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민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부산의 도심 속 공원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근 공원은 녹지제공 및 자연환경 감상의 휴양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ž예술,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닌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들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까요?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인 중앙(대신)공원, 용두산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를 관리ž운영 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는 비대면  「공원만끽포럼」 을 개최하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꿈꾸는 공원의  

 모습, 발전방향, 미래의 공원 기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부산시민 의견 분석 결과는?

 총 41건의 시민의견이 접수됐으며, 공원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응답자의 연령대 응답자의 거주지



 이를 통해 공원이 기존의 ‘도심 속 자연녹지 통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 역할에서
 ‘일상 속 문화ž예술 체험’과 ‘다채로운 경험의 공간’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공원 시설, ‚ 공원 행사 및 프로그램’ 에 대한 개선의견이 다수
 였으며, 문화예술 체험 시설 및 휴게공간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컸습니다.  

 ▷ 어린이를 비롯한 세대별 특성에 맞춘 휴식 및 체험공간 조성,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감성 테마존 및 포토존 조성, 일상 속 예술 향유가 가능한 전시 확대 등

 또한, 최근 비대면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 맞춰 시ž공간 제약 없이 공원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탐험 VR 체험 프로그램 개발, 재난 체험 및 응급 교육시설로 공원기능의
 확대 등 신선한 아이디어들도 반가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내부 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 
 향후 공원 발전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설 분야 주요의견 행사ž프로그램 분야 주요의견

þ 어린이 놀이터 및 체험시설 설치 þ 재난 체험 및 응급 교육시설로 활용

þ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시시설 설치 þ SNS 홍보 및 이벤트를 통한 공원 활성화

þ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þ 집에서 체험하는 VR 공원탐험 프로그램

þ 산책로 내 스피커 설치 및 음악 방송 þ 감성테마존, 포토존 조성

þ 작은 도서관 등 독서공간 조성 þ 벽화 등을 통한 아트공간 조성

þ 와이파이 구축 þ 플리마켓 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