권’을 끊거나 ‘도장 10개에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 쿠폰의 도장을 쌓듯이 동네의 수많은 카페 중에서 자주 가

는 곳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속성이 없는 느슨한 관계지만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계는 지속된다. 동네에서 맺어진 관계는 과거

‘공동체’라고 표현되는 ‘공통의 관심사로 구성되어 공동의 이익 중시하는

집단’과는 달리, 개인의 이익과 욕구에 의존한다.

[사례 3.28]

“많이 커봤자 저학년 친구들이 (데일리 클래스를) 많이 이용을 해

요. 자연스럽게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이 3~40대이고. 동네

유지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5~60대가 오시기도 하는데 드물죠.

그분들은 수다가 목적이기 때문에.”

- 예술문화공방카페(a) 심층면접

[사례 3.29]

“전에부터 꾸준히 살던 사람들은 옛날처럼 유대관계가 많이 좋은

것 같아. (…) 한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30년이

상 산 사람들. 원주민같이. 6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 모여서

점심도 먹고, 코로나 전에는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다는데.”

- 소매업(d) 심층면접

지역 원주민들끼리의 모임이 과거 ‘이웃’과 ‘공동체’의 성격을 띠는 반

면, 동네에서 ‘때때로 모이고 휘발되는 느슨한 관계’는 굳이 일부러 연락

해서 모이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연히, 습관적으로 만남이 가

볍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옛날에 사귄 사람하고 달라. 나오면 나

오고 말면 말고.”하는 느슨한 관계이다. 이러한 교류의 형태는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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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모임 등 공통관심사를 지닌 집단 내의 교류와도 다른 특징을 지닌

다.

[사례 3.30]

“저도 운동 같은 거 오래 해 봤지만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운동 있

잖아요. 수영, 에어로빅, 스쿼시, 배드민턴. 이런 거는 그 모임이 형

성되면 엄청 끈끈해요. 뭐든 걸 함께 해야 해. 일단 약간 운동 끝나

면 대부분 밥은 같이 드시더라고. 저도 에어로빅 되게 오래 했는데

에어로빅 하는 엄마들은 일반 엄마들하고 다르고. 일단 끼가 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동네에서 약간 목소리 있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래. 집단에 대한 그런 게 장난이 아니

야. 소속이라든가. 수영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한 라인이 이렇게 다

른 수영장으로 옮기고. 수영은 한 번 시작하면 그 팀이 계속 가거

든요. 쭉 가거든. 그 반이. 월수금반이면 월수금반. 모자를 맞춰 쓴

다든가.”

- 소매업(h) 심층면접

공통취미로 결속된 공동체인 “테마형 커뮤니티”(Yamazaki, 2012)는 이

내 집단이 성원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유

정, 2015; 89). 반면 동네에서 일상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느슨한고 선택

적인 단골관계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부담 없

는 ‘선택적 관계 형성의 특징’을 지닌다.

2. 의무감 없는 약한 교류

김용섭(2019)은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Weak Ties)』에

서 학연, 지연, 혈연 등 ‘견고한 연대’는 약해지는 반면, ‘관계’의 장점은

일부 취하는 ‘약한 연대’가 등장했다고 말한다. 이는 견고한 연결이 주는

부담과 복잡함을 덜어내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전통적 공동체가 지닌 끈

끈함과 달리, 동네에서의 부담 없는 교류는 욕구의 변화와 상황의 가변

성으로 인해 쉽게 와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유창복(2010)이 성미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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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하며 분석하듯, 동네에서의 의무감 없는 교류는 자발성의 필요

조건인 개체성(individuality)를 유지하고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지니면서

도 특수한 목적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활동의 유지와 일상의 지속성은 자발성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김세훈

(2018)은 “일상을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적 관계에 기반하여 개인적, 사

회적 상황에 보다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추어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일상과 공동체가 강조되는 배경에는 또한 이전까지 추진하였던 공

공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자리하고 있다. 일상과 접점이

없는 문화예술 향유활동에 대한 지원,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은 단

기적 공모형 사업 지원은, 지원 종료와 함께 관련 활동들도 종료됨

으로써 지원의 효과나 그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지

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 사업은 한편으로

문화활동을 매개로 일상에서 주민들이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적 관계에 기반하여 시

민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동체

는 ‘일상’을 매개하면서, ‘지속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자리

매김 됨으로써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강조되었다. (…) 문화를 매

개로 일상 속에서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의

도된 공동체(적 관계)’(intended community) 형성을 목표로 함으로

써 자연적,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상정한다. 새로운 공동체는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체로 제시되고, 이

를 위해 공동체는 자기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않으며 그 관계가 자

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김세훈, 2018)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주체적 자발성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관계맺

음”이 목적지향적 사업이 됨으로써 그 특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가락동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생활상권 육성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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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판도 이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국가의 지원과 의도적 공동체 형성

은 촉진의 기능을 지니면서 동시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례 3.31]

“지금 여기 가게. 뭔 지랄하는 거야. 처음에는 구청에서 나왔길래

물어봤더니 한마디 글귀 하나 (입간판에) 쓴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쁜 게 있었거든. 장사가 안되니까 나보러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러더니 나중에 구청에서 싸움 붙이는 거야 뭐야. 내용이 ‘저희는 믿

을 수 있는 식사 메뉴’로 해서 써붙였더라고. 은근 기분 나쁘더라

고. 글귀가 좋은 말인 거 같으면서도. 그럼 다른 집들은 믿을 수 없

는 음식이야? 구청에서 나서서 싸움 붙일 일 있어?”

- 식당(g) 심층면접

[사례 3.32]

“동네 상권이 살아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렇다고 그분들

이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 저게 한 달에 유지비만 해도 돈 천만원 들어갈 거 같

아. 선전하고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머리를 잘못 쓴 거 같

아.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 소매업, 가락동 거주(h) 심층면접

생활상권의 활성화는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본 논문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린이공원에서의 일상행위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

이기도 하다. 매력 있는 가게가 늘어나고 동네에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우연한 접촉과 느슨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하지

만 서울시 사업으로 지정되고 지원이 나가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이

들과 그렇지 않는 삶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의무가 부과된다. “잘 되

도 안 되도 나 혼자 망하자지 큰 기대를 안 합니다”(e)라고 말하거나

“카페가 살아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일까”(h)라고 의문을 던지는 듯,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는 인식은 퇴색된 듯 보인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상인이에게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순대 트럭이 하루 장사를 망치는 요인이 되고, 옆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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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 동종업을 하는 상인은 매출이 는다.

결국에 동네의 활력을 불어넣고 어린이공원에서의 일상행위를 촉진하

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 일

상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처

럼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별 거 아닌” 먹고, 놀고,

장사하고, 들락날락하는 와중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례 3.33]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내가 니네들 아이까지 신

경 써줘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결국에 아

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도 이 공간을 유지하려면 이 공간에서 조금

이라도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참여할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어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 예술문화공방카페(a) 심층면접

[사례 3.34]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원 정도는 하겠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거 같아요. 저희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하면 제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 축산업(c) 심층면접

[사례 3.35]

“물론 참여하면 좋죠.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충실하다보니까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내 일 끝나면

바쁘게 쉬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잠자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

을 해야 하니까.”

- 소매업(d) 심층면접

화려한 축제는 언제나 끝이 난다. 하지만 일상은 일상성의 비극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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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함에 의해 삶은 지속된다. 일상은 쉽게 벗어날 수 없기에 반복되며

그 “완강한 지속성”(Lefebvre, 2005) 때문에 일상 속에 매몰되어 사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한다. 문화평론가 마정미(2007)는 이러한 일상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일 되풀이 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일상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사람들은 일상의 극복을 원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일상은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촉매이다.

왜냐하면 일상은 비욕망의 장소이며 거기서는 충만감 속에서 욕망

이 죽고 그 재에서부터 욕망이 다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욕망이 다

시 생기는 순간 일상성은 사라지나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일

상성이다.”(마정미, 2007; 64)

일상의 공간인 동네 어린이공원은 일상을 벗어난 의도된 의무를 부과

하여 운영된다면 지속되기 어렵다. 어린이공원의 잠재력을 키우는 행위

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실천처럼 서로에 대한, 목표달성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 ‘의무가 없는 약한 교류’의 형태로 계획되어야 한다.

3. 최적화 방식의 공간이용

“어떤 맥락에서 표출되는 자유가 진정 가치 있는 자유인지”(조효제;

307)에 대한 물음은 동네에서 발생하는 욕구와 선택의 자발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다른 대안에 없어 찾게 되는 가게가

있듯, 코드가 맞지 않지만 딱히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 만나는

이웃처럼, 일상은 한정된 자원에서 최선을 방안을 찾는 최적화

(optimization)의 과정이다. 아동의 발달권(놀이권)과 참여권 등의 권리도

목표이지만 즉각 충족되지 못하며, 권리보장의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상태’란 다중심적(polycentric) 요인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본질상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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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 같이 보인다(Frendman, 2009; 207). 아동의 삶은 경제적·시간적

으로 보호자에 의존적이고 통제 혹은 방치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 권리

를 보장해야 한다는 외침은 이내 방향성을 잃기도 한다. 국가는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충분한 놀이공간과 안전한 보도환경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놀이의 3대 요소(공간, 시간, 놀이자

원) 모두 충족시킬 의무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례 3.36]

“옛날이야 뭐, 아무 놀이기구도 없고 그랬잖아요. 다 살기 힘들고

어렵고. 기껏 놀아야 고무줄놀이 하고 땅따먹기 하고. 야산에 가서

철봉도 하고 나물도 뜯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난한 동네였

지.”

- 소매업(d) 심층면접

[사례 3.37]

“한 집에 몰려서 놀고. 날 좋으면 나와서 파라솔 밑에 돗자리 깔아

놓고 밥을 먹는 거야. 여름에는 풀장 엄청 큰 거 펼쳐놓고 놀고. 평

화초등학교 안쪽이 다 골목이잖아. 빌라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래도 누구하나 뭐라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우리 때만 해도. 지금

은 밖에서 길에서 놀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 소매업(h) 심층면접

하지만 공원, 놀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과거에도 아동

들은 놀아왔고 이웃 간의 허용이 된다면 필로티 아래, 골목길 등도 놀이

의 공간으로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친구들이랑 어디서 주로 놀

아?) 집 옆에 담장이 있는데 거기 이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놀고

해요.”(m)라고 말하는 아동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도

시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놀이터를 만들자”라는 입장과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내고 친구를 불러내고 일을 만들어 내면서, 어린이들은 논다”(김

소영, 2020; 57)는 시각이다. 전자의 입장이 “놀자”라면, 후자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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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담긴 “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가 “~하자”와 연결된다면 후

자는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와 허용범위를 늘리는 과정

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동이 놀 공간이 부족하니 ‘OO을 만들자’는 계획

이 한 요소로 추진될 수 있긴 하지만 과도한 비용과 공간적 한계로 실행

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하거나 못 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최적화 방식을 통한 일상적이고 사소한 변화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담긴 장애물을 걷어내 선택의

폭을 확장하고, 선택할 자유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프레드먼

(Fredman, 2009)은 권리에 대해 “‘특정한 대상’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행동’에 대한 권리라면, 그에 따르는 의무는 개인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주는 의무가 아니라 행동을 취할 의무가 된다(Fredman, 2009;

225)”라고 말한다. 즉 ‘조성’을 통한 어린이공원의 제공과 달리, ‘최적화

방식의 공간이용’은 욕구에 따라 수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장하

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일상의 선택은 맥락 속에서 이뤄지며, 그러한 선택은 한정된 자원 내

에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편 자

원의 확보를 통해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속성은 동네의 소규모 공원의 두 특징을 만든다. 어린이공

원의 실천양상은 전통적 공동체와 다른 느슨한 교류에 의한 결속력 없는

관계의 지속성을 내재하고 있기도 하며, 선택지점의 확장을 통해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례 3.38]

“누구 한 명이 애를 지키고 있으면 누구는 먹을 걸 해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누구는 비눗방울 사오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이

들이 즐거워하니까 하는 거지. (…) 꼭 보면 그 안에서 잘 하는 게

하나씩 있거든. 밥을 잘 하는 엄마는 밥만 하면 되는 거고. 책을 좋

아하는 엄마들은 책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

- 소매업(h)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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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는 달성된 상태가 아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완료가 정해진 ‘조성’과 달리 ‘조성 이후의 과정’은 완료 시점이 정해

져 있기보다는 자명한 구속력을 가지고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태이다. 아

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같이 놀 수 있도록 해주고 배고플 때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나누는 행위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네의 단골가게처럼 동네 어린이공원은 “몇 시에 ‘거기’하면 떠올려

지는 아이들의 랜드마크”(a)이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기도

하며 일상과 연결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

이공원은 예측 불허의 놀이와 소득이 있을 수 있다.

“놀기의 핵심은 이런 ‘예측 불허’에 있지 않을까? ‘놀자’ 프로그램이

며 온갖 ‘놀이’가 제공하는 적당한 환경과 도구, 규칙도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이다. 경험의 폭을 넓히고 지식을 얻는 것도 의미가 있

다. 하지만 ‘놀기’는 예측할 수 없을 때 확실히 재미있다. 소득이 없

어도 된다. (…) 여럿이 어울려 놀다가 억울한 처지가 되어 보고,

박수도 받아 보고, 믿기지 않는 승리나 아까운 패배를 경험하는 것

은 어떤가. 같은 편이 되고 싶지 않던 아이와 한편이 되어 보고, 힘

을 합치고, 의외로 손발이 맞아 가까워졌다가 다시 실망하고 다시

기대는 것도 소득이 아닐까?”(김소영, 2020; 60-61)

‘최적화 방식의 공간이용’이란 특징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가져다 주는

재미를 계획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선택지의 확대와 기회의 확장을 통

해 끊임없이 어린이공원의 전유와 활용을 도모하고 공간의 질서를 변화

시켜, 동네사람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일상적 삶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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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삶의 가치

1. 일상적 행위의 발견

동네 어린이공원은 일상의 공간에 가깝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어린

이집에서 하원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학원에서 하원해서 친구들과

놀곤 하는 단조롭고 평범한 행위들이 일어난다. 때로는 약속하진 않았지

만 우연한 만남으로 대화가 이어지기도 하고, 뜻밖에 사마귀의 출현으로

온 아이들이 흥분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익숙한 시공간 속 변화의 여지

는 일상의 재미를 선사한다.

본 연구의 1절과 2절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이용객들의 일상적 행위

의 층위는 [그림2-7]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먼저 반복되는 일과 중

에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패턴과 예측가능성의 특징을 지

닌다. 반면 우연한 마주침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리듬의 변화는 때로는 뒤틀리거나 탈구하

는 양태 등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에서의 우연

성은 낯섦, 놀람보다는 일상적 삶의 모호함이다. 매번 똑같을 것 같은 일

상에서 이따금 만나는 우연은 삶을 결론짓지 않도록, 미래의 일을 기대

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그리고 익숙함과 변화가 겹치는 지점에서 발생하

는 사소한 차이는 일상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A) ‘일상적’의 속성을 지닌 행위는 작위적으로 계획되거나 뚜렷한 목

적을 가진 행위라기 보다는 ‘지나가다’, ‘습관적으로’, ‘심심해서’, ‘늘상’,

‘그냥’ 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이는 사실상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모

든 사람들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하

는 일상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벌어질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속성은 ‘반복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우연히 발생하기도 하며,

이 두가지 속성이 복합된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다.

(B) ‘반복적, 습관적’인 행위는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보일 정도로



- 70 -

의 느슨한 주기성과 규칙성을 보일 때 발생한다. 짜여진 시간표처럼 정

형화되진 않았지만 “쫌 있으면 OO올거야”라든지 “사람들 4시나 넘어서

나와” 등 예측 가능한 범주가 생겨난다. 그리고 예측한 것이 맞았을 때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C) ‘우연적’인 행위의 발생은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거나 새로움

의 등장으로 초래된다. ‘우연적’인 속성은 일상에 변화를 주고 교류의 범

위를 확장한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하는 우연은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타 도시공원과 다르다. 우연한 마주침이 계속해서 쌓이

면 ‘얼굴을 아는 정도’가 된다. 동네와 떨어져 있는 공원이 워스(Wirth,

1938)의 도시성(Urbanism)의 특징과 ‘도시적 익명성(urban anonymity)’

을 담고 있다면, 동네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황익주˙정헌목(2013)이 ‘동

네’ 대해 기술한 것과 같이 “도시적 익명성이 압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친숙성(familiarity)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이 둘의 속성이 겹쳐진 (D) ‘사소한 차이’는 반복-우연, 익숙함-변화

그림 3-10. 일상적 행위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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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에 위치한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연을 만들어내고,

익숙한 소재와 형식을 변화시켜 재미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소

한 차이가 앙리 르페브르가 『리듬분석(2013)』에서 말한 ‘변혁의 리듬’,

‘축제적 변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자 하

는 것도 이러한 ‘사소한 차이(D)’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이 과정이 어린이공원을 더 풍부하게 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실천과 연결될 수 있다.

2. 사소한 차이의 존중

“‘하늘이 무너져도’ 슈퍼마켓은 열리고 사람들은 일상을 반복하기

위해 그 슈퍼마켓으로 드나들어야 하고 자동차를 몰아야하고 세제

로 설거지를 하고 샴푸로 머리 감고 텔레비전을 보고 다음날 아침

의 예정된 일상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월화수목금의 삶은

계속 돌아가고 주말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주말의 일상도 반복된

다.”(도정일, 1992; 130)

일상은 반복되고 평범하며 때로는 좋을 때도, 때로는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다. 해가 뜨고 지듯 반복되는 일상이 따분할 때도 있지만, 하루

중 마주치는 우연함으로 인해 또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마냥 똑같

을 것 같은 일상도 수시로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다시 익숙

한 일이 되기도 한다. 앙리르페브르는 “일상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의 반

복”(Lefebvre, 2005; 68)이라 표현했으며, 수잔 손택은 일상의 사진을 “일

상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초현실적 지각력”(김우룡,

2011)이라 표현하였으며,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차이란 반복의

결과”라며 완전히 같은 반복은 없으며 반복이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한

다.

본 연구에서 ‘사소한 차이’로 명명하는 일들은 ‘매미 허물’이나 ‘열무’

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버려놓고 간 스티로폼 쓰레기일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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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원에 산책을 나온 “물지 않는” 강아지를 쓰다듬는 경험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일 수도 있다. 일상은 지루한 반복이고 바꾸기

힘든 것일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을 통해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사례 3.39]

“(가장 좋은 기억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강아지 와서. 이름이 포포

인데 만지작거리고 앉으라 하면 앉고, 손 하면 손 주고 그런 거요.”

- 초등학생, 무궁화 어린이공원

[사례 3.40]

“(가장 좋은 기억은) 술래잡기 하고 신발던지기 한 거요.”

- 초등학생, 무궁화 어린이공원

[사례 3.41]

“(가장 좋은 기억은) OO엄마가 싸온 과자 먹을 때요..”

- 유아, 무궁화 어린이공원

[사례 3.42]

“(가장 좋은 기억은) 이모랑 놀이터에서 영어단어 퀴즈 맞추기 했

는데 제가 개미가 ant인데 atn이라고 해서 엄청 웃겼어요.”

- 초등학생, 수정 어린이공원

아동들에게 “어린이공원에서 가장 좋은 기억”에 관해 물으면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별 것 아닌 일이라 치부할 수 있는 일

들의 집합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새로움이란 것 자체가 명

품”(Glaeser, 2011; 239)이 되는 소비도시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가득

한 키즈카페나 관광이 아동들에게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하

지만 화려한 하루는 매일매일 지속되지 못하며 다시금 일상공간인 집,

학교, 놀이터, 공원으로 돌아온다. 일상적 삶은 반복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차이가 만들어진다. ‘사소한 차이’는 동네를 생활하기 즐거운 장

소로 만들고 일상의 감수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삶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사소한 차이를 존중하고 만들어 나가

는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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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아동들에게 어린이공원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면서도, 다양한 이유에서 어린이공원을 찾는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내

는 변주가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 곳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지나가던 길

고양이의 등장만으로도 떠들썩해질 수 있고, 친구가 밖으로 들고나온 놀

잇감으로도 몇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어린이공원이

다. 상업화된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은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된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

고도 의도하지 않은 많은 우연이 겹쳐 사소한 차이와 즐거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 3.43]

“예를 들어서 자연물로 악기 만들기.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뭐

있어 나무, 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

야. 악기를 만들어오면 소리 들어보고. 나무로 부딪혀도 보고 흙으

로 촤르를 소리도 내보고. 색깔 찾기 놀이도 해보고. 그런 놀이도

해보고. 진짜 별 거 아닌데 그런 거로 아이들 놀아주니까. 막연하게

심심해서 놀이터에서 왔던 아이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놀이도 되고 개인이 왔던 애들끼리 같이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해졌어요. 초등학교 1~2학년, 7살 친구도 있고. 그래

서 애들이 저 만나면 “오늘 미션 있어요?” 하거든요. (…) 슬픈 거

는 다른 애들이랑은 그렇게 재미있고 잘 되는데 제 애랑은

잘 안 돼요.”

- 주부(b) 심층면접

아이들은 “벌 거 아닌”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내 아이는 아

니지만’ 작은 소재를 던져주고 본인도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자녀

와는 ‘사소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익숙함에 젖어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의 물건과 관계들이 어린이공원을

매개로 사소한 차이를 지닌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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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통한 사소한 차이를 존중하는 대표적 예로 ‘팝업플레이 서울’

을 들 수 있다. ‘팝업플레이 서울’은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잔치', 서

울 어린이대공원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서울시 교육청 ‘신통방통

놀이터', 안양문화재단 ‘3대가 함께하는 놀이' 등 가족 등 누구나가 참여

할 수 있는 놀이판을 이벤트의 성격과 철학에 따라 기획하고 운영한다.

아동이 직접, 자유롭게 상상하고, 탐험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고,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깨어가며

무언가를 친구들과 함께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경험을 한다.4) 아동들은

끈이나 박스, 테이프, 각종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톱질하

고, 종이를 찢고 붙이며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탐구하고 찾

아나간다. 세상에 하나뿐인 놀이터는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팝업 놀이터

라 아쉽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공간이며 경험이다(팝업플레이서울,

2018).

적은 비용으로 만들었다 부수기를 반복할 수 있는 형태는

PPS(Project for Public Spaces)의 장소만들기 기법인 LQC(the Lighter,

Quicker, Cheaper of Public Space)을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영구적

형태가 아닌, 계속 수정하며 상황에 맞게 변용 가능하고 여러 사람의 다

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쉽고 빠르게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시도는 유연성

과 지속가능성을 지닌다. 점진적 단계(incremental steps)와 저비용 실험

4) “어린이들이 직접 만드는 팝업놀이터,” 팝업플레이 서울, 2021년 10월 7일 접속,

https://popupplayseoul.modoo.at/?link=wpv14s09.

그림 3-11.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팝업놀이터 (출처: 팝업플레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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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cost experiments)의 반복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

고 평가한 다음 반응에 따라 수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5)

일상은 반복을 통해 지속되며, 반복적 접근의 시도와 실험을 통해 사

소한 차이는 발생한다. 일상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며 계속된 하루

하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 동네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고르고

재방문 여부를 생각해보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 싸우고 화해하기를 거듭

하며 감정의 기복도 느껴보고,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서툰 손길로 자신

의 무언가를 만들고 부수기를 되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괜찮은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공원의 놀이기구도 3억이란 큰 돈

을 들여 10년을 쓰는 것보다는 수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밖에 쓸 수 없

는 것일지라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과정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경험하고 다음번 시도에서 다른 방

식을 구상해보면서 갈등관계를 조율하고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사소한 차이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어린이공원이

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네 소규모 공원이 지니는 일상적 삶의 가치이

다.

5) “Lighter, Quicker, Cheaper: A Low-Cost, High-Impact Approach,“ Project for Public

Space, 2011년 3월 20일 수정, 2021년 10월 30일 접속,

https://www.pps.org/article/lighter-quicker-cheaper-a-low-cost-high-impact-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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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어린이공원의 가치향상을 위한 과정

제 1 절 사소한 차이를 통한 변화 가능성

그동안 어린이공원에 대한 접근이 물리적 조성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통제와 금지를 통한 관리방식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

네 어린이공원의 가치는 조성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완료시점을 정하지 않

고 변화 가능한 과정으로 계획할 때 발생하는 일상의 즐거움이 존재하는

장소이다. 어린이공원에서의 행위는 변화의 허용과 변화에 적응한 최적

화 방식에 의해 다양해진다. 다양한 행위 속에서 폭 넓은 시도가 벌어지

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된다.

일상과 밀착된 소규모 공원으로서의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삶의

가치는 조성 이후 자발적으로 실천되는 행위들이 누적됨으로써 형성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들의 눈길을 살만한 멋진 놀이시설

을 ‘조성’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지닌 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조성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아동

들의 눈길을 살만한 멋진 놀이시설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일상

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움은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4장

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삶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노력’의 방법을 제안하고 한다.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동네의 일상을 바탕으로 사소한 차이를 통한 변

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와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아동의 행복을 만드는 일은 놀잇감을 선물하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놀아주고 놀면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행위에 가깝다. 아동의 행복은

놀잇감이 결정하지 않는다. 놀잇감이 없더라도 놀잇감을 찾고, 만들어 나

가는 과정 속에서 아동의 행복한 일상은 구성된다. 어린이공원에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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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친구와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일상의 사소한 변화와 즐거

움을 느끼면서 아동은 동네에서의 행복한 일상을 내면화한다. 어린이공

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는 일상에 기반하며 거창한 마음가짐이 아

니어도 교류할 수 있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어린이공원의 일상성은 조성 이후 계획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벌어

지는 일인 동시에, 작은 규모의 개입을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어린이공원에서 행해지는 실천은 동네의 다층적 이용을 반영

하며 다소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적 행위들이 반복됨으로써 예측

가능한 우연성이 발생하고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만들어진다. 집에서 떨

어져 있는 공간이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라면, ‘집 앞 공

원’, ‘~에 가는 길에 있는 공원’인 어린이공원은 일상 속에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공원은 ‘지나가다가’, ‘습관적으로’, ‘심심해서’, ‘늘상’,

‘그냥’ 들르는 곳이며, ‘애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들이 벌어

지는 공간이다.

어린이공원의 일상성은 소규모 공원이 지닌 가치인 동시에 아동의 행

복한 삶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아동복지와 어린이

공원은 순환적 관계로 이어져 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 이후에 벌어지는

일상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자발성을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 소규모 공

원으로서의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아동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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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상의 즐거움을 만드는 조건

지역사회가 아동의 삶의 터전에 개입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지

역사회 환경은 아동을 발달위기로 몰아세우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

고, 동시에 발달위기로부터 아동과 그 가족을 지켜 내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세경, 2020). 동네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공간적 조건이며, 동네에서 어떤 일상을 그려내느냐에 따라 아동의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행위

를 발생토록 하는 동네의 여건과 다양한 일상행위를 실천하는 ‘동네사람’

이다. 주민참여, 주민자치에 대한 의문과 이미 낡은 개념이 되어버린 공

동체 개념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 ‘동네사람’과

자발적 ‘참여’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이들이 어린이공원의 조성 이후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굳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도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고 거창한 마음가짐이 아니더라도 즐거운

일을 벌일 수 있는 시공간이 바로 일상이다. 제이콥스(2010)의 말처럼

“근린공원은 지역 사람들의 마당으로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용을 위

한 것”(Jacobs, 2010; 134)이며 “근린공원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공원을

이용하고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동네를 조성하는 것”(Jacobs, 2010;

147)이다. 또한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놀이는 그 자체로 족할 뿐, 거

기엔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목적을 설정하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

부담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저 무엇인가 하거나 만드는 즐거

움의 추구”이다(Root-Bernstein, 2007; 327). 즉 ‘아동복지의 공간적 실천’

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폭넓은 기능적 혼

합”(Jacobs, 2010; 145)과 ‘놀이’를 통한 ‘일상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단지 아동을 위한 놀이가 아닌, 어린이공원이란

사회적 공간을 매개로 하여 동네에서의 일상이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고 창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네의 ‘일상’을 구성하는 ‘동네 사람들’에 주목하여

어린이공원에 사소한 차이를 부여하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아동



- 79 -

복지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당위적 권리의 추상성을 현실로 끌

어내려 접합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동네와 어린이공원에서는 다양한 일상의 실천들이 일어

나며, 이러한 일상의 실천을 하는 주체는 아동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이

다. 당사자와 비당사와의 구별, 배타성을 강조함으로써 협력과 비당사자

가 지닌 타자에 대한 상상력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김효진, 2019)도

제기되지만, 당사자주의가 지향하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핵심

으로 해야함(유동철, 2003)은 부정할 수 없다. 동네에서 몸으로 체득된

공통 경험과 이해관계는 동네 사람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

다. 지역사회의 집단적 노력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행정주도의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동네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현재 지자체의 어린이공원 관리 방식이 소극적

대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동네 사람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

의 움직임은 일상의 변화를 지원하고 촉발할 수 있는 제도적 변혁과 계

기가 있어야 촉진될 수 있다. 일상에 매몰되어 깨닫지 못했던 욕구와 참

여 가능성을 드러내고 발굴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행정

은 계획가와 집행자가 아닌 주민의 자율적 선택과 행위를 유도하는 촉진

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프레드먼(Fredman)은 『인

권의 대전환(2009)』에서 “인권 충족 의무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자력

화’하도록 돕자는 것이고, 그 의무는 사람들의 인권 충족을 도와주는 ‘촉

진적 국가(Facilitative state)’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

이 자신의 자유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

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다(Fredman, 2009; 61-67). 또한 너스봄

(Nussbaum, 2000)은 역량 이론을 통해 자유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즉

역량에 달려있으며, 국가는 시민들이 역량의 하한선(threshold) 이상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권관점의 실천

을 강조한 짐 아이프(J. Ife, 2001)의 권리기반 접근방법(rights-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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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과도 연결되는데, 짐 아이프는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needs) 문제가 아닌 인간성의 관점에서 권리에 제대로 부응하

지 못하는 제도의 취약성이라 본다. 가치·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게 규

정될 수 있는 욕구 산정과 결핍의 해소가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권리 주체의 참여보장 및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국가인

권위원회, 2013). 동네에서의 활동이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을 지니며 주체

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행동할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

록 하는 촉진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각 구 관할로 사무분할되어 순전히 ‘관리’되고 있

으며, 개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극적 의무만을 이행했다. 하

지만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주체 행위 또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능

력이 자유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 더 확장하면 개인

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246-247).

[사례 4.1]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저는 여기 있고. 나갔다 들어 갔다

시간을 제외하면 이쪽으로 지나갈 일이 없거든요. 집으로 갈 때는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 축산업(c) 심층면접

[사례 4.2]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고. 놀이터 같은 데는 배달하

면서 지나가고. 공원을 가기엔 시간이 없어서.”

- 소매업(e) 심층면접

공원 근처에 살면서도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도 어린이공원에 가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아동도 있을 것이다. 은퇴를 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어린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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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모이는 것은 동네 어린이공원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의 주관적 선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조건에 따

라 좌우되며 선택이 이루어진다. “‘선호’ 자체가 사회 구조 내에 이미 깊

이 뿌리내리고 있는 제한 요소들의 결과일 수도 있다”(Nussbaum, 2000;

Fredman, 2009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선택지의 영역을 확장하여 선택

의 범위를 늘린다면 실제로 개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

치에 있을 수 있으며 자유를 촉진할 수 있다.

프레드먼이 주장하듯 “적극적 의무 개념을 단순히 재화와 편익을 제

공하거나 이전할 의무라는 식으로 개념화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자

력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의무라는 식으로 개념화” 할 수도 있다

(Fredman, 2009; 308).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면 정부가 어린이공원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맡아 인력을 배치하고 시즌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시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의 운영이 대규모의 근린공원

의 운영방식을 답습한다면, 어린이공원의 중요 가치인 일상의 지속성을

잃을 수 있다. 짜여진 프로그램과 특별한 하루의 기획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행하는 일상적 실천의 폭과 선택의 범위

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한 행위와 선택을 홍보하고 권유하

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에 부과된 의무이다.

즉, 어린이공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과정은 동네 주민의 일상행위에 기

반해 수립되는 ‘상향식 계획’인 동시에, 자율적·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행

동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 지자체의 ‘하향식 계획’을 포

함한다. 어린이공원의 가치는 조성 이후 벌어지는 동네의 일상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아동의 일상의 삶터로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향상시

키기 위해 자생적 일상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개입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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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노력

본 연구는 어린이공원을 동네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인

‘소규모 생활권공원’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아동전용시설’로서 아동이 행

복한 일상을 구성하는 삶터로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어

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도시공원법」제15조)이며, 어린이공원에서의 일상과 일상성이 지니는

가치의 향상을 위한 과정은 아동이 잘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

사를 기획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적 가치를 향상하

고 사소한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 즐거움과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놀자’ 프로그램이 지

니는 한계점은 성인을 중심으로 한 운영주체가 기획한 활동에 아동이 참

여한다는 점이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접근은 공식적이며 계획적인 방식

이 아닌,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 관한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시도에 의

존해야 한다. 어린이공원의 가치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성에 있으며,

일상 속에서 사소한 차이를 발견하고 시도하는 과정은 ‘함께 놀기’이며

여기서 성인과 아동의 구분은 사라진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공식적 협조와 조정’의 방식을 존중하고 지원하며

‘폭넓은 수정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시행착오의 허용’하는 노력의 과정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아동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자원의 부족일 때도 있고 때론

다른 권리와의 충돌에 의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행복한 삶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통한 일상의 변화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하

지만 사소한 차이를 통한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노력은 “자명

한 구속력”(Fredman, 2009)을 지니고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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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식적 협조와 조정

어린이공원에서 동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지속되고 자발적 행위가 지

속될 수 있는 것은 동네의 일상행위가 지니는 ‘의무감 없는 약한 교류’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공원에서의 관계는 조직화 되지 않

으며 하루하루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형태를 지니며 유동적

교류 양상을 띤다. 일상성을 훼손하지 않고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의무

를 부과하지 않는 ‘느슨한 교류’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일어나며, 이러한

일상적 관계맺음의 방식은 전통적인 공동체, 자선모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님을 앞서 분석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실천

은 그 어떤 사회적 실천방식보다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동네

생활 속에 스며있으며, 평범하고 진부한 일상은 작은 변화에도 탄력적으

로 적응하며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은 동네 사람들의 공식적인 참

여의 방식보다는 생업과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식적 협

조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모범적인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즉흥적이며 반응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비공식적인

협조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가 지닌 취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아동의 놀이 공간은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진공의 기하학적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성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실천되기에(정나리,

2019) 어린이공원은 동네와 떼어낼 수 없다. 어린이공원의 일상은 동네

사람들에 기생하여 형성된다 볼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일상성이 지닌

가치를 향상하는 과정은 동네 사람들의 일상적 행위를 원료로 해야 한

다.

[사례 4.3]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누가 뭘 하자 그런 거 없이 어느 순간부터

한 자리에서 모여서 놀기 시작하면서 형성이 된 거 같아. 맨날 유

치원 끝나서 놀이터에 정자가 있었는데 엄마들이 앉아 있고 애들이

막 뛰어놀고. 한명 두명이 놀고 시작하니까 집에 당연히 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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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면서 엄마 나도 저기로 갈래.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지. 그

러니까 말을 많이 했던 엄마들도 있고 재미있는 엄마들도 있고. 전

체적으로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같아. 트이고 사람 좋아하

고. 의도해서 된 건 아니야.”

- 소매업(h) 심층면접

[사례 4.4]

“엄마들이 그룹별로 많이 모이고 아이들끼리 내보내도 걱정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이웃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저희 애들은 아직까지도

핸드폰 없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분들이 전화 주시고 하니

까. (중략) 여름 같은 때 더운 날은 알음알음 해서 물놀이하는 날

도 정해져 있었어요. 아예 온 동네 애들이 모든 거에다 물 채워서

나와서 놀고. 공원 수돗가도 있지만 수돗가 물 쓰면 할아버지, 할머

니들이 싫어하시니까 집에서부터 채워서 나와서 물 뚝뚝 흘리고 들

어가고. 입소문으로.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물놀이 한 대, 그러면

그날은 페트병에 구멍 뚫어서라도 와요.”

- 추진위원장(j) 심층면접

동네 사람들은 공간의 이용자인 동시에 스스로 해결책을 내재하고 있

는 제공자로서의 양면성을 지닌다. ‘매미허물’을 찾아 보물찾기 게임을

제안하고, ‘열무’을 사 들고 소일거리를 제공한 행위가 계기가 되었듯, 놀

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공식적 입소문으로 일상의 작은 변화를 꾀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의 사소한 차이는 단일한 목표와 이를 극대화

하려는 관점을 지닌 계획과는 달라야 하며, 노력에 대한 응답이 없더라

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여유를 지녀야 한다.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한 과정 속에서 동네주민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

도 하며, 때로는 다양한 선택권을 허용하기 위해 행정이 주도적으로 제

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동이 주체적으로

공간의 질서를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일상을 구성해

내기도 하고, 때로는 놀이 옹호자가 아동의 시행착오를 돕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모험놀이터의 플레이워커(Play worker), 플레이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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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leader)나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의 파크 플레이어(Park player) 등

이 ‘놀이 옹호자’에 속한다. “응급키트처럼”(편해문, 2019) 필요하면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한다면 아동이 일상의 즐거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 건축가 니콜라스(Simon Nicholson)에 의해 고안

된 개념인 ‘변화될 수 있는 조각(Loose parts)’을 늘려가는 것은 아동복

지의 실천의 일환이다. “강아지 포포”를 만지며 느꼈던 행복, 친구들과

“매미 허물”을 찾으며 느꼈던 기쁨, 동네 사람들과 “부침개”를 만들어 먹

으며 느꼈던 즐거움을 발견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폭넓은 수정의 여지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과정은 ‘규정(rules)’이 아닌 ‘최적화를 향

한 요구(optimization requirements)’라 할 수 있는 ‘원칙(principle)’6)을

지향한다. 즉 무조건 ‘옳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수정 가능성(revisability)

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수정 가능성이란, 앞선 상황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의 규정이 시간이 지난 후 적실성을 상실했고, 새로운 우선 순위의

질서가 나타난 것을 뜻한다”(Fredman, 2009; 194). 어린이공원에는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한 수많은 금지조항들이 있다. 흡연금지, 동물 학대, 배설물

방치 등 이견의 여지가 적은 금지조항도 있지만, 야영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노점에 의한 상행위, 경작행위 등 국가 또는 상황에 따라 허용될

6) 알렉시(Alexy, 2004)는 ‘규정’과 ‘원칙’을 구분하여 ‘규정’은 움직일 수 없이 고정된 요소

이며, 준수되거나 위배되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그러나 원칙은 준수되거나 위배된

다는 식의 양분론에 빠지지 않고 법적·현실적 가능성을 감안하되 원칙의 내용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원칙이 구체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경합

하는 여러 원칙들의 맥락 안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알렉시는 어떤 원칙

이 다른 원칙에 비해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미리 열거해놓으면 확정적

인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Alexy, 2004; Fredman(2009)에서 재인용

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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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고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지니는 조항도 존재한다. 따라서

PPS의 반복접 접근 방식(iterative approach)이 보여주듯,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향상하는 과정은 “실험(experiment), 평가(assess), 발전(evolve)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권장”(PPS, 2011)하는 방향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원 활용에 대한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권장한다.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욕구에

따라 변용할 수 있는 수정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때론 그 자원은 계

란가게의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이 될 수도 있고 칼, 망치 등을 사용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편해문은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에서 “삶,

놀이란 장애를 만나 나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

가는 것”(편해문, 2019)이라 말한다. 플레이워커 페니윌슨(Penny Wilson)

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어린이 자유선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자발적 동기부여의 폐기다”(편해문, 2019)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미 기획된 프로그램이나 이미 조성된 조합놀이기구 중심의 어린

이공원은 선택지를 넓이는 듯하지만, 변화를 통한 실험과 시행착오, 탐험

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이 안전하고 유지관리에 용이

한 방식으로 수립되었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성 이후의 계획은

위험을 감수할 권리(dignity of risk)와 자신의 책임 하에서 행위를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권장한다.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직 해보지 않았

기 때문에 벌어지며, 어린이공원의 가치 향상을 위한 계획은 이러한 상

황에 작은 기회를 주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를 위해 우선 일상생활의 반복성과 우연성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에

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지니지 않는 무의식적인 행위의

조각들이 모여 동네의 일상으로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형성하도록 기다

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이 쌓이고 느슨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가치는 풍

성해질 수 있다. 때로는 어린이공원을 둘러싼 동네의 여건, 즉 건물의 용

도, 어린이 이용 시설의 분포 등에 의해 비어있는 어린이공원도 있을 수

있는 반면 만남, 교류, 놀이 등 어린이공원의 활기를 불어넣는 일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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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의도되진 않았지만, 동네와 연결

되어 구성되는 다양한 여건을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동네 유휴자원을 발견하여 조합하고 해체하고, 원래의 기능

이 아닌 것들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중

심의 국가에서 권한부여적 국가(enabling state)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

상을 기반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운영한다고

하여 국가의 의무를 이양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가치향상 과정은 상향식 계획인 동시에 역량강화를 위한 하향식 계

획을 포함한다. 기존 공원의 관리운영방식은 관리운영업체에 위탁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반면 일상기반 어린이공원의

계획은 동네 주민들이 당사자가 되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크게

애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지자체는 반복적인

시도,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이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공

원의 일상 속 선택지점을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 시행착오의 허용

어린이공원의 ‘조성’은 물리적 재화와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을 지니는

반면, 일상의 사소한 변화를 만드는 노력은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

을 찾고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어린이공원

의 조성은 완료시점과 계획의 주체가 명확하지만, 비공식적 협조를 통한

폭 녋은 수정의 여지는 일상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형될

수 있다. 일상의 사소한 변화는 공통의 욕구에 의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여지와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

다. 문제해결(problem-solving)보다는 잠재된 가능성을 탐색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도를 허용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소한 차이

를 통한 일상의 변화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가시적 스펙트럼

밖의 상황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일상은 무계획적

이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오히려 복잡하게 기능하는 질서이기에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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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을 마주해야 한다.

[사례 4.5]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기획을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이름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색깔이 다른 프로그램이길. 어른들이 원하시는 창의적. 프로그램화

되어버리면 각인될 수밖에, 어른들이 원하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은 어른들에서 끝나야 해요. 그런 맥락에

서 공원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된다고 하면, 오픈 결말이 되어야 한

다고 봐요.”

- 예술문화공방카페(a) 심층면접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반면, 열린

결말을 가정한 ‘다양한 실수의 경험’은 유연한 대처를 통해 또 다른 방식

을 시도를 펼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가치향상의 과정

은 ‘별 것 아닌 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일상의 변화이며,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할 때 변화는 탄생할 수 있다. 관 주도의 공식적인 체계에 의한 계

획은 실패와 오류의 책임 아래 시행착오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

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는 반복되지만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가능하며, 유토피아적 균일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질적 집

단 속에서 갈등과 조정을 감수하며 상상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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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동네 어린이공원의 일상적 실천과 가치’, ‘가치향상을 위한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공원화 방식이 아닌 기존 조성된 소규모 공원의 가치를 조명함과 동시에

작은 규모의 개입(small-scale intervention)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방식보다, 동네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행위’에 주목하여 일상이 지닌 잠재력과

일상성에 기반한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어린이공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어린이공원을 동네의 맥락과 분리

하여 동질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놀이와 놀이시설에 치중하여 놀이 이상

의 일상행위를 관찰하지 못했다. 또한 어린이공원 관련 사업들은 어린이

공원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조성 이후의 어린이공원이

지향할 가치와 아동복지의 실천에 소홀했다. 통제와 금지를 통한 관리방

식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였고 관 주도의 참여는 변화에 탄력적

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한계지점들을

인식하고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행위의 가치를 분석하고, 동네

안에서 삶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방법론을 취하였다.

송파구의 6개의 어린이공원을 조사·분석하여, 일상에서 동네 사람이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일상행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어린이공원의 이용이 ‘놀기’, ‘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

남, 교류, 놀이, 갈등, 감시의 실천 활동이 일어남을 밝혔다. 또한 동네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행위의 분석을 통해 일상의 구성과 동네

사람들이 어린이공원에 투영한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어린이공원을 포

함한 동네에서의 일상행위는 ‘선택적으로 관계가 형성’되며, ‘의무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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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교류’의 형태를 띠며, ‘최적화 방식의 공간이용’이란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은 어린이공원의 일상성의 토대이자 변화를 이뤄나갈 때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건이다. 부족하다고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재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돗가가 없으면 미리 집에서

펫트병에 물을 담아와 손을 씻고, 화장실이 없으면 주변 가게에 들어가

해결하고, 주변에서 소잿거리를 찾아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는 등 어린이

공원에서는 비공식적 협력과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의 일상행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소한 차이의

존중’과 사소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일상성’은

어린이공원이 보유한 가치이면서 활용해야 할 잠재력이다. 이에 따라 어

린이공원에 담긴 일상성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과정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노력’이며, ‘비공식적 협조와 조정’을 통한 자발적 선택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폭넓은 수정의 여지’를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허용’

하는 방식을 통해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함을 주장했

다.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향상하는 과정은 한정된 자원에서 최적화하기

위한 선택의 지점들을 확장하고 ‘~을 할 수 있는’ 시도들을 만들어 나가

는 과정이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어린이공원이 지닌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

존의 동네 일상의 맥락과 자원 속에서 적응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행위

의 과정’을 모색하려 노력하였다.

어린이공원은 소규모 생활권공원으로서 반복적으로 교류하는 동네사

람들에게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자 일상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쉼터’와

같은 공간이면서, 아동에게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동네의 ‘랜드마크’이

다. 본 연구는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행위에서 소규모 공원의 가

치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증진하는 노력의 과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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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지점들에 대해 고찰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치려한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말

단으로서 어린이공원이 지닌 일상성 가치를 드러내고, 이를 향상하기 위

한 방법으로 사소한 차이의 존중과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아동의 삶과 공간이 지닌 다층

적 속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를 남기고 있다. 아동의 삶은 어린이공원

에서의 일상에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일상의 공간으로서 어린이공원의 운영은 사소한 차이를 만들고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아동의 행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계량하지 못하였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운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아동의 행복한 일상’이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었고, 아

동의 일상생활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후속 연구

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에 대한 시도와 수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제시하였다는 점도

큰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지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 공원녹지, 아동복지

의 측면에서 관심 영역 밖에 놓여 있었던 소규모 공원에 대한 가치를

‘일상’이란 키워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린이공원의 가치향상을 위

한 과정을 제안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

과 밀착된 공간으로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접근방식은 변화되어야 하며,

일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적용할 때 일상성이 지닌 가치를 향상할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미시적인 동네의

맥락과 자원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그 속에서 벌일 수 있는 선택지점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함으로

써 어린이공원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 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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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aily life

and value enhancement

of Children’s Parks

Yousun Ja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value of small-scale park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focusing on the daily activities in Children's parks, and

seeks a process to improve the value of Children's park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aily life. Children's park means “a park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health and

emotional life"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Urban Parks and

Green Space Act」. Existing academic research on Children's parks

has been conducted in children's studies and design fields, and has

focused on making playground and improvement of the physical

facilities. The development plan for Children's parks does not promote

change and possibility of modification, and management through

regulations and prohibitions limits various activities that can take

place in the neighborhood. The government-led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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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does not respond immediately to daily needs because it is

conducted in a formal and systematic way.

Considering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s Children's parks

scattered throughout the neighborhood. In the Children's park, not

only rest and play, but also various activities take pla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value

of Children's parks as a contact point between ‘small living area

parks’ and ‘children-only facilities’, and to suggest a process for

enhancing value based on everyday characteristics. Six Children's

parks located in low-rise residential complexes in Songpa-gu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In the Children's park, because it has a repetitive and constant

pattern, predictable and accidental ‘meetings’ occur, and ‘interactions’,

such as sharing food with people in a loose relationship, occur.

Children's parks are not only a playground for children, but also a

space where residents can voluntarily share small tasks and enjoy

pleasures. Although ‘conflict’ may occur due to the narrow area and

limitations of facilities,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room for diverting

the original use by adapting to the needs of users. And in Children's

parks, residents have ‘watching eyes’ around them in an informal

form in their ordinary daily life.

Through the analysis of practice patterns, the characteristics of

daily activities in Children's park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elective relationship formation’, ‘weak exchange without a

sense of duty’, and ‘optimized space use’. Based on this, the attributes

of ‘repetitive’ and ‘accidental’ everyday and ‘small differences’ were

categorized as the attributes of daily life. Residents make small

differences by modifying familiar materials and forms in their daily

routine. The values of Children's parks are ‘discovery of everyday



- 100 -

behavior’ and ‘respect for small differences’.

The value of Children's parks as a space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is formed by the accumulation of voluntary actions of residents.

Children's parks have the potential to change positively through small

differences based on the daily life of the neighborhood. This process

focuses on the ‘residents’ who make up daily lives and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havior.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fulfill the government's active duty to promote daily activit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efforts to make small changes in daily life.

First, the effort respects and supports the method of ‘inform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Second, it creates ‘wide room for

revision’. Third, it encourages attempts to adapt to an uncertain

environment by ‘allowing trial and erro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the value of

everyday life of Children's parks as the end of an urban park, and

that it proposed a method of respecting small differences and making

changes as a way to improve it.

keywords : small-scale park, Children's park, daily life, play,

valu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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