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외 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
공원·유원지 관리 및 운영의 선진 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한 2015. 국외 선진지 견학 결과를 보고드림.
- 시민공원관리파트-4203 “공원관리운영 선진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계획”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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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현황
견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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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상 국가

:

미국,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동부지역

m 견학 인원

:

총

m 견학 내용

:

선진공원 시설물관리 및 운영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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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일정
구 분

일

정

1일차
(11/25, 화)

- 김해공항(14:00) ⇒ 동경 나리타 국제공항(19:00)
⇒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18:30)

2일차
(11/26, 수)

- 뉴욕시 유명 공원 견학
• 센트럴파크, 메디슨스퀘어파크, 브라이언트파크, 하이라인 파크

3일차
(11/27, 목)

- 뉴욕 ⇒ 워싱턴
• 워싱턴내셔널몰, 제프슨기념관 견학

4일차
(11/28, 금)

- 워싱턴 ⇒ 온타리오주
• 나이아가라국립공원 견학

5일차
(11/29, 토)

- 온타리오주 ⇒ 토론토
• 세계 최고의 CN타워 견학

6일차
(11/30, 일)

- 토론토 ⇒ 몬트리올
• 캐나다 총독관저(리도홀), 몽루아얄언덕 견학

7일차
(12/01, 월)

- 몬트리올 ⇒ 보스톤
• 하버드·MIT대학, 퀸시마켓 견학

8일차
(12/02, 화)

- 보스톤 ⇒ 뉴욕
• 록펠러광장 주변 견학

9․10일차
-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11:35) ⇒ 동경 나리타 국제공항(18:30)
(12/03․04, 수․목) ⇒ 부산 김해공항 도착(21:00)

비고

Ⅱ

견학 내용
도시별 주요 공원 견학

【 미 국 】
m 뉴

욕

:

센트럴공원(Central Park), 하이라인공원(High-line Park)
메디슨스퀘어공원(Madison Square Park), 브라이언트공원(Bryant Park)

m 워싱턴

:

워싱턴내셔널몰(Washington D.C. National Mall)

【 캐나다 】
m 온타리오주
m 몬트리올

:

:

나이아가라 국립공원((Niagara Park)

몽루아얄공원(Pare Mont-Royal)

기타 지역
m 캐나다총독관저(Rideau

Hall),

자크 카르티에 광장(Jacques

다름 광장(D'Armes

Cartier

❚ 미국(뉴욕, 워싱턴) ❚

❚ 캐나다(온타리오, 오타와, 몬트리올) ❚

Square),

square),

하버드/MIT대학 등

총

괄

❍ 모든 공원과 광장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도시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단순히 도시공원의 역할을
넘어 그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짐.

❍ 또한, 공원 기본기능을 넘어 문화공간으로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영화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공연장, 잔디밭 등 공간적 제한없이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 야외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음

❍ 간이매점 등 판매시설은 공원입구 및 주변 광장에 집중되어 최소한

·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래 시설물을 유지 보존하고 인공적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는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역사성과 함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이용객들의 패턴에 맞추어 휴식공간, 독서공간, 야외점심식사장소 등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인용의자 외 양방향 등받이 장의자, 평상

1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벤치를 잔디밭과 산책로 주변에 집중배치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쉴 수 있도록 운영됨.

❍ 각종 사인물은 상징성있는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본연의 기능인 정보
전달에 중심을 두고 알기 쉽게 설치되어 있으며, 잔디밭과 산책로
경계에 벤치나 펜스를 설치하여 공원 관람객과 일반 휴식객의 동선을
분리, 서로의 이용목적을 충족하는 등 상호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Ⅲ

견학 결과

공원의 기본 기능을 활용한 패턴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
❍ 독특하고 재미있는 예술가들의 작품 설치로 볼거리 제공
- 잔디밭 등 공원 내부 및 입구 주변 색다른 예술작품 감상기회 제공

❍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원입구 주변 통일된 형태의 다양한 시설물
<개전용 공간>

<판매시설>

<어린이 놀이터>

❍ 연계 가능한 시설물 통합 설치 및 장식적 요소 최소화
- 가로등, 펜스 등에 안내판(문구) 부착으로 이용객의 볼권리 충족

❍ 잔디밭, 공연장, 산책로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장르별 프로그램 운영
- 콘서트, 클래식, 버스킹, 영화제 등 테마별 문화예술프로그램 개최
<원형공연장>

<야외공연장>

<워싱턴몰 거리공연>

<퀸시마켓 거리공연>

<하절기 프로그램>

<동절기 프로그램>

공원 내 편익시설물 설치 최소화, 자연 경관 보존
❍ 공원내 편익시설물(휴지통 등) 무채색 사용 이미지 통일

❍ 공원(광장) 경관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인물
- 안내기능 제고를 위해 위치도를 병행하고,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운영
❍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분수대,

1

인용 벤치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공원내 금지사항을 상징성 있는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복잡하지 않게

·

정보전달의 기능성에 중심을 두고 제작 설치

자연친화적 공원시설 관리·운영
❍ 바닥재는 탄성칩 및 투스콘 사용을 배제한 친환경 재질로 포장

❍ 잔디밭 주변 및 보도 등의 교목 아래 친환경 우드칩과 낙엽을 깔아
이용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조화롭게 배치

❍ 주위 환경과 현장 여건에 맞는 울타리 펜스 운용
- 무채색의 고정펜스와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가설펜스 설치

❍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시각적 저해요인 차단
- 펜스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벤치를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

Ⅳ

향후 계획

·

m 다양한 공간활용을 통한 계절별 테마별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m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예술작품 설치, 마켓 운영 등 적극 검토
m 간이 목재 펜스 등 시설물 설치 벤치마킹 결과 운영 접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