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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sign plan for creating viable park construction based on exceptional clause was suggested after surveying, analyzing
land features and condition focusing on Namyangju city Donong park and major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After setting
basic direction of Donong park, park design was materialized into traffic line plan, planting plan, pavement and facility

construction. In traffic line plan, traffic line was arranged to be fit for each function by dividing it into main traffic line,
entry and auxiliary traffic line and planting plan was mapped out so that landscape level would be upgraded by reflecting
city tree, flower of Namyangju city, special regional tree. In addition, pavement plan was established considering aesthetic

landscape and economic efficiency by using permeable paving material and eco-friendly material and CPTED plan for
preventing crime was adopted as basic direction of facility plan. Developmental plan of Donong park was provided by
establishing master plan based on thes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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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연과도시의기능이적절히분포하고있는남양주시도농공원을중심으로입지특성및여건을조사․분석후특례제
도의실현가능한공원조성을위해설계방안을제시하였으며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도농공원의기본방향을설정하
고, 동선계획, 식재계획, 포장계획과시설물계획으로공원설계를구체화하였다. 동선계획은크게주동선과진입및보조동
선으로 나누어 각 기능에 맞게 동선을 배치하였고, 식재계획은 남양주시의 시목․시화․지역특성수를 반영하고, 공간에
맞게수목을배치해경관적향상을도모할수있게계획하였다. 또한포장계획은투수성포장재와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미적경관과 경제성이 고려된 포장계획을 하였고, 시설물계획은 자연지형에 순응하여 훼손을 최소화한 계획과 범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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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설치 또는 지정된것으로써, 도시민의 삶의질 향상에중요

한기능을한다. 도시계획의 과다한결정과지방자치단체의열

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해서 최근에는 토지매입

예산확보를위하여중앙정부가나서서매입한후, 국가공원형

태로운영하는방법, 개인이 기부채납하여일정면적은인센티

브를주어서가치보상을해주는방법등여러해결방안이제시

되고 있다.

남양주시 도농공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시행

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토지소유

자의 재산권 행사제한과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재정 여

공원 항목 내용

중앙공원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금호동, 화정동, 

쌍촌동 일원

지정면적 2,939,337m2(사유지는 73%)

관리주체 광주광역시 서구청

월평공원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일대

면적 3,994,734m2

관리주체 대전광역시 서구청

매봉공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도 산8-20번지 일원

면적 354,906m2

추진예정 매봉 파크 피에프브이(주)

직동공원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일원

공원면적 864,955m2(조성 180,127m2, 미조성 684,828m2)

관리주체 경기도 의정부시청

추동공원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 일원

공원면적
1,238,018m2(조성 180,127m2, 미조성 

1,057,891m2)

관리주체 경기도 의정부시청

표 1. 주요 특례사업 근린공원 사례 현황

건으로 인해 공원조성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에

대한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신속한해결책이필요한실정이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해소방안의일환으로민간사업자가지

방자치단체와의협약을통하여공원의본질적기능이훼손되지

않는범위내에서수익사업시행과함께미집행도시공원부지

를도시공원으로정비하도록하는제도개선방안을 2009년 12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이하 도시공원법 이라함)

이 개정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 실효되

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공원의 자동실효보다는 개발행위

특례사업을통해실현가능한공원조성을위한남양주시도농공

원의 입지특성 및 여건 등을 조사․분석하여 설계방안을 제시

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산11번지 일원으로 전체

공원면적은 50,050m2이다. 특례사업지침에따라도농공원제안

내용에 의하면 비공원시설의 용도는 주거시설로 부지면적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공원부지 시설면적을 제외한 후 40%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대상지주변으로는다산신도시내근린공원과도농체육공원,

수변공원 등이위치하고있으며, 주변 대부분이시가화지역이

다. 북부간선도로와 경의중앙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이 지나

가며, 근처에 도농역이위치하고있어교통여건이양호한편이

다.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도농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서, 대상지

의 현황조사와 분석, 대상지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설계로

이루어진다.

현황조사에서는 대상지의 입지여건, 교통체계 현황, 자연환

경 분석, 인문환경분석 등을 연구할 것이며, 기본구상단계에서

는 스토리텔링을 기법을 활용하여 도농공원의 개발방향, 입지

선정, 도입시설 등을 연구할 것이다.

선정된 도시공원인 남양주시 도농공원 설계계획을 위한 연

구 절차로는 입지여건 분석, 자연환경․인문환경 분석, 세부현

황분석및관련계획검토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자료를토

대로하여현황조사분석과 SWOT 분석을통해기본계획을도

출하고자 한다. 예비조사로 2016년 10월부터 도농공원에 대한

방을위한 CPTED 계획등을 기본방향으로하여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을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구성하여 도농공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장기미시설 도시공원, 미계획시설, 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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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출처 조사와 현장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본 조사로 2017년

2월부터 관계기관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자연 및 인문환경 분석

도농공원을 도(都: 도읍도)․농(農: 농사농) 즉, 도시와 농

촌이 상생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남양

주시 도농동은 왕숙천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동쪽 연안에 있으

며, 비교적 저지대를 이루어 농지가 많다. 또한 서울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근교농업이 성행하는 지역이며, 지금 도농재

정비촉진기구와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이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농공원 내에도 일부 경작

지가현존하고있었으며, 인근주민들이경작하여사용되고있

었다. 이처럼도시의공업, 상업, 업무기능과농촌의농업과환

경기능이 서로 조화되고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남양주시

가 되기 위한 도농공원의 조성계획은 도농상생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구분 종합분석 계획반영 요소

자연

환경

·대상지의 약 70%는 자연환경

이 양호한 경사지이며, 부분

적으로 경작지, 도로개설로 인

한 훼손지 등이 분포하고 있

음

·환경보전과 자연경관을 고려

한 조성계획 수립

·양호한 자연식생 및 지형을 최

대한 살례 자연환경 훼손 대책 

마련

인문

환경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인

접지역 용도지역은 제1∼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

로 계획

·비공원시설 계획시 주변 도서

관리계획 결정 현황 고려

·문화관광 및 토지이용현황을 

최대한 고려

표 2. 자연 및 인문환경 분석

Strength Weakness

·양호한 접근체계를 갖추고 있음

·연접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근에 

공공시설이 조성되어 기능 연계

성 강화

·산림형 공원으로서 표고 및 경사

도에 의해 공원 내 시설 도입에 

제한이 있음

Opportunity Threat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운영

·기시가지와 신시가지 경계부에 

입지함으로써 기시가지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신시가지의 

공공시설과 연계함으로서 주변 

영향력 강화

·사업대상지 90.0%가 사유지로서 

공원조성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

입 불가피

·경작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표 3. SWOT 분석

도농공원의 강점은 양호한 접근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접

한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근에 공공시설이 조성되어 기능 연계

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산림형 공원으로 표고 및 경사

도에의해공원내시설도입에제한이있어약점으로볼수있

다. 또한 기시가지와 신시가지 경계부에 입지한다는 점과 민간

공원조성특례제도가운영중이라는점이기회로작용될수있

다. 그에 반해 사업대상지의 90%가 사유지로서 공원조성을 위

한대규모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는현실과경작으로인한자

연환경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2. 기본구상

1) 개발방향 및 전략
개발방향과전략은도시공업의급격한발전으로근교농지가

공장이나주택용지로바뀌는도시의무분별한계획이아닌, 도

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도농공원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도농동 지역의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보 및 시민들

의쾌적한휴식공간을확보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조화되는공

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조성을 통해 도농공원의 위상을 제고하

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공존하는자연친화적인도농공원을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

워주며, 도시에서도 휴식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계

획하여야한다. 또한 대상지의지형에순응하고자연을최대한

훼손시키지않는공간설계가우선시되어야한다. 따라서 개발

기본방향을농촌에는활력을, 도시에는힐링을주는 ‘도시와농

촌이 상생하는 도농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기존공원시설및임도를활용한전통공간및산책로조성은

암구간과 옹벽구간을 활용하여 인공폭포와 돌담을 조성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전통정자와 방지원도, 꽃담 등의 시설

들을 배치하여 남양주시에 현존하지 않는 특화된 전통공간을

조성한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상지의기존 가용지(게

이트볼클럽)를 적극적으로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이용객들을

수용할 수있는 마당을 조성한다. 모든 연령층이 모여들수 있

는 메인공간으로 행사와 모임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거점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대상지의 지형에 순응하고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경사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레벨의 정원(스텝가든)으로

이루어진체험과문화의공간을조성한다. 기 조성된 산책로와

출입구, 비공원시설지의 아파트부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성한다. 또한 대상지 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텃밭구간을



박핼리․박율진 : 도농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설계방안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4권 제1호(2018년 6월)� � 29

활용하여 인근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농촌체험이 가능하

도록 파머스가든(텃밭+미니온실)을 조성한다.

2) 공원 및 비공원시설 입지선정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고려해야 하며, 지형․지세․식생․

훼손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환경적 피해 영향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비공원시설입지를검토해야한다. 따라서 3개 대안

을 설정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대상지내에는게이트볼장이위치한일부분만평탄지로조성

되어있으며, 나머지경사부분은양호한수림으로조성되어있

다. 대상지 가운데 일부분과 수림 내 일부에는 경작지가 분포

해 있으며, 북동쪽은 일부 훼손지가 현존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대상지의 상태를 고려하여 비공원시설을 가운데 부

분의 평지에 배치할 경우, 훼손지 쪽의 수림 부분의 경사지에

배치할 경우, 평균경사가 가장 높은 수림 부분의 경사지에 배

치할 경우 이 세가지 방안을 설정하였다.

3) 공원의 도입시설 선정
대상지에 도입하는 시설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환경특성과

공원의개발방향, 이용자의요구및여가성향, 그리고공원관리

운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이용목적, 연령별, 이용

권 특성별, 자원별 이용행태를 예측하여 도입활동을 제안하고,

프로그램화를통해적정시설을계획하였다. 이용행태를예측해

보자면 공원이용의 목적으로는 산책․놀이․탐방․학습․교

육․여가․만남․휴식 등 다양한 행태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용객의연령은유소년층, 청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으로나누

어 구분해 볼 수 있다.

0 50 100 200m

그림 2. 대상지 분석현황

공원의이용행태를활동유형에따라구체적으로구분하여적

절한 도입시설을 선정하고,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경사도별 도입가능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경사도에 맞는 프

로그램을 선정한다. 또한 공원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활

동내용에 따라 도입하는 시설을 검토할 것이다.

4) 공간구상
도농공원의공간구상을대상지현황분석을통하여종합적으

로 해석하고, 앞서 연구했던 개발전략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

어 구상하였다. 이 세 주제를 반영하여 공간구상한 내용은 그

림 3과같다. 또한세주제를반영한공간에다양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계획하였다.

전통마당의자연과역사가살아있는자연․역사공간은기존

그림 1. 도농공원 설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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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간구상

의 암구간과 옹벽구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전통공간→ 인공폭

포, 돌담, 전통정자, 방지원도등계획→기존의수림대와임도

를 활용한 산책로 및 휴게공간→ 전망대, 휴계공간 등 계획한

다. 어울림마당의 연결․소통․화합을 위한 열린공간은 주변

토지이용계획의 이용객을 수용하고, 모든 연령층이 모여들 수

있는메인공간→바닥분수, 야외공연장, 플리마켓등계획한다.

산책로휴게공간은다양한체험이가능한문화및커뮤니티공

간의 경사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과 전망데크길을 조성한 문화

및 체험 공간 → 경사놀이터, 갤러리정원, 파머스가든 등 계획

한다.

3. 기본계획 및 설계

1) 동선계획
주동선은 폭원 3∼6m로 도농근린공원의 순환기능(산책, 조

깅) 및 각 시설지로의 연결을 하며, 전통마당에서 어울림마당,

그리고 블루밍스텝가든으로 이어지는 동선역할을 한다. 진입

및 보조동선은폭원 1.5∼3m로 경계부(진입부)에서 주동선및

테마공간으로 연계하는 동선역할을 하며, 기존 임도를 활용한

동선계획으로 이용률을 높여주는 동선역할을 한다. 공원의 가

로축을 형성하는 동선으로 전원풍경길에서 시작되어 한강나루

길로이어지는메인동선이다. 문화 건강길은인근주민들의진

입로이자 기존 숲과 이어지는 산책길로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

하고, 전통마당과입구마당, 전망대까지이르는숲속산책길역

할을 하는 보행로이다. 블루밍 벚꽃길은 공원 곳곳에 펼쳐진

왕벚나무를 감상하며 걷는 감성이 충만한 데크길로 조성하였

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운치와 사계절 경관미를 제공하는

보행로이며, 빙글빙글 데크길을 걸으며 다양한 문화요소를 즐

길 수 있는 벚꽃이 만발하는 산책로이다.

2) 식재계획
남양주시의 시목, 시화, 지역특성수 및 공간의 특성을 반영

한식재를도입하여지역의정체성및상징성을활성화시키고,

그림 4. 동선계획

계절별 변화감이 있는 수종선정 및 리듬감이 있는 식재패턴을

도입하여 경관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전통마당은 미금로 진입부에 위치하여 공원의 정체성을 높

일 수 있는 테마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기존 임도의 활용도가

낮아 화목류로 유도식재를 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4영급의 활엽수림(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어 생태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사지와 노출된

암반을 활용한 식재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어울림마당은가로녹지연계의중심적공간으로대상지중심

에 위치하여 공원의 중심마당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게이트볼

장과텃밭으로활용중인가용지가있어식재상황이불량이며,

기존 식재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추가 수목식재가 필요하다. 또

한구릉지의활엽수림이배경을이루는단조로운식생을가지고

있어화목류등의식재로경관개선이필요하며, 기존식생은생

태거점으로활용이가능하다. 기존의임도가대상지를가로지르

는임도로활용도가높으며, 임도주변의가용지는텃밭으로사

용 중이다. 완만한 경사지로 경사를 활용한 경관연출이 가능하

며, 임도를 재정비하여 테마길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입 수종으로는 그림 5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경

관식재로는벚나무과소나무, 전통식재로는회화나무와배롱나

무, 생태식재로는 산수유와 산딸나무, 유도식재로는 산수국과

조팝나무, 녹음식재로는 느티나무와 자작나무, 완충식재로는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 화목식재로는 매화나무와 목련, 초화

식재로는 구절초와 벌개미취를 선정하였다.

3) 포장계획

그림 5.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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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료인 목재, 흙, 석재를 사용하여 공간의 용도에 부

합하는 포장재를 선정하였으며, 투수성 포장재와 친환경 소재

를 사용하여미적경관 및 경제성이고려된 포장계획을 하였다.

전통마당에는 전통과 자연이 스며드는 공간 조성을 위해 도자

타일포장과부정형판석포장을도입하였고, 어울림마당은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으로 입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급스러운 화

강석판석포장과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을 도입하였다. 블루밍스

텝가든은 왕벚나무가 식재된 공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친환

경 재료를 이용한 데크포장을 도입하였다.

4) 시설물 배치계획
도농공원의시설물계획으로는공원의특성에맞으며친환경

요소로 구성한 시설물계획, 자연지형에 순응하여 훼손을 최소

화한시설물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계획 및친환경

적인 에너지 시설계획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조성하였다.

전통마당 대상지 주변에는 주거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다산

진건지구 및 왕숙천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주변의 낙후

된주거시설로인해가용지의활용이필요하다. 주요 현황으로

는 상수리와 신갈나무림의 기존식생이 분포하며, 진입마당과

기존수림대와는 6m 이상의 레벨차가발생한다. 전통마당은 기

존임도의 재정비와 기존진입계단 재정비, 지역적 특색을 고려

한 전통정원의 신설이 주요 도입시설계획이다.

어울림마당의대상지주변에는다산진건지구자족시설이위

치해 있어 인근에서 유입되는 이용객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현황으로는 도로에접해있는기존가용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 산책로와의 단절로 테마로드 조성이 필요하다. 어울림마

당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도록 넓은 광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계획하였으며, 바닥분수, 야외공연장, 프리마켓등다양한프로

그램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블루밍스텝가든주변에는아파트와다산지금지구가위치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상지를 텃밭으로 이용 중이다.

또한 대상지는 계곡지형의 가용지로 경사를 고려한 활용이 필

요하다. 대상지에는상수리, 신갈나무림, 나대지등기존식생이

분포하고 있어 나대지 및 텃밭의 가용지 활용이 필요하며, 낙

후된 기존산책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5) 부문별 상세도
전통공간은지역적특색을고려한전통정원으로기존시설을

활용하여인공폭포, 돌담등이배치된공간을계획하였다. 기존

암을 활용하여 전통 인공폭포와 방지원도를 계획하였고, 기존

옹벽을 활용한 돌담으로 경관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통정원의

공간에알맞게사암정과꽃담을배치하였고, 전통의멋을살린

도자타일 포장으로 계획하였다.

어울림공간은커뮤니티가이루어지도록넓은광장을계획한

어울림마당으로 바닥분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공원의 이용객을 고려하여 인근 학교시설과 연계된 북카페와

아트갤러리, 기존임도와연결된순환산책로를배치하였고, 지

역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공간을 위한 프리마켓을 계획하였다.

블루밍스텐가든공간은 경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원들을 계

획한블루밍스텝가든으로이용행태예측을고려하여놀이, 참여,

휴식 등의 공간을 계획하였다. 아이들을 위한 다이나믹한 경사

놀이터, 휴식을위한명상의정원, 텃밭을가꾸기위한파머스가

든등을배치하였다. 인근아파트주민들도이용할수있도록진

입로를 고려하여 동선계획을 하였으며, 데크 보행로는 다양한

레이어의 보행시설로 각 정원으로의 연결과 전망이 가능하다.

Ⅳ. 결론

도시공원의 과다한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대부분의공원이장기간집행되지못하고미조성상태로

방치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남양주시도농공원을중심으로

입지특성 및연건을 조사분석후특례제도의실현가능한 공원조

그림 6. 전통마당 계획

그림 7. 어울림마당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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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블루밍스텝가든 계획

성을 위해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양주시 근린공원 현황으로 총 19개소 중 17개소의

공원은모두조성되어이용되고있으며, 도농공원의강점은양

호한접근체계를갖추고있으며, 연접한다산신도시개발로인

근에 공공시설이 조성되어 기능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산림형 공원으로 표고 및 경사도에 의해 공원 내 시설

도입에제한이있어약점으로볼수있다. 또한기시가지와신

시가지 경계부에 입지한다는 점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점이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둘째, 설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분석과 현장조

사 등 대상지 분석을 통해 환경요인을 도출시키고, 그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통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설계계획을 도출하였

다. 따라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대상지 내에도 경작지

가 현존하고 있다. 산림형 공원인 도농공원을 자연을 많이 훼

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都: 도읍

도)․농(農: 농사농) 즉,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자연친화적

인 공원으로 설계하고자 기본방향으로 선정하였고, 부족한 공

원시설과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소통과 화합

의 공간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농공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동선계획, 식재계획,

포장계획과 시설물계획으로 공원설계를 구체화하였다. 동선계

획은크게주동선과진입및보조동선으로나누어각기능에

맞게동선을배치하였고, 식재계획은남양주시의시목․시화․

지역특성수를반영하고, 공간에맞게 수목을배치해경관적향

상을 도모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주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도농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작성된 연구로 공원

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조성방향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를 두

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경향이 있으므로 주관적인 개념 정

립이강하며, 앞으로타지역의장기미집행도시공원과비교를

통한 객관화된 설계에 대한 개념정립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방안

으로 개발행위 특례제도가 도입되어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민간공원을 추진 중인 곳은 아직 미비하고,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여서 다양한 사례연구와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원활한 특례사업 추진과 실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각적인 연구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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