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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지 주변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가까운 공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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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반려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근린생활권 내에서의 반려견 산책활동

Accepted: August 1, 2022

현황 및 물리적 환경 만족도를 파악하고, 반려견 운동공간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하는 것이다.

3인익명 심사필

총 249명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 중 47.8%가 하루 최소 1회 이상 산책을 하며, 주로 집 주변 산책로나 공원을 이
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반려견과의 높은 애착도를 나타냈으며, 반려견 산책이 반려견뿐 아니라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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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체활동과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산책로 주변 흥미로운 볼거리, 연결성 등

Hyung-Sook Lee

반려견 산책을 위한 근린생활권의 환경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목줄 없이 반려견들이 운동할 수 있는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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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견 놀이터의 가치는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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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 경우 85,618원으로 추정되었다. t-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책 빈도와 반려견 시설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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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산책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근린생활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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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반려동물, 신체활동, 반려견 놀이터, 지불의사금액
ABSTRACT
Animal companionship is gaining popularity in Korea, and interest in dog walking is also increasing as a
strategy to maintai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ogs and dog ow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dog owners with the neighborhood environments for dog
walking and to examin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an off-leash dog park. Of a total of 249 online
survey respondents, 47.8% said they take a walk at least once a day and mainly walk around nearby
neighborhoods or parks. Respondents showed a high attachment to their dogs and recognized that dog walks
help increase physical activity and maintain the health of owners and their dogs. The satisfaction with
neighborhood environments, such as attractive views and the connection of walking trails, was low, and there
was a high demand for off-leash dog parks. The truncated mean WTP was estimated to be 85,618 Korean
Won, an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revealed that walking frequency and the satisfaction with
dog walking facilit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WTP. In order to encourage dog walking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more attention needs to be devoted to improving neighborhood environments for
do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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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및 운동을 위한 근린환경 인식 및 만족도 연구

1. 서론
2020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감과 고립
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
움을 달래려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코로나 시기
에 크게 성장하였다(Kim, 2021). 특히 강력한 봉쇄조치(lockdown)가 시행되었던 유럽과 북미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반려동물 입양 수가 급증하였으며 봉쇄기간 반려견과의 산책 및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 안정
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Mayers, 2020; Christley et al.,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사회 분위기가 확대되고 사회적 교류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와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을 양육하려는 가구의 수
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반려인구는 1,448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으나(Hwang and Son,
2021), 반려동물 양육문화의 성숙도나 사회적인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으로 이로 인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좁은 집안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도시 반려견들에게 있어
반려견 산책과 운동은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성 발달 등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나, 장
소가 부족하며, 특히 집과 가까운 곳에 산책할 곳이 없다는 점은 반려견 양육가구들의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
다(Park and Kim, 2020).
반려견 산책은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인들도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실천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어, 신체활동이
현저히 부족한 도시민들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Lee, 2010). 최근 신체활동 저하 및
그로 인한 비만인구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반려견 산책을 통한 신체활동의 증진
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Kim, 2019). 반려견 산
책 및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 및 건강유지, 반려견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 등 반려견 산책의 긍정
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Westgarth et al., 2019), 반려견 동반 산책 및 운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반려견 산책과 운동을 위한 중요한 공원시설로 여겨지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지방도시 반려인들의 요구도에 관한 연구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며 거
주지와 가까운 곳의 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반려견 동반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인들의 산책활동
현황 및 산책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근린 생활권 내에서의 반려견 산책 활동 현
황과 인식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환경적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반
려견 전용 운동공간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이용의사 및 지불의사금액(Willing to Pay; WTP)을 질문함으로써 반
려견 놀이터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반려 양육가구의 증가 및 반려견 동
반 활동 장소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반려견 산책 및 운동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반려견 산책 및 운동의 중요성
도시 반려견들에게 있어 반려견 산책은 최소한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경험하며, 다른
반려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야외에서 산책을 하는 동안 반려견들은 다양한 후각, 청각적 자극물에
노출되고, 다른 반려견들과 접촉하며 에너지를 발산함에 따라 실내에서의 흥분이나 짖음 등의 행동들도 줄어들게
된다(Cutt et al., 2006; Amaya et al., 2020). 반려견 산책이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인들이 권장 신체활동량을 충족할 가능성이
비반려인들보다 더 높으며(Campbell et al., 2016), 반려인의 신체 활동량이 비반려인에 비해 4배 높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Westgarth et al., 2019). 실외에서의 반려견과의 운동 및 산책을 통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심장병, 당뇨병
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Christian et al., 2013).
반려견 산책으로 인한 건강증진의 장점은 특히 노인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
다. Gretebeck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반려견 산책을 하는 노인 반려인의 경우 매주 15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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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운동을 할 가능성이 비반려인들에 비해 2배 높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감과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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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반려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며(Kim and Yoon, 2014), 특히 반려견과의
외부 활동과 산책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증진시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등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
움을 준다(Enmarker et al., 2015).

2.2 반려견 산책증진의 영향요인
반려견 산책 환경 연구는 보행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요인 연구에 비해 아직 활발하지는 않지만, 최근 반려견 산
책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미 및 호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
로 근린생활권에서 반려견 산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

․

들이 산책 활동에 긍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반려견 산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Kobelt et al., 2003), 가족구성(McCormack et al., 2011), 수입(Oka and Shibata, 2012) 등이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참여 촉진(Knight and Edwards, 2008), 타인의 시선(Rohlf et al., 2012), 범죄 안전(Cutt et
al., 2008a) 등이 있다.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반려인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반려인들보
다 더 빈번히 반려견 산책을 하였으며 보행친화적이고 격자형 도로패턴을 가진 거주자들이 곡선형 도로패턴을 가진
반려견 거주자들보다 산책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geling et al., 2012). 또한, 녹지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Carver et al., 2005; McCormack et al., 2011), 보행로 주변에 가로수가 많고 식재가 다양할수록(Lee et al.,
2009) 반려견 산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책로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로운 경관
이 많을수록, 조명시설이 많아 안전성이 높을수록 반려견 산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utt et al., 2008a;
Ioja et al., 2011). 특히, 해외의 경우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공원이 많이 조성되
어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 여부가 반려견 산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Brown and Rhodes,
2006; Christian et al., 2010).

2.3 반려견 놀이터의 개념 및 인식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1)』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
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Animal Care),『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에서는 ‘동물놀이터’라는 명칭으로 공
원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 반려견 놀
이터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반려인 및 비반려인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가 대
부분이며, 일본 도그런 사례연구(Lee, 2009),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 후 평가(Lee, 2018), 반려견 놀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Lee et al., 2021)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도시환경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 및 공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
며, 이는 반려인뿐 아니라 공원 내 반려견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공원이용자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2010; Jo, 2014). 경기도에 소재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Lee(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국내 반려견 양육 가구 수에 비해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부족하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 많은 반려견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 유
료화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지불 금액이 반려견 놀이터의 환경적 개선이나 반려견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반려
견 놀이터의 유료화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8).

2.4 가상가치평가법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Mitchell
and Carson, 2013),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음으로써 신뢰성 있는 가치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이다(Pyo, 2012). 응답자에게 환경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그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조성을 위해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인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을 측정한다(Kim, 2018). 많은 선행연구에서
국립공원 및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사용되어 왔다(Hyun et al., 2020). 옥상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
해 Lee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옥상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지불의사금
액은 10,075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346억 원으로 나타났다. Kim(2001)의 연구에 따르면 서
울시 서초구, 노원구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30,953원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가치를 가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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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교육수준, 방문횟수, 접근성과 편리성이 응답자의 WTP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양분선택형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지불의사금액은 연간
150,880원이며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82억 원으로 산정되었다(Lee et al., 2021).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설문 도구 작성, 설문 예비조사, 본 조사, 분석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설문 도
구 작성에 있어 반려견 애착도 문항과 반려견 산책 행태 및 인식 관련 문항은 Richards et al.(2013)의 Dog and
Wakin G. Survey(DAWGS)와 Cutt et al.(2008c)의 Dogs and Physical Activity(DAPA)를 참고하였다. DAWGS와
DAPA는 반려견의 양육 상황, 신체활동 실천 현황, 산책 행태 및 장애요인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
로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 적용 가능한 내용 및 응답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문항 수와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반려견 애착도 관련 8문항, 반려견 산책에 관한 인식 관련 9문항, 반려견 산책 환경에 대한 만족도 관련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반려견 산책 활동 현황과 반려견 산책 시의 장애 요인 및 개선사항, 반려견 놀이터 조성
기금 지불의사 및 이용의사 등을 묻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반려견 애착도, 인식 및 만족도 관련 항목에 대해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설문조사에 참여 의사를 가진 응답자들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설문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
에 참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반려견 관련 모임회원 1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
절성과 이해도 여부를 파악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의 가독성 및 용이성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
여 최종 설문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21년 8, 9월에 자발적인 온라인 설문 참여가 가능한 20대 이상의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대구지역의 동
물병원 등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 QR코드 안내지를 대기실에 부착하여 모바일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반려
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공고를 통해 게시된 링크에 참여토록 하였다. 총 24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
석에 이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설문 응답자 특성 및 반려견 양육 현황
설문 응답자 총 249명 중 여성은 207명(83.1%), 남성은 42명(16.9%)으로 여성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Female

207

83.1

Male

42

16.9

29 years old or less

108

43.4

Category
Gender

Age

Family type

Education

Residence

Dog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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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o 39 years

94

37.8

40 years old or more

47

18.8

Living alone

66

26.5

Married couple

48

19.3

Living with parents or children

124

49.8

Others

11

4.4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75

30.1

College graduate or higher

174

69.9

Daegu/Kyungpook

192

77.1

Seoul/Gyeonggi

48

19.2

Others

9

3.6

One dog

163

65.5

Two dogs

61

24.5

Three or more dogs

25

10.0

송진경, 이정연, 이형숙

참조). 또한 연령에 있어 20대가 108명(43.4%), 30대가 94명(37.8%)으로 20,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80% 정도를
차지하였다. 가족 형태는 부모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24명(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반수(69.9%)
이상이 대학 졸업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양육하고 있는 반려견 수는 평균 1.45마리였으며, 반려견 중 74.3%가
소형견이었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M=4.92), 반려견으로 인해 행복감
을 느끼고(M=4.86)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응답하였다(M=4.69).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대화를 하거나(M=4.73) 반
려견이 자신의 감정을 안다고 느낄 정도로 높은 애착감을 가지고 있었다.

4.2 반려견 산책현황 및 산책환경 만족도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빈도는 일주일에 평균 6.99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하루 최대 4회를 포함하여 하루 1회
이상 반려견 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반려인이 47.8%(119명)에 달했다. 1회 반려견 산책 시 소요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78.3%) 가장 많았으며, 1-2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이 각각 20.1%, 1.6%였다. 특히, 반려견 산책과 관련하
여 응답자들은 반려견 산책이 반려견의 건강(M=4.39)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되며(M=4.08), 반려
견 산책으로 인해 신체적 활동을 더 실천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M=4.27)(Table 2 참조).
반려견 동반 산책 및 운동을 위한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1.74점에서 3.65점으로 전반적
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참조). 반려견 운동공간과 관련하여, 보행거리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공원/녹
지가 있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M=3.47), 반려견 놀이터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M=1.74). 공원 내의 반려견 환경요인에 있어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간, 다른 반려인들
과의 소통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3.10점, 3.04점이었으며, 배변 휴지통과 같은 반려견 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Table 2. Dog walking characteristics
n

%

Once a day or more

119

47.8

More than once a week

120

48.2

One to three times per month

10

4.0

Less than 1 hour

195

78.3

1 hr—2 hrs

50

20.1

More than 2 hrs

4

1.6

Around my neighborhood

117

47.0

Nearby parks or open spaces

88

35.3

Riverside promenade

33

13.3

Others

11

4.4

M

SD

Parks and open spaces are located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home.

3.47

1.35

There is a dog park within walking distance.

1.74

1.12

There are walking trails nearby my house.

3.20

1.22

Dog walking trails are well connected to parks and green areas.

3.14

1.22

There are many trees and plants along with dog walking trails.

3.65

1.07

There are interesting things to see along the dog walking trails.

2.73

1.09

There are resting areas with benches along the dog walking trails.

3.52

1.09

Lighting along the trails are enough for walking safely at night.

3.50

1.14

Category

Walking frequency

Walking time per walk

Walking place

Table 3. Satisfaction on dog walking environments
Category
Neighborhood environment for dog exercise

Neighborhood environment for do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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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도 만족도가 낮았다(M=2.26). 한편, 집 주변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산책로 주변 가로수나
화단(M=3.65), 휴식공간(M=3.52), 조명시설(M=3.50)에 대해서는 평균 3.5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교통 안
전성(M=3.22), 녹지 연결성(M=3.14), 산책로 주변 흥미로운 볼거리(M=2.73)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반려견 동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비반려인들의 불편한 시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8%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반려견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23.9%), 다른 반려인의 매너 없는 행동(22.2%) 등 비물리적 요
인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또한, 반려견 동반 활동환경에 대한 개선사항을 주관식 문항으로 물어본 결과, 반려견 놀
이터 조성에 대한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배변 휴지통 설치(18.4%), 분리된 산책로(14.4%), 도로 안전성
및 위생환경 개선, 야간 산책 안전성 강화 등의 요구가 있었다.

4.3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의사 및 지불의사금액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35명(94.4%)이 이용의사를 밝혔으며,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려인은 14명(5.6%)이었는데 부정적인 답변의 주요 원인은 위생 및 청결 등과 같은 관
리부실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금마련에 동참할 의사와 지불 금액에 대
하여 질문한 결과, 159명(63.9%)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불하지 않겠
다고 응답한 사람은 90명(36.1%)이었다.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한 응답자는 총 133명으로 지불의사금액은 최저
3,000원에서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였으며, 1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은 51명(20.5%)으로 가장 많았으며, 5
만 원 29명(11.6%), 3만 원 이하 37명(14.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금액 측정방법 중 이론적 제약의 일
치성, 통계적 효율성, 총계 가능성을 만족하는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truncated)을 적용하고자 한다(Lee
and Cho, 2004).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은 무작위로 제시된 금액 범위를 극소값과 극대값까지의 범위를 고려
하여 계산한다(Lee, 2005). 계산 결과,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은 85,618.21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63명(4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만 원 미
만 47명(35.3%), 400만 원 이상인 경우 23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견 동반활동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조성기금 지불의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불의사 동의 비동
의 집단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원 내 운동환경 만족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Table 4 참조).
지불동의를 한 응답자의 공원 내 운동환경 만족도는 평균 2.13점으로 비동의 응답자(M=2.49)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산책환경 만족도는 지불동의 여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지불동의 응답자의 만족도 평균
값은 2.99로 비동의 집단의 평균(M=3.30)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반려견 동반활동 환경에 대
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을 더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반려견 놀이터 조성기금 지불액수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반려견 산책빈도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8.379, p<0.005). 즉, 반려견 산책 및
운동을 자주 실천하는 반려인일수록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해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높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4.5%(R=0.245)이며, Durbin-Weston 통계량은 2.073으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Table 4. Differences in dog walking satisfaction between WTP
Satisfaction
Dog Facilities

Dog walking spaces

WTP

n

Mean

SD

Yes

159

2.13

1.07

No

90

2.49

1.30

Yes

159

2.99

1.23

No

90

3.30

1.20

df

t-value

p

247

-2.25

0.028*

247

-1.91

0.058

*

p < 0.05, WTP: willingness to pay

Table 5. Regression analysis for walking frequency to predict WTP

*

Variable

MeanB

S.E.

(Constant)

28,008

25,906

Walking frequency

8,591

2,968

p < 0.05, WTP: willingnes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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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0.25

t-value

Sig.

2.24

0.027*

2.90

0.004

송진경, 이정연, 이형숙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견 양육자의 반려견 산책 및 운동을 위한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반
려견 놀이터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과 운동 현황조사 결과, 하루에 1회 이상 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에 가까
웠으며 주 4회 이상을 하는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반려견 산책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반려견 산책시
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주로 동네주변, 보행접근이 가능한 공원이나 하천 산책로의 장소가 선호되었다. 최근
반려견 동반 산책 및 운동은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증가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 도시민들의 신
체활동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반려견 산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Carver et al., 2005; Brown and Rhodes, 2006). 본 조
사의 응답자들도 반려견과의 운동 및 산책을 통해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인 본인들의 신체활동과 건강 유지에도 도
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시 반려견과 반려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
여, 근린생활권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환경을 제공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반려견 산책을 위한 근린생활권의 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요인 중에
서는 산책로 주변의 가로수나 나무 그늘, 휴게시설, 조명시설에 관한 만족도가 ‘보통이다’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
준이었으며, 교통안전이나 녹지의 연결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산책로 주변의 흥미
로운 볼거리와 반려견 놀이터 항목은 반려견 산책 증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Cutt et al., 2008b)임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었다. 반려견 동반 산책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
제공을 위해, 비반려인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루트 설정 및 공간 분리, 교통안전 개선 등의 물리적 환경개
선 노력과 함께 쾌적한 경관 및 볼거리 제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반려인들의 시선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 타 반려인들의 매너 없는 행동 등은 반려견 산책의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는데, 효율적인 산책
로 계획 및 공간 분리, 반려견 산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제공 등을 통해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반려견 운동환경의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반려견들을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는 설문조사 당시 공식적으로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가 부재한 대구시 또는 경북지역의 거주
자가 응답자 대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수도권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
수의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권과 달리, 대구시의 경우 주민 반대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안
이 무산되거나 중단되는 등 반려견 놀이터 제공에 있어서도 수도권과의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Park,
2016).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금 지불의사에 있어서도 많은 응답자가 지불동의를 하였으며 그 금액도 평균
85,618원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타 연구결과 등과 비교하였을 때, 서울시 어린이공원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 30,953원(Kim, 2001), 서울시 옥상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10,075원(Lee et al.,
2010)에 비해 반려견 놀이터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놀이터 인식 연
구에서 비반려인은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기금 지불에 찬성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Lee, 2010). 산책빈도가 높을수록 또 반려견 산책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 점들이 홍보
되었을 때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과 선호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의 확산과 도시
반려동물 관리 차원에서, 지방 도시에서의 반려견 산책 환경개선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수준에 비해 국내 반려견들의 산책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
는 반려견 산책 현황과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근린생활권 반려견 산책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반려인들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요구와 금전적 지원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을

․

진행함에 따라, 모바일 설문 등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20-30대층, 그중에서도 여성 응답자, 대구 경북권 응답자에
편중되는 등 다양한 반려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역, 연령에 있
어서도 다양한 그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확대된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반려견 산책이 도시민들의 신체활동량
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린생활권에서의 반려견 산책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
경요인을 이해하고 반려견 산책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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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향후 쾌적하고 안전한 반려견 산책 환경 제공을 위한 근린생활권 공간계획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19, 7. 18, 제 72 59호 2019.7.18.,
일부개정, 제2조의 정의 9.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주 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12.31. 국토교통부령 제 933호, 2021. 12. 31., 일부개정.
<별표1> 9. 그 밖의 시설/ 다. 동물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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