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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창간사
학회장 조세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한 마디로 통섭과 융합 기술의 시대입니다. 산업사회의 학문과
기술분야의 아이콘이 분리와 단절을 통한 환원적 연구였다면, 오늘날은 분야 간 인터(inter)
와 멀티(multi)를 넘어 트랜스(trans)하여 하나의 통합된 질서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통섭과
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기술공학의

바이오텍(Biological

Technology)은

생명과

기술의

융합이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은 자연의 경관과 인간 문화인 도시의 융합입니다. 다시 BT와
LU가 융합하여 자연의 힘이 작동하는 생명경관도시, 즉 바이오텍경관도시(BTLU)가 됩니다. 융
합이 거듭하여 또 다른 융합을 이뤄냅니다. 4차산업혁명의 본질은 이처럼 학문과 학문, 학문과
기술, 기술과 기술 간의 끝없는 거듭된 융합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창조
그리고 혁신을 이뤄냅니다.
(사)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는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끝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전개될 미래 도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정
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섭과 융합학회입니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전통적으로 조
경(Landscape Architecture)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에의 자연 도입 기술을 넘어 다분야간
트랜스와 융합, 또 그로인해 생산되는 혁신적 생명기술을 활용해 엔트로피를 제고하는 인공의
‘디지털 인공도시’를 자연의 역동적 힘이 작용하는 마이너스 엔트로피 생산의 ‘아날로그 문화도
시’를 만들어보자는 것, 바로 본 학회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본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는 인간의 영원한 서식지인 도시를 주제로 조경학,
도시학, 건축학, 토목학 등 건설 관련 학문들과, 예술학, 문화학 등 인문 관련 학문, 신재생에너
지, 환경공학, 생물학, 생태학, 유전자공학 등 생물·환경 관련 학문, 정보공학, 나노공학, 재료공
학 등 디지털 관련 학문 등 다양한 학문들과 기술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트랜스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창발적 과정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고 ,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여를
소망하며,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가 크게 발전하길 소망합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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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그림 설명
∙ 작품명 :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project,
Manhattan, New York
∙ 작가명 : Bjarke Ingels Group(BIG)
∙ 작품설명 :
제1, 2차산업시대까지의 도시 자연은 화장술과 같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또 3차산업사회에서부터
는 도시에 자연의 힘이 문화로서 작동하는 랜드스케이
프 어바니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자연의 회복과 재
생이라는 전지구적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으며 도시와 자연은 자연의 시스
템처럼 상호 작동하는 생명경관의 어바니즘으로 진화
하고 있다.
표지 그림은 도시와 자연을 문화적으로 융합시키려는
제3차산업사회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보여주는
디자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탄력성 디자인(resilient design) 프로젝트의 하
나로서 도시적 스케일에서 뉴욕 맨하탄의 기후변화 적
응적 경관도시 전략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Bjarke Ingels Group(BIG)에 의해 ‘Big U’라고 이름 지
어진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 리더들이 진두지휘하였다.
The Dryline은 맨해튼 남측 해안가의 10마일(West
57th가부터 Battery Park를 지나 East 42nd가까지)을 따
라 도시 기반 시설과 자연을 융합하여 배치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수위 상승과
기상이변에 취약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인 것이다.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이변은 도시 탄력성 디자인
(resilient design)에 대해 AEC는 물론 연방정부에서도
주목받게 하였다. 2013년 6월, 미국 주택도시개발청과
록펠러

제단,

뉴욕대의

Institute

for

Public

Knowledge, Municipal Art Society, Regional Plan
Association,

Van

Alen

Institute는

Rebuild

by

Design(RBD)이라는 대회를 시작하였다. 이 대회는 조
경, 건축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사업체들, 비영
리 단체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의 힘을 모아 허리케인
샌디가 피해를 준 지역들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혁신
적인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그
프로젝트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학술팀장 강성우 sungwoo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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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생명경관도시
- 개념과 전개 그리고 전략 -

Bio-Landscape Urbanis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The Concepts, Developments and Strategies 김종호*ㆍ조세환**1)
Kim, Jong-ho*, Cho, Se-Hwa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howon5256@naver.com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교수, chosh3@hanyang.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visions of future urban, concepts, development process
and strategies on the upcoming new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a follows.
First, paradigm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was different from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the attitude toward the nature. From viewpoi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ature is one
to be recovered to be recovered and regenerated not to be developed and conquered to build a city. Seco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evolve to a degree that living bio-objects can be made with the convergence
of digital, physical, biological technology , bio-printing and the like. Until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ge,
cities with grey infrastructures that operated based on mechanical system were not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limate changes such as the discharges of greenhouse gas, effects of urban heats islands, guerilla
flood, scorching heats of summer, and so on. A matter of great concern was that a city was unable to circulate
and consume urban entropy as much as the nature does. Important problem was that systems of city,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were unable to be in harmony with natural force. Especially, components of a city like parks
and green tract of land were separated and isolated from the city and became fragmented. Fourth, landscape
urbanism evolving from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end of 20th century has attempted to encounter the
city in the concepts of operating landscape with the convergence of city and nature. However, there are the
limits of existing urban structure, artificial materials of infrastructure, regulation systems, absence of policies
and more over technologies. Fifth, based on above mentioned findings, the visions of a ci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can be the bio-landscape city that is defined as the one that makes the existing
digital city regenerated to digitally analogue city that natural forces can work with cities to produce the energy
and consume entropy. Finally, in conclusion, it is advisable to make a new approach to convergence of
landscape architecture, architecture, urban planning, design and all kinds of disciplines to realize the vis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to revise and implement regulation on new cities, to prepare the
new policy and above all academic and technical research on these trends.
키 워 드 : 제4차산업혁명,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진화, 생명경관, 아날로그 도시, 디지털 도시, 개념, 전개, 전략
Keywords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andscape Urbanism, Evolution, Bio-Landscape, Analog City, Digital
City, Concepts, Development Process, Strategies

Corresponding author: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1)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김종호

▪ 조세환
있을 따름이고 거기에 고귀한 인간이 있을 뿐이다.

Ⅰ. 서 론

어쩌면 인간에겐 ‘지루한 천국’이랄 수도 있겠지만,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raiser, 2012)는 그

그 지루함에는 고귀한 생명 유지의 비밀이 숨겨져

의 저서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에서

있다. 바로 자연(Nature)이다. 도시는 17세기 산업

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고, 도시는 인간의 미

화의 시작과 함께 자연의 결핍으로 고통 받았다. 각

래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종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2)은 물론이거니와 자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한다. 도시

연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통3)은 더 말할

는 인간의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

나위가 없다. 1953년 유전자를 최초로 발견한 제임

력이 발생하는 장소,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서로 부

스 왓슨(James Watson)과 프랜시스 크릭(Francis

대끼는 가운데 어느 한 수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Crick)(코스타, 2011)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을 필요

혁신적 기술과 창의가 발생하는 곳. 그것이 도시를

로 하는 다른 동물과 같이 유사한 유전자를 지니고

승리로 이끄는 존재라고 역설한다.

있으며, 유발 하라리(2016)는 인간인 사피엔스는 의

근대화와 함께 도시는 음식, 옷, 가구 그리고 빛

하면 침펜지, 보노보, 오랑우탄 등 유인원과 최대

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동시에 추위를 막아주는 유

98.6%의 동일한 DNA를 소유하고 있다. 여전히 자

리, 거리의 가로등을 밝히는 가스나 전기, 각종 교통

연은 인간의 생명줄이고, 인간 DNA의 1.4%에 해당

수단, 다양한 필수품과 사치품을 만드는 연장의 발

하는 도시문화는 자연이라는 그 생명줄에 뿌리를 박

명 등의 산업혁명(스마일즈, 2006)은 인간 생활의

고 있다.

편의와 질을 제고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큰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것도 가속적 변화를 넘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편의와 진보를 통해 행복한

어 파격적 변화4)로 다가오고 있다. 600~800만 년

존재의 터전이여야 하는 도시, 인류의 미래가 되어

의 유인원으로의 진화 역사에서 20만 년 전후의 시

야 하는 도시는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가 있는 ‘즐거

간에서 오늘날의 사피엔스로 진화했고, 1만 년 전후

운 지옥’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류의 발명품인 도시

의 농업혁명을 거쳐 18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가 ‘즐거운 천국’에 도달하기엔 무언가가 부족한 존

중반까지 불과 300여 년에 걸쳐 제1, 2차 산업혁명

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일어났다(하라리, 2016).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정원1)에는

도시는 없다.

30년 정도 후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016년

그냥 하늘에 나는 새, 물속의 물고기, 뭍의 동물이

부터 제4차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슈밥(2016), 하라

인류의 유토피아 에덴의

1)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의 동산은 ‘Garden of Eden’으로 에덴의 정원을 한국화 하는 과정에서 정원 대신 동산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된다. TUAN(1990)에 의하면 에덴의 정원은 고대의 에덴적 이상세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의미는 자연의 생태계로 이루어진 낙원을 의미한다.
2) 제1차산업역명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표된다. 석탄사용에서 오는 연기(smoke)와 런던
특유의 안개(smog)가 결합되어 스모그(smog)가 발생하고, 이런 스모그는 기관지염을 이루는 등 공중보건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쳤다.
3) 산업화에 따라 가내수공업 공장이 마을에 들어섬으로써 주변 농촌지역에서 마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마을
은 삭막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 온 사람 즉 도시-농촌인(urban-villiagian)은
자신들이 살던 풍부한 자연환경의 전원마을에 대한 향수병 등 정신 질환을 겪게 된다.
4) 레베카 코스터(2011)는 급격한 변화야 말로 동시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인간의 생
물학적 진화는 엄청나게 느리게 일어나는데 반면 인간의 문화적 진화는 급속하게 빠르게, 또 복잡하게 일어남으
로써 이들 변화 시간의 격차로 인해 현대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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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2016) 등에 의하면 제4차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대에도 도시는 여전히 2세기 전에 발생한 1, 2차 산

향후 죽지 않는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정도로 진화하

업혁명시대의 도시 자연 도입의 프레임과 규범을 벗

는 초혁신적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이것은 인류 문명

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 초유의 사회·문화적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4차산업혁명의

제1, 2차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인 자연 극복과 개

시대 도래에 따라 디지털기술, 물리학 기술, 생명공

발의 패러다임(토플러, 1992) 하에서 19세기 중반

학 기술 등의 발전과 상호 융합을 통해 도시를 자연

이래 20세기 후반까지는 도시공원이라는 형태의 자

의 힘 즉, 생명력이 작동하는 아날로그 경관의 시스

연 도입5)을 통해 자연 결핍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템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과 실현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즉, 도시는 도시화라는

성을 위한 전략을 탐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이름의 대량생산체제와 자연극복과 개발 시대의 패

되었다.

러다임(토플러, 1992)과 문화적 산물로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 물론, 20세기 후반부터 이안 맥하그(Ian
McHarg,1968), 마이클 휴(Michael Hugh, 1989),

Ⅱ. 생명시스템의 아날로그 자연과 무생
명의 디지털 도시

앤 스펀(Spirn, 1984) 등이 도시에서 점적인 공원의
도입이 아닌 면적인 맥락에서 도입되어야 하고 시각

1. 아날로그 자연의 생명 작동 시스템

적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힘과 상호 작동하는 도시
를 만들어야 할 것이 주장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

자연의 힘은 신비롭고 위대하다. 약 35억 년 전부

이르도록 자연은 여전히 자연 공간 자체에 머물고

터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기 시작한 모든 유기체의

있는 한계에 봉착해 왔다. 20세기 후반에 조경의 새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는 자연 자체에서부터 온

로운 진화로서 출현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찰스

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언제나 순환되고 재생되며

왈드하임, 2012)은 급변하는 시대의 도시는 여전히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자연은 생명 그 자체다. 모든

개발, 자연, 문화, 환경 등 맥락에서의 한계에 부딪

생명체는 서식지인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

쳐 있고, 특히, 자연은 여전히 국부적 장소에 국한되

직도 우리 인간의 DNA의 98.6%는 그 법칙에 따른

는 화장술적 풍경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의

다. 그러나 인간 DNA의 1.4%는 도시적 문화 서식

문제점6)을 지적하며 도시와 자연의 융합을 도시의

지를 갈망하는 놀라운 진보를 거쳤다(다이아몬드,

공간, 문화, 환경, 자연 등에 망라해서 총체적 시스

1998;하라리, 2016, 도정일·최재천, 2005)

템으로서의 경관으로 바라보자는 관점을 견지해 왔

아날로그 자연의 작동성은 단순한 풍경이 주는

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자연의 회복과 재생이라

시각적, 미학적 내용 그 이상의 과학7)이다. 태양에

는 지식창조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한 동시
5)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그 효시이고, 오늘날의 도시공원들이 그 대표적 사례다.
6) 도시에서 자연 결핍의 문제는 자연의 량과 자연의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한다. 양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도
시화된 개발 공간에서는 자연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의 확충 자체가 난재다. 서울의 경우, 도시의 자연은 대부분
기존의 야산, 하천 등 개발제한 구역에 머물고 있고, 도시화 구역 내의 자연은 도시공간의 5% 내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수순환, 온실가스, 열섬현상, 생물종다양성, 폭염, 게릴라홍수 등에 대처
할 수 있는 자연 고유의 에너지 생산적, 순환적 기능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도시의 미적, 장식적
효과를 위한 도구로 치장되고 있다.
7) 이른바 1953년의 티롤이 창시한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관생태학은 공간을 다
루는 지리학과 생물과 생물, 무생물과 생물 등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생태학과의 융합이다. 모든 경관은 이러한 관
계에서 존재한다고 봄으로서 자연경관을 작동하는 실체(Operating Entity)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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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 조세환

너지로부터 식물은 광합성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을

한다. 계속 소비만 하면 어떤 시점에서는 평형상태

생산한다. 물론 이 광합성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에 도달하게 된다. 이 평형 상태는 죽음을 의미한

은 대기(CO2)와 물(H2O)이 있다. 이 에너지를 기

다.(리프킨, 2000) 따라서 인간에겐 자연 없는 도시

반으로 식물은 토양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이 모

는 에덴의 동쪽(East of Eden), 곧 지옥이다. 자연의

든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통해 생명체들의 생태계를

에너지가 없는 도시는 인간에게 건강을 상하게 하고

형성하며 살아간다. 생태계의 유기물과 무기물은 순

정신적 피폐를 부르며, 마침내 경제적, 사회적 문화

환되고 재생되며 생명력을 항상(Homeostasis)적으로

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만다.

유지해 나간다. 자연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작동하는

자연은 인간에게 극복하고 개발하는 대상으로 다

실체다. 기계처럼 엔트로피를 증대시키거나 일방향

가왔다. 산업사회 근대화의 패러다임이었다. 제3차산

적 과정을 밟지 않는다.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 자연

업혁명에 이르기 까지-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앞으

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 되면 그 결과는 부(否)

로도 그러하겠지만- 도시는 과학기술 및 인문학적

의 영향으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무엇보다 생물체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화 패러다임의 산물이다.

인 인간의 생물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연을 동질의 생명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파괴의 대

자연의 작동이 주는 시혜성은 인간 생존의 근본

상으로 보았다. 없어서는 안 될, 나와 함께하는 따뜻

그 자체이다. 그리고 자연은 1.3%의 문화적 존재인

한 온정의 당신이 아니라(I-Thou의 관계), 내가 정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준다. 인간에게 주는 자연

없이 다루는 제3자의 차가운 그 무엇(I-It의 관계)으

성(Naturalness)은 각종 문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정신

로 간주했다(Laurie, 1972). 인간의 문명은 도시라는

적 치유를 주고(Naturopathy), 아름다움과 조화 그

이름으로 진화되고 진보되었지만 반대로 자연은 생

리고 철학적 영감을 주는 실체(Naturism)이며, 생물

명력을 잃고 도시에서 사라져 갔다. 도시와 자연은

적 상호 의존성(Naturalization)에 의해 자연으로부

상호가

터 다양한 물리적 혜택을 받는다.(Hester, 2006) 더

(Hough, 1984), 결과는 도시와 자연의 이별이고 인

구나 자연은 자연을 구성하는 생물과 무생물간의 유

간의 삶을 위협하는 생물적 자연성과 문화적 풍요성

기적 에너지 및 물질적 순환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을 상실케 하는 예술적 자원의 상실이다.

적대시되는

이항의

개념으로

다가왔고

생산과 (엔트로피)소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자연의
항등성을 유지한다(리프킨, 2000). 아날로그 자연은

Ⅲ. 산업사회의 도시화와 자연의 도입 :

모든 것이 연속적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성의

역사적 과정과 자연 도입의 한계

과학과 프랙탈 시스템을 따르며 항상 변화하고 진화
하는 실체이다. 자연의 작동성은 그 시각적 특유성
과 함께 인간의 삶에 미치는 시혜 요소이다.

산업사회 도시 자연 도입의 출발과 과정은 그 시
대 문명의 패러다임에서 출발한다. 17세기를 기점으
로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 과학과 기술은 농업사회로

2. 디지털 도시의 아날로그 자연과의 맥락성

부터 산업사회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다이아
몬드, 1998) 증기기관의 발명과 같은 제1차산업혁명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자연은 생명력의 강인함에

은 전원의 농촌마을을 도시라는 새로운 문명으로 변

서부터 풍경의 미학적 무대로 다가왔다.(페이건,

모시켰다. 전원도시에 들어서는 공장과 그로인해 도

2012) 도시는 태생에서 자연을 먹이로 삼는 자연의

시로 몰려드는 농촌도시인(Urban Villagian)으로 말

천적이다. 석탄, 전기 등 도시의 에너지는 모두 자연

미암아 도시는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의 장소로 변해

을 먹이로 만들어진다. 도시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

갔다.(Lauri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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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의 산업사회 도시를 움직이는 에너지

는 도시에 자연을 인위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신화적

는 석탄이었다. 화석연료로 작동하는 도시는 스모그

사건이 된다. 조경학 출현의 효시 격이다. 그리고 도

등의 출현, 주택 및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시의 자연은 오픈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현상을 초래하였다. 부족한 공장과 기반시설을 확충

휴양과 레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기능의 공원 시스

하기 위해 도시는 끝없이 외곽으로, 외곽으로 확산

템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되어 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산업사회의

그러나 이내 자연은 도시의 장식물로 전향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한다. 이 패러다임은 첫째,

말았다. 1893년의 시카고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개된

자연은 인간의 도시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극복되고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ication Movement)에서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이 모든 것은 농업문명

터 자연은 도시의 배경이고 풍경이고 그림으로 전락

을 거치며 인류 진화의 새로운 극성상의 문명

하고 만다.

(Clmax Civilization)이라는 점 셋째, 이와 같은 관

전기의 발명으로 시작된 제2차산업혁명은 도시화

점에서 근대화는 인류의 생활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대량생산의 기계화

수단이라는 진보적 태도로 점철된다.(토플러, 1992)

시스템은 도시화의 속도 증대는 물론 물류 수송, 댐,

이러한 패러다임은 도시에서의 자연은 제거되고,

항만, 공항, 주거단지 등 새로운 회색 인프라 구축을

소외되며 사라지게 만들었다. 도시는 자연없는 인공

확대해 나갔다. 도시를 넘어 자연은 극도의 새로운

문화으로 탈바꿈되었다. 에덴이 사라지고 지옥이 출

극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 과정에서 분

현한 형국이다. 제1차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치며 도

리되고 단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시대의 디지털

시민의 삶은 생활이 편리해지는 만큼의 환경적 피폐

도시를 아날로그 도시로 전환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

는 심각하게 다가왔다. 도시민은 스모그 현상과 열

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압축도

악한 도시환경으로 기관지염을 비롯한 각종 육제적

시(Compact City),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 뉴

질병에 시달렸다. 더하여 농촌의 고향을 떠나온 도

어바니즘(New Urbanism) 등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시농촌인들에겐 전원적 고향에 대한 향수로 정신적

지속되었다. 자연은 도시의 점(Spot) 또는 부분의 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앓았다. 노동

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자연은 그 위대한 아날로

력은 저하되고 제품의 생산성은 떨어졌다

그적 작동의 법칙이 아니라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장

19세기 들어 산업사회 근로자들의 육제적, 정신적

식되고 화장으로 치부되는 미학적 대상으로 전락되

고통을 치유하고 노동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고 말았다. 마이클 로리(Laurie, 1972)가 주장하였듯

들에게 도시의 녹색 진통제로서 자연의 장소를 제공

이 자연은 항상 도시의 그것(it)으로서 도시의 대척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853년의 영국의 하이드파

점에 서 있었게 되었다.

크, 리젠트파크가 그 효시이다. 이것은 왕실에 부속

20세기 중반인 1950년대부터 제3차산업혁명의 시

된 수렵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서 만들어 질 수

대가

전개되면서

있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에 자연을 공급하기 위한

Architecture)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최초의 인위적 시도는 뉴욕에서 일어났다. 1853년에

Urbanism)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진화한다(배정한,

100만 평에 이르는 대형공원의 토지 구입 운동이

2004). 도시에서의 자연을 풍경을 넘어 작동의 개념

펼쳐지기 시작하고 1858년에 공원계획에 대한 현상

으로 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다.

공모를 거쳐 옴스테드에 의해 그린스워드 플랜

이 패러다임은 자연의 회복과 재생이라는 21세기에

(Greensward Plan)이라는 마스터플랜이 세워졌다.

새롭게 출현하는 패러다임과 부합되는 되는 것이었

1878년에 완공된 100만 평 규모의 뉴욕 센트럴파크

다. 이것은 신도시 등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도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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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 조세환

간의 쇠퇴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도시의 빈공간, 버
려진 공간, 노후화된 인프라 등과 같은 2차산업사회

Ⅳ. 제4차산업혁명의 시작과 생명경관도

의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회색의 인프라를 아날로그

시 : 디지털 도시의 아날로그적 도시

적 생명 문화경관의 도시 인프라로 전환하고자 하

로의 진화 전략

는 철학이고, 실천적 수단으로 탄생하였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출현에 앞서 자연력이

1. 제4차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성

결핍된 2차산업사회 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학
자들이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마이클 휴
(Hough, 1989)는 그의 저서 '도시 형태와 자연의
과정('City Forms and Natural Process)에서 왜 자
연을 도시의 배경 또는 풍경으로서 바라봐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시에서 자연을 풍경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작동적 과정과 힘으로 볼 것을 주
장하였다. 또한 앤 스펀(Spirn, 1984)은 그녀의 저서
'화강석 정원(Granite Garden)'에서 도시에서 물, 식
물, 바람, 대기, 토양 등 자연력이 작동하는 현상을
제시하며 왜 도시에 작동하는 자연력은 자연에서 작
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하는가에 통찰적 질문을
하였다.

의 문화적 작동 방식과 자연의 생명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융합을 이루어 자연의 회복과 재생이라는 21
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새로운 차원의 생
명경관도시로 진화해 갈 수 있는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슈밥(2016)에

의하면

제1차

산업혁명은

1760~1840년에 걸쳐 발생하여 철도 건설과 증기기
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최초로 기계에 의한 생산 기
간이었고, 제2차 산업혁명은 1840년대 이후 1950년
대까지 전기와 생산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
능하게 한 시기를 말한다. 제3차 산업혁명은 1950년
대~2010년대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에는 반도체와

한편 디지털 도시에 작동하는 아날로그 자연의
힘이 작동하는 현상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바라본
또 한 사람의 조경가는 이안 맥하그(Ian McHarg)였
다, 그는 도시에서의 주거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자
연력이 작동하는 지역을 찾고(Land Suitability) 거
기에 도시나 주거단지를 건설하도록 하자는 것이었
다.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출현 이전의
이러한 연구와 실천은 자연력의 작동을 도시에 작동
하도록 하자는 기본원칙에는 부합되지만, 항상 도시
속에서의 자연지역에 국한된 자연력의 회복, 예컨대
도시 속의 하천, 호수, 습지, 녹지, 야생지역 등의
회복에 국한된 것이었다. 여전히 도시는 도시고 자
연은 자연이라는 이항론적 접근에 머물고 있었다.
도시와 자연에 각각 작용하는 자연의 힘 즉, 생명력
은 그 대상에 따라 상호 다르게 작용하는 한계를 극
복하지 못했다.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파격적 기술 진화는 도시

메인프레인 컴퓨팅 PC,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를 말
한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19세기 중반,
도시에 최초로 자연을 도입한 도시공원의 출현과 조
경학(Landscape Architecture)의 태동은 제1차산업
혁명시대가 배경이 되고 제2차산업혁명시대에 태동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조경학은 제1, 2
차산업혁명시대의 산물이다.
다보스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2016)은 제4
차산업혁명의 시대는 2010년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등이 고도로
발달하고 동시에 이들 분야 간 융합을 통해 파격적
기술발전을 보이는 시대로 정의한다. 제4차산업혁명
은 디지털(기술)혁명1)을 기반으로 하며 유비쿼터스
모바일, 모바일 인터넷, 센서, 인공지능(AI), 기계학
습(machine learning)에 의한 인공지능(AI) 등 기술

1)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의 통합되고 진화한 기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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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압도하는 시대다.

축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도시와 자연이 이분법으

스마트공장의 도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상 시

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자연이 하나의 원

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유연하게 협력하게 만들 수

리로 작동되는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대 차원에

있는 세계를 만들며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

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시키는 통섭1)의 원리

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나노

와 같다.(윌슨, 2005).

기술, 재생가능에너지,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로스, 2015)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존의 회색 건축물이나

이 모

인프라는 나노공학, 합성생물학, 4D형 바이오 프린

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팅 기술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아날로그적 디지털 자

상호 교류하는 4차산업혁명은 어디로, 어떻게 진화

연물로 재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기계적

할지에 대한 예측을 불허하는 산업혁명으로서 근본

회색의 인프라 도시에서 유기체적 생명도시로 진화

적으로 제3차혁명과는 괘를 달리한다.

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제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과는 기술의 파급 범위,

동시대 자연 회복과 재생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상호

규모, 속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또 수많은 분야와 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는 이러한 현상 출현의

견이 끊임없이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습성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진화적 전략 구

을 이룬다. 디지털 제조와 생물학 분야의 합작이 일

축이 요망된다.

어나고,

‘재료공학’,

‘나노공학’, ‘합성생물학’을 접

생명경관도시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제2차

목해 미생물과 인간의 신체, 소비제와 거주 건물까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화의 특징 즉, 첫째, 자연과 공

지 포괄하는 시스템을 개척하고 있다. 이것은 연속

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토지의 용도와 기능에 따

적으로 변화하고 적응,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동식

른 분리와 단절의 도시공간구조, 둘째, 또 각종 에너

물 세계의 특징인 유기체를 사물을 만들고 있음을

지를 소모하고 엔트로피를 증대시키는 도시구조, 시

의미한다. 다차원의 디지털 융합 기술을 통해 아날

스템과 요소, 셋째, 자연을 화장적 풍경으로 바라보

로그적 디지털 자연(사물)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

는 미학적 철학 등에 종지부를 찍고 디지털 기술 기

이다.

반의 아날로그 자연력이 작동하는 ‘생명경관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진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4차산업혁명시대 생명경관도시로의 진
화 전략

생명경관도시로의 진화를 위한 첫 단계는 제3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Landscape Urbanism)의 완성이다. 이것은 첫째, 단
생명경관도시는 엔트로피를 생산하는 도시적 기

절된 디지털 도시체계에서 정보, 돈, 사람, 에너지,

계체계를 엔트로피를 소비하는 유기체적 도시로 재

유기체 등이 자연의 물질 및 에너지대사처럼 자연스

생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도시가 아날로그 자연이

럽게 흐르게(Flow)함으로써 연결의 아날로그 도시체

주는 혜택 즉, 에너지 생산과 물질의 순환 등 체계

계로 전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되는 상태의 도시

표면적 층위(Surface)를 형성을 통해 수직 및 수평적

를 말한다. 도시와 자연이 상호 별개로 작동되는 것

으로 상호 연결되고 유동적으로 작동케 함으로써 자

이 아니고 도시가 곧 자연으로 작동되는 시스템 구

연 및 문화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

1) 통섭(Consilience)의 저자 에드워드 윌슨에 의하면 이것은 르네상스시대 철학자들이 제시한 최고의 학문적 가
치이며 오늘날에도 환원이 아니라 통섭으로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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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의 자연을 넘어 자

능을 상실한 도로 일부 등)은 사물인터넷(IoT) 등의

연의 생명력이 작동하는 인프라로 회복 및 재생시킴

기술과 함께 새로운 자연력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

으로써 회색의 도시 인프라가 생물과 문화가 융합되

조와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는 새로운 문화생태계(Curtural Ecosystem)를 창출

다른 혁신적 기술과 네트워크화 되고 융합됨으로써

할 수 있는 유동적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다.

물, 기후, 에너지, 식물과 생물체 등 자연의 힘이 작

제3차산업혁명 시대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21세기 지식창조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연의

동하는 혁신적 생명경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
화되어 나갈 것이다.

회복과 재생에 맞물려 지구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명

이와 같은 생명경관도시로의 혁신적 여정의 출발

제로 도시 수순환 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물종

은 수많은 관련 학문과 기술간의 인터(inter-), 멀티

다양성 증가, 온실가스 배출 및 도시 열섬현상의 완

(multi-)를 넘어 트랜스(trans-) 기반을 마련함으로

화 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제

서 '복잡함은 스스로 조직화되어 자연스럽게 발생하

1차산업혁명 시대의 도시의 배경으로서 그림 같은

고

자연, 도시 공간의 극히 일부로서 도입되는 시설로

Kauffman)의

서의 공원 등의 분리되고 단절되어 파편화된 자연을

(Kaufman, 1993)’에 의거하여 새로운 혁신의 자연력

넘어 연결되고 작동되는 패치화된 자연으로 도시 시

이 작동하는 생명경관의 도시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

스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다.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수많은 사회적

살아

움직인다'는

스튜어트

‘자기조직화와

카우프만(Stuart

복잡성의

법칙1)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완성으로 대변되는 제3

변혁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천국의 도

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

시’(Edenic City)로 조직화 하고 진화해 나갈 것이다.

시는 도시의 각종 인프라 자체가 스스로 숨쉬고, 에
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초혁신적 생물합성재료의

Ⅴ. 결론

생산으로 도시가 자연력이 살아 숨쉬는 총체적 생명
문화경관의 도시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이미 나노생명공학, 유전공학, 합성재료학,
바이오 프린팅(Bio-Printing) 등의 디지털 기술의 융
합으로 소재 스스로 시간의 경관와 주변 환경에 적
응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일부 완성한데서 그 가능

21세기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18세기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도시화의 결과에 대
한 새로운 비판적 시각이 전개되고 있었다. 자연의
개발과 극복이 아니라 자연을 회복하고 재생해야 하
고, 도시의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재생이라는 새로
운 패러다임은 도시문제 접근의 새로운 프레임이었

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경제체제에서는 ‘플렛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자율주행자동자, 스마트 기기
등의 생산은 도시의 도로구조, 도시환경 등 도시의
공간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도로 구조의 변화로 도
시공간에 새로운 자연체계 도입의 기회가 될 것이
다. 또한 도시의 각종 도시시설물들(중앙분리대, 기

다. 이 프레임 속에서 도시는 지구사회의 거대 담론
으로서 지구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 감소, 온실가스
배출과 도시열섬 현상, 자연 에너지의 낭비 게릴라
홍수와 폭염 등 도시재생 등의 전 지구적 문제에 대
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자연은 도시의 화장적 요소이거나 도

1) 복잡성 체계와 자기조직화 이론은 다윈이 자연선택에 의해 생물이 진화해 간다는 주장에 대해 대척점에 있는
이론으로서 유전자와 같은 복잡한 체계에서는 스스로 변이하고 변화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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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을 통한
문화에코톤적 도시 활성화 전략
Cultural Ecotone Conceptual Urban Revitalization Strategies
Through the Introducing the Park-Based Multi-Used District around
the Urban Peripherals of Yong-San National Park
이정언*
Lee, Jeung-eun*

Abstract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loony2000@empas.com

The research was aim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model of the Park-Based Mixed-Use Districts
(PBMUD) driven from the concepts of ecotone from the ecological theory adapted to the surrounding
urban artificial environment. The case study of the research was of YoungSan National Park that is the
one of the first urban large parks in Korea. In this study the PBMUD is defined a type of urban
zoning district in which park is the basic and main land use in quantity and quality, and is mixed with
the varies subjected and small types of urban land uses of residents, business, culture, education etc.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first, PBMUD was preferred by everyone whether
professionals or not. The second, the park ratios in the PBMUD were almost 60~70%. The third, the
most preferred uses of PBMUD were the mixes of park, residence, culture and commerce. The fourth, It
was recommended to give the cubic volumes up and tax incentives for handing the private lands over
publics for parks uses. At last, It were concluded that there would be needed, for operating the
PBMUD model, the revision of zoning regulations in the laws for the planning and uses of
national land, architectural law as well as criteria and indicators of subdivision planning, the
planning techniques for allocation of mixed-use on PBMUD and design skill to mix building
with park and so on.
키 워 드 : 용산공원, 주변부 관리, 문화 에코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시대형공원, 도시재생, 복합용도지역
Keywords : Yong-san national park, Urban peripherals management, Cultural ecotone, Landscape urbanism,
Urban large park, Urban regeneration, Multi-used district

Ⅰ. 서 론

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진
화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 전략 및 실천 패

20세기 산업화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1)로 진화함

러다임으로 20세기 말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랜드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4항 :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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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언

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이 대두되었

모형(PBMD)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첫째,

다. 본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론을 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및 푸른도시국 공무원과 서

대형공원 주변부 도시관리지역에 적용하여, 대형공

울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계획관련 연구원, 엔지니어

원 주변부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대형공원의 주변부

링 회사의 도시계획부 및 조경부 직원 등 총 50명을

로의 확산을 모색함과 함께 새로운 도시공원 및 녹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선호도, 공

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대형공원 주변부 지역의 도

원복합유형, 유형별 공간 크기 및 비율 등에 대한

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전략 및 계획의 틀을 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둘째, 전문가 중심으로 분석된 모형내용의 현실적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도시공간에서 대

타당성 여부를 검중하기 위해 용산구에 위치하는 용

형공원의 주변부 도시관리지역을 공원을 주 용도

산공원 주변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로 하고 다른 도시적 용도를 부 용도로 하는 새로운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고찰하였다. 설문조사는 사

개념의 복합개발인 ‘공원복합용도지구(Park Based

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통해 용산공원 4방 주변부

Multi-Use Development Zone : PBMDZ)’ 도입을

800m 내의 거리상에서 랜덤샘플링 조사방법을 통해

위한 모형을 제시하여 도시대형공원의 주변부에 공원

수행하였다.

과 녹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형공
원 주변부의 도시와 자연이 융합하여 경제, 사회, 문

Ⅲ.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

화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

1.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설정

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조성계획 중인 용산 국
가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1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본 연구에서 설정되는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

19세기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모순2)을 극복하고, 21

은 경관생태학의 패치, 생태학에서의 에코톤 등을

세기 도시대형공원의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매김 할

근거로 핵심지역,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원용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설정된 모형

있다고 할 수 있다.

은 도시 대형공원의 중심부는 대규모의 자연 패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개념을

치지역(Natural Patch Zone) 개념, 공원의 경계를

Ⅱ. 연구의 방법

중심으로 한 내부의 일정 외곽지역은 전이지역
(Transitional Zone)개념, 대형공원의 주변부 도시지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계획 및 공원과 관련 되는

역은 본 연구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개념을 갖는

이론을 고찰하되 융합 이론적 관점에서 경관생태학,

자연과 도시가 융합하는 문화 에코톤지역(공원복합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시경계이론, 복합용도개발

용도지구 : Cultural Ecotone Zone), 그 외곽은 도

등 다분야 이론 및 관련 법규 고찰, 해외사례 분석

시 패치지역(Urban Patch Zone)으로 모형을 설정하

등을 통해 도시대형공원 주변부 관리에 적용할 ‘문

였다.

화와 생명이 공존하고 번성하는 ‘문화에코톤 기반의
복합용도개발 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을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에서는 공원복합용도지구
2)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현대 도시화된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의 녹색섬으로서 주변부와 분리·단절됨으로써 도시와 물
리적, 문화적으로 소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원의 주변 도시부로의 확산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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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83명(72%), 조경전문가
가 33명(28%)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녀 성별은 남
자가 84명(72.4%), 여자가 32명(27.6%)로 남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7.4%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가 32.8%로 분포
하여 전체의 80%를 30~40대가 차지하였다. 전문분
야 종사 연수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이 40명(34.5%),
5~10년이 36명(31%), 11~20년이 30명(25.9%), 21
년 이상이 10명(8.6%)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분
Fig1. Park Based Multi-Use Development Zone

포를 볼 때 5년 이상의 중견 근무자가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어 본 응답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는 신뢰

2. 모형의 구성요소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요소
로 자연 패치지역의 크기는 대형공원의 규모로,
대형공원 주변부 경계지역의 전이지역은 경계로부터
공원 안쪽으로의 100m까지의 공간, 문화 에코톤지
역은 공원 경계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약 1km3)까지
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설문 요
소로는 생태학적 서식범위는 공원경계로부터의 공간
적 범위, 주변부 서식환경은 도시환경, 문화에코톤
지역의 군집 유형은 토지이용의 유형으로 하고 그
규모는 앞서 얘기한 800m로 선정하였다, 문화에코
톤 지역의 군집별 서식지 규모는 공원복합용도 유형
별 공간 크기 비율4)로 산정하였다.

Ⅳ. 문화에코톤지역 개념을 적용한 공원
복합용도지역에 대한 인식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문
가들의 직업별로 응답자의 116명 중 공무원 58명,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1.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an
Gender
woman
less than
5 years
5 to 10
Professional
years
11 to 20
field years
years
more than
21 years
urban
planning
Specialty
landscape
architecture
civil servant
Job
office worker
researchers
20s
30s
Age
40s
50s
60s
Total

Number
84

Per.(%)
27.6
72.4

40

34.5

36

31.0

30

25.9

10

8.6

83

71.6

33

28.4

58

56.9
25.0
18.1
6.0
47.4
32.8
12.1
1.7
100

32

29
29
7
55
39
14
2
116

2.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선호도 분석
문화에코톤 개념을 개념을 도입한 공원복합용도
지구 도입에 대한 전문가 설문은 전문가와 용산공원

회사원 29명, 연구원 29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
3) 물리적 접근성의 조건으로 도보로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한계 거리가 800m이나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지역공원의 접근성은 1km로 규정하고 있다.
4) 공원, 주거, 상업, 문화, 업무, 연구 등의 용도 유형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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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언

주변부 주민들 등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분

개발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공원과 주거, 문화 용

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전문가 설문 결과 도시계획

도와의 복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와 조경분야 모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

용산공원 주변부 주민들의 복합 유형간 공간 크기의

에 대해 79.3%의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선호 요인

비율에 대한 선호도는 공원용도 대 다른 도시적 용

으로는 주변부 도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도시공

도와의 공간 크기 비율이 60% : 40%에 대해 80%

원의 확보, 용산공원으로의 접근성 증대, 도시홍수예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

방과 같은 환경증진 효과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

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사유는 현행 법

비전문가들의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에 대한 선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호도는 79.3%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도입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지

의 타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 선

구제, 건축법과 같은 현행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호도는 5점 척도 중 4.1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

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

공원복합용도 유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은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도

문화, 주거, 상업, 업무, 연구(교육) 등의 모든 용도가

입에 선호 이유로는 ‘공원 및 접근성 확보’, ‘여가

공원과 복합화 되는 것에 대하여 ‘선호5)’ 이상의 선

및 웰빙증진 공간의 확보‘, ’도시경관의 향상‘, ’대형

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 주거,

공원 주변부 활성화 및 발전‘, ’재해 예방 및 환경적

상업은 공원과 복합화 될 수 있는 최적의 용도인 것

효과 증대‘ 등이 있었다.

으로 응답하였다.

공원복합 유형에 대해서는 공원과 연구, 공원과

용도별 복합 비율은 공원용도와 도시적 용도와의

상업 등의 2개 용도의 복합 유형만이 보통 정도 수

복합이 1:1로 되는 경우 공원과 도시적 용도의 복합

준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원과 주거, 공원

비율이 60% : 40%가 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누

과 문화, 공원과 업무 등 모든 도시적 용도간의 복

적 평균이 80%이상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

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원용도와 2개 이상의 다른 도시적 용도의 복합

특히, 공원과 문화용도는 용도의 종류와 수에 따

유형 또한 60% : 40%가 되는 경우 80%에 가까운

른 용도복합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원을 중심으로 하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공

는 어떤 다양한 유형의 용도복합에 있어서도 4.00

원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지구 면적의 약 60%에 해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어 문화는 공원과

당하는 면적을 공원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

가장 잘 융합되는 핵심 용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것은 용산공원이 자연생태의 중심에 서면서도 문

둘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용산공원 주
변부 주민의 선호도는 92.4%로 전문가들의 선호다도

화와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산공원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도입에서 공원과 도시적 용

주변부 주민들이 전문가들보다도 공원복합형 개발에

도 복합의 유형수가 많아질수록 공원복합유형에 대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응답7)을 보이고

특히, 용산공원 주변부 주민들의 공원복합용도

있어 도시적 용도복합의 유형의 수 적용에 있어서는

5) 리커트 척도 5점 중 4점 이상에 해당됨.
6) 주병철(2010)의 연구에서는 입체도시공원에 의해 공원면적이 부지면적 대비 60%가량 확보될 수 있음을 동서
울터미널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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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주의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함을 의미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도입 시에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는 대체로 주거, 상업,

는 사유지를 공원 용도의 부지로 공여해야 하기 때

업무, 문화, 연구 등의 순서로 복합될 때, 공원의 비

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개발 밀도, 높이 제한

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건폐율 규제, 공

원 조성 수준 등에 대한 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3. 용산공원 주변부 관리 구역의 공간적 범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상의 물리
적 규제와 관련된 것 외에도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분석

같은 비물리적, 사회·경제적 인센티브제 도입 및 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

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을 용산공원 주변부에 사례 적용하여 연구한 결
과, 현재 수립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Ⅴ. 결 론

(2010)상 주변지역 관리계획은 관리구역과 관리
계획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주변 도시지역과
공원의 소통성, 용산공원의 주변부 도시지역으로
의 확산성, 공원주변부 도시지역의 활성화 등 관
점에서 전략 및 계획 차원의 접근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범위는 공원 경계로
부터

방법을 통해 도보권 거리인 1㎞까지를 지

구의 함축적 공간 범위로 설정하되, 주변 토지이
용, 교통, 계획지구지정, 용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변수에 따라 내포와 제척의 방법을 통해
범위를 설정8)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의 한계점
용산공원 주변부에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에 비
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주된 이유로서는 첫째, 국토
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기존의 각
종 도시개발 관련 제도로 말미암아 당장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 공원복합용도지구의 신규 도입이 필
요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제도와 건축법 등 도
시개발 관련 제도에 대한 혁신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본 연구는 자연생태계에서 군집의 수나 개체의
수준 등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지역이 군집과 군집이
교차하는 에코톤(Ecotone)지역임에 착안하여 용산국
가공원 주변 도시부에 도시와 자연의 융합 즉, 도시
와 공원의 융합을 의미하는 문화 에코톤(Cultural
Ecotone)개념을 도입하여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
로운 지역지구제 도입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은
용산공원 주변부 도시로 공원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시에 주변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원복합용도지구
의 공원과 도시적 용도 공간의 비율은 최소 6:4의
비율 이상으로 공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복합용도의 유형은 한 특정 공간에서
공원 대 주거, 상업, 문화, 업무 등의 용도와 1개 혹
은 2개 비율로 구성되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공원 주변부 도시지역에 공원복합용도지구
(PBMD)를 도입할 경우의 효과로는 ‘공원 및 접근
성 확보’, ‘여가 및 웰빙증진 공간의 확보‘, ’도시경
관의 향상‘, ’대형공원 주변부 활성화 및 발전‘, ’재

7) 특히, 4개 이상의 용도를 복합화 할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8) 공원복합용도지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검증은 건축가, 도시설계가, 조경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샤렛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음.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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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17

이정언

해 예방 및 환경적 효과 증대‘ 등의 효과를 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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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잡목림의 경관 이미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Scenic Image of the Copse in the City Park
- Focusing on the Case of Japan 이혁재 ‧ 홍광표**
Lee, Hyukjae ‧ Hong, Kwang-Pyo
*

* 태양환경개발(주), hj7172@hotmail.com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hkp@dongguk.ac.k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a desirable scene involving a copse and suggest a target image to
manage work from a scenic perspective. Scenic evaluation using the SD method with each pair of
adjectives was conducted.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result so that the scenic
structure of the copse could get a clear definition. In additi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hotographs were analyzed by using Adobe Photoshop,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found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 desirable scenic image of the
copse became clear through this process, and various options of scenic images could be suggested.
Taking the aspects of urban culture into consideration, park improvement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by making residents involved, which will lead to further development of park planning and
maintenance theories and projects while giving due consideration to opinions from residents.
키 워 드 : 도시공원, 잡목림, 경관구성요소, 경관평가, 유지관리
Keywords : City Park, Copse, Landscape component, Scenic Evaluation, Maintenance

Ⅰ. 서 론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원 내 식재의
관리는 공원의 상주인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재관리는 초화류
의 관리가 대부분이고, 교목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

도시공원과 도시근교의 자연공원에는 다양한 종

지고 있지 않다. 또한, 교목의 관리 활동이라고 하더

류의 수종이 식재된 잡목림이 존재한다. 이러한 잡

라도,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낙엽처리 등으로

목림은 도시시민에게 휴양, 레크레이션, 체험, 교육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관리

* 본 논문은 2006년도 재단법인 공원관리재단(일본)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Sun Environment & Development Co.,Ltd, E-mail: hj7172@hotmail.com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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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사회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논문으로

적 분위기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생겨나

는 대체적으로 GIS를 활용한 관리 방법에 관한 논

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공원의

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관생태학적 관리 방법

주요한 요소이기도 한 잡목림의 관리는 중요한 과제

이나, 공원전체의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

의 하나이기도 하다. 단순한 관리가 아닌, 다양한 목

분으로, 시각적 경관상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시

적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공원의 이용형태

민에 의한 관리를 염두에 둔 논문도 찾아보기 쉽지

가 개발될 수 있으며, 다양한 관리 주체가 생김으로

않다. Ishiura는 시민단체의 의한 사토야마의 보전활

써 지역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동의 운영형태 및 발전프로세스(Ishiura, 2005)에 대

공원의 관리는 새로운 공원이용의 형태로 인식되어

하여 논하였으나 구체적인 경관상을 제시하지는 못

지고, 자연체험이 가능한 시민참가에 의한 잡목림의

하였다. 또한, 삼림경관에 있어서의 지역색의 평가구

관리작업은, 새로운 숲 문화 창출이라는 역할도 수

조(Oku, 2005)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가지는 경관에

행하고 있다(Ishiura, 2005).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관리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

최근에는 공원의 조성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과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조성되는

것도

다. 또한, 일본의 환경성(2002)이 발표한 일본의 사

있으나

토치, 사토야마의 조사분석에 관한 보고서에도 경관

(Takayama, 2007)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고, 관리

을 고려한 관리방법에 대한 고찰은 없는 상황으로,

작업만이 시민들에 참여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공원내 잡목림의 경관평가 구조를 파악하고, 그 평

많다. 하지만, 관리 작업의 주체가 되어버린 시민들

가에 맞는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데 본 논문의 의의

은 명확한 목표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내의 잡목림을 대상으로 경관

Ⅱ. 연구의 방법

평가를 실시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관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경관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

1. 조사대상지의 선정과 경관사진의 파악

한 작업이 필요한지를 고찰하여 시민참가에 의한 관
리작업의 목표상을 경관적인 측면에서부터 제안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경관 평가 대상으로 사용하는 대상지
의 사진은 국영공원(Government Park), 국립공원
(National Park), 도시공원(City Park)에서 300장이

2. 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상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시에는 가능한 사람의
접근이 편리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관을

본 연구는, 관리 목표의 경관상을 파악하는 것이

찍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관리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비교적 수령이 높은 일

목표인 경관상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본의 공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촬영하였다. 그 중에서 휘도,

본의 시민의식의 차이, 거주 지역의 특색, 공원까지의

채도, 명도를 고려하여 12개의 사진을 선택하였다.

거리 등을 고려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나

특히, 시민참가에 의한 관리작업이 실시되는 국영공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로 일본의 도시공원, 자연공원

원(쇼와기념공원)에서 4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등의 관리 주체나 관리 방법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다른 4곳(후지산국립공원, 메이세이대학, 토부동물공

않으며 일본의 기후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 우에노공원)에서 2장씩의 사진을 선택하였다.

수종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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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12 target sites, Evaluation score by pre-experiment (Standard deviation)

파악하기 위하여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 보다는 녹

층구조의 휘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지 및 경관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Adobe photoshop의 휘도는, 인간의 눈이 그렇게

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

느낀다는 것을 경험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경

였다. 참가자는 18명으로(대학생 12명, 대학원생4명,

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본 연구의 항목으로 적절하다

교수2명) 이다.

고 판단하였다. Adobe Photoshop에서 사용되는 휘

예비평가실험의 순서는 우선, 12장의 사진을 참가

도는 다음과 같이 RGB치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되는

자에게 제공하고 비교하도록 하였다. 비교 후, 경관

것으로, 광학에서 사용되는 휘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적으로 좋다고 판단되는 순으로 5개의 그룹으로 분

Luminance =
(0.298912*r+0.586611*g+0.114478*b)
사진상에 나타나는 계층구조는 식재계층을 염두
에 두고 구분하였으며, 전체(General), 상부(Green
upper), 하부(Green lower)로 나누어 각각의 면적을
파악하였다.

류시켰다. 각 그룹에 포함되는 숫자는 자유로 하였
다. 그리고 분류된 사진을 비교하여, 평가한 이유를
형용사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단
근거를 물리적인 요소에서 찾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좋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한 네크
워크 구조도와 나쁘다고 판다한 이유에 대한 네트워
크 구조도를 작성하였다(Kelly, 1955). 그리고 개인

2. 예비평가실험

네트워크 구조도를 바탕으로 전체 체험자의 네트워
크 구조도를 작성하고, 그 숫자를 표기하였다.

선정된 12장의 경관사진을 사용하여, 대상지의 경
관을 평가 할 수 있는 형용사를 추출하고자, 예비평

3. 경관인상의 평가

가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평가실험은 평가결과가
언어(형용사)로 표현되고, 대상지의 관리목표를 제안

대상지의 사진을 활용하여 경관인상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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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12 target sites, Green Upper, Green Lower

하였다. 평가 실험의 방법은 상기의 예비평가실험에

경관의 평가구조를 파악하였다. 인자분석이란, 다변

서 파악된 결과인 10개의 형용사를 어의차이척도법

량 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은 원래 심리학자인 써

(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의한 7단계의 척도

스톤(L.L. Thurstone)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퍼스낼

를 활용하여 평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어의차이척도

리티, 혹은 지능검사 점수간의 상호관계를 보기 위

법이란 관심대상 사물이나 현상을 염두에 두고 다양

해 개발되었다. 만일 많은 수의 항목이나 지표가 상

한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를 평정하여 그 사물이나

호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호관계는 하나나 몇

현상의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어의차이척도라

개의 배후의 변수, 혹은 인자의 존재에 기인한다고

고도 한다. 창안자인 Osgood은 76가지의 대립되는

볼 수 있다(예, '지능'의 일반적 요인).인자들은 연구

형용사를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평가적 요인, 역량요

하는 변수들을 상관관계의 교차표를 만듦으로써 규

인, 그리고 활동요인으로 분류된다. 대립되는 형용사

명되고, 주요 설명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행렬대수

쌍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 흔히 태도

를 사용하여 이것들을 분석한다. 이 기법은 큰 표본

조사에 이용되는데, 응답자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크기와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등간척도일 것을 필요

태도를 차다-따뜻하다 또는 어둡다-밝다 등의 단어

로 한다(사회문화연구소, 2000).

쌍 사이의 급간에 답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태도는

또한, 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그러한 응답들의 평균 또는 합으로써 척도화 된다

을 실시하여 경관인상의 평가구조와 경관구성 요소

(학지사 2000).

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중회귀 분석이란 설명변

어의차이척도법에 의한 평가실험은 인터넷을 활

수와 목적변수로 나뉘어져 있어서, 전자에 의해 얻

용하여 실시하였고, 지역, 연령, 직업에 편차가 크지

어진 정보에서 후자를 추정하려고 하는 분석방법으

않도록 하여 일반적인 결과를 얻도록 조정하였다.

로, 단순회기 모델의 부정확성과 설명변수의 누락되

(피험자수 100명)

는 문제점이 없다

또한, 어의차이척도법에 의한 결과를 데이터로 하
여 인자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대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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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결과
1. 경관사진의 물리적 특성의 파악
평가대상으로 한 사진의 구성요소를 General,
Green upper, Green lower의 3종류로 분류하고 각

Pic3
Pic4
Pic5
Pic6
Pic7
Pic8
Pic9
Pic10
Pic11
Pic12

112.98
148.96
115.44
119.85
82.63
126.91
126.70
119.54
105.01
89.53

37.02
49.88
52.28
67.32
30.61
71.74
50.71
46.12
37.69
45.84

113
147
108
106
78
115
119
115
100
75

각의 물리적 특성(휘도, 비율)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있을 경우에도 길의 비율도

2. 예비평가실험

산출하였다(Tab1). 전체의 휘도는 사진 12와 4가,
Green upper는 사진 11, 12, 7이, Green lower는
사진 1, 4,가 비교적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예비평가실험 결과를 개인 네트워크 구조도의 형
식으로 정리하였다. 네트워크 구조도의 작성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각 언어를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
로 작성하였다. 각각의 개인 네트워크 구조도를 바

Tab1. Luminance of Pictures
No.
Pic1
Pic2
Pic3
Pic4
Pic5
Pic6
Pic7
Pic8
Pic9
Pic10
Pic11
Pic12
No.
Pic1
Pic2
Pic3
Pic4
Pic5
Pic6
Pic7
Pic8
Pic9
Pic10
Pic11
Pic12
No.
Pic1
Pic2

Average
116.22
119.34
119.24
123.00
118.01
94.27
111.27
104.63
120.93
116.01
128.89
122.60
Average
89.63
123.98
121.81
104.44
120.39
83.23
137.40
88.99
115.87
112.95
156.04
138.87
Average
158.68
107.63

Entire
Standard
Deviation
71.45
42.00
46.94
55.02
56.76
62.50
58.98
66.00
53.93
48.28
54.89
60.12
Green Upper
Standard
Deviation
59.02
42.98
50.22
50.85
60.52
56.84
66.08
56.65
56.11
49.89
58.64
59.63
Green lower
Standard
Deviation
69.02
38.89

탕으로 네트워크를 하나로 모아 전체 네트워크 구조
Mi d d l e
Value
95
114
112
114
107
74
96
85
111
108
115
111
Mi d d l e
Value
69
118
112
91
106
64
123
70
103
102
144
130
Mi d d l e
Value
161
100

도를 작성하였다.

Fig3. Network of Pleasant

Fig4. Network of Not Pleasant
Tab2. 10 Adjective pair
Bright
Good Visibility
Thick
Relief
Maintained
Want to stolling
Opend
Clean
L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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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Bad Visibility
Not Thick
Anxious
Not maintained
Not want to strolling
Closed
Muddle
So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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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조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상지의 경

good’,

‘Stroll’의

부하량이

가장

관인상에 영향을 주는 10개의 형용사 쌍을 추출할

‘Well-proportioned’라고 이름을 지었다.

수 있었다.

Tab3. Factore Load

3. 경관인상의 평가
경관 인상평가는 100명의 일반인이 참가하였고,
20대가 20명, 30대가 17명, 40대가 25명, 50대가
21명, 60대가 17명으로 연령에 의한 편차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53%, 도회
지역이 47%로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일

Factor Load
Bright
Good Visibility
Thick
Relief
Maintained
Feeling good
Stroll
Opened
Clean
Lively

No1
0.815
0.539
-0.277
0.721
0.408
0.595
0.651
0.593
0.493
0.796

No2
-0.466
-0.694
0.820
-0.489
-0.475
-0.484
-0.447
-0.542
-0.637
-0.221

크므로,

No3
0.252
0.454
-0.299
0.478
0.760
0.632
0.605
0.583
0.581
0.512

본의 행정구역상으로 45개의 지역에서 참가하였다.
예비평기실험의 결과로 추출된 10개의 형용사대
비를 7단계의 평가척도로 사용하여 경관인상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관인상 평가는 어의차이척도법에 의
해 실시하였고, 결과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인자분석
을 실시하였다. 인자분석은 경관인상을 결정하는 주
요한 평가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 그 결과, 인자 기
여율이 제3인자까지 96.25%로 나타났고, 제4인자이
후의 인자는 그 기여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제3

Fig6. Arrangements on the factor axis1,2

인자까지가 경관인상을 결정한다고 판단하였다.

Fig7. Arrangements on the factor axis1,3
Fig5. Factor Contribution Ratio

인자부하량으로 판단한 3개의 인자를 축으로 하

인자 분석의 결과 중에서 인자 부하량(Factor

고, 대상지의 사진의 인자득점을 산출하여 2차원상

‘Lively’,

의 공간에 배치하여 보았다. 그 결과, 경관 4,6은

‘Relief’의 부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제1인자는

‘Bright’, ‘Maintained’, ‘Not Thick’한 경관으로 평

‘Refreshing’이라고 이름을 결정하였다. 제2인자는

가되었다.

‘Thick’만이 플러스의 평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마이

‘Thick’, ‘Bright’한 경관으로 평가되었다. 경관 3과

너스인 것과, ‘Good visibility’가 가장 크게 마이너

7은 ‘Dark’, ‘Thick’, ‘Not Maintained’ 경관으로 평

스로 반응하는 것을 평가하여, ‘Heavy’라고 이름을

가되었다. 경관 9와 10은 같은 공원에서 촬영한 것

결정하였다.

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load)를 살펴보면,

제1인자는 ‘Bright’,

제3인자는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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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1과

8은,

‘Not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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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잡목림의 경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파악되었다. 하지만 정수항(Constant term)에서 5%
수준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Bright’의 평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계층구조가
아닌 다른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Relief’, ‘Maintained’, ‘Feeling Good’,
‘Stroll’은 Green Upper와의 상관관계가 유의차 5%
수준으로 인정되어, Green Upper의 휘도가 높으면,
상기 4개의 평가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 파악되었다.
Fig8. Arrangements on the factor axis 2,3

4. 물리적 특성과 경관인상의 관련성

Ⅴ. 결 론
도시공원내의 잡목림의 바람직한 경관상을 파악
하기 위하여 잡목림의 경관사진을 촬영하여 경관인

경관 인상과 형용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내 잡목림

목적변수를 예비평가실험의 평균치를, 설명변수는

은 ‘Refreshing’, ‘Heavy’, ‘Well-

인자득점으로 설정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는 3개의 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인자 1과 3인 오차율 1%수준으로 그 관련

경관구성요소의 차이에 의해 경관의 평가가 변화할

성이 인정되었다. 경관인상평가가 성공적이었음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Green Upper부

확인 할 수 있었다. 예비평가실험의 결과로부터, 잡

분의 휘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경관인상이 변할 수

목림의 경관에 가장 영향을 주는 형용사는 ‘Bright’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부분에 주목한 관리 수법

인 것이 밝혀졌다. 또한, 경관인상평가의 결과를 바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Green Upper는 잡목

탕으로 실시한 인자분석의 결과에서도 ‘Bright’는 인

림 중에서 교목의 수관에 해다하는 부분으로써, 규

자1에서 가장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

칙적인 전정관리를 통하여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

보아, ‘Bright’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관구성

도록 유지시켜준다면, 좀 더 호감 가는 경관으로 변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화 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

목적변수로 경관인상평가의 결과를, 설명변수에는

원의 잡목림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잡초제거, 낙엽제

계층구조의 비율로 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변수에서

거, 초화류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관을 향

는 ‘Bright’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을

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Proportioned’라

Tab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s
R

R2

P.R.C.

S-P.R.C.

F-value

T-valu
e

P-value

Judgment

5.7419

2.3962

0.0434

*

Bright

Consta
nt term

0.718
1

0.515
6

55.9679
7

Relief

G.U.

0.743
3

0.552
5

-0.7918

-1.7489

5.3738

2.3182

0.0491

*

Maintained

G.U.

-2.0455

6.2475

2.4995

0.0370

*

G.U.

0.688
1
0.693
2

-1.271

Feeling
good

0.473
4
0.480
5

-0.8739

-1.9170

5.5629

2.3586

0.0461

*

Stroll

G.U.

0.540
7

0.735
3

-1.0327
3

-1.9166

6.2888

2.5078

0.0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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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ㆍ홍광표

또한, 수종선택을 함에 있어서 빛이 많이 통과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함과 동시에 너무 많은 수목이 식
재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관리의 주체는 공원에 있으며, 공원의
경관의 관리도 공원이 하고 있었으나, 시민과의 파
트너쉽에 의한 관리작업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 등, 도시문화적인 요소를 고려
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
는 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지관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
관상을 제시하였는데, 전정 등의 작업은 시민에 의
해서는 그 한계성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특색에
따른 관리수법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보다
많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일반적인 관리 수법이 아닌

국산림공학회지 10권 3호 29호185~198
11. Nakajima T (2006) The study of relation with
open-space and expectation for the open-space
activities by the inhabitants and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Japaninstituteoflandscapearchitecture,69(5),699~704
12. Nakajima T (2007) A study on the distance inviting
to use and participate the conservation activities
between open-space and neighborhood extending
by urban inhabitants, Journal of the Jap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70(5), 579~584
13. Nagase Y (1998) Participants’ consciousness in the
forestry volunteer in Yamashiro-cho, Kyoto
Prefecture, Journal of the Jap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61(5),743~748
14. Sanui J (1986) Extraction of the house environment
evaluation structure by the repertory grid
development technique, Journa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367,
15~22

전문적인 관리수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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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의 경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량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올림픽대교의 일반 이용자와 관광객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with Bridge Equipment
for seeing Landscape Image Reconsideration in Waterfront
- Focused on Olympic Bridge's General Users and Tourist 최형선*ㆍ박재영**1)
Choi, Hyoung-Sun*, Park, Jae-Young**
*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주무관 luck6604@seoul.go.kr
** 오사카 부립대학교 생명환경과학연구과 녹지환경과학전공 녹지보전ㆍ창성학영역 객원연구원 recaso@naver.com

Abstract
This study was derived influence factor of the public and image from tourist and general users for
sightseeing image reconsideration in waterfront around the bridge. And search the importance improvement
from M-IPA and then draw an improvement plan.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presenting
basic data that can be used when making a bridge landscape pla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iority factors for general users can be tower illumination, pier form, balance of indoor facilities,
street light color, tower color, pedestrian road, and the vertical alignment. The priority factors for tourists can
be sculpture form, tower illumination, cable Illumination, tower color, and the pier form. Second, important
improvement was obtained from tower illumination and pedestrian road, the following order balance of indoor
facilities for general users and cable illumination for tourists through the M-IPA method.
키 워 드 : 경관이미지, 교량경관 평가, 이미지 만족도, M-IPA,
Keywords : Landscape Image, Evaluation of Bridge Landscape, Image Satisfaction, M-IPA

Ⅰ. 서 론

상징이다. 때문에 한강이라는 수변공간자원을 활성
화시키고, 이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

한강은 외국인들에게도 ‘한강의 기적’으로 기억될

하는 것은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와 서울을 대표하는 지리적, 지형적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 Corresponding author : Park, Jae-Yo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Conservation, Graduate School of
Life and Environment Science, Osaka Prefecture University, Osaka 599-8531, Japan, E-mail: recaso_0815@yahoo.co.jp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27

수변공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량시설 이미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존의 구조물을 보완, 정비하는 것 또한 수변공간

기, 조명수법, 휘도 등을 통해 경관조명의 현황과 문

의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가는 부분이다. 특히 교량

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각기 다른 주제의 연구이

은 수변공간의 대표적 구조물로서 강의 동서남북을

지만 유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결론에 도달하게 되

연결하는 관문이며 강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대표적

므로 교량경관에 대한 중점 영향요소 및 개선부분을

인 요소이다(Choi, 2007). 기존의 교량건설은 물자

찾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의 이동과 교통해결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다양한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교량주변의 수변공간

기능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세인트폴 성당

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객(유람선이용자, 한강

과 테이트 모던 사이를 잇는 다리인 밀레니엄브릿지

변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차량이용자, 도보이용자)

와 같은 경우는 교량자체만으로도 세계인들의 관심

들에게 미치는 공공성 및 이미지의 주요 영향요소를

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도출하고, M-IPA(Modified Importance Performance

하지만 한강 교량의 물리적요소인 구조, 기술, 안전

Analysis)를 통하여 중점 개선부분을 찾고, 개선방안

등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상기한 교량과 같은 관광

을 도출하여 향후 교량경관 계획 시 활용 가능한 기

자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과거의 성수대교

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림픽대교를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인해 교량의 본래 목

사례지로 일반 이용자와 관광객을 중심으로 공공성

적인 서울의 남북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우선

과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및 시사점을 제

순위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변공간의 공공공

시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간으로의 역할로서 개방적 측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
이다. 최근엔 교량에도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Ⅱ. 이론 고찰

하고 심의와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공간
으로서의 교량에 대한 미적 요소, 커뮤니티적 요소에

1. 공공공간과 수변공간의 개념

대한 기준 부족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교량과 수변공간의 조화를 위한 활성화 및
개선점을 찾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교령경관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공간의 다양한 범위 중에서 특히 녹색 공공
공간은 도시민의 안식과 휴식을 영위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류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경관평가의 관점에서 교

녹색 공공공간 중 하나인 수변공간은 두 가지의

량을 소재로 도입한 연구(Oh, 2001; Lee, 2002;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자연환경의 관점

Heo 2002; Chae 2005; Choi, 2007; Chun, 2010)

에서 보면 수제선(水際線)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

와 교량이 가지는 야간조명에 초점을 둔 연구(Kim

범위의

2002; Seo, 2002; Hwang, 2016; Cho, 2005;

(Ecotone)1)지역으로서, 다양한 생물종과 개체수가

Choi, 2005)가 이에 해당된다. 경관평가의 관점에서

풍부한 독특한 기능과 가치를 지니는 공간이다. 둘

수행된 연구들은 심리적 요인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째, 인간의 이용측면에서 보면, 두 영역(수역과 육

위해 선정된 형용사를 사용한 SD(semantic-differential:

역)의 합집합(合集合)공간이며, 수상․수중 활동의 레

어의분별법)을 통해 교량의 시각적 선호도를 분석하

크리에이션 기능 그리고 생태계의 보전 및 자연경관

였고, 교량의 야간조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대부

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만족 기능 등 환경 형성 기

분이 한강교량을 대상으로 광원의 색, 색온도, 빛 세

능과 친수기능을 포괄하는 공간개념으로 볼 수 있

수역과

육역이

상호

교차하는

에코톤

1) 생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하나의 군집(Community)과 다른 군집이 만나 서로 중첩되는 지역.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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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수변공간은 양쪽 지역의 연결과 혼성을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

다양성

지역(Urban

한강의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교량 시

Cultural

설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도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Ecotone)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이것

정확한 연구이나, 시간 및 지면의 제약에 의해 한강

은 기존의 친수공간이 육역과 수역으로 구분되어 물

대교 중 대표성을 가지는 교량을 선정하였다. 본 연

과 육지가 각각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닌 하

구에서 선정한 대상지는 올림픽 대교이다. 올림픽대

나의 융합적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교는 한강에 있는 교량 중 유일한 사장교이며, 88서

다(Cho, 2012).

울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만들어진 교

이러한 수변공간은 도시 내 자연환경과 건조 환
경의 쾌적성 그리고 도시민이 거주하고 일하고 오락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춘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심 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량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
하여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올림픽대교의 연역은 다음과 같다. 1985년 1월
올림픽대교 기본 계획안을 현상 공모하였고, 1985년
4월 국내최초 콘크리트 사장교로 채택, 1985년10월
기공, 1989년11월15일 준공하였다.

2. 교량의 개념

올림픽대교는 설계 당시의 건설추세인 1면 방사
현재 한강에는 1900년대 최초로 개통한 한강철교

형 콘크리트 사장교로 선정하였으며, 탑을 4주(柱)로

부터 2002년 5월에 준공한 가양대교 까지 대교 24

구성하여 동방철학의 우주만물의 근원을 상징하는

개 철교 4개 등 총 31개의 교량이 건설되어 있다.

년, 월, 일, 시(年, 月, 日, 時)와 4계절 춘, 하, 추,

교량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도로, 철도, 계곡, 호

동(春, 夏, 秋, 冬) 및 4방향 동, 서, 남, 북(東, 西,

수,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철도, 수

南, 北)을 나타내었다. 또 제 24회 올림픽을 기념하

로, 가옥, 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는 경우에 이들 위

여 케이블 수를 24개, 주탑의 높이는 1988을 기념

에 가설하는 구조물을 총칭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

하여 88m로 하였다. 올림픽대교는 1:1.7로 황금분

화하고 수변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주요한 관광이미

할에 가까우며, 주탑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비례가

지로 변모하면서 교량은 단순한 물류이동의 연결고

맞고 주탑 자체도 황금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졌다.

리에서 기술, 문화, 예술의 집합체인 동시에 도시의
중심적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2. 평가지표 도출 및 분석과정

기능적ㆍ구조적 요구조건 이외에 지역주민과 도로이
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Choi, 2007).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지표는 선행연구를 통한 분
석지표를 검토한 후 분석지표를 종합화 한다(Fig. 1

도시와 교량과의 관계 역시 도시와 도시를 연결

참조).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거쳐 1차 분석 지표

하거나 도시내부의 주요 이미지를 제공하는 역할로

를 선정하여 전문가들에게 지표의 적합성여부를 설

서 문화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서 그 역할의 폭이

문한 후 일표본 t-test를 통해 최종지표를 도출하고

커지고 있다.

이를 올림픽대교의 이용자(도보이용자, 차량 이용자)
와 관광객(유람선이용자, 한강변이용자)에게 각각 설

Ⅲ. 연구의 틀

문하는 과정을 거친다. 분석에 앞서 설문에 대한 신
뢰성검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회귀

1. 대상지 현황 및 선정 기준

식을 도출하고 중요요인 및 만족도를 도출한다. 이
를 통해 IPA분석을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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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항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
친다.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 기각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표의 적합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조). 전체 28개의 평가지표 중 상부구조 이미지에

Figure 1. The Process of Index derivation

해당하는 ‘종단선형’지표와 하부구조 이미지에 해당
하는 ‘교각배치’, ‘교각머리 형상’ 지표 등 총 3개의
지표가 유의확률(p-value) 값이 0.05이상으로 도출
되어서 평가지표에서 제외되었다. 3개의 지표를 제
외한 총 25개의 평가지표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 Compliance verification of the Index
Index

3. 평가지표 적합성 검증
FGI 과정을 거쳐 정리된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인가에 대한 검
증을 위해 전문가설문을 통하여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지표선정에서 필요한 전문가설문은
2016년 9월 15~22일에 거쳐 실시되었으며, 사대상
은 35명으로, 도시계획분야(12), 토목분야(7), 관광분
야(11), 디자인분야(5)명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
득자 및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
문하였다. 조사방법은 1대1일 개별면접조사를 실시
하였다.

Mean P-value

Structure type
Vertical alignment
Superstr Longitudinal section form
ucture
Street light form
Image
Street light color
Superstructure color
Passing landscape
Pier arrangement
Pier form
Substru
Pier head shape
cture
Connection part of
Image
abutment
Substructure color
Public transprot
Accessibility
Accessi
Pedestrian Accessibility
bility
Pedestrian road
Balance of indoor
Balance
facilities
of
waterfro Balance of Han-river
Balance of structure itself
nt
Tower form
Tower color
Bridge
Sculpture color
charact
Sculpture form
eristic
Cable form
Cable color
Cable Illumination
Tower Illumination
Illumina
tion
Street light Illumination
Sculpture Illumination

3.06
2.39
3.93
4.10
3.93
3.29
3.48
2.21
3.93
2.39

0.032*
0.065
0.023*
0.000*
0.023*
0.025*
0.025*
0.085
0.023*
0.065

Refle
ct
〇
x
〇
〇
〇
〇
〇
x
〇
x

2.72 0.085

〇

4.10 0.000*

〇

3.93 0.023*

〇

3.72 0.000*
3.40 0.015*

〇
〇

3.44 0.009*

〇

3.78
3.65
3.44
3.65
3.44
3.65
3.48
3.72
3.68
3.44
3.65
3.29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0.010*
0.023*
0.009*
0.023*
0.009*
0.023*
0.025*
0.000*
0.002*
0.009*
0.023*
0.025*

검증 방법은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5점 척
도로 본 연구의 설정 변수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Ⅳ. 분석결과 및 개선사항 고찰

가를 질문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귀무 가설(H0) :
μ<3, 연구가설(H1) : μ>3 로 우측 단측 검정을 실

1. 설문조사 및 신뢰성 분석

시 하였으며, 관측된 p-valu가 0.05(신뢰수준 95%)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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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자료는 설문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설문조
사는 2016년 10월 17일부터~21일까지 5일에 거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차량이용자와 보행자(일반

Table 2.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general users
R

R
square

.800

.641

이용자), 유람선이용자 및 한강변이용자(관광객)를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조사방법은 1대1일 개별면접

Model

조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이용자는 자가용 이용자의
설문은 불가능하여 버스 승객 중 올림픽대교 통과
직후에 하차하는 이용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보행자는 올림픽대교의 보행로를 통해 이동하는 이
용자에게 설문하였으며, 유람선 승객은 유람선을 함
께 타고 승선한 이용객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
다.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적 일관

(constant)

Adjusted R square Dubin-Watson
.634

1.812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Std.
B
Error

t

p-valu
e

0.434

0.725

3.356 .002

Pedestrian road 0.184

0.061

0.207 3.014 .006

0.049

0.424 6.901 .000

0.073

0.335 4.446 .000

0.298

0.053

0.35 5.684 .000

Street light color 0.246

0.058

0.324 4.254 .000

Tower
0.341
Illumination
Balance of
0.323
indoor facilities
Pier form

성, 반복측정 신뢰성, 대안항목 신뢰성 등이 있는데,

Tower color

0.454

0.112

0.238 4.035 .000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내적일관성에 의

Vertical
alignment

0.149

0.05

0.164 2.957 .007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825가 나왔고, 응
답 분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실시

3. 관광객의 영향요인 분석

하였다.
관광객(유람선이용자, 한강변이용자)의 자료로는
총 83부를 설문하였으며, 일반인과 같은 방식인 단

2. 일반 이용자의 영향요인 분석

계선택법(Step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일반이용자(차량이용자, 보행이용자)의 자료로는
총 76부를 설문하였으며, 단계선택법(Step 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분석의 프로그램으로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R2는 0.641으로
약64%의

모형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더빈왓슨

(Durbin-Watson) 값은 1.812로 1.5와 2.5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자기상관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참조).
결과 값을 해석하면 보행로, 주탑 조명, 내부시설
물 조화, 교각형식, 가로등 색상, 주탑 색상, 종단선

분석의 프로그램으로는 SPSS 18.0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R2는 0.812로 약81%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으며,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은 1.812로
1.5와 2.5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자기상관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분석결과
값을 해석하면 조형물 형태, 주탑조명, 주탑 색상,
케이블 조명, 교각형식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 계수를 통한 영
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조형물 형태, 주탑조명, 케
이블 조명, 주탑색상, 교각형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
었다. 표준화 계수를 통한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
면 주탑의 조명, 교각의 형식, 내부시설물 조화, 가
로등의 색상, 주탑의 색상, 보행로, 종단선형의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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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명시설이 일반인과

Table 3.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tourist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901

.812

.806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Std.
B
Error

Model

Dubin-Watson 관광객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는
1.807

데, 이것은 교량경관의 선행연구에서 조명에 집중된
연구가 다수(多數)인것의 확인적 근거가 되는 것이

t

p-valu
e
라 판단된다. 각 지자체에서 야간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도

(constant)

-0.834

0.965

0.864

.003

Sculpture form
Tower
Illumination
Tower color
Cable
Illumination
Pier form

0.38

0.057

0.539 6.626

.000

시의 랜드마크(Landmark)로서 작동할 수 있는 교량

0.386

0.062

0.484 6.228

.000

조명의 투자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0.866

0.176

0.422 4.911

.000

이라 사료된다. 일반인에게만 나타난 영향요인 중

0.523

0.099

0.441 5.265

.000

‘보행로’요인이 있었는데, 교량이 가지고 있는 교통

0.207

0.072

0.24

.007

시설로서의 기능을 보행자를 위한 영역으로의 확대

2.88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관광객과는 다르게

4. 일반 이용자와 관광객의 주요영향요인

실제 생활에서 교량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는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직접 교량을 이용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이용의 욕구로서 교량을 인식하는 것으
일반이용자와 관광객의 교량에 대한 만족도의 주

로 판단할 수 있다.

요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인 주요요인은 주
탑 조명, 교각형식, 주탑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5. M-IPA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영향력의 순위에서도 주탑 조명이 일반이용자에
게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관광객에게도 두

1) M-IPA 분석

번째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Table 4).

세부 항목들의 중요도-만족도 분석(ModifiedIP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Table 4.
The comparison of major influence 요소를 분석하였다. 일반이용자와 관광객 지표의 만
factor of general user and tourist

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만족도의 평균값을 살펴보았

Priority

General user

Tourist

1

Tower Illumination

2

Pier form

Sculpture form
Tower
Illumination

4

Balance of indoor
facilities
Street light color

Cable Illumination

5

Tower color

Pier form

6

Pedestrian road

7

Vertical alignment

3

Tower color

으며, 각각의 평균은 일반이용자(5.1), 관광객(5.7)로
도출되었다. 만족도 값의 전반적인 분포는 일반이용
자의 만족도가 관광객에 비하여 낮게 도출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나온 중요요소와 만족도 분석
을 통해 나온 값을 이용하여 M-IPA분석을 실시하
였다. M-IPA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요소들중 각각
평균 만족도에 비해 낮은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다
(Fig 2 참조). 분석결과 중점개선 사항(일반이용자와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량의 형태와 함께 시

관광객 공통부분)으로 주탑의 조명과 보행로로 나타

각적 효과를 창출하는 요소가 이미지 만족도에 많은

났다. 다음으로 일반이용자측면에서는 내부시설물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교량 도입 시 주변

조화로 나타났고, 관광객측면에서는 케이블 조명이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량 형식의 선정이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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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라보았을 때 빛이 케이블 조명에 비하여 퍼짐
Table 5. Mean comparison of satisfaction of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유람선이나 한강
general user and tourist
변에서 바라보았을 때 역시 빛이 흐트러져 보이는
Index

Aspect of evaluation

1

Tower Illumination
Balance of indoor
facilities
Street light color

2
3

General
user
4.3 (P)

Tourist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탑 조명은 케이블 조명과 같

5.5 (P)

은 방식으로 빛을 모아서 표현할 수 있는 장치로 개

4.3 (P)

5.8

5.2 (P)

5.9

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내부시설물의 조화부분은 주탑의 크기와 가로등

4

Tower color

5.6 (P)

5.8 (P)

의 크기 비율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가로등의 높

5

Pedestrian road

4.2 (P)

5.2

이를 높여주고 주탑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선의 형태

6

Vertical alignment

5.3 (P)

6.3

7

Tower form

6.2

6.7

8

Balance of Han-river

5.4

6.1

9

Cable color

4.2

5.7

10

Sculpture form

6.2

6.7 (P)

타내기는 하지만 케이블의 하단 부분만이 표현되어

11

Cable Illumination

5.4

4.9 (P)

사장교의 장점을 부각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이는 아

12
Pier form
5.1 (P)
6.4 (P)
(P) is the priority factor that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derived before

Figure 2. Derivation of improvement side by
M-IPA

로 크기를 증가 시키면 비율과 형태의 조화를 살려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케이블 조명 부분은 빛을 모아서 케이블 선을 나

래에서 위로 향하는 조명만 존재하기 때문이고 더불
어 케이블의 색상이 하부는 흰색, 상부는 검은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주탑 상부와 연
결되는 케이블 선 주변에 케이블 조명을 설치 해 준
다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더불어 개선사항으로 도출되지 않았던 케이블의
색상도 단일 색상 또는 검은색이 아닌 조명을 반영
할 수 있는 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보행로의 문제점은 2가지가 도출되었다. 첫째로
좁은 보행로의 문제이다. 이는 교량을 재건하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접근성의 문제이다.
이는

교량을 이용하기 위해 계단으로 연결된 곳이

한곳만 존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므로, 교량의 하
부 지역에서 교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통로를
보완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4가지 개선 사항 모두 앞서 분석한 회귀분석에서 교
량 이미지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나타난 지
표이므로 더욱 개선에 힘써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교량주변과 관계하여 수변공간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객(유람선이용자, 한강변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차량이용자, 도보이용자)들

2) 개선방안 고찰

에게 미치는 공공성 및 이미지의 영향요소를 회귀분

주탑 조명은 일반이용자 관점에서 교량 진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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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가 없는 중요요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하나의 교량

통해 교량경관 계획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제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서로의 형상

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결론

과 크기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경간분할, 교

을 도출하였다.

각의 형상, 주탑의 높이와 너비, 주요 부대시설과의

첫째, 일반 이용자가 바라보는 교량 경관의 이미

배치 등 구조적, 비구조적 요소들의 선택 하나하나

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탑의 조명, 교각

에 미학적(美學的)측면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배려

의 형식, 내부시설물 조화, 가로등의 색상, 주탑의

를 기울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색상, 보행로, 종단선형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경관이미지에

둘째, 관광객이 바라보는 교량 경관의 이미지 만족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보다 교량 경관이미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형물의 형태, 주탑조명,

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케이블 조명, 주탑색상, 교각형식 순으로 나타났다.

하겠다. 하지만, 분석의 대상을 서울시에 포함된 한

셋째, 일반인과 관광객의 주요영향요인을 비교해

강의 전체 교량 중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올림픽대교

보았을 때 공통적인 주요요인은 주탑 조명, 교각형식,

한 곳만을 살펴보았다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

주탑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순위에서도 주탑

한, 교량을 구성하는 시설 중심으로 변수를 설정했

조명이 일반이용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

기 때문에, 변수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미지를 살펴

며, 관광객에게도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있었다. 일반인과 관광객 모두 교량의 이미지를 선호

그럼으로, 향후에는 연구 대상 및 분석의 범위를

함에 있어, 시각적(視覺的) 인지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확대하여 서울시에 존재하는 각각의 교량을 대상으

것으로 사료되었다. 단순히 형태(形態)만으로서 교량의

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

경관이미지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조명으로 인해 연출

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연구도 함께

되는 시각적 효과 및 조화, 색상 등 미(美)적 요소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해 작동되는 인지적 감각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도
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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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아파트 단지의 수순환 체계 재생 연구
- 설계 및 효용성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eneration of Water circulating system
of Apartment Housing Complex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sign and the Utilities Analysis 정진주*
Chung, Jin-Ju*
*랜드스케이프 인프라 디자인 앤 리서치 연구원, 정진주, jjj7590@naver.com

Abstract
As an interest in eco friendly storm water management has increased, the introduc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LID)that focuses on water circulation system construction has risen since 2010. Studies on
application of water circulation system to apartment complexes have been conducted since 2010 but
they have focused on new towns and redevelopment complex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ims to present water circulation plan for developed apartment complexes by
constructing water circulation system based on a guideline for storm water management. Second, this
study aims to verify efficiency of constructed water circulation system by applying water circulation
system to apartment complex. The results of applying the design are as follows. First, some of the
amount of storm runoff was penetrated and expanded into natural soil in a target area by introducing
storm water reservoir of seepage water. Second, storm water is used for landscape architecture or
agriculture, which leads to a reduction of water rate.
키 워 드 : 도시 빗물관리, 아파트 단지, 저영향개발, 수순환 체계, 배수 체계, 수순환 효과
Keywords : Urban Run-Off Management, Apartment Complex, Low impact Development, Water Recycling system, Drain
system, Effects of water recycling

Ⅰ. 서 론

으로 이어져 증발산량 감소, 지하수위 하강, 건천화
및 비점오염원 증가 등 개발 이전과는 다른 도시 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을 만들었다. 자연스런 빗물순환에서 더 나아가
상하수 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 개발을 고민할 시점

지금까지 도시 빗물관리는 대규모 강우에 대응하
여 빗물을 도시 외부로 빠르게 밀어내는 관거 위주
의 배수방식이 구축되었다. 빠른 배수를 목적으로
한 과거 관거 위주의 배수방식은 빗물 순환의 왜곡

이다(LH, 2010). 해외는 다양한 수순환 시스템 정책
및 사례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
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적용 사례가 미비
하다. 서울시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
율은 약 60%로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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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수순환 시스템 적용 연

된다. 또한 대기 중에 가라앉은 먼지, 퇴사 등 여러

구는 신도시 및 재개발단지에 대한 접근만 이루어지

가지 오염물질들이 불투성포장면에 쌓이게 되어 비

고 있으며, 기 개발단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

점오염원로서 작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 개발된 아파트단지의
수순환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목표량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공간
별 적용시설 계획 및 기능별 적용시설 설계를 통하
여 아파트단지 내 수순환 시스템 적용성 및 효율성

2. 수순환 시스템 개념과 유형
1) 수순환 시스템 개념
한형진(2014),

이민혜(2009),

한영해(2005)

등

(Table 1 참조)의 정의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

을 검증하고자 한다.

순환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구축된 기존 수로와의 연
결은 물론, 수자원의 재이용 개념 및 자연배수 등을

Ⅱ. 이론 고찰

모두 내포하는 자연형 수순환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1. 공동주거단지 내 배수 시스템

Table 1. The Concept of Water Circulating System

1) 공동주거단지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개념인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주택(건물)은 물론, 그 안에서의 삶을 영
위하는 모든 것을 내포하는 주거의 의미로서 공동주
거단지를 정의할 수 있다.

2) 공동주거단지 내 배수 시스템 구성
국내 공동주거단지 우수 배수 시스템의 계획 및
설계는 환경부의 하수도 시설기준(1998)과 건설교통
부의 하천 시설기준(1997)에 따라서 지하 관거 배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거단지 내 떨어진
빗물은 우수드레인관, 홈통받이, 집수정, 빗물받이,
연락관, 측구 등 각종 배수시설을 통하여 집수된다.
그 후, 집수정에서 연락관을 거치거나 빗물받이에서
연락관을 거쳐 단지 내 지선관으로 연결되고, 간선
우수관과 우수 박스를 통해 단지 밖으로 배출된다.

3) 공동주거단지 내 배수 시스템 문제
현재 개발되어졌거나 진행 중인 주거단지들은 대
부분 수순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
설되어졌다. 또한 대부분이 인공지반 아래에 설치되
어 우수의 약 50%가 유출된다. 공동주거단지에서
녹지를 제외하고 단지 대부분 불투수 포장재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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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Han,
Hyeong-Jin
et al. 1
(2014)

Description
Natural water resource circulating
system including evapotranspiration and
infiltration caused by precipitation
within specific watershed
Rainwater penetrates and flows into
Lee,
ground through green area and soil
Min-Hye
and circulates into the air through
(2009)
evapotranspiration
When water evaporates from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water vapor
moves, rises and condenses in a form
Han,
of air mass, it is
shown as
Yeong-Hae precipitation. Rainfall which occurs at
(2005)
the time reaches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penetrates into soil and
comes to river and sea through
interception and undercurrent by plants

2) 수순환 시스템 기능
불투수면의 증가와 도시 물관리 순환의 왜곡은 잦
은 게릴라성, 국지성 폭우 및 가뭄 발생 등의 기후변
화로 도시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
한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수순환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자연적 기능 유지를 위한 수순환
구성요소(Table 2. 참조)는 침투, 표면유출, 증발산
등이 있다. 또한 수순환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용수
공급,

도시홍수,

도시하천

수질보전

등이

있

다.(Table 3. 참조). 이와 같은 수순환의 기능과 구
성요소는 기후변화, 도시 개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첫째, 도시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도시 아파트 단지의 수순환 체계 재생 연구 : 설계 및 효용성 분석을 중심으로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자
연 생태계와 인간 활동에 많은 악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들은 도시 수순환 시스템

Ⅲ. 설계의 틀
1. 대상지 선정 및 배경

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Table 2. Components for maintaining natural functions
Compone
nts

Functions and impacts

River maintenance for
conserving underground
Infiltration
water based on
habitation of animals and
plants
Stream channel erosion.
Surface
Inflow of nonpoint
run off
pollution
Plant growth,
Evapotran
microclimate and heat
spiration
island

Unit of
targeted
amount

본 설계 연구의 대상지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되게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의 수도이며,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대표성을 띄
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둘째, 신뢰성과 정
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행정 시스템이 체계화되

Infiltration
volume(㎜/y)

어 있으며, 공동주택사업의 대표성을 가지는 공기업
에 의해 조성된 아파트 단지. 셋째, 아파트가 브랜드
화·고급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조경공간을 아파트단지

Runoff(㎜/y)
Quantity of
evaporation
(㎜/y)

* Source : Land & Housing Institute (2012)

의 고급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조
성된 아파트 단지. 넷째, 단지의 규모는 투수포장률
에서 단지 규모 간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한영해,
2013)

소규모(300~500세대

미만),

중규모

(500~2000세대 미만), 대규모(2000세대 이상)단지
등 다양한 규모를 지니는 아파트 단지. 다섯째, 수순

Table 3. Components of urban water management
Compone
nts

Water
supply

Urban
flood

Urb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Functions and impacts

Unit of
targeted
amount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caused by
Rate of
shortage of water from
substitution
drought and reduction for domestic
in functions from natural
water (%)
disaster and development
Increased concentration
precipitation resulting
Shared
from climate change.
amount of
Increased catchment area
flood
caused by urban
(㎜/hr)
development. Aging
(Liter/s.ha)
transportation facilities Lost flow
Increased inflow of
combined sewer
Reduced
overflows into rivers
inflow of
caused by concentration
pollutants,
rainfall.
initial storm
Increased inflow of
water, reduced
pollutants in initial storm
nonpoint
water by separate sewer
pollution
system

환 시스템 개선 요소들의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규모단지 중 인공지반 및 녹지지반의 비율이 평균
에 해당하는 곳 등이었다.

2. 분석 방법
환경 분석은 대상지의 인문환경분석과 자연환경
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Table 4. 참조)
인문환경분석은 크게 물리적 구조와 배수 시스템을,
자연환경분석은 우수와 지반을 분석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다. 첫째, 인문환경분석 요소로는 건물구조,
도로 구조, 인공지반 구조, 건물 우수 배수 시설, 도
로 우수 배수 시설, 인공지반 우수 배수 시설이 있
다. 둘째, 자연환경분석 요소로는 강수량, 강우강도,
자연지반, 토양, 경사가 있다. 각 분석은 대상지 현
장답사와 인문자료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필요
시 수치지도 및 항공사진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다.

* Source : Land & Housing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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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ame of environmental analysis
Classific
ation

Method

Description

building structure
in-situ
physical
road structure
survey,
artificial ground
structure
cultural
Analysis
structure
data,
building rainwater
of
3D
drainage facilities
cultural
simulation,
road rainwater
environ
drainage
aerial
drainage facilities
ment
photograph facilities
artificial ground
, numerical
rainwater drainage
map
facilities
in-situ
amount of
rainwater
survey,
precipitation
rainfall intensity
cultural
Analysis
natural soil
data,
of
soil
3D
natural
simulation,
environ
ground
aerial
ment
slope
photograph
, numerical
map
Compre
hensive mapping
analysis

3. 수순환 설계 방법
1) 설계 수립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순환 설계 방법 중 절차에 관한
것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Stormwater
Detention reservoir of
Items
Classification
facilities
seepage
water
roof
rooftop
planting
rainwater
apart
storage
ment boundary between
reservoir ,
gutter
building
house
infiltration
hanger
and ground
detention
tank
carriage way,
infiltration
access road
trench
infiltration
tank,
road
infiltration
sidewalk
gutter,
vegetation
subsid
waterway
iary
porous
ground,
faciliti
parkin
pavement,
emergency
es
g lot
infiltration
parking lot
gutter
infiltrating
water pit ,
landscape
vegetation
installations
planter,
rain garden
welfar
porous
playground,
e
pavement,
community sports
faciliti
vegetation
facilities
es
waterway
* Source : Seoul Metropolitan City(2013), reprepared by
researcher

(Figure 3.)을 차용하여 수행한다.

Ⅳ. 도시 공동주거단지의 수순환 시스템 구축

2) 적용 가능 시설 도출
본 연구에서 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수순환 수순
환 체계 설계에 적용할 시설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적용한 수순환 설계 시설로는 첫째, 저류시
설로는 빗물저장통, 침투저류조 등 2개 요소 였다.
둘째, 침투시설로는 옥상녹화, 홈통받이, 침투트랜치,
침투통, 침투측구, 식생수로, 투수성 포장, 침투 구덩
이, 식생 플랜터,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 11개 요소
였다.

Table 5. Plan for water circulating system
facility in target area

1. 대상지 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된 도덕리엔파크 3단지는 서
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에 위치하며 126,602㎡
의 규모로 2,28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단
지는 총 31동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지
대지면적 126,602㎡ 중 조경 면적은 51,866.46㎡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대지전체 면적 중 인공지
반과 자연지반 비율은 85.62% 대 14.38%로 평균적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비율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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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장은 불투수 포장재인

2. 설계 환경 분석

콘크리트로 전면 시공된 상태여서 수순환이 전혀 되
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인문환경분석

⑶ 인공지반 구조분석

① 물리적 구조

⑴ 건축물 구조분석

대상지의 인공지반 비율은 85.62%이며 대상지 조

건축물 구조에서는 근린생활시설 3곳 중 2곳은
옥상녹화시설이 되어있었다. 건물의 지붕형태는 모
두 평지붕형태로 되어있어 옥상활용도가 높다고 판
단되었다.(Figure 4. 참조) 현재 조성된 옥상녹화는
옥상을 활용하였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경면적 40.96% 중 인공지반 위에 조성된 녹지는
95.62%였다. 인공지반 녹지의 경우는 그 토심이 작
아 수분 저장능력이 작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의 수
분 상승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5. 참조)
Figure 2. Classification of artificial ground

조경면적이 15~20% 내외로 매우 협소하여 기대효
과가 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 Status of using Complex 3 in Godeok
Rien Park

② 배수 시스템

⑴ 건물 우수 배수 시설분석
건물의 우수 배수는 건물 옥상의 루프드레인(roof
drain)을 거쳐 우수수직관을 통해 자연 유하하여 건

⑵ 도로 구조분석

물 밖으로 유출시키고 지하연락관을 통해 지하하수

메인 도로는 11m 차도 양옆으로 2m의 보도를

관 혹은 지하저류조 등으로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

보행자전용도로는

다. 이것은 전형적인 관거형 인공 배수체계를 보여

2.5~4m 폭으로 설계되어있었다.(Figure 6. 참조) 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자연형수순환 체계에 역행하고

행 통행자의 이용 빈도로 보았을 때 보행자전용도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진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는 수순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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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도로 우수 배수 시설분석
노면의 우수 배수를 위해 편구배 1~2%로 설계되

Figure 4. Plot plan for
rainwater drainage facilities

artificial

ground

어 초기우수를 제어하고 있으며, 인공적인 우수 배
수 시설에만 의존하여 지하하수관으로 신속히 배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를 보였다.
Figure 3. Plot plan for road rainwater drainage
facilities

2) 자연환경분석

① 우수 환경요소

⑴ 강수량 분석

강수량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
며, 고덕리엔파크 3단지 강수량 측정 조사지점이 존

⑶ 인공지반 우수 배수 시설분석

재하지 않아 강동구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
에 의하면 강서구의 최근 7년간 강수량의 평균은

인공지반 녹지면의 경우 강수량이 적을 경우 1
차적으로 토양의 함수율에 따라 지하로 침투되어

1551.72㎜인 것으로 나타났다.(Fable 6. 참조) 이것
은 서울시의 평균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암거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출된다.(Figure 7. 참
조) 이 때, 토양의 함수율을 초과하는 비가 내릴
경우 지하로 흡수되지 못한 빗물이 우수맨홀로 배
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마운딩된 녹지는
우수의 많은 양이 사면으로 유출되며, 녹지보다 낮게
조성된 생활공간 포장면이 집배수 통로가 되어 침수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Average
Gangdong-gu (㎜)
2008

2009

2010

annual
2011

precipitation

2012

2013

in

2014

1,356.3 1,564.0 2,043.5 2,039.3 1,646.3 1,403.8 808.9
* Source : Ministry
Transport(2015)

of

Land,

Infrastructure

and

⑵ 강우강도 분석
강우강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강우강도지속시간-빈도에 대한 값(Table 7. 참조)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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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체적으로 강우 지속 시간이 짧을 경우 강우
강도가 약하고, 반대로 지속 시간이 길수록 강우 강

Figure 5. Classification of property of topsoil

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우 반복 기간이 길수록 강우 강도는 세지는 것으
로 나타나 수순환 설계에서 지속 시간과 평균 반복
기간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
려하여 2년과 20년 사이인 5년을 반복기간으로 정
하고 강우 강도 지속시간은 중간 지점인 30분을 기
준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Table 7. Rainfall intensity at Complex 3 in
Godeok Rien Park (㎜)
duration
average
repeat
period

2 yr.
3 yr.
5 yr.
10 yr.
20 yr.

5 10m 15m 20m 30m 40m 50m 60m
min. in. in. in. in. in. in. in.
142.2
164.7
190.1
221.4
252

101.9
116.2
132.1
152.1
171.2

84
95.7
108.7
125
140.7

* Source : Ministry
Transport(2015)

73.4
83.8
95.4
110
124

of

60.7
69.8
80
92.7
104.9

Land,

53.1
961.4
70.7
82.4
93.6

47.7
55.5
64.2
75.2
85.6

43.7
51.1
59.3
69.6
79.5

Infrastructure

and

② 지반 환경요소

⑶ 경사도 분석
대상지는 과거 밭을 이루고 있던 지역을 성토한

⑴ 자연지반 분석

곳으로, 대부분 평탄한 지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경

아파트 단지에서 인공지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86%

사로 인한 시설 설치의 제한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

이고 수순환 기능을 갖는 면적은 자연지반 녹지인

었다. 그러나 대상지 내부가 평탄하게 이루어져 있

14%에 국한되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어 강우 시 빗물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을

현상태에서 수순환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

것으로 예상되었다.

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18.6%의 인공지반 녹지로, 지하부의
차수막 구조와 관거 연결로 인하여 시설을 적절히 혼
합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종합 분석
수순환 체계 구축 설계를 위한 자연 및 인공환경
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일부 녹지를 제외

⑵ 토양분석

하고는 모든 지역이 지하 관거를 활용한 인공배수시

본 아파트 단지에서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등을

은 현재 우리 나라 아파트 단지의 전형적 모습이라

합한 전체 부지 면적(Figure 8. 참조) 중 양토는

고 할 수 있어 수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지

87%, 사양토는 13%로서 대체로 수순환 체계를 위한

내 우수가 자체적으로 자연적인 수순환(증발산 및

식생 환경으로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투의 기능)과 저류 및 이용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설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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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순환 체계 구축 설계

Table 8. Elements for water recycling system
facilities according to space in target area

1) 수순환 체계 구축의 목표
수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체적 설계전략을
작동적 물 흐름으로 설정하고 배수 중심적 지하 관
거 중심에서 수순환 시스템 요소를 접목시킴으로서
아파트단지 전체가 자연적 수순환 체계로 작동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2) 필요 우수 대책량의 산출
수순환 체계 구축 설계의 첫 단계로서 우수 대책
략의 산출을 수행하였다. 우선 우수 대책이 필요한
면적 규모를 산출해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18,396.57
㎡, 인공녹지지역이 23,556.89㎡으로서 지상부 기준
녹지 및 나지면적(B)이 41,953.46㎡이므로 전체 부
지면적(A)은 126,602㎡가 되었다.

Item

Classification

Facility elements

rooftop

roof planting

Apart
ment
house

boundary
gutter hanger, rainwater
between
storage reservoir, rainwater
building and
detention tank
ground
carriage
infiltration trench,
way
infiltration tank
road
vegetation
waterway,
Subsid
sidewalk
infiltration gutter
iary
faciliti above-ground
parking lot
es
landscape
installations
Welfar
playground ,
e
community
faciliti
sports facilities
es

porous pavement,
infiltration gutter
infiltrating water pit, rain
garden, vegetation planter
porous pavement,
vegetation waterway

여기서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을 공제 후의 대책면적
(C)은 101,429.92㎡으로 산출되었다. 빗물 분담량은
강우 강도가 5.5~5.0㎜/hr의 경우 C=A-(B×(3/5))㎡이
되고, 빗물분담량(D)가 민간의 대규모인 경우 5.5㎜
/hr가 되므로 ‘필요 대책량’ (E)= C × D ÷ 1,000
인

된다.

이

계산에

의하면

필요대책량은

101,429.92(C)×5.5(D)÷1,000에서 557.8 m³/hr이 된다.

3) 수순환 체계 시설 공간별 적용 구상

① 수순환 체계 시설 선정

본 설계에서 적용한 수순환 체계 시설 적용 계획

② 공동 건축 부분 설계
아파트 등의 옥상을 일부 녹화함으로서 대상지
내 빗물 일부를 침투 및 저류하여 빗물 유출 저감
계획을 한다. 지면 경계의 경우는 옥상의 빗물을 기
존의 수직홈통을 통해 유출시켜 녹지대 또는 홈통받
이를 통해 지면 아래로 침투되도록 계획한다.(Figure
6, 7. 참조)
Figure 6. Flow diagram of apartment house
rainwater management plan

요소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영향
평가 조례 등을 참고하여(Table 8.)과 같이 옥상녹
화 등 15개 요소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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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nceptual diagram of apartment
house rainwater management plan

하여 빗물을 침투 및 확산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
다. 빠른 배수를 목적으로 차로와 보도에 설치된 기
존의 트렌치와 집수정을 침투트렌치와 침투통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 침투시설을 기존 보도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연결하여 설치함으로써 초기 우수는 공
공하수도로 배출시키고 일부 빗물은 지하침투를 유
도하도록 한다.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식
생수로 및 침투 측구를 설치하고, 초과분은 공공하
수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Figure 11, 12
참조)

⑴ 건축물 옥상 부분 설계
본 설계 대상 아파트의 경우 최저 높이 7층,

Ÿ

불투수면인 차로의 경우 기존 트렌치를 침투트렌

21.55m, 최고 높이 20층, 59.25m로 지붕 경사도가
40° 이상이 되는 박공형 지붕 형태를 띠고 있어 빗
물을 집수하는 것은 용이하나 옥상녹화시설을 설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박공 형
태의 지붕 구조의 경우는 수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옥상 부분은 제척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근

차로

치로 변경하여 빗물의 유속 및 유달 시간을 늦춰 지
중 침투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대상지에 설
치된 우수관을 대체함으로써 설치하는 수순환 체계
시설이므로 기존의 우수관의 용량을 초과하는 규모
로 설치하도록 한다.

린생활시설의 경우는 2층, 8.95~9.4m로 평지붕 형태

Figure 8. Flow diagram of road rainwater
management plan

를 띠고 있어 ‘옥상녹화’ 설치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⑵ 건축물과 지면 경계지역 설계
아파트 단지 내 건축물과 지면 경계지역의 설계
는 건축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홈통의 집·배
수 기능을 활용하여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구조
에서 빗물저장통, 빗물저류조 등의 수순환 시스템
Figure 9. Conceptual diagram of road rainwater
management plan

시설 연결을 통해 빗물의 직접유출을 줄이고 빗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빗물저장통과 빗물저
류조의 용량을 초과하는 유출되는 빗물은 녹지대,
수직홈통을 통해 유출된 빗물은 홈통받이를 거쳐 우
수가 지표면 아래로 원활히 침투 및 확산 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③ 부대시설 설계

⑴ 도로

기본적으로 최대한 유출된 빗물이 녹지로 유입되
어 침투되도록 한다. 도로에 내린 빗물은 거주민의
동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침수시설을 설치

Ÿ

보도
보도의 쾌적성을 높이고 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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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보도의 가장자리는 선형으로 녹지형태의

물정원, 식생 플랜터를 도입하여 침투효과를 증가시

식생수로와 침투측구를 계획한다. 대상지의 보도 폭

킬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거단지 특성상 인공지반

은 2~5m로, 식생수로(1m 이상) 시설설치 시에도 거

의 비율이 높으므로 기존 자연지반과 시스템을 최대

주민들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유효보도 폭

한 활용하여 계획한다.(Figure 12, 13. 참조)

2.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동선에 한하여 설치한다. 그 외의 좁은 보도에

Figure 12. Flow diagram of landscape
installations rainwater management plan

는 비교적 좁은 폭으로 침투 및 저류를 유도할 수
있는 침투측구를 설치한다. 투수면의 보도의 포장부
에 설치된 집수정은 침투통으로 변경시켜 기존의 빠
른 배수보다는 빗물의 지하로 침투하는 계획을 한다.

⑵ 지상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은 지하주
차장 시설에 부속되는 주차장으로 이용량이 많지 않

Figure 13. Conceptual diagram of landscape
installations rainwater management plan

다. 따라서 투수성포장으로 변경하여 유출수가 지하
로 침투 및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이 경우, 주
차장 외곽 측면으로는 침투측구를 설치하도록 한
다.(Figure 10, 11. 참조)
Figure 10. Flow diagram
rainwater management plan

of

parking

lot

옥상의 수직홈통과 보도에 설치하는 수로에서 유
출되는 빗물이 투수구덩이, 빗물정원 등의 침투시설
로 모일 수 있도록 경사를 1~2%로 조성한다. 자연적
기능과 환경적 이용가치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마운
딩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며, 노면보다 낮게 조성하
Figure 11. Conceptual diagram of parking lot
rainwater management plan

여 유출수가 집수·침투되도록 한다.
④ 복리시설 설계

⑴ 어린이놀이터 · 주민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쾌적성을 위해 신속한 배수가 중요하
므로, 다공질 포장재 하부에 투수층을 설치하여 빗
물의 침투되도록 한다. 주변 녹지와 연계하여 유출
된 빗물이 식생수로를 통해 침투되도록 한다.

⑶ 조경시설
녹지 조경지역에 조성하는 수순환 시스템 시설은
토양의 특징과 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변 경관과 조응을 위해 식생을 적극 도입하고,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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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Flow diagram of playground·sports
facilities rainwater management plan

Table 9. Planned amount of existing stormwater
detention facilities
Capabi
Stora
Area of Storage
lity
Classificati
ge
facility capacity
use
on
coeffi
(㎡)
(㎥)
facility
cient
(㎜/hr)
existing A 269.36 1131.312 4.2 237.3

tank
Figure 18. Conceptual diagram of playground·sports
facilities rainwater management plan

B

subtotal

46.92

197.064

4.2

-

1328.376

-

Planned
amount
(m³/hr)
63.919128

237.3 11.134116
-

75.053244

추가 설치 저류시설 설계량 64.94m³/hr --- ⓑ
Table 10. Planned amount of additional installed
detention facilities

Classifica
tion

Figure 15. Comprehensive plan

4. 적용성 및 효율성 검증

Det
enti
on
tan
k

Apa
rtm
ent
hou
ses
Nei
ghb
orh
ood
A
Nei
Stor
ghb
age
orh
tan
ood
k
B
Nei
ghb
orh
ood
C
Subtotal

Roof
area
(m²)

Capacit
capab
Stora
y of
Stora ility Planne
ge
standar
ge
use
d
capac
d
coeffi facilit amount
ity
facility
cient
y
(m³/hr)
(m³)
(m³)
(m³/hr)

21583.06 1079.153 1089 0.0504 2.850 61.5285

418.26 20.913

24.5 0.0585 3.309 1.38425

352.08 17.604

18

0.0511 2.888

1.017

254.15 12.7075

18

0.0708 4.001

1.017

22607.55 1130.37 1149.5

-

-

64.94675

1) 모의결과

ⓐ+ⓑ = 75.0+64.9 = 139.9m³/hr ----- ②

① 저류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책량

② 침투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책량

기존 저류시설 설계량 75m³/hr ------- ⓐ

424.1 m³/hr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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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efficient
permeability
Types of soil

of

saturated

water

Coefficient of saturated Classifi
water permeability (m/hr) cation

loam soil
sandy loam
mixed soil

0.0034
0.0109
0.01945

A
B
C

Table 12. Amount of countermeasure by
installation of stormwater reservoir of seepage
water
Quant
ity of
desce
nding
Facility Soil
infiltr
ation
(㎡/㎡,
m,ea)
Roof
plantin
g

C

Porous
nt
Infiltrat
ing
water
pit
Vegeta
tion
waterw
ay
Rain
garden
Infiltrat
ion
trench

1.295 0.20408 1024.4
㎡ 209.0818051
4
3793
9

A

1.288 0.00354 221.7
㎡ 0.786860718
4
8254
6

C

1.288 0.01137
84.56 ㎡ 0.961893981
4
5284

A

1.292 0.00355 4966.
㎡ 17.68091596
6
982
8

Gutter
hanger

paveme

Unit
design
quantity
Planned
of
Plann
quantity of
descend ed
Unit descending
ing
quant
infiltration
infiltrati ity
(㎥/hr)
on
(㎥/hr·㎡
,m,ea)

1.292 0.01141 563.7
B
㎡ 6.434177489
6
2365
9
1.291 0.00355
600
2
5965
1.291 0.01140
B
1000
2
0005

A

A

Unit
design
quantity
of
descendi
ng
infiltratio
n
(㎥/hr·㎡,
m,ea)
0.011744
4.2647
984
0.016259
5.9039
341
0.052125
5.9039
533

Quanti
ty of
descen
ding
Facility Soil
infiltrat
ion
(㎡/㎡,
m,ea)
W3
Infil
00
trati
on
W5
gutt
00
er

A
A
B

Infiltrat
ion
A
tank
A
B
Ve
get C
ati
on D
pla
nte E
r
F
G
Subtot
al
Total

43.225 0.119042
2805
422

0.118683
286
0.226730
A
624
0.266020
A
565
0.295488
A
02
0.324955
A 117.994
476
139.39 0.383890
A
375
388
296.32 0.816079
A
525
739
A

43.094
875
82.327
75
96.594
25
107.29
4125

-

-

-

Planned
Plann
quantity of
ed
Unit descending
quant
infiltration
ity
(㎥/hr)

14
6363.
64
1010.
04

m 0.164429773
m 103.4685902
m 52.64887345

14

ea 1.666593915

1

ea 0.118683286

1

ea 0.226730624

1

ea 0.266020565

1

ea 0.29548802

1

ea 0.324955476

2

ea 0.767780775

1

ea 0.816079739

-

- 423.1471797
422.1

㎡ 11.4000048

1.291 0.00355
2
5965

797

0.00356
3676

426

㎡ 1.518125976

5.903 0.01625
9
9341

695

m 11.30024172

A 1.294
A

㎡ 2.13357888

Table 12(Continually). Amount of countermeasure
by installation of stormwater reservoir of seepage
water

㎡ 2.834103946

③ 설치대책량
(②+③)139.9+423.1 = 563m³/hr ------- ④
④ 검토결과
이상의 수식에서 필요 대책량은 557.8 m³/hr
으로 나타났고, 대비 설계 대책량은 563m³/hr인 것
으로 나타나

설계 대책량이 필요 대책량을 넘어섰

다. 즉, 557.8 m³/hr ≤ 563m³/hr 이 됨으로써
기존 우수 유출량 중 약 17%를 저감할 수 있음으로
서 우수의 지하 침투, 증발 등을 통해 체계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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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이상의 설계에 의해 시간당 빗물 대체 가

미기후 개선 등의 개선 등에 학문적, 실천적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능량(㎥/hr)은 ‘시간당 물사용량(㎥/hr) × 빗물 대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 된 수순환 체계는 기존

체 가능비(24.5%)’로서 3883.25㎥/hr이 되고, 시간

중앙집중식의 빗물 배수 방식을 보완하는 시스템으

당 물 사용량(㎥/hr)은 ‘1일 물사용량 ÷ 24’가 되어

로 기존 관거 중심의 배수체계를 자연적 저류·침투·

15850.03㎥/hr이 된다. 또한. 1일 물사용량(㎥/day)

증발산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은 ‘건축연면적(㎡) × 유효면적비(-) × 유효면적당

제시된 단지 내 수순환 체계 설계는 이러한 점을 감

사용인원 × 1일평균사용 수량(ℓ) × 0.001’에 의

안하여 적용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 380,400.75㎥/day가 된다.

여섯째, 본 연구는 특정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 계산에 따르면 상수도 사용량 중 빗물 대체

하였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량은 24.5%에 이르고 시간당 빗물 대체 가능량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다양

은 3883.25㎥/hr가 됨으로써 본 설계를 통해 대상지

한 유형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적

내 적용된 저류시설 설계량은 139.99m³/hr이 산출

용, 검증할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되고 있었다. 이 값은 대상지 시간당 빗물 대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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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회 창립 소식

발 기 문
도시는 우리들의 삶 자체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서식지이며 동시에 문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산업사회 이래 가속적 도시화는 이제 세계를 국가들의 집합체가 아닌 도시들의 집합체로 진행되
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60% 정도가 도시에 살게 되고, 우리나라는 현재 93%의 인
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도시(World=City)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
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자연순환체계를 해치는 실체입니다. 높은 엔트로피
(entropy)의 도시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구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 악화, 열섬현상을 비롯 도시민
의 각종 사회병리현상 등에서 보듯 도시는 이로운 문명만큼이나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 고령화사회의 진입은 도시 쇠퇴를 높이고 공동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는 등으로 인해 총체적 도시재생의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를 넘어 지식창조사회가 도래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
학 기술의 발전과 상호 융합으로 자연의 아날로그가 디지털 자연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생명기술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회색의 인프라 집합이 아니라 녹색의 생명 인프라 경관
으로 파격적 전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문명 창조의 가능성입니다.
도시는 단순한 건축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자연력이 살아 숨쉬는 문화 인프라들의 경관으로 재생
되고 진화 해 가야합니다.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는 자연을 다루는 조경학, 건축, 도시, 토목,
생물공학, 나노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재료학, 생태공학 그리고 환경예술과 인문학 등 다
양한 관련 학문간, 기술간 융합을 통해 생명의 문화가 재생되고 창출되는 혁신적 도시경관 만들기
비전으로 창립하고자 합니다. 자연생명 기술의 문화 도시경관 창조 관련 전략, 계획과 설계, 관리,
기술, 소재, 프로그램 등에 관한 담론을 생산하고 소통코자 하는 본 학회 창립에 동참하여 주시길
앙청하오니 삼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1
창립 발기인 대표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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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회 창립 소식

창 립 총 회
2016년 10월 19일(수)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가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
다. 학회의 비전 및 목적은 "다분야간 트렌스와 융합, 그로인해 생산되는 혁신적 생명기술을 활용
해 인공의 '디지털 도시'를 자연의 역동적 힘이 작용하는 생명의 '아날로그적 자연도시'로 만들어보
자는 것”으로써, 이날 학회에는 발기인 및 참관인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학회 창립을 축하하며 박완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김홍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양
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정관 및 임원 선출에서는 조세환 발기
인 대표(한양대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교수)가 초대회장으로 추대 되었습니다. 발기인
대표 인사말과 단체사진촬영으로 1부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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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행사에서는 학술발표대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조세환 초대회장(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의 '제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생명시스템 경관도시로
의 진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도시와 생명나노공학의 통섭 : 가능성과 지향점의 탐색(홍종욱 한
양대 나노생명공학과 교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후(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용산
공원 주변부 도시의 문화에코톤적 생명도시 관리 전략(이정언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
소 부장), 환경설계 교육 : 조경과 건축의 융합교육(구태서 (주)랜드스케이프 인프라 디자인 앤 리
서치연구소 소장)이 이어졌습니다.

학술발표대회가 끝나고 마지막 세레모니로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대형 로고 위에 자신의 서
명을 하는 행사로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학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활동에 대한 의견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제안할 수 있고, 학회 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 출판물은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 없이 모두에게 자료가 공유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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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관 전문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고 명칭하고,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약칭 KABLU로 표기)
라 명칭하며 ‘케이블 유’로 호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다분야 융합학회로서 다양한 학문 및 기술 관련 분야 간 융합과 통섭을 통해 엔
트로피를 높이는 회색 인프라 도시를 자연의 힘이 작동하는 생명경관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한 전략, 계획과 설계, 관리, 기술, 소재, 프로그램 등에 관한 담론 형성, 정보 공유, 지식
생산을 통해 관련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713동 404호(마곡동 마곡엠벨리7단지)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분야 및 학문분야 간 융ㆍ복합적 연구
2. 연구발표 등 학술활동, 전시회, 강연 및 강습회 등 개최
3. 학회지(‘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및 도서 발간
4. 타 학회 및 연구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의 협력 활동 및 사업
5. 관련 외국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전문기술 및 정보교환
6. 포럼 운영 등을 통한 생명도시 재생 관련 트랜스 담론의 생성 및 정보와 지식의 소통과 공유
7. “본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계획 및 기술 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의뢰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거
나 온라인으로 소정의 회원 가입 신청을 한 사람.
제 6조 (회원의 종류)
1.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한다.
2. 단체회원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각종의 공사 등 공기업과 회사 등 사기업 등으로서 "본회"의 목
적 및 활동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회원으로 한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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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회원의 회비)
1. 개인회원 : 없음
2. 단체회원 : 사기업 30만 원/년, 공공기관 및 공기업 회비 없음
제 8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제안할 수 있고 본회
의 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 및 출판물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를 진다.
3. 관련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제 10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창립 목적과 회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에는 제명과 자격 정지 등이 있다.
제 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의 의
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자동으로 박탈
당한다.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및 회비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인 이상
2. 회장: 1명
3. 부회장 : 15명
4. 등기이사: 13명
5. 상임이사: 100명
6. 집행이사 : 5명
7. 감사: 2명
제 13조 (임원의 선임)
1. 고문은 회장의 직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자동으로 고문직에 위촉된다. 단, 특별히 본 회
발전을 위해 고문을 위촉코자 할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1/2이상의 의결과
총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회장의 선임은 이사(등기이사 및 상임이사) 수의 1/2 이상이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참석 인원 1/2이상의 찬성을 거쳐 선임된다. 선임된 회장은
총회 참석 인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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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단 회
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선정하여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등기이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된다.
6. 집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7. 감사 중 1인은 회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8. 고문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회비)
1. 회

장 : 250만 원/년

2. 부회장 : 없음
3. 등기이사 : 200만 원/년
4. 상임이사 : 1만5천 원/월
5. 감

사 : 1만5천 원/월. 단, 총회 선출 감사는 임원 회비 면제

제 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고문: "본회"의 명예를 상징하고 회장의 "본회" 운영에 자문을 행한다.
3. 부회장 :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등기이사: 본 회의 법인 등록, 재산 관리 등에 관련한 의결 등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5. 상임이사: 제4장(이사회)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6. 집행이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7.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①, ②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일
제 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경우는 중임에 한한다.
다만 고문은 제14조 임원의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신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5. “본회”의 비영리단체 등록 이후에 등기이사의 선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본회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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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차선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이사회
제 1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장)
이사회는 회장, 감사, 등기이사회와 상임이사회 등으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0조 (등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등기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감사, 등기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등기이사회는 제15조 4항(등기이사의 직무)과 제 21조(등기이사회의 의결 사항) 등 “본회” 운
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등기이사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등기이사 및 감
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23조(온라인 등기이사회)의 경우에는 즉시
SNS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등기이사회의 의결 사항)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4. “본회”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22조 등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1. 등기이사회의 의결은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등기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3조 (온라인 등기이사회의)
1. 온라인 등기이사회는 “본회”의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조성된 “본회”
홈페이지( www.kablu.or.kr)상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온라인 등기이사회의 소집,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등기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2항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모든 기능에 대해 개최 가능하다.
3. 온라인 등기이사회의 의결 기간은 “본회” 플랫폼 홈페이지(www.kablu.or.kr) 상 온라인
총회에 안건을 올린 날로부터 3일로 한다.
4. 온라인 등기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 관련 내용을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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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등 집행부와 등기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25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제한다.
2. 정기 상임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
까지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29조(온라인 상
임이사회)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올린 후 즉시 SNS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 26조 (상임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상임이사의 1/3이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임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상임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및 참석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상
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심의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비준
5.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비준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비준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 28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제27조 5, 6항에 관한 사항은 다른 상임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 29조 (온라인 상임이사회의)
1.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조성된 “본회” 홈페이지
( www.kablu.or.kr)상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온라인 상에서의 상임이사회의 소집,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 1항, 2항, 3항 등 회
장과 임원의 선출, 해산 및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할 수 없다.
3. 온라인 상임이사회의 의결 기간은 안건을 올린 날로부터 5일로 한다.
4. 온라인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 관련 내용을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2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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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상임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등기이사, 상임이사, 감사 등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총

회

제 3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3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
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의 개시 21일전까지
SNS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35조(온라인 총회)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올린
후 즉시 SNS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 33조 (총회의 기능)
1.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등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승인.
②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승인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 단,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제3조(사무소)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승인
⑥ 앞 호 중

제②, 제④, 제⑤호 사항의 의결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할 경우 “본회”는 총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본회”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안 등
제 34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5조 (온라인 총회)
1. 온라인 총회는 본 회의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플랫폼 기반으로 조성된 “본회” 홈
페이지( www.kablu.or.kr)상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온라인 상에서의 총회의 소집,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1항의 ①, ②, ⑤호를 제외
한 모든 기능에 대해 개최 할 수 있다.
3. 온라인 총회의 의결 기간은 안건을 올린 날로부터 7일로 한다.
4.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 관련 내용을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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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편집위원회
제 36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도록 한다.

제7장 정책자문회의
제 37조 (정책자문회의의 목적)
정책자문회의는 제2조(목적), 제4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도 및 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자
문 등을 수행한다.
제 38조 (정책자문회의 구성)
정책자문회의는 “본회”와 관련되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준 공무원 포함), 관련 전문가 등으
로 구성하며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39조 (정책자문회 위원의 위촉)
정책자문단 위원의 위촉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 40조 (정책자문회의 개최)
정책자문회의의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개최한다.

제8장 바이오도시포럼
제 41조 (명칭)
1. “본회”에서 “본회”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과 관련하여 바이오도시포럼(이하 “포럼”이
라고 칭함)을 운영한다.
2. 바이오도시포럼의 영문 명칭은 ‘BioUrban Forum(약칭: BUF)이라고 칭한다.
제 42조 (“포럼”의 구성)
1. “포럼”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다분야트랜스위원 등으로 구성되
며, 이 포럼의 장은 “의장”으로 호칭되며 회장이 겸임한다.
2. “포럼”의 국제적 구성은 SNS 상에서 구축된 다분야트랜스위원과 국내 포럼 회원의 합동
으로 이루어진다.
제 43조 (“포럼”의 소집)
1. “포럼”은 “의장”이 소집 및 개최한다.
2. “포럼”은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의장”은 국내 “포럼”을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온라인(SNS)으로 구성
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기 일정과 관계없이 구두 등으로 대신할 수 있
다.
제 44조 (“포럼”의 운영)
1. “포럼” 개최 시 다분야트랜스위원들이 전문분야별 사안을 발표하고 회원 간 토론 및 의견
교환을 통해 분야 간 정보를 트랜스 및 공유하고 융합 아이디어, 기술 등에 관한 담론을 생성한다.
2. 다분야트랜스위원의 발표 시에는 본회에서 소정의 발표비를 지불토록 한다.
3. “포럼”의 의장은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지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포럼”
회원이 아닌 전문가라도 초청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정의 발표비를 지불할
수 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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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프라인상의 국제적 “포럼” 개최가 필요할 경우 의장은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럼”에 참여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국제적 관례에 준하는 발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 45조 (“포럼 내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운영)
1. “포럼”운영과 관련하여 다분야트랜스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조경학,
도시학, 기후학, 건축학, 토목학, 나노생명공학, 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생태학, 생태공
학, 에너지공학, 디지털 기술, 환경공학, 환경예술학 등 “본회”의 취지에 맞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2.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 46조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직무)
다분야트랜스위원회는 “본회”의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여

특정 주제에 관련한 발표, 주체 추천, 토론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생산, 소통 및 공

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 47조 (다분야트랜스위원의 자격과 위촉)
다분야트랜스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
진자로서 해당분야의 탁월한 전문 지식을 소지한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후자의 경
우에는 상임이사의 2/3이상의 위원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48조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소집)
1.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다분야트랜스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다분야트랜스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온라인(SNS)으로
등기이사, 상임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기 일정과 관계없이 구두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장 생명도시운동본부
제 49조 (생명도시운동본부)
1. “본회”는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과 관련하여 바이오경관도시 형성을 위한 범 시민
적 실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생명도시운동본부를 운영한다.
2. 생명도시운동본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10장 사무국
제 50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총무집행이사의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총무팀, 편집팀, 재정팀으로 구분
하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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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산 및 회계
제 51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
연한 재산 등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52조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3조 (재원)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제14조(임원의 회비)에 규정한 임원의 회비
② 기부금 및 후원금
③ 기본재산의 과실
④ 사업수입금
⑤ 기타수입금
2. “본회”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매년 공개한다.
3. “본회”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4조 (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56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
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5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8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동의 보고)
법인은 제4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 59조 (재산의 출연 등 관련 서류)
“본회”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 출연재산 목록 및 출연의사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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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 61조 (법인 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해산과 관련한 각 회의는 과반 이상이 참석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이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62조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 시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
리법인에 귀속된다.
제 63조 (법인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제 64조 (정관변경 허가 신청)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이사회의 상임이사회, 총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결 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다음과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갖춰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6. 총회 회의록 1부
제 65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법인 등록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6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으로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 국제관례에 따른다.
제 68조 (인장 사용)
1.“본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적 문서에는 “본회”의 법인의 등록에 사용된 공식 인장을 찍
어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인 생략>을 기입하여 사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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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의 내용은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장의인’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및 등록)
“본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창립 당시의 임원 선임,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1. 초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 1인은 창립총회에서 참가한 발기인들의 추천과 동의 및
제청을 받아 선출한다. 단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투표를 통해 1/2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
으로 선출한다.
2. 창립 고문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람으로 위촉한다.
3. 창립 총회 개최 후 수행한 2016년 10월 21일~12월 31일까지의 회계는 2017년 회계에서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 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1. “본회”를 국토교통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대표
및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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