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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부산시민공원을 연구 상으로 하여, 공원내 벤치  고라를 포함한 휴게시설의 종류  유형
을 악하고, 공원 방문객의 벤치  고라의 이용 행태에 해 분석하 다. 한, 벤치  고라의 이용
에서 나타나는 문화  특성과 선호도에 해 분석함으로서, 휴게시설 디자인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문헌고찰을 통해 벤치  고라의 종류  유형, 평가요소 등을 살펴본 후, 장조사를 통해 공원 
체의 벤치와 고라, 캐노피 등의 휴게시설물의 유형, 치, 개수를 악하 다. 한, 벤치이용자의 행태
를 월별과 오 , 오후로 행태분석맵을 작성하여, 분석하 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 벤치  고라에 
한 선호도  만족도를 악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가지 벤치 유형 에서 시민들의 선호도 수 비율이 가장 높은 벤치 유형은 
돗자리와 햇볕 차단 캐노피+돗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돗자리와 련하여, 가장 높은 수를 얻은 요소는 
환경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성과 지역성으로 나타났다. 한 햇빛을 가리는 고라나 캐노피가 있
는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국  이용 행태가 매우 일반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심공원에 무작 으로 벤치나 고라 등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특성에 따른 행태  선호를 고려하여 벤치  고라 배치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다.

■ 중심어 :∣도시 공원∣공공 벤치 및 파고라∣사용자 행태∣문화∣선호도∣
Abstract

Busan Citizen Park has been taken as the research object in this paper to learn about the 
categories and types of resting facilities such as seats and Pergolas in the park and analyze the 
visitors’ use patterns of bench and Pergola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cultural features and 
preferences of bench and Pergolas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future design of resting 
facilities. After the research on the categories and types of bench and Pergolas and the evaluation 
factors through literature surveys, the type, location, and number of resting facilities including 
bench, Pergolas, sheds, etc. in the entire park have been investigated through field surveys. In 
addition, the behavioral map analysis has been creat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 use 
patterns of bench and Pergolas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of each month, and the degree of 
preference and satisfaction of park bench and Pergolas has been grasped through questionnair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ten types of bench and Pergolas, the citizens 
like the mats and awnings + mats best. The environ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mats with highest score, followed by the functional and regional factors. In addition, various 
activities such as eating in mats and sheds that block sunlight are Korean use patterns, which 
is very common in Korean daily life. These results show that bench and Pergolas in urban parks 
are not placed arbitrarily and the layout and design of bench and Pergolas should be completed 
based on behavior and preferences, which are influenced by cultural characteristics.

■ keyword :∣Urban Park∣Public Bench and Pergola∣User Behavior∣Culture∣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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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 주의 건축 사조에 입각해 건설한 도시들은 인간

에게 한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오랜 세월에 

거쳐 조 씩 건설한 통  도시에서 볼수 있는 인간  

면모가 부족하다는 비 을 받았다. 이러한 도시들은 구

조 으로 시민들의 옥외활동을 배제했다. 제인 제이콥

스, 얀 겔, 크리스토퍼 알 산더, 리엄 화이트 같은 가

람들은 도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방법을 탐구했다. 

그들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공생활이 배제된 을 문

제로 지 하고 도시내의 공공생활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도시에서의 활기찬 공공생활이 이루어지

기 해서 도시 공원의 역할은 필수 이 되었다. 오늘

날의 도시 공원은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만남을 제공하

는 장소로 박물 과 더불어 살고 싶은 도시를 측정하는 

요한 기 이 되었다.   

따라서 한 도시를 표하는 도시 공원에서의 휴게  

만남 등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해 

공원 내 휴게 공간  시설물의 요성 한 재조명되

고 있다. 특히, 벤치나 고라와 같이 공원에서의 휴게

를 한 필수  시설물에 한 연구가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물의 디자인에 한 연구는 많으나 

휴게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 를 분석하고 그 

니즈를 악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본 논문은 부산의 표  도심공원으로 2014년 개장

한 부산시민공원을 주요 연구 상으로 하여, 공원내에 

휴게시설 가운데 벤치  고라를 포함한 휴게시설의 

종류  유형을 악하고, 공원 방문객의 벤치  고

라의 이용 행태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한, 부산

시민공원의 벤치  고라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문화

 특성과 선호도에 해 분석하 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다양한 이벤트

가 이루어지는 힐링의 공간으로 특히 휴식과 련한 벤

치  고라는 휴게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공원벤치  고라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구체 으

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문화  특성과의 연 성을 분석

하고, 추후 문화와 행태를 고려한 도심공원의 휴게시설

의 설치  디자인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 상은 부산 하야리야 미군부 다가 부산 도

심의 표  공원으로 재생된 부산시민공원으로 선정

하 다.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로, 벤치  고라의 종류  유형, 벤

치  고라 등 공공시설물의 평가요소, 공공 공간의 

이용자 행태 분석에 한 선행 연구 등을 고찰하 다.

둘째, 장조사로, 부산시민공원 체의 벤치와 고

라, 캐노피 등의 휴게시설물 유형, 치, 개수를 악하

다. 2017년 8월, 9월, 10월 여섯 차례에 걸쳐 5개 주제

의 길을 따라서 오 9시부터 12시까지를 ‘오 조사’, 13

시부터 16시 까지를 ‘오후조사’로 하여 총 12차례 조사

를 진행하 다. 이용자들이 벤치, 고라, 캐노피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사진촬 을 한 후 이를 분석하는 

Pictorial analysis 기법을 이용하 고, 부산시민공원 벤

치의 이용 형태 분석을 한 맵을 제작하 다. 

셋째, 벤치  고라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 다. 

이용 행태 분석 맵 비교를 통해서, 휴식 공간에 한 이

용자들의 요구 사항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용자들

의 휴식 공간 이용 행태를 바탕으로 부산시민들이 가장 

자주 취하는 휴게 공간과 휴식 행태를 도출하고 이러한 

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악하 다.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 이용자의 일반  특성, 

공원 벤치  고라에 한 선호도  만족도를 악

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EXCEL 통계 로그램으로 

기  통계를 진행하 다. 

다섯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민공원 벤치  

고라의 이용자 행태와 벤치  고라 간의 계를 

악하고 선호도  만족도를 분석하 다. 

Ⅱ. 이론적 고찰

1. 벤치 및 파고라의 종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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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공벤치는 우선 형식 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얀 겔에 따르면 ‘휴식시설은 사람들이 앉

아서 휴식하는데 목 이 있으며, 이는 의자와 벤치를 

포함한다.’ 즉 일반 인 벤치와 의자를 포함한 휴게 시

설의 범 는 매우 넓다는 뜻이다. 공간에 있어서 벤치

로 이용되는 각종 바 , 는 각종 녹화 지역에 있는 앉

을 수 있는 것들도 휴게시설에 포함된다[3].

형식 특징 그림

벤
치

단독
식 

공간이 비교적 좁은 휴식 공간에 적합하다. 
경관 등과 결합시켜 공간을 절약 할 수 있
고 전방의 경치를 람 할 수 있다. 

형
식

이런 벤치는 일반적으로 단독 설치해야 하
고 공간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다. 이용
자는 등을 맞대고 아야 하기에 교류하는데 
적합하지는 않다.

단독 
코
식

이런 벤치는 직판식 벤치와 유사하다. 경
관과 합시켜 디자인 할 수 있고 변두리 공
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다  
코
식

이런 유형의 벤치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벤치이다. 공간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
고 실용성이 강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용 할 수 있다. 

원형
식

호형의 좌석은 옆 사람과 서로 빗겨서 앉
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타인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

호형
식

양쪽에 마련된 좌석은 각종 방향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등을 맞대고 앉을 수 있어
(1인용 또는 원형), ‘떨어짐’의 기능이 
더욱 크다.

고
라

연결
형

경관을 조성하고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
하는 기능을 갖춘 정자는 그 조형과 길이
를 통해 규칙적인 연속적인 경관 효과를 
제공하다.

다  
코
식

바닥 데크에 사용된 목재와 같은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공간과 일체감을 주고 벤치
뒤쪽에 트렐리스기능의 목재를 설치하여 
등받이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파
고라.

기타
정자
형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물로, 기념성과 상징성
을 갖을 수 있다.

기타
돗자
리

휴식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독립된 작
은 단체의 다양한 휴식행태를 만족시킬 수 
있다.

표 1. 벤치 및 파고라의 유형 및 특징[3]

2. 공공시설물(벤치 및 파고라)의 평가요소

[표 2]는 도시의 공공시설의 기능  특성을 연구한 

한국과 국의 논문을 심으로 시설물 평가요소를 정

리하 다. 기능성 7회, 공공성 3회, 심미성(조형성) 6회, 

안 성 3회, 지역성(문화성, 상징성) 6회, 환경성(생태

성) 6회, 내구성 2회, 조화성 1회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

으로 공공성, 기능성, 심미성, 안 성, 지역성, 환경성 

이 게 6가지의 평가요소를 선정하 다.

번
호

논문 제목
자
년
도

 평가 요소

1

문화공연시설의 벤치
디자인 특성화에 관한 
연구, 창원시 문화공
연시설을 중심으로

신
민
섭

2
0
1
4

기
능
성

조
형
성

상
징
성

환
경
성

2

감성 이미지를 이용한 
Street furniture 디자
인에 관한 연구 : 벤
치를 중심으로

박
영
미

2
0
0
3

기
능
성

공
공
성

조
형
성

지
역
성

내
구
성

3

휴게용 가로시설물 디
자인에 관한 연구-올
림픽 공원 가로시설믈
을 중심으로-

양
선
섭

2
0
0
5

기
능
성

심
미
성

문
화
성

환
경
성

4
도시 공공장소 벤치 
디자인 연구

张
冉

2
0
1
0

기
능
성

공
공
성

심
미
성

안
전
성

환
경
성

5
도시의 야외 공공벤치 
디자인에 관한 연구

李
超

2
0
0
8

기
능
성

심
미
성

지
역
성

환
경
성

6
공공 휴식 시설에 대
한 연구

凌
云
峰

2
0
0
7

기
능
성

공
공
성

안
전
성

문
화
성

환
경
성

7
도시 공공 공간 속 휴
식시설 디자인과 연구

张
玲

2
0
1
0

기
능
성

심
미
성

안
전
성

문
화
성

환
경
성

내
구
성

표 2. 벤치 및 파고라의 평가요소

 

3. 부산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부산시는 “부산 경  가이드라인”에서 공공시설물에 

한 반 인 기본방향으로 일 되고 통일된 공공시

설물 경 을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쾌 하고 안 한 보

행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로공간의 활성화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벤치와 고라에 해서도 아래와 

같이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 3]과 같이 부산시는 공공 공간의 벤치  고라

에 해 형태  설치에 있어서는 안 성과 편리성, 색

채에 있어서는 환경과의 조화성, 재료에 있어서는 내구

성과 친환경성 등 기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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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선행연구에 나타난 
이용 행태 

비조사
시 나타난 이용 

행태

A B C D E F

앉기 ● ● ● ● ● ●

잠시 쉬기 ● ● ● ● ● ●

잠자기 ● ● ●

독서 ● ● ● ● ●

미디어이용 ● ●

음식 먹기 ● ● ● ● ● ●

교류 ● ● ● ● ●

표 4. 벤치 및 파고라의 이용 행태 분석 

구경 ● ● ● ● ●

게임 하기(화투) ● ● ● ●

주) A. 鄭燕熙(2009)[4] B. 조지영(2006)[5] C. 杨叶红（2007)[6]    
    D. 장은석(2010)[7]  E. 李超(2008)[8]

벤

치 

형
태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벤치의 
형태나 설치방법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활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 테마공원이나 특화된 거리의 벤치에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디자인을 고려

설
치

배치 장소에 따라 등받이 유무를 결정∙ 가로등 보안등 과 
같은 조명에 인접한 곳에 설치∙ 고정식의 경우 결합부의 
볼트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을 고려

색
채

벤치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고채도 
또는 원색사용을 지양∙ 스틸 목재 등 다양한 재료를 복합
적으로 사용하여 관리 및 유지의 용이성을 확보

재
질

신체접촉면은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을 고려∙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사용하며 구조체는 안전한 스틸을 기본으로 
하도록 함

고
라 

형
태

최소한의 구조를 통해 개방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디자인∙ 
체류시간을 고려한 크기와 형태로 설치

설
치

그늘막과 벤치를 함께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확보∙ 
가로등 및 보행등 주변 조명과 인접한 곳에 설치

색
채
·
재
질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고유한 색채가 표현되도록 함∙ 친환경적인 목재
의 사용을 고려∙ 구조체에는 내구성이 강한 스틸등의 사
용을 고려

표 3. 부산시 벤치/파고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러나 이용자의 문화 행태  특성에 한 고려하거

나 특정 벤치나 고라에 한 만족도 등에 한 연구

를 토 로 한 세부 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4. 벤치 및 파고라의 이용자 행태분석

벤치  고라의 이용 행태 분석을 연구한 논문을 

정리한 결과, 앉기, 잠시 쉬기, 잠자기, 독서, 미디어이

용, 음식 먹기, 교류, 기다리기, 구경, 게임하기(화투 늘

이) 등 크게 9가지의 이용 행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부산시민공원 벤치 및 파고라의 특성 및 

이용 행태 

1. 부산시민공원 개요

부산시민공원이 치한 부지는 과거 일제 강 기에

는 일본군이, 해방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한 「캠  하야

리아」부지로서 무려 1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외국인의 땅으로 묶여 있었던 역사 인 장소다. 특히, 

한국 쟁시기에는 부산이 한국의 임시수도가 됨에 따

라 유엔군  미군의 주요 병참기지로서 요한 역할을 

하 다. 즉, 우리민족의 굴곡진 근· 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땅이다[9].

부산시민공원은 부산 역시의 심부인 부산 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범 동)에 치한다. 2011년 8

월 공사가 시작되어 2014년 5월 개장하 고, 규모는 

530,779㎡(160,561평)이다. 부산시민공원 설계자 제임스 

코 의 설계를 바탕으로 기억(Memory), 문화(Culture), 

즐거움(Pleasure), 자연(Nature), 참여(Participation) 5

개 활동주제로 조성되었다[10].

2. 부산시민공원 벤치 및 파고라의 유형 및 위치

본 연구에서는 2017년 8월 , 9월, 10월 여섯 차례에 걸

쳐 5개 길을 따라서 공원 체의 벤치와 고라, 캐노피 

등의 휴게시설물 개수를 악하 다. 그 가운데 두차례 

동일하게 악된 숫자를 [표 5]에 기록하 다. 그러나 

부산시민공원은 약 16만 M
2에 이르는 넓은 공원이므로 

일부 단독식 벤치나 형식 벤치가 제외되었을 수도 있

음을 밝힌다.

장조사 통해, 벤치의 유형을 정리한 결과, 단독식, 

형식, 단독 코 식, 다  코 식, 원형식, 호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라의 유형은 고라 다  코 식, 

고라 연결식, 막사형태식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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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량 비율(%)

벤
치

■ 단독식 약 188 35.22%

● 점형식 약 59 17.61%

※ 단독 코너식 약 6 1.79%

★ 다중 코너식 약 12 3.58%

◉ 원형식 약 27 8.06%

◆ 호형식 약 8 2.39%

파
고
라

▶ 파고라 다중 코너식 약 9 2.69%

◐ 파고라 연결식 약 2 0.60%

▣ 막사형태식 약 24 7.16%

표 5. 부산시민공원의 벤치 및 파고라의 유형과 수

벤치  
고라의 
유형

사진 재질
인원
수

벤
치

단독식 
목재
금속

1-3인

형식
석재 1인

단독 
코 식

목재
석재

10인 
이하

다  
코 식

목재
10인 
이상

원형식 목재
10인 
이상

호형식
목재 
석재

8인 
이하

고
라

다  
코 식

목재 
석재

10인 
이상

연결식
목재
금속

10인 
이상

막사형
태식

목재
금속

10인 
이하

기타
(돗자리)

잔디
밭

자유

표 6. 부산시민공원의 벤치 및 파고라 유형

[표 6]는 각각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두 개의 벤

치  고라의 선택한 것이며, 각 종류의 벤치  고

라 재질  이용 인원수에 해 분석하 다. 이 과정에

서 도심백사장에 설치된 캐노피가 기존 임시시설에서 

고정시설로 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

이 특정 장소에서 캐노피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발견

한 뒤, 임시시설인 캐노피를 공원의 고정 공공시설로 

환하 던 것이다. 

3. 부산시민공원 벤치 및 파고라의 이용 행태 

3.1 부산시민공원 벤치 및 파고라의 이용 현황

얀겔(2016)[11]의 지도 표기법으로 부산시민공원 내, 

사람들의 벤치  고라의 이용 행태를 지도에 표기하

다. 기 조사  연구 당시, 부산시민공원 평면도를 

제작하 고, 공원을 서로 다른 구역, 1) 기억의 숲길, 2) 

문화의 숲길, 3) 즐거움의 숲길, 4) 자연의 숲길, 5) 참여

의 숲길, 6) 잔디 장과 7) 기타 구역으로 세분화하

다. 연구는 2017년 8월 8일, 8월 20일, 9월 14일, 9월 30

일, 10월 14일, 10월 17일에 각각 실사 찰 기록을 진행

하 다. 

그림 2. 부산시민공원 연구 관찰 동선

2017년 8월에서 2017년 10월 동안 진행을 했으며 총 

행태지도 12장을 제작하고 그  6번은 평일, 6번은 주

말에 진행했다. 이용 행태주석법과 사진 등 기록 수단

을 통해 각 다른 이용자가 공원에서의 활동항목과 공간

치를 기록하여 구역별 10분 동안의 행태 분석도를 제

작했다. [그림 2]에 표기된 각 측 에서의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기록했으며 찰범 는 공원 체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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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산시민공원의 벤치 및 파고라 위치 

다. 각 찰구역에서는 기록시간내의 이용자만 기록

했으며 찰시간을 과한 이용자는 기록하지 않았다. 

찰 결과, 오 에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온 유치원 선생

님, 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과 공원의 직

원이었다. 오후에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아이를 데리

고 공원에 온 부모님, 함께 놀러 온 친구들, 데이트하는 

커  그리고 공원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8월과 9월 오 에 공원을 방문하고 벤치  고라를 

이용하는 사람은 었고, 오후에 벤치  고라를 이

용하는 사람이 비교  많았다. 10월 오 에 공원을 방

문하여 벤치  고라를 이용하는 사람은 8, 9월에 비

해 많았고, 오후에 벤치  고라를 이용하는 사람이 

비교  었다. 벤치  고라는 주로 다솜 , 문화

술 , 어린이놀이시설 등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원 벤치의 이용시간  주  는 주말 아니면 오

 는 오후이든 이용 비율이 높은 벤치는 단독식, 기

타 두가지 벤치 유형이었다.

단독식 벤치는 도로 양 측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피곤

할 때 곧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유형에

는 개인이 가져온 돗자리 이용이 많았는데, 이러한 휴

식방식은 비교  자유로우며 자신의 선호에 따라 휴식

을 취할 수 있다. 단독식 벤치가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

은 돗자리를 사용하여 잔디에 앉아 휴식을 하는 형식을 

선택하기도 하 다. 

3.2 이용 행태 분석  

이용자들의 공원 이용 행태 항목으로는 선행연구 고

찰에서 도출한 행태항목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나는 행태들을 고려하여, 앉기, 

잠시 쉬기, 잠자기, 독서, 미디어이용, 음식 먹기, 교류, 

구경, 게임하기로 선정하 다. [표 7]은 이용 행태에 따

른 분류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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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분류별 사진

앉기

잠시 쉬기

잠자기

독서

미디어
이용

교류

음식 먹기

구경

게임 하기
(화투 늘이)

표 7. 벤치 및 파고라의 이용 행태 분석 

3.3 시간별 이용 행태 분석

8월과 9월, 날씨가 덥지 않은 주말 오후에는 아이들

과 함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

에, 주말 오후 벤치의 이용도가 매우 높았다. 10월은 날

씨가 비교  시원해서, 벤치 이용도가 가장 높았다. 특

히, 10월 주말 오후 공원에서 공연과 같이 시민들이 참

여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오후에 

공원을 방문하기도 하 다.

3.3.1 오  이용 행태 분석

6장의 지도 분석을 통해, 각 지도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벤치  고라를 이용하는 3곳을 도출할 수 있었

다. 도심백사장 지역은 6번, 기억의 숲 지역은 4번, 잔디

장 지역은 4번, 참여의 정원 지역은 2번, 문화 술  

지역은 2번이 기록되었다. 

공원 벤치  고라의 이용자들은 주로 도심백사장, 

기억의 숲 그리고 잔디 장에 분포되어 있었다. 오 에 

도심백사장 지역을 방문하여 벤치  고라를 이용하

는 사람들은 비교  은 편이었다. 사람들은 부분 

고라 내 연결형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부 사람

들은 캐노피 아래에서 자기가 가져온 돗자리를 펴서 휴

식을 취했다. 기억의 숲 지역에서 사람들은 도로 양쪽 

는 출구 인근에 치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 다. 

잔디 장의 면 이 넓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때, 공

간에 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용 요구와 거리  요

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주  오 주말 오

8
월

9
월

10
월

표 8. 8월, 9월, 10월 오전 이용 행태 비교 

3.3.2 오후 이용 행태 분석

지도 분석을 통해 도심백사장 지역은 5번, 기억의 숲 

지역은 5번, 잔디 잔디 장 지역은 3번, 참여의 정원 지

역은 2번, 문화 술  지역은 3번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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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오후 주말 오후

8
월

9
월

10
월

표 9. 8월, 9월, 10월 오후 이용 행태 비교

이용자들은 주로 도심백사장, 기억의 숲 그리고 문화

술 에 분포되어 있었다. 부분의 사람들은 캐노피 

아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돗자리를 펴서 휴식을 취하

고, 일부 사람들은 고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형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기억의 숲 지역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수 있는 비

교  넓은 면 의 벤치  고라에서 휴식을 취하

다. 문화 술  지역의 경우, 벤치  고라는 주로 단

독식 벤치 주이며,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다. 사람

들은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일부 사람들은 문

화 술  인근 잔디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 다.

3.3.3 이용 행태 비교 분석

12장의 지도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많이 벤치  

고라를 이용하는 3곳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심백사장 

지역은 11번, 기억의 숲 지역은 9번, 참여의 정원 지역

은 4번, 문화 술  지역은 5번, 잔디 장 지역은 7번이 

기록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 도심백사장은 12

번의 기록 , 11번 모두 사람들이 벤치  고라를 가

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기록되었고, 이용 빈도도 

가장 높으며, 시간  계  변화의 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심백사장은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다

솜  인근에 치해 있어, 행사가 개최될 때, 비교  많

은 사람들이 도심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하 다. 

도심백사장 근처에는 음악분수, 백사장, 물놀이 마당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라와 캐노피가 있다. 

이 지역을 이용하는 부분은 가족단 로 공원을 방문

한 사람들로서,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조사 당시, 고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

지만, 부분은 고라 벤치 주변 는 캐노피 아래서 

개인 돗자리를 펴고 둘러 앉아, 자유롭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소결

부산시민공원의 벤치  고라 이용자의 행태를 분

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도심백사장, 잔디 장 그리고 기억의 숲에서 개최되

는 행사가 많았고, 따라서 그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주변에서 휴

식을 취할 땐,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면서, 

반 로 타인의 시선은 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행사 는 경치가 없더라도, 

도심백사장과 잔디 장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넓은 

시야와 수많은 유동인구, 이 두 가지 요소로도 많은 사

람들로 하여  이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한 것

으로 해석된다. 

한, 도심백사장에 있는 움직이는 분수, 백사장, 지

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재미있는 행사  공연 모두 사

람들이 휴식을 취할 때, 좋아하는 외부 환경 요소이다.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휴식형태는 캐노

피 아래, 비교  편안한 곳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돗자

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잔디 장 가장자리 

공간에는 우거진 나무 그늘 환경도 있고, 활한 시야

와 비교  넓은 면 의 공간도 있다. 기억의 숲에서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고라 내 벤치나 나무가 우거진 

지역 인근에 설치된 벤치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게 나

타났다. 즉, 도심백사장과 잔디 장, 이 두 지역에서 돗

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 다.

이는 공원의 벤치에서 햇볕을 쪼이며 개인별로 휴식

을 취하는 것을 즐기는 서구  이용 행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직 으로 햇빛을 쪼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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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햇빛을 가리는 고라나 캐노피가 있는 공간에

서 돗자리를 펴고 그룹을 이루어 앉거나 식사하거나 담

소하는 등의 다양한 한국인의 공원 이용행태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한국의 좌식 생활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행태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의 벤

치  고라 배치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한다.

Ⅳ. 부산시민공원 벤치 및 파고라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 내용

1.1 설문 개요

부산시민공원의 벤치  고라디자인 선호도  만

족도 악을 하기 한 설문조사가 2017년 12월 1일부

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상은 부

산시민공원을 이용한 시민들로 총 73명을 상으로 일

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인터뷰와 함께 설문지를 작

성하도록 하 는데, 연구자가 간단하게 연구에 한 개

요설명을 한 후, 각 벤치유형별로 3장씩 총 30장의 인쇄

본을 보면서 응답하도록 하 다. 응답이 락되거나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71부를 분

석에 이용하 다.

1.2 조사 내용

첫째, 부산시민공원의 일반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

다. 일반  이용자 특성을 악하기 해 이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동반자 유무, 동반 인원수, 방문목 , 

공원 방문횟수, 방문 요일, 공원 이용 시간, 방문 교통수

단, 벤치  고라에 가장 많이 이용의 유형, 이용하는 

일반 인 이유  이용시간 등을 악하 다.

둘째, 부산시민공원 벤치  고라의 선호도를 악

하기 해, 공원의 벤치  고라의 유형을 문헌고찰

을 토 로 벤치, 고라, 기타(돗자리)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단독식, 형식, 단독 코 식, 다  코 식, 원

형식, 호형식, 고라 다  코 식, 고라 연결식, 돗자

리, 햇볕차단 캐노피+돗자리 로 구체화하여, 그 선호도

와 이유를 악하 다. 

셋째, 부산시민공원 벤치  고라에 한 만족도 

조사로, 벤치  고라의 개수, 치, 디자인  반

인 만족도를 악하 다. 그 외에도 불만 사항에 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 다.

2. 조사대상자 특성

부산시민공원의 주요 이용자들은 자주 공원을 방문

하는 시민들이다. 공원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에서, 2, 30  청장년충의 방문수가 가장 많았다. 통상

으로 부부 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방문하며, 주

로 고라 아래 는 잔디에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

하고, 운동을 하며,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 반면, 노년층의 방문수는 비교  은 편이었다. 일

반 으로 혼자 는 친구들과 공원에 방문하며, 주로 

도로 양쪽에 설치한 벤치  고라로 짧은 휴식을 취

하고, 주변풍경을 감상하거나 친구들과 짧은 교류를 나

는 걸로 나타났다.

항목 n 분석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48
남 27 38.03%

여 44 61.97%

연령 48

20대 미만 10 14.08%

20~29세 29 40.85%

30-39세 13 18.31%

40-49세 10 14.08%

50-59세 2 2.82%

60세 이상 7 9.86%

직업 48

학생 35 49.30%

회사원 19 26.76%

주부 6 8.45%

자영업 4 5.63%

기타 7 9.86%

동행 48

혼자 8 11.27%

가족 23 32.39%

직장 동료 및 친구 35 49.30%

연인 4 5.63%

반려동물 1 1.41%

동반 
인원수

48

1인 13 18.31%

2-3인 47 66.20%

4-5인 11 15.49%

6인 이상 0 0.00%

표 10. 조사대상자 대한 각 항목별 비율 (단위 : 명(%))

3. 공원 이용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지의 조사 상자는 랜덤 방식으로 선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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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방문목 , 방문횟수, 방문 요일, 이용 시간, 교통

수단을 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 
항목

n 분석 내용 빈도(명) 비율(%)

방문
목

48

산책 및 휴식 37 52.11%
운동 3 4.23%
모임 2 2.82%
데이트 3 4.23%
소풍⋅야유회 5 7.04%
약속 만남이나 대화 9 12.68%
단순통행목적 1 1.41%
문화행사/이벤트 참여 4 5.63%
사진촬영 5 7.04%
기타 4 5.63%

공원 
방문
횟수

48

첫방문 14 19.72%
주1회 미만 42 59.15%
주1 - 2회 8 11.27%
주2 - 3회 4 5.63%
거의 매일 3 4.23%

방문 
요일

48
 주중(월~금) 18 25.35%
주말(토~일) 35 49.30%
주중/주말 관계없음 18 25.35%

공원 
이용 
시간

48

1시간이하 9 12.68%
1시간-2시간 31 43.66%
2시간-4시간 29 40.85%
4시간 이상 2 2.82%

방문 
교통
수단

48

지하철 19 26.76%
택시 1 1.41%
버스 18 25.35%
자전거 0 0.00%
자가용 19 26.76%
도보 14 19.72%

표 11. 공원 이용의 일반적 특성 분석(단위 : 명(%)) 

4. 공원 벤치 및 파고라 선호도와 만족도 분석

4.1 선호도 분석 

10가지 벤치  고라 유형 에서 시민들의 선호도 

수 비율이 가장 높은 벤치  고라 유형은 15명이 

선택한 돗자리(19.48%)와 13명이 선택한 햇볕 차단 캐

노피+돗자리(1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

지 않는 벤치  고라 유형은 14명이 선택한 형식 

벤치(19.44%)와 13명이 선택한 단독식 벤치(18.06%)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종합 수를 얻은 벤치  고라 평가 요

소는 51명이 선택한 기능성(31.48%)이었고, 그 다음으

로는 41명이 선택한 환경성(25.31%)과 25명이 선택한 

심미성(15.43%)이었다. 이와는 반 로 가장 수를 얻

은 평가 요소는 22명이 선택한 안 성(13.58%)과 지역

성으로 나타났다. 

벤치  고라 유형

가장 선호 가장 비선호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벤치

단독식 4 5.19% 13 18.06%

점형식 2 2.60% 14 19.44%

단독 코너식 3 3.90% 8 11.11%

다중 코너식 12 15.58% 9 12.50%

원형식 3 3.90% 6 8.33%

호형식 2 2.60% 3 4.17%

고라
파고라 다중 코너식 11 14.29% 4 5.56%

파고라 연결식 12 15.58% 5 6.94%

기타
(돗자리)

돗자리 15 19.48% 2 2.78%

햇볕차단 
캐노피+돗자리

13 16.88% 8 11.11%

표 12. 벤치 및 파고라 따른 유형의 선호도 분석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돗자리와 련하여, 높은 

수를 얻은 평가 요소는 11명이 선택한 환경성(6.79%)

이었으며, 그 다음은 8명이 선택한 기능성(4.94%)과 지

역성(4.94%)이었다. 이는 햇볕 차단 캐노피+돗자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기능성(6.17%), 환경

성(6.17%))

유형 기능성 심미성 안 성 지역성 환경성 기타

벤
치

단독식 
4 2 1 0 5 0

2.47 1.23 0.62 0.00 3.09 0.00

형식
1 1 1 0 1 0

0.62 0.62 0.62 0.00 0.62 0.00

단독 코 식
2 0 2 1 1 0

1.23 0.00 1.23 0.62 0.62 0.00

다  코 식
8 6 4 3 6 0

4.94 3.70 2.47 1.85 3.70 0.00

원형식
1 1 2 1 2 0

0.62 0.62 1.23 0.62 1.23 0.00

호형식
1 0 0 1 2 0

0.62 0.00 0.00 0.62 1.23 0.00

고
라

고라 다  
코 식

9 3 1 0 2 1

5.56 1.85 0.62 0.00 1.23 0.62

 고라 
연결식

7 5 6 3 1 0

4.32 3.09 3.70 1.85 0.62 0.00

기
타

돗자리
8 5 2 8 11 0

0.006.794.941.233.094.94

10 01053햇볕차단 
캐노피+돗자리

2

6.17 1.23 1.85 3.09 6.17 0.00

합계

51 25 22 22 41 1

31.48 15.43 13.58 13.58 25.31 0.62

*공공 공간의 벤치 및 파고라이므로 문헌고찰에서 선정된 6개 평가요
소 가운데 공공성을 제외하였다. 

표 13. 벤치 및 파고라 선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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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돗자리의 선호 이유로 환경성과 기능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돗자리가 기능 으로 편리하고 휴

가 간편한데다가, 개인의 것이라 생 이며 공원 어

디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악되었다. 이

와 반 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벤치  고라 

유형은 형식 벤치와(2.60%) 단독식 벤치(5.19%)로, 

기능성, 심미성, 지역성 등 부분 항목에서 매우 낮은 

수로 평가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벤치  고라 유형은 단

독식 벤치(27.40%), 돗자리(20.55%), 다 코 식 벤치

(13.70%), 연결식 고라(10.96%)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원 체에 설치된 단독식 벤치가 약 330개 이상임을 

고려하면 돗자리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 부분이 단

독식 벤치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 벤치 

 고라 이용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분석 내용 빈도(명) 비율(%)

벤치

단독식 20 27.40%

점형식 2 2.74%

단독 코너식 2 2.74%

다중 코너식 10 13.70%

원형식 6 8.22%

호형식 2 2.74%

고라
파고라 다중 코너식 5 6.85%

파고라 연결식 8 10.96%

기타
돗자리 15 20.55%

햇볕차단 캐노피+돗자리 3 4.11%

표 14.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벤치 및 파고라 유형 

4.2 벤치 및 파고라 이용자 행태

이용 행태 분석에서는, 이용자들이 벤치  고라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 잠시 쉬기이나 휴식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교류, 음식 먹기, 구경 등의 행태가 

나타났으며 잠자기, 독서, 미디어이용, 게임하기의 네 

가지 행태는 사람들이 벤치  고라를 사용할 때 거

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내용 빈도(명) 비율(%)

이용 행태

잠시 쉬기 41 55.41%

잠자기 0 0.00%

독서 0 0.00%

미디어이용 0 0.00%

음식 먹기 10 13.51%

교류 11 14.86%

구경 10 13.51%

게임 하기 0 0.00%

기타 2 2.70%

표 15. 벤치 및 파고라 이용 행태 분석

벤치  고라 이용시간은 15-30분 34명(47.22%), 

15분 이내 17명(23.61%), 30-60분 14명(19.44%), 1-2시

간 2명(5.56%), 2시간이상 3명(4.17%)순으로 나타나 30

분 이내의 이용자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

시간 이용자보다 단시간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음

을 뜻한다.

분석 내용 빈도(명) 비율(%)

이용
시간

15분 이내 17 23.61%

15-30분 34 47.22%

30-60분 14 19.44%

1-2시간 4 5.56%

2시간이상 3 4.17%

표 16. 벤치 및 파고라 이용시간

4.3 벤치 및 파고라 이용 만족도

한 만족도 분석 결과 부산시민공원의 벤치  고

라의 요성(3.89), 수량에 한 만족도(3.37), 치에 

한 만족도(3.42), 디자인에 한 만족도(3.48), 치에 

한 만족도(3.42), 반 인 만족도(3.52)로 나타났다. 즉, 

벤치  고라의 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수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분 3.5 내외

로 보통으로 조사되어 벤치나 고라에 한 반 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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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 평균

벤치  
고라 
이용에 
만족도

벤치 및 파고라의 중요성 3.89

벤치 및 파고라의 개수에 대한 만족도 3.37

벤치 및 파고라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 3.42

벤치 및 파고라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3.48

벤치 및 파고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52

총 평균 3.54

표 17. 벤치 및 파고라 이용 만족도

벤치  고라에 한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낮은 수 의 식

별도와 에 띄는 치 안내도 결여 등으로, 사람들은 

쉽게 벤치  고라를 찾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

다. 둘째, 시민공원에 설치된 벤치  고라 유형 에

서 단독식 벤치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분 

도로 양쪽에 치해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 휴식과 여

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은 부분 가족 는 친구 단

이어서, 1인용 는 일자형 벤치는 시민들의 교류  모

임 행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햇볕을 차단

하는 기능을 가진 벤치가 공원에 비교  다. 특히, 공

원 서쪽 지역의 경우, 시민공원을 새로 개장하면서 오

염 등의 이유로 기존의 형 나무를 제거하여 햇볕을 

차단하는 효과가 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캐노피 

등 햇볕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

지 않아, 해당 구역의 시민 이용도가 다른 구역에 비해,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

분석 내용 빈도 (%)

1
벤치 및 파고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위치 표
지판이 없어 식별도가 낮으며, 벤치 및 파고라를 
찾기 어렵다.

5 17.24%

2
햇빛을 가려줄 만한 나무가 없고, 그늘진 곳이 많
지 않아 파고라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11 37.93%

3
공원에서 돗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돗자
리를 휴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롭다. 

7 24.14%

4 벤치 및 파고라의 청결 문제가 신경 쓰인다. 1 3.45%

5
벤치 및 파고라 이용자를 위해 쓰레기통이 더 필
요하다.

3 10.34%

표 18. 기타 벤치 및 파고라 이용 불편 사항

5. 소결

10가지 벤치  고라 유형 에서 시민들의 선호도 

수 비율이 가장 높은 벤치  고라 유형은 돗자리

와 햇볕 차단 캐노피+돗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돗자

리와 련하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 벤치  고라

의 요소 에서 가장 높은 수 비율을 얻은 요소는 환

경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성과 지역성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휴식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

인의 좌식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

국인들의 좌식 습 은 온돌 가구의 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통 으로 한국인들은 주택에서도 바닥에 앉

아서 생활해왔다. 

좌식 문화는 옥외 공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평상과 정자의 일반화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

고 있다. 재 한국 부분의 크고 작은 공원이나 놀이

터에는 벤치와 더불어 평상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 으

로 평상은 지상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평평한 소형 마

루를 의미하는 반면 고라는 캐노피가 있으며, 앉는 

부분은 벤치나 평상 등으로 다양하게 디자인된다. 

이러한 휴식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  비교  넓은 면

에서 자유롭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가족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공동체 의식은 일렬

로 나란히 앉는 것보다는 평상 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이야기하며 음식을 나 는 한국  문화와도 련이 있

다. 도심 공원은 시민들에게 여가 생활과 안락한 휴식

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공원을 방문한 가족들은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한다. 종합해보면, 

시민들이 공원에서 돗자리를 활용한 휴식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결과 으로 한국의 좌식과 공동체 

심의 문화 향에 의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부산 시민공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벤치  고라 

이용 행태 분석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돗

자리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선호한다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공원에 설치된 고라의 경우, 비록 

햇볕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고라 내에 

설치된 벤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벤치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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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이 아니므로, 사람들의 선호도  만족도가 떨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 행태와 

한국의 좌식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햇볕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캐노피와 평상을 상호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도 시민공원에서의 벤치  고라 이용 만족도를 높

이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돗자리 이용이 용이한 캐노피와 평상을 가족 단

 방문객이 많은 도심백사장과 장 서쪽의 여유 공간

에 배치한다면 돗자리를 가져오지 못한 방문객들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무와 햇볕을 차단

하는 기능을 가진 벤치가 은 공원 서쪽 지역의 경우, 

재는 사람들이 수가 비교  으나, 캐노피와 평상을 

설치한다면, 이 공간의 이용객도 늘어나 공원 체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부산시민공원의 벤치에서 가  햇

빛을 직 으로 쪼이는 것을 피하고, 햇빛을 가리는 

고라나 캐노피가 있는 공간에서 돗자리를 퍼고 그룹

을 이루어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담소하는 등의 한국  

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만의 좌식

형 생활 문화를 고려하여 한국  특성을 지닌 공원의 

휴게시설물의 배치  디자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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