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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 그림 설명

∙ 작품명 : [Infra]Structural Algae Ecology 

           for Taipei, Taiwan.

∙ 작가명 : Aleksandrina Rizova & Richard Beckett

∙ 작품설명 : 

 

 Rain-water will be harvested through the 

porous urban fabric and recycled for horizontal 

and vertical farming. Algal photo-bioreactor 

towers will collect CO2 from vehicles and 

buildings. Horizontal layers of hydroponics 

systems will provide food for the city.

 Aleksandrina Rizova & Richard Beckett가 제안한 

이 작품은 Algae Competition에서 수상하였으며 

대만 도심의 인프라를 제안하여 지구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자체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생명경

관도시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빗물은 다공성 도시 조직을 통해 수집되어 수평 

및 수직 농업을 위해 재활용되며 Algal 

photo-bioreactor 타워는 차량과 건물에서 이산화

탄소를 수집한다. 또한 수경재배의 수평적 레이어

는 도시에 식량을 제공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

게 된다. 

학술팀장 강성우 sungwoo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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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용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숲을 중심으로 -

An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of 
Urban Park

 - The Case Study of Seoul Forest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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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reation and management directions of the urban park in points of 

future urban climate mitigation and CO₂storage and absorption, by evaluation and analysis of CO₂

emission and absorption levels in the urban park. First, come from the indirect CO₂emission source 

based on the energy demand of the Seoul Forest, the CO₂absorption drops the effect of annual CO₂

absorption. Thus, it is necessary to reduce CO₂emission by controlling artificial water cycle system and 

either using water source for system maintenance as water supply or controlling cycle from pumping. 

Second, the artificial pavement for road, square, parking, and pedestrian, which is 20% of total area of 

the Seoul Forest, acts as offence against carbon storage in the soil.  Because these pavements are 

either impermeable or low permeable, they do not only interrupt carbon storage in the soil but also 

subsurface seepage and storage of rainwater to degenerate the quality of soil ecosystem. Third, there is 

the measure to increase the ratio of vegetation species with high carbon storage capability and 

greening. Considering aspects of biodiversity and  landscape and in the level that fits functions and 

purposes of the urban park, CO₂absorption can be increased by expanding the ratio of broadleaf tree 

species that have high arboreal growth rate than needleleaf tre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hen the urban park is constructed as carbon absorption source, the efforts to increase social and 

ecological functions of the urban park must be carried out by considering land use, vegetation, and the 

adoption of facilities with energy consumption based on fossil fuel.  Also, by carbon management 

through effective and continuous statistic construction, the urban park should fit low carbon and green 

growth.

키 워 드 : 기후변화, 도시공원, 서울숲, 이산화탄소 배출량ㆍ흡수량
Keywords : Climate change, Urban Park, Seoul Forest, Carbon absorption source, Carbon emiss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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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온도상승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는 태풍·홍수·가뭄 등 각종 기상재해가 극심

해짐에 따라 세계기후회의(1972), 리우환경회의

(1992), 교토의정서(2005), 발리로드맵(2007) 등 다

양한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탄소흡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산림의 경우 국립산림 과학원 등에서 탄소배출계

수 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산림 이외지역의 탄소흡수원에 관한 연

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탄소저장량에 관한 연

구로는 박은진(2009)이 도시공원 내 수목과 가로

수, 산림수목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산

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서 도시의 CO2흡

수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 관리 방향

을 제시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2010)은 도시공원

의 탄소저장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소규모 근린공

원을 대상으로 공원별 탄소저장 추정량을 비교하

였다. 이인성 등(2011)은 도시공원의 탄소저감 효

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4만㎡이하의 공원 4개소

를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연간 CO2 흡수량, 전력 

및 상수도에 의한 CO2 배출량을 평가하였다. 그

러나 다수의 탄소저장량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일정지역

에 탄소저감 효과의 평가가 부족하고 공원 내 설

치되는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이 직·간접적으로 어

느 정도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공원 중 대

형공원에 한하여 인지도가 높고 신규 조림되어 

탄소흡수평가가 용이한 적정 대상지로 서울숲 공

원을 선정하였으며 실제 CO₂흡수와 배출을 동

시에 평가하고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에 대하여 정량적 결과치를 도출 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배출 저감을 위한 대안을 고찰해 봄으로써 탄소

흡수원으로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바람직한 

설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다.

Ⅱ. 이론고찰

1. 기후변화와 대응동향

1997년에 개최된 제 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COP3)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원칙과 목표, 

실천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

축 대상국으로 지정된 3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의

무 감축 대상 38개국 중 2006년까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16개국만 감축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독

일, 일본, 캐나다 등 22개국은 감축 목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김귀곤, 2009). 

서울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필

요성을 인식하여 기후변화업무를 전담하는 지구환경 

팀을 신설하고 2007년 ‘서울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하

여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 2020년까지 25%저감한다는 목표

를 설정하였다. 2009년 서울시는  세계 녹색 경쟁력 

선도 도시구현을 위한 ‘2030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

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녹지의 질적·양적 확충

으로 기온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2030년까지 녹지비율을 도시 전체의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

형공원을 추가조성, 기존공원 및 잔디공간에 나무 밀

식하며 옥상 및 벽면 녹화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서

울특별시, 2009).

2. 탄소흡수원의 종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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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생의 역할

녹색식물은 CO2를 흡수 축적(Sink)하는 역할과 

함께 CO2를 대기권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원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수목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해양과 

대륙에 비하면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대

기와 교환되는 양이 매우 많고, 국지적 및 지구적 

기후시스템과 인간의 활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태계의 탄소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에너지 흐름과 관련 있는 물의 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기후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황상일, 2009).

2) 토양탄소의 역할

토양의 탄소저장량은 식생의 경우보다 약 86배 

더 많다(Milne and Brown, 1997). 토양유기탄소가 

심하게 유실되면 토양의 질 저하, biomass생산이 감

소,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므로 식물생장을 위한 양

분의 근원이며 생산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조건

이 된다. 토양유기탄소의 증가는 온실가스인 CH4의 

토양 내 산화능력을 증진시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

키는 효과를 보인다(김동엽, 2005). 토양 내에서의 

이산화탄소는 뿌리의 호흡에 기인하는 것과 토양미

생물의 호흡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이들이 전체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절별, 지소

에 따라 달라진다(Maier and Kress, 2000). 발달과

정에 있는 산림의 경우 뿌리의 호흡량이 토양호흡량

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나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과정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장기

적으로 토양탄소저장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

다(Schlesinger, 1977 ,1997).

3) 습지의 역할

습지에서는 다양한 생지화학적 반응과 물질 순환

이 일어나는데, 특히 0.45㎛필터를 통과하는 모든 

유기탄소를 말하는 용존유기탄소(DOC: Dissolved 

Organic Carbon)는 탈질기작 등 미생물을 비롯한 

이차생산에 있어서 주요한 탄소공급원이다(Song et 

al., 2010 : Paul and Clark, 1996). 습지는 동·식물

의 사체분해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DOC를 생

산하며 특히 북구이탄습지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DOC생산처로 알려져 있다(강호정 등, 2002 : 

Freeman 등, 2004). 습지 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식

물은 낙엽과 낙지를 통해 습지에 유기탄소를 공급하

는 역할을 하며 뿌리를 통해 영양염류를 흡수하기도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습지

토양의 DOC 함량은 식생이 있는 곳에서 높게 나타

나지만 수심이 10cm미만의 얕은 곳에서는 오히려 

호기성 미생물의 영향으로 DOC분해가 잘 일어나므

로 낮은 유지된다(서주영 등, 2010). 이러한 이유로 

습지는 지표 탄소의 약40%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탄습지 및 산림습지와 식생이 유지되는 습

지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구

본학, 2009).

Ⅲ. 분석의 틀

1. 연구대상지 선정과 조사·분석 방법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중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를 분석하기 용이한 공원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제

한사항을 두었다. 

첫째, 대형공원에 한하여 인지도가 높은 도시공원

에 한정한다. 서울시의 대형규모(30만㎡이상)로 조성

된 광역근린공원과 도시지역근린공원을 포함한 근린

공원은 21개소로 집계된다. 

둘째, 교토의정서 발효(2005년)이후에 조성된 대

형공원에 한하여 도시공원을 선정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녹지의 

흡수원으로써 역할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수단으

로 인정되는 시기인 교토의정서 이후 조성된 공원은 

4개소로 압축되었다. 

셋째, 신규 조림된 도시공원으로 일정기간의 식생

활착이 이루어진 공원에 한하여 연구대상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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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지내 기존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신규조

림에 의한 도시공원은 탄소흡수원 평가 시 변수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띠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서울숲은 도시 오픈

스페이스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하는 이

산화탄소양과 흡수하는 양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

으로써 도시공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조사·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배출 요소를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고찰

을 통하여 연구대상지의 토지이용, 식생, 에너지사용

의 3가지 구성요소로 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2011

년 10월 ~ 2012년 4월까지 연구대상지인 서울숲을 

답사하여 탄소저장 및 배출과 관련한 자원을 조사하

였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토양탄소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해 토지유형

을 조성 당시 설계도서와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고시도면을 참고하여 Autocad2008을 사용, 포

장구역, 건축구역, 습지구역, 녹지구역을 지역별로 

세분하여 구적하고, 산출된 면적을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활용하여 집계하였다. 

둘째, 탄소저장량과 년간 CO2흡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석요소인 현존식생조사는 서울숲 

조성 당시 설계된 식재계획도와 수목현황 및 보존이

식계획도를 토대로 1/1,000 수치지형도에 식생유형

별로 분포현황을 Autocad2008을 사용하여 도면화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현존식생도

를 작성하였다. 또한 식생 유형은 침엽교목, 활엽교

목, 침엽관목, 활엽관목으로 구분하여 식생목록을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활용하여 작성·집계

하였다. 현장조사는 표준지 매목조사법을 활용하였

으며, 조사구는 수목의 대소, 밀도 등이 대상지 전체 

식생의 평균으로 판단되는 곳을 목본군락 중심으로 

무작위 선정하였고, 1표준지 면적은 녹지의 여건에 

따라 0.1 ~ 0.16ha로 총 20개소를 설정하였다. 실

측방법으로는 수고는 측량용 스타프를 이용하거나 

주변 구조물과 비교하여 목측하였으며, 흉고직경은 

지상부 1.2m지점에서 직경테이프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관목류의 근원직경은 지상부 0.15m지점에서 

직경테이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줄기가 다간

일 경우 합산하여 70%를 값을 적용하여 환산하였

다. 수목의 규격은 식생 조사자료와 설계도를 비교

하여 식재당시와 조사당시의 수종별 생장률을 분석

하고 전 수목에 대하여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에너지사용현황은 공원시설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수경시설의 전력량과 상수도사용

량에 한하여 한정하였다. 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분석 자료로 조성 당시 설계된 분수 및 관수계

획도를 참고하여 현황공급 수원, 유수방향 및 배수

방향이 표현된 현황 물순환체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물순환과 관련된 펌프와 

공급수원(상수도)사용량을 전년도 공원운영에 참여

한 공무원에게 면담 및 인터뷰를 통해 추출하였다.  

2. 탄소저장량 및 이산화탄소 산정방법

1) 토양의 탄소저장량 산정

국립산림과학원(2006)의 토지이용형태별 토양탄소

저장량을 1981년~2001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부

분의 토지이용형태 즉 농경지(논,밭), 산림 기타용지 

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산정이 어려

운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토지이용형태를 보이는 초

지와 습지 등을 이경학 등(2006)의 자료를 활용하여 

농경지 및 기타용지의 데이터 값을 적용하였다(표 1 

참조). 

Division

Rice 
field

(=Wetl
and)

Field
(=Grass
land)

Forest* Etc.**

Soil 
carbon

(tonC/ha)
60.5 45.9 67.9 11.5

Table 1. Soil carbon stocks by land type

 * Contains carbon in organic matter in leaves
** This study applies to permeable pav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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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의 탄소저장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식생의 탄소저장량 산정에 있어 비

교적 정확한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는 상대생장식을 

활용하였다. 도시공원의 경우 임목축적량 자료가 없

으며 개체별로 식재 관리되므로 국내에서 다수의 연

구를 수행한 조현길 등(200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수종별 흉고직경을 종속변수로 하는 상대생장식

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제

와 수정을 하였다. 탄소저장량은 자연생태계의 녹지

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나 이외의 수단이 부재하

므로 이를 서울숲에 적용하며 대부분의 초본은 매년 

흡수와 분해를 반복하여 탄소저장 및 CO2흡수량이 

극히 소량(조현길, 1999a)에 가까워지므로 산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또한 녹지에 의한 미기후완화효과로 

인한 간접적 흡수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측정방법의 단순화 목적으로 이를 계상하

지 않는다. 교목활엽수의 경우 중부와 남부로 구분되

어 있는 산식은 대상지가 중부지방이므로 중부지방

의 산식을 사용하나 로그를 없앤 산식으로 수정하여 

독립변수 입력 시 종속변수 값이 별도의 과정을 거

치지 않고 산출되도록 수정한다(표 2 참조).

Division
Carbon storage 

regression 
equation

Applied formula

Tree(
Kg/tr
ees)

Broa
dleaf

lnY = -2.7127 
+ 2.4581 lnDBH 

lnY = 0.067 
DBH 2.4581

Conif
er

lnY = -2.3483 
+ 2.1436 lnDBH 

lnY = 0.094 
DBH 2.1436

Shru
b(Kg/
trees)

Broa
dleaf 

lnY = 4.1813 + 
1.9494 lnDAG 

lnY = 0.465 
DBH 1.9494

Conif
er

lnY = 4.0685 + 
2.1892 lnDAG 

lnY = 0.339 
DBH 2.1892

Table 2. Applied formula for calculation of 
carbon stock of vegetation

 * DBH : Diameter at breast height(5~40cm)
** DAG : Root collar caliper at 15cm above ground(1~4cm)

3) 이산화탄소의 탄소저장량 산정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이산화탄소흡

수량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식생의 바이오매스를 탄

소저장량으로 환산하는 방법, 상대생장식을 활용하는 

방법, 임상별 영급별 계수를 적용하는 방법, 원단위 

환산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구의 통일성

을 높이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국내에서 다

수의 연구를 수행한 조현길(2000)과 이관규(2003)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생장식을 활용하였다(표 3 

참조).

Division CO2 absorption regression equation

Tree(
Kg/tr
ees)

Broa
dleaf

lnY = -0.6053 + 0.293DBH + 
0.0068DBH2 

Conif
er

lnY = 0.0069 + 0.062DBH + 
0.0103DBH2 

Shru
b(Kg/
trees)

Broa
dleaf 

lnY =0.0333DAG1.5823 

Conif
er

lnY =0.0568DAG1.3350 

Table 3. Formula for calculating annual CO2 
absorption of vegetation

 * DBH : Diameter at breast height(5~40cm)
** DAG : Root collar caliper at 15cm above ground(1~4cm)

4)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사용현황은 공원 내 조경시

설에 대하여만 한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가

장 많이 소비되는 인공적인 물 순환 체계에 대한 전

력량과 상수도사용량에 한정시킴으로써 분석에서 여

러 가지 변수를 배제하고, 도시공원의 옥외공간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전력사용량은 전년도 공원운영에 참여한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월별 수경시설의 가동시간을 추출하

고 설치 된 펌프규격에 사용시간을 곱하여 전체 전

력사용량을 산출하였다. 상수도 및 유지용수의 사용

량은 전력사용량 추정에 사용된 가동시간을 기초로 

수경시설의 운영시간을 추출하고 대상지내 전체 수

경요소에 대한 담수량, 누수량, 증발량 등을 산출하

여 유지용수별 공급량을 추정하였다. 전정 및 시비

에 의한 탄소배출량 산정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조

현길,1999b),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의 단순화 목

적으로 이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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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숲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분석

1. 대상지 현황분석

1) 토지이용현황

서울숲은 도로 및 광장을 포함하는 기반시설과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휴양시

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 그리고 녹지로 구성되

어 있다. 토양탄소저장량을 산출을 위한 토지유형

을 설계도서와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

고시도면을 참고하였으며 Autocad2008을 사용하

여 포장구역, 건축구역, 습지구역, 녹지구역을 지

역별로 세분하여 구적하고 산출된 면적을 

Microsoft Ofice Excel 2007을 활용하여 집계하

였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녹지는 74.8ha

로 전체부지의 65.27%에 달하며, 도로, 광장, 주

차장 등 포장이 된 지역은 24ha로 20.94%, 건축

물은 10.4ha로 9.08%, 습지는 5.4ha로 4.71%순

으로 구성되었다.

2) 식생현황

서울숲 전체 조사대상면적 114.6ha 중 녹지는 

교목림 31ha과 초본생육지 44ha로 구성되어 전

체면적의 65.27%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

지역에서 교목의 종수는 67종이었으며, 이 중 침

엽수종이 10종, 활엽수종이 57종으로 활엽수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종별 개체수를 기준

으로 분석한 결과 활엽수종(85.1%)이 침엽수종

(14.9%)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목의 종수는 30종이었으며, 이 중 침엽수종이 

2종, 활엽수종이 28종으로 활엽수종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수종별 개체수를 기준으로 분석

한 결과 활엽수종이(94.76%)이 침엽수종(5.24%)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3) 에너지사용현황

서울숲의 공원관리청은 시직영사업소인 동부푸

른도시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다. 동부푸른도시사

업소에 따르면 서울숲은 상수도 사용량은 년간 

31.5kt이며, 전력사용량은 년간 122만kw를 소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숲은 생태습지 및 개울의 유

지용수로 뚝도정수장 으로부터 강변원수를 취수하

여 년간 154kt을 추가 공급받고 있다. 수경시설은 

4~10월까지 일 평균 3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가동하는 시설로는 수변연못의 프로그램분

수, 정수장의 벽천, 문화예술공원의 바닥분수가 

있다. 서울숲의 물순환 체계도와 운영시간을 분석

하여 유지용수의 공급원과 공급량을 산정하고 펌

프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비전력을 분기

별로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Division Unit 1Q 2Q 3Q 4Q Sum
Mai
nte
nan
ce 
wat
er

Origin 
water

Kton 3.0 53.0 51.0 47.0 154.0

Water 
Supply

Kton 2.9 8.7 6.9 13.0 31.5

Sum Kton 5.9 61.7 57.9 60.0 185.5

Po
wer

Whole 
Park

Kton 350 266 280 328 1,224

Water
scape

Kton 5.0 54.0 54.0 25.0 138.0

Table 4. Water Circulation Energy Consumption 
Status of Waterscape Facilities in Seoul Forest

2. 서울숲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분석

1) 서울숲 이산화탄소 흡수원 분석

서울숲 토양탄소저장량 산정은 이경학 등

(2006)의 자료를 활용하여 농경지 및 기타용지의 

데이터 값을 적용하였다. 

기타 불투수포장지역과 건축물지역의 토양탄소

저장량은 토양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녹

지 중 교목림의 토양탄소저장량은 식생에 의한 탄

소저장량 결과치와 중복 될 요인이 있어 토양탄소

저장량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숲 전체 토양탄

소저장량은 총 2,224 tC로써 단위면적당 19.39 

tC/ha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인 토지유형별 토양탄

소저장량은 습지(3.3ha)에서 199.7 tC, 잔디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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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지(44ha)에서 2,019.7 tC, 투수성 포장지역

(0.4ha)에서 4.6 tC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Division
Carbon 

Stock(tC)
Area(ha)

Similar 
Land Use

Wetland 199.7 3.3
rice field

(60.5tC/ha)
Lawn, 

Grassland
2,019.7 44.0

field
(45.9tC/ha)

Permeable 
Pavement

4.6 0.4
etc.

(11.5tC/ha)

Table 5. Carbon Stocks of Soil in Seoul Forest

조사된 식생의 개체별 흉고직경을 기초로 상대생

장식을 이용하여 탄소저장량 과 년간 CO2흡수량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전체면적에서 식생에 의

한 탄소저장량은 총1,329.3 t으로 11.6 tC/ha으로 

분석되었다. 교목류 중 침엽교목은 26.9 kgC/주 에

서 216.1 kgC/주의 분포로 2,532주에 총 128.6 

tonC을 저장하고 있으며 활엽교목은 11.1 kgC/주에

서 580.9 kgC/주의 분포로 11,021주에 755.6 tonC

을 저장하여  교목류는 총 1884.3 tonC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목류는 침엽관목이 1.55 

kg/주로 12,700주에 20ton을 저장하고 활엽관목류

는 1.80 kg/주에서 6.94 kg/주의 분포로 212,000주

에 425 ton을 저장하여 관목류에서 총 445톤을 저

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참조).

Division
Unit 

Storage
(kgC/trees)

Quantity 
of Plant
(trees)

Total 
Storage

(tC)

Tree

Broad
leaf

26.9~216.1 2,532 128.6

Conif
er

11.1~580.9 11,021 755.6

Shr
ub

Broad
leaf 

1.55 12,700 20.0

Conif
er

1.8~6.94 212,000 425.0

Table 6. Carbon Storage by Vegetation of 
Seoul Forest

서울숲의 식생은 년간 CO2흡수량은 총 98.0 

tCO2/년으로 단위면적당 0.86 tCO2/ha/년을 흡수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침엽교목류는 2.2 kgCO2/주/년에서 

16.4 kgCO2/주/년의 분포로 년간 총 12.0 tCO2를 

흡수하고, 활엽교목류는 2.2 kgCO2/주/년에서 22.0 

kgCO2/주/년의 분포로 년간 총 62.2  tCO2를 흡

수하여 교목류에서 총 74.2 tCO2을 년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침엽관목류는 개체목당 평

균 0.14 kgCO2/주/년을 흡수하여 년간 총 1.8 

tCO2을 흡수하고, 활엽관목류는 0.1 kgCO2/주/년

에서 0.3 kgCO2/주/년의 분포로 년간 총 22.0 

tCO2를 흡수하여 관목류에서 총 23.8 tCO2을 년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참조).

Division
Unit 

Absorption
(kgC/trees)

Quantity 
of Plant
(trees)

Total 
Absorpti
on
(tC)

Tree

Broad
leaf

2.2~16.4 2,532 12.0

Conif
er

2.2~22.0 11,021 62.2

Shr
ub

Broad
leaf 

0.14 12,700 1.8

Conif
er

0.1~0.3 212,000 22.0

Table 7. Annual CO2 Absorption by Vegetation 
of Seoul Forest

2) 서울숲 이산화탄소 배출원 분석

서울숲 CO2 배출량 산정은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를 활용하였다. 서울숲의 수경시설 및 물 순환체

계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전력의 양은 년간 

138Mw로 CO2배출량으로 환산하면 58.5 tCO2/

년이며, 상수도 사용량은 31.5kt로 CO2배출량으

로 환산하면 18.5 tCO2/년으로 총 77.0 tCO2/

년을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8 참조). 

Division
Consump

tion
Emission 
Factor

Emission
s

Sou
rce

Power(
Mw)

138.0 0.424 58.5

Consta
nt(kt)

31.5 0.587 18.5

Table 8. Annual CO2 Emissions by Waterscape 
Facilities in Seou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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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수경시설에 소비되는 상수도 사용량과 전력

사용량을 CO2배출량으로 변환한 월별 CO2발생량

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그림 1과 같다. CO2배출량

은 상수사용에 의한 배출량에 비해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량이 높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수경시설의 유

지용수로 대부분을 뚝도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원

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 및 전력사용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 배출량이 급증하여 10월 이후 

급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1/4분기의 CO2배

출량은 월평균 1,500 kgCO2이며 2/4분기 에서 4/4

분기에는 월평균 8,100 kgCO2의 배출량을 기록하

고 있다. 이는 4월부터 10월까지 분수 등 수경시설

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동절기사용량 보

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1. Seoul Forest Park Waterscape Facility 
Monthly CO2 Emissions

3) 서울숲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배출량 수지

분석

CO2배출량과 식생에 의한 연간 CO2흡수량을 

함께 비교하여 순 흡수량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

다. 서울숲에서 배출하는 CO2는 77.0 tCO2/년

이며, 식생에 의해 흡수하는 CO2는 98.0 tCO2/

년로써 흡수량에서 배출량을 제하는 순흡수량은 

21.0 tCO2/년에 불과하다. 이는 식생에 의한 년

간 CO2흡수량 중에 79%를 펌프 및 공급용수에

서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총 흡수량

을 녹지면적으로 나누면 흡수원에서의 단위면적당 

순 흡수량을 구할 수 있으며, 총배출량을 수경시

설면적으로 나누면 배출원에서의 단위면적당 순 

배출량을 구할 수 있다. 표 9는 흡수원에서의 순 

흡수량과 배출원에서의 순 배출량을 산출한 결과

이다. 녹지의 면적은 74.8ha로 전체부지 114.7ha

의 65%를 차지하는 반면 습지의 면적은 5.4ha로 

5%에 해당한다. CO2흡수원인 녹지는 광범위한 

면적이며 CO2배출원인 수경시설은 소규모면적으

로 집약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단위면적당 

CO2순 흡수량은 1.3 tCO2/년이며 CO2 순 배출

량은 14.3 tCO2/년으로 녹지에서 흡수하는 CO2

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표 

9 참조).

Divisi
on

Area
(ha)

Total
(tCO2/year)

Unit per 
area(tCO2/year)

Absor
ption

Emissi
ons

Absor
ption

Emissi
ons

Green 74.8 98 - 1.3 -

Water
scape

5.4 - 77 - 14.3

Table 9. Annual CO2 Absorption and Emissions 
Balance Analysis of by Seoul Forest

3. 서울숲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증진 방안

1) 탄소 저장 및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대

서울숲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탄소저장 및 CO2 흡수가 모색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불투수성 포장을 투수성으로 전환시키거

나 포장복개를 통한 토양복원으로 탄소저장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서울숲에는 강화 마사토에 

의한 포장 2.7ha, 소형 고압블럭 포장 2.0ha, 점토

블럭 포장 1.5ha 등 보행동선의 포장으로 불투수

성포장, 부분투수성포장 6.2ha가 점유하고 있다. 

이를 투수율이 높은 포장재로 변경하거나 복개할 

경우 대략 70tC의 토양탄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축적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및 변화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정확한 온

실가스 흡수량에 대한 자료 없이는 실질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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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대응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며, 수목의 생장

은 수종과 수령, 입지와 기상환경 등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관찰로 정확한 통계자

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녹지면적과 탄소저장능이 높은 수종의 식

재비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다. 생물다양성 측

면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침엽수종에 비해 수목생

장률이 높은 활엽수종의 식재비율을 확대 시키는 

것으로 CO2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시각

적인 효과를 위해 이미 성장한 나무를 식재하는 것

보다 어린나무를 우선적으로 식재하는 것과 관목보

다 교목위주로 식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식생구조모델을 다층림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다층림은 한정된 토지에서 각 각의 수목개체

별 CO2흡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경관

적·생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섯째, 녹지의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고사목을 

줄이고 양적·질적 생장을 촉진하여 건강한 수목으

로 유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CO2흡수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방안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숲의 경우 수경시설에

서 발생하는 CO2배출량 77.0 tCO2/년을 모두 

상쇄하기 위해서는 교목위주의 녹지를 25ha가 추

가로 필요하지만, 현재의 토지이용에서 쉽게 녹지

로 전환이 가능한 가용지가 부족하다. 즉, 흡수량

을 늘리는 것보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공원 내 

CO2 순 흡수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더욱 신속

하며 효과적이다. 따라서 서울숲의 CO2 배출량

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위적인 물순환 체계를 구축을 자제하는 

것이다. 수공간은 야생동식물의 생물다양성을 향

상시키거나 이용객들에게 청량감과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수원으로 상수를 사용하

거나 펌프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많은 양의 CO2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대신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바이오연료 등을 기반으

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원

을 대체시켜 CO2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셋째,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수도 및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신 빗물을 집수하여 재사용

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용출

수를 재사용 하는 등 대체용수를 수원으로 사용함

으로써 CO2 간접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넷째,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우수한 제품이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하이

브리드 제품을 사용하여 CO2 간접배출량을 줄이

는 방법이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축적 통한 온실가

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과 사

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경제적 논리에 

의한 제품과 시설의 선정방법에서 지구환경을 고

려한 환경적 고려사항에 의해 제품과 시설의 선

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기초

적인 자료인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변화를 수

용하는 타당성을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제

적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도시공원인 서울숲을 대상으로 CO₂

배출 및 흡수량을 평가하고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

기후완화 및 이산화탄소 저장 및 흡수관점에서 도시

공원의 조성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도시공

원으로 탄소흡수원 평가시 변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

되는 서울숲을 대상으로하여 이산화탄소 효과에 대

한 실증적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및 대

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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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숲은 대규모 녹지와 풍부한 수자원를 

가진 공원으로 많은 양(3,553.3tC)의 탄소를 저장하

며, 매년 98.0tCO2/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

실가스배출을 저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서울숲의 에너지수요에 따른 간접적인 CO2 배

출원에 기인하여 서울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년

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서울숲은 CO2배출을 최소화 하기위한 자구책이 필

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서울숲 옥외 주요 에너지 소비원인 수경시

설은 대상지 전체 대비 5%에 해당되는 5.4ha면적에

도 불구하고 CO2 순 배출량은 녹지에서 흡수하는 

CO2 양 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인위적인 물 순

환 체계를 자제하고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수원을 

상수로 사용하거나 펌핑에 의한 순환을 자제하여 

CO2배출량을 저감하여야 한다. 서울숲 내 수경시설 

등 물 순환을 위한 공원 내 펌프는 총 62대가 설치

되어 년간 전력사용량이 138Mw를 소비하여 년간 

58.5tCO2/년의 CO2배출을 한다. 따라서 서울숲은 

수경시설의 분수의 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성능효율

이 높은 펌프로 교체함으로써 CO2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서울숲 내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상수는 년

간 31.5kt을 소비하여 년간 18.5tCO2/년의 CO2배

출을 한다. 따라서 서울숲은 빗물을 집수하여 재사

용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용출

수를 재사용 하는 등 대체용수를 수원으로 사용함 

으로써 CO2간접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서울숲 전체면적 대비 20%에 해당하는 도

로, 광장, 주차, 보행을 위한 인공 포장은 토양탄소

저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숲은 

인공 포장 중 강화 마사토에 의한 포장 2.7ha, 소형 

고압블럭 포장 2.0ha, 점토블럭  포장 1.5ha 등을 

보행동선에 포장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포장

은 불투수성 포장이거나 투수율이 낮은 포장 재료이

므로 토양탄소저장 뿐만 아니라 우수의 지하침투 및 

저장을 방해하여 토양생태계의 건전성을 악화시킨

다. 따라서 서울숲은 투수율이 높은 포장재로 변경

하거나 복개하여 탄소저장량을 확대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서울숲은 전체면적 대비 28%상당의 부지에 

교목림과 관목림이 식재되어있는데 현재보다 탄소저

장량 확대를 위해서 CO2흡수기능이 뛰어난 교목림 

증대가 필요하다. 교목 증대시 생물다양성 측면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침엽수종에 비해 수목생장률이 

높은 활엽수종의 식재비율을 확대시켜야하며, 성목

을 식재하는 것보다 어린나무를 우선적으로 식재하

고 관목보다는 교목을 식재하는 것이 서울숲의 

CO2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도시공원에서 탄소관

리측면으로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녹

지 및 식생은 법규에 의해 도시공원에서 시설율 상

한선을 제한 만큼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녹지와 달리 법적 

규제가 없음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

족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투입이 불가피한 시설물 

중 특히 인위적인 물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 

투입은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CO2

를 배출하여 도시공원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띠라서 본 연구는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써의 기능

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과 흡수하

는 양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도시공원의 가

치를 재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시 탄소흡수원으

로서 뚜렷한 기준이 없었음으로 그간 경제적·관리적 

사유로 인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사용하기 용이한 화

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였던 관

습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데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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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재난대응과 관련된 논의

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이승욱과 안

병욱, 2016). 2015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재

난위험경감회의에서는 센다이강령(Sendai Framework 

for Action Disaster Risk Reduction 2016-2030)을 

승인하였다(UN, 2015).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도시 내 재

난위험의 이해, 거버넌스 재정투자, 효과적 대응 강

화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2015년 체결된 파

리협정(Paris Agreement)에 의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를 대신한 신기후체제는 기후변화 적

응과 온실가스 감축, 투명성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 본 논문은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2015년도 연구개발사업 “대구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연구
(연구과제 고유번호 15-05-01-90-9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E-mail : wildlife@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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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예측을 중요 의제로 설

정하고 모든 당사국에 자발적인 기여의무(NDC)를 

부여하였다(IPCC, 2014).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고밀도 개발과 에너지 사용

집중, 불투수층에 의한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도

시 내 기온상승과 강우량 변동치 변화로 도시침수와 

열섬현상, 대기오염 등이 일어나며, 이는 도로, 하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과 도시

활동, 시설물 등의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기상청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지역과 비도

시지역의 온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도시의 기온 상

승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명수정, 

2009).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하여 도시환경의 과밀

화 및 고령화로 인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난 발생

과 연쇄적인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김태현. 

2014). 도시열섬에 의한 온열질환자 증가 및 재산상

의 피해는 폭염에 의한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전

략 수립과 주기적인 이행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방재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세계 평균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환경부와 국립환경과

학원, 2014). 지난 100년간(1905-2005) 세계평균기

온은 섭씨 0.74℃ 상승하였는데, 한반도는 같은 기

간 1.5℃ 상승하였고, 21세기말에 이르면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20세기말(1971- 2000년 평균)보다 4℃ 

상승, 해수면은 현재보다 1미터 더 높아져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연안지역이 침수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2014). 더구

나 이산화탄소의 20% 이상이 1,000년 이상 대기 중

에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 즉시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정지되더라도 지구온난화의 진행과 

이에 따른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기후변화 저감대책과 더불

어 지후변화 영향에 따른 도시 재난방재전략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UN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전

략을 도시단위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논의가 진행되

었으나, 도시의 공간적 특성이나 인구 등을 고려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별 폭염의 위험도를 

산출하는데 있어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채수미, 2014).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열환경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추이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후건축

물이나 보육시설, 장애인 보호시설과 노년층 비율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재난위험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에서 폭염 발생빈도가 높고 광역도시권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대구를 대상으로 도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경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지역과 분석방법

1. 연구지역

대구는 한반도 동남부 내륙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팔공산, 남쪽으로 대덕산과 비슬산, 동서로 완만한 

구릉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이다. 도심에는 신천

이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북쪽에는 금호

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휘돌아 낙동강과 합류한 후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지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도시확장, 높은 불투수층으로 대구 중심부

에는 열섬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이경애, 

2015; 김상현 외. 2016). 1907년 1월 3일에 창설된 

대구기상대는 190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기상자

료 관측을 시작하였다(안지숙과 김해동, 2006). 대구

기상대의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기온, 강수

량, 습도 등의 기후요소를 살펴보았다.

대구는 내륙에 위치한 인구 250만의 대도시로 폭

염에 취약한 지형특성에 노출되어 있다. 폭염에 대

한 취약성은 폭염에의 노출(얼마나 고온 환경에 노

출되었는가?), 민감도(시민들의 건강상태) 및 적응능

력(의료시스템을 포함한 사회적 대응상태)의 종합으

로 결정된다. 대구는 지구온난화 및 분지형 도시로

서의 지리적 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폭염 노출도가 

가장 높은 대도시이다. 1909년부터 2009년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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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연평균 평균기온은 13.5℃, 연평균 최고기온은 

18.8℃, 연평균 최저기온은 8.3℃이다(기상청, 

2012). 관측 초기 10년(1909-1918)에 대구의 연평

균 평균기온은 12.9℃ 이었으며, 21세기 접어들면서 

2000- 2019년에는 14.9℃로 지난 100년 동안 대구

의 평균기온은 2.0℃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대구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18.3℃에서 

19.7℃로 1.4℃ 높아졌으며, 연평균 최저기온은 7.

4℃에서 10.1℃로 2.7℃ 증가하였다. 평균기온과 최

고기온은 10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최저기온은 1930-1940년대 약간 감소하였다

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기상청, 2012).

2. 분석방법

폭염에 의한 적응형 도시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분석방법은 국내외 문헌검토와 폭염 대응사례 조사 

및 특성비교, 공간분석에 의한 차별화된 대응전략 

수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폭

염 발생현황과 기후변화에 의한 향후 전망에 있어 

불확실성과 기존 자료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성적 분석방법과 정량적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정성적 분석방법으로 연구지역의 도시열환경 관련 

담당자 인터뷰와 정책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취합하

였다. 특히 대구시청의 폭염과 관련된 환경정책과 

담당공무원 및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자 등을 대상

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기상청, 국가기

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시한 대구지역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및 웹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

(VESTAP)를 활용하였다(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7).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GIS 프로그램인 ArcGIS 

11.x를 통한 공간내삽(spatial interpolation)을 실시

하였다.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36개 기상 관측지점에서 조사한 기온자료를 

수집하여 대구지역의 폭염발생 분포현황도를 제작하

였다. 지상기상관측지점으로 대구, 구미, 영천, 합천, 

밀양, 추풍령 등 6개 지점자료와 30개의 방재기상관

측자료를 이용하여 역거리가중법(inverse distance 

weighting)에 의해 도시열환경 분포지도를 작성하였

다(국토연구원, 2004). 한편 노년층, 영유아구성비율, 

취약건축물 등은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하여 도면화

하였으며, 도시열환경 분포지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매트릭스 방법으로 폭염에 의한 도시방재 유형을 구

분하였다. 예를 들어, 폭염일수가 높은 지역과 취약

계층의 구성비율이 높은 지역은 폭염대책과 주민들

의 건강대책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폭염

일수는 높으나 취약계층의 구성비율이 낮은 지역은 

폭염예방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일수가 낮으

나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은 예방대책 위주로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대구 도시열섬 현황분석

대구는 지난 30년간 전국에서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로부터 폭염문제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30년간 평균 기온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

구의 여름철(6월-8월) 일 최고기온의 월평균 값은 

각각 28.4℃, 30.4℃, 31.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구지역의 폭염(heatwave)과 열대야(tropical night) 

발생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백조, 

2016). 1980년대 20일 전후였던 폭염일수는 2000년

대 접어들면서 매년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2016

년에는 44일이나 발생하였다. 열대야 일수는 1980년

대 10일 내외였는데, 2000년대 2배 정도 증가하여 

20일을 넘어섰다(김백조, 2016). 지난 30년 동안 폭

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3년에 1일 이상 증가한 것

과 같다(Figure 1). 

* Source : Kim (2016)

Figure 1. Recent trends on heat wave and 
tropical night observed in the Daegu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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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 중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mortality)를 야기함에도 사람들의 폭염의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는 낮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나라의 폭염 일수와 폭염에 기인한 사망자수의 관계

를 살펴보면 폭염발생이 인명피해가 높은 상관관계

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인명피해 유발에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폭염일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2012)의 기후변화전

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대구의 연평균 

폭염발생 일수는 전국 평균인 9.2일보다 약 3배 많

은 24.4일인데 21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4배정도 증

가하여 약 87.7일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수치는 여름철 강수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이 폭염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 

여름철 폭염은 불편의 단계를 넘어 생존을 위해 극

복해야 할 중요과제로 다가오는 것이다(Figure 2). 

국립기상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대구의 지구온난화

와 도시열섬화 속도(최근 10년동안 3.6℃/100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측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고령화 진행속도로 도시열섬에 의한 취약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Source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

Figure 2. Extreme heat wave days estimated in 
the Daegu region during 2000-2100 under the 
RCP4.5 and RCP8.5 scenarios.

대구는 거리 가로수 심기,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

업, 담장 허물기 운동,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

정과 실개천 만들기 등 도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실시하여 다른 도시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클린로드 사업을 통하

여 간선도로와 도로변의 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

다. 이런 경험을 살려 다양한 폭염대응기술을 개발

하고 시민들에게 폭염에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폭염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도시내 고해상도 관측망을 설치하여 도

시열환경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폭염에 대

한 실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와 같은 노력을 통해 대구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폭염대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구의 

폭염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적응과 지역

사회 발전전략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Ⅳ. 도시열섬과 적응형 도시관리전략

도시열섬은 토지피복의 변화, 에너지 사용증가로 

인한 인공열, 표면 거칠기 및 건폐율, 녹지면적 감소

와 관련이 높다. 환경부 토지피복지도(중분류)를 이

용한 토지피복과 연평균 평균기온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인공적 토지이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

역, 교통지역 등 시가화건조지역)에서의 평균기온이 

자연적 토지이용(습지, 산림, 수역)의 기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환경부, 2015). 인공구조물은 인공열

을 방출하며, 도시 요철의 변화로 인해 풍속이 저하

됨에 따라 열저장량, 현열은 늘어나는데 비해 증발, 

잠열은 감소하기 때문으로 이는 기존의 김해동

(2016)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도시지역의 열환경을 저감하는 도시계획 요소로

는 수(水)공간, 공원·녹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은 

도시 열환경을 일정부분 저하시킬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수체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 저감의 효

과는 작다. 다만 수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100m 완충거리는 열환경 저감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명수정, 2009). 수공간은 여름철 낮 

시간에 도로, 건축물에 비해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일정한 높이와 표면 거칠기로 인해 바람길을 제공하

기도 한다. 공원·녹지는 수체에 비해 넓은 범위에 걸

쳐 온도를 낮추며, 특히 계곡부에 위치한 공원·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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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공간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도시열섬의 저감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공원·녹지로

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데, 대

개 공원경계로부터 300m까지 도시기온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도시지역의 열환경을 악화시키는 도시계획 

요소로는 도로, 건축물의 밀도를 제시할 수 있다. 도

로,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기온도 높

아진다. 도로에서는 차량에 의해 배출되는 열과 복

사열 발생,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따라 인공열 등

은 도시열환경을 악화시키며, 고밀화된 건축물로 인

한 바람 유동이 단절되면서 도시 열섬이 심화된다. 

진한 색상의 아스팔트 포장재 사용으로 알베도 값이 

낮으며,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도로의 열저장량

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나 도로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온은 높게 나타나며, 건축물이나 도로

에서 멀어질수록 온도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시지역의 폭염재난 대응책은 시설물 적응대책

과 취약계층 건강대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시

설물은 도로와 건축물의 도시열환경 악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옥상정원, 벽면녹화 등 녹지공간 확충, 도

로와 주차장에서의 투수층 확보와 쿨루프(Cool 

Roof)를 비롯한 포장재 변화 등을 적용한다. 취약계

층의 건강은 대구시 보건건강과, 환경정책과를 중심

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질병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아토피· 천식 등의 예방관리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관리 홍보자료를 책자로 제작

하여 취약계층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폭염발생시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방문치료 등 안부전화, 문자발

송, 방문 건강관리 등을 통해 폭염 재난위험 경감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폭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제시되었다. 도심소공간 녹화, 생활환경

숲 조성, 옥상녹화 등을 통해 녹지공간의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다. 폭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방재체계와 방재 인프라를 구축한다. 

방재체계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대구지

역의 재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2015년에는 수성구와 

북구를 대상지로 실시하였으며, 매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단위 행정구역별로 위험

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진단을 통해 대구지역

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을 완화한다. 셋째, 방재기

준을 강화하며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설치하여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넷째,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통해 

대구지역의 방재전략을 마련한다.

대구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8

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까지 6개 과제를 진

행하였다, 방재인프라는 자연재난과, 자원순환과, 물

관리과, 소방안전본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연재

난과는 대응시스템의 구축과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 침산공원 조성과 다사 서재 등의 취약

지구를 대상으로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이 

밀집된 도심부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

해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

력체계를 구축하였다.

Ⅴ. 재해취약성평가를 통한 도시방재전략

대구지역은 ‘대프리카’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

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기후변화가 시민들 생활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30년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과 최고기온, 최저기온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폭염일수도 증

가하고 있다(이경애, 2015). 대구지역의 기상관측망

을 이용하여 2000년대와 2010년대 폭염일수를 비교

한 결과, 폭염이 2000년대 14.8일/년에서 2010년대 

27.1일/년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도심부

에 위치한 중구의 폭염일수가 32.45일/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발생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보

면 팔공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구 북부지역 일부

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폭염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도심부의 폭염일수 증가는 노후 건축물

이 밀집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구 도심

부에 대한 폭염과 시민안전대책 수립에 있어 우선순

위를 높게 부여하여야 한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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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waves distribution in 
the 2000s

Heat waves distribution in 
the 2010s

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n heat wave in 
the Daegu region between 2000s and 2010s

기후변화 특히 폭염에 의한 도시환경 영향으로는 

시설물의 재난발생, 시민의 건강과 활동 악화, 생태

계 훼손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영향의 범위와 강

도를 제시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에 기존의 취약

성 분석에서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

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IPCC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을 

탐색·평가하고, 이를 정책수립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박창석 외. 2014). 도시단위에

서 기후변화 위험과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제도적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상호 연계협력방안을 모

색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위험관리, 재난재해를 

다루는 도시계획부문, 환경계획 부문, 방재계획 부문

의 주요 법률 및 지침, 관련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구시의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시계획, 환경계획, 방재계획을 통합적으로 운영하

여 도시 내 시설물, 시민의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

여야 할 것이다(Table 1). 

Section Primary law Related regulations

Urban 
Planning

National Land 
Planning Act

Planning guideline 
and manual on 

climate change and  
disaster vulnerability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Policy Act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tools at the local 
levels

Emergency 
Planning

Disaster 
Prevention 

Act

guideline on natural 
disaster and 

improvement on 
hazard reduction

Table 1. Planning Strateg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많은 국가는 국가, 도시, 소지구 등 공간적 위계

아래 기후요소, 기후변동, 이상기후현상에 대처해 왔

다(IPCC, 2014). 기후요소는 장기간에 걸쳐 관측된 

기온, 강우량 등의 평균 이동이나 변동성(분산) 증

가, 좌우 대칭형태의 변화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도시 내 사람들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폭염은 생물계절이나 매

미, 곤충 등의 생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며 수체 내 

미생물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도시는 

폭염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회복탄력성

을 제고하며 도시열섬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기후

노출 및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변화와 일시적

인 기후사상 극한값 형태로 나타내는 이상기후로 살

펴볼 수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여 도시 토지이용이나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

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기후현황과 더불어 장래 

기후변화 전망과 예측을 바탕으로 도시를 관리하여

야 한다. 도시폭염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현상이나 인구사회학적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기존의 

도시 공동체 및 정상적인 도시기능이 심각하게 훼손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인적, 물적, 경제

적으로 유해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폭염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방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구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폭

염재해 발생빈도와 같은 기후노출과 취약계층이나 

노후건축물 등을 이용한 취약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예방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물이나 도시기반시설의 폭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재해관리를 통해 지속가

능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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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lationships between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urban levels

Ⅵ. 결 론

산불, 태풍, 지진 등 짧은 시간동안 일정 범위에 

나타나는 자연재해와 달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공간적으로 일정 범위를 넘어선 전지구적 범위에서 

일어나며 시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영향

을 미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재난재해 관리는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

하는데 비해 기후변화와 연계한 폭염 방재전략은 장

래 발생확률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패러다임

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분지의 특성과 도시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폭

염, 열대야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본 연구

에서는 대구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방재전략을 살

펴보았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과 건축밀도 

증가로 대구지역은 외곽의 찬바람 유입이 차단되어 

도시열섬이 심화되고 있으며, 여름철 기온상승은 도

심부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 및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노출이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대구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나 시민들의 활동영역을 토대로 차별

화된 방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담장허물기 운동이

나 푸른옥상 만들기 등을 통해 도시열섬을 저감하

며, 특히 주요 간선도로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적용

하여 도로변 기온을 낮추고 있다.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구의 폭염발생일수

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열섬 취약계층

이 밀집된 도심부에서 폭염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 대구시의 폭염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염 취약계층이나 노후건축물 등의 보호

를 위한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폭염대응전략은 미흡

한 실정이다(이경애, 2015).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화된 폭염 대응관리를 위해 

공간내삽법을 이용하여 대구시 열섬지역을 도출하였

다. 기상자료를 이용한 폭염일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대 폭염발생일수가 연평균 27.1일로 나타났

으며, 특히 도심부에 위치한 중구의 폭염발생일수는 

32.4일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우예방을 위한 

강우정보는 대구시 26개 지점에서 관측하고, 관측결

과를 인터넷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폭우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기상청을 중심으로 폭염예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역

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나 노후건축

물,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구지역의 국지기후 

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도심부를 중심으로 관측망을 확대하

여 사회경제적 자료와 연계한 정보제공으로 통해 취

약계층의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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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명경관의 정원도시 : 도시 속의 정

원, 정원 속의 도시

1. 도시녹지와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다양

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Howard의 정원도시

(garden city) 개념 이후 크게는 광역도시권에서 작

게는 지구단위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단지 수준에서 

도시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들이 제시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래의 도시는 정원도시(Garden city)

에서 정원 안의 도시(City in a  Garden)로 진화되

고 있다. 즉, 산업사회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정원도시(Garden City)라고 한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정원 안의 도시이며 이는 한마디로 생

명경관의 정원도시(BioLandscape of Garden City)

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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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서 싱가폴의 사례를 들어

볼 수 있다(Jiang, 연대미상.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 계획). 

1963년 6월 16일 싱가폴 정원도시프로그램이 시

작되었는데, 주요 전략 및 계획으로는 도시화지역 

식재,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 자연보호구(핵심보

호구역) 확대, 시민을 위한 녹지다양성 확충, 공원 

및 수목법, 식생피복도 증진 등이 추진되었다. 

2030년도 싱가폴은 이전의 정원도시(Garden 

city) 개념을 확장하여 ‘정원 안의 도시(City in a 

Garden)'를 추구하며, 더 많은 녹지공간과 더 많은 

서식처 그리고 더 많은 녹지성 증진(More land, 

more home, more greenery)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1). 

* Source : Name (year) Raffles Museum(2013)

Figure 1. Singapore 2030 Strategy

이를 위한 5대 실천전략으로 1) 생물다양성 유지, 2) 

정책수립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 고려, 3)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 및 인식증진, 4) 

교육 및 대중인식 증진, 5) 이해당사자 및 국내외 기구

와 파트너쉽 강화 등을 실천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원 (world-class 

gardens) 조성, 도시공원의 활력을 되찾고 거리풍경

을 활성화, 도시공간을 녹지와 레크레이션으로 최적

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환경 조성, 정원산업 

(도시경관 및 원예산업 등) 활성화, 녹색이 심화된 싱

가폴을 공동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와 의식 

고취 등의 생명정원도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생물다양성을 위한 싱가폴 지

표(Singapore Index= City Biodiversity Index)는 도

시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한 

자기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론으로서, 지역과 광역, 

국가, 국제 등 다양한 수준에서 생물다양성을 유지

하기 위한 행동계획 파트너쉽을 담고 있다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3).

‘정원(garden)'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미래의 도

시 즉 생명정원도시는 단순한 도시 속 녹지율을 증

진시키는 물리적 전략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하

며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녹색 생명의 틀 안에서 도

시 구조와 기능을 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Olmsted 사상

19세기 중반 미국 조경의 아버지라 불리며 언론

인, 사회평론가, 행정가로 활동했던 옴스테드가 주도

했던 센트럴파크는 정원의 공공성 즉 공공정원이 도

시재생 또는 토지재생의 효과적 수단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옴스테드는 도시의 정원 즉 전원풍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옴스테드가 생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생

태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고,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던 계몽주의, 낭만주의, 진화론적 사고 

영향을 받고 있다. 옴스테드의 사상은 Howard에 영

향을 끼쳐 Garden City이론으로 발전된다. 그런 한

편으로 옴스테드의 시카고 리버사이드는 하워드의 

정원도시 개념을 적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옴스테드로 대표되는 공공정원 운동은 결국 도시

화 산업화된 인조공간에 전원적 풍경을 끌어들여 도

시의 버려진 토지를 재생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의 혜

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녹색복지의 개념

을 담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생태계 서비스와도 연

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옴스테드의 다음 말은 어쩌면 생명정원도시의 개

념과도 가장 부합되는 사상일 것이다.

“... (정원을) 즐기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정신을 

사용하며, 여전히 정신을 집중하거나, 또는 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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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활력을 준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려, 상쾌

한 휴식과 활력 증진의 효과를 전체 시스템에 부여

한다. ...” (Frederick Law Olmsted, 1865. 

Introduction to Yosemite and the Mariposa 

Grove: A Preliminary Report). 

3) Howard 정원도시 운동

1898년 “To-morrow :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1898)”과 1902년 개정판인 “Garden Cities 

of To-morrow (1902)”은 정원도시 운동의 효시로 

평가된다(그림 2).

* Source : https://en.wikipedia.org/wiki/Garden_Cities_of_ 
To-morrow#/

Figure 2. Garden Cities of Tomorrow

하워드는 빅토리아시대 노동자 주거단지, 공장도

시, 광산도시 등의 과밀과 지저분함과 무계획적 도

시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town)와 전원(country)

의 장점을 복합한 3 Magnetics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3). 

즉, 도시(town)는 직업의 기회, 유흥, 높은 임금 

등의 특징이 있으며, 전원(country)은 아름다움, 신

선한 공기, 싼 임대료 등의 장점이 있다. 도시와 전

원(town-country)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원도시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고려하면서도 개인과 지역사

회 균형을 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워드의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질

문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도시? 전원? 정원도

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작은 사적공간으로 국한된 채 인식되어 

온 분명한 의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원은 더 이상 작은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 및 

사적 공간을 아우르는 총체적 공간이며, 하워드의 

정원도시는 녹지와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제공되는 

유토피아로서 도시의 생산기능과 전원의 휴식기능을 

아우르는 이상향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 Source : Ebenezer Howard(1898)

Figure 3. Concept of Howard Garden City
Left : 3magnetics, Middle : Welwyn, 
Right : Administrative System Concept Map

하워드의 정원도시는 산업시대의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인구규모 제한, 

토지공개념, 그린벨트와 농업지대를 통한 도시 확장 

억제 및 식량 자급자족, 산업유치를 통한 자급자족 

도시, 기반시설 조성 조세감면 및 재투자, 시민참여

형 관리 등 당시 산업사회의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수단으로서 정원도시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하워드의 정원도시 운동은 레치워드(Letchworgh)

와 웰윈(Welwyn) 등 런던 인근의 정원도시를 비롯

하여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독일 등으로 확산되

며,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이 가든시티의 개념을 적

용한 신도시나 도심 속 녹지공간 등과 저가 양질의 

주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1903년 최초의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퍼스트 

가든시티 주식회사(The First Garden City Ltd)가 

설립되었고 런던 북동쪽 60km에 위치한 레치워드에 

첫 번째 정원도시를 건설한다. 레치워드는 도심외곽

에 그린벨트를 설치하고, 기존 수목을 전혀 훼손하

지 않고 주거지역과 상업지구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1963년 레치워스 가든시티 공사(Letchwork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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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Corporation) 설립을 거쳐 1990년 레치워스 

가든시티 헤리티지 재단(Letsworth Garden City 

Heritage Foundation)을 설립하였고 정원도시박물관

을 건립하였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정원도시인 웰윈(Welwyn)에

서도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산업도시를 매연이

라는 요소로 비교할 때, 과거의 도시는 매연으로 가

득찬 도시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일도 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도시는 교외에서 살고 매연 속에서 일을 한

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미래의 정원

도시인 웰윈을 제안한다. 그곳에서는 태양아래에서 

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워드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 구조만을 제안하

지 않는다. 행정조직, 물공급시스템, 슬럼과 매연 없

는 도시, 세입과 지출 시스템, 준공영기업, 지자체, 

주민참여 등 도시가 고민해야할 제반 도시시스템을 

모두 짚어준다. 

2. 목적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는 정원이다(The 

city is the Garden); Garden City’를 넘어 ‘미래의 

도시는 생명정원이다(The city is the Bio Garden); 

BioLandscape of Garden City’라는 시각에서 접근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원운동의 흐름과 도시를 바라

보는 시각의 변화를 고찰하고, 미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정원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21세기 정원운동의 흐름

1. 21세기 정원운동의 흐름

18세기 이후 산업사회가 대두되면서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서 정원이 공공

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이전의 사적정원

(private garden)에서 공적정원(public garden; 공원 

park)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899년 하워드에 의해 TCPA(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가 설립된 이후 정원

도시 운동을 주도하면서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

었고, 2013년 TCPA에 의해 Creating Garden 

Cities and Suburbs Today - a guide for councils

이 수립되었다. 이후 몇단계의 가든시티 운동을 거

치면서 점차 21세기형 미래의 생명정원도시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는 1889년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로부터,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1901

년 도시미화운동, 1909년 town Planning in 

Practice, 1960 Kevin Lynch의 The Image of the 

City, 1993년 The New Urbanism 등을 비롯하여 

녹색도시, 그리고 최근의 도시재생운동에 이르기까

지 도시는 회색에서 흰색으로 녹색으로 그리고 다양

한 색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시기 대두되었던 풍경식 정원에서 정원운동의 

흐름을 본 연구의 시각에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iv. Events People
late 
18c 

Picturesque Garden Humphry Repton

1844
Birkenhead Public 
Garden(Park)

Joshep Packston
(Crystal Palace Designer)

Early 
19c

Picturesque Garden 
Spread to USA

Andrew Hackson 
Downing

1851 New York Park Law

1858
Central Park 
Competition, Green 
sword elected.

Frederick Law 
Olmsted
Calvert Vaux

1898
To-morrow :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Ebenezer Howard)

1983 Parc de la Villette Bernard Tschumi

conte
mpor
ary

Green Modernism 
Renewal-Biophi l ic 
City movement-Bio 
Garden City

Revival of 
Olmsted's thought
Urban Gardener

Table 1. Trends of Garden Movement

이러한 도시의 발달을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밋으

로 비유해보면, 초기의 도시가 가장 기초적인 생리

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에 대한 전략이라고 한



생명경관의 정원도시화 전략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25

다면 최근의 일련의 흐름들은 소속감과 애정 또는 

자존의 욕구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미래의 

생명정원도시는 최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각도

에서 정원의 인식 발달이라는 틀로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밋을 해석해보면, 식량생산 도구와 기술로서의 

정원이 가장 기본적인 생물적 생리적 욕구에 해당된

다면, 생명정원도시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며 동시에 

자연과 문화의 연결고리이며 상징성을 갖는 가장 이

상적이고 초월적 욕구를 의미한다.

2.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진화

1) Landscape Urbanism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용어는 1997년 찰

스 왈드하임(Charles Waldheim)에 의해 처음 태동

되었는데, 21세기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조경

의 혁신적 진화를 통해 도시 및 건축분야와 함께 풀

어 보자는 21세기 새로운 도시 및 경관 패러다임이

며 동시에 실천 수단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이 아닌 녹지와 경관요소 등 

생태조경적 접근을 통해 도시를 만들자는 흐름으로

서, 분야간 구분과 격리가 아닌 탈 장르화와 융복합

적 접근을 강조한다(Charles Waldheim, 1997). 최

근의 도시재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시를 

경관 생태학에서의 경관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역

동적으로 움직이고 진화하는 실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용어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이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라빌레트공원 현상공모를 비롯한 유럽의 

80년, 90년대 주요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랜드스케이

프 어바니즘의 계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작품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적 특

징들이 작품에 잘 드러나고 있으며, 경관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제임스 코너(2003)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5

가지 주제를 1) 수평성(Horizontality), 2) 기반시설

(Infrastructure), 3) 프로세스의 형태(Form of 

Process), 4) 테크닉(Techniques), 5) 생태(Ecology) 

등으로 제안하였다1). 또한, 제임스코너(2006)는 랜

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4가지 주제를 1) 시간에 따

른 과정(Process over time), 2) 표면의 각색(Staging 

over surfaces), 3) 작동적 혹은 실행적 방법

(Operational or working methods), 4) 상상력

(Imaginary) 등으로 제안한 바 있다2).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완성은 2006년 찰스 웓

드하임(Charles Waldheim)이 14명의 에세이를 묶어 

펴낸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라고 할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형성에 영향

을 끼쳤거나 적용한 작품의 예를들면, 앞에서 살펴 

본 The High Line 및 프랑스 파리의 도시재생 프로

그램인 라빌레트공원(Parc de la Villette) 등을 들 

수 있다(그림 4).

Figure 4. Landscape Urbanism Work
Left : The High Line, 
Right : Parc de la Villette

2) New Urbanism

뉴어바니즘은 신도시주의라고도 하며, 도시의 무

분별한 확산에 의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대두되었다. 형태중심의 도시설계(Form-Based 

Urban Design)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980년대 미

국,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도시적 생활요소들을 체계

적으로 변형시켜 전통적 생활방식으로 회귀하고자 

1) Corner(2003)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Mostafavi eds., 2004)에 포함하여 발표)

2) Corner(2006)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에 실린 ‘Terra Flu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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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전통주의적 (neo-traditional)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뉴어바니즘협회에서 정한 뉴어바니즘 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3).

"뉴 어바니즘은 교외 개발(suburban development)

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기존 도시와 마을을 되찾고

자 하며, 이를 위해 건물 용도와 인구의 다양성

(diversity of use and population), 보행 중심 개발

(pedestrian-oriented development), 보편적인 접근 

가능성(universal accessibility), 지역성(locality) 등을 

실현할 물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뉴어바니즘 계획은 전통적인 근린주구 구성기법

에 근거하여 TND, TOD, MUD 중심의 개발경향을 

가진다4). 뉴어바니즘 구성요소는 Compact, 사람이 걸

어 다닐 수 있는 환경 (Walkability), 연계성 

(Connectivity), 복합용도 및 다양성 (Mixed-Use & 

Diversity), 주택의 혼합 (Mixed Housing), 높은 질

의 건축과 양호한 도시설계, 전통적 근린주구, 지속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3) Green Urbanism / Ecological Urbanism

에코어바니즘은 도시를 분열에서 통합으로 전환

시키려는 도시주의 이론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생

태적 원리 (생태계 구조와 기능 및 생태형성과정)에 

바탕으로 두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진화된 도시 전략으로서, 특히 계획 

설계 관리 등 제반 과정에서 생태적인 시각에서 더

욱 종합적인 접근을 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

어바니즘 또는 지속가능한 어바니즘과도 같은 의미

로 사용되기도 하며, 또다른 경우에는 그린어바니즘

보다 사회적으로 더 포용적이며 환경에 민감하고 반

면에 덜 이데올로기적인 도시 전략이다. 앞에서 논

의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생태주의적 시각을 

점차 강조하려는 경향은 에코어바니즘과의 '다름'을 

좁히고 '같음'을 확대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미구엘 루아노(Miguel Ruano)는 에코어바니즘을 

조화되고 균형잡힌 인조환경 속에서 다차원적인 지

속가능한 인간공동체의 발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루아노, 1998). 아울러 팀 비틀리는 더 지속가능한 

장소, 공동체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자원을 덜 소

비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탄소제로, 폐기물제로 등 순환적 사회를 구현하는 

녹색도시 전략으로서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공동체

를 만드는 실천적 기술이다. 도시, 마을, 건축, 건설

에 대한 친환경적 관점으로 생태적 제한 안에서 살

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근본적으로 생태발자국 지수

를 줄이고자 하는 도시건설 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물순환, 수질개선, 환경생태

성 증진,  도시 내 녹색거점을 연결하는 정원네트워

크 조성 등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필라델피아의 경우 투수성포장(공원, 농

구코트, 주차장 등), 레인가든 및 생태공학적 저류시

스템(학교, 공공기관 등), 홍수조절을 위한 인공습지 

등 물순환체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개념적으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도시 

전략으로서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1992년 브라질 

지구정상회담(리우회담) 이후 도시의 환경문제를 저

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도시는 지속적 도시(sustaining 

cities; Leitmann, 1999), 지속가능 도시(sustainable 

cities; Beatley, 2000), 지속가능한 도시주의

(sustainable urbanism; Farr, 2008), 녹색도시 

(green city; Karlenzig, 2007), 생태도시 또는 생태

주거단지 (eco-towns, eco districts and eco-cities; 

Lehmann, 2010) 등의 도시 전략이 있다.

3) 뉴어바니즘협회(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1999, 뉴어바니즘 헌장(The Charter of New Urbanism)

4) TND: 전통근린개발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 전통도시에서 볼 수 있는 긴밀하게 연결된 
도시조직 적용, TOD: 대중교통지향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이용, MUD: 복합용도개발 (Mixed Use Development) : 보행거리 내에 상업, 업무, 위락, 주거시설 등
의 용도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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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비전으로는 

∙ 생태적 수용능력 내에서 생태발자국을 저감시

키며 다른 도시, 지역사회, 지구 등과의 상호작용.

∙ 녹색도시, 자연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기

능하는 도시.

∙ 주변 배후지역(지역적, 국가적, 국제적)과 긍정

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형이 

아닌 순환형 물질대사 실현하는 도시.

∙ 자급자족형 지역도시와 광역도시 – 식량생산, 

경제, 발전, 기타 인구를 부양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고 양성.

∙ 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활을 촉진하고 장려

하는 도시.

∙ 높은 삶의 질과 좋은 이웃과 공동체 창조를 강

조하는 도시.

등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4)  New Garden City Movement

Letchworth Garden City의 시장인 Philip Ross는 

“21st Century Garden Cities of To-morrow”에서 

21세기 미래의 정원도시 운동을 정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12대 원리를 제창하였다.

1. 지역민들은 모두 정원도시의 시민들. 

2. 정원도시는 모든 시민의 것. 

3. 정원도시는 에너지 효율도시, 탄소제로 도시. 

4. 시민 모두에게 거주와 일터 공간 제공.

5. 공정한 거래 원칙 수호.

6. 부의 공평한 분배.

7. 모든 시민은 평등하며, 또한 다름.

8. 공정한 대표권 및 직접 선거.

9. 시민참여형 계획 설계를 통한 정원도시 창조. 

10. 권리의 도시 – 도시에 대한 권리를 수호.

11. 모든 지식은 공공에 의해 창출되고 분배되며 강화됨.

12. 복지와 조화의 평가척도는 행복.

5) Biophilic City

Browning, W.D., Ryan, C.O., Clancy, J.O. 

(2014)는 biophilic city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3개 

목표 및 14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3개 목표로는 

1) 자연이 풍부한 도시(Nature in the Space), 2) 자

연에서 배우는 언어(Natural Analogues), 3) 공간의 

자연(Nature of the Space)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1은 7개 전략, 목표 2는 3개 전략, 목표 3은 4

개 전략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Ⅲ. 생명정원도시 전략

1. 생명정원도시와 바이오필릭 어바니즘

이상을 종합할 때 본 연구자는 생명정원도시를 

인류의 생태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바이오필릭 어바

니즘(Biophilic Urbanism)을 이념으로 하는 도시전

략’이라고 정의하고자 하며, 이는 생태도시, 정원도

시 등의 개념을 아우르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에코(그린)어바니즘 등을 수용하는 미래 도시상이라

고 할 수 있다(그림 5). 

Figure 5. Concept of Bio Garden City

이와 관련하여 ‘2016 미주지역 조경가대회 및 도

시생물다양성과 설계 공동 학술대회(IFLA AR- 

URBIO 2016)’는 “도시에서 경관으로 : 건강과 생

물다양성을 위한 설계(From Cities to Landscape: 

Design for Health and Biodiversity)”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조 연설 중 Biophillic City의 개념과 

기능, 블루그린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를 통해 

Ecological Urbanism을 달성하려는 노력 등의 흐름

이 발표되었다. 또한 여러 세션 중 Urban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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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cial-ecological systems—the state of the art 

and future challenges이라는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

들의 주제는 정원의 기능을 도시 생태계와 그린인프

라, 생태복지 등으로 설정하고 있어 생명정원도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바이오필릭 어바니즘 사고의 출발은 1980년대 초

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윌슨(E.O. Wilson)이 생명사

랑(biophilia) 개념을 주창한데서 비롯된다. 생명사랑

이란 인간과 자연 생명체가 선천적으로 감정적인 교

감을 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생명정원도시는 그림 6과 

같이 사회-생태적 도시구조에 통합적 토지이용을 구

현하고 있으며, 고전적 정원도시와 생태도시, 자연재

생도시 등을 통합한 생명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즉, 생명정원도시의 배경에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

즘에서 그린(또는 에코)어바니즘을 넘어 바이오필릭 

어바니즘의 이념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Source : Created by researchers based on the graphs of 
Scott et al.(2016)

Figure 6. Urban Structure and Land Use of Bio 
Garden City

이렇게 생태 및 지속성, 생명사랑, 도시디자인, 인

간과 생물다양성 등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이념적, 

사상적 흐름을 규정하고, 그 이념을 구현한 물리적 

실체가 생명사랑도시라고 할 수 있다(그림 7;8).

Figure 7.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the 
city and Bio Garden City

Figure 8. Concept of Bio Urbanism

연구자는 바이오 어바니즘 전략을 6개의 기둥 (6 

pillars) 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그림 9). 각 기둥

은 다음과 같이 생명정원도시 6대전략으로서 구체적

인 세부 실천전략은 후속 연구과제로 수행하고자 추

진하고 있다.

1. 지역사회커뮤니티 네트워크

2. 6차산업

3. 생태적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4. 블루그린 생명 인프라스트럭쳐

5. 생태계서비스

6. 인공지능 및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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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6 Pillars of Bio Urbanism

2. 바이오 어바니즘 전략

1) 지역사회커뮤니티 네트워크

일본 니시노미야는 도시형 에코커뮤니티의 대표

적인 사례로서 도시의 환경상(像)을 「사람을 키우

고, 사람이 자라는 환경학습도시 니시노미야」로 설

정하고, 마을만들기의 목표, 계획 대상, 계획기간, 8

대 환경목표 및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추진 체계

를 확립하였다. 

또한,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1) 시민 모두가 서로 

배우는 마을 방식 육성. 2)자율과 협동을 원칙으로 

파트너쉽 사회 육성. 3) 주체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사회 방식 육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니시노미야시에서는 지역에 뿌리를 둔 환경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시내 중학교구(20개 지구)를 

활동의 기본 단위로 하여 자발적 추진기구인 에코 

커뮤니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여 멤버는 

지역의 환경, 복지, 교육, 홍보 등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는 시민, 환경과 지역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 

어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에

코커뮤니티 회의의 활동 추진은 각각 지역의 환경특

성에 따라 우선과제, 행동 계획 등을 정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정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2) 6차산업

6차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유기적 결합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6차산업법)에서는 농촌지역

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

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6차산업은 기본적으로는 

농촌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물∙경관∙문화 

등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실수요자

와 연대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

되도록 함으로써, 소득과 고용을 확보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를 정원도시 내 녹지, 소생태계, 

커뮤니티가든이나 도시농업 등을 포함한 정원도시 

전략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그림 10과 같이 정의

하고자 한다.

Figure 10. Bio Garden City 6th Industry

3) 생태적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적 의미는 이미 우리사회

에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진보적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대하여 생태적 측

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을 모두 만족하는 

복합적 전략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토지가 지니는 

생태적 수용능력의 범위에서의 토지이용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사회적 계층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또

한 양질의 토지의 안정적 공급과 보전-현명한 이용

의 균형을 추구한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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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Bauhaus Weimar; Difu, 2005

Figure 11. Sustainable Land Use Strategy,
a. Green Field, b. Excluding Land that is not 
sustainable use, c. Maximizing Land Potential 
Value

이러한 지속성 개념을 적용할 때 토지이용과 도시 

형태로는 차별적 저밀-고밀화, 교통과 이동수단으로

서는 대중교통과 도보 및 자전거 중심의 도시 교통

동선 체계, 활력 있는 도시로는 도시생태와 도시환경

의 녹색화, 순환적 도시, 태양에너지 및 신재생에너

지의 활용, 자연과 어울리는 빌딩, 녹지공간의 보호, 

복원, 창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4) 블루그린 생명 인프라스트럭쳐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는 정원과 오픈스페이스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네트워킹이 도시의 또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인

식에서 출발하며, 자연친화적인 녹색인프라에 중점

을 두고 있다. 자연형성과정에 기반을 둔 정원요소

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시각적으로 연결성 확보한 

시각적(물리적) 자연 네트워크와 오감을 활용한 생

명정원 네트워크로서의 비물리적 자연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물과 푸르름, 그리고 순

환체계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불규칙한 리듬의 감각

적 자극(통계적 분석 가능하나 예측 어려운 자연과

의 확률적 연결), 기온, 습도, 바람길, 기타 표면 온

도의 미세한 변화, 물순환 시스템과 물의 경험을 통

한 장소의 경험 향상, 빛의 동태 및 확산  즉 시간

에 따른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활용한 환경조건 창

출, 자연형성과정에 바탕을 둔 건강한 생태계의 계

절적 시간적 변화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세부 기술로는 옥상, 벽면, 하늘다리, 발

코니녹화 등 3차원적 정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LID기술과 탄소저감 기술, 도시재생기술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2).

블루그린 생명 인프라스트럭쳐의 세부 전략 및 

사례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① Blue Green Infrastructure

녹색도시(green urbanism) 개념과 더불어 녹색인

프라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지역 녹지공간과 자연생태계를 연결하여 도

시생태계 건전성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및 그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특별히 건강한 물을 유지하고 복합적인 

환경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접근방법을 주로 지칭하기도 한다(USEPA).

Figure 12. Component of Blue Green Infrastructure

궁극적으로는 서식처, 에너지, 물, 공기 등 복합적

으로 고려하며, 수질정화, 기후변화대응, 열오염 저

감, 생물다양성 증진, 식품공급, 대기질 개선,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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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대체에너지, 맑은 물 및 토양 등 생태환경의 

질적 개선 및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도시 내 정원요소인 오픈스페이스, 하천, 숲, 녹지대, 

야생동물 서식처, 가로수, 자연유산, 전원지역 등을 

포함한다.

Green Infrastructure를 구현한 사례로서 보스턴 

Emerald Necklace 전략을 들 수 있다(그림 13). 옴

스테드에 의해 구축된 에메랄드 네클레이스는 정원, 

녹지, 식물원, 하천 등을 녹색코리도로 연결하여 녹

색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을 통

해 접근할 수 있는 뒷마당으로 인식된다. 

근래 도시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스마트 성장

(smart growth)  및 대형 녹지축을 조성하는 스마트

보전(smart conservation) 개념이 등장하면서 재평가

되고 있다. 정원, 녹지 등 녹색공간을 활용하여 네트

워크를 조성하는 녹색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원시설을 

그린스트럭처(green structure)의 개념으로 확장한 

사례이다. 

Figure 13. Emerald Necklace

요코하마는 물과 푸르름 기본계획에 의해 10대 

녹지를 중심으로 녹색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그림 

14), 동일본 대지진 및 해일 이후, 방재 중심의 대형 

공원 및 녹지 조성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 Source : http://city.yokohama.lg.jp

Figure 14. Basic plan of Yokohama water and 
green space

② Green Grid

Greater London의 All London Green Grid는 그

린인프라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도시생태계 건전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으로서 런던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East London Green Grid에서 출발하여 광역 런

던권으로 확대된 그린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체계이

다(그림 15).

* Source : http://www.london.gov.uk/

Figure 15. Greater London, All London Green 
Grid Area Framework

강과 하천의 네트워크인 Blue Ribb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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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푸르름의 네트워크인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네

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광역 생태네트워크 등

으로 위계를 나눌 수 있으며, 커뮤니티, 교통 결절

점, 타운센터, 농업지역 등 연결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Park Connector Network & City in a Garden

싱가폴에서는 Garden City 전략에서 더욱 적극적

인 City in a Garden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1991년부터 Park Connector Network를 구축

하여 200km에 이르는 푸르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그림 16). 

공간이 제한된 도시에서 푸르름의 네트워크를 확

보하여 도시생태계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

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전략의 하나로서, 

Skyrise Greenery는 입체정원의 도입 방안으로서 옥

상, 벽면, 하늘다리, 발코니녹화 등 3차원적 정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

고 있으며 정원비용을 보조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

용되고 있다. 

* Source : Population.sg

Figure 16. Park Connector Network

5) 생명정원도시와 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에게 지원서비스, 공급서비

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며, 생명정원도시는 생태계서비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생태계서비스와 생태복지(녹색복지) 개

념에 적용하면 그림 17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생태계서비스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녹색복지를 구현

하는 수단이 되며, 생명정원도시는 인류에게 생태계서

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겠다.

Figure 17. Bio Garden City and Ecosystem Service

6) 인공지능 및 4차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증강현실, 로봇, 사물인터넷(IoT), RFID 등의 

요소로 발전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생명정원

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망 구축, 스마트 하우스·도로·

도시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및 스마트

충전기능이 탑재된 시설물, 인공지능을 통한 생태계 

관리, 시설물 관리, 센서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 등의 전략을 포함한다(그림 18).

* source : http://news.trust.org

Figure 18. Amazon Rainforest is the beginn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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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산업사회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정원

도시라고 한다면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생명정원도시이다. 

본 연구는 미래의 도시는 생명정원이라는 시각에

서 정원운동의 흐름과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를 고찰하고, 미래의 4차산업혁명시대에 생명정원도

시 개념을 정립하고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Figure 19. Goals and Strategies of Bio Garden City

생명정원도시는 사회-생태적 도시구조에 통합적 

토지이용을 구현하고 있으며, 생명정원도시의 배경

에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그린(또는 에코)어

바니즘을 넘어 바이오필릭 어바니즘의 이념과 사상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태 및 지속성, 생명사랑, 

도시디자인, 인간과 생물다양성 등이 어우러져 형성

되는 이념적, 사상적 흐름을 바이오 어바니즘이라고 

하며, 그 이념을 구현한 물리적 실체가 생명정원도

시이다. 

생명정원도시는 인류의 생태복지를 구현하기 위

한 바이오필릭 어바니즘을 이념으로 하는 도시전략

으로서 생태도시, 정원도시 등의 개념을 아우르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에코(그린)어바니즘 등을 수

용하는 미래 도시상이다.

생명정원도시 6대전략으로서 1) 지역사회커뮤니티 

네트워크, 2) 6차산업, 3) 생태적 및 지속가능한 토

지이용, 4) 블루그린 생명 인프라스트럭쳐, 5) 생태

계서비스, 6) 인공지능 및 4차산업혁명 등을 제안하

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Source : Modified by Park(2016)

Figure 20. Changing the Garden Concept in 
the City and Bio Garden City

미래의 도시는 생명정원도시이다. 인간과 생명(생

물다양성)이 어우러진 복합생명도시이며, 생명정원도

시 없이는 지속가능한 세계는 구현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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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hrough consilience and fusion, defines the vision of city evolu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will change the society through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uggests the 
Biolandscape Urbanism as an implementing norm. The content consists of the following nine factors; first, 
hybrid and fused urban space, second, changes of city borders to those of culture and ecosystem, third, 
operational landscape beyond visual, fourth, construction of multi-dimensional layer system, fifth, construction 
and transition to a bio-SOC, sixth, change from a location based space to a flow based space, seventh, transition 
from a focus space to a platform space, eighth, transition from land supply to demand management system, 
and ninth, building a strategic and designed system of urban space beyond a master-plan. Each factor is 
meaningful alone as a norm, but the factors are estimated to be effective in synergy through consilience 
and fusion. The nine normal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turning points of urban crises and opportunities 
caused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drive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y may be theories deduced from 
some urban phenomena occurred at the present, or may need to be verified and evolved through future 
implementation. However, one must note that cities may lost its vitality if the norms are understood from 
the views of the past and the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is approached within current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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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오늘날 사회는 저성장, 인구절벽, 노령화 

사회, 지구기후변화, 경제·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 환

경적 문제 발생과 반 세계화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

다. 도시는 더 확산되고 반면 성장이 아니라 공동화

되고 쇠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구기후변화와 관

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그에 따른 폭염, 게릴

라성 도시 홍수 등 재난, 도시열섬 현상, 생물 종 다

양성 감소 등 또 다른 차원의 환경 문제가 범지구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에는 도로·교통시설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버려진 땅, 빈 땅, 폐기되는 땅들

은 점차 늘어난다(Waldheim, 2006). 한편으론 뉴욕 

하이라인, 로우라인 등 각종 산업화시대의 인프라가 

**Corresponding author: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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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그린 인프라로 대체되는 현상들도 속출한

다. 최근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도로·교통시설

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Guallart. Barcena. 

Gratacos, 2015) 그 자리들엔 자연이 공급되는 현상

들도 발생한다. 또 한편 미국에선 도로 위에 공원용

도의 그린인프라 도로를 만들기도 한다. 도시에 자

연의 생명력을 도입하기 위해 도시구조를 재설계하

는 새로운 경향들이 도시재생의 시대와 결부되어 출

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원일몰제에 의해 

한편에선 대규모로 공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플라톤과 같은 고전철학자는 변화하지 않는 절대

적 진리가 있다(Jeremi Rifkin, 2000)고 하였지만 현

대에 와서는 A.N Whitehead의 유기체적 과정의 철

학(A.N Whitehead, 오영환 역, 2011)이 출현하며 

세상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실체로 자리매김 되었다. 

과학에서 생명현상이란 끊임없이 에너지가 흐르고, 

그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생산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17세기 뉴턴의 기계적 동역학2)에서

부터 출발하여 열역학을 거쳐 현대의 양자역학에 이

르기까지 자연의 물리적 법칙은 고정되고 확실한 것

에서부터 점차 불확정적이고 변화하는 법칙으로 전

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윈은 20세기 진화론에서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진

화한다는, 이른바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과정과 변화, 

진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이 새로

운 유형의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학, 생명공학 등

에서 전례 없는 융합과 거듭 제곱의 융합 효과로 인

해 유기체적 생명을 창조하는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변신(Klaus Schwab, 2016)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플러가 주장하는 제3의 물결에 이어 제4의 

가속적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러한 파괴적 변

화의 시대에 도시는 과연 어떻게 진화시켜 나가야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의 5% 미만의 

땅에 인구의 93%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 문제는 

삶의 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구기후변화의 시대 도

시는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와 연

결되어있다. 도시환경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

후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 녹

색성장, 탄소제로 등 다양한 용어와 주제로 환경과 

경제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화두는 계속되어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지향 축이 설정되어 있다. 한 축

은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위험성 인지와 경고 그리

고 해결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적 접근에 대

한 것과 다른 한 축은 이와는 별개로 경제·사회적 

성장을 지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상충된 축의 추구를 극복하고 성장도 하고 환

경문제도 해결하고자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

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이론적 목표와 방향은 모두가 한 방향

이었지만 그 실천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경제, 환경, 

도시 등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의 분리적 접근하였

고, 또 실천 내용에 있어서 통섭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고 각 분야별, 연구자별 환원적, 분석적 접근을 

추구하였다3).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생

태도시, 친환경적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제로 

도시 등 상호 다른 이름하에 다루어짐으로써 다루는 

도시 또는 환경적 항목을 분리하고 구분하여 추구하

며 또 추구하는 항목 또는 요소가 많이 중복되고 있

다는 점이다. 둘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취약한 점이기도 한데- 모두 개별 도시·환경요소의 

합을 도시 전체의 문제로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태도였다4). 셋째, 따라서 도시를 기계적 실체로 보

2) 산업사회 이후 오늘날까지 건설된 도시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단절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동역학 기반의 
기계도시라고 할 수 있다.  

3) 예컨대,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도 Co2 배출 규제와 Co2를 흡수하는 녹색 인프라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4) 통계학에서 심프슨이 주장하는 역설처럼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없다. 전체는 하나의 작동하는 시스템이고, 
부분의 합은 그 시스템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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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성요소들의 분석적, 환원적 태도를 넘어서 도

시가 유기체처럼 작동적 시스템으로 다루는 통섭적 

접근에서 벗어나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도시를 시

각적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서 자연경관과 같

은 유기체적 작동적 시스템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 

시스템을 도시구조와 연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마

지막으로 이와 같은 도시(환경과 경제)과학을 사피

엔스의 생물적, 지적, 예술적 삶의 철학과 연관시키

는 인문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5)은 최

고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제 도시는 엔트로피를 생산하는 에너지 소모적 기계

적 시스템으로 보기보다는 도시를 역엔트로피를 생

산하는 작동적 유기체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생명경

관6)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조세환, 2016)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구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와 제4차산업혁명시대

의 도시의 진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열섬현

상 및 폭염, 도시 게릴라홍수, 수순환, 생물종다양성 

제고 등에 대한 도시문제에 대처하고 동시에 도시를 

역엔트로피7)를 생산하는 유기체 시스템의 생명경관

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 그리고 

기준 즉, 새로운 도시 노멀(New Urban Normal)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라는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써 통속적 과학적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

는 환원적 접근 방법 대신에 인문학을 비롯하여 도

시학, 조경학, 교통학, 환경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

문적 영역을 망라하여 고찰하는 통섭적, 융합적 고

찰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Ⅱ. 제4차산업혁명과 뉴 노멀 : 배경과 개념

1. 아날로그 자연과 제4차산업혁명

1) 아날로그 자연의 생명력

약 35억 년 전부터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기 시작

한 모든 유기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는 자연 

자체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언제나 순

환되고 재생되며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자연은 생

명 그 자체다. 모든 생명체는 서식지인 자연을 떠나

서는 살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인간의 DNA의 

98.6%는 그 법칙에 따른다. 그러나 인간 DNA의 

1.4%는 도시적 문화 서식지를 갈망하는 놀라운 진

보를 거쳤다(다이아몬드, 1998;하라리, 2016, 도정

일·최재정, 2005) 

아날로그 자연의 작동성은 단순한 풍경이 주는 

시삭적, 미학적 내용 그 이상의 과학이다. 태양에너

지로부터 식물은 광합성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을 생

산한다. 물론 이 광합성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기(CO2)와 물(H2O)이 있다. 이 에너지를 기반으

로 식물은 토양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이 모든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통해 생명체들의 생태계를 형

성하며 살아간다. 생태계의 유기물과 무기물은 순환

되고 재생되며 생명력을 항상(Homeostasis)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자연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작동하는 

실체다. 기계처럼 엔트로피를 증대시키거나 일방향

적 과정을 밟지 않는다.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 자연

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 되면 그 결과는 부(否)

의 영향으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무엇보다 생물체

인 인간의 생물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5) 인문학은 과학과 결부되어 통섭적으로 추진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진리로 연결된다.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
시, 탄소제로 등의 도시환경·경제의 과학은 철학, 예술, 감성의 인문학과 함께 작동되어야 비로소 진리로 자리매김 
된다.  

6) 동물과 달리 지성, 감성과 예술을 지닌 존재로서의 사피엔스의 생명현상은 단순히 살아간다는 동물적 본능에 
더하여 감성과 지성, 예술의 인문학적 특성을 지니는 존재다. 

7) 에너지보전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역엔트로
피’(Re-Entrophy)란 반대로 에너지를 생산해내거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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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작동이 주는 시혜성은 인간 생존의 근본 

그 자체이다. 그리고 자연은 1.3%의 문화적 존재인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준다. 인간에게 주는 자연

성(Naturalness)은 각종 문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정신

적 치유를 주고(Naturopathy), 아름다움과 조화 그

리고 철학적 영감을 주는 실체(Naturism)이며, 생물

적 상호 의존성(Naturalization)에 의해 자연으로부

터 다양한 물리적 혜택을 받는다.(Hester, 2006) 더

구나 자연은 자연을 구성하는 생물과 무생물간의 유

기적 에너지 및 물질적 순환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생산과 (엔트로피)소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자연의 

항등성을 유지한다(리프킨, 2000). 아날로그 자연은 

모든 것이 연속적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성의 

과학과 프랙탈 시스템을 따르며 항상 변화하고 진화

하는 실체이다. 자연의 작동성은 그 시각적 특유성

과 함게 인간의 삶에 미치는 시혜 요소이다.    자

연의 에너지가 없는 도시는 인간에게 건강을 상하게 

하고 정신적 피폐를 부르며, 마침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만다. 인간의 문명은 도

시라는 이름으로 진화되고 진보되었지만 반대로 자

연은 생명력을 잃고 도시에서 사라져 갔다. 도시와 

자연은 상호가 적대시되는 이항의 개념으로 다가왔

고(Hough, 1984), 결과는 도시와 자연의 이별이고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생물적 자연성과 문화적 풍요

성을 상실케 하는 예술적 자원의 상실이다.

2)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

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보스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2016)은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2010년부터 시작

되고 있으며,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

술 등이 고도로 발달하고 동시에 이들 분야 간 융합

을 통해 파격적 기술발전을 보이는 시대로 정의한

다. 제4차산업혁명은 디지털(기술)혁명을 기반으로 

하며 유비쿼터스 모바일, 모바일 인터넷, 센서, 인공

지능(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의한 인공

지능(AI) 등 기술이 압도하는 시대다.(조세환, 2016)  

스마트공장의 도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상 시

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유연하게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세계를 만들며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

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나노

기술, 재생가능에너지,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로스, 2015)  이 모

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함으로써 거듭 제곱의 법칙에 따라 변화의 

목적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 변화를 맞는다. 

제4차산업혁명은 수많은 분야와 발견이 끊임없이 융

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습성을 이룬다. 디지

털 제조와 생물학 분야의 합작이 일어나고,  ‘재료공

학’,  ‘나노공학’, ‘합성생물학’을 접목해 미생물과 인

간의 신체, 소비제와 거주 건물까지 포괄하는 시스

템을 개척하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시는 이와 같은 융합적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무생명의 디지털(Digital) 

도시를 다시 생명의 아날로그(Analog) 도시로 전환

하는, 디지로그(Digilog) 도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0과 1로 구성되어 조립되는 디지털의 근본은 

단절이고 분리다. 반면 아날로그는 사물의 환경, 생

명체 등이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성

을 특징으로 한다. 기계를 디지털로 본다면 자연은 

아날로그다. 도시는 건물, 도로 토지 등의 인프라로 

분리되고 단절된 디지털 시스템이다. 디지털 도시는 

엔트로피를 증대시키며 자유에너지를 소멸시킨다. 

제4차산업혁명시대는 디지로그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도시가 엔트로피를 소비시키고 자유에너지를 셍산해 

내는 가능성의 시대다. 도시라는 인간의 디지털 인

프라가 제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체계로 생명력

을 제고하는 생명력 있는 자연의 아날로그로 전환되

는 시대, 바로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시다. 

2. 뉴 노멀(New Normal)의 개념

뉴 노멀은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되고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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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기회가 함께 늘어나는 시대로 정의된

다.(Roger Diamond and David Diamond, 2004),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뉴 노멀

(New Normal)이라는 저서를 통해 용어를 사용한 

미국의 벤처캐피탈리스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다. 뉴 노멀은 경제학에서 태동된 용어인 

것이다. 경제에서의 뉴 노멀은 저성장, 저소비, 고실

업 현상이 주를 이루는 경제 질서에서 오는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세계 경제는 한때 연평균 5%씩 

성장했지만 이제는 3%대 저성장이 당연한 뉴 노멀 

시대가 됐다.(클라우스 슈바프, 2015)

세계 최대 투자회사 핌코(Pimco)의 공동 최고 경

영자인 모하메드 엘에리언(Mohamed El-Erian)은 

뉴 노멀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2008

년에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이

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뉴 노멀의 개념을 가져와 사용했다. 뉴 노멀은 

2008년의 금융 위기로 과거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영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패러다임을 

버리고 뉴 노멀의 시각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때

부터 2002~2006년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올드 노멀

과 대비되는 말로 빠르게 변화는 세상에 새로운 기

준이나 표준이라는 의미(Mohamed El-Erian, 2008), 

뉴 노멀이 주는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정

부, 기업, 가정 등)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발전

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대부분 그런 현상을 잘못 이

해하거나 기존 체제와 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관행적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과학기술,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변혁의 트랜드를 

빨리 이해하고 이끌어 가는 예지가 필요하다. 그러

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올드 노멀의 환상에 젖어 있

다는 점이다.(Mohamed El-Erian, 2008) 이 뉴 노

멀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현재의 위

기가 곧 지나가고 다시 평온했던 시대로 돌아갈 것

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진화는 퇴행이고 

소멸이듯이 올드 노멀을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올드 노멀은 뉴 노멀의 시각에서는 기억 

속의 시간일 뿐이다. 

Ⅲ. 생명경관도시의 뉴 노멀

1. 생명경관도시의 개념

과거 정원도시(Garden City), 컴팩트 시티

(Compact City),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 생태

도시(Ecocity),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지속가

능한 개발(Sustainable Devepment), 친환경개발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랜드스케이

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녹색성장(Green 

Growth), 탄소 제로 도시(Emmission Free City) 또

는 에너지 자립도시(Energy Fulfilment 등의 환경 

담론적 도시주의 철학, 이론 등이 등장해왔다. 이들

은 전원적 환경과 삶이 있는 도시, 커뮤니티가 있는 

삶의 도시, 도시에 자연생태가 살아 있는 도시, 환경

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담보하는 도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 이즘(ism), 담론 

또는 이론,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그 시대가 직면하

고 있는 사회·경제적 욕구, 환경철학, 과학기술의 수

준 등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 환원적 관점에서 도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틀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20세기 말에 태동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도시환경에서 개

별적, 부분적, 단위적 맥락에서 물리적 실체로서 도

시를 만들어 가는 건축, 도시설계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태동되어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경관을 시각의 대상로 

보지 않고 경관생태학에서처럼 작동하는 경관으로,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빠르게 진화해 가는 실체로 

규정한다. 설계언어로 생태(Ecology), 흐름(Flow), 

과정(Process), 진화(Evolution), 지표면(Surfa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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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언어를 도입, 적용하여 조경, 건축, 도시 

등의 분야가 융합하여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새로운 

도시만들기 철학과 실천 방법론을 제시하였

다.(Waldheim, 2006)

생경경관도시(BioLandscape Urbanism)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출현한 도시

환경 관련 모든 담론과 이론, 정책 기조를 수용하면

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기반으로 21세기 지구

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연의 회복과 

재생을 도시적 수준에서 실천하자는 새로운 철학이

며 실천 수단이다. 생명경관도시는 제4차산업혁명시

대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물리적 실체인 도

시와 사피엔스의 사람(인문)과 자연의 생태(과학)를 

통섭하여 도시적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지속가능하

게 하자는 새로운 담론이다.  

생명경관도시는 도시를 자연, 도시, 사람(문화)을 

개별적 환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을 유지시키

는 실체라는 통섭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즉 도시를 

추구함에 있어 환원적 목표 대신에 통섭적 비전과 

목적으로 추구된다. 또한 도시를 사람과 문화와 자

연생태가 함께 작동하고 유지되는 생명체로 바라본

다. 따라서 생명경관도시는 도시와 자연을 일체화 

하는, 도시를 생명체의 본질인 자연이 작동하는 경

관적 실체8)로 바라보고 자연의 작동 시스템을 도시

에 적용하여 사람의 문화와 통섭시킴을 주제로 한

다. 결국, 생명경관도시는 그 실천적 수단으로서 긍

극적으로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생명기술을 활

용하여 오늘날의 디지털 기반의 도시를 아날로그 기

반의 디지로그 도시로 전환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생명경관도시의 뉴 노멀

과학기술과 사회적 변화의 단계가 느리고 적응 

가능한 아날로그적 속도에서 급격함을 넘어 파격적 

변화로 치닫고 있는 디지털적 속도의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해 기존의 패러

다임과 노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명경

관도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도시개발, 계획과 설

계 등에 대한 노멀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올드 

패러다임, 올드 노멀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사

피엔스는 언제나 올드 노멀을 버리고 뉴 노멀을 선

택하며 문명을 창조해 왔다. 올드 노멀에 집착할 때 

문명은 몰락하였고, 뉴 노멀을 취할 때 문명은 새롭

게 진화하였다. 진화는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의 구

축이고 동시에 새로운 문명의 창시였다. 제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출발이다. 

1) 도시공간의 분리와 단절에서 혼성과 융합의 

뉴 노멀

산업혁명으로 인해 근대도시는 형성되기 시작했

다. 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도시는 혼잡스럽고 계속 

외곽으로 확산되어 갔다. 도시는 인류의 새로운 유토

피아로 자리매김했고 자연은 극복되고 개발되며 훼

손되는 실체로 전락되어 갔다. 도시와 자연의 분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단지 물리적 실체의 분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까지도 분리되어 갔다. 도시의 물

리적, 정신적 병리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

했다. 오늘날까지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도시는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해 공간과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통제는 도시와 자연, 

도시의 기능 등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노멀을 형성했다.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시설물계획 등에서 지역지구의 용도분리 

등 모든 것은 분리와 단절의 노멀, 여기서부터 시작

되었다.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은 0과 1의 디지

털적 접근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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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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터인 도시는 농촌사회와는 달리 아날로

그적 유기체 체계에서 디지털적 기계체계로 변해 갔

다. 특히, 도시 구조 설정을 통한 도시 기능간의 분

리와 단절은 물론 도시와 자연과의 분리는 엔트로피

의 증대는 물론 인간의 생물적 본성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3, 4차산업혁명을 통해 혼성과 

융합의 중요성은 인지되었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시

대에서는 디지털과 생명공학 등의 융합을 통해 디지

털을 아날로그화하는 디지로그(Digilog)가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 아날로그의 올드 노멀이 디지로그로

의 뉴 노멀로 진화하고 있다.

2) 경계선(Boundary Line)체계에서 문화에코톤

(Cultural Ecotone)체계의 뉴 노멀

도시공간에서 경계는 기능간 분리와 단절의 목적

을 수행하기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다. 행정구역, 용

도간 구분, 블록 구분 등은 모두 행정, 기능 상의 분

리하기 위한 선으로 설정이 된다. 산업사회에서의 경

계선은 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노멀이었

다. 그러나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IoT, 빅 데이터, AI 

등이 어우러져 정보, 사람, 물자, 유기체, 금융 등이 

초연결 네트워크화 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경계는 무

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에코톤(Ecotone)은 생태계에서 한 군집과 군집이 중

첩되는 곳이다. 군집에 서식하는 생물이 공동으로 서식

하는 공간인과 동시에 에코톤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이 

있는 곳이다. 에코톤은 군집과 군집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과 개체수가 풍부

하여 생태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지는 곳이다. 

에코톤의 개념이 인간이 서식하는 도시공간에서 

적용될 때 문화에코톤(Cultural Ecotone)으로 정의된

다. 용도지역과 지역, 지구와 지구, 블록과 블록 등 

상호 다른 기능간 경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문화에

콘적 경계를 도입하는 것은 분리와 단절의 부적합성

을 극복할 수 있는 뉴 노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도시공원시설과 주거용도지역이 만나는 

경계는 주로 저층저밀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

어 그 지역의 침체와 쇠퇴, 범죄 발생율의 증대, 열

악한 인공환경 조성 등의 으로 인해 다양한 도시문

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경계지역에는 주거, 상

업, 문화 등의 기능과 인접한 공원이 융복합되는 문

화에코톤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 녹지

의 확보 및 녹지가 부족한 인접 지역으로의 녹지 확

산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3) 시각경관(Visual Landscape)에서 작동경관

(Operational Landscape) 관리의 뉴 노멀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화 이후 급격하게 물리·사회

적 환경 악화를 치료하기 위해 도입한 도시계획적 

수단이 도시경관의 관리다. 1893년 미국의 시카고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개된 도시미화운동은 도시경관 

조성의 효시격이라 할 수 있다. 도로폭을 넓히고 몰

을 조성하며 가로수를 심고, 분수와 조각물을 만드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는 도시 장식적 

시각 중심의 도시경관 수법이었다. 

또 한편으로 이 시대에 농촌의 전원적 자연풍경을 

도시에 도입하여 경관을 형성하는 것 역시 자연은 눈

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의 대명사로서 도시에 도입

되었다. 즉 도시경관은 시각 중심의 장식적 요소로 활

용되는 것이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는 높이 규제를 

통한 스카이라인의 통제, 공개공지의 형성, 간판, 가로

시설물 등의 시각 디자인적 규제 등의 경관 조성은 

여전히 산업사회의 경관 형성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기후변화시대의 문제점–온실가스 

배출, 열섬현상, 게릴라성 홍수,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 시각 중심의 도

시경관 형성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도시화

의 확산과 과도한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 등은 도시

의 복잡함을 넘어 혼잡성의 대표적 장소가 되고 있

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과속적, 파격적 변화의 속도

는 경관을 시각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시스템을 불가

능하게 만들고 있다. 하루가 멀다 않고 변화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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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고정된 시점에서 규제를 통해 top-down식 

시각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양자역학의 불확정 시대

에 확정성의 동역학적 과학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성을 낳고 있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

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스카이라인을 통제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복잡하게 

움직여 가는 도시의 작동성을 통제하는 것은 계획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올드 노멀이 될 수 있다. 특정의 

농촌에서와 같이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는 주변 산의 조망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스카

이라인과 같은 시각경관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복잡하고 고밀도의 도시공간에서는 불합리하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시각경관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작동적 경관 개념의 뉴 노멀로 

도시경관 조성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시각적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폐의 바닥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관을 통제하여야 한다. 높이 대신에 

지표면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연공간을 확보할 수 있

고 사람이 활동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유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도시와 사람의 

복잡성을 수용하고, 자연 기반의 토지와 환경을 확보

할 수 있음으로써 생물종 다양성, 수순환 등 지구기

후 변화 환겨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4) 일차원 표피(Surface) 공간에서 다차원 표피

(Surface) 공간 체계의 뉴 노멀로의 이동

오늘날 도시는 과밀화와 공동화가 동시에 발생하

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과밀한 공간에서는 건축물

과 도로 등의 인프라에 의해 공간이 점유되어 있어 

과도한 엔트로피를 생산하고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과밀하된 공간에서는 토지 공급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녹지의 공급 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건축물 등의 과밀화 된 지역이 공

동화되고 쇠퇴화 되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토지공급 기회의 한계와 쇠퇴된 공간의 증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도시의 표피는 일차원적이었다. 도

로는 교통을 위한 일차원적 표피공간이었고, 건축물

은 다양한 용도의 거주를 위한 일차원적 표피공간이

었다. 모든 도시의 공간은 일차원적으로 해석되고 이

용되었다. 이런 뉴 노멀로서는 동시대에 발생하고 있

는, 위에서 언급한 토지 공급 기회의 한계와 쇠퇴된 

공간의 증대 위기에 적응할 수가 없다. 도시공간을 

다차원으로 보는 뉴 노멀이 필요하다. 

도로공간, 건축물의 측면 및 옥상공간, 등 도시 인

프라 공간과 지하공간을 다차원으로 접근하는 뉴 노

멀이 필요하다. 더 이상 도로공간은 차량을 위해 비

워두는 오픈 스페이스가 아니다, 건축물은 더 이상 

건폐물일 수만은 없다. 인공물의 인프라로 덥힌 지하

공간은 더 이상 버려둔 공간이 아니다. 도시공간에서 

더 이상 쇠퇴되거나 버려진 공간은 문제 거리가 아

니라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도시는 모두 

새로운 생명공간으로 사용되고 재생되는 가능성의 

다차원 공간이고 도시공간 이용의 뉴 노멀이다.

5) 회색 SOC에서 생명 SOC의 뉴 노멀로의 이동

도시화를 통해 도시공간은 엔트로피를 생산하는 

공간체계로 개발되어 왔다. 도시공간은 모든 회색의 

인공구조물로 점유되고 열섬현상, 수순환체계의 붕

괴, 녹색 생물공간의 결여 등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 적색 도시로 변했다. 도시의 SOC는 자유에너

지를 생산하고 엔트로피를 줄이는 그린 인프라로 전

환되어야 한다. 도시 SOC를 회색 인프라로 바라보

는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올드 노멀이 될 

수 있다. 회색 인프라 공간을 녹색 인프라 공간으로 

전환하는 뉴 노멀의 필요하다. 도시의 기능을 살리되 

녹색의 인프라로 작동하도록 하는 뉴 노멀은 도로. 

철도 등 교통공간의 녹색 기능과 융합된 다차원적9) 

활용, 건축물의 측면, 옥상공간의 활용, 융·복합, 지

하공간의 다차원적 활용과 지상부의 녹색 SOC화 등

을 통해 가능하다. 회색 SOC의 녹색 SOC로 전환의 

뉴 노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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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소 공간(Place Space)에서 흐름 공간(Flow 

Space)의 뉴 노멀로의 이동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환경

의 변화는 도시공간을 산업화시대의 느린 변에서 급

속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변

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기서 체험되는 독특한 정서적 

애착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장소성’(Placeness)이다. 

반면, 환경과 상황의 일시적, 단기적 변화에 따라 공

간의 용도와 성격이 확정되거나 고정되는 것10)이 아

니라 끊임없이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해가는 

공간은 ‘흐름의 공간’(Flow Space)이랄 수 있다.

4차산업사회에서의 도시의 공간은 더없이 빠르게 

진화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IoT, AI, 빅 데에터 등 

기반으로 태생되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의 등

장은 끊임없이 정보, 사람, 물자 등이 이동하고 또 

이동의 성격도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다. 도시공간은 

쉼없이 고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흐름의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흐름의 공간(Flow Space)은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과 성격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은 이런 흐름을 수용하고 유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 구조(Scenario Structure)로 설계되어야 한

다. 시간적 단차를 두고 목표를 추진해 가는 계획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

는 것이다. 

도시의 도로공간은 더 이상 차량을 위한 교통 용

도의 확정된 공간으로 한정될 수 없다. 인공의 콘크

리트와 아스콘의 확정적 지표면일 수 없으며 고정된 

도로시설물일 수 없다. 환경이든, 용도든 변화를 수

용하는 흐름의 공간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제4차

산업사회에 돌입하면서 이전의 확정적, 고정적 장소

의 도시공간에서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는 불확정

적, 유동적흐름의 도시공간으로의 이동,  도시공간의 

뉴 노멀이다. 

7) 거점공간에서 플랫폼 공간의 뉴 노멀로의 이동

도시는 건축물들의 집합이다. 건축물들은 고유의 

형태를 지니며 존재한다. 그러나 건축물은 외부공간

인 도시와 어떻게 소통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은 

게의치 않는다. 올드 노멀에 해당된다. 도시의 건축

물은 자연공간에서 나무와 비유된다. 자연공간에서 

나무는 항상 비, 바람, 눈, 대기와 소통하며 산소를 

방출하고 태양에너지를 받아 물질을 생산하다.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다른 나무와 소통하

며 군집을 이룬다. 나무는 주변 모든 공간과 물체와 

소통하고 교환하는 오픈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도시

의 건축물은 폐쇄 시스템으로 그 자체의 존재성을 

중시하는 존재로 군림한다. 외부와 분리.단절되고 소

통되지 않는다. 에너지 소모적이며 엔트로피 생산적

이다. 건축물은 도시와 소통하는 오픈 시스템으로 재

생되어야 한다. 다른 건축물과 다차원적으로 네트위

킹되어야 하고 유동성을 지닌 존재로 신축되고 재생

되어야 한다. 건축물은 사이로가 아니라 나룻터 개념

으로 도시와 소통되어야 한다. 건축물이 도시와 소통

하는 뉴 노멀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와 같은 초연결사회에서는 도시

의 거점공간 역시 점적인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 정보, 금융, 물자, 유기체 등의 연결과 연결체

의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의 거점계

획이 아니라 도시공간의플랫폼으로서 연결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거점 중심의 점적 도시공간계

획은 플랫폼 기능 중심의 면적 네트워크 공간계획으

9) 스페인의 바로셀로나나 미국의 버지니어에서는 기존의 입체적 교통시설을 녹색 SOC로 전환하거나 녹색 SOC
를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등 뉴 노멀로의 이동을 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도 경부선 철도를  지화하 하고 상부를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0) 과정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고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일정의 시간 단
위로 끊어서 고정된 목표를 세우는 계획의 경우,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경우, 이런 순간적 쇠퇴의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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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8) 토지 공급 관리에서 토지 수요 관리체계의 

뉴 노멀로의 이동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시문제는 늘 토지공급 

문제와의 씨름이었다. 도시계획은 토지공급과 공급지

역간 연결의 문제였고, 건축은 토지 공급 지역에 용

도에 적합한 건축물을 짓는 것 이상 다름아니었다. 

토지 공급을 관리하고, 건축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도시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5년 영국 환경부에

서 제출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런던 넓

이의 120배에 달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런던의 

각종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토지의 넓이다 

도시는 도시민들의 증가하는 욕구에 대응하여 확장

되어 가고 있다(최재정, 2016).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뉴 노멀이다. 

인구절벽 현상, 저성장, 지구기후변화 시대의 도래 

등과 제4차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승효

과11)를 거듭하여 도시공간에 토지공급의 문제가 아

니라 도시의 공동화 현상 즉, 빈집, 빈땅, 쇠퇴되고 

버려진 공간, 이전적지 등의 발생으로 새로운 토지 

유휴 공지 및 시설 발생에 따른 수요관리의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쇠퇴되는 도시지역을 재생시킨다는 개념은 토지공

급 시대의 신도시 정책에서 토지 수요 관리정책으로

의 전환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은 도시경제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획 개념이었고 도시정책

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도시재생 역시 급격한 도시환

경의 변화, 특히 인구의 감소와 저성장 등에 직면하

며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도시에 인구가 부족하고, 제4차산업혁명과 괘를 

같이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좋은 정보, 교

통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인구의 유동성은 확장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인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인구

의 유동성이 증대된다면 도시공간 전략은 토지 수요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빈집, 빈 땅, 쇠퇴되

고 버려진 공간, 이전적지 등 도시의 빈공간, 쇠퇴된 

공간은 인구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용도 

전환과 개발로 접근하여야 한다. 

인구 창출형 토지수요는 기존의 경제·사회·환경의 

도시재생에 더하여 거주하는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정착형 토지용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외부 

지역의 인구를 일시적, 단기적으로 유입시키는 ‘유랑

형 토지용도’로 관리하는 뉴 노멀의 도시재생을 필요

로 한다. 첫째, ‘환경형 토지용도’는 기존의 경제·사

회적 도시재생12)에 더하여 지구기후변화, 에너지, 수

순환 등과 건강과 웰빙, 복지 등 차원의 예방과 치유

를 종합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로의 자

연재생과 연결된다. 둘째, ‘관광형 토지용도’는 ‘정착

형 토지용도’를 도시관광을 위한 문화 용도로 전환하

는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정착형 토지용도가 공원과 

정원, 문화 등과 융합되고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딩 되

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디자인 되는 것이다.     

도시의 빈집 빈 공간, 버려지거나 오염된 공간, 쇠

퇴된 공간을 환경형과 관광형 토지 수요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 UR)을 

넘어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뉴 노멀 도시재생(New 

Normal Urban Regeneration): 2NUR)으로의 이동

을 의미한다.

9) 기본 계획(Master Plan)에서 전략 계획

(Strategical Planning)의 뉴 노멀로의 이동

11) 예컨대, 경제, 사회, 문화, 주거, 자연 등 여건이 좋은 도시공간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엔 
상대적으로 쇠퇴 되는 공간적 이용 불균형이 일어난다.  

12) 어쩌면 여전히 토지 공급적 차원의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토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연적 특
성을 재생시키는 것은 토지 고유의 생명성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토지 수요적 차원의 도시재생이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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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에서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의 

이동은 계획체계의 새로운 뉴 노멀을 요구한다. 사건

의 발생과 역사를 시간의 화살에 비유하며 일방적이

고 직선적으로 흐른다는 개념에서 불확정적 환경 속

에서 다차원적으로 확산되고 유동성의 결과로 빚어

진다는 네트워킹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화살적 시

간 개념에서 네트워킹적 시간 개념으로의 변화는 빅 

히스토리(Big History)를 태생케 했다.

도시공간에서 일직선의 시간 상의 어느 지점에 목

표를 정해 놓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기본계획

(Master Plan)적 계획이론은 제4차산업사회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디지털, 물리학, 생명공학 등 과학기

술의 자체 발전과 과학기술간 융합과, 거듭 제곱의 

법칙(Law of )의 융합을 통해 파격적으로 변해가는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계

획과 디자인(Strategic Planning and Design) 체계로 

변해 간다. 

지구·도시 환경적 거시적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과학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유

동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는 유연성과 적응성 중심

의 도시 전략체계 이론과 실천이 도시 공간 조성 이

론의 뉴 노멀이다. 

Ⅳ. 결 론

도시를 자연이 작동하는 유기체적 시스템으로 보

고자 하는 생명경관도시는 결코 어느 날 돌연변이적

으로 출현한 새로운 이론이나 실천적 도구가 아니

다. 각 시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산업사회 초기의 

정원도시 등 계획적 신도시 출현을 시작으로 20세기 

말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출현까지 지금까지 

다양한 도시 및 환경 관련 패러다임과 이론, 정책 

등이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생

명경관도시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3

차산업사회에 태동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기반

으로 환경, 생태, 지속가능, 녹색성장 등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모든 도시환경 관련 이론과 인문학을 

통섭하여 고찰한 결과다. 즉, 무생명의 디지털 기계

도시를 과학·기술을 활용해 자연과 같이 아날로그적 

생명력이 작동하는 디지털적 아날로그 즉, 디지로그

(Digilog) 도시로 바라보고 도시를 유기체적 생명경

관의 시스템과 구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각을 견

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섭과 융합으로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

시 진화의 비전을 생명력이 작동하는 자연경관의 시

스템과 구조를 창출시킬 생명경관도시로 규정하고, 

그 실천적 규범으로서 생명경관도시의 뉴 노멀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명경관도시의 뉴 

노멀은 자연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

를 도시에 원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토

지이용, 교통, 건축물 등 각종 도시 인프라 요소의 

구조와 작동 시스템에 관한 9가지로 정리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도시공간의 혼성과 융합화 둘째, 

도시경계의 문화에코톤화 셋째, 시각을 넘어 작동적 

경관 관리 넷째, 다차원 표피공간 체계의 구축 다섯

째, 생명 SOC로의 구축과 전환 여섯째, 장소의 공

간에서 흐름의 공간체계구축 일곱째, 거점 공간에서 

플랫폼 공간으로의 전환 여덟째, 토지공급에서 수요

관리 체계로의 전환 아흡째, 마스터 플랜을 넘어 도

시공간의 전략계획.설계적 체계 구축 등 9개 요소였

고, 각각의 요소들은 개별적 노멀로서도 의미가 있

지만 노멀간 상호 통섭과 융합을 기할 때 더 큰 시

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9가지 뉴 노멀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화로 인해 동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비롯된 도시적 위기와 기회

의 갈림길을 가르는 것으로서 이미 발생되고 있는 

일부 도시적 현상에서 이론화한 것일 수도 있고, 앞

으로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더 진화해 나가야 할 것

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뉴 노멀을 과거 시간 속

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산업화시대의 도시개발 패러

다임의 관성적 태도를 취하면 도시의 생명력을 잃어

버릴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윈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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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

하지 못하면 진화에 실패하고, 진화에 실패함은 곧 

도태 되고 생존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진화론에

선 생물의 표현형을 바꾸면 생존에 유리하듯이 제4

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학에서도 새로운 

표현형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뉴 노멀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향후 보다 더 진전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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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hoods that require smart-reduction-urban recovery plans, in other words, locations that need 

vacation/reduction plans, were searched within Korea according to neighborhood reduction possibility in the 

near future. Residential areas estimated to be reduced were micro-analysed in 90m x 90m pixels and deduced 

according to reduction scenarios through the LEAM analysis. The result, even in a passive scenario of 2.5% 

reduction of housing area, was reduction estimation of  over 70% of farming and fishing areas and over 15% 

of city areas. Assuming the current contraction trend, reduction of residential areas was estimated in various 

areas of Korea. Neighborhood contraction may occur in Haenam-Gun(545 ha), City of Andong(483 ha), 

Hongsung-Gun(483 ha), City of Jinju(444 ha), and City of Choongjoo(414 ha), Also, if residential areas are 

reduced by each 5% and 10%, it is estimated that many middle and small cities of provinces aside big cities 

need preemptive measures against reduction. Out of province cities, hot-spots of residential area reduction 

are located numerously in the provinces of Gangwon, Northern Gyeongsang, and Southern Jeonla. If the total 

residential area reduces by 10%, areas that are reduced in size also appears not only in capital-nearby areas 

but also major cities of provinces, and the problem of city reduction still remains. Through such analyses, 

specific methods for selecting areas in need of focus management against decrease, or state-level recovery 

measures adequate for a low-growth era were suggested.

키 워 드 : 도시축소, 주거지 축소, LEAM 분석
Keywords : Urban Shrinkage, Residential Area Shrinkage, LEAM Analysis 

eISSN� 2508-8920
pISSN� 2508-903X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Vol. 2 No.2 pp.47-58 2017. 08. 31.

Ⅰ. 서 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도

시재생을 논할 때, 미국이나 독일 등 서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시의 “쇠퇴(decline)”, “붕괴(declay)”, 

“황폐(blight)”와 같은 도시문제는 우리 도시를 묘사

하기엔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단어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산업도시의 몰락이

나 통일이후 독일 동독지역의 대량 빈집 문제,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한계 취락 문제 등을 표현

하기에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과 

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어느 새 우

* 본 논문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2015년 수행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의 일부
를 수정 보완하였음.
** Corresponding author : Architecture and Urban Research Institue, Sejong, Korea, eysong@auri.r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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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도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도시 축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도시공

간의 이용 수요 하락으로 개발위주의 도시 확장 및 

도시재생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도시재생 정책도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을 꾀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제 인구와 경제의 저성장에 대비하여 도시공간

의 관리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2). 우리보다 

일찍 도시성장과 쇠퇴를 경험한 서구와,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 등에서는 과잉개발로 인한 

도시재생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시

재생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기개발 도시공간의 

노후화 및 방치 문제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우리나라의 저성장 시대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한 계

획과 정책은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도시 및 

국토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및 경제의 

저성장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의 목표 인구

와 이에 따른 토지이용전략을 축소해야 하므로 향후 

축소가 예상되는 공간의 선제적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성장 시대의 도시축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지원시스템3) 마련을 위하

여, 현황 추계를 통하여 축소가 예측되는 근린을 도

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축소 현상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합리적인 계획 활동에 필요한 다

양한 근거자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분석 모형의 설정

도시축소는 도시성장의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기

존 도시성장관리계획 및 정책 마련시 성장이 예상되

는 지역 및 지점을 고려하여 밀도 및 용도 등의 관

리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소도시에 대

한 관리 역시 기개발된 지역 혹은 지점 중 향후 사

라질 곳을 찾아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성장관리의 계획지원을 

위해 개발된 모형의 구조를 정반대로 적용하게 되면 

축소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도시의 생성과 쇠퇴와 관련된 공간계획적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도시의 생성 및 성장은 무작

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 지역 혹은 공간을 

중심으로 생성하고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의 생성 및 성장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듯이, 

축소 또한 무작위적으로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동시에 동일한 

규모로 축소화되는 현상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없

다. 따라서 축소의 공간적 패턴, 즉 어떠한 공간적 

혹은 지역적 특성이 축소도시로의 변화를 야기하는

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1. 분석 과제 및 대상

본 분석에서는 축소되는 근린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거용지 중 어느 지역의 주거지가 먼저 축소될 것

인가?’ 와 ‘축소되는 주거지에는 어떠한 지역적 특성

이 연관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분석의 결

과로서 축소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축소도시를 위한 계획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

다. 또한 축소도시와 지역적ㆍ근린적 특성 간의 연

관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축소도시의 지양 및 관리

를 위한 계획적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분석은 도시의 다양한 용도 중 주거용도가 가장 

먼저 쇠퇴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2)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2030년 즈음에는, 혹자는 2020년 즈음에는 인
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인구절벽에 다다를 것이며, 실제 우리나라 시군구 중 84 곳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해당
(한국고용정보원, 2016)

3) 일반적으로 계획지원시스템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계획방법론, 관련모형, 지리정보체계, 그리고 공간의
사결정지원체계를 통합하여 계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체계이다(이희연, 2005). 계획지원시스템의 구축 목
적은 계획과정에서 공공 혹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일반인들에게 지역 혹은 국가의 정책을 알리며, 
전문가들에게 계획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하다(이희연ㆍ심재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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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다. 상업용지와 공업용지의 쇠퇴요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세계 경제의 흐름, 국가 정책 요

인 등 예측이 어려운 외부요인들의 고려가 필요하므

로, 본 분석에서는 주거용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

국을 대상으로 하며 2010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 모형의 선정 및 자료의 구축

1) 분석 모형의 검토

도시 및 지역을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

은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진화해 왔으며 계획

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대용량의 자료 처리가 가

능해지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1960년

대 선형계획모형에서부터 2000년대 마이크로 시뮬

레이션 모형까지 계획지원시스템 관련모형은 지속적

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초기의 단순모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환경과 커뮤니티까지 고려되어 진화하고 

있다(유선철 외, 2012).

지금까지 계획지원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모형

은 주로 국외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모형들이 개발ㆍ적용되고 있다. 계획지원시

스템은 크게 공간상호작용모형, 공간투입산출모형, 

선형계획모형,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 이산선택

모형, 셀룰러오토마타(cellular automata), 규칙기반

모형, 행위자 기반 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들 모형은 각기 다른 상황의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

다. 그 중 본 분석에서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모형

을 활용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므로 제한된 자

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모형의 코드를 확보

할 수 있는 모형을 검토하였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모형 중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모형이자 토지이용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는 마이크

로 시뮬레이션 모형, 셀룰러오토마타 모형, 행위자 

기반 모형이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은 집

계화된 자료구조를 활용하지 않고, 개별 행위주체(가

구, 기업 등) 및 공간단위를 보다 세밀화하여 토지

이용 및 교통의 변화에 대한 미시적인 예측을 목표

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동한 외, 2014). 셀룰

러오토마타 기반의 모형은 격자 형태의 셀 단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며 모형이 단순하고 미시적인 수준

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

의 장점이 있어 도시계획 분야에서 모델링과 시뮬레

이션의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행

위자 기반 모형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모형으

로서, 개발 행위자와 주변 환경을 기본적인 구성요소

로 하여 대상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

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모형이다(김동한 외, 2014). 이 모형은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대상으로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상기의 세 가지 조건을 

비교적 충족할 수 있는 모형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

는 다수의 세부적인 모형이 포함되었다. 다양한 모

형 중 분석코드가 제공되거나 구동할 수 있는 모형

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본 분석의 분석모형의 전제조

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분석코드를 유일하게 제공받

을 수 있는 모형인 LEAM(Land-use-Evolution 

and impact Assessmen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LEAM 모형의 활용 현황

LEAM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어나바-샴페인 캠퍼

스(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ng)에 있

는 LEAM Laboratory(개발책임자,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 교수 Brian Deal)4)에서 2000년대 초부터 개발․적
용해 온 도시계획지원․분석 모형이다. LEAM은 주로 

일리노이주의 도시계획지원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일리노이주 남부 중앙의 토지이용계획, 시카고 

토지이용과 교통개발계획, 세인트루이스 도시권 계

획 등의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우

4) LEAM Laboratory는 경관학, 도시계획, 지리학, 경제학, 환경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연구 및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ttp://www.leam.illinois.edu/l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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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예산군과 안성군의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

션5)시에도 적용된 바 있다.

3) LEAM 모형의 기본구조

LEAM은 토지이용 관련 계획지원을 위해 개발되

었으며, 생태학적 개념을 도입한 시뮬레이션 모형이

다. GIS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분석, 셀룰러오토마타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인간의 

환경변화와 생태학적 환경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반

영하였으며, 토지이용의 종합적 변화와 예측에 있어 

복수의 참여주체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셀(cell)을 기

반으로 행위자 기반모형(Agent Based Model)을 구

축하여 행위주체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구현

하였다. LEAM은 토지이용 변화 부문과 토지이용 

변화의 평가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의 요소

는 계획의 참여 주체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동시에 상호 환류(feedback)를 통해 발

전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기여한다. 본 분석에서

는 토지이용 변화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모형을 설

명한다. 

토지이용 변화 부문에서는 특정 토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driver factors)을 선정한 후, 각각의 요인

들이 특정 토지용도의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잠재력(확

률)을 계산하였다. 지역 경제, 사회적 요인, 교통 인

프라, 특정 시설 간의 거리,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 

패턴 등의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 

특정 토지용도에 대한 개별 셀의 토지용도 변화의 

확률 값을 계산하고 난 후, 이를 기초로 다양한 시

나리오에 따른 토지용도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른 유사 모형과 마찬가지로 LEAM 또한 현실 

세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셀의 토지용도 변화의 

확률 값을 계산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개별 셀의 확률 값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셀 기반의 

일부 유사 모형들에서는 로짓 모형(logit model) 등

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LEAM에서는 모형에서 통제

된 변화 요인들을 적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각각의 셀에 대한 

토지용도의 확률을 산출한다. 특정 토지용도 개별 

셀에 대한 확률 값은 공간적 변수에 상대적 가중치

를 적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 Source : Deal et al. (2005)

Figure 1. LEAM Model Simulation Structure

확률 값은 래스터(raster) 기반의 분석을 통해 이

루어지며, 특정 셀이 갖는 거리 혹은 시간을 의미하

는 접근가능성은 중력모델(gravity model)에 의해서 

분석한다. LEAM에서 적용되는 공간분석 수준은 30 

× 30m이나, 지역적 특성, 분석대상 등에 따라서 유

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LEAM은 도시성장 뿐 아니

라, 지역의 어메니티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확률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셀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특정한 공간활동

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계획과정 중 하나

이다. 향후 어느 지역이 축소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계획과정 또한 이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기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셀에 

대해 축소될 확률 값을 계산함으로써, 향후 축소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LEAM을 적용하여 국내 주거용

지를 대상으로 축소지역을 탐색하였다.

4) 자료 구축 및 모형 적용

축소도시의 분석 대상은 주거용지이며, 주거입지

5) 농업진흥청, 2010, 농촌어메니티자원도를 활용한 농촌계획 지원시스템 개발(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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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위자가 된다. 주거지역은 2009년 기준의 토지

피복도(land cover map)상 주거지역을 추출하였다. 

현재의 주거지역 중 향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주거용지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거입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모형에서 통제한 후 모든 주거용

지별로 주거입지 확률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주거입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며,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경제적 특성, 근린 특성, 

교통 특성, 자연 특성의 요인을 통제하였다. 

세부 요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Factor Contents
S h a
pe

Source

Econo
mic 

Land price(won)
Con
tinu
ous

Individual disclosure 
price(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eighb
orhood

Population(person) "

Population and 
H o u s i n g 
C e n s u s ( S t a t i s t i c s 
Korea, 2010)

Employer(person) "
B u s i n e s s 
C e n s u s ( S t a t i s t i c s 
Korea, 2010)

Distance to the 
center of area(m)

"

Road name Address 
Electronic map(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3)

Distance to 
highway ic(m)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Traffic

Highway "
National road "
Provincial road "
Highway interchange "
General road "

Natural
Elevation(m) "
Slope(angle) "

Table 1. Residential location factors to be 
applied to LEAM

이 분석에서는 가능한 미시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만큼 상기의 요인들은 모두 셀 단위에서 

자료를 구축하였다. 상주인구수와 고용자수의 자료 

구축은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쳐 셀단위로 배분하였

다. 집계된(aggregated) 자료에서 변인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셀 기반의 분석단위에서는 보다 

미시적인 입지를 기준으로 상주인구수와 고용자수가 

주거입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모든 주거건물과 업무용 

건물 수준에서 상주인구수와 고용자수를 산출하였

다. 2010년 기준의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여 집계구

의 상주인구수와 고용자수를 집계구 내 위치하는 주

거건물과 업무용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해서 상주인

구수와 고용자수를 할당하였다. 

적용된 분석의 셀 단위는 90×90m로서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비해서 분석의 단위는 매우 미시적인 수준이다6). 주거

용지 중 축소되는 지역의 추출은 먼저 모든 주거용지

에 대해 주거용지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용지의 확률 값을 계산한 후, 

이 확률 값을 기준으로 축소되는 주거용지를 선택해

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향후 얼마만큼의 주거용지

가 축소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축소될 주거용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거

용지의 축소와 관련된 과거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예측을 해야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

라에서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05

년부터 빈집 통계가 읍면동 자료로 제공되나, 이는 

주거용지에 대한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05년

과 2010년의 두 개 연도의 자료만 가지고는 합리적

인 예측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

로 말미암아 분 분석에서는 향후 축소될 주거용지를 

기존 빈집 발생 비율7)을 고려하여 세 개의 시나리

오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Ⅰ(소극적): 주거용지의 2.5%(약 8,155ha) 축소

시나리오 Ⅱ(중립적): 주거용지의 5%(약 16,309ha) 축소

시나리오 Ⅲ(적극적): 주거용지의 10%(약 32,618ha) 축소

6) 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위해 이와 같은 공간 
단위를 선택하였다.

7) 2005년 전국의 빈집 수는 727,814호로 전체 주택(13,222,641호)의 5.5%, 2010년 전국 빈집 수는 793,848호
로 전체 주택(1,4,677,419호)의 5.41% 수준이다(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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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주거용지 축소의 시나리오

가 정교하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동일한 

기준에서 어느 지역이 먼저 축소될 것인가를 살펴보

고자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기준이라 판단된다. 지

역 간에 혹은 특정 지점 간에 향후 주거용지가 축소

될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합리적인 대

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

용 가능하다. 주거용지의 축소지점 분석 후,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축소면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축소도시의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 활용

되는 지역적 특성은 상주인구수, 노령화 지수, 공시

지가, 표고, 경사, 주거지 집중도, 토지이용혼합도, 

중심지와의 거리이다. 주거지 집중도와 용도혼합도

는 빈집 영향요인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축소 가능성이 높은 주거지 분석

1. 지역별 축소 면적8)

1) 시도별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시 지역에 비

해 도 지역에서 많은 주거지가 축소된다. 시 지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순으로 주거용지의 축소면적이 적은 반면, 호남지역

과 영남지역, 그리고 강원도지역에서 축소지역이 많

이 나타났다. 도 지역 가운데서는 서울특별시와 지

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상대

적으로 축소면적이 적었다(Table2).

2) 시군구별

모든 시나리오에서 구지역의 축소면적이 절대적으

로 적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군 지역, 시 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 따라 시ㆍ군ㆍ구별의 축

소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상이하였으며, 구 지

역은 5.3~9.4%, 시 지역은 32.6~ 35.3%, 그리고 군 

지역은 55.3~62.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3).

Name Total
Scenario1 Scenario2 Scenario3
area % area % area %

Seoul 17,228 14 0.2 17 0.1 33 0.1
Busan 9,593 43 0.5 163 1.0 467 1.4
Daeg
u

8,077 40 0.5 215 1.3 459 1.4

Inche
on

9,813 36 0.4 136 0.8 492 1.5

Gwan
gju

5,585 20 0.3 67 0.4 156 0.5

Daeje
on

5,383 15 0.2 73 0.5 205 0.6

Ulsan 4,700 77 1.0 294 1.8 566 1.8
Gyeo
nggi

61,410 109 1.4 747 4.6 2,181 6.8

Gang
won

18,161 1,084 13.5 1,889 11.8 3,692 11.4

Chung
buk

18,982 418 5.2 1,101 6.9 2,083 6.5

Chung
nam

35,436 505 6.3 1,682 10.5 3,769 11.7

Jeonb
uk

27,552 804 10.0 1,481 9.2 3,028 9.4

Jeonn
am

34,946 1,637 20.4 2,466 15.3 5,033 15.6

Gyeon
gbuk

38,285 1,757 21.9 3,132 19.5 5,713 17.7

Gyeon
gnam

31,030 1,461 18.2 2,605 16.2 4,394 13.6

Sum 326,183 8,018 100.0 16,068 100.0 32,270 100.0

Table 2. Shrikable area of residential land by 
city and province

Name Total
Scenario1 Scenario2 Scenario3
area % area % area %

C i t y
(市)

120,978 2,611 32.6 5,774 35.9 11,400 35.3

G u n
(郡)

117,009 4,981 62.1 8,942 55.6 17,851 55.3

Gu(區) 88,195 426 5.3 1,353 8.4 3,020 9.4

Total 326,183 8,018 100.0 16,068 100.0 32,270 100.0

Table 3. Shriking area of residential land by 
city(市,) gun(郡), gu(區) (Unit : ha, %)

8) LEAM을 활용해 분석한 지역별 주거용지의 축소면적은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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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면동별

읍ㆍ면ㆍ동별 주거용지 축소 면적은 시나리오별

로 유사한 면적비율로 나타났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면지역은 7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동 지역, 읍 지역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동 지역이 읍 지역보다 많이 나타난 이유는 읍 지역

의 주거용지가 동 지역보다는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Name Total
Scenario1 Scenario2 Scenario3
area % area % area %

Yeup(
邑)

118,390 620 7.7 1,839 11.4 4,427 13.7

Myun(
面)

158,005 6,175 77.0 11,456 71.3 22,342 69.2

Dong(
洞)

49,788 1,222 15.2 2,773 17.3 5,501 17.0

Total 326,183 8,018 100.0 16,068 100.0 32,270 100.0

Table 4. Shriking area of residential land by 
Yeup(邑), Myun(面), Dong(洞) (Unit : ha, %)

2. 시나리오별 축소지역의 분포

1) 분석 단위

축소되는 주거용지는 90 × 90m의 셀 단위로 나

타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석결과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정리하였다. 시각적

으로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축소되는 주거용지 

지점들의 공간적 군집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에는 

공간 내삽화 기법 중 하나인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를 활용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주거

용지 축소 상위 2개 지역은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 

작업을 수행하여 이해를 제고하였다.

2) 시나리오 Ⅰ : 주거용지 2.5% 축소

모두 248개의 시ㆍ군ㆍ구 지역 중 60개 지역에서

는 축소지역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 지역들의 

대부분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지역이다. 강원도, 영남지역, 그리고 호남지

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축소면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축소지점의 핫스팟 또한 이들 지역을 중심

으로 분포하고 있다(Figure 2). 

그 중 전라남도 해남군(212 ha), 경상북도 안동시

(164 ha), 경상북도 진주시(154 ha), 강원도 삼척시

(143 ha) 등의 순으로 축소면적이 많이 나타났다. 

축소면적이 가장 넓은 해남군과 안동시를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축소면적이 나타나는 지점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다. 기형성된 중심지역을 제

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산재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 패턴은 주거용지가 많이 축

소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Figure 3).

   

Figure 2. Results of Leam Analysis on the 
shrinkable Residential area(Scenario 1)

   

He-nam Gun          An-dong City
 : residential land,  : shrinkable point

Figure 3. Detailed analysis of the shrinkage on 
Residential land(Scenario 1)

3) 시나리오 Ⅱ : 주거용지 5% 축소

시나리오 Ⅱ(5% 감소)는 축소지역 시나리오 Ⅰ보

다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주거용지가 축소되는 

지역이 많아졌으나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47개의 지

역들에서는 축소되는 면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Figure 4). 해남군(288 ha), 경주시(277 ha), 진

주시(267 ha), 안동시(260 ha)의 순으로 축소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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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군집도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Ⅰ에 비하여 주거용지 축소 군집도가 낮아

진 반면 전국적으로 분포되는 특성이 나타났으며 경

기도 외곽지역들의 축소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5).

   

Figure 4. Results of Leam Analysis on the 
shrinkable Residential area(Scenario 2)

   

He-nam Gun          Gyeong-ju City
 : residential land,  : shrinkable point

Figure 5. Detailed analysis of the shrinkage on 
Residential land(Scenario 2)

4) 시나리오 Ⅲ : 주거용지 10% 축소

시나리오 Ⅲ(10% 감소)에서도 축소되는 주거용지

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모두 29개이며 이는 서울

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일부 지역들과,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내 8개 시ㆍ구 지역들

이다(Figure 6). 지역별로 축소되는 면적은 시나리오 

Ⅰ, Ⅱ와는 다소 상이하였지만, 농촌성이 강한 지역

들에서 축소면적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축소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해남군으

로 545 ha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안동시(483 ha), 

홍성군(483 ha), 진주시(444 ha), 충주시(414 ha) 

등의 순이었다. 군 지역들에 비해 주거지역이 상대

적으로 많은 시 지역들에서 축소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났다(Figure 7). 

   

Figure 6. Results of Leam Analysis on the 
shrinkable Residential area(Scenario 3)

   

He-nam Gun          An-dong City
 : residential land,  : shrinkable point

Figure 7. Detailed analysis of the shrinkage on 
Residential land(Scenario 3)

3. 주거지 축소와 지역적 특성 간 상관관계

1) 지역적 특성 요소 도출 

LEAM을 활용하여 분석한 주거용지 축소분석 결

과는 지역 간 혹은 지점 간의 비교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보자면 지역적 

특성과 축소면적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한층 

심화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이 주

거용지 축소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

책적 대응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용지 축소와 지역적 특정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에는 피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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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pearson correlation)를 활용하였다.

Division Based on shrinkable area ratio

Population

Age

Land Price

Elevation

Slope

Residential 
concentrati
on

Mixed Land 
use ratio

Table 5. Spatial Distribution of correlation 
between the shrinkable Residential area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Division

Based on shrinkable 
residential area

Based on shrinkable 
residential area ratio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level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level

Populati
on

-0.2957 *** -0.4050 ***

Age 0.3676 *** 0.4852 ***

L a n d 
Price

-0.5713 *** -0.6707 ***

Elevation 0.3753 *** 0.5528 ***
Slope 0.3978 *** 0.5413 ***
Resident
i a l 
concentr
ation

-0.2925 *** -0.3065 ***

M i x e d 
L a n d 
u s e 
ratio

-0.4957 *** -0.5366 ***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hrinkable  
residential area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p<0.01)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 중립적 시나리오인 시나

리오 Ⅱ(5% 감소)를 활용하고 지역적 특성을 드러

내는 상주인구수 등의 기본적인 특성과 함께 주거지 

집중도, 토지이용혼합도 등의 공간계획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였다(Table 5). 상관계수를 위해서는 집

계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본 분석에서는 읍ㆍ면ㆍ동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거용지의 

축소 면적 뿐 아니라 축소 비율 또한 의미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분석하였다. 

주거용지 축소와 지역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

석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분석에서 통제한 모든 지역적 특성 변인들은 주거용

지의 축소와 매우 밀집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축소 

면적 기준보다는 축소 면적 비율에서 보다 강한 상

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Table 6). 

2) 상주인구수

주거용지 축소와는 부(-)의 관련성을 즉, 상주인

구수가 적을수록 축소 면적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

서 축소도시의 대응방안은 상주인구수가 적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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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3) 고령화지수

고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주거용지의 축소면적 많

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지수는 도시지역

에 비해 농촌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상주인구수가 

적을수록 고령화지수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

에 이들 지역들에서 축소도시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4)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축소 면적이 많이 나

타났다. 공시지가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이며, 공시지가가 낮은 지

역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므로 낙

후지역들에 대한 축소도시 대응방안이 상대적으로 시

급하다. 

5) 표고와 경사

표고와 경사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거용지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접

근성이 낮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축소도시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6) 주거지 집중도와 토지이용혼합도

주거지 집중도와 토지이용혼합도의 분석결과 또

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집중도

와 토지이용혼합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축소 면적이 

많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집중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 및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축소도

시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요

구되며, 향후 축소도시의 방지차원에서 적정수준의 

주거지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계획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지집중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주거지집중도를 유지하

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이

용혼합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축소되는 주거용지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주거지집중도와 함께 

토지이용혼합도를 높이려는 공간계획적 노력을 병행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심지와의 거리에 따른 주거용지 축소 지

점의 분포는 1km별로 구간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7). 그 결과 중심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축소지점의 분포가 적은 현상이 나타났다. 중립적 

시나리오에 의해 나타난 주거용지 축소지점의 약 절

반 정도는 중심지와의 거리가 10km 이상 떨어진 지

점에서 나타났다. 중심지와의 거리가 먼 지역들을 

중심으로 축소도시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바, 이들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istance Spot percentage(%)
1km under 93 0.47
1 ~ 2km 340 1.72
2 ~ 3km 893 4.52
3 ~ 4km 1,243 6.29
4 ~ 5km 1,256 6.36
5 ~ 6km 1,273 6.44
6 ~ 7km 1,269 6.42
7 ~ 8km 1,477 7.48
8 ~ 9km 1,406 7.12
9 ~ 10km 1,350 6.83
10km over 9,156 46.35
Total 19,756 100.00

Table 7. Spatial Distribution of shrikable area 
along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성장 시대 도시축소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축소를 대비한 계획이 필요한 주거지와 주

거지의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계획 요소를 찾기 

위해서 LEAM 분석과 상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도시지역이 가장 적게 나타난 가운데, 도

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그리고 구 지역보다는 시

ㆍ군 지역에서의 축소면적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90 

× 90m의 셀 단위에서 주거용지의 축소지점을 찾

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미시적인 분석결과는 보다 

세부적인 축소 지점의 분포 패턴을 찾는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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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주거용지의 축소면적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축소지점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계획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둘째, 주거용지의 축소와 지역적 특성 간에는 높

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 혹은 지

역의 생성과 소멸은 지역적인 특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연유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특

기할 만한 결과로는 공간계획적 변인들인 주거지집

중도와 토지이용혼합도가 주거용지의 축소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공간계획적 

개입을 통해 축소도시의 관리가 직ㆍ간접적으로 가

능하므로 향후 축소도시의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의 

방향 역시 토지이용의 혼합 및 주거지역의 집중을 

추구해야 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본 분석은 축소도시를 위한 계획지원시스템을 시

범적으로 구축한 것으로서, 축소도시의 논의를 한 단

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공간계획적 차원에서도 매우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는 본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증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보

완이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향후에는 축소도시로의 진행을 늦추고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소도시의 발생 원인을 

보다 면밀히 규명해야 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

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보다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주거용지만을 대상으로 축소되는 

지점을 탐색하였으나, 차제에는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 시가화된 다른 용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축소도시

의 모형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행위자

들의 변화에는 서로 다른 모형의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분석에서는 자료 구득의 문제로 인해 다

양한 공간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으나, 향후에는 

축소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공간적 요인

을 모형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버스정류

장 등 주거용지의 입지 및 축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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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ses preference and preference factors of golf course customers, to find out the 

landscape factors that are preferred, and use the result as base data for the optimal golf course design 

in the future.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duced from understanding theories on types of golf courses, 

consisting factors, and landscape, customer-polling on guests of the Sky 72 golf-course considering 

landscape preference and factors of golf courses, and analysis. First, the landscape preference of the 

landscape of the Sky72 Golf Course as a whole received 4.07, meaning that the landscape is positively 

assessed by customers. Second, the three landscape factors preferred in the ocean course were open 

view,  silver-grass and weed colonies, and the ocean view in the order of preference. The order of 

preference out of holes were courses of holes number 12,18, and 6. Fifth, after deducing image factors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image of holes using 13 coupled adjectives that describe landscape, the 

image factor of each hole was deduced. The highest image factor of each hole was ‘comfort’ for holes 

1 and 2, ‘aesthetic’ for 3,4,5, and 6, ‘comfort’ for hole 7, ‘aesthetic’ for hole 8, ‘variety’ for hole 9, 

‘comfort’ for hole 10, ‘openness’ for hole 11, ‘harmony’ for hole 12, ‘aesthetic’ for hole 13, ‘comfort’ for 

holes 14,15, and 16, and ‘aesthetic’ for holes 17 and 18. Sixth, analysis on the effect of image factor on 

landscape preference revealed ‘harmonious’ for holes 2·11·13·15, ‘interesting’ for holes 4·7·10·16, 

‘refreshing’ for holes 5·14, ‘open’ for holes 9·18, ‘beautiful’ for hole 3, ‘cool’ for hole 6, ‘organized’ for 

hole 12, and ‘natural’ for hole 17 as the landscape image that affects landscape preference for each 

hole.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use landscape preference factors in adopting a landscape out 

of alternatives during the process of golf-course design, and this will enable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preferred landscape in the competitive golf-course industry. 

키 워 드 : 골프장 경관, 경관 선호도, 경관 선호이미지
Keywords : golf course landscape, preference for landscape, preferred image for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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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세대가 교류 할 수 있

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국민 소득 증가와 여가 시간의 확대로 

인해 골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

다는 조사결과(문화관광부, 2004)는 앞으로 국내 참

여스포츠에서 골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예상

케 한다. 골프가 대중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

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서천범(2016)은 “2010

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지표를 기준으로 보

면 2010년 골프장 이용객은 1,750만 명이였는데 

2015년에는 3,388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10년 

만에 93.7%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이용객이 증가

함에 따라 골프장수도 증가하여 2005년 246개였던 

골프장수가 2015년 기준 518개로 110.2% 증가하였

다.”라고 이용객 대비 골프장수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골프장수의 증가는 골프

장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너

무 많은 골프장이 생기면서 영업이익이 점점 줄고 

있는데 서천범(2016)은 회원제 골프장은 2002년 영

업이익률이 27%에서 2015년 –0.5%로 27% 감소

하였으며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2002년 41.8%에서 

2015년 28.5%로 13.3% 감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시

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 중 영업 이익이 

줄어 도산하는 골프장도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

프장들은 영업이익을 높이고자 퍼블릭 골프장으로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46개소가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골프장 사업도 다양한 경쟁력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로 류창

현(2007)은 “직원서비스, 접근성, 코스의 심미성, 코

스관리 상태, 골프장 이미지 등이 골프장 선택시 중

요 요인”이라고 연구 결과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원

형중(2010)은 “골프 코스 선호요인은 코스관리 상

태, 경기진행의 원활성, 접근성, 기억 및 회상, 시설, 

디자인의 다양성·심미성 등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용

객의 선택요인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골프 코스 경

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스 디자인의 심미성은 

이용객이 골프장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지인 스카이72 오션코스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2007년 개장하여 연간 7만 명 이상의 

다양한 이용객이 내장하고 있다. 스카이72를 내장하

는 다양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골프 코스 경관의 정

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이미지를 도출하여 골프 코

스 경관 선호도 및 선호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이용객이 선호하는 경관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골프 코스 디자인 및 리노베이

션(Renovation)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사례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

로 392에 위치한 스카이72 오션코스를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유명 골프 매거진인 골프다이제스트에서 2

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2015-2016 대한민국 베스트 

코스 중 10위안의 유일한 퍼블릭 코스이다. 스카이

72 오션코스는 연간 7만 명 이상의 골퍼들이 방문하

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를 9년 연속 개최한 한국의 대표적인 골프 코스

이며, 스카이72 오션코스는 총 18홀에 파72 정규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스전장은 6,652m (7,275yd)

로 만들어져 있다. 

첫째, 골프 코스의 종류, 구성 요소, 경관에 대한 

이론 고찰을 수행한다. 골프 코스의 개념 정의와 구

성 요소를 살펴보고, 본 연구 대상지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여 골프 코스에서의 경관 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골프 코스의 경관 선호도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골프 코스 이용객의 경관 선호도와 선호 

요인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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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행된 연구를 고찰한다.

셋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지

를 설정하고 이론 고찰을 통해 도출된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지 설계 및 표본을 설정한다. 또한, 분

석을 위한 문항 별 척도를 부여하고 설문조사에 대

한 기준을 수립 및 분석 방법을 설정한다.

넷째,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

석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전문적인 사항으로 골프 코스의 경관에 대한 시각적 

선호도와 선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여, 골프 코스 경관 선호 요인을 규명하고 이용객이 

선호하는 골프 코스의 방향을 모색한다. 

2. 이론고찰

1) 골프코스의 종류 및 구성요소

골프 코스가 처음 생긴 곳은 스코틀랜드 해안가 

근처의 초원지대에 있는 링크스였다. 링크스 코스가 

만들어진 후 골프가 발전하면서 해안지역뿐만 아니

라 내륙지방에서도 골프 코스가 만들어졌다. 이후 

해안가 지역에 있는 골프 코스를 씨사이드 코스, 내

륙에 만들어진 코스를 인랜드 코스로 구분하였다. 

코스 디자인 개념에 따른 분류로는 형벌적 설계

(Penel design), 영웅적 설계(Heroic design), 전략적 

설계(Strategic design), 프리웨이 설계(Freeway 

design) 등이 있다. 형벌적 설계는 플레이어에게 잘 

친 만큼 보상을 해주고 잘 못한 샷을 했을 때는 벌

을 주는 설계 개념이다. 영웅적 설계는 홀에서 위험

을 감수 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설계로 형벌적 설계

보다 다소 절충된 설계안이다. 전략적 설계는 위험

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설계로 플레이어가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프

리웨이 설계는 골프가 사람들에게 취미로 즐기기 시

작하는 2차대전 이후로 늘어나는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해 발생한 설계 개념이다. 특징으로는 페어웨이 

잔디를 직선형으로 예지하고 수목을 페어웨이 양쪽

으로 열식하는 것이다. 

2) 골프장 경관에 대한 고찰

우선 경관의 정의는 다양한 분야와 연구자에 따

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임승빈(1998)

은 “경관이란 눈에 보여 지는 자연 및 인공풍경 모

두를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생태계,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규목(2002)은 “경관이란 우리가 늘 보는 주변 

환경이‘보여주는’풍경이나 도시의 모습, 실물, 객관적

인 실체로서의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보이는’환

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의 해석과 의지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 하나의 표상된 이미지로써의 

환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골프 코스 경관에 대해 최상돈(2012)은 “완벽한 

골프 코스는 정상적이고 공정하며 재미있는 샷으로 

플레이를 할 뿐 아니라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만한 

볼거리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골퍼가 플레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정신이 맑아졌다는 느낌

이 남으며, 그러한 지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골프 코스가 이상적이다.”라고 골프 코스에서 시각

적으로 보이는 경관에 대해 플레이적인 측면에서의 

경관과 심리적으로 느끼는 경관의 영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기존 경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관이

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인공적인 환경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보이는 실체뿐만

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포함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프장 경관에 대

입해보면 골프 코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 잔디, 클럽하우스, 카트도로 등 모든 자연적, 

인공적 요소들이 골프장의 경관이며 이러한 경관 요

소들이 각각의 형태, 질감, 색깔 등 조화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골프장의 경관의 중요한 가치로는 이

용객에게 흥미와 관심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특

징이 있다. 이는 골프장을 이용객은 성별, 연령, 심

리적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형과 공간에 

시각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요소를 배치해야 흥미의 

유발과 심리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골

퍼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

프장 경관에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았을 때 골

프 코스 자체가 경관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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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골프장 경관 선호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김국환(2013)은 골프장 경관 분석을 위한 형용사를 

도출하고 파 3홀에 대해서만 시각적 선호도를 분석

하였고, 원형중(2010)은 우리나라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AHP 기법과 의미미분법을 활용하여 국내 

아마추어 골퍼의 골프 코스 선호 요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골프 코스에 대한 태도와 선호

요인 및 상대적 중요도를 연구하였으며, 류창현

(2010)은 고객(Golfer)의 입장에서 만족정도와 차이

점을 분석하여 골프장 이용고객의 만족 요인변수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프 코스의 정규홀

인 18홀에 경관 선호도 및 요인에 대한 연구는 수행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골퍼들이 골프 코스 경

관 중 홀마다 다른 경관 요소를 선호하는지 도출한

다면 새로운 골프 코스 디자인과 골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설문 설계 및 분석방법

1) 설문 설계

설문조사에 사용될 경관형용사의 선정을 위해 조

경, 도시 분야에서 경관평가를 수행한 7편의 선행연

구에서 사용된 경관형용사에서 중복된 어휘를 제외

하고 형용사 목록을 작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추출

된 26쌍의 경관형용사를 조경, 도시공학 전공의 석

사이상 30명을 대상으로 골프 코스 경관으로서 가장 

적합한 경관형용사를 선정하게 하여, 본 설문에 적

합한 13쌍을 대표 경관형용사로 도출하였다(Table1 

참조). 척도는 명목척도, 리커트 척도, 어의구별척도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2)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지의 모든 이용객 조사가 불가

하므로 설문분석을 위한 표본의 모집단은 ‘조사당일 

대상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 집단은 스카이72 오션코스를 이용한 자(오션코

스 이용객)로서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19

세 이상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No
Case studies

1 2 3 4 5 6 7

Artificial Natural O O O O O O

Complicated Simple O O O O

Unpleasant Fresh O O O O

Doldrums Cool O O

Uniform Variety O O O O

Unfamiliar Friendly O O O O O O

Crummy Clean O O

Fragmentary Continuous O O

Incongruous Harmonious O O O O

Ugly Beautiful O O O O O O

Tired Interesting O O O

Static Dynamic O O

Uneasy Comfortable O

Meager Abundant O O

Crude Refined O O

Confused Quiet O

Untidy Trimmed O O O O

Unstable Stable O O

Traditional Modern O

Normal Unique O O O

Closed Open O

Naive Ambitious O

Old New O

Heavy Light O O O

Dark Bright O O

Orderly Disorderly O

Table 1. Extracting Landscape adjectives from 
case studies

본 연구로 표본은 대상지를 직접 이용한 이용객

을 대상으로 단순무작위 추출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 추출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할 

때 대상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이

용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일

대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총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응답 자료에 대한 분

석은 PASW Statistics(ver.18)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

였고,, 인구통계학적 사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특성 및 분포를 분석한다.

차이분석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여 연령별 차이 및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고 

상관성 분석은 다중회귀분석(동시입력방식)을 활용

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봄으로서 요인별 영향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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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및 고찰

1. SKY72 오션코스에 대한 경관 선호도 분석

오션코스 전체 경관에 대한 경관 선호도는 평균

값이 4.07로 나타났다. 오션코스 전체 경관이 선호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션코스에서 가장 선호하는 경관 요인 세 가지

는 탁 트인 조망 16.2%, 지피류(억새, 갈대) 군집 

16.0%, 바다 풍경 15.8%로 나타났다. 야생화 군집 

또한 12.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형의 조형성 9.3%, 벙커의 조형성 8.0%, 암반 

7.3%, 페어웨이의 조형성 7.3%가 뒤를 이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그린의 조형성 4.2%, 수목

의 조형성 2.7%, 연못의 조형성은 0.7%로 낮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2).

Division Per %

Most 
prefer
red 

lands
cape 
factor 

in 
Ocea
n-cou
rse

Tree formability 16 2.7
Wildflower community 75 12.5
Crowds(reed) Crowd 96 16.0

Sea landscape 95 15.8
Rock 44 7.3

Topography formability 56 9.3
Formability of bunkers 48 8.0

A panoramic view 97 16.2
Fairway's formability 44 7.3
Formality of Green 25 4.2

Formability of a pond 4 0.7
Sum 600 100.0

Table 2. Most preferred landscape factor in 
Ocean-course

2. 연령별 SKY72 오션코스 홀별 선호도 차이

분석

연령별 오션코스 홀별 유형 선호도 차이를 분석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개의 그룹에 대한 코스별 

차이 분석(Table 3)으로 일원일배치 분산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 18개의 홀 

중 유의확률이 0.05이하인 유형에 대해 연령별 선호

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보인 홀은 ‘4·12·14·16·17홀’로서 5개 홀이었다.

Hall
Mean 
squar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F-value
Preference 
difference

1 1.217 0.145 1.729 X
2 0.802 0.230 1.417 X
3 0.060 0.981 0.103 X
4 2.559 0.004 3.972 O
5 1.315 0.243 1.377 X
6 1.050 0.234 1.406 X
7 0.874 0.163 1.649 X
8 0.380 0.592 0.701 X
9 0.602 0.465 0.900 X
10 1.033 0.346 1.126 X
11 0.116 0.922 0.229 X
12 1.954 0.007 3.644 O
13 0.302 0.765 0.461 X
14 3.479 0.000 5.443 O
15 0.610 0.388 1.039 X
16 6.897 0.000 8.253 O
17 4.728 0.006 3.766 O
18 0.203 0.754 0.475 X

Table 3. Difference of preference by age 
ocean-course

 

3. 오션코스 홀별 경관선호도 및 이미지 분석

오션코스 홀별 경관 선호도 및 이미지 분석 결과

를 보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홀은 12홀 이였으며 그 

다음은 18·6·9·7·15·2·5·17·11·3·16·10·8·13·14·4·1홀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홀로 나타난 12번 

홀은 파3 홀로 오션코스의 경관 선호 요인으로 나타

난 탁 트인 조망과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홀이다. 

18홀, 6홀, 9홀 등 경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홀들

은 탁 트인 전망과 지피류(억새, 갈대) 군집이 다른 

홀에 비해 많이 연출되는 홀들이다. 이는 선호하는 

홀과 경관 선호 요소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홀별 경관 선호도와 경관 이미지의 영향력 분석 

결과에서 많이 나온 경관 이미지 순서로 나열하면 

2·11·13·15홀은 ‘조화로운’이 4·7·10·16홀은 ‘흥미로

운’이 5·14홀은 ‘상쾌한’이 9·18홀은 ‘개방적’이 1홀

은 ‘정돈된’이 3홀은 ‘아름다운’이 6홀은 ‘시원한’이 

8홀은 ‘질서있는’이 12홀은 ‘풍성한’이 17홀은 ‘자연

적’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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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이미지 및 선호요인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Table 4). 

즉, 골퍼들은 너무 다양한 요인의 결합보다는 조

화성, 심미성, 쾌적성이 나타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조화롭고 흥미로운 경관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향후 골프장 경

관 조성에 있어 이 요인들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Hall
Co
mfo
rt

Aes
thet
ic

Har
mo
ny

Indi
vid
uali
ty

Tig
htn
ess

Op
enn
ess

Sta
bilit
y

Div
ersi
ty

Pref
ere
nce

1 ∘(1) ∘(2) ∘(3) 3.185

2 ∘(1) ∘(2) ∘(3) 3.82

3 ∘(3) ∘(1) ∘(2) 3.67

4 ∘(1) ∘(2) ∘(3) 3.325

5 ∘(3) ∘(1) ∘(2) ∘(4) 3.82

6 ∘(3) ∘(1) ∘(2) 3.98

7 ∘(1) ∘(2) ∘(3) 3.895

8 ∘(3) ∘(1) ∘(2) 3.615

9 ∘(2) ∘(1) 3.975

10 ∘(1) ∘(2) ∘(3) 3.62

11 ∘(2) ∘(4) ∘(3) ∘(1) 3.735

12 ∘(3) ∘(2) ∘(1) 4.365

13 ∘(3) ∘(1) ∘(2) 3.575

14 ∘(1) ∘(2) ∘(3) 3.415

15 ∘(1) ∘(2) ∘(3) 3.825

16 ∘(1) ∘(2) ∘(3) 3.66

17 ∘(1) ∘(2) ∘(3) 3.785

18 ∘(2) ∘(1) ∘(3) ∘(4) 4.30

Table 4. Comprehensive analysis of landscape 
images and preference factors by ocean course

 

4. 1홀의 경관이미지 분석 구체적 사례

1) 오션코스 1홀 경관이미지 분석

오션코스에서의 1홀에 대한 경관 선호도 분석에 

따르면 5점 척도 기준, 평균 값 3.185로 조금 선호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Table 5). 오션코스 1홀에

서 가장 선호하는 경관 요인 세 가지는 벙커의 조형

성 27.2%, 탁 트인 조망 16.3%, 지형의 조형성 

12.7%로 나타났다. 지피류(억새, 갈대) 군집 11.5%, 

수목의 조형성 10.3%, 페어웨이의 조형성 10.2%가 

뒤를 이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그린의 조형

성 5.8%, 야생화 군집 4.0%, 연못의 조형성 1.7%, 

바다 풍경은 0.3%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션코스 1홀에 대한 경관 이미지를 해석하면, ‘빈약

하고 평범하지만 개방적이고 단순하며 상쾌하고 정

돈된’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6).

Divisions N Min. Max. Aver. SD.

Ocean-cou
rse 1 hall 
landscape 
preference

200 1.00 5.00 3.185 0.845

Table 5. Ocean-course 1 hall landscape 
preference analysis

Divisions
Case studies

Aver. Landscape Image Graph

Complicated Simple 4.190
Unpleasant Fresh 3.940
Doldrums Cool 3.920
Crummy Clean 3.770
Incongruous Harmonious 3.895
Ugly Beautiful 3.880
Tired Interesting 3.410
Meager Abundant 3.140
Closed Open 4.240
Artificial Natural 3.865

Untidy Trimmed 3.905

Normal Unique 2.995
Orderly Disorderly 3.810

Average 3.185

Table 6. Ocean-course 1 hall landscape image 
analysis

2) 오션코스 1홀 경관이미지 요인 분석

오션코스 1홀의 경관 이미지 분석을 위해 조사한 

경관형용사의 요인분석을 하였다.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전반적

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자

료라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형성 적절성의 카이저-

마이어-올킨(kaiser–meyer-olkin) 척도값이 기준치 

0.500보다 높은 0.775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복잡한–단순한’의 경관형용사는 

0.500 이하의 공통성으로 요인분석에서 제외시켰으

며, 오션코스 1홀 경관 이미지 요인분석의 결과로 3

개의 인자가 추출되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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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s
Factor

1 2 3 Com
Doldrums Cool 0.777 0.197 0197 0.681

Unpleasant Fresh 0.750 0.137 0.303 0.673

Closed Open 0.704 0.300 0.011 0.586

Artificial Natural 0.697 0.465 -0.165 0.729

Untidy Trimmed 0.695 0.157 0.340 0.622

Orderly Disorderly 0.659 0.202 0.382 0.621

Tired Interesting 0.320 0.800 0.166 0.771

Normal Unique 0.093 0.763 0.061 0.594

Meager Abundant 0.267 0.733 0.048 0.611

Ugly Beautiful 0.144 0.692 0.535 0.786

Incongruous Harmonious 0.164 0.290 0.806 0.761

Crummy Clean 0.531 -0.156 0.624 0.696

Eigen value 5.539 1.559 1.035 -

Total Variance 46.158 12.991 8.627 -

Kaiser-Meyer-Olkin 0.775
Bartlett P-value 0.000

Table 7. Ocean-course 1 hall landscape image 
factor analysis

- 제 1 이미지 인자 : 쾌적성

제 1 이미지 인자의 요소로는 ‘답답한-시원한’, 

‘불쾌한-상쾌한’, ‘폐쇄적-개방적’, ‘인공적-자연적’, 

‘어수선한-정돈된’, ‘질서없는-질서있는’의 형용사로 

나타났다. 어의적 변량의 경우 0.777~0.659의 적재

치를 보여 인자 1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고유

치는 5.539로 나타났다. 인자 1은 인지과정에서 얻

어진 지각적 요인들이 심리적 변화과정을 거쳐 상쾌

하고 정돈되어 있는 등을 나타내는 ‘쾌적성’ 인자들

로 설명할 수 있다.

- 제 2 이미지 인자 : 심미성

제 2 이미지 인자의 요소로는 ‘식상한-흥미로운’, 

‘평범한-독특한’, ‘빈약한-풍성한’, ‘추한-아름다운’

의 형용사로 ‘심미성’과 관련한 형용사들이 나타났

다. 어의적 변량의 경우 0.800~0.692의 적재치를 보

여 인자 2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고유치는 

1.559로 나타났다.

- 제 3 이미지 인자 : 조화성 

제 3 이미지 인자의 요소로는 ‘부조화로운-조화

로운’, ‘지저분한-깨끗한’의 형용사로 ‘조화성’과 관

련한 형용사들이 나타났다. 어의적 변량의 경우 

0.806~0.624의 적재치를 보여 인자 3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고유치는 1.035로 나타났다.

3) 오션코스 1홀 경관선호도와 경관이미지 

인자의 영향력 분석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 1홀의 선호도와 경관 

이미지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출된 3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1홀의 경관 선호도를 종속

변수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결정계수

(R2)는 .125로서 12.5%로 종속변수 설명력이 떨어

지며, 유의확률은 쾌적성, 조화성은 5%의 유의수준

(p-valu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심미성의 경우 7.7%로 유의확률이 높게 나타났

다.(Table 8) 

Model

Unstanda
rdized 

coefficien
ts

Sta
nda
rdiz
ed 

t
p-v
alu
e

Collinea
rity

B S.E.
bet
a

Co
m.

VIF

1

(Num
ber)

3.18
5

.056
58.5
49

.000

ameni
ty

.246 .056 .291
4.36
0

.000
1.00
0

1.00
0

aesthe
tic

.100 .056 .119
1.77
7

.077
1.00
0

1.00
0

harmo
nious

.137 .056 .162
2.42
8

.016
1.00
0

1.00
0

Table 8. Regression analysis result

따라서 영향력 분석을 위해 단계 선택(Stepwise)

으로 분석한 결과 심미성의 변수를 제외하고 유의확

률이 5%미만인 쾌적성, 조화성이 1홀 경관 선호도

와 경관이미지 인자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Table 9)

※ 회귀식

 Y(이미지인자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 

   =3.185+0.246X(쾌적성)+0.137X(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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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standa
rdized 

coefficien
ts

Sta
nda
rdiz
ed 

t
p-v
alu
e

Collinea
rity

B S.E.
bet
a

Co
m.

VIF

1

(Num
ber)

3.18
5

.057
55.5
68

.000

ameni
ty

.246 .057 .291
4.28
4

.000
1.00
0

1.00
0

2

(Num
ber)

3.18
5

.057
56.2
42

.000

ameni
ty

.246 .057 .291
4.33
6

.000
1.00
0

1.00
0

harmo
nious

.137 .057 .162
2.41
5

.017
1.00
0

1.00
0

R2 : 0.111, F : 12.317, P : 0.000

Table 9. Regression analysis result by Stepwise

Ⅳ. 결 론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 전체 경관에 대한 경

관 선호도는 평균값이 4.07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값(3.0)에 비해 1.07 높은 값으로 오션코스 전체 경

관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션코스에서 가장 선호하는 경관 요인 세 가지

는 탁 트인 조망, 지피류(억새, 갈대) 군집, 바다 풍

경 순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경관요

인은 야생화 군집, 지형의 조형성, 벙커의 조형성, 

암반, 페어웨이의 조형성의 순서였다. 반면, 선호 요

인 중 그린의 조형성, 수목의 조형성, 연못의 조형성

은 낮은 비율로 조사 되었다. 

연령대별 홀별 선호도 차이 분석을 보면 

4·12·14·16·17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4·12·14·16·17홀의 특성은 티샷을 한 후 볼이 떨어

지는 랜딩지역(Landing Zone)이나 그린주변에 벙커

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홀이다. 즉, 샷의 정확도가 

중요한 홀로 골퍼가 샷을 할 때 부담과 위압감을 느

끼게 되는데 이것이 선호하는 양상에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홀별 선호도는 12홀의 경관적 선호도가 가장 높

았으며, 18·6·9·7·15·2·5·17·11·3·16·10·8·13·14·4·1홀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홀로 나타난 12번

은 파 3로 오션코스의 경관 선호 요인으로 나타난 

탁 트인 조망과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홀이다. 

18·6·9홀 등 경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홀들도 탁 

트인 전망과 지피류(억새, 갈대) 군집이 다른 홀에 

비해 많이 조성되어 있는 홀들이다. 이는 선호하는 

홀과 경관 선호 요소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홀별 경관 이미지 요인 분석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대표 이미지 인자는 다음과 같다. 1·2홀은 

‘쾌적성’, 3·4·5·6홀은 ‘심미성’이 가장 높은 설명인자

로 나타났다. 7홀은 ‘쾌적성’, 8홀은 ‘심미성’, 9홀은 

‘다양성’, 10홀은 ‘쾌적성’ 11홀은 ‘개방성’ 12홀은 

‘조화성’이 가장 높은 설명인자로 나타났다. 13홀은 

‘심미성’, 14·15·16홀은 ‘쾌적성’, 17·18홀은 ‘심미성’

이 가장 높은 설명인자로 나타났다.

홀별 경관 선호도와 경관이미지의 영향력 분석 

결과는 홀별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관 이

미지는 쾌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화성, 심미성으로 경관 선호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석 결과, 골퍼들이 원하는 골프 코스의 이

미지는 탁 트인 시원한 전망에 아름다운 바다 풍경

이 보이며 지피류(억새, 갈대) 군집과 야생화의 군집

이 조화를 이루는 흥미로운 골프 코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

론한다면, 신규 골프 코스 입지조건이나 코스 리노

베이션(Renovation)을 고려한다면 바다가 보이고 주

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우며 경관이 트여있는 것이 

골퍼들이 찾는 골프 코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

으로 골프 코스 디자인을 하는데 이러한 경관 선호

요인을 알맞은 지형과 공간에 적절히 배치한다면 다

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1. Kwon, Y.M.(2003) The analysis of the discordance 

between landscape design and construction. 



스카이72 골프장 경관 선호이미지 분석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69

Master’s thesis of Hanyang University.

2. Kim, Y.R Yang, B.E.(2007).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for Landscape Architect Scheme 

Modification for the Restoration Project of 

Cheonggyeche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5(5): 16-28.

3. Kim, J.H.(2002) Classification of Factors and Their 

Characteristics Changing the Planning for Landscape 

Planting Construction. Master’s thesis of Gyeongju 

University.

4. Kim, J.G.(2006) A Study on construction quality 

improvement and design changes of landscape 

architectural projects.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5. Park, S.K.(2004) The Case studies and causal analysis 

of design changes in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uction. Master’s thesis of Seoul University.

6. Park, C.S.(2007) A Preventive Method of exhusting 

changes in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uction. 

Master’s thesis of Dong-A University.

7. Lee, G.M.(2008) Analysis and Improved Methods 

Suggestion of Change Order in Construction 

Projects. Master’s thesis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8. Lee, Y.H.(2000) An Optimization Model for 

Concurring Landscape Detailed Design with Final 

Products. Doctor’s thesi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9. ECO-L.A.C.(2009) Planting. Paju: Publication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No.53.

10. Choi, S.B.(2006) Pla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Publication Kimoondang. 

11. J.O.Simonds(1999)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Received : 28 June, 2017

   Revised : 12 July, 2017 (1st)

            19 July, 2017 (2st)

            26 July, 2017 (3th)

  Accepted : 9 August, 2017

  3인 익명 심사필



학회 소식

Vol. 2  No. 2   2017.08.31.
The Review of Bio-Tech. Landscape Urbanism



eISSN� 2508-8920
pISSN� 2508-903X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Vol. 2 No.2 2017. 08. 31.

The Review of Bio-Tech. 
Landscape Urbanism

The Korean Association of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Ⅱ. 학회 소식

2017 정기총회 및 제1차 학술발표회
: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생명경관도시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오후 7부터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그랑서울 타워 15층에서 <2017 정기

총회 및 제1차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회의 첫 학술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명

경관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의 생명경관도시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부 정기총회는 구태서 학술집행이사의 참석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회의 순서에 대한 안

내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는 정기총회로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제2부는 제1차 학술

발표회로 기조발제와 다섯 분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토론과 플로어 의

견 청취 후 마지막으로 제3부인 폐회를 순서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권도엽 前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변혁의 물결이 밀려오는 동시에 지국적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간은 건강, 삶의 질, 아름다움, 품격 있는 행복추구를 최종 목적으로 

결국 생명경관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학회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홍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정책과 산업 등 일상과 도시 발전

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인 융·복합과 혁신은 미래 성장 동력의 화두

이자 학회의 창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축사를 건넸습니다.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생태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적응·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실천전략에는 4차원 공

간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이 있을 것이다.”며 학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할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좌측부터�학회장�조세환,� 권도엽�前국토부장관,� 김홍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서주환�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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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회장은 다음 안건들을 가지고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 안건 제1호, 국토교통부 비영리법인 등록/등기 신청 건

   보고 안건 제2호, 2016 학회지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창간호, 2017 제2호 발간

   보고 안건 제3호,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정관 최종

   보고 안건 제4호, 2017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보고 안건 제5호, 2017 제1차 온라인 총회 개최

   보고 안건 제6호, 2017 제1차 등기이사회 개최

   부의 안건 제1호, 2016년 사업 및 결산 심의

   부의 안건 제2호,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부의 안건 제3호,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임원 정책자문단,

                    다분야트랜스위원, 생명도시운동본부이사장 위촉 심의

   부의 안건 제4호, 생명도시운동본부 운영규칙(안) 심의

   부의 안건 제5호, 2017 제1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계획안 심의

   부의 안건 제6호, 정관 개정 심의

총회에 참석한 인원 모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안건들이 의결되었습니다. 

2017� 정기총회�및� 제1차� 학술발표회�단체사진

 이어서 학술발표회는 구태서 박사(사회자)의 진행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조발제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조세환 교수가 생명경관도시의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30분간 발표하였습니

다. 기조 발제와 주제 발표 내용은 본 학회지에 게재되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발표자�좌측부터�김현수�박사,� 이정형�교수,� 성은영�박사,� 노백호�교수,� 박미옥�교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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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현수 박사가 지구기후변화 적응과 생명경관도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화, 

4차 산업혁명 거점 형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도시 

축소시대 토지이용 및 관리 전략 :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표, 노백호 계명대학교 환경

계획과 교수는 기후변화시대 도시폭염적응형 방재경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옥 나사렛대학교 화훼조경학과 교수는 생명경관의 정원도시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서주환 한국조경학회 회

장(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이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이충일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 센터장이 참석해 주제발표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충일 기자는 “생명정원도시란 개념은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일반인에게 낯설다. 도시재생에 이

런 식의 새로운 목표와 개념을 덧붙여 줘야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겠다.”며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17� 정기총회�및� 제1차� 학술발표회�및�토론회�전경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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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회 소식 2

2017 제2차 바이오도시포럼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생존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7년 6월 2일 목요일 오후 7부터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동심원 갤러리 3층에서 제2차 바이오

도시포럼이 개최 되었습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의 2017년 제2차 바이오도시포럼는 조

세환 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오도시포럼은 다분야간 트렌스와 융합을 통해 생명도시 만들기를 위한 담론을 생성하고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공론화 시키는 자리입니다. 제2차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생존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동국대학교 LINC사

업단 산학협력중점 김숙경 교수가 발제하였습니다. 

 김숙경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화두로 Digitalization을 키워드로 꼽았으며 물리적 공

간과 디지털의 통합, 제품경제에서 서비스경제, 생산 경제에서 소비경제, 대량생산에서 개인화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독일 Fraunhpfer IPT에서는 11대 메가트렌스로 

Individual, Health, Neo-Ecology, Silver society, Connectivity, Urbanization, Female shift, 

Globalization 등을 꼽았으며 BioUrban Forum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

습니다.

김숙경�교수의�발제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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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디지털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단순한 기술관점이 아닌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에 집중하여야 하며 특정 영역에서의 혁신과 

창의성이 발현되어야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잔디 깍기 산업이 기존에는 기계의 정밀함과 가격 경쟁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더이상 

자라지 않는 잔디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술 개발이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 또한 기존의 상황이 다른 도시마다 창의적이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역

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이후�토론� 모습

 발제이후 토론에서는 고도재 다분야트랜스위원과 이철희 부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궁극적

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가, 예술분야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숙경 교

수는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주도 시대가 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 오

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윤덕규 이사는 사람의 정서를 담아내는것이 가능할 것인가, 김요섭 이사는 독일에서 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우리나라와의 차이, 최자호 이사는 제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방법론에 대

한 생각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제3차 바이오도시포럼은 학회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학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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