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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아이샘프(Eixample) 지역에 

있는 'Placa de les Glories'는 ‘The Gran Via'와 

’The Meridiana' 등 2개의 도로와 ‘The Diagnal' 등 

3개의 교통 인프라가 만나는 곳으로서 1860년에 

Cerda가 최초로 제안하여 출발 된 곳이다. 이 지역

은 현재 바르셀로나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며 이곳에 대한 공간적 비전은 Cerda가 제안한 이

래 150년에 이르는 오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계속 

변형된 아이디어와 비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있

어왔고, 그에 따라 공간적 변형이 이루어져 왔던 

곳이다. 그러나 3년 전인 2014년에 시위원회, 주민

과 시민 등에 의해 미래 비전에 대한 마지막 계획 

단계로서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종지부를 찍었고, 

국제현상공모전을 통해 디자인 안이 결정되어 현

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곳이다. 바르셀로나 시

는 이 지역이 21세기 카탈루니아 바르셀로나의 중

요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국제현상공모 지침으로서

는 첫째, 이 지역을 재자연화하고, 둘째, 그린 루트

와 노드를 연결하고 그를 통해 셋째, 도시를 랜드

스케이프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 도시 

재자연화를 위해선 식재는 장식적이라기보다 작동

하는 자연 시스템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다섯째, 이

들 지상부 공원지역과 버스, 지하도로를 상호 연결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리스(Glories)가 교통

을 포함한 공공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모전에 출품된 모든 작

품은 Placa de les Glories를 바르셀로나에 자연을 

전개하는 기회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 출처 : 조세환(2017) 도시 도로 입체공간화를 통한 생

명경관재생,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시 재자연화 전략 관

점,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제3차 학술발표회 기

조발제 프로시딩

학술팀장 강성우 sungwoo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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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도원(都園)에 관한 인문학적 사유
- 도심 속 정원, 가능한 유토피아를 향하여 -

Possibilities of public gardening in the Megapolis

- The reason why we need to make public gardens in the cities we live in -

정여울*

Jung, Yeo-Ul* 

* 작가/문학평론가, suburbs@naver.com

Abstract  
Gardening is somewhat privileges to the people who own their private gardens. Gardens are subtle combination of natural 

beauty and artificial endeavor in one’s own house. However, the difference is quite obvious between owning gardens and caring 

gardens. Every citizens could have right to take after public gardens and feel happiness in the public gardens if we build magnificent 

gardens in the Megapolis such as Seoul. Dowon(都園:public gardens in the large city), it is to say, could be every citizen’s common 

wealth and common sphere to find one’s ecological life. We could be able to feel delightfulness and healing therapy through 

gardening though against all the odds of urban life. Gardens as public property originate from a lot of stories and myths like 

the Eden in the Bible or the Lykeion in Athens. The Eden allowed free access for Adam and Eve to enjoy blessing of nature and 

God. Lykeion was both a large forest and grand arena for education, conversation and entertainment. Lykeion a kind of multiplex 

where citizens of Athens could enjoy multiple amusements like sports, symposiums of philosophers, collective rituals, and feast 

of citizens. Lykeion was a kind of realized utopia where many citizens could be amused and relaxed amid complicated city life.. 

Gardens as public property could be efficient clues for solving problems of density and air pollution in many cities. People could 

have opportunity to enjoy eco-friendly life and healing process in public gardening and strides in forest amid skyscrapers. 

Psychologist Carl Gustav Jung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anima and animus in everyone's mental health and inner growth 

after middle ages. Whereas animus is the strength to control any difficulties and fulfill one's own goals, anima is the energy to 

feel compassion for other's pain and play life more beautifully through artistic inspiration and emotional relationship. In modern 

city nowadays, we lack in energy of anima more than strength of animus. Animus is encouraged everywhere to survive in competition 

and struggling in city life. However, anima is hard to achieve because anima doesn't seem to be necessary in hard days within 

survival of the fittest. But I think that anima is a real strength to heal damaged minds and social traumas through empathy and 

compassion for all the suffering people. Gardens as public property could be solutions to social trauma and collective stress in 

complicated city life. The project of making public gardens amid grandiose skyscrapers could be the total solution of air pollution, 

accumulation of trashes, and stressful lives through the soothing effects of beautiful trees, colorful flowers, and calming ponds 

against all the odds of complicated urban planning of past days. 

키 워 드 : 정원, 리케이온, 아니마와 아니머스, 외상과 스트레스, 도시민의 정신 건강, 공공영역
Keywords : gardening, Lykeion, anima and animus, trauma and stress, mental health of citizens, public sphere

Ⅰ. 우리가 정원을 꿈꾸며 바라보는 이상향

현대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정원’은 어떤 이미지일

까. 정원을 가꾸고 꾸미는 즐거움은 우선 커다란 단독주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소설 <가든파티>는 ‘우리가 정원

이라 믿는 것들’의 이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에

서 귀족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은 ‘그들(특권

층)이 사는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이자 

장벽으로 기능한다. 호화로운 가든파티를 준비하며 한껏 들

떠 있는 로라네 가족은, 길 건너 이웃집에서 무려 다섯 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가난한 짐꾼 스콧

이 바로 몇 시간 전 낙마 사고로 비명횡사했다는 소식을 듣

고도, 태연하게 가든파티 준비를 계속한다. 정원에서 흐드러



정여울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2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지게 피어나는 꽃들, 형형색색의 빛깔과 향기로 열매 맺는 

나무들, 그 아름다운 정원의 한복판에서 호화로운 만찬과 함

께 흥겹게 벌어지는 파티의 즐거움. 그 온갖 열락(悅樂)과 

향연(饗宴)은 오직 ‘초대받는 자들’, 즉 로라네와 똑같은 계

급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배타적 특권이었던 것이다. 

아직 어머니의 귀족적인 세계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지 않

은 어린 딸 로라는 어머니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 집 

바로 근처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가든파티를 열 수는 없어.” 

로라에게는 스콧네 가족이 ‘보살펴야 할 이웃’으로 보였지만, 

로라의 어머니에게는 그저 ‘불쌍하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머나먼 타인’에 불과했다. “어머니, 당연히 우리가 파티

를 열면 안 되겠죠? 악단과 손님들이 오잖아요. 파티 소리가 

그들에게도 들릴 거예요.” 사춘기 소녀 로라는 ‘우리의 즐거

움’이 타인에게는 뼈아픈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민

하게 인식한다. 다섯 명의 아이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난 

스콧의 딱한 사연을 알게 된 로라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

하여 파티를 취소하려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은 완강하다. 

“로라, 넌 참 엉뚱하구나.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단다. 너는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망치는 거야.”1) 뿌리깊은 특권의식에 물들어 있는 로라의 어

머니는 ‘나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적대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녀에게는 이웃의 참혹한 비보

조차 파티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란한 파티의 향락이 끝나자 어머니는 마치 대단한 자선활

동이라도 벌이는 듯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스콧의 장례식에 

갖다 주라며 로라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

게 이 완벽하고 훌륭한 음식을 보내도록 해요.” 그들에게 정

원이란 ‘우리들만의 기쁨, 우리들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배타적 소유와 독점의 장소였던 것이다. 

나에게 각인된 정원의 이미지도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이런 생각을 결

정적으로 바꾸게 한 정원들이 바로 여행을 통해 만난 수많은 

정원들이었다. 왕궁의 정원은 물론 예술가의 정원, 작가의 정

원,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정원은 꼭 

‘한 가족만의 배타적인 소유물’이 아니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정원들(이 중

에는 버나드 쇼의 정원, 토마스 하디, 윌리엄 워즈워스의 정

원도 있다), 각국의 문화재로 지정된 정원들, ‘시민의 숲’으로 

조성된 도심 한가운데의 공원들, 한때는 개인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365일 전세계인에게 개방된 수많은 정원들이 ‘이제 

정원은 한 사람의 배타적인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행복한 깨

달음을 전달해주고 있었다.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정

원은 그렇게 ‘개인의 정원’을 ‘공공의 정원’으로 바꾼 이상적

인 사례에 속한다. 모네의 정원은 황폐한 땅을 꽃들이 가득

한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시켰고, 한적한 시골마을을 세

계적인 관광지로 바꾸어놓았으며, 평범한 일상과 위대한 예

술이 하나로 통합되는 이상향을 창조하는 공간이 되었다. 

물론 한국처럼 집값이 비싼 나라에서 ‘정원’을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에 속한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자연을 늘 ‘집 안’

에 둔다는 것, 즉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운 합작품인 정원

을 매일 볼 수 있는 축복은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삶’은 ‘정원을 소유하

는 삶’과는 다르다. 정원을 소유하지 않아도 정원을 점유할 

수는 있다. 바로 ‘시민에게 개방된 정원’이 그것이다. 최소한

의 규칙만을 지키면 누구나 정원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

는 공용 공간으로서의 정원은 ‘정원을 소유하지 않고도, 정원

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정원을 소유하긴 하지만 정원을 직접 가꾸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정원을 소유하는 감각, 정원을 ‘원예의 공간’이자 ‘노동

의 공간’으로 향유하는 감각, 정원이 없어도 정원이 선물하는 

온갖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은 모두 저마다 다르다. 하지

만 분명한 것은 온갖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거닌다는 것은 누

구에게나 휴식과 치유, 감상과 향유의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정원이 줄 수 있는 온갖 기쁨을 ‘나 혼자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감각, 즉 ‘정원을 가꾸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든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감각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유서에 ‘나의 

정원을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그들을 휴식하게 한다’는 

조항을 명기해 놓았다고 한다. ‘정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는 것’, 나아가 ‘시민들이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카이사르 개인이 누리고 있었던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본래 시민들의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정원이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기

능 중 하나가 ‘시민의 휴식’이라는 깨달음이다. 그리스 시대

에는 더욱 더 확실한 형태의 ‘공용공간으로서의 정원’이 존재

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철학자들과 젊은이들이 어울려 공부

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배움의 현장, 리케이온이었다. 

리케이온이라는 학교 명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빌린 건물

이 자리한 동명의 그늘진 숲에서 따온 것으로, 그 이름에는 

1) 캐서린 맨스필드 저, 한은경 역, <가든파티>,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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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 리케이오

스는 아폴론이 ‘늑대의 신’ 모습을 하고 있을 때의 별칭이니

까. 리케이온은 아테네 성벽 동쪽에 위치했으며, 산책로와 경

주로에 탈의실과 레슬링 교실, 신전은 물론, 스토아—태양과 

비를 가리는 주랑柱廊—까지 갖추고 있었다. 종교의식과 군대 

열병식이 치러질 정도로 리케이온은 스포츠와 종교, 정치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다목적 공간이었다. 그리고 철학이 있었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의 회랑 사이를 거닐며 제자들

을 가르쳤고, 이는 ‘페리파토스학파’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

다[페리파토스는 그리스어로 ‘회랑’이라는 뜻이고, 페리파토스

학파는 소요(逍遙)학파, 즉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다른 이름

이다—옮긴이]. 또한 리케이온은 (짐작건대 마케도니아 제국

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최초의 식물원도 갖추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실된 저서 『식물에 관하여(Περί Φυ

τών)』는 틀림없이 그 식물원을 기반으로 쓰였으리라2).  

귀족적 성향이 강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온갖 철학과 예

술의 담론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철학의 장소, 리케이온

을 설립한 장소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용공간, 시민의 숲이었다. <파이돈>에서 ‘육체가 정신

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며 육체의 쾌락을 경계했던 

소크라테스조차 자연이 선물하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마음

을 빼앗겼다. 일리소스 강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연의 신성

한 아름다움이 자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시상을 떠

오르게 함을 느꼈다. 자연이 다정하고 순수한 영혼을 붙들고 

자극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황홀과 열정에 넘치는 문장을 쏟

아내게 한다고 극찬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느끼는 육

체적 행복을 경계했던 위대한 철학자에게조차 자연은 ‘차별

없는 축복’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정원을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사유의 흔적은 성경에

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구약성서>에 이미 정원의 시초가 

언급된다. “태초에 하느님이 정원을 창조하였으니 그 이름은 

‘에덴’이었다”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 태고의 정원 에덴동

산이야말로 인류가 잃어버린 낙원의 다른 이름이다. 이 에덴

은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온갖 과실과 

꽃들이 가득한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한다. 남아 있는 예술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정원의 이미지는 이집트 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3).

이렇듯 정원은 사적 욕망과 공적 욕망이 충돌하는 장소이

기도 하다. 정원은 일종의 울타리처럼 ‘내 집’과 ‘내 집이 아

닌 장소’를 나누는 경계의 구실도 하지만, 바로 그 정원의 아

름다운 꽃과 나무들이야말로 바깥세상을 향해 열린 자연의 

통로다. 즉 집주인은 정원에 둘러싸여 정착민으로서의 안락

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외부인은 정원의 노출된 부

분을 통해 그 집의 내부를 상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원

에 심은 과실수나 꽃들은 벌과 나비, 새들을 불러내어 그 수

많은 생명체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정원

이 아닌 콘크리트 울타리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정원을 통해 일어난다. 이렇게 정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본질은 의외성과 예측불가능성이다. 정원은 끊임없이 주인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 ‘영감

을 주는 장소’로서의 자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

르게 만드는 자연을 머나먼 장소가 아닌 바로 내 집 안에 들

여놓고자 하는 욕망. 본래의 야성적 자연을 잘 가꿔진 정원

으로 길들이려 해도, 자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그 

누구도 자연을 혼자서 소유할 수 없다는 점, 자연은 예측불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이므로 그 어떤 정원에도 ‘자연의 

본래 그러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예외적 공간은 없다는 

점이다. 정원은 외부인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나는 저 집은 어떤 집일까’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새들과 

곤충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드나들 수 있는 자연의 장

소 그 자체다. 즉 정원은 내부와 외부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

는 경계적 공간, 담장이나 울타리와는 달리 ‘정원 너머의 세

계’를 향한 상상력을 죄책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여

백의 공간이다. 

Ⅱ. 자연을 편집하고 재창조하는 인간의 욕망

정원은 인간화된 자연이다. 자연의 인간화된 형태가 정원

이라면, 정원은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인

간중심의 공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원에서 누리는 기쁨

은 인공적인 것뿐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올 때가 많다. 

뛰어난 정원사이기도 했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는 ‘정

원’과 ‘숲’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정원의 인공성

을 줄일수록 더욱 매력적인 정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다. 정원이 야생화되어 점점 숲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정원의 

실패’가 아니라 ‘숲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헤세에게 

정원이 숲처럼 야생화되어가는 과정은 전혀 반감을 불러일으

키지 않았으며, 정원일을  야행처음부터 헤세의 정원은 자연

친화적 작가로서의 삶만큼이나 ‘정원사’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겼던 헤르만 헤세는 원예의 기쁨이 ‘흙과 식물을 가까이하

2) 데이먼 영 저, 서정아 역, <정원에서 철학을 만나다>, 이론과 실천, 2016, p.13

3) 박찬용, 백종희 공저, <유럽 정원 기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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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육체적 노동’과 ‘자연을 인간의 노력으로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의 합작품임을 이해했다. 그에게 원예는 노동과 

예술의 행복한 결합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특별한 오전 시간 내내 이끼와 덤불, 들판이 야생

화 되어 점점 더 숲이 우거지는 것에 아무런 반감도 갖지 않

고, 그저 야생 식물의 세계가 번성하는 것을 감탄과 기쁨 속

에 바라보았다. 목초지 곳곳에 잎이 두텁고 윤기나는 수선화

가 피어 있는 것이 보였다. 꽃은 완전히 피지 않아 봉오리가 

닫혀 있고, 아직 하얀색이 아니라 프리지어 꽃과 같은 부드

러운 노란색 줄기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정원 안을 

걸으며 돌아보았다. 어린 장미 잎사귀가 아침 햇빛이 투과되

어 적갈색으로 보였고, 막 옮겨 심은 달리아의 아직 잎이 돋

지 않은 줄기도 눈에 들어왔다. 그 사이로 억제할 수 없이 

분방한 생명력을 지닌 산나리의 통통한 줄기가 뻗어 나오려

고 하는 것도 보였다. 저 멀리 정원의 경사 지대 아래쪽에서 

충직하게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로렌초가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에게 정원 가꾸는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원용 

도구를 몇 가지 챙겨 들었다. 경사면을 한 칸씩 한 칸씩 굼

뜨게 따라 내려가면서, 몇 년 전에 목초지에 심어 놓은 무스

카리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소 지었다4). 

정원은 창조적 노동의 공간으로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

다.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

로 하여금 ‘쉼없이 일하며 세상을 바꾸는 희열’을 선사한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고행>에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한 송이 작은 꽃이 피어날 수 있

도록 힘겹게 싸워나가는 것…….”이라고 썼을 만큼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

에서 “가장 큰 죄악은 만족”이라고 썼으며, 자신의 책 <향

연>에서는 이렇게 썼다. “하느님을 찾고 있소? 여기 신이 있

소! 신은 행동이오. 실수와 모색, 끈기, 싸움으로 무장한 행

동. 신은 영원한 조화를 찾아낸 힘이 아니라, 모든 조화를 부

수는 힘, 언제나 보다 높은 것을 찾아다니는 힘이라오5).” 그

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인간의 열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카잔차키스는 저서 집필을 위해 일본을 

답사하면서 일본식 정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1935년의 

봄날, 카잔차키스는 나막신을 신고 일본 정원을 거닐며 아내

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일본을 통째로 들어다 당신 어깨

에 기모노처럼 두를 수만 있다면.” 인간의 의지 속에서 카잔

차키스는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한 것이었다. 돌 위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돌 주변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 것

도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이끼밖에는 품어낼 수 

없는 그 바위들을 정성껏 돌보고 가꾸는 인간의 노력 속에서 

관람자들은 감동을 느낀다. 료안지의 바위정원 카레산스이는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어떤 쓸모가 

있을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올지미처 예측할 수 없

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뭔가를 만들고, 재배치하고, 발명하고, 

실패하며,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그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 

그 쉼 없는 노력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공존은 가능

해진다. 

조지 오웰 또한 황폐한 자연을 변형시켜 아름다운 정원으

로 만드는 ‘자연의 재창조’에서 삶의 기쁨을 찾았다. 조지 오

웰은 평생 뎅기열, 폐렴, 결핵, 만성 기관지염 등 각종 질병

에 시달렸지만, 치료를 기다리며 무력하게 누워 있기보다는 

정원에서 열심히 일하며 ‘삶의 눈부신 가능성’을 끌어안는 길

을 택했다. 그에게 정원은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삶의 장소였던 것이다. 그는 병원행을 택하지 않고 스

코틀랜드 주라 섬에 황량한 들판 위에 서 있는 낡은 집 한 

채를 빌렸다. 아무리 아픈 날이라도 침대에 누워 있지 않고 

낫과 곡괭이를 집어 들고 메마른 땅 한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 조지 오웰은 자연을 인간의 

입맛에 맞게 길들인 우아한 정원을 만들고 싶어한 것이 아니

었다. 그는 일종의 천연 정글을 만들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원예는 다른 무엇보다 사실주의자에게 걸맞은, 

실질적인 솔직함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가령 서리의 

혹독함에 대해 오판했다는 사실을 중앙 위원회의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출 수는 없다. 작물이 죽으면 간단히 드러날 일

이다. 토양이나 햇빛, 습도, 산도에 따른 결과도 명백하기는 

마찬가지다. 일 자체도 촉각적일 수밖에 없다. 얼어붙은 진흙

에, 가시 달린 검은딸기나무, 야금야금 물어뜯는 진드기까지. 

주라 섬의 이른바 “천연 정글”을 경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오웰은 추위와 베인 상처, 가려움증으로 고생해야 했다. 그가 

원한 것은 현실로부터의 탈출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들 속에 

거하기를 원했다. 그 사실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6).

오웰은 온실의 화초처럼 인공적으로 가꾸는 식물보다는 

잡초도 야생화도 가리지 않고 주어진 땅 안에서 자연의 힘으

4) 헤르만 헤세, 위의 책, 52쪽. 

5)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자연에 대한 사랑은 데이먼 영의 <정원에서 철학을 만나다>(서정아 옮김, 이론과 실천, 2016)을 참고했다. 

6) 데이먼 영, 위의 책,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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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응하는 어떤 식물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천연정글을 꿈꾸었다. 인공의 정원이 아닌 천연의 정글을 꿈

꾸는 야생적 프로젝트는 과연 조지 오웰다운 적극적이고 사

실주의적인 발상이었다. 오웰은 인간의 노동력을 어느 정도 

투여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인공미를 추구하지 않는 자연스

러운 정원, 인공의 정원이라기보다는 야생의 숲에 가까운 조

경을 꿈꾸었다. 모네처럼 정교하고 세련되게 디자인한 완벽

한 정원이 아니라,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우연의 흐름에 따

라 디자인한 야생의 정원이었다. 정원과 숲 사이, 자연과 인

공 사이에서, ‘인공’이나 ‘정원’보다는 ‘숲’이나 ‘자연’에 가깝

도록 디자인한 것이 오웰의 천연 정글이었다. 그는 고통스럽

게 노동하면서도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게

으르고 편안한 안락함보다 훨씬 낫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렇

듯 자연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정원 가꾸기’

는 타율적인 노동이 아닌 자발적인 노동의 힘이 지닌 가치를 

보여준다.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꿈

으로써,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로서 종속된 삶의 자리를 

넘어 자연과 공생하면서도 자연을 재창조하는 노동과 예술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다. 정원 가꾸기는 단지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정신적 힘을 

지닌 셈이다. 

Ⅲ. 창조와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정원

한 예술가의 사적 공간이었던 정원이 이제는 전세계 여행

자들의 성지가 된 곳들이 있다. 제인 오스틴의 정원, 버나드 

쇼의 정원, 헤세의 정원 등등 작가들의 정원은 살아 있을 때

는 작가를 위한 ‘창작의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예술의 향

기를 가까이서 체험해보고 싶은 여행자들의 축제적 ‘회합의 

공간’이 되었다. 모네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모네에게서 창작

의 영감을 받거나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화가들로 모네의 

정원은 자주 붐볐고, 정원의 온갖 꽃들 너머로 가끔식 보이

는 ‘그림 그리는 모네’의 모습은 기자나 동료화가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다. 이렇듯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전환

하여 개인의 정원을 시민의 정원으로 확장시키고, 나아가 한 

예술가의 정원을 전세계 여행자의 공동 정원으로 만든 모네

의 용의주도한 조경학적 시선이 정원 곳곳에서 느껴진다.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꾸는 삶의 터

전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평범한 일상의 장소를 위대한 창

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삶을 어떻

게 가꿀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힌트를 준다. 데브라 멘코프

의 <모네가 사랑한 정원>(김잔디 옮김, 중앙북스, 2016)은 

모네가 지베르니에 정착해 황폐한 땅에 꽃과 나무를 심어 활

기를 불어넣고, 마침내 굳이 스케치여행을 떠날 필요없이 정

원 안에서 온세상의 천변만화한 색채를 낱낱이 표현해낼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냈다. 이제 모네의 정원은 한 

예술가의 사유지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모네는 세

상의 모든 빛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리

하여 지베르니의 정원은 꽃이 지지 않는 정원이 되었다. 한

창 철에만 불꽃놀이처럼 반짝 꽃을 피워내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모네의 정원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어떤 꽃이

든 반드시 피어있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모네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 정원을 거닐고, 꽃향기를 맡고, 나무

들 사이에서 한껏 늘어져 쉬어야 하지 않을까. 쇠락한 시골

마을 지베르니는 이제 전세계 관광객이 모여드는 살아있는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모네의 정원은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장소, 세상의 모

든 빛을 모아놓은 위대한 자연의 팔레트다.

모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지

베르니다. 모네가 수련 연작을 죽을 때까지 그린 곳이 바로 

이곳이며, 그가 젊은 시절 새로운 형태와 색채를 연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았던 여행을 멈추고 완전히 정착한 곳

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고흐가 해바라기나 붓꽃, 농부나 

우체부의 인물화를 통해 무한성을 추구했다면, 고흐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수련을 통해 무한성에 다다르고 있었다. 젊은 

시절 모네도 고흐 못지않게 방황하며 수많은 도시와 농촌, 

해변 등을 전전했지만 모네는 다행히도 ‘가족’이라는 최소한

의 공동체에서 만족을 얻었고 지베르니라는 인구 300명의 

작은 마을에서 지상의 천국을 발견했다. 지베르니는 파리와 

멀지 않으면서도 파리의 복잡함을 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

둔의 장소였다. 모네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인구 300명의 작

은 마을이었던 지베르니는 이제 전세계에서 매년 수백 만 명

의 관광객들이 찾는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 지베르니를 찾는 

여행자들의 목적지는 하나같이 ‘모네의 정원’이다. 모네가 평

생 머무르며 연못과 온실을 만들고, 무려 여섯 명의 정원사

를 고용하여 온갖 꽃들과 나무들을 심고 가꾼, 모네에게 있

어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다. 

‘모네가 사랑한 정원’에는 일본 풍경화를 공부하면서 자연

과 좀 더 깊은 소통을 추구한 모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모

네는 가쓰시카 호쿠사이를 비롯한 일본의 예술 작품을 연구

하면서 단지 그 정적인 아름다움을 모방하기보다는 일본 풍

경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연과의 더욱 깊고 본능적인 

관계를 꿈꿨다고 한다. 일본식 다리를 그린 모네의 그림에 

스민 ‘뭔가 은밀하고 배타적인 속성’에 의문을 품은 평론가들

도 있었다. 

하지만 모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항상 ‘그림’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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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극복해냈다. 모네가 그린 일본식 다리를 보고 있으면, ‘이

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잇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일처럼 느껴진다. 저 작고 아름다운 다리만 건너가면, 저 세

계를 향한 문이 열릴 것만 같다. 그곳은 어쩌면 익숙한 시간

과 평범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인간의 힘으로 닿

을 수 없는 신비의 세계일지도 모른다.

모네의 집이자 화실이고, 모네 학파의 산실이며, 인상주의

의 성지(聖地)인 이곳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관광객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모네는 우

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환경에서 작업하기를 간절

히 소망했는데, 그 소망에 딱 맞는 집을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파리 변두리의 여러 마을을 전전하던 

모네는 마침내 지베르니에서 안식의 거처를 찾았다. 처음에

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 아니었다. 지베르니

는 파리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고, 동

네주민들은 낯선 예술가 모네를 경계했으며, 모네 또한 아직 

‘이곳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꽃과 나

무들이 늘어갈수록, 그저 ‘관상용’으로 심었던 수련이 그에게 

‘최고의 오브제’이자 ‘눈부신 뮤즈’가 되어갈수록, 모네는 지

베르니에서 살아있는 낙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아름다운 낙원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네와 그의 아내 까미유, 

아이들, 정원사들이 모두 나서 맹렬하게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꽃의 정원’과 ‘물의 정원’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

신 변신을 거듭하는 인공의 천국이 되어갔다.  

작가 미야사코 치즈루는 ‘가정’이란 ‘집’과 ‘뜰’의 결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노래했다. “가정이란 집(家)과 뜰(庭)로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알았을 때 내 영혼은 노래하기 시작했

다.” 부엌과 침실, 화장실 등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를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 ‘집’이라면, ‘뜰’이란 꽃과 나무, 새들

과 동물들, 심지어 벌레들과도 함께 하는 공존의 장이다. 모

네는 이 ‘집’과 ‘뜰’의 미묘한 균형감각을 잃지 않은 희귀한 

예술가다. ‘집’은 우리를 편안하게 보호하고 안정된 감각을 

갖게 해주지만, 집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안주하는 순간 창조

성은 고갈되고 나태와 권태감이 지배하게 된다. ‘뜰’에 나가 

신명나게 자연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지나치게 외

부를 향하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추하는 판단력을 잃게 된다. 

‘집’이 나의 내부를 향하는 열망을 표현하는 공간이라면 

‘뜰’은 나의 외부를 향하는 열망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도시

의 아파트나 원룸은 ‘집’의 시설을 발전시키는 데는 성공했지

만 자연과 함께 하는 ‘뜰’을 삭제해버렸기에, 현대인은 점점 

우울하고 착잡하게 오직 ‘나’에게로만 침잠하는 존재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느라 꽃과 나

무, 동물과 벌레들과 공생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네의 ‘꽃의 정원’과 ‘물의 정원’을 산책하며 나는 

이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고 있는 ‘마음의 낙원’도 결국 ‘집’

과 ‘뜰’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다. 모네는 ‘집’과 ‘뜰’을 모두 끌어안는 환상의 공간을 창

조해냈고, 마침내 그 어디로도 외출하지 않고 ‘뜰’의 자유와 

‘집’의 평온을 모두 누리는 완벽한 균형감각을 찾을 수 있었다. 

모네가 젊었을 때 에밀 졸라는 그에게 눈으로 본 그대로 

삶을 묘사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찬사를 보냈고, 주변 사물에 

대한 강한 공감 능력이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하는 데 기준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세월이 흐르고 모네는 자기 

정원의 은신처에서 영감을 얻으면서 졸라의 예측을 실현했

다. 그는 예술이란 자연 앞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수단이라

고 간단히 정의했으며 말보다는 자신의 작품에서 경이로운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 

그는 자연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감각과 세계를 조화

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우주가 내 앞에 펼쳐 보이

는 광경을 보고 붓이 그것을 증언하도록 했을 뿐이다7).”

젊은 시절의 모네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자신을 떨리게 

하는 색채를 찾아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하지만 몇 번의 실

패를 거쳐 지베르니라는 ‘인공의 낙원’을 만들어내고는 더 이

상 세계를 떠돌지 않았다. 지베르니 전체가 온갖 색채의 향

연이 펼쳐지는 거대한 팔레트였고, 모네는 호수의 물빛과 하

늘빛, 바람의 세기와 태양의 광선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련의 모습을 때로는 춤추는 요정처럼, 때로는 명상에 잠긴 

수도승처럼 그려내기 시작했다. 호수에서 피어나는 평범한 

수련이 그토록 천변만화한 표정과 몸짓과 색채로 이 세계를 

수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커다란 감동을 느꼈다. 

단순히 관상용으로 심었던 수련이 이제는 다시 없는 뮤즈가 

되어 모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빛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다. 파리에서는 무뚝뚝하고 차갑다는 평을 들었던 모네

가 지베르니로 이사하자 온화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했다

며 반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과묵하기로 유명한 모네를 인터

뷰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인상파의 전설’이 되어버린 지

베르니의 연못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자들이 앞 다

투어 지베르니로 찾아왔다. 모네가 굳이 파리로 나가지 않아

도 사람들이 모네를 끊임없이 찾아왔다. 모네의 눈부신 화폭

의 비밀이 마치 이 정원에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네는 

두 번째 아내 알리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심장은 

7) 데브라 멘코프 저, 김잔디 역, <모네가 사랑한 정원>, 중앙북스,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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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지베르니에 머무르고 있소.” 한 예술가의 꽃에 대한 사

랑으로 시작된 작은 정원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개방

된 정원’이라는 공용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모네가 손수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던 바로 그 예술가의 정원은 이제 시민의 

정원, 여행자의 정원, 전 세계인의 정원이 되었다. 

Ⅳ. ‘공용공간’의 복원과 재창조로서의 정원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느끼

고, 매일 지속되는 정원 가꾸기의 노동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나아가 아주 짧은 시간만 방심해도 시시각각 변

화하는 정원속에서 모네는 세상 모든 빛을 모아둔 대자연의 

팔레트를 발견했으며,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자신의 시 자체

가 머리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정원가꾸기의 즐거움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수많은 

논객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내면의 안식처를 찾았

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버지니아 울프는 남편 레너드 

울프가 가꾸는 정원을 거닐 때만큼은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심한 천식을 앓았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

에 은둔하며 글을 썼던 프루스트는 일본산 분재를 수집하며 

자신의 방 안에 광활한 숲을 초대한다. 그렇게 자연의 경이와 

신비를 자신의 집 정원에서 얻는 데 성공했던 수많은 철학자, 

작가, 예술가들은 하나같이 정원을 무한한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상의 기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말 캠핑 장소를 물색하고, 템플스테

이나 성지순례 사이트를 탐색하며, 연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장소를 갖고 싶어 한다. 삶의 일부이면서도 일상

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공간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는 용어에 응축한다. 유토피아가 이

상향의 밝은 면을, 디스토피아가 어두운 면을 강조한다면, 헤

테로토피아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삶의 모든 복잡미묘한 

측면들을 끌어안는 혼종성의 공간이다. 유토피아가 어원 그

대로 ‘지상에 없는 곳’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지상에 분명히 

존재하면서 인간의 꿈을 담는 실제적 공간이다. 지상에 존재

하면서도 천상의 아름다움을 품은 눈부신 정원들, 엄마의 회

초리를 피해 숨어 있던 비좁은 다락방도, 시골마을 한가운데 

푸짐한 나무그늘이 드리워진 멋들어진 공터도 헤테로토피아

가 될 수 있다. 

푸코는 지금 이곳과 다른 삶을 향한 꿈이 시작되는 장소

를 바로 우리 몸으로 보았다. 몸 자체가 하나의 벗어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이다. 푸코는 살아있는 한 도저히 떠날 수 

없는 몸이라는 장소의 비참함을 그려낸다. “내 몸, 이 가차 

없는 장소.” “야윈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근시의 눈, 정말 못

생긴 모습. 그리고 내 머리라는 이 추한 껍데기, 내가 좋아하

지도 않는 이 철창 속에서 나를 보여주며 돌아다녀야 한

다8).” 우리 몸은 우리 자신에게 강요된 어찌할 수 없는 장소

다. 이 피할 수 없는 장소의 한계에 맞서고, 이 장소의 고통

을 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 모든 유토피아를 상상한 것일

지도 모른다. 

유토피아가 불가능한 이상향으로서 아름답다면, 헤테로토

피아는 삶의 가장 어두운 모습까지 끌어안음으로써, 삶의 의

외성과 우연성마저 포용함으로써,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삶 자체의 긍정으로 나아가는 공간이다. 시민의 숲으로서의 

공동 정원, 누구나 정원을 소유하지 않고도 정원의 아름다움

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정원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도

시에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헤테로토피아, 가능한 유토피아

가 아닐까. 자연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여 ‘자원’으로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의 과시적 소비로서 정원의 아름

다움을 사적 소유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

원’을 창조함으로써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사적 소유물도 

아닌’ 공용공간으로서의 정원을 만드는 것. 그곳에서 단지 정

원을 거닐고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관조와 휴식의 행복만이 

아니라 정원 가꾸기라는 ‘예술적 노동’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꿈꿔 본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온갖 식물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우리가 이 아름다

운 자연과 같은 시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의 무

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관찰과 휴식의 공간을 넘

어 체험과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시민 정원을 꿈꾸는 것. 그

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소유욕과 에고이즘을 

최소화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

운 조경학적 관점이 절실하다. 

정원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바로 끊임없이 경

쟁하고 성공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소외되

어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공간으로서 정원은 완벽

한 심리적 은유가 될 수 있다. 즉 정원을 가꾸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나는 

칼 구스타프 융이 강조한 ‘아니마’, 즉 남성성 내부에 잠재되

어 있는 여성성야말로 정원을 가꾸는 행위의 본질적 아름다

움을 응축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대사

회에서는 여성들에게마저도 아니무스, 즉 남성적 가치가 각

8) 미셸 푸코 저,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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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받는다. 칼 구스타브 융의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

(Animus)’ 개념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여성

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남성 안에 내재된 무의식적인 여성

성이 아니마라면, 여성 안에 내재된 무의식적인 남성성이 아

니무스라는 것이다. 독점하고 지배하고 소유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무스’의 본질이라면, 배려하고 치유하고 공유

하며 용서하는 것이 ‘아니마’의 본질이다. 인간은 본래 남성

성과 여성성 모두를 구비한 ‘양성성’의 존재였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남성의 여성성, 여성의 남성성은 억압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무스보다는 아니마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성의 고유

한 여성성 또한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점하고 지배하

려는 마초적 남성들뿐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도 그러

한 남성성의 쾌감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

에게는 이 두 가지 본성 모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점점 ‘스파

르타식’으로 인간을 개조해가는 이 지독한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배려하고 치유하고 공유하는 것, 그

것이 곧 더 커다란 승리임을 깨닫는 아니마의 지혜가 아닐까.

몇 년 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르누아르 특별전을 보

면서 나는 내 안에 잠재된 아니마의 꽃봉오리가 나도 모르게 

만개하는 감동을 느꼈다. 르누아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여성’과 ‘꽃’이다.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꿈에서도 가질 수 없는 능력, 즉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네.” 이것이야말로 아니마의 본

질이며, 르누아르 예술의 중핵이 아닐까. 우리의 거칠고 메마

른 삶을 촉촉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본능적 천재성이야말로 

아니마의 핵심이며, 여성들조차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아니마다. 바느질하고, 피아노 치고, 정원을 가꾸고, 

수다를 떠는 평범한 여성들 속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견

한 르누아르. 우리 삶에 진정 필요한 치유와 배려의 에너지, 

아니마의 본질을 가꾸는 최고의 장소,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시민의 정원이 아닐까.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

능을 키워내는 곳, 생활의 편리와 경쟁의 급박함 속에서 우

리가 망각해버린 가치들을 복원하는 곳. 그곳이 새로운 시민 

정원의 사회적 가치가 되기를 바란다. ‘삶을 치유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집단적 아니마’의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꿈꾸고, 설

계하고, 책임감 있게 가꾸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창조

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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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국가상징가로공원 기본구상
-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상징가로공원 -

Fundamental Design of Sejongno National Symbolic Street Park

- A National Symbolic Street Park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ivation -

이주희* 

Lee, Joo-hee 

* LnK associates 대표이사, E.lnk-1221@naver.co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ign study is to establish a new park model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ivation. Sejongno recently 

has issues that are national assembly, the redevelopmet project of Gwanghwamun pedestrian square and the role of national 

symbolic street. So it was judged to be the best place for this design study. It has been designed as the city park where can 

accept complex urban demands, not only a regular urban park but also the Non-daily urban cultural square by analyzing the 

historical issues and investigating urban physical condition to actualize the plan. There were design strategies that are to restore 

historical elements as a national symbolic park, to distribute efficient green place and green network, to design compatible and 

variable square, multi layered structure park system to respond to urban needs and to adopt characters of urban buildings. These 

strategies propose the improvement urban ecological condition, acceptance of large-scale urban cultural events, increasing 

convenience of urban pedestrian and traffic environment even underground structure and improving utilization of public and 

commercial buildings. This will be the comprehensive response plan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ivation by organizing relationship 

between urban traffic structure and public spaces, not only physical network but also public and commercial programs. A city 

park is an interactive and operative urban infrastructure to expand urban culture , ecological spaces and to react to urban context. 

This design study has the significance that city park is to contact each other in the disparate and mixed urban condition for 

making close relationship. It will intend the coexisting growth of city and realizing the eco-city phase by phase. 

키 워 드 : 국가상징가로공원, 도시재생 및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공존성장, 생태도시
Keywords : National Symbolic Street Park, Urban Regeneration and Activation, Urban Infrastructure, Coexisting Growth, Eco-City

Ⅰ. 서 론

국가상징거리였던 과거 육조거리인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는 국가통치의 기반시설인 동시에 문화적 공간으로 존재한다

(유길상, 2007). 이는 개국과 통치이념의 상징적 표현장소인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 장소였다. 현대도시화 과정에서 국가상

징거리는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하지만 육조거리와 세종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과 경제 및 도시성장에 맞추어 

변형되어 복원과 도시기능수용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근현대화 과정에서 세종로는 일반국도로 사용되었고 2009

년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정치·경

제·역사·문화·사회를 상징하는 중심도로가 되었고 다양한 문

화적 이벤트와 국가적 집회행사가 이루어짐으로 차량중심에

서 보행자와 문화적인 중심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이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이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

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세종로를 광화문광장과 연계하여 보

행중심의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종로는 기존의 도심공원의 개발과정에서 보여 지는 이

전적지, 신도시 공원용지처럼 기존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신

규개발사업의 필요성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능으로 치환하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중심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로의 보행성 향상, 주변도시건축

과 연계성 등 다용도적 기능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요한다. 이에 대상지를 광화문광장재조성의 전제아래 

세종로 사거리에서 서울로7017까지 공원 확장의 관점에서 

대상지를 설정하고 도시재생과 활성화의 관점에서 본 설계연

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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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지역 선정과 분석

1. 연구지역 선정

연구대상지역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지를 제외하고 세

종로사거리에서 서울로7017 앞까지 1.7km구간, 면적 75,355

㎡의 해당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도시녹지가로의 연계와 

확장의 관점에서 서울시청광장과 숭례문에서 남산공원, 서울

로7017에서 서울역 광장 앞까지를 추가 제안지역으로 설정

하여 설계안을 진행하였다(Figure 1).   

Figure 1. Target Area of Sejongno and Additional Area

2. 분석

본 설계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상지를 분석해

보았다.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세종로의 변

천사 분석, 현장답사 및 위성사진 맵핑(Mapping)을 통한 세

종로의 물리적 조건 분석을 통해 설계안에 반영하였다.  

1) 역사 및 인문사회분석

세종로는 조선시대 태조4년 1395년 완공된 육조거리(현재 

광화문광장)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 당시 의정부와 예조가 

있던 곳을 육조거리(Figure 2)라 불리었다.(유길상, 2007)

육조관아 공무를 보고 시전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유생들

이 상소하던 장소이며 왕이 친림하여 음식을 주거나 효유(曉

諭)를 했고 국가행사 및 어가행렬이 이동하던 국가 문화 행

사 상징광장의 기능을 했었다(홍순민, 2012) (Figure 3).

* Source : Image search and edit

Figure 2. Figure Yookcho Street of Hanyang Dosung Do 

in Ho-Am Art Museum

* Source : KBS TV program King Sejong

Figure 3. Figure Yookcho Street Reappearance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동안 일제는 육조거리

를 훼손시켜 서울의 도시구조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민족정신

과 전통문화까지 지배하려 하였다. 

3.75도 틀어진 육조거리에(Figure 4) 태평통을 만들고 근

정전 축선과 5.6도 틀어진 곳에 조선총독부를 건설 하였으며  

광화문 이전, 도쿄도목 은행나무 식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정신을 훼손하였다. 

결국 일제는 새로운 조선 총독부 앞에 확장하여 주작대로

를 건설하였고 이를 1912년 당시 지적도와 비교할 때 관악

산 화기를 막기 위한 틀어진 육조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유길상, 2007). 

1945년 광복을 맞이했어도 2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3년간에 걸친 전쟁은 서울 도심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후 복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국가재건사업과 경재개발논리의 시대흐름에 

밀려 세종로는 또 다시 1966년 세종로 1차 확장공사, 1970

년 2차 확장공사를 거치된다. 이는 민족정신 복원의 개념은 

반영되지 못 한 채, 오히려 일제가 훼손시킨 축을 강조하게 

되었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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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The secret of Sejongno, Yoo Gil-Sang, 2007

Figure 4. Figure Yookcho Street a Land Registration  

         Map in 1912 and Taepyeong-Ro in 1938

이후 1990년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 계획, 1994년 8월 

세종로와 태평로에 대한 국가중심가로계획 발표, 2002년 시

민광장조성 기본계획 그리고 2009년 8월 광화문광장이 완공

됨으로써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

서 옛 육조거리의 축과 과거 덕수궁의 대한문 위치, 숭례문

의 성벽과 같은 복원의 요소들은 도시기능의 효율성이라는 

기준아래 잊혀져갔다(Figure 5).  

* Source : Image search and edit

Figure 5. Figure Restore Elements of Sejongno

현재 광화문 광장은 하루 평균 5만명 방문하는 일상의 거

리이며 2016년 183건의 행사가 열리는 이벤트광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서울연구원, 2017). 또한 세종로를 중심으로 한 

대형오피스 건물, 호텔, 병원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내포되어 

있어 일상생활의 장이 되고 때로는 촛불집회와 같은 국가적 

문제사항을 담론화 하고 국민적 의견이 통합되는 비일상적인 

장소성라는 두 가지의 큰 문화적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과거와 현대의 공간적 용도

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일상성과 비일상이 공존하는 문화공간

의 성격을 가진다. 일상의 거리는 과거의 육조거리에서 이루

어진 공무와 시전상인들의 상업적 성격이 현대의 공공시설과 

오피스 기능과 상통하고 비일상적인 광장은 과거의 동대, 서

대의 공연과 어가행차가 이루어지던 장소가 도심이벤트와 촛

불집회 등 국가적 퍼레이드 행사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이용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기능이 지금까지 전

승되어 공간적 성격이 토착화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세종

로는 일상과 비일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동시수용하고 호환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판단하였다.

2) 물리적 조건 분석 - 도시조직과 성격

물리적 조건 분석에서는 대상지규모와 이용객, 도시조직

(Urban Fabric)과 도시기반시설, 교통량, 보행여건과 지하공

간조건 분석을 통해 세종로 전면 공원화의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대상지의 규모와 이용객 분석에서는 국내외 3개의 유사 

선형공원을 비교해 보았다.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Rose 

Kennedy Greenway 미국 ,보스턴), 더 하이라인(The High 

Line 미국, 뉴욕), 경의선 숲길공원(대한민국, 서울)의 총연장

길이와 면적을 비교하면 세종로는 상대적으로 구간길이에 비

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선형공원이면서도 면적인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10 서울유동인구조사 보고서(서울특별시, 2010)와 2014 

서울유동인구조사 보고서(서울특별시, 2014)에서 설계연구 

대상 지역 내 유동인구를 추출하여 주중 유동인구와 주말 유

동인구를 합산하여 유추했을 때 연간 2,580만명의 유동인구

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용객 측면에서는 3개 비

교 공원의 이용자는 연간 공원방문의 단일 목적으로 한 방문

객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세종로의 경우 공원방문객 및 도심

거리로서 주변 도시건축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고

려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Figure 6).

Figure 6. Figure Comparison of Similar Park Cases  

도심 중심가로인 세종로 특성상 주변 도시조직의 기능과 

성격은 대상지와 직접 연동하여 영향을 미친다. 대상지 주변

은 9개의 대형 호텔과 언론사, 병원, 사무실, 상업시설 등 다

양한 기능의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상지 인접지역의 건출물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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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매우 다양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Figure 7). 

Figure 7. Figure Diversity Uses of Urban Fabrics

대상지 주변의 공공 및 문화시설의 현황을 보면 경복궁, 

광화문광장, 청계천 공원, 덕수궁과 서울시청 광장, 북창동 

먹자골목, 숭례문, 서울로7017 등의 공공기관, 역사유적, 도

시문화광장, 특화거리 및 공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도심의 

관광요소로 존재한다. 도시조직다양성과 공공, 문화관광시설

을 중첩하여 대상지 구간의 성격을 구분해 보면 크게 3가지

의 성격으로 귀결된다. 

첫째, 세종로 사거리에서 서울시청광장까지는 역사유적과 

도심광장 성격을 지닌 문화이벤트(Cultural Event District)구

역으로 규정된다.

둘째, 서울시청광장에서 숭례문까지는 오피스 건물, 북창

동 먹자골목, 남대문시장과 같은 도시조직을 고려한 음식·시

장투어(Food Market Tour District)구역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숭례문에서 서울로7017까지는 남산공원, 서울로

7017, 주변카페들과 함께 휴식보행공원(Rest & Walk Park)

으로 규정된다. 

이는 전체 대상지 구간을 도시 조직과 별개의 공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조직이 가지는 현재기능을 반영하

고 연계할 수 있는 단초로 보아야 한다. 도시성격의 유입, 연

계, 확장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도시공원 프로그램 개발의 

관점에서 공원의 기능을 판단하여야 한다(Figure 8).  

Figure 8. Figure Defining the Character of Districts

3) 물리적 조건 분석 - 교통량, 보행여건, 지하공간

교통현황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서울역 교차로까지 종축 

교통량은 평균 3600대/시, 횡축 교통량은 평균 670대/시(주

요횡축 간선도로 교통량제외)로 종축의 교통량을 유지하여 

통과교통량을 수용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2003). 대상지 구

간 내 버스정류장은 24개소로 시티투어버스, 관광버스, 시내

버스들의 정차와 이동이 빈번하고 유턴(U-Turn)은 3개소로 

조사되었다(Figure 9).  

Figure 9. Figure Present Condition of Traffi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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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변 건축물을 위한 비상서비스차량의 필요성과 향

후 공원개발 후 관광객들의 증가를 고려한 대중교통수단을 

위한 차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 버스정류장 가감차선과 양

방향 폭원 6m이상의 차로를 설치해야 한다.

세종로의 보행여건은 대형건물의 전면 공공공지와 폭원 

8m이상의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쾌적한 보행로의 잠재

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상지 구간 내에서 차량도로와 접하는 

보행단절구간이 하행 17개소, 상행 15개소가 있어 빈번한 보

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Figure 10). 

Figure 10. Figure Disconnection of Pedestrian Way

교통 분석에서 종축의 교통량을 유지하기 위한 차도의 지

하화를 위해 최소 4.2m의 시설한계 높이(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시설한계 국토부, 2015)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내 3개 지하철 역사의 지상부 출입

구부터 지하 탑승장 위까지의 진입계단수를 현장 조사하여 

지하개발 가능공간의 높이를 추론하였다. 

Figure 11. Figure Underground condition of subways

그 결과 최대 21.4m에서 최소 5.75m 지하개발 가능 공간

이 조사되었고 최소 시설한계 높이를 고려할 때 세종로의 차

로 지하화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Figure 11).

Ⅲ. 계획개념 및 설계전략 도출

1. 계획개념과 설계전략

연구지역과 분석에서 본 대상지의 인문·사회적 이슈와 물

리적 조건의 해석을 통해 세종로국가상징가로공원의 계획개

념과 설계전략을 구상하였다. 이는 대상지의 역사·문화적 상

징적 공간의 활용,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도시 활성화의 관

점에서 구심이 될 수 있는 혼성체의 성격을 지닌 공간을 조

성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1) 계획개념

역사적 맥락성과 현재 국가상징가로의 기능을 동시 수용

하여 도시 문화 활동과 일상적 생활이 양립하고 도시 동반성

장을 유도하는 도시기반시설(Urban Infrastructure)형의 공존

공원(Coexist Park)을 제안한다. 국가적, 비일상적 도시문화

의 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으

로서의 도심 가로공원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도시녹지의 균형과 성장을 유도하고, 가변성 기능의 

공간, 다층의 입체화된 도시가로, 도시연계 및 활성화라는 4

개의 설계전략을 내포한다(Figure 12).

Figure 12. Figure Plan Concept

2) 설계전략

계획개념을 설계안으로 도출하기 위해 균형적인 녹지의 

연계, 두 개의 가변형 공원, 다층공원화, 도시연계 및 활성화

의 4가지의 기본전략을 구상하였다. 

첫째, 균형적인 녹지의 연계는 기존 주변 녹지와 공원을 

직접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한다. 도시녹지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계천, 서울시청 광장, 덕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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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7017, 남산공원과 직접 연결하였다. 보행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구역은 광장 및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낮은 보행율이 발생하는 구간은 도시녹지율을 

고려하여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세종로 주변 가

로의 공공공지와 가로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녹음을 제공

할 수 있는 가로수길을 제안하였다(Figure 13).

Figure 13. Figure Balanced Green and Network

둘째, 두 개의 공원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공

원기능과 비일상적인 행사와 집회를 할 수 있는 호환성이 있

는 광장형 공원을 제안하였다. 3개의 가변형 광장은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북창동 먹자골목과 연계하여 일상 도시

공원으로 정원, 휴게, 카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배

치하고 각 시설들은 이동, 결합, 조합이 가능한 가변형 기능

을 두어 집회나 이벤트 시에 야외무대, 열린 광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Figure 14).

Figure 14. Figure 3 Types Variable Squares 

또한, 3개의 가변형 광장을 포함한 7개의 선형광장 공원은 

공원 중심에 광화문광장에서 숭례문광장까지 직접 연결된 폭

원 6m의 퍼레이드 길과 7개의 광장으로 구성하여 대형집회 

및 행사, 퍼레이드 차량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국

가상징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풍부한 녹지와 폭원 

2~1.5m의 산책로를 조성하여 일상생활에서 휴식과 녹음, 풍

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개념을 

도입하였다(Figure 15). 

Figure 15. Figure 2 Types of Coexist Park Way

셋째, 세종로의 도시조직, 교통현황, 지하철역, 주변 도시

건축과 수직·수평적 연계성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층공원시스템(Multi Layered Park System)을 제안한다.

지상부에는 공공교통과 비상차량의 접근할 수 있는 폭원 

6m의 지상부 차량도로를 도입하고 주요 버스정류장은 정차

와 통과교통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가감차선을 도입하였다. 

회차와 다량의 교차가 필요한 경우 공원하부 입체 교차로 및 

유턴구간을 조성하여 순환성을 고려하였다(Figure 16).

Figure 16. Figure 2 Types of Se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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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상부 통과 교통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하

부에 두는 다층구조의 입체화된 공원대지를 조성하였다.

지하철, 지상부 보도, 도시건축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 에

스컬레이터, 장애인 램프, 경관 브릿지의 기능을 담은 입체보

행동선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보행편의성 극대

화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17).

Figure 17. Figure Multi Layered Park System

넷째, 주변 도시건축물과 공원을 연계한 멀티레이어넷을 

설계하였다. 이는 단절된 보행여건을 개선하여 수직, 수평의 

편리한 보행기능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보행방향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포메이션 센터, 빅쉘터 야외카페·경관테라

스형, 갤러리·관리센터형의 3가지 프로토타입의 활동프로그램

을 제시하여 공원이용의 정보제공, 문화전시 프로그램, 휴게 

및 경관 프로그램의 기능을 담도록 하였다(Figure 18).

Figure 18. 3 Prototypes of Multi Layered Net

주변 도시건축물과 멀티레이어넷은 별도의 객체로서 존재

하는 공간이 아닌 통합형 프로그램을 담도록 하였다. 공공건

물을 필두로 상업적 공간 내 카페, 식당, 테라스정원, 도서관

등 건축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공원과 함께 도시 활성화를 유

도하는 구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공원기능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도시 건축물과 물리

적 연계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용과 공간 활용도를 긴밀하

게 네트워킹 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 공원이 단일의 기반

시설기능이 아닌 도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상적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Figure 19). 

Figure 19. Multi Layered Net Program Urban Activation

Ⅳ. 기본계획

1. 종합계획도

종합계획에서는 세종로의 역사성을 담은 흔적의 광장

(Trace Plaza), 서울시청광장과덕수궁을 연계한 문화공간 시

민셀마당(City Cell Square), 북창동먹자골목과 남대문시장의 

성격을 수용하는 어반 파크몰(Urban Park Mall), 서울로 

7017과 남산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한 마당숲(Forest Park 

Field)의 4가지 구간 테마로 구성하여 각 구간이 도시조직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자 하였다. 

각 구간별로 역사적 장소성, 커뮤니티 활성화, 주변상권과

의 연계성, 문화와 녹지의 확장성,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공원

에 그 주안점을 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주요 테

마 구간 내 상응하는 프로그램공간을 명확히 구분 제시하여 

전체구간의 통합적 이용을 유도하였다(Figur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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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Master Plan

2. 주요공간 계획도

1) 주요공간 1 - 흔적의 광장

광화문광장 전면 보행 광장화를 전재로 하여 광장의 연계

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역사의 광장을 조성하여 도심내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과거 역사성의 흔적을 복원하고자 육조

거리의 축을 연장한 상징적인 육조거리물길을 조성하였다

(Figure 21). 

Figure 21. Main Space Plan - Trace Plaza

또한, 국가적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궤 행사길, 다용

도 잔디마당에서는 행사와 퍼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억

의 쉼터, 수변테라스, 소나무길 등 다양한 녹음과 휴식공간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 속 도심공원으로서

의 기능도 제공하도록 하였다(Figure 22).

Figure 22. Main Space Perspective View - Trace Plaza

2) 주요공간 2 - 시민셀마당

기존 서울시청광장은 무빙플랜터를 두어 녹음 제공 및 가

변형 광장을 제안 하였고 시민셀마당은 시청광장과 덕수궁 

과 연계하여 가변형의 다용도 셀가든을 조성하였다. 다용도 

셀가든에는 이동식 포트와 무빙체어를 설치하여 정원의 기능

과 두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형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덕수궁의 대한문은 1907년 이전의 원래자리로 복원하도록 

제안하여 역사성을 바로잡고 공원 내 수문장 교대길을 조성

하여 역사문화관광의 기능을 공원내부로 유입시키도록 설계

하였다. 서울시청 광장 앞 5개의 교차로구간은 공원을 4.5m 

레벨을 상승시켜 도시교통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상

교차로를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더빅쉘터 멀티레이어넷은 서울시청 광장의 상징성을 확보

하는 아이콘 기능과 동시에 하부 야외 카페를 조성하여 도시

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 상층부에는 수경시설 테

마의 어반워터가든을 조성하여 도심에 청량감을 더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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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Figure 23).

Figure 23. Main Space Plan - City Cell Square

3) 주요공간 3 - 어반파크몰

어반파크몰은 인접한 북창동 먹자골목과 남대문시장과 연

계하여 다용도 무빙 플랜터 카터를 설치하여 식재 플랜터, 

북창동 음식 판매대 및 카페, 남대문시장 소품 판매대의 기

능을 담아 인접지역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멀티 플라워 가든은 일상에서는 초화류 정원으로 도시민

의 감성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또한 행사시에는 무빙 플랜

터 카터를 이동 및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외무대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Figure 24). 

Figure 24. Main Space Plan - Urban Park Mall

숭례문 앞은 광장으로 조성하여 세종로 전체 행사의 종점

이 되는 문화광장의 기능과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제공하고 숭례문의 옛 성벽은 확장하여 복원하도록 

하였다. 큐빅넷은 쉘터, 경관데크, 조망대의 기능을 담아 숭

례문을 다각도 및 다양한 레벨에서 감상과 휴게를 할 수 있

도록 하여 전통문화제의 입체적인 체험관광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Figure 25). 

Figure 25. Main Space Perspective View 

          - Urban Park Mall

4) 주요공간 4 - 마당숲

숭례문 광장과 복원된 성벽 구역은 숲으로 조성하여 도심

내 풍부한 사계절형 숲을 조성하였다. 멀티레이어넷 하부에

는 도시 생태관을 조성하여 도시생태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고 공원의 종점부에는 다용도 잔디마당과 경관 스

탠드를 조성하여 자유로운 운동과 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도심 내 한정적 공간 내에서 충분한 숲과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선형공원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세

종로 공원의 안내와 역사를 담은 세종로 문화센터를 조성하

고 서울로 7017 연결 브릿지를 설치하여 도심 내 공원들과 

네트워크를 실현하였다. 서울역 교차로의 교통량의 유입을 

고려하여 회차 및 순환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상부 유턴 구간

을 계획하였다(Figure 26).  

Figure 26. Main Space Plan - Forest Park Field

Ⅴ. 결 론

1.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전환

본 설계연구에서 과거의 도시공원부지 제공방법과 도시공

원이 가지는 역할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도시공원이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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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전환한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주도

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다. 

과거 도시공원용지의 확보는 이전적지, 신도시공원용지, 

공원 리노베이션의 방식으로 주어지고 도시공원기능의 국한

된 설계방식을 유지해왔다. 이는 도시쾌적성의 향상, 생태적 

환경 향상 등 큰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가 직면한 문재인 도

시교통의 순환성, 상업시설의 생성과 소멸, 도시건축개발, 도

시기반시설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미래의 도시공원은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소극적 태도를 

절취·배제하고 도시문제에 대한 인식, 수용 그리고 전환의 3

가지 적극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는 공원이 도시교통문제

의 개입과 해소, 도시건축과 일체화, 생태환경의 향상, 문화 

활동의 수용 그리고 도시기반시설과 호환성을 가져야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Waldheim, 2007)에서 보여준 도

시와 공원의 규합과 더불어 도시형질과 결합, 재생과 활성화

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로서의 복합용도공원의 개념적 접

근이 필요하다.  

2. 공생성장의 세종로 국가상징가로공원

본 설계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역할을 근저에 두고 진행하였다. 장기적 

공생성장을 고려한 단계적 과정을 4단계로 설정하여 도시공

원의 성장 가이드라인을 구성해보았다(Figure 27).

Figure 27. Process of Coexisting Growth as an Eco-City

1단계는 세종로 공원과 멀티레이어넷 구축을 통해 도시에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지하철, 주변건축, 공공가로와 연계된 

공원을 입체적으로 설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을 담는다.

Figure 28. The Image of Eco-City

2단계는 멀티레이어넷과 공공 및 상업 건축내 레스토랑, 

카페, 도서관 등 확장된 건축프로그램을 유도하고 건축 상부 

옥상녹화를 통해 도심의 생태적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3단계는 신축건물에 대응한 멀티레이어넷의 증설과 확장

을 통해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건축 내 층간공원을 제안

하였다. 

4단계는 파사드 녹화, 층간공원 확장을 통한 생태건축을 

유도하여 도시와 자연의 공생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에코시티

의 시나리오를 구상해보았다(Figure 28).

이에 세종로 국가상징거리공원 설계연구는 기존 도시기능

의 수용, 대상지의 역사적 가치와 이용방향, 도시조직과 긴밀

한 관계성 확보 그리고 공동성장의 관점에서 그 의의가 두고 

중·장기적 진행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바로잡고 도시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제시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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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교수, chosh3@hanyang.ac.k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ssence of the smart city that emerged as a global urban paradigm to cope with the huge changes 

in the world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limate change, global recession and low growth, global urbaniz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As a key urban space tha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happiness, "smart park" was proposed 

as the direction of the evolution of the park. We set up the concept and vision of smart park, presented new design principles 

and building strategies, and derived the necessary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Among the attributes of smart 

city, the most important and representative of citizens' rights are 'fair', 'interactive', 'communication', 'citizen participation', 'super 

connective', and 'intelligent' urban environment. These attributes have the potential to make the city evolve into a more fair, just 

and civic participatory city. The essence of Smart City is a desire for a good city, whose ultimate goal is sustainable urban growth,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citizen happiness. In the midst of changes such as advanced mechanization and technology-led 

change to society, rapid urbanization, increase in social disaster such as heat and fine dust, low growth,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by 1 or 2, smart parks should evolve into a way to eliminate the thirst for human alienation and nature through 

super connective technology and to strengthen various communities in the public space, and IoT Green building technology should 

dramatically expand opportunities for natural contact and provide technical solutions to cope with climatic conditions that are 

constrained by the use of parks. Finally, when the discussion about 'The Restructuring of Gwanghwamun Square' into a walking 

space is made by removing all the roads around square, I suggest a plan to create 'Sejong boulevard and Gwanghwamun Square' 

as a smart park symbolizing and national unity,

키 워 드 :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원, 시민행복, 커뮤니티, 세종대로
Keywords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city, smart park, civil happiness, community, Sejong boulevard

Ⅰ. 서 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밀려온다.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

는 예측 불가한 변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가속화, 

세계적 경기침체와 저성장, 세계적 도시화 현상 및 대륙별 

극명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함께 지금까지 변화해 

온 것보다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

층에서 해법들을 쏟아 내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거대

한 흐름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시모델이다. 나라

마다 그 추구하는 목표 및 관심범위는 다르지만 도시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대 초 공공이 주도한 U-City(스마트시티의 초

기모델)로 세계적 관심을 받던 시기를 지나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중단되었던 U-City에 대하여 2010년 이후 세계적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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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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2)과 함께 다시 떠오른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의 불씨를 

지피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채택3)하여 

다층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도시모델 정립과 도입, 발전방

향, 산업화 및 수출 전략 등에 대한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및 

법제를 정비4)하고 스마트시티가 담아내야 할 도시의 구조, 

인프라 스트럭처, 거버넌스, 산업, 기술, 교육 등 전방위적 국

가 및 도시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

다. 초기 도시계획가 중심의 전략 마련 시기로 부터 출발하

여 행정가와 정보통신, 건설,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각적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기술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스마트시티 구현방향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새로운 도시 패

러다임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때 스마

트시티 내 핵심 도시공간으로서의 공원에 대한 비전과 발

전방향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흐름으로 대두된 

스마트시티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 행복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도시공간으로서 공원 및 그린 인프라

의 비전,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한 해법, 

   스마트시티의 대두

1. 거대한 변화의 흐름

1)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예측불가한 변화

지금은 이른 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

지능 등 기술의 발달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산업, 정부 및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세계 각 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알고 변화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의 창시자 슈밥(2016)5)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

대는 2010년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

술, 생물학 기술 등이 고도로 발달하고 동시에 이들 분야 간 

융합을 통해 파격적 기술발전을 보이는 시대로 정의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기술)혁명을 기반으로 하며 유비쿼터

스 모바일, 모바일 인터넷, 센서, 인공지능(AI),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에 의한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압도하는 

시대(조세환, 2016)로서 학문과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이

종 학문과 기술간 융합으로 산업구조의 대 지각 변동과, 초

연결망 사회6)의 도래, 직업·가정·사회·정부구조 역시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며 도시정부의 거버넌스와 도시민의 생활양

식에 전방위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John Naisbitt)은 도시는 변혁의 

중심지로서 “제4차 산업혁명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은 도시기반 기술 발전을 통해 가

속화될 것이다." 그는 첨단 연구시설과 대학, 그리고 기업

을 집적한 도시의 모델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도시가 모든 기술과 

시스템, 데이터의 플랫폼이 되어 새로운 경제, 정치, 사회, 

산업, 정부 및 개인의 삶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예측 사례를 살펴보면 인

공지능 내지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대체, 

우버라는 공유택시에 의한 기존 운송업계의 변동, 로봇이 

뉴스를 쓰고,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이 도시계획·도시디자인·교통계

획 등을 수립하며 인터넷에 의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과

정이 보편화 될 것이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진료가 

일반화 될 것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소싱의 활용으로 

도시정책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활성화되고, 건축 및 토목

기술의 발달로 저비용의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공급, 초고

층 건축과 3차원의 입체적 공간 활용, 모듈주택과 개인별 

2) 2010년 이후 선진국 뿐 아니라 중동 산유국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도 스마트시티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

3) 국토부는 2016년 초 스마트시티를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추진단을 구성하

여 본격적인 해외 진출 추진. 또한 2016년 8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5년

간(2017～2021, 5년) 스마트시티 R&D 예산으로 약3,300억원 지원 계획 추진중

4) ‘17.3.2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하고 2017.9.22부터 시행

5) 슈밥(2016)에 의하면 제1차 산업혁명은 1760~1840년에 걸쳐 발생하여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최초로 기계에 의한 

생산 기간이었고, 제2차 산업혁명은 184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 전기와 생산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시기를 말한다. 

제3차 산업혁명은 1950년대~2010년대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에는 반도체와 메인프레인 컴퓨팅 PC,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를 말한다. 

6) 디지털 기술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 다수 대 다수로 긴밀하게 연

결되는 사회를 말한다. 초연결(hyper-connected)이라는 말은 2008년 가트너가 처음 사용했는데, 이미 전 세계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

고 있다. 전 세계는 휴대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이로 인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문화콘텐츠를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끼는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모바일 혁명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줬다면, 사물인터넷은(IoT, Internet of Things)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물을 잇는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제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공원의 비전과 가능성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21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무인자율 주행차와 지능화된 교통시스템 구축, 이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 저감 및 사고 예방, 시간절약 및 효율적인 교

통공간 활용으로 인한 편익이 발생할 것이며 무인드론을 통

한 화물운송, 실시간 배송시스템이 보편화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글로

벌 기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잡은 스타트업 들에 의해 확

인되고 있다. 

2)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가속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폭염, 물부족, 대

기오염, 지진 및 쓰나미 등 자연재해와 에너지 부족문제는 

후진국․개도국․선진국을 모두 망라하는 글로벌 공통의 현

안이며,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핵심은 

탄소에너지의 저감에 있다. 

미국의 토머스 프리드만 교수는 기후변화를 검은 코끼

리에 비유한다. 기후변화의 경우 이미 세상 안의 코끼리처

럼 눈앞에 와 있는데도 검은 백조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무시하다가 더욱 크게 당할 '검은 코끼리'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기후변화라는 코끼리는 그 사이 더욱 커졌고 더

욱 가까이 왔다는 걸 절규하듯 웅변하고 있다.  세계 공동의 

대응이 시급한 이때 미국 트럼트 정부의 시작과 함께 파리기

후 협약의 탈퇴(2017.6.1), 신재생에너지 정부 보조금 폐지 

및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 움직임 등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Figure 1. World temperature trend in decade
the average temperature has been rising since the observation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the great uncertainty)로 인해 

하나의 충격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커지고 있으며 상호

연계성(interconnection) 강화로 시시각각 세계 곳곳에서 일

어날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40개

국 4만 5천명에 달하는 세계 시민들의 설문결과 기후변화를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2위로 선정된 테러단

체 IS 보다 기후변화를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980~2012년 사이 자연재해에 따른 누적 피해금액은 4천조

에 달하며, 기상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중간소득 수준의 나라에서 특히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 대비 10배)

Figure 2. Number of natural disasters in 1980∼2010
Over the past decade, 170,000 people died in extreme weather

현재 인구가 사용하는 자원소비 규모는 지구 1.5개가 필요

한 수준이며 현 추세라면 2030년에는 2개, 2050년에는 3개

가 필요하다고 예측되고 있다.

Figure 3. Map of Countries affected by climate change classes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석탄이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29%를 차지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석탄화력 발전소 13기를 착공 및 

건설계획을 추진하다가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종합대

책 시 이를 폐기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우리나라 공

식 기후변화 대응지수(CPI) 순위는 1~61위 가운데 53위

(취약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티 1위, 필리핀 2위)이

며, 한국의 미세먼지 순위는 180개 국가중 173위(핀란드 

1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1위)이며, 1978년 이후 연평균 

26회의 지진발생 국가이다. 세계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취약성, 적응능력을 평가해 회복력(Resilience)이 높은 

도시 조사결과 한국은 유일하게 서울이 선정되었으나, 순

위는 35위를 차지했다. 지진, 해일 등 취약성이 높은 도쿄

의 경우 취약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성이 높아 25위

를 기록하여 서울은 도쿄보다 취약한 도시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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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를 빈번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토전역에 걸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사라지는 아열대성 기후지역으로 전

환될 조짐이 높다7). 이는 자연 생태계 뿐 아니라 이에 속한 

인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에 결정적인 위협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영향

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세계적 경기침체와 저성장

2015년 4월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

요 20개국의 잠재성장률이 대부분 감소했다. 즉 세계경제

가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저성장에 접어들어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률이 한해

를 제외하고는 3퍼센트에도 못 미쳤고, 10년 후 경제성장

률은 1퍼센트대 이다. 저성장의 위기는 경제적 문제에 그

치지 않고 소비감소에 따른 사회 활력 저하, 취업 및 결혼 

포기 등 정치,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다른 세계

로 바뀌게 되며, 그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살아

가는 방식도 변화시킨다.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려온 일본

의 사례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

다. 저성장의 가장 큰 폐해는 양극화, 세대갈등으로 대표

되는 사회갈등이다. 줄어든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경쟁을 

더욱 치열해지고 사람들 간의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밖

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관리야 말로 저성장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OECD국가

들을 대상으로 2011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이 터키, 그

리스, 칠레,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갈등관리지수는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

에 머물렀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

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GDP가 7~2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사회갈등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며, 사회통합에도 저해요소를 작용하게 된

다.(명견만리)

4) 세계적 도시화 현상, 대륙별 극명한 인구구조의 변화

① 전 세계적 도시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

고 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나라는 중국과 동남아

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 등이다. 이러한 신흥국들은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 1인당 GDP가 급격히 증가하여, 

2035년 전 세계 소비의 60%를 점유, 선진국의 중산층 규

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 일

부 국가에서 발생한 과잉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력, 상하수도, 운송, 통신 등 도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

자가 증대되고 있고, 중국 및 인도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문제, 주거부족, 상하수도 

부족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고자 스마트시티로 추진을 위

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Figure 4. The urban and rural population of the world(1950-2030)

* Source : UN Population Statistics, 2015

Figure 5. Growth rate of urban population(percent)

* Source : UN Population Statistics, 2015

② 세계 인구구조의 변화

2015년 세계 인구는 73억명으로 2000년 대비 1.2배 

증가하였다. UN은 향후 45년간 인구 증가 1.3배로, 2050

년 에는 세계인구가 96억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체 도시 인구는 2010년 50%에서 2050년 67%까지 빠

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된다.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륙별 인구 구조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신흥국 인구는 대폭 증가하나 유럽, 일본, 우

리나라 등 선진국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어 추후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1인 가구,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률이 1.19명

으로 하락하여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었고, 2040년에는 

7) 우리나라 기온상승 가속화 전망 비교(2008/ 2011년 기상청 전망치): (2011-2020) 0.8~1.1℃↑, (2041-2050) 2.0~3.2℃↑, (2091-2099)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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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32.3% 이상으로 예측되어 이

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도로, 환경, 

산업 등 도시체계가 요구된다. 

2. 스마트시티의 본질, 좋은 도시에 대한 열망

1) 스마트시티의 발생 및 변화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대한 해법으로 제

시되고 있는 도시모델이다.  1990년대 미국 통신사에 의

해 정보통신기술이 강조된 디지털시티로 태동되어 헬싱키, 

일본 등지로 확산되었다가 2003년 한국의 U-City를 계기로 

본격적인 기술주도형 스마트시티로 등장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로 주춤하던 사이  

IBM , CISCO 등 글로벌 기업이 스마트시티에 참여하였고 

유럽에서 Living Lab 등 새로운 도시혁신 모델로 등장하였

다. 2012년 이후 플랫폼, 데이터 분석 등 기술발전과 개도국

의 도시개발 수요가 결합하여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로 빠르

게 확산되었다. 특히 중국(2012), 인도(2015) 등이 스마트시

티 구축을 공식화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8)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스마트시티의 정의

ITU가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시티(smart 

sustainable cities)에 대한 정의는 1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념정의에 사용된 키워드도 ICT, 통신, 지

능, 정보, 인프라와 서비스 뿐 아니라 환경과 지속성장 및 사

람·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마다 국가가 처한 상황 및 목적하는 바에 따라 정의

가 다르며,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선진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환

경, 교통, 시민참여 및 소통,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이 

주체가 되어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부문에서 도시경쟁력 강

화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시민체감형 스

마트 서비스 구축·확산을 위해 민간 및 시민참여를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Table 1. Keyword included in the smart city 

concept definition

Type Frequency

Quality of life and lifestyle 6%

Infrastructure and services 17%

ICT, communica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26%

People, citizens, society 12%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17%

Governanc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10%

Economy and Finance 8%

Mobility 4%

* Source : ITU-T (201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Smart city development prospects and Korea's competitiveness’ 

IT&Future Strategy, 2016.11.

3) 스마트시티의 본질

① 스마트시티 기술이 주는 변화의 잠재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장착된 스마트시티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도시정책결정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로서 정보 접근성의 확대 및 이로 인

한 공평한 기회 제공, 정책 결정방식이 탑-다운 방식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래로부터 모아지는 상향식으로 변

화, 누구나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자신의 의견을 사회 연결

망을 통해 표출할 수 있는 환경, 공유경제9) 시스템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융합 기술 환경에 따라 기존 도시

와 차별화된 되는 속성 중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

하고 대표적인 도시의 속성은 ‘공평한’, ‘쌍방향의’, ‘소통의’, 

‘시민참여의’, ‘초연결의’, ‘지능적인’ 도시 환경이다. 이러한 

속성은 도시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시민참여적인 도시

로 진화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한다. 첨단 Io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각종 도시정책을 선택하고 판

단하며 향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정한 자원의 배분과 예산

의 집행,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8) 스마트시티 성장전망은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향후 10～2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일치하며, 

2014년 0.4조 달러에서 2019년 1.1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 시장규모는 연평균 16% 성장, 

2020년 2조억 달러로 전망됨. (MarketsandMarkets, 2013)

9) 공유경제는 개인간의 재화․서비스 공유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기업, 정부-민간간 협업하는 모델 등 전통경

제와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유 모델로서 대표적인 예로 Uber(차량공유), Airbnb (숙박공유), 카우치서핑(여행커뮤니티 공

유)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현재의 라이프사이클, 1․2인가구 증가, 친환경 이슈 및 트렌드, 소셜 네트워크 활성

화, 기술의 발전 등 사회․경제․문화․기술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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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좋은 도시에 대한 열망

스마트시티 정의10)와 추구하는 목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기저에 깔린 본질은 좋은 도시에 대한 열망이며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 시

민행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실천과 첨

단 IoT 기술이 융합되어 시민생활의 행복의 가치 및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사고방식과 정보공유방식, 

기계활용 방식을 혁신하여 오픈데이터, 스마트카드, 무선통

신, GPS 기술을 결합하여 현재 교통수단들을 부분의 집합보

다 강력한 시스템으로 재구축시켜 탄생한 파리의 가장 혁명

적인 공유자전거 시스템(Velib)11)과 파리 전역을 하나의 교

통카드로 갈 수 있는 나비고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파리는 

2007년 이 두 시스템 도입 후 대중교통 이용율을 혁신적으

로 끌어올려 파리 도심의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고 

현재에는 수십 개의 도시에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실시하

고 있다. 좋은 도시를 위한 실천과 IoT 기술의 만남은 놀라

운 혁신을 일으켰고 이는 도시생활의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

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의 가능성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도시민의 행복도 마찬가

지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철학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 시민행복과 공원의 효용 ; 사회적 지속가능성, 

건전한 공동체 형성

1) 공원 : 출현배경 및 진화, 공간에 대한 요구

도시에서 공원의 출현은 제1,2차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

시화로 인해 도시에 쓰레기와 오수가 넘쳐 악취가 진동하고, 

갑자기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주거와 근로환경이 큰 

문제가 되었던 시기로 볼수 있다. 19세기 산업사회 근로자들

의 육제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도시 내 자연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853년의 영국의 하이드파크, 리젠트

파크를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도시공원의 시초는 

1857년 조성된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로 볼 수 있다. 뉴

욕의 경우 1821년에서 1855년 사이 인구가 네 배 이상 증가

하여 시민들은 극심한 공해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이를 완화

할 오픈스페이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쾌

적한 여가공간의 확충을 요구하였고 시당국은 1857년 315ha 

규모의 센트럴파크를 조성한 것이다. 도시내에서 공원의 탄

생은 공해로 오염된 도시환경을 완화해주고, 자연과 접촉하

면서 여가활동 및 휴양을 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는 필수

적인 도시공간으로 시민의 권리로서 주장하여 확보한 소중한 

공공공간인 것이다. 

이후 공원은 휴양과 레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기능의 

공원 시스템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나, 1893년의 시카고 박

람회 및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ication Movement)을 

기점으로 자연은 장식적, 풍경적 요소로만 인식되어, 도시 

내에 있지만 도시와 분리된 자연공간을 만들고 그 내부에

만 머물고 있는 한계에 봉착해 왔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20세기 후반 공원(조경)의 새로운 

진화로 출현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12)은 급변하는 시대의 

도시는 여전히 개발, 자연, 문화, 환경 등 맥락에서의 한계에 

부딪쳐 있고, 특히, 자연은 여전히 국부적 장소에 국한되는 

그림같은 풍경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

적하며 도시와 자연의 융합을 도시의 공간, 문화, 환경, 자연 

등에 망라해서 총체적 시스템으로의 경관으로 바라봐야 한다

는 관점을 견지하며 이를 실현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

하며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설치된 최

초의 공원은 1897년 옛 원각사 터에 건설된 탑골공원이

다. 탑골공원이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의 발상지

가 되었고, 2017년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통한 정권

교체의 근원지가 되었던 사례에서 봤을 때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과 시민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최

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3)에서 광화문 광장에 

10)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의거,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1) Velib: 자전거와 자유의 합성어로서 철학과 효용을 잘 함축하고 있으며, 현재 파리도심에 1450개의 보관대, 2만대이상의 자전거를 

확보하여 시내중심에는 반경 300m 안에 하나의 대여소가 존재하는 셈이다, 30분간 무료이용이 가능해 대중교통간 연계이용을 촉진하

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대여 제도가 되었다. 

12) 개념을 공식적으로 처음 채택한 것은 조경과 어바니즘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이론적 ․ 실천적 범주로서 1997년 

찰스 왈드하임 Charles Waldheim의 주도로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열린 심포지엄 “Landscape Urbanism"이라고 파악됨. 랜드스케이프 어

바니즘이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도시재개발사업, 포스트 인더스트리얼post-inderstrial 사이트, 브라운필드brownfield, 랜드필 

landfill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종래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태도와 실천방식이 필요하게 된 것

으로 볼 수 있음. 대표적인 작가는 안드리안 구즈 Andrian Geuze/West8의 혁신적 작품을 들수 있고, 제임스 코너의 Field Operations 

역시 실천 대상과 전략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찾고 있음. (배정한, 현대조경의 이론과 쟁점, p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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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야 할 제1의 가치로서 시민성을 최우선으로 꼽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루카이투-시데리스와 바너지(A. 

Loukaitou-Sideris & T. Banerjee)는 공저 <어번 디자인 다

운타운(Urban Design Downtown)>에서 공원 등 공공공간을 

포함한 공공영역(public realm)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

였다. 첫째,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을 위한 포럼의 기능

이며, 둘째, 시민이 서로 융화되는 사회의 상호작용과 의사소

통을 위한 중립 또는 공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이며, 셋째, 사

회적 학습, 개인의 발전 그리고 정보 교류를 위한 활동 무대

로서의 기능이다. 이미 공원 및 광장 등 도시의 공공공간은 

디자인적으로 충족되든 아니든 자연을 접촉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인간성 회복, 여가·휴양·레크리에이션 공간 제공, 환

경보전 효과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회합·정치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시민행복을 위한 도시와 공원의 진화 방향성

도시민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인들은 행복

한 삶을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라고 불렀다. 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eu) 정신(daimon), 즉, 정신

이 만족스러운 상태다. 인간성이 풍부하게 피어나는 삶

(human flourishing)이라고 의역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

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윤리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

다. 한편 도시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은 서로 긴밀한 관계

에 있다. 도시는 아테네인들의 문화, 정치, 풍습, 역사를 

묶는 개념이었다. 시민들은 도시라는 배를 움직일 공동체

적 의무를 가진 선원과 같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

다. 사실 그는 폴리스야 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에우다이모

니아를 달성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시민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불완전

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찰스몽고메리,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1997년 엔리케 페날로사는 콜롬비아 보고타시 시장선

거에 출마하면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하며 도시

를 바꿔가는 정책을 수행하며, 행복도시 운동을 전개하였

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걸어 다녀야 하고, 다른 사

람과 함께 있어야 하며, 자연과 접촉하고, 소외당하지 않

고 다른 사람과 평등하다는 감각을 느끼는 게 필요” 하다

고 주장하며, 공공공간에는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또, 2015년 UN총회가 채택한  전 세계적인 목표인 “지

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슬로건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

행하기로 한 의제이다. 이는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대목표 중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식량, 주거, 안전 등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더

불어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커뮤니티(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는 공정한 방식으로 공간, 서비스, 이동성, 기쁨, 곤

경, 비용을 분배해야 할 것이며, 향후 다가오게 될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러한 자원배분의 투명도가 점점 명쾌해 질 

것이다. 

Ⅲ. 스마트시티의 추구, 확산, 그리고 더 좋은 

공원에 대한 욕구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천과 첨단 IoT기술의 융합

전 세계적 도시화로 인해, 모든 나라들은 늘어난 도시 

인구를 지탱해 나갈 주택, 기반시설, 교통, 에너지, 고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탄소에너지 저

감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며, 글로벌 저성장으로 인

해 경제적 비용 절감도 요구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서는 도시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창조성을 키우는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하며, 스마트시티가 이를 가능케 할 도시모

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시스코와 스마트시티 위원회의 조

사자료(2014년 9월)에 의하면 스마트시티 추진의 가장 

큰 동기는 ‘더 좋은 도시에 대한 열망’으로 31.6%가 에너

지, 수자원, 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 하는데 있다14). 네비건트 리포트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전 세계 170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80%는 에

너지, 교통, 정부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고, 50% 이상이 교통

이나 이동에 연관된 것이며, 45%는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

이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을 위해서 첨단 IoT 기술을 

13) ‘17.4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광화문광장을 이용한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과 2017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해 '촛불집회 이후, 광화문광장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발표했다. 2017년4월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향후 광화문광장에 반영돼

야 하는 가치'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29.6％는 '시민 행사가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시민성'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조선시대 경복궁 전면 

육조거리로서의 역사성'(25.3％), '도시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쾌적성'(24.5％), '국가기관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성'(20.6％)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의 30.5％가 '역사성'을 우선 반영 가치로 꼽은 지난 2014년 설문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14) Smart City Readiness: Drivers, Challenges, and Steps for Moving Forward, Cisco and Smart City Council,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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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신재생에너지시스템, 에너지저장

장치 및 스마트그리드 등), 지능형 교통체계․대중교통 활성화․

차량공유 등 스마트교통 시스템과 전기차 확산, 양방향 소통

을 통한 시민참여형 스마트 거버넌스, Big Data를 활용한 스

마트 도시관리 등을 비롯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0년 스마트 에너

지 및 교통부문에 3조6천억원 투자, 중국은 2011~2015년까

지 90조원을 투자하여 320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

진중이며, EU는 2020년까지 CO2 배출의 20% 감축을 목표

로 하고 있고, 일본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1

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합의15)

한 기후변화 대응목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C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에 매년 

1천조를 투자할 계획으로 태양광, 풍력, 지열, 에너지 저장 

등 스마트 에너지 기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은 100% 재

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사회를 향해 순항중 인바, 2011년 신규 

발전설비의 71%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며, 전력의 31%를 

이미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독일은 에너

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 하는 지역과 소도시가 74개

에 이르며, 일본은 동일본 지진 이후 스마트 그리드/마이크

로 그리드 확산하고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 블랙아웃 사태 

이후 스마트그리드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7년까지 전

국에 15~20개 친환경 에너지타운16) 추진 예정이다.  우리나

라의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과 함께 

도시공간 활용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서울 도심 역세권 인

근에 “Share one" 이라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공간

과 공유생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거와 오피스, 회의, 휴

식, 레스토랑 등이 복합된 쉐어하우스가 등장하여 성공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IoT 기술과 공유경제 확산, 1인가구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직주일치 등 변화에 대응하여 스

마트한 도시공간으로 진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례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공동주택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Shart House로 분양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용도지역

제에 의한 용도분리는 점차 약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용도복

합 및 고밀화가 확산17)되고 있다. 

2. 도시공간의 하이브리드, 공원은 어떤 형태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속에서 공원에 접하고 있는 주

거단지와 오피스 등은 그 추가된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는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쾌적함, 건강함, 심리적 안정감 등

의 혜택이 경제적 자산으로 더해져서 평가되는 경우가 적

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내 주거, 문화, 교육, 상업 등 복

합용도의 공간이 공원과 연계되었을 때 그 공간은 더욱 

더 가치가 높아지고 공원의 이용성 및 효용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원의 가치를 나

누는 것이다. 그러한 이용형태는 도시민의 자연과의 접촉 

기회를 높여주고 생활에 활력을 줄 것이다. 최인철 교수는 

EBS 특강,  “일상적 웰빙에서의 행복과 의미” 에서 사람

이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 2위는 “땀 흘리며 걷기”라고 말

했다. 의미도 있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으로서 가치 있는 일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시에서 공원을 생활공간과 긴밀히 

연계하여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높이고, 공원에서 다양한 사람

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만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 및 사회적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 내 직장-주거-상업-문화 등 다양

한 용도가 혼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도 다양한 생

활공간과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다. 

영국 물리학자 Geoffrey B. West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든 도시에 적용되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도시

발전 법칙을 발견했는데, 결과는 왜 도시들이 계속적으로 

팽창하는지와 왜 도시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붕괴하고 

슬럼화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도시가 어느 규모까지 팽

창하는 이유는 도시가 커질수록 도시 GDP, 임금, 일자리, 

생산성 등 긍정적 지표가 개선되기 때문이며, 도시 붕괴 

이유는 도시성장 과정에서 범죄, 에너지사용 증가 등 각종 

비효율과 부작용이 누적되어 어느 순간 성장한계에 도달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도시 발전법칙을 전

면 수정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황종성, 2016) 특히 스마트공원

을  통해 도시 붕괴 이유로 작용했던 비효율, 즉 범죄, 복

15) 파리 협정은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에서 마련한 전 세계 195개국의 합의에 따라 공식 발효됨. POST 2020(신기후 체제 협상)을 통해 2016년 2월 기준으로 161개 당사국

이 2025~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시(한국 37%, 중국 60%, 인도 33~35%, 스위스 50%, 싱가포르 36%, 일본 26%, 미국 

26~28%, 러시아 25~30% 등)

16) 2017년 현재 홍천, 광주, 진천에서 바이오가스 생산/판매중(환경부, 미래부, 산자부 주관)

17) 다양한 용도복합이 가능한 상업용지 이외에 복합용지, 자족시설용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용도지

역 및 용도구역 중 복합용도 부여가 가능토록 제도 신설 확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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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 지출,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

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녹색갈증과 첨단 문화서비스에 대한 욕구 해소,

  스마트공원의 가능성

미국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Osborne Wilson 

1929~)18)은 인간에게는 타고 난 유전적 본능으로 자연생태

계(자연)를 동경하는 Biophillia(녹색갈증)이 있어 우리가 하

는 선택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명

다양성과 생명에 대한 철학으로서 “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더욱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생명에 대

한 동경, 자연에 대한 동경인 녹색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

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한 조명회

사인 코룩스19)는 따스한 인공태양과 푸른 하늘을 재현하고, 

열대 지역에서 북유럽의 지중해 햇빛을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랑스의 시마디자인에서는 천장 대신 

푸른 하늘을 구현하는 LED 패널을 만들었다. 코룩스 연구진

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개발한 조명 시스템은 풀(Full) 스펙

트럼 LED를 사용하여 태양 빛이 유리창을 통해 굴절되어 들

어오는 방식을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밝히며 “따라서 조명이

나 전구를 켜 둔 느낌이라기보다는 실제 창을 통해 파란 하

늘과 태양빛을 보는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네

이처브라이트사의 ‘선터치플러스(Sun Touch Plus)’란 조명 

시스템은 푸른 하늘의 광활한 빛의 스펙트럼을 그대로 재현

하여, 이 제품에서 나오는 빛을 쬐면 마치 주말 낮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공원에서 산책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또

한 음이온을 분출시키기 때문에 폭포나 숲 같은 자연에서 느

낄 수 있는 치료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카콜라는 2012년 8월 리투아니아의 수도 Vilnius(빌

뉴스)에 위치한 Europa Square에서 브랜드 캠페인에서 

도심 한복판을 즐겁게 쉴 수 있는 잔디와 나무가 있는 녹

색 공원으로 바꾸어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사람들과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작은 즐거움과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는 "자연스럽

고 리얼한" 현장의 모습을 담아냈다.  "행복의 조건" / "건

강" 이라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코카콜라의 

캠페인 광고로서 도시에서의 녹지공간이 담아내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공원의 가능성은 녹색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

명력의 도입, 도시 공간에서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는 첨

단 기술을 통한 자연에 대한 경험, 이와 함께하는 커뮤니

티(공동체), 사회적 관계를 여는 창으로서의 공원․녹지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Ⅳ. 스마트공원의 개념과 전개, 전략

1. 스마트공원의 개념, 비전, 구축방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사

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및 자연재해 증가, 저성장

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글로벌 도시화 및 인구구조 변

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와 공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급속한 도시화, 첨단 산업화, 기

계화로 인해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공원

은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자연에 대한 접촉, 인간본성의 

회복, 커뮤니티 회복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시

공간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연성을 강화하

고, 자연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Green Space의 양적 확대 및 접근

성 강화, IoT 기술을 활용한 수직 녹화 확산, 음악․문화․예

술․역사 등 인문 요소와의 다각적 연계,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Gardening, Farming 등 새로운 공원 이용 

서비스20)와 프로그램 발굴, 첨단 AR·VR 기술을 활용한 레

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도입, 공원 내 자연환경과 

18) 원래 개미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사회생물학sociobiology과 생물다양성biodiversity에 대한 연구자이고 통섭consilience과 

친생명성biophilia 이론가이다. 사회생물학 sociobiology 및 생물다양성 biodiversity의 창시자로 불릴 정도의 과학적 업적으로 대중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어쩌면 찰스 다윈 이후 격렬한 학문적, 정치적 논쟁의 주인공이 된 학자이다.

19) http://www.sciencetimes.co.kr/?news

20) 주요 사례로서 Smart Gardening Service와 스포츠 복지 플랫폼 서비스 등에 대해 기획한 바, 공원 인프라와 IoT기술을 융․복합한 

신개념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함. Smart Gardening Service는 IoT 기술을 활용한 Smart Gardening 설비를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Gardening을 통한 교육, 체험, 커뮤니티, 기부, 휴양, 판매 등 도시민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신개념 도시문화 서비스임.  스포

츠 복지 플랫폼 서비스는 동일 생활권내  스포츠시설 인프라 이용․관리APP을 구축하여 미디어 정보표출, 예약, 커뮤니티 활성화 등 스

포츠를 통한 도시민의 건강행복 증진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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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

공, 개인과 커뮤니티를 표출할 수 있는 New Media   서비

스, 도시축제공간으로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Inter-Active서비

스, 언제 어디서든 공원이용 및 관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폭염, 게릴라성 폭우, 미세먼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감․탄소배출 감

소․신재생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실천을 기반으로 지능형 수목관리를 비롯한 지능형 생태

자원 관리와 더불어 열악한 기후환경을 완화해서 원활한 

공원 이용이 가능토록, 주요 시설을 연계하는 그늘이 있는 

순환형 산책 동선, Cooling Mist 등 설비를 통한 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 대피공간으로서 실내형 다목적 파빌리온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등 환

경오염 물질로 인한 야외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사회적 문

제로 인식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바, 국지적 환경정보 제

공 및 대응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민의 경제적·심

리적 위축을 완화해 주는 역할로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

연을 통한 힐링,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정신적․심리

적 건전성 제공, 음악회 및 각종 공연 등 문화행사를 공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저출산․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현상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청

소년과 노령층의 커뮤니티 혹은 낯선 사람과 유대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 노령층의 체력증진 프로그램 및 시설 

등도 미래의 공원이 대응해야 할 변화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화 방향을 담은 공원

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스마트공원의 개념을 요약하면 “자연환경 및 

문화, 놀이, 운동, 교육, 체험 등 다양한 공원․녹지 인프라와 

첨단 IoT기술을 융합하여 자연, 인간, 커뮤니티 회복이 가능

토록 각종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며, 지능형으로 관리되는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스마트공원의 비전은 “인간과 

자연,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Green Flatform” 으로 설정하

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및 자연, 이

와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본성회복, 인간이 도시에서 진정 

행복해 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커뮤니티(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

인 무한한 Green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공원의 구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경적

으로 지속가능하고, 에너지를 저감하며, 커뮤니티․문화․사

회적 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대상지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정하며, 단편

적인 기술의 나열이나 자연을 압도하는 기술위주가 아닌 

Analog와 자연을 향유하고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IoT기술 연계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스마트공원의 새로운 디자인 원칙

스마트공원의 디자인은 기존 공원의 디자인 방식과는 차

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공원의 형태, 기능, 역

할, 비전 등 공원의 프레임이 스마트공원에 부합한 새로운 

디자인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공원은 도시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고, 도시 속에서 각종 

기능과 공간, 커뮤니티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되, 자연속에

서 숲, 문화, 놀이가 일체화 되는 형태로 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원의 공간적 형태는 도시로 열린구조로서 프

랙탈21) 기하학 형태가 되도록 하고, 동선은 도시와 연계하여 

끊임없이 확장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적 측면은 

도시 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혼성·복합·일체화하여 자연

과 함께하는 문화, 상업, 교육, 커뮤니티 등 활동공간으로서 

시너지를 높여, 각각의 공간이 제공했던 활동경험 이외에 놀

라울 만한, 의외성이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공원복합용도구역과 같은 용도구역 지정이나 공원 내 

다양한 시설 복합을 통해 공원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교육, 

커뮤니티 등 도시의 활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공원운영 

수익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타 용도의 복합 용적

은 공원 및 도시의 환경수용능력 범위내로 설정하여 지속가

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공원은 특

히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 순환

체계를 닮아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서 운영토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첨단 기술은 빛, 소리, 미디어, 설비 

등 많은 매체로 다양한 서비스를 표출할 것인바, 건전한 도

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인 것이다. 

21) 고사리를 비롯한 양치류 식물의 잎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잎의 일부분을 확대해보면 전체와 

동일한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을 닮는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을 가지면서 동일

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순환성(recursiveness)을 보일 때, 이를 ‘프랙탈(fractal)’이라고 한다. 양치류의 잎 이외에도 자연에서는 프랙

탈의 예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움푹 들어간 해안선 안에 또 굴곡진 해안선이 반복되는 리아스식 해안선, 큰 번개 줄기에서 작은 

번개 줄기가 갈라져 나오고 또 더 작은 번개가 갈라져 나오는 번개, 그리고 눈(雪)의 결정도 프랙탈 모양이다. 이런 측면에서 프랙탈을 

‘자연의 기하(geometry of nat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랙탈이란? (박경미의 수학콘서트 플러스, 2013. 12. 12.,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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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ew design rules of Smart Parks

Present park design characteristics Smart park design rules

Shape/Structure

Moving Line

Function

Energy

Type of Use

Type of Facility

�Euclidean geometry type, Closed structure

�Separation from city, definite movement

�Independent functions and object roles

�Fossil energy

�Accepting the desired function

�facility reflection with ready-made product 

⇒

�fractal geometry type, Open structure

�Connect with city, Constantly expanding, connecting

�Connection, complex, integration

�Energy self-reliance using environment-friendly energy

�Multilevel use by layer and time

�Innovative design requirement using new technology

스마트공원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시간에 따른 다층적 목

적으로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축제광장은 

평상시에는 운동장, 집회공간, 행사공간 등으로 이용하다가도 

커넥티드 된 IoT기술을 활용한 훌륭한 음악공연장으로, 세계

적 클래식 연주회장으로, 청소년의 게임대회의 장으로, 도시

민들의 Flea Market이나 플래시몹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고, 정치적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도 최적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 및 기술을 융합

하여 개인적인, 소규모 집단적인, 대중적인 공간으로 변신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민의 욕구를 스마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진화가 필요하다. 공원 내 건축 및 시설들은 신소

재, 신공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투입과 에너지 절감

을 통해 유기체적 특성을 유지하며, 인간의 다양한 감성과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

적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스마트공원의 구축전략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스마트공원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공원계획의 프로세스는 스마트공원의 속성을 반

영한 형태와 기능을 구상하고 프로그램 및 시나리오를 계

획한 후 세부 시설물을 계획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맥락에 

부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명시설을 예로 든다면 시간대

별 이용자 수와 밀도에 따른 조도 조절이 가능하며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체계를 연계하고 태양을 컨셉으로한 광장

형태로 이용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소리로 반응하는 등

의 효과를 들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공원설계는 설계가 뿐 아니라 이용자와 관리

자, IT 전문가 등의 협업을 통해 대상지가 가지는 환경적 ․사

회․문화적 잠재력과 시민계층별 요구사항을 담아내며 각종 

IoT기술이 상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획된 시나리오와 공원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잠재적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종 기술이 연계된 스마트공원은 기술이 표출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컨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미디어

를 통한 영상 및 정보 등이 그것인데 이에 대한 면밀한 기획 

없이 미디어 등 매체(기술)만을 중심으로 반영할 경우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볼 수 없다.  컨텐츠는 없고 기술만 있거나, 

목적한 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술은 공원은 있되 이용하지 않

는 공원으로 남을 것이다. 시카고 밀레니엄파크의 크라운분

수는 15.2m에 달하는 LED타워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상분수인데 스크린에서는 1,000여 명의 시카고(Chicago) 

시민의 얼굴이 13분마다 바뀌며 입에서 물이 나오도록 한 것

이 인상적인데, 시민의 영상을 통해 다양한 나이와 인종, 문

화가 공존하는 시카고(Chicago)의 특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관람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작품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시

카고(Chicago)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 중의 하나로 알려

져 있다.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변하지 않는 가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시

대에 확장성 있고, 호환가능하며, 세계 표준의 오픈 데이

터를 활용하는 등 기술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몇

몇 기술을 도입하여 졸속으로 조성된 공원은 도시민에게 

기술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 주게 될 것이다.   

4. 국민통합의 상징, 세종대로의 스마트공원화 제언

2017년 광화문광장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중

요한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22) 서울시는 2017년 5월  세종

대로와 광화문광장 주변의 지상 차도를 모두 없애고 광장 전

22)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1천만 국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에버트 재단은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한국 국민의 촛불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

다. 재단은 이어 “퇴진행동은 평화적 시위와 비폭력적 집회를 가장 열정적으로 옹호한 조직”이라면서 “평화적 집회권리를 행사한 모든 

이들을 대신해 퇴진행동이 이번 인권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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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보행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안23)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을 국가권

력 상징 공간에서 시민중심 광장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에 불을 붙였고, 문재인 대통

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광화문광장이 도로 중앙에 거

대한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어져서 굉장히 아쉽다"며 "우리 역

사문화를 상징하도록 광장에 육조거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해 서울시의 추진 방향에 힘을 실었다. 시는 2019년 착공

을 목표로 2017년 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주변 

아파트·오피스텔 주민들은 교통대책 부재 및 인근 주거단지 

내 차량 매연, 분진, 소음, 체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를 이

유로 이의 철회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대여론도 적지 않은 상

황이다. 그러나 더 큰 공공의 이익과 거시적 측면, 시대적 요

구로서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세종대로”는 대한민국 시민의 

권리 및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민광장으로서의 공간의 잠재

력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 대

중교통 우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의 방향성

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촛불집회 이후, 광화문광장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광화문광장의 이

용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던져 준다.  '향후 광화문광

장에 반영돼야 하는 가치'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29.6％는 

'시민 행사가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시민성'이라고 답했으

며 이어 '조선시대 경복궁 전면 육조거리로서의 역사성

'(25.3％), '도시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쾌적성'(24.5％), '국

가기관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성'(20.6％) 순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세종대

로”에 대해 스마트시민(smart citizen)을 위한 스마트 그

린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다양한 규모의 시민행사(커뮤니티)를 담을 수 

있는 가변적 형태로서 빛과 소리, 매체 등을 통해 시민축

제와 행사에 공감하고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린 플랫폼 

둘째,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과 사회적 재난 등에 대

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Green Roof 플랫폼

셋째, 건강한 생명체계로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Bio 플랫폼

넷째, 다양한 사람과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다이나믹

하고 다차원적인 짜임새 있게 연결된 보행체계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광화문광장을 포함

한 세종대로”가 이러한 스마트 그린 플랫폼으로 재탄생한

다면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구축 및 

활성화, 나아가 해외 수출”에도 큰 동력을 부여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명소가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행복을 위한 공원의 진화 좌표

로서 스마트공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도시에서 행복의 

요건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관계맺기’ 이며 이는 기술

주도의 도시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증진할 수 있는 ‘커뮤니

티’이고, 첨단 IoT 기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도시문

화․축제를 생생하게 같이 느끼고 전율하게 할 수 있는 매

체가 될 수 있다.  스마트공원은 인간, 자연, 커뮤니티의 

회복을 위해 자연 속에서 숲, 문화, 놀이, 커뮤니티가 일

체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하

며, 공원의 이용에  제약으로 다가오는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공원은 “공

평한”, “쌍방향의”, “소통의”, “초연결의”, “지능적인” 속성

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시민참여적

인” 공원을 실현하여 인간소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공원을 계획, 조성,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스마트공원이 도시문화의 플랫폼으로서 공원과 

각종 도시 기능의 복합, 공간의 복합이 가능토록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원과 주거, 상업, 문화, 교육 

등 타 용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공원이 도시 내 섬처럼 

고립되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도시 내 각종 생활공간과 긴

밀하게 연계되어 공원 이용의 시너지를 높이고 각종 커뮤

니티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IoT기술 연계 조경시설물 및 다양한 소재 개발 

등 조경 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IoT 생태자원관

리 및 수직녹화기술, 친환경에너지 연계 조경시설물, AR, 

VR 등 연계 컨텐츠, IoT 연계 미디어 등 다양한 IoT 복

합 조경산업 분야가 예상되나, IoT기술이 연계된 조경시

설물 및 제품은 많지 않다.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삼기 위

해 미래가 요구하는 기술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시

점이다.

셋째, 스마트공원 내 파급력이 높은 체감형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경과 도시계획, 문화, 예술, 토목, 건

축, IT, 교육 등 많은 분야와 협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수

요자 요구와 공간특성을 고려한, 감성을 움직이는 스마트

23) 시의 자문기구 격인 광화문포럼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광장을 둘러싼 세종로와 율곡로 차도는 모두 지하로 들어간다. 광화문 앞 

왕복8차선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월대(月臺·궁궐 전각 앞에 놓인 섬돌)와 해태 등을 복원해 역사성을 살린다. 경복궁과 광장에 이르는 

광화문광장 전체는 보행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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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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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의 생명경관 재생 효과

Bio-Landscape Regeneration Effect of Mega Park in the City of Sejong-da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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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estimation on how much of environmental effect could be produced if Sejong-daero can 

be built as a park, which i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of Seoul. Results were drawn out based on previous studies which had been utilized 

for technical researches in terms of calculating CO2, fine dust, ozone, and heat island. Different aspects had been scrutinized including CO2 reduction 

effect, fine dust reduction, heat island mitigation, ozone mitigation, urban microclimate control, water cycling system improvement, and gree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irst, the amount of CO2 that can be reduced from this change to underground is 53ton/day and the absorption 

rate of CO2 from the public park project is estimated at 250,000kg/CO2 per year. This is equivalent to reducing approximately 5.5% of Seoul 

city’s road transport CO2 emission. Second, due to the fine dust reduction, airborne dust (PM10) is expected to be reduced at 25% while fine 

dust (PM2.5) is expected to be reduced at 40%. Third, heat island mitigation impact is expected to reduce from 2.5℃ to 4.5℃. Fourth, ozone 

mitigation will cut off approximately 14% of nitrogen oxide, which is antecedent of ozone, and also reduce as much NOx and VOCs as the amount 

produced by 60 million vehicles. Fifth, microclimate control impact disperses and purifies stagnant pollutants by circulating the air and lowering 

the temperature including urban heat island, radiant heat, and terrestrial heat by forest’s cooling effect. Branches and leaves of trees can prevent 

pollutants to actively move around by absorbing them and removing them. Sixth, water cycling system impact needs to be designed by utilizing 

penetration facility and rainwater harvesting facility that can accommodate 429㎥/hr. Fostering rainwater garden, water wall, and water fountain 

will go undercurrent rainfall effluent and purify them, which will prevent flood in the urban area and provide habitat for different organisms. 

Lastly, urban green infrastructure expansion impact had been studied. For the case of Jung-gu, if the public park project on Sejong-daero 

(approximately 710,000㎡) is completed, approximately 20% more green infrastructure will be increased compare to the existing one. CO2 absorption 

rate will increase by 2.21% in Seoul area, but it will be 9.61% for Jung-gu. In addition, the public park project will coordinate with other urban 

park greens which are Gyeonbokgung Palace, Deoksugun Palace, and Namsan Mountain, from which it will become urban green platform. This 

research had discussed about 7 different impacts, but in reality, all these impacts will happen simultaneously, impacting each other as well. As 

a result, these 7 different impact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grated nature circulation which will have regenerative effects. This research 

studied regenerative effects of bio-landscape regeneration only from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but the ripple effects and symbolism that 

it holds in terms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 is expected to be much greater including providing habitats for animals and plants, 

increasing urban biodiversity, promoting green jobs, improving health, and increasing property value.

키 워 드 : 세종대로, 메가 공원, 생명경관 재생, 이산화탄소 저감,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오존, 도시 미기후, 수순환 개선, 그린인프라
Keywords : Sejong-daero, Mega Park, Bio-Landscape Regeneration, CO2 Reduction, Fine Dust Reduction, Heat Island, Ozone, 
           Urban Microclimate, Water Cycling System, Green Infrastructure

Ⅰ. 서 론

전 세계 도시에서는 지구기후변화로 인한 도심 홍수, 

열섬현상, 폭염 등으로 발생되는 도시민들의 피해를 완화하

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 차량에서 발생

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각종 

정책과 규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었으며 다양한 방

법이 제안되어 실행되고 있다.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도심의 미세먼지, 오존 등으로 인

한 대기오염 역시 국제적, 국가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가스연맹(2016)에 따르면 2012년 

유렵에서만 미세먼지로 인해 4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였

고 보건 관련 비용만 1,149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

생되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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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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 

연구데이터서비스(2010) 기준으로 서울 시가화면적 362.5㎢

(59.9%) 중 도로 면적은 83.61㎢로 서울 시가화면적의 약 

22%가 도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많은 면적의 

도로는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도시홍수, 도시열섬 등은 도

시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연은 반대로 이

러한 오염물질들을 순환시키고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역

할을 한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

지하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2017년 9월 24일 

서울시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을 

가지고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구간의 차

량 통행을 통제하였다. 재활용 장터, 대기질 체험부스, 전기

차 체험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으

며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의회,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우리은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전기차 시대 공동 선언

문’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도심 통행 차량으로 

인한 정체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종대로가 가진 상징성과 

대표성 때문에 이러한 행사들은 대부분 세종대로 또는 광화

문 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0년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광화문광장이 조성되었고 시청 앞 서울광장, 숭

례문광장, 서울역광장 등이 개․보수되면서 늘 다양한 행사 장

소로 활용되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서울 도심의 상

징적인 거리임이 분명하다.

세계 주요 대도시들은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의 빅딕(Big Dig) 프로젝트2),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프로

젝트3) 등은 대규모 도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 구간을 공원으

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미 서울에서도 경부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 서부간선 도로 등의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 담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지고 있다. 

2016년 7월 20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도시설계학회 

주최, 서초구청 후원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비전과 전략’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한남IC 지하화를 

통해 강북 도심과 강남 업무지구, 양재와 판교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7년 7월 21일에

는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도로 공간

의 입체적 활용에 과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

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지하공간 개발 사업

은 서울역 지하공간 복합개발,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및 

간선도로 지하화, 광화문 일대 지하 공간 개발사업 등 총 

375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1.3배에 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동향에 발맞춰 서울 도심 세

종대로 메가 공원화 담론을 형성하고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의 생명경관 재생 효과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세종대로를 자연이 작동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얼마만큼의 환경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수치를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산화탄소, 미세

먼지, 오존, 열섬 등 특수한 장비와 기술력이 필요한 분석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를 유

추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세종대로와 비슷한 면적이나 환

경적 상황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명경관 재생 효과를 

유추하였다. CO2 저감 효과,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오존 저감, 도시 미기후 조절, 그린인프라 구축, 수순환 개선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이론고찰

1. 도심 차량 제한을 통한 생명경관 재생 사례

유럽 대도시 중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프랑스 파리는 

2014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날마다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

고 올해는 노후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였다. 영국 런

던은 도심 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탈

리아 로마는 도심지역에 ‘ZTL(교통제한구역)’을 설정해 등록

이 안 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

트는 2018년부터 도심에 노후 디젤차 진입이 금지될 예정이

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차 없는 도심 계획을 위해 주차장을 

없애고 이를 도보로 변환 및 자전거 도로로 확충했으며 

2019년에는 도심의 1.7㎢ 부분의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시

킬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는 오래전부터 자동차의 파리 진입을 최대

한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일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6년 3월, 안 히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후

보 공약사항이었던 자동차 로터리로 활용되고 있는 파리 

시내 7개 대형 광장의 재생계획을 가결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회전교차로를 시민의 광장으로 

2) 빅딕(Big Dig)은 1991년 미국 보스턴 외곽과 도심 사이(약 26㎞)를 연결하는 6차로 도로를 8~10차선으로 넓히고 고가도로를 철거

하는 대신 지하도로를 건설해 607㎢의 공원과 90만㎡의 녹지를 만든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약 17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주거

와 업무 등 기능을 높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21세기형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받았다.

3) M30은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을 순환하는 고속도로다. 그 중 서쪽 만사나레스 강변 구간은 12.5㎞를 지하화한 대심도 도로로 유럽 

도시 중 가장 긴 지하 고속도로이며 지하 35~60m에 지름 15.2m의 복층 구조로 건설되었다. 2004년부터 약 5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되

었으며 지상 구간은 공원으로 만들어져 시민에 개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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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며 시민

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2019년까지 진행될 예

정이다. 자동차 주행 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광장의 녹지 

면적을 늘려 차량 통행보다는 보행자 이용을 우선시 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파리시 내부의 재생대상 7개 

광장 중 나시옹 광장의 경우 현재 24m인 차도 폭을 12m

로 줄이고 주행 속도를 20km로 제한하였다. 광장의 녹지

면적과 단기 행사용 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자의 활동이 우

선시 되도록 하였다(이수진, 2017). 

서울을 중심인 세종대로에서도 ‘시민광장조성’, ‘국가상징

거리조성사업’ 등 위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숭례문 광

장이나 서울역 광장은 아직까지 차량 중심의 이용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광장은 녹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수목이 

없다보니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에는 주변 빌딩과 차량으로 

인해 광장의 온도가 상승하여 온열질환에 노출 될 위험이 높

다. 겨울에는 빌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지풍으로 체감온도

가 떨어져 광장 이용도가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

2. 도심 도로 지하화를 통한 생명경관 재생 사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를 공급한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보스턴의 빅딕(Big Dig) 프

로젝트다. 1959년 개통된 6차선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기존 

도로 아래에 8~10차선의 지하 고속화 도로로 대체하였다. 

1991년 착공되어 1997년 완공된 빅딕 프로젝트 중 

Central Artery/Tunnel 프로젝트는 가장 많이 알려진 구

간이다(Figure 1). 5.6km 지하 고속도로 위에 45개 이상

의 공원과 도시 광장으로 보스턴 도심과 북쪽 해안을 연

결시켰다. 상부는 Rose Kennedy Greenway를 만들어 보

스턴의 경관, 환경을 개선시켰으며 교통의 개선과 교통체

증 감소,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전 도시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2% 감소되었고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시간당 

62% 감소하여 1995년부터 매년 약 19억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하였다(김형보, 정대석, 2007).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프로젝트는 도심을 순환하는 고

속도로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의 터널 구간을 만들어 

단절된 지역을 연계하고 시민들에게 공원 녹지를 제공하였

다. 특히 만사나레스 강변 터널 구간은 슬럼화 되어가는 지

역을 강변 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프라도 미술관과 국립 소

피아왕비 예술센터를 연계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유도

하여 도시재생을 실천하였다(Figure 2). 또한 기존 고속도로

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결하였으며 지하 구간에 버스와 지

하철 환승터미널이 연계되어 빠르게 전국 각지로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게 하였다. 터널 구간에는 최첨단 필터 시스템

이 설치되어 하루 동안 지하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20만대에

서 나오는 오염물질 중 90%가 제거되어 대기오염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김인수, 2016).

* Source : pinterest.com

Figure 1. Boston Big Dig project before and after aerial 

picture

* Source : urbanistdispatch.com

Figure 2. Madrid M30 Project in Manzanares River, 

Madrid Rio before and after image

서울의 4대문 안 도심 통행속도는 해마다 떨어지다 최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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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각종 집회와 행사들로 인해 차

량 통행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도심 통행속도가 증가하였

지만 그 결과 외곽도로나 고속도로의 통행속도는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차량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토지보상비가 

도로 건설비용의 95% 정도를 차지해 사실상 지상도로 확충

은 한계에 다다랐다(곽수근, 2007).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위해 2009년 서울 대심도 도로 계획4)을 추

진하였다. 지하 40m 이상 지하도로를 건설하면 토지 보상비

가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획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다. ‘대심도 도로'는 지하에 건설된 도로

를 말하는데 대심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지하 구간이다. 국내의 경우 통상 지하 40m가 기준이다. 이 

구간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보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도로와 달리 오히려 건설비가 적

게 들기도 한다. 단순하게 지하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도로의 양적 확대를 논의하기 보다는 지상부의 공원·녹지 등 

복합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 환경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시

점이다.

Ⅲ. 분석의 틀

1. 대상지 선정 및 범위

1) 대상지 선정 배경

세종대로(世宗大路, Sejong-daero)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

대문로5가 67-2(서울역)에서 시작하여 종로구 세종로 1-58

(광화문)에서 끝나는 도로이다. 도로명 고시 이전에는 종로구 

구간을 세종로(世宗路), 중구 숭례문 이북 구간을 태평로(太

平路), 이남 구간을 남대문로(南大門路)라고 했다. 너비는 

100m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길이고 총연장 2,240m이

다. 교보빌딩, 세종문화회관, 정부중앙청사, 문화관광부청사 

등 문화와 행정의 중심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1995년 서울시에서 광화문~시청~남대문~서울역 2km 구

간을 ‘국가중심가로’로 조성하였으며 2003년에는 ‘시민광장조

성기본계획’을 통해 3개의 시민광장(광화문, 시청앞, 숭례문)

을 지정하였다. 2010년 국토부에서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고 세종로 보행로 확장 및 가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사업으로 (구)국세청 별관 철거 후 지상 공원 조성 및 지하 

공간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도시건축박물관을 조성 중이며, 

세종로 공원 내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하여 광화문 광

장 재구조화와 연계해 계획되고 있다. 이처럼 세종대로는 우

리나라 수도 서울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도심의 도로이며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요소가 집약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2) 대상지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 범위는 세종대로 총 연장 2,240m에서 

광화문광장을 제외한 세종대로사거리~시청교차로~숭례문오

거리~서울역사거리까지 약 1.5km의 도로로 설정한다. 대상

지 면적에는 메가 공원화와 연계하여 활용될 잠재력이 있는 

시청 앞 서울광장, 숭례문광장, 서울역광장 등을 포함한다. 

연구대상지의 전체 면적은 약 120,000㎡로 설정하였다

(Figure 3).

* Source : Researcher

Figure 3. Research area(Green Color)

2. 분석 방법

1) 생명경관 재생 범위 선정

본 연구는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의 생명경관 재

생 효과’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 ‘생명경관 재생’의 

범위를 정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이

론고찰과 문헌고찰을 통해 생명경관 재생 범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도시의 ‘생명경관 재생’ 개념은 

크게 도시에 미치고 있는 자연의 힘을 기준으로 ‘대기’, 

‘열’, ‘녹지’, ‘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4가지 분류는 도

시에 작동하는 자연의 힘이며 도시민들에게 늘 영향을 주

고 상호관계하고 있는 힘이다. 도시에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다(Table 1). 

세부적으로 선정한 분류를 살펴보면 ‘대기’는 최근 대기오

염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산화탄소 저감’과 ‘미세

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열’은 여름철 도심에

4) 2009년 서울시가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 40~60m 깊이에 대심도 도로 6개 노선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11

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남북 3개축과 동서 3개축 등 총 길이 149km로 지하도로망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발과 논란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서부간선도로 10.33km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환경정화시설 환기구에 대한 주민

들의 반발로 2016년 8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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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폭염, 열섬 등을 토대로 ‘열섬현상 완화’, ‘오존 

저감’을 선정하였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늘 논의되고 있는 

‘녹지’는 세부적으로 ‘도시 미기후 조절’과 ‘그린인프라 구축’

으로 선정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물’은 지

구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 홍수 

방지 측면에서 ‘수순환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Division Detailed Division

Air
Carbon dioxide reduction

Fine dust reduction

Heat
Heat island reduction

Ozone reduction

Green
Urban microclimate control

Green infrastructure 

Water Water circulating system

* Source : Researcher 

Table 1. Contents of 'Bio-Landscape Regeneration'

내용적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

서 재생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생명경관’의 의미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

경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 생명경관 재생 효과 산출 방법 

생명경관 재생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세종대로의 지역

적 특성, 건축물과 광장의 위치,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집회

나 행사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

시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산

화탄소, 미세먼지, 오존, 열섬 등 특수한 장비와 기술력이 필

요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를 유추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시의 환

경공학적인 측면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세종대

로와 비슷한 면적이나 환경적 상황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

로 생명경관 재생 효과를 유추하였다.

Ⅳ. 세종대로 생명경관 재생 효과

1.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이산화탄소는 지구기후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

기오염 물질로써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제

로도시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5%를 차지함에 따

라 저탄소 도시 건설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Ze-sen Wang, 2015). 이산화탄

소 감축 효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종대

로가 지하화 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되는 효과

이다. 둘째,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로 식재된 수목들로 인

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1)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

IPCC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가 규정하는 교

통부문의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인데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95% 이상)은 연

료 구분(휘발유, 경유, LPG, LNG)과 상관없이 이산화탄

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2011)에 따르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 산정식은 특정시간대(j), 특정도로구간(i), 교통량, 

배출계수의 함수이며 함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배출계수는 

속도, 차종(연식 포함), 연료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되며 그 외

에 교통량, 차종비, 연식, 유종비, 속도, 구간거리 등의 자

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시 교통조사는 검지

기 기반으로 배출량을 선정하고 있고 차종, 연식 등은 조

사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에서 연구된 검지기 기반 배출량 산정 대상구간 중 교

통량과 거리가 가장 비슷한 구간을 선정하여 세종대로 구

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발행된 교통량 조사 자료

(2016)에 따르면 세종대로 2개 지점(시청역, 서울역 부분)에

서 조사된 교통량은 2016년 일평균 양방 73,057대(서울역), 

89,265대(시청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심 교통량 24개 지

점과 비교했을 때 1, 4위에 해당하는 양이며 하루 평균 

162,000대가 세종대로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로와 가장 유사한 통행량과 교통구조를 보인 학

의-판교 방향의 외곽순환도로 지점은 거리가 3.1㎞이고 

차로 수는 방향별 4개이며 교통량은 일평균 양방향 

180,779대이다. 배출량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의 경우 54.9ton/일이고 질소산화물은 260.2kg/일이다. 이

를 통해 세종대로의 하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략적으

로 약 53ton/일, 질소산화물의 경우 약 250kg/일로 유추

해볼 수 있다(Table 2). 

Division
Seoul beltway

(Hakui-Pangyo)
Sejong-daero

Distance 3.1km 2.2km

Road Number 8 8~10

Traffic volume(Daily) 180,779 162,322

CO2 Emissions(ton/day) 54.9 about 53

NO2 Emissions(kg/day) 260.2 about 250

* Source : Kim, Young-kook (2011) restructure

Table 2. Comparison between Sejong-daero and Seoul 

beltway Hakui-Pangyo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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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저속 주행 

시(65km/h 이하) 고속 주행 시보다 그 배출량이 기하급수적

으로 또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배출계수의 특성

을 감안하면 늘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세종대로의 경우 온실

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추한 양보다 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대 효과

본 연구의 대상지 면적은 120,000㎡이다. 이 중 광장을 

제외한 현재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81,000㎡이다.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가 된다면 지상부에 기본적으로 필

요한 2차선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약 10,500㎡를 제외하

고 최소한의 시설물 면적 약 20,500㎡를 제외하면 대상지

의 녹지면적은 최대 약 70,000㎡를 확보할 수 있다. 

김현재(2016)의 연구에서 보면 서울에 있는 6개의 근린공

원에서 수목들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측정 하였다. 6

개의 근린공원의 녹지 면적을 살펴보면 글샘작은 근린공원

(6,288㎡), 한우물 근린공원(7,211㎡), 글샘 근린공원(17,147

㎡), 세곡동 근린공원(7,750㎡), 능말 근린공원(8,427㎡), 구

릉 근린공원(24,493㎡)이며 총 71,316㎡이다. 6개 공원의 총 

면적의 합은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 녹지면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공원준공도서를 통해 조사된 식재수목의 흉고직

경을 기초로 상대생장식을 이용하여 도시공원조성 당시 식재

수목의 연간 CO2l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공원별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은 253,818㎏CO2l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종대

로 메가 공원화를 통한 수목들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략적으로 약 250,000kg/CO2l로 유추해 볼 수 있다.

Division
6 Neighborhood 

park in Seoul

Sejong 

mega-park

Area 71,316㎥ about 70,000㎥

CO2 Absorption

(kgCO2/year)
253,818 about 250,000

* Source : Kim, Hyun-jae (2016) restructure

Table 3. Annual amount of CO2 absorption by Sejong 

mega-park

세종대로의 일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연간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약 20만 톤이고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25만 톤이다. 천성문(2010)은 실제 교통량을 바

탕으로 도로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서

울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 총 723개 지점에서 교

통량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교통량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정

하면 연간 813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되었다. 만약 세종대로를 지하화하고 메가 공원화한다면 서

울시 도로수송부문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5%

를 저감 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 서울시 전체 도로를 비

교해 놓고 본다면 세종대로 지하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중심부에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대

기오염 물질이 사라지고 공원화로 인해 녹지가 조성된다면 

사회적인 파급효과나 상징성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미세먼지 저감 효과

1) 미세먼지 현황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1995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기 시작하여 2014년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전면적

으로 시행하고 있을 만큼 최근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 가속화되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황사, 스모그, 대기

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심각

한 수준에 이르렀고 도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

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자연재난으

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

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2017

년부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

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제암

연구소 IARC에서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

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이산화탄소와 마찬

가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공원화를 

통한 녹지 확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이며 관련 연구를 

통해 유추해보았다. 두 번째는 지하 도로화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완화 효과이며 차량의 미세먼지 오염원 배출과 터널의 

미세먼지 흡착 필터로 인한 효과를 유추하였다. 

2) 미세먼지 저감 효과

① 도심 녹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국립산림과학원(2017)은 서울 동쪽에 위치한 홍릉숲과 도

심의 미세먼지 농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연구결과 도시 공원

은 도심의 부유먼지(PM 10)를 25.6%, 미세먼지(PM 2.5)를 

40.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수목은 광합성 작용을 위해 기공으로 이산화탄소를 흡

수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부유먼지를 함께 흡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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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표면에 있는 털 등에 흡착 또는 침적되어 있다가 비가 

내리면 함께 떨어지면서 그 비율을 낮추고 있었다. 또한 

오염물질의 농도는 잎의 면적지수와 마찰속도, 대기의 온

습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잎에 털이 많은 느

티나무, 잎이 끈적끈적한 주목, 잎이 두꺼운 동백나무, 단

위엽면적이 큰 산철쭉 같은 수종이 미세먼지 흡수에 더욱 

효과적이며 특히 바늘잎나무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침엽수의 경우 한 그루당 1년에 44g의 미세먼지

를 흡수하고, 활엽수의 경우 22g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에서는 연간 한 그루의 나무가 평균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방법과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를 통한 부유먼지

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

원에서는 숲 경계, 내부, 중심과 2km 떨어진 도심에서 부

유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였다. 부유먼지의 경우 

도심에서 평균 60.2㎛/㎥, 숲 경계는 40.6㎛/㎥, 숲 내부는 

51.2㎛/㎥, 숲 중심은 42.4㎛/㎥로 도시공원은 평균 44.7

㎛/㎥를 보였다. 도심과 비교하였을 때 부유먼지가 평균 

26.5%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미세먼지의 경우 도심

은 평균 26.5㎛/㎥, 숲 경계는 13.3㎛/㎥, 숲 내부는 14.8

㎛/㎥, 숲 중심은 13.4㎛/㎥로 도시공원은 평균 13.8㎛/㎥

을 보였다. 도심과 비교하였을 대 미세먼지가 평균 40.9% 

낮게 나타났다(Table 4).

Division PM10(㎛/㎥) PM2.5(㎛/㎥)

Edge of a Forest 40.6 13.3

Inside of a Forest 51.2 14.8

Center of a Forest 42.4 13.4

Forest Average 44.7 13.8

Center of a City 60.2 26.5

Reduction effect 26.5% 40.9%

* Source :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7) restructure

Table 4. Reduction effect of fine dust by urban park

홍릉숲의 경우 전체 면적이 440,000㎡이나 되기 때문

에 숲 내부와 숲 중심에서 측정된 값은 본 연구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숲 경계와 도심의 비교를 

통해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 효과를 유추한 결과 부유먼지

는 약 25%, 미세먼지는 약 40%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도심 차량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전국 오염원 조사(2005)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

원 기여도에서 경유차가 29%로 1위를 차지한다. 건설기계 

등이 22%로 2위, 냉난방이 12%로 3위를 보였다. 이를 바탕

으로 차량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대로 공원화를 통해 차량

의 통행이 지하화 된다면 기존의 미세먼지 오염원의 약 30%

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엽, 김일호(2017)는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필터 

모듈의 흡착 연구를 통해 터널 공기질 개선 필터장치를 통해 

부유먼지는 91.3%, 미세먼지는 26.4%를 감축하는 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대로 지하화를 통해 터널 필터장치

로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열섬현상 완화 효과

1) 열섬현상 현황과 위험성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를 통한 열 환경 개선 측면

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폭염일수(일 최

고기온이 33℃이상인 날의 일수)는 2016년 24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 2일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온

열질환자도 170명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3년간 발생한 환자

보다 많았다(서울연구원, 2017). 세종대로는 특히 고층건물들

이 밀집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인해 도시민들은 열 질

환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014)에서는 2007년 종로대기오염측정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심 온도를 측정하여 도심의 열 변화를 파악하였

다. 여름철 한낮의 경우 도심은 최고 62.1℃까지 올라갔으며 

주변 녹지지역과 온도 차이는 무려 20℃ 이상 차이가 났다. 

2) 열섬현상 완화 효과

① 도심 녹지의 온도저감 효과

국립기상과학원(2015)은 강남에 있는 선릉과 그 주변

의 낮 기온을 비교하였다. 여름철 선릉은 평균 27.8℃, 주

변 상업지는 30.6℃로 평균 2.8도의 차이를 보였다. 한여

름인 8월에는 3℃이상 기온 차이가 나며 숲이 기온을 떨

어뜨리는 냉섬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심의 

녹지는 나뭇잎이 태양 복사를 차단하고 그늘을 만들어주

며 증발산으로 배출된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주변의 온도

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섬효과를 완화 시키는데 

효과적이다. 

② 미시적 규모에서의 녹지의 온도저감 효과

박채연 외 3인(2016)은 미시적 규모에서 수목의 열섬

저감효과를 입증하기위해 총 19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목, 식생, 옥상 및 벽면녹화, 녹지로 분류하여 열섬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수목의 경우 개

별 수목이 낮출 수 있는 온도는 평균 3.56℃, 식생은 광

역적으로 평균 0.45℃, 국지적으로 평균 3.26℃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옥상 및 벽면녹화의 경우 평균 2.55℃가 

저감되었고 녹지는 평균 4.5℃나 저감할 수 있었다.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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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옥상 및 벽면녹화, 녹지지역 모두 미시적으로 여름

철 낮 기온을 2.55℃에서 4.5℃까지 낮출 수 있었다

(Table 5). 연구자는 수목의 온도 저감 능력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과 풍속 조절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

에 온도저감량 뿐만 아니라 에너지저감량과 온열환경지표

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ategory Studies Average S.D

Tree 6 3.65℃ 1.60

Vegetation(regional) 2 0.45℃ 0.05

Vegetation(local) 3 3.26℃ 1.69

Green roof/wall 4 2.55℃ 0.43

Green area 6 4.50℃ 1.20

* Source : Park el at.(2016)

Table 5. Air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of tree

③ 도심 소규모 녹지의 온도저감 효과

박종훈(2013)의 도시블록단위에서 소규모 녹지가 기온

저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비녹지인 양지의 기온보

다 녹지기온이 최고 4.2℃ 유의성 있게 낮았다. 또한 소규

모 녹지 조성을 통해 2℃이상 낮게 하려면 면적이 650㎡

이상 체적은 5,000㎡ 이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시의 작은 공간일지라도 소규모 녹

지가 규모나 유형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기온저감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심 녹지의 온도저감 효과를 

최소 2.5℃에서 최대 4.5℃까지로 판단할 수 있었다. 세종

대로 메가 공원화를 통해 서울 도심의 열섬현상을 최대 

4.5℃까지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폭염, 열대야 일 수 감소, 온열질환자 예방, 주변 건물들

의 냉난방비 부하 저감 효과 등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오존 발생 완화 효과

1) 오존 현황과 위험성

도시열섬현상은 여름철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을 촉진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정체를 유발한다. 특히 오존은 

자동차 매연, 공장 연기 등에 존재하는 일산화질소(질소산화

물, 휘발성유기화합물)와 강한 햇빛을 만나면 광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오존의 농도가 증가하고, 인체에 해를 입히는 오존

으로 변질된다. 201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오

존 농도가 0.01PPM 증가하면 일평균 사망자수는 

0.37~2.03%가 늘고, 천식발작으로 인한 입원률은 3~6% 증

가한다고 한다. 기후에너지건강포럼에서는 국내에서 한해 평

균 1666명이 오존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으로 사

망한다고 한다. 최근 5년 사이에 연평균 오존의 농도는 2000

년 0.020ppm애서 2015년 0.027ppm으로 35%나 증가하였으

며 8시간 기준 0.06ppm을 넘기지 않은 측정소는 전국 256개 

중 단 1곳에 불과했다. 서울은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오존주의보, 0.3ppm이상일 때 경보, 0.5ppm이상일 때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2012년 66회

에서 2016년 241회로 급증하였다. 

서울 도심의 경우 차량의 열기로 인해 열섬현상이 심해

지면 대기 중의 오존 농도 또한 상승하게 된다. 오존 농도

가 0.1~0.3ppm일 때 사람이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

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며, 

0.3~0.5ppm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며 폐 기능이 약해지고, 

0.5ppm 이상에서 8시간 정도 노출되면 기침,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 기능에 이상이 오며 심하

면 실신하기도 한다. 오존은 미세먼지처럼 마스크를 쓴다

고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도심에 

사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들은 외출을 삼가고 특히 이산

화탄소가 많은 도로 부근은 피해야 한다(김운수, 2014). 

2) 오존 발생 완화 효과

오존은 대기오염 배출원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 아니고 대기 중에서 햇빛과 오존 생성 전 

다른 대기오염물질(NOx, HCs 등)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2

차 오염물질이므로, 이들 전구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관

리에 주목해야 한다. 오존생성 전구물질인 NOx와 HCs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므로 자

동차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를 통해 일평균 약 162,000대가 

지하화 되는데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자가용 대신

에 버스를 이용하면 질소산화물을 약 25%, 휘발성유기화

합물을 약 90%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면 

질소산화물을 약 65%,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약 99% 감소

시킬 수 있다. 

대기 중에서 이미 생성된 오존으로부터 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존에 비교적 내성이 강한 식물을 식

재해야 한다. 또한 식물의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을 이용하

여 대표적인 오존 생성 전구물질의 하나인 NOx를 많이 흡

수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오존 생성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는 오존에 대한 내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NO2의 흡수량도 많아 오존 농도가 높은 도로

변에 심기에 적절하다.

오존 발생 완화 효과로는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의 약 

14%가 차량운행을 통해 발생되는데, 세종대로 통과 차량을 

지하화 할 경우 오존 생성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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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2016)의 전국 연료별 자동차 등

록대수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디젤 차량이 2015

년 565만대에서 2016년 794만대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를 향후 오존 발생의 잠재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종대로 차량 지하화는 이러한 문제를 완

화 시킬 수 있는데 위에서 연구된 통과차량 대수 연간 약 6

천만대의 차량이 내뿜는 질소산화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오존 발생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도시 미기후 조절 효과

도시 미기후는 온도, 습도, 풍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

후에 대한 인간의 감각은 이 3가지로 결정된다. 이를 

Comfort zone이라 부른다. 도로의 차량은 도심 온도를 높이

고 바람을 정체시키며 습도는 낮춰 불쾌지수를 높인다. 도로

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미기후의 문제는 도시민들에게 중대

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대로 공원화는 빌딩숲 사이에 

식재되는 수목과 녹지를 통해 도심 녹지율이 증가시키며 이

는 단순한 녹지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도시민에게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시적으로 보면 도시의 미기후를 

조절하여 도시민들이 쾌적한 도심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1) 도시 미기후 특징

세종대로의 높은 빌딩들로 이루어진 협곡은 높은 수치

의 유해물질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분산 또한 

억제한다. 실제로 토론토에서 조사된 도심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인도에서 걷는 사람에 비해 3층에서는 37%, 54층

에서는 60%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변 건물의 높이와 모양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 Source : The Granite Garden(1985)

Figure 4. Flow patterns around tall, slab-like buildings. 

areas of increased wind speeds at pedestrian level.

고층빌딩의 하강기류는 도시 중심부의 탁한 공기를 강하

시켜 거리와 인도에 먼지를 일으킨다. 거리 모퉁이의 난기류

는 오염물질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계속 맴돈다. 바

람은 독성물질을 빠르게 퍼트릴 수 있으며 거리의 패턴에 따

라 가속화되거나 소용돌이를 형성하기도 한다(Figure 4).

도시의 형태와 높이, 방향에 따라 공기층이 변화하고 공기

흐름은 개별 도시들마다 독특하며 복잡하다. 표면지형, 건물

의 공기 역학적 모양, 도시의 형태 등으로 도시의 대기오염 

물질과 열이 증가한다(Figure 5). 

* Source : Wikipedia(Operational Street Pollution Model)

Figure 5. Principal flow pattern inside a street canyon 

for near perpendicular roof level wind direction and 

schematic picture of the main processes assumed in 

OSPM.

세종대로 부분도 높은 빌딩들과 많은 도로들이 있는 복잡

한 형태이다.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와 오염물질들이 순환하

지 못하고 도시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도로의 교

통정체는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광장은 겨울에 오랜 시

간 그늘져있고 여름에는 오래 태양에 노출된다. 광장의 기념

비적인 구조와 건축적 설정은 도시에서 인상적일 수 있으나 

자연입장에서는 재해가 될 수 있다. 여름에는 그늘 없이 태

양에 의해 과도하게 열이 생성되며 겨울에는 눈과 휘몰아치

는 바람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Anne 

Whiston, 1985). 

2) 도시 미기후 조절 효과

도심의 수목들은 나뭇가지와 잎으로 빌딩들로 인해 발

생하는 복사열과 열섬, 지열의 상승 등을 막는다(Gregory 

McPherson, 1994). 기존의 도로 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들은 거리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위치에 고립되어 있으나 

도심의 수목들은 바람길을 생성하고 그림자를 통해 기온

을 하강시켜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대기 중 입

자들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기체로 된 오염물질들은 흡수

하기도 한다. 큰 나무로 풍성한 공원은 미기후로 인해 도

심과 비교하면 훨씬 시원하다. 나무와 잔디로 인해 그늘이 

많고 빛 반사와 열방사가 적기 때문에 인접한 도시 가로

에 비해 공원은 더 시원하게 느껴지며 공원에 나무의 잎

과 잔가지는 먼지 필터 역할을 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정

화시켜 도시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대로에 연계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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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서울역광장도 메가 공원화되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의 미기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를 통한 도시 미기후 조절 효

과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냉각효과로 도심 열섬, 복사열, 지열 등의 온도는 저감하고 

이를 통해 폭염, 열대야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도시의 

대기를 순환시켜 거리에 정체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분산시

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수목의 가지와 잎은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막고 흡착시켜 정화 또는 제거를 한

다. 넷째, 공원·녹지는 도시민들에게 쉼터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준다(Table 7).

Division Effect of microclimate

Urban cooling 

effect

Protect of urban heat increase

Decrease heat wave, tropical night

Air circulation 

effect

Eliminate isolated pollutants

Dispersion of pollutants

Tree branches 

and leaves

Protect movement of pollutants

Purification and removal of pollutants

Trees and 

flowers

Providing shelter for urban residents

Providing psychological stability

* Source : Researcher production

Table 7. Effect of microclimate control by urban park

6. 수순환 체계 개선 측면

1) 수순환 체계 현황과 위험성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 홍수 방지 측면에서 ‘수

순환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홍수 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개발 지역에서 30% 정도의 포장만 

이루어져도 100년 빈도의 홍수 세기가 약 2배로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Anonymous, 2009). 이와 더불어 도시의 낙

후된 배수시설은 도심 홍수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이 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도심 홍수의 발생 원인은 내수침

수가 원인인 경우가 70%로(심재현 외, 2006) 과도한 도시화

에 따른 하수관거 용량 부족과 불투수층 확대가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9월 태풍 콘파스로 인해 

세종대로를 비롯한 광화문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낮은 투수율의 반생태적 세종대로는 더 이상 하수도

의 배수 능력이 순간 강수량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인 것이다. 

도시의 수순환의 취약점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환경정부

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가 환경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준호, 2008). 저영향개발은 기존 

집중식 관거 시스템과 다른 접근방식으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왜곡된 수순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다. 

침투, 저류 등 자연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녹지 확충 요소(빗

물저류조, 식생수로, 빗물정원, 옥상녹화, 워터월, 투수포장 

등)를 적용·개발하여 투수율을 개선하고, 자연 상태의 수문순

환 상태에 가깝도록 모사하는 최신 물관리 기술이다. 본 연

구에서는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 녹지면적 내 저영향개발의 

설치 요소들을 포함시켰을 경우 수순환 체계 개선 효과가 어

느 정도 되는지를 다루었다. 

2) 수순환 체계 개선 효과

수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저영향개발 도입은 우수유출량

을 저감시켜 도심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식물을 식재하여 

관리하는 구조로 하수 관거 시스템 설치에 비해 시공비와 관

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또한 저장된 빗물에 약간

의 처리를 거치면 생활용수, 비상용수, 소방용수, 조경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즉,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적, 사회적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① 필요대책량 산정

세종대로에 내리는 종로구 연 평균 강수량은 792.1mm이

며 세종대로가 공원으로 조성 될 경우 전체 면적은 120,000

㎡, 녹지 면적은 70,000㎡으로 예상하여 필요대책량을 산정

하고자 한다. 빗물분담량은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공원으로 

조성될 시 7.5mm/hr이며 녹지 및 나지 면적이 500㎡ 이상

인 민간 대규모시설의 경우 5.5mm/hr이다. 본 연구에서는 

빗물분담량을 5.5mm/hr로 산정하였다. 대책수립면적은 ‘부지

면적 - (지상기준 녹화 및 나지 면적 x 0.6)’을 반영하여 

78,000㎡이 도출되었다. 필요대책량은 '대책수립면적(㎡) x 

빗물분담량(mm/hr) / 1000'으로 산정하는데 위의 수치를 대

립한 결과 약 429㎡/hr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필요대책량 

429㎡/hr에 맞는 침투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설계하여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침투통 등의 침투

시설과 빗물저류조, 빗물정원, 옥상녹화 등의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각각 시설의 설치대책량을 합산하여 필요대책량 429㎡

/hr에 상응하는 저영향개발(LID)요소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반

영되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량 저감

실제 저영향개발 설치 요소를 적용한 국내 사례(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지구, 면적:840,907㎡)를 통해 지표의 

우수유출량이 30~40% 가량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배재

영 등, 2012). 이와 비교하여 약 70,000㎡의 녹지면적을 확

보할 수 있는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 사업의 우수유출량은 

30%가량 저감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수원시 M 마을을 대상으로 한 한무영(2012)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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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관리시설 중 빗물저류조 설치할 경우 첨두유출량이 감

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000㎥ 용량의 빗물저류조 1

개를 설치하였을 때, 기존보다 15.5%의 첨두유출량이 감소되

었다. 500㎥ 용량의 빗물저류조 6개를 설치한 경우 기존 대

비 28% 첨두 유출이 저감되어 저류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첨두유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나고야 돔 구장

의 빗물저류 사례를 통해 세종대로의 빗물 저장량을 유추하

였다. 나고야 돔 구장에서는 약 52,000㎡의 지면에 내리는 

빗물을 지하에 있는 빗물 저류조(2,800㎥)에 저축 한다. 

70,000㎡의 녹지면적 아래 저류조 약 3,700㎥의 빗물 저류조

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500㎥ 용량의 빗물저류조로 설치

하면 첨두 유출량 감소 효과가 25% 이상 나타날 것으로 판

단된다.

③ 도시 환경 개선

저장된 빗물을 활용한 녹지공간인 빗물정원(Rain gaeden), 

워터월(Waterwalls), 식생수로(Bio-swale) 등의 조성은 강우 

유출수를 저류하고 정화하여 도시 침수 예방 및 지하수를 함

양할 수 있다.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편의를 

증대시키며,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

킬 수 있다. 특히, 지면에 흐르는 물과 수직으로 세워진 건물 

사이로 떨어지는 물은 상쾌한 공기를 지면으로 끌어내려 흐

름을 발생시킨다. 이 순환 체계는 더운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등 역할을 하여 도시 환경(습도, 온도, 대기질, 기후 등)에 전

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시민들이 접근하여 산책

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

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에게 사회적 소통의 기

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저비용으로 미관가치를 향상시켜 범

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그린인프라 구축 효과

Benedict와 McMahon(2003)은 그린인프라를 ‘자연 생태

계의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고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상

호 연결된 녹색공간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린인

프라는 ‘인프라(Infrastructure)'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도

시의 기존 기반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민들의 커뮤니티와 생

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는 지난 고밀도 도시화로 인해 단

절된 북악산-남산의 녹지축을 연결하여 그린인프라로서 

작동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공표한 그린인프라의 편익을 살펴보면 세종대로 도심에 어떠

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유추해 볼 수 있다.

1) 그린인프라 구축 효과

미국환경보호청에서는 그린인프라의 편익으로 ‘수질 및 수

량’, ‘대기질’, ‘에너지와 기후변화’, ‘서식처와 야생생물’, ‘커뮤

니티와 거주성’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Table 8). 

Division Effects Benefits

Water quality

Reduce rainwater 

drain

Improve water 

quality, Reduce 

urban flood

Rainwater 

harvesting, 

Penetration of 

rainwater

Increase water 

supply, Reduce 

costs with drain 

system

Air quality

Reduce air 

temperature

Decrease ozone 

concentration

Absorption of Fine 

dust and pollutants

Improve air 

condition

Energy & 

Climate 

change

Urban cooling 

effects

Reduction of 

building cooling 

and heating load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drainage system

Increased 

adaptability to 

heavy rain

Habitat & 

Wildlife

Provide wildlife 

habitat

Increase 

biodiversity

Connect green 

network

Wildlife migration 

and population 

linkage

Community & 

Amenity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Increase urban 

citizens' health

Expansion of green 

space

Recreational 

activities, Increase 

asset value

* Source : EPA(2014)

Table 8. Benefits of Green Infrastructure

첫 번째 ‘수질 및 수량’의 경우 그린인프라가 빗물을 저장

함으로서 강우유출수 배출을 줄이고 오염원을 줄여 수질을 

향상시킨다. 회색 인프라는 빗물과 강과 하천으로 빠르게 보

냄으로서 첨두유출량과 홍수위험도를 증가시키지만, 그린인

프라는 빗물의 배출을 저감시킴으로서 홍수위험도를 완화시

킨다. 빗물저장과 침투는 수자원의 공급을 증대시키며 회색

인프라에 투자되는 관로, 배수시설 비용을 절감시킨다. 두 번

째 ‘대기질’의 경우 그린인프라는 대기온도를 낮춰 지상의 오

존농도를 저감시키고 건물의 냉방으로 인한 유해물질을 저감

시킨다. 또한 그린인프라의 식생과 토양은 미세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저감시킴으로서 도시민들의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에너지와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그린인프라가 

태양 복사열을 차단하여 도시를 냉각시켜 열섬현상을 완화하

며 대기온도를 저감시키고 그늘을 형성하여 건물의 냉난방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폭우 처리를 위한 배수시스템의 

수용력 증대와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

상하여 기후변화와 적응하고 피해를 완화시킨다. 네 번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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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처와 야생생물’ 측면에서는 도시 환경에서 식생을 통해 다

양한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규모가 큰 공원 등은 야

생동물의 이동을 도와주며 야생동물 개체군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 다섯 번째 ‘커뮤니티와 거주성’ 측면은 그린인프라 조

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공원녹지를 통한 도

시민 건강성 증대, 레크레이션 활동, 자산가치 증대 등의 편

익이 있다.

2)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심 녹지 네트워크

박효석(2014)은 도시 그린인프라 확충에 따른 탄소저

감 증진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제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중심으로 그린인프라 유형을 선정하여 확

충 가능한 지역을 산출하였다. 서울시는 약 1,500만㎡을 

확보하여 기존 그린인프라 대비 6.06%의 증가량을 보였

다. 본 연구의 대상지가 포함된 중구의 경우 약 74만㎡가 

증가하여 기존 대비 18.9%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

종대로 메가 공원화를 통한 순수 녹지 확보 면적만 해도 

약 71만㎡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구 그린인프라에 약 20%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9). 

Division Existing Increased Rate

Green 

infra 

increased 

area 

Seoul 258,697,671㎡ 15,685,653㎡ 6.06%

Junggu 3,942,769㎡ 745,255㎡ 18.90%

* Source : Park(2014)

Table 9. Comparison between Seoul and Junggu green 

infrastructure increased

또한 세종대로 주변의 공원녹지와 연계를 통한 도심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기존의 도심 공원녹지로 활용되

고 있는 경복궁, 덕수궁, 남산 등 주변 녹지와 네트워크를 통

해 도심 녹지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Figure 6). 

* Source : Researcher

Figure 6. Urban Green Network by construction of 

green infrastructure

8. 생명경관 재생 효과 종합

세종대로 지하화와 지상부 메가 공원화의 생명경관 재생 

효과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 오존발생 완화 효과, 도시 미기후 조절 효과, 그

수순환 체계 개선 효과, 그린 인프라구축 효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그 효과들을 유추해보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7가지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형성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적으로 구분된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자연 순환의 개념으로 생명경관 재생 효과

를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 

* Source : Researcher 

Figure 7. Bio-Landscape Regeneration of Sejong-daero 

(Section image)

Ⅳ. 결 론

본 연구는 세종대로 지하화와 지상부 메가 공원화를 통한 

생명경관 재생 효과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생

명경관 재생 효과로는 CO2 저감,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오존 저감, 도시 미기후 조절, 그린인프라 구축, 수순환 

개선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배출량 저감과 흡수량 증대 

효과로 구분하였다. 지하화를 통한 배출량 저감은 약 53ton/

일, 공원화를 통한 흡수량은 연간 약 25만kg/CO2로 유추하

였다. 이는 서울시 도로수송부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5%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이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간 한 그루의 나무가 평균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유먼지

(PM10)는 약 25%, 미세먼지(PM2.5)는 약 40%의 감소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셋째, 열섬현상 완화 효과는 

도심 녹지의 온도저감이 최소 2.5℃에서 최대 4.5℃까지 감

소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한 폭염, 열대야 일 수 

감소, 온열질환자 예방, 주변 건물들의 냉난방비 부하 저감 

효과 등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오존 

발생 완화는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이 필수적이다. 지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 생명경관 재생 효과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45

하화를 통해 오존 생성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약 14% 차

단, 연간 6천만대 차량의 NOx, VOCs 감소시킬 수 있다. 또

한 수목을 식재하면 그늘을 생성하여 오존의 발생을 억제하

고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를 통해 오존의 생성 자체를 줄일 수

도 있다. 다섯째, 도시 미기후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목의 냉각효과로 도심 열섬, 복사열, 지열 등의 온도

를 저감시키고 이를 통해 폭염, 열대야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도시의 대기를 순환시켜 거리에 정체된 오염물질을 정

화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목의 가지와 잎은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막고 흡착시켜 정화 또는 제

거를 하며 공원·녹지는 도시민들에게 쉼터와 정서적 안정감

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준다. 여섯째, 수순환 

체계 개선 효과로는 필요대책량 429㎥/hr에 맞는 침투시설, 

빗물이용시설을 설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저장된 빗물 활

용 공간인 빗물정원, 워터월, 식생수로 등의 조성은 강우유출

수를 저류하고 정화하여 도심 홍수를 예방하고 생물서식처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그린인프라 확충에 따른 탄소저감 증진 효과를 살펴보았다. 

중구의 경우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약 71만㎡)가 될 경우 기

존 대비 약 20%의 그린인프라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도심 공원녹지로 활용되고 있는 경복궁, 덕수궁, 

남산 등 주변 녹지와 네트워크를 통해 도심 녹지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가 실현 된다면 

대기오염물질 감소, 열섬현상 완화, 수순환 체계 개선, 도시 

미기후 조절 등을 통해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비록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의 생명경관 

재생 효과만을 다루었지만 그 외에도 동식물들의 서식처 제

공, 도시 생물다양성 증대, 녹색일자리 창출, 도시민 건강성 

증대, 자산가치 증대 등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차원에서 사회

적인 파급효과나 상징성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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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경의선숲길공원의 만족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연남동구간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factors of Gyeongui-line forest park 

Utilizing the Disused Railroad abandoned grounds
- A case study of the Yeonnam-dong section, Seoul -

김나은*  

Kim, Na-eun

* 달빛공간 대표, 1233xx@naver.co.kr 

Abstract
The decline of transporting goods due to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decreasing demands for rail passengers due to the 

broad diffusion of automobiles continued to stop the operation of train stations and convert types of stations among stations 

that produced lower profits. Express railway system and double-tracking in an effort to boost the railway competitiveness caused 

the increasing numbers of abandoned sites, which serve as local detrimental factors and left idle for long periods of time. However, 

regional autonomous authorities recently started to explore methods of using abandoned sites and present various successful 

cases. The first phase route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noted as a successful case of using abandoned railway site in South 

Korea, was opened in April 2012. This park was created based on abandoned railway site in compliance with the underground 

construction of Gyeonggui Line and Airport Railroad. It was opened to promote regular use,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provide 

pleasant environment to neighboring residents. As the public awareness grew better and life quality generally improved, demand 

for the renovation of urban environment with their active participation as well as requests for urban neighborhood park are on 

the rise. However, the provision of urban neighborhood parks in South Korea is generally inadequate.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satisfaction factors of this Gyeongui Line Forest Park used abandoned railway site and present basic data for creating additional 

parks using abandoned railway sites as well as directions users want.

키 워 드 : 철도폐선부지,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 구간, 근린생활공원, 만족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Keywords : Abandoned railway site, Gyeongui Line Forest Park, Yeongnam-dong interval, Urban neighborhood 
park, Urban renewal, Analysis of satisfaction fact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Ⅰ. 서 론

철도는 지난 1960년까지 여객과 운송에 있어 절대적인 수

단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물자수송감소, 승용

차의 대중화로 인해 철도 승객수요 감소 등은 수익성이 낮은 

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역사 폐지와 역종 전환이 이루어졌

다. 특히, 지난 90년대 이후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된 철도 고속화와 복선화로 전국의 폐선부지는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폐선부지는 지역의 저해요소로 작용

하여 장기 미사용 상태로 남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지

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차원에서 철도폐선부

지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적용시키려 하

고 있다.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의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독일 베를린 쥐트겔랜데(Sṻdgelӓnde) 자연공원과 프랑스 파

리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를 예시할 수 있다. 

대표적인 두 사례는 버려진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성공사례 중 2012년 4월에 

개방된 경의선숲길공원 1단계 구간은 경의선과 공항철도 지

하화에 따라 조성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으로 생활권 

내 시민들의 일상적 이용을 위해 조성되었다. 생활수준의 향

상에 따라 시민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공원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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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국내의 생활권 공원 공

급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원의 면적

은 약 605.25㎢이며,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16.31㎡이다. 

서울시 공원은 1974년부터 1983년 사이에 393개에서 2,045

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는 2,278개가 있다. 하지만 공원

면적보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인당 공원면적은 감소하였

다가 최근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16.31㎡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9㎡를 상

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생활권공

원의 비율은 각 26.9%, 1.1%로 일상적 이용에 제약이 따르

는 도시자연공원과 자연공원이 모두 합쳐 59.4%가 넘는 것

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Table 1). 한편, 대체교

통수단 증가,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그 기능

이 다한 철도 부지는 폭이 좁고 길이가 매우 긴 형태로 전국

적으로 산재해있다. 현재 폐철도부지는 연장길이의 합 

967.9km, 면적 1,806.35ha 에 이르며,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

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교외지역의 경우 관광객유치를 목적

으로 하는 용도로 바뀌었고, 도심지역은 부족한 생활권공원 

확보를 위해 대부분 선형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최재은,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기술 중심의 산

업화시대에 조성되었던 철도와 같은 대규모 네트워크형 도시

기반 시설들이 인간 중심의 후기산업사회에 들어가면서 가용

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 공원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철도폐선부지는 기술 발달 및 노후화로 인해 

유휴부지가 증가함에 따라 활용방안이 대두 되면서, 국토교

통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5년 7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였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

업, 광주 푸른길공원, 서울 문정동 폐철도 공원 등 폐선부지

를 활용한 생활권공원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처럼 

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생활권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구조변화에 

따른 폐선철도부지의 출현과 이를 활용한 공원조성에 주목하

였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경의선숲길 구간 중 개장 2년 사이 

많은 이용객들과 이슈화 되고 있는 연남동구간을 대상으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 만족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는 공원 이용대상자들의 만족요인을 도출하고, 분

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차

후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공원을 계획과 조성함에 있어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객들이 원하

는 공원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Division
Number 

of Parks

Area

(㎢)

Ratio

(%)
Total 2,278 146.22 100

C
i
t
y

p
a
r
k

Sum 1,630 93.30 63.4

City Nature Park 12 48.87 33.4

A life 

zone 

park

Neighborhood 

park
322 39.39 26.9

Children's Park 1,106 1.73 1.1

Small Park 147 0.16 0.1

Theme 

park

Athletic park 3 0.10 0

Cemetery Park 3 2.25 1.5

Cultural Park 18 0.38 0.2

Historical Park 10 0.28 0.2

Waterside Park 6 0.07 0

Ecological Park 1 0.05 0

Width park 2 - 0

Nature park

(A national park)
1 37.35 26

O
t
h
e
r

Sum 647 15.57 10.6

Amusement park - -

Riverside park 48 12.66

Village yard 421 0.26

Etc 178 2.65

* Source : Seoul City Resources

Table 1. Status of Park in Seoul(2017.01.01standard)

Ⅱ. 이론고찰

1. 철도폐선부지의 발생원인

철도폐선부지는 철도 교통수단의 운송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는 폐지된 노선의 물리적 공간이라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철도의 수송 분담률의 감소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폐지된 철도시설들의 부지 중, 기존선로가 위치했

던 철도폐선부지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

히, 철도 운송이 지역산업동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경우에는 

철도폐선부지가 기존 산업관련 시설물들과 면적인 차원에서 

복잡하게 형성되게 된다(최재은, 2011). 

철도폐선부지의 발생원인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선 수요 감소에 따른 폐선이다. 그 예로 경기도 수

원~여주 간을 연결하던 수려선, 경상북도 점촌~가은을 연결

하던 가은선 등이 있다. 이는 대체로 도시화로 인한 지역 인

구의 감소, 석탄 산업 합리화 등으로 인한 산업철도의 기능 

상실로 인해 운행이 중지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존 노선

의 선형 개량이다. 철도폐선부지는 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선화한 경우 철도노선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폐선하고 새로운 구간을 개설하여 연결하는 경우 철

도 지하화로 인해 남은 지상부의 철도부지 등으로 인해 발생

하게 된다. 그 예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등 우리나라의 

간선망 철도는 1900년대 초반에 건설되어 굴곡이 많고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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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 이르러 주요 

간선망 철도의 복선전철화 및 직선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

존 노선이 활용되지 못한 곳은 유휴 부지로 남겨지게 되었

다. 세 번째는 도심 철도의 외곽 이설이다. 이 도심 외곽 지

역으로 이설된 경우로 2000년 이설 사업이 완료된 경전선 

광주광역시 구간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철도폐선부지가 증가하고 향후에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뚜

렷한 활용방안이 없고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이나 

자원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국내 철도폐선부지 현황

철도폐선부지를 포함한 전체 유휴부지 1,806.35ha중에서 

42.6%만 활용되고 있고 절반이 넘는 57.4%의 부지는 미활

용 상태로 남아있다. 기존 철도의 선형개량 및 직선화 사업 

등으로 철도폐선부지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 2013년 면적

이 1,260ha이던 폐선부지는 2016년 말 기준 1,806.35ha로 

43%나 급증하였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달하

는 규모이다. 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은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등 주민 친화적 공간으

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국

토교통부는 철도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하

고 있는 상황이다.

3. 철도폐선부지 활용 방안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은 폐선이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

라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철도폐선부

지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철도폐선부지 주변의 토지이용밀

도에 근거하여 도시지역(an urban area)과 비도시지역(a rural 

area)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용 방안을 세분화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도시 내 교통으로 활용하는 경우, 도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도시적 토지이용으

로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자연으로 회귀시키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도시공원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

시 속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 공원의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대규모공원에 비해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선형 형태로 사람들의 일상에 보다 

깊숙이 파고 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녹색가로 조성하여 철도폐선부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이자 산책로로서의 역할과 공원으로

의 역할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Route
Extension

(km)
Area(㎡)

Gyeongbu Line 24.7 1,452,618

Gyeongjeon Line 171.4 4,040,886

Gyeongchun Line 82.4 1,528,614

Daejeonnam connecting 

Line
2.6 131,855

Suyeo Line 73.4 91,606

Janghang Line 66.1 1,600,549

Jeonla Line 63.9 1,454,874

Jungang Line 123.7 2,443,097

Youngdong Line 20.9 641,188

Suiin Line 2.5 54,688

Imhang Line 5 71,921

Honam Line 37.4 633,610

East Sea Nambu Line 29,4 380,399

Taebeek Line 13.1 231,985

Samhakdo Line 1.8 11,509

East Sea Chubu Line 143.5 2,569,050

Etc 725,108

Bridge bottom(71ea) 86.4

Tunnel top(20ea) 19.7

Total 967.9 18,063,557

* Source : KORAIL National Audit Press Release(2017.10.18)

Table 2. Status of domestic railway idle land

국내에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공원을 조성한 대표

적인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과 나주시의 자전거테

마파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은 국내

에서는 최초로 철도폐선부지를 도심공원으로 활용한 사례로 

도심을 통과하던 경전선 철도를 도심 외곽으로 이설하면서 

남겨진 연장 10.8km의 폐선부지에 조성되었다. 

푸른길공원은 약 15만8,700㎡의 폐선부지에 인근지역의 

다양한 기능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도시재생 방안의 개념으로 

조성되었으며 자연과 주변 건축 경관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심미적인 기능과 삶의 의미와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기능, 교통로로서의 동적 기능 등 다양하고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주시 영강동 자전거테마파크는 호남선 철도 복선화 사

업으로 인해 폐선된 옛 나주역-영산포역-구진포에 이르는 

약 3.6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나주시는 2006년 한국철

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3만 1,389㎡의 토지와 

1,384㎡ 면적의 건물을 67억여원에 매입하고 국비와 시비 등 

10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음악분수대와 자전거도로, 산

책로 등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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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나주시는 자전거테마파크 이외에 옛 영산포역 일대 

폐선부지에 농산물유통센터 혹은 철도박물관을 세울 계획이

었으나 지역상권 위축과 민간차원 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나주시는 철도폐선부지를 자전거테마파

크로 조성함으로써 방치되던 폐선부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국내에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경시의 철로자전거와 정선군의 레

일바이크, 곡성군의 섬진강 기차마을 사례를 들 수 있다.

문경 철로자전거는 문경이 광산업으로 활발했던 시절에 

석탄을 실어 나르던 문경선과 가은선 철로 일부를 이용하

여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로자

전거이다. 문경시는 철도청으로부터 폐선된 가은선(진남역

-가은역 9.6km) 철도를 19억 7,500만원에 매입하고, 영업 

중지된 문경선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문경 철로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정선 레일바이크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수요 감

소로 인해 영업 중지된 정선선 의구절리-아우라지 7.2km 구

간을 활용한 철길 자전거이다. 정선군청과 한국철도공사, 코

레일관광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대수익 창출을 위해 정

선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하였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전라선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폐선된 

옛 곡성역-압록역 구간 13.2km에 조성된 철도테마파크다. 

곡성군이 옛 철도청으로부터 인접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

을 출자하였으며, 민간자본가가 임대사업 또는 직접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옛 기차에 대한 추억과 향수, 그리움에 대한 컨셉으로 증기

기관차를 운영하고, 철도를 테마로 한 철도공원을 조성함으

로써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정취 및 시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 내 기념품 판매

소, 찻집 등을 운영해 운영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철도공

원 내부에 설치한 순환선로와 섬진강변의 폐쇄된 선로를 이

용해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로 관광객에게 관람의 의미성을 부여하고, 방송매체 촬영을 

위한 촬영장소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철도폐선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

를 분석해보면 부대시설 및 연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레일바이크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익창출이 획일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

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3) 교통수단으로의 활용

도시를 통과하던 철도가 도시 외곽으로 이설된 경우 기존

의 폐선된 철도부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폐선부지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는 없지

만, 외국사례처럼 향후 발생되는 도심 내 폐선부지에 대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기존의 철도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노면전차, LRT 등을 운영하는 방안과 기존의 철도

시설을 제거하고 자동차 및 자전거 도로 등의 용도전환을 통

한 신규 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 폐선부지 주

변의 토지이용이 도시적인 이용으로 되지 않는 경우 도시 내 

교통으로 개발하는 것은 적자운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

로 주변의 도시계획과 잘 어우러진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자연으로의 회귀

철도폐선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연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철도시설의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자연으로 회귀시킴으로써 녹지를 확보

하고,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거나 미래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철도폐선부지의 공원화 효과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된 무분별한 도시화와 도시 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이상적인 도시로 신도시 등이 

등장하였지만,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자연훼손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패러다임으로서 환경, 

경제 및 생활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 개념은 도시기능을 회복 및 전환하고 커뮤니티를 

부활하여 도시의 활력 및 전환하고 커뮤니티를 부활하여 도

시의 활력 및 매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도시재생은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연환경의 훼손

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의 유형으로 폐선부지의 공원화는 이적부지의 재

생과 역세권 재생의 유형이 중첩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적부

지가 갖는 개발 잠재력과 주변지역 활성화의 촉매제로서의 

성격과 기존의 철도역사부지의 기반시설과의 연계 및 대규모

의 미개발지의 활용으로서 도시재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나연, 2016).

교통수단이 재선되고 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이 향상되면

서 기존 철도의 노선 폐지 및 지하화, 구간의 이설로 인해 

폐선부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폐선부지의 활

용가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 천이에 의해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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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활용하여 생태공원으로서의 잠재력가치, 도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탱시키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선

형링크로서의 잠재력으로서 선형 형태의 활용, 연결성과 접

근성이 뛰어난 선형의 통로로서 부지 주변의 도시 구조와 

토지 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편의 

가능성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구본섭, 2009).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철도폐선부지는 도시재생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철도폐선부지는 교외지역에

는 주로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도시 내부에서

는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복합용도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

는 기존 도시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유휴부지로

서 이용하지 않고 남겨진 부지를 활용함으로서 기존 주민의 

토지보상 이나 주변 상인들의 권리금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선형공원은 기

존 기반시설 부지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도보권 내 포

함되는 서비스지역이 넓어 공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도보 접근성이 우수하므로 특히 교통약자

들에게 보다 많은 공원이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공간

을 가로지르는 공원은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접촉하

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바람길, 생물이동통로, 방재시설 등으

로 기능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생태계 보전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폐선 부지의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의 관점 차

이가 발생한다고 하며 이는 다음 표 2-11과 같다(정석, 

2004). 폐선부지의 사례를 종합한 결과 매년 발생하는 폐선

철도부지의 양에 비해 그 활용방안의 층위는 다양하지 못하

고, 국가차원의 공략이나 자투리 공간으로 과소평가 되고 있

었다. 따라서 폐선철도부지의 활용은 각 집단 간의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이고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관련 지자

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철도청 간 의견조율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대상지 선정과 조사‧분석 방법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주목적은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경

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 조사를 통

해 공원 만족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폐선철도부지 중 수도권으로 한정한다. 수도권으로

는 경의선, 경부선, 경춘선, 중앙선, 수여선, 수인선 6개 철도

유휴부지가 있다. 

둘째, 수도권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중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대상으로 한다.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

공원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인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

원, 기타로 구분된다. 수도권의 철도유휴부지 중 도시공원으

로 조성된 대상은 경춘선, 경의선, 경부선, 중앙선 4개이다. 

셋째, 수도권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중 경의선숲길은 

2012년 2월 1단계구간개방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마포구 

연남동구간부터 용산구 원효로 구간까지 전 구간을 개방하였

다. 개방 후 경의선숲길공원은 이슈화되면서 거주자뿐만 아

니라 공원방문이용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폐선 철도 부지를 활용한 공원 중 서울시

에서 조성한 서울의 대표적인 선형공원인 경의선숲길공원 연

남동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한다.

2) 조사‧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분석도구인  Win SPSS Ver.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 

통계적 배경, 이용실태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빈도수,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차

이분석(t-test),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의 공간요소별 만족도와 관련

된 변수들에 있어서는 분석에 앞서 측정된 표본자료가 적합

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즉, 측정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 변수척도-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비)를 산정 검토하였고, 변수항목 구성의 내

적 합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알파계수(Cronbach’s 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과 차이분석을 통하여 경의선

숲길공원 연남동구간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고, 공간요소별 만족도 분석으로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전체 항목의 백분율과 평

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교차분석(cross-TABULATION) 및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은 공원 공간요소별 만족도를 평가하였

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공간요소별 만족도의 평가변

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교차분

석(cross-TABULATION)은 두 분류형(범주형) 문항(변수)간

의 연관 관계(association)를 볼 때 교차표(분할표)를 작성하

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게 된다. 일원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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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ANOVA)은 단일요인변수(독립변수)에 의해 종

속변수에 대한 평균치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이용한다. 범주

들 간의 경향을 검정할 수 있고, 비교(contrasts)를 정의할 

수도 있으며 범위검정의 다양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종속변

수(등간척도)가 하나이어야 하며 정수값을 갖는 요인변수가 

하나이어야 하고 요인변수가 정의되어야 한다.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의 이용목적을 종속변수로 하

고 각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설명력과 영향의 관계 및 방향을 분석하였다(김희

우, 2005).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의 만족도 평가는 설문의 성격

상 대상 공원 이용하는 즉, 공원내에 체류 중인 이용자에 한

하여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만족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경의선숲길공원 만족요인 분석

1. 대상지 현황분석

1) 경의선숲길 개요

경의선은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침략노선

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서둘러 1906년 개통되었고 1911

년 압록강 철교의 개통으로 서울에서 만주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제철도의 일부가 되었다(정성훈, 2016). 

경의선철도는 문산에서 가좌역을 기점으로 서울역과 용산

역으로 갈라지는 한 노선에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철

도였다. 물류 운송이 줄어들고 인천국제공항의 교통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수도권 서북지역의 신도

시 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편의를 위한 경의선 건

설이 대두되었다.

구 용산선이 2004년 5월, 철도운행이 중단되고 현 경의선

(용산선) 용산~가좌구간의 고심도(약 30~40m)에는 인천공항

철도를, 저심도(약 10~20m)에는 경의선을 복선으로 건설하

는 방안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활용 가능한 상부 공간이 유휴부지

로 생겨나면서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제안하였고, 많은 논의 

끝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동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사용면적 등 세부사

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입장 차이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업무협약을 구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 경의․경춘선 공원조성 추진계획 및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 되면서 공원 조성이 본격화 

됐으며 2010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가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MOU를 체결하고 2011년 12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고시되었다.

2011년 3월, 1단계구간(대흥역~공덕역)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2월, 1단계구간을 개원하였다. 그러나 구상 및 설계와 1

단계구간 사업을 지휘했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포럼 및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경의선숲길은 2013년 9월, 2단계구간 착공 후 2015년 6

월, 2단계 1구간 개원(연남동, 염리동, 새창고개)하고 2016년 

5월, 전 구간(가좌역~용산문화체육센터)을 개원하였다. 총 길

이 6.3km의 길로 약 4.3km의 공원조성구간과 약 2.0km의 

복합역사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원조성구간의 면적은 

102,008㎡ 폭원 10~60m이며, 사업비 약 457억 원으로 조성

되었다. 경의선숲길은 도시 내부에 위치해 있고, 총 6.3km의 

연장으로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양한 토지이용 형태를 띠

고 있다. 연남동 및 용문동 지역의 주거 밀집지역과 신촌, 홍

익대 주변의 문화‧상업 밀집지역, 마포로와 백범로가 교차하

는 주요 거점부인 공덕역 주변의 업무 밀집지역과 연접하여 

있다. 대상지 주변으로 평화공원, 궁동공원, 노고산 체육공원, 

효창공원, 와우공원, 용산공원 등 중‧대형 공원들이 인접하여 

있으며, 남쪽에 한강이 반경 약 2km 이내, 도보 30분 거리

에 위치하여 있어 공원‧녹지 자원이 다수 분포해 있다. 경의

선공원은 전체 길이가 6.3km이지만 민자역사부지 4곳

(1.690km)과 유보지 2곳(0.192km)에 의해 공원이 5개 구역

으로 나누어져 있다.

2) 경의선숲길 기본계획

경의선숲길공원은 앞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시대

에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조성되었던 지상

부 철도부지는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어 도심 속 선형 녹지축

으로 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근대사를 

담고 있는 이곳을 3개의 계획 전략을 따라 새롭게 단장하여 

도심 속 녹지로서 홍대의 문화를 담고, 경의선의 역사를 간

직한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공원조성의 계획 방향은 크게 경의선의 역사와 문화, 생태

성, 지역공동체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공원조성 계획 첫 번

째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경의선 철도의 상징성과 기찻

길에 대한 추억을 회상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설정하였

다. 그리고 마을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간별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테마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생태인

프라 확보를 위해 물길, 녹지 조성을 통한 쾌적성 증대와 생

태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형 녹지를 조성하여 녹지율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녹지축을 형성하여 주변지역 녹지와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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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network 형성하고자 계획하였다. 세 번째는, 시민참

여를 통한 공원 만들기를 계획하였다. 전 단계에 걸쳐 적극

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완성형이 아닌 비완결적 디자인을 

추구하여 의도적으로 비워 추후 시민참여를 통해 문화행사, 

지역축제를 연계하여 채워가고자 하였다. 실제로 추진 경위

를 살펴보면 1단계 구간 조성 후 2단계구간을 조성하기 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총 18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 및 설문조사, 포럼, 주민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의선숲길공원은 서울시 최초로 시민 주도로 운영되고 있

다. 이를 위해 2015년 2월, 숲길의 운영‧관리를 전담할 비영

리단체 ‘경의선숲길지기’가 발족되었다. 공원 조성 후 ‘경의선

숲길 협의체’가 형성되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함께 공원 

관리에 힘쓰고 있다. 협의체는 대부분이 지역 주민을 비롯해 

예술가, 지역 경제전문가, 지역상인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구간별 책임자와 시 의원, 구청에 있는 간부들

과 함께 공원 관리 자문 및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

을 수렴하여 관리하고 있다(오화자, 2017).

경의선숲길에 담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즉 역사성, 지역

성, 사회성, 생태성 등을 공원의 물리적 구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로 여기고, 공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공간구조, 동선체계, 재료 및 형태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공

원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한 특징적인 요소를 구상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은 ‘경의선 철길’의 이미지

를 투영하기 위한 설계적 기법이다. 철길의 직접적인 재현 

또는 보존을 통해 공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철

길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다 더 다양한 기

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경의선의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철길과 

주변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공원의 주된 재료

로 선정하였다. 철길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재료

의 해체 및 재구성을 통해 철길을 재해석하여 간접적인 재현

방식을 택하였다.

경의선숲길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하나

의 이슈는 그동안 철길에 의해 가로막혀있던 마을에 새로운 

공간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경의선은 대부분의 철로가 주변보다 5~10cm가량 높게 솟

아있었기 때문에 철길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커뮤니티의 소

통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마을 간의 단절을 

초래하였던 철길은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숨

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원조성을 통한 소

통의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3가지 전략을 구상하였다.

첫째, 공원을 향하고 있는 주변의 골목길을 공원을 통해 

이어주고, 둘째, 공원의 주 보행동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계획

하여 동선의 절곡부와 주변의 마을길이 만나는 결절점

(Node)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그재그의 산책로 사

이로 만들어지는 넓은 공간을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로 남겨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공원은 선형의 도시오픈스

페이스가 주변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원녹지의 긍정

적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경의선숲길 연남동구간 현황 분석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은 홍대입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공간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공간의 형태와 패턴을 서로 공유

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다. 연남동구간은 마을과 마을 골목과 

골목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상지에 통과되는 

도로의 바닥 패턴을 통해 차량의 진입속도를 제어한 것이 인

상적이다. 경의선을 기억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공원에 자연스

럽게 녹아 있는 곳이다. 경의선숲길 연남동구간은 홍대입구

역부터 가좌역까지 길이 1.31.km, 면적 28,500㎡이다. 경의

선숲길은 단독주택 및 빌라가 입지해 있으며, 경의선숲길 전 

구간 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경의선숲길 연남

동구간 남측 아파트 인접부에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와 화

백나무가 우거져 있어 공원 조성계획 때 이 수종들을 그대로 

살려 설계하였다. 가좌역 방향으로 홍제천이 흐르고 있으며 

상부에 사천고가차도, 내부순환도로 등이 지나면서 도로가 

다층적으로 혼재하여 있는 특징이 있다.

아파트촌은 연남동길을 따라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학교와 연계하여 운동장 및 주민 체육시설

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주택지는 비슷한 패턴의 주택과 비

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골목길이 많이 있다. 그리고 홍대의 

상업적, 문화적 가치들은 지역적 특성이자 인구밀집의 주요

원인이기도하다.

3. 경의선숲길 연남동구간 계획요소

경의선숲길 연남동구간은 홍대입구부터 홍제천까지 이어지

며, 구간길이는 1.31.km 평균 폭은 약 25m이다. 경의선숲길 

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남동과 동교동 일대의 기존 커뮤니티가 잘 유지되

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와 홍대입구

의 문화적 바탕이 잘 어우러지는 오픈스페이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특정한 활동을 규정짓고 제

한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원문화가 자연스럽게 발

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였다. 경의선숲길 연

남동구간은 숲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와 물길을 통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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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또한 주민이 직접 설계와 시공에 참

여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 하였으며,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화백나무와 은행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활용해서 설계하였

다. 전 구간 중 유일하게 물길이 흐르는 구간이며 옛 실개천

을 복원하여 홍제천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조건이

기 때문에 공원 내부에 가능한 한 고정건축물(화장실, 체육시

설 등)은 최소화 하고 벤치만 설치하였으며, 벤치도 바로 주

거지가 연접해 있을 경우 설치를 피해 의도적으로 비웠다. 

식재 또한 의도적으로 덜 심어 여백을 두고 시민참여를 유도

해서 향후 채워가는 ‘미완성형 공원’이 설계자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주민 역시 체육시설과 같은 머무를 수 있는 요소

보다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의 컨셉으로 조성되었

다. 고정건축설의 경우 공원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연남동구간 중 홍대입구역 

근처는 상가 이용 방문객들의 쓰레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통이 추가로 설치되었다(오화자, 2017).

연남동구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길이다. 경의선을 

지하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하 용출수를 지상부로 끌어올려 

공원길을 따라 흐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경의선숲길에 보다 

풍성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요소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하철도 개발이 자칫 과도한 개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지하

수를 지상부에 활용함으로써 공원의 생태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 공원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은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의 이용객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임의로 209명을 대상지에서 무

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4명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한 설문은 제외하여 최종 205명을 대상으

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총 205명의 설문에서 남자는 51.7%, 여

자는 48.3%로 남자가 여자보다 3.4% 높았으나 비슷한 비율의 

설문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39.0%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5.4%, 

40대와 50대는 각각 14.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 이

상은 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대와 30대

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남동구간의 경의선

숲길공원이 젊은 연령대의 방문이 잦은 홍대와 연남동에 인접하

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은 직장인이 38.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학

생은 21.5%로 뒤를 잇고 있었다. 주부는 15.1%, 자영업자는 

14.6%로 나타났다. 무직은 7.3%, 기타는 3.4%로 가장 낮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와 30대 이용객은 

64.4%로 반수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 연령대의 일반적

인 직업군을 반영하듯 직장인과 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의 반경 800m에 위치한 

행정동인 연남동, 동교동, 남가좌동, 성산동, 연희동과 그 외 지

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62.4%로 반수가 넘는 비율로 나타났다. 연남동 거주는 20.5%로 

다음을 이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가좌동 거주는 6.3%, 동교

동 거주는 4.4%, 성산동 거주는 3.4%, 연희동 거주는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20대(39.0%)와 30대(25.4%), 

직장인(38.0%)와 외부방문객(62.4%)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대

상지에 이처럼 20~30대 젊은 직장인과 외부방문객들의 방문비

율이 높은 이유는 주로 10대와 20대로 이루어진 번잡한 홍대 

상권에서 벗어나 도심 속 여유를 즐기려는 젊은이들과 홍대의 

중심상업지역에서 즐기는 외부 방문객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Type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106 48.3

Woman 99 51.7

Sum 205 100

Age

20's 80 39.0

30's 52 25.4

40's 29 14.1

50's 29 14.1

More than 60 15 7.3

Sum 205 100.0

Job

Office workers 78 38.0

Student 44 21.5

Self-employed 30 14.6

Housewife 31 15.1

Inoccupation 15 7.3

Etc 7 3.4

Sum 205 100.0

Residence

Yeonnam-dong 42 20.5

Hapjungdong 9 4.4

Mangwon-dong 13 6.3

Seongsan-dong 7 3.4

Sinsu-dong 6 2.9

Residents in other areas 128 62.4

Sum 205 100.0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k Users

5. 공원 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이용자의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용 요일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불규칙적으로 방문한다

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주말(토,일) 방문이 

37.6%, 주중과 주말 모두 방문한다는 응답은 12.7%로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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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방문한다는 

응답은 2.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공원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정오에서 15시에 방문한다

는 응답이 3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시에서 18시에 

주로 방문한다는 응답은 15.1%, 18시에서 21시에 방문한다

는 응답은 12.2%로 조사되었으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방문한다는 응답은 4.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용 빈도는 연 3~6회 이하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월 1~3회는 25.4%, 연 2회 이하는 22.4%, 주 1~2회 

15.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주 6~7회는 3.9%, 주 3~5회는 

2.9%로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머무르는 시간은 30분~1시간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1~2시간이 31.7%로 뒤를 이었다. 2~3시간 이내는 

18.0%로 나타났으며, 3시간 이상이 7.3%, 30분 이내가 

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휴식 및 산책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65.9%로 가

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모임과 행사 등 친목도모는 

20.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광은 4.4%, 환승 등의 

단순한 통과경로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3.9%, 기타 2.4%, 운

동은 2.0%, 통근과 통학의 목적은 1.0%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방문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한

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도보로 이용

한다는 응답은 28.3%로 뒤를 이었다. 승용차나 택시 이용자

는 13.7%, 버스는 12.7%로 조사되었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다는 응답은 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누구와 함께 대상지를 방문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친구가 

42.0%로 가장 높았고, 가족이 28.3%, 연인이 22.0%로 나타

났다. 반면, 혼자 방문한다는 응답은 4.4%, 동료와 기타는 

각각 1.5%, 이웃은 0.5%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6. 공원이용자의 만족도 분석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을 이용하는 설문 응답자 205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

(Cronbach α)의 값이 0.959 (Table 5)인 것으로 나타나 설

문 문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의 만족도는 평균 값 3.84로 보통 값인 3.0보다 0.84 높게 

나타났다.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

하고 있음으로 판단된다(Table 5).

Type Frequency Percentage

Use date

Weekday 6 2.9

Weekend 77 37.6

On weekdays and on 

weekends
26 12.7

Irregular 96 46.8

Sum 205 100.0

Use time

9:00 ~ noon 10 4.9

Noon ~ 15 o'clock 63 30.7

15:00 to 18:00 31 15.1

18:00 to 21:00 25 12.2

Irregular 76 37.1

Sum 205 100.0

Frequency 

of use

6 to 7 times a week 8 3.9

3 to 5 times a week 6 2.9

1 or 2 times a week 31 15.1

1-3 times a month 52 25.4

3 to 6 times a year 62 30.2

Less than twice a year 46 22.4

Sum 205 100.0

Time to 

stay

Within 30 minutes 13 6.3

30 minutes ~ 1 hour 75 36.6

Within 1 ~ 2 hours 65 31.7

Within 2 ~ 3 hours 37 18.0

More than 3 hours 15 7.3

Sum 205 100.0

Purpose

Commute / school 2 1.0

Break / Walk 135 65.9

Fellowship 

(meeting, etc.)
42 20.5

Exercise 4 2.0

Tourism 9 4.4

Simple pass 

(transfer etc.)
8 3.9

Etc 5 2.4

Sum 205 100.0

Transportat

ion

On foot 58 28.3

Bicycle 4 2.0

Subway 89 43.4

Bus 26 12.7

Car / Taxi 28 13.7

Sum 205 100.0

With 

whom

Alone 9 4.4

Friend 86 42.0

Family 58 28.3

Couple 45 22.0

Colleague 3 1.5

Neighborhood 1 0.5

Etc 3 1.5

Sum 205 100.0

Table 4. Usage Patterns of Park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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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umber of 

samp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Satisfaction 205 3.84 0.83

* Cronbach α = 0.959

Table 5. Satisfaction Analysis of Users in 

Gyeongnam-Dong Area

연령, 직업, 거주지별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20대의 만족

도 평균값은 4.16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30대는 

3.65, 40대는 3.62, 50대는 3.52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의 만족도 평균값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 만족도순으로는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3.40의 값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만족도는 성산동거주민들이 

4.57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희동, 그 외 지역, 

연남동, 남가좌동, 동교동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6.7.8). 

Divi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ge

20's 4.16(0.83)

30's 3.65(0.71)

40's 3.62(0.62)

50's 3.52(0.99)

More than 60 3.87(0.64)

Sum 3.84(0.83)

* Cronbach α = 0.959

Table 6. Demographical Satisfaction Analysis of Users in 

Gyeongnam-Dong Area

Divi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Job

Office workers 3.78(0.73)

Student 4.18(0.79)

Self-employed 3.40(0.67)

Housewife 3.87(0.81)

Inoccupation 3.73(0.88)

Etc 4.43(1.51)

* Cronbach α = 0.959

Table 7. Demographical Satisfaction Analysis of Users in 

Gyeongnam-Dong Area

7. 공원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하여 성

별, 연령, 직업, 거주지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가설 

하에 만족도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성

별의 경우 집단변수가 두 가지(남자, 여자)로 독립표본 t-test

를 통하여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고, 나머지 변수(연령, 직

업, 거주지)는 세 개 이상의 집단변수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

였다. 분산분석은 두 개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며, 이때의 검증 통계량은 F이다.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의확률이 0.05 이하인 유

형에 대해 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만족도 차이를 

보인 유형은 ‘연령(유의확률 : 0.000)’, ‘직업(유의확률 : 

0.001)’, ‘거주지(유의확률 : 0.024)’이다(Table 9).

Divi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Residence

Yeonnam-dong 3.79(0.81)

Hapjungdong 3.44(0.53)

Mangwon-dong 3.46(0.78)

Seongsan-dong 4.57(0.53)

Sinsu-dong 4.33(0.82)

Residents in other areas 3.87(0.84)

* Cronbach α = 0.959

Table 8. Demographical Satisfaction Analysis of Users in 

Gyeongnam-Dong Area

Division
Mean 

square
F

Probability of 

significance

Satisfaction 

difference

Gender - - 0.413 ×

Age 3.636 5.844 0.000 O
Job 2.767 4.398 0.001 O

Residence 2.767 2.654 0.024 O

Table 9. Satisfaction Analysis of Users in 

Gyeongnam-Dong Area

1)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대한 만족도 차이분석에 

대한 유의확률(p-value)은 0.05이상인 0.413으로 나타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

른 만족도 차이분석 연구에서는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원의 안전성과 여성친화

적 시설의 부족과 연관되는 화장실, 수유실, 물품보관함 등에

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홍미영, 2011). 그러나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의 설문항목에서 여성과 남성의 만족도 차이를 도출

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여성친화적 시설에 대한 설문사항이 

배제되어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없음이 나타난다고 판

단된다.

2) 연령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대한 만족도 차이분석

에 대한 F값이 5.844, 유의확률은 0.05이하인 0.000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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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에 따라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떤 연령대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에는 각 셀(Cell)의 크기가 같거나 다른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쉐페(Scheffe)검증을 사용하였

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 20대와 40대, 20대

와 50대간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20대의 만족도 평균값은 4.16으로 나타났고, 30

대는 3.65, 40대는 3.62, 50대는 3.52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20대는 5점 척도 기준 4를 넘어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만 나머지 집단은 임계값인 3을 넘어 어느 정도 보통 이상

으로 만족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통계학적 기준

으로 30대, 40대, 50대보다 20대가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

간에 대하여 더 만족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홍대의 중심상업지역에서 즐기는 20대 연령층의 빠른 공원 

유입과 공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20대 방문객들

에게는 이벤트로서 활동 요소를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의 결

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해 50대의 만족도는 20

대의 만족도에 비해 보통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

유로는 젊은 계층이 공원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반면 50

대 이용객들은 생활 속 휴식 공간으로 공원을 이용하는바 

공원의 무질서, 소음 등으로 인한 휴식의 방해로 만족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Division
Sample 

numb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20's 80 4.16 0.83

30's 52 3.65 0.71

40's 29 3.62 0.62

50's 29 3.52 0.99

More than 

60
15 3.87 0.64

Sum 205 3.84 0.83

Table 10. Satisfaction according to age

3) 직업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 차이분석에 

대한 F값이 4.398, 유의확률(p-value)은 0.05이하인 0.001으

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분석의 결과

에 따라 직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떤 직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

에는 각 셀(Cell)의 크기가 같거나 다른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쉐페(Scheffe)검증을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자영업자인 이용자 사이

에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점에서 차이

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학생의 만족도 평균값은 4.18로 나타났고, 자영업자는 3.40

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의 경우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인 ‘만족한다’는 응답

보다 0.18 높은 값으로 나타나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자영업자의 경우 5점 척도에서 임계값인 3을 넘어 어느 

정도 보통 이상으로 만족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지

만, 통계학적 기준으로는 학생이 자영업자 이용자보다 경의

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에 대하여 더 만족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대상지는 체험행사, 전시 및 계절감 있는 볼거리와 문화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뿐 아니

라 자연스러운 참여로 인해 더 높은 만족도의 결과로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행사와 문화공연 등이 젊은 공

원이용객에 관심과 참여에 한정되어 있는 점이 다양한 세대

와 직업군의 관심을 유도하기 힘든 점이 학생들의 만족도에 

비해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낮은 결과로 판단된다.

Division
Sample 

numb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Office 

workers
78 3.78 0.73

Student 44 4.18 0.79

Self-employe

d
30 3.40 0.67

Housewife 31 3.87 0.81

Inoccupation 15 3.73 0.88

Etc 7 4.43 1.51

Table 11. Job Satisfaction Analysis

4) 거주지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차이분석에 

대한 F값이 2.654, 유의확률(p-value)은 0.05이하인 0.024로 나

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분석의 결과에 따라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떤 거

주지대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사

후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에는 둔칸(Duncan)검증을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교동과 성산동, 동교동과 연희

동, 남가좌동과 성산동, 남가좌동과 연희동, 연남동과 성산동 

사이에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남동구간은 경의선숲길공원의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주

민 거주시설과 공원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공간이 없고, 

홍대의 중심상업지역에서 즐기는 외부 방문객들의 유입이 공

원 조성을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유입되면서 토지이용의 경

계가 혼재되어있다. 또한 대상지 현황 조사결과 홍대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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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까운 공간과 가좌역에서 가까운 공간의 공원이용행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홍대입구역과 가까운 공간은 인근

거주민보다는 젊은 외부 방문객들의 공원이용이 두드러진 반

면, 가좌역과 가까운 공간은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 속 휴식 

공간으로 공원을 이용하는바 양 집단 간 추구하는 공원의 가

치가 상이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연남동거주민의 만족도에 

비해 성산동거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가좌역근처

에서 유입되어 공원을 이용하며, 연남동거주민들에 비해 공

원의 야간 소음, 음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

로 적은 이유가 만족도차이 결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Division
Sample 

numb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Yeonnam-dong 42 3.79 0.81

Hapjungdong 9 3.44 0.53

Mangwon-dong 13 3.46 0.78

Seongsan-dong 7 4.57 0.53

Sinsu-dong 6 4.33 0.82

Residents in 

other areas
128 3.87 0.84

Table 12. Analysis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Residence

8. 공원 만족 요인 분석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만족 요인 분석을 위하여 회

귀분석1)을 사용하였다.

통상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대한 것

을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할 시 종속변수의 문항은 ‘만족하십

니까?’로 묻고, 척도 또한 높은 점수가 부여될수록 만족하는 

정도가 강해지게 설정한다. 독립변수 문항 또한 각각의 요인

에 ‘만족하십니까?’로 물어 높은 점수가 부여될수록 만족하는 

정도가 강력해지게 설정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척도 의

미를 같게 한 뒤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떠

한 설계요소들이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을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속변수 문항은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는 설계 요소인 공원의 

‘접근(로)’, ‘출입구’, ‘보행로’, ‘식재경관’, ‘안내시설’, ‘휴게시

설’, ‘수경시설’, ‘위생시설’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는 것으로 

설정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동시입력방식(enter)을 

선택하였다. 동시입력방식은 “모든 독립변수들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된 상태

에서 특정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 수 있으며, 모든 독립변

수들이 동시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분

석 결과는 표 4-15와 같이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결정

계수(R2)는 .505로서 8개의 독립변수가 투입됐을 시 50.5%

로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으며, 5%의 유의수준(p-value)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근로, 식재경

관, 휴게시설은 유의하나 출입구, 보행로, 안내시설, 수경시

설, 위생시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

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큰 변수는 표준화 계수2) 0.340으로 휴게시설이며, 그 다음으

로 표준화 계수 0.308인 접근로, 0.272인 식재경관 순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도출된 휴게시설, 접

근로, 식재경관의 표준화 계수는 (+) 값으로 나타나 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만족도에 대하여 휴게시설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Non-standar

dization 

factor

Standa

rdizati

on 

factor t

Prob

abilit

y of 

signif

icanc

e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

rd 

error

beta
toler

ance
VIF

D
e
s
i
g
n

e
l
e
m
e
n
t

a constant .286 .322 　 .887 .376 　 　

Access 

road
.363 .085 .308 4.290 .000 .490 2.042

entrance -.171 .132 -.115
-1.28

8
.199 .316 3.163

Walkway -.088 .117 -.058 -.755 .451 .422 2.367

Vegetable 

landscape
.362 .097 .272 3.728 .000 .473 2.114

Information 

facilities
.088 .112 .059 .785 .434 .447 2.237

Resting 

facility
.453 .120 .340 3.788 .000 .314 3.187

Hydroponic 

facility
.057 .096 .042 .588 .557 .491 2.037

Sanitation 

facility
-.003 .072 -.002 -.037 .971 .710 1.408

R2:.505, F:25.020, P:.000

Table 13. Analysis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Residence

1)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2개 또는 그 이상인 모형으로 분석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적용된다. 

2)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는 예측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

가 다른 예측변수보다 큰 예측변수는 종속변수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표준화 계수는 부호의 의미가 중요한데, (+)값은 독립변

수 x가 커지면 종속변수 y도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값은 독립변수 x가 커지면, 종속변수 y가 작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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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공원 이용자의 만족요인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향후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시 기

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이론 고찰 결과, 철도폐선부지는 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노후한 기존 노선의 선형개량, 도심 

통과 노선의 외곽 이설 사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은 친화적 공간 및 도

시재생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

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경의선숲길공원 조성은 철도폐선부

지를 공원화한 사업이다.

둘째, 대상지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으로 결과가 도출되

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객들이 인식하며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남동구간은 홍대의 중심상업지역과 인접하여 20대,30대의 

젊은 연령층의 유입이 많았으며 만족도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원체험프

로그램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공원요소가 산재되어 더 

높은 만족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지는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주민 거주시설과 공

원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공간이 없어 외부 방문객들의 야

간 소음, 음주, 쓰레기 등의 문제로 인한 인근거주민들의 불

만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만족요인 분석의 결과 휴게시설, 접근로, 식재경관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휴게시

설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공원의 이용행태 분석결과를 보면 휴식 및 산책을 위하여 공

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휴식 

및 산책을 위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공원설계요소 중 

휴게시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을 방문

하는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오후시간대에는 많이 혼잡하여 휴

게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접근로는 대상지를 통과하는 차량 동선이 혼재하였

으며 그로인해 공원이용객들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식재경관은 도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경계부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완충수림을 식재

하여 풍부한 녹음효과와 환경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벚나무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단풍

나무를 식재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나무

를 식재하여 사계절 푸른 경관을 연출하였다. 따라서, 계절감

을 느낄 수 있는 식재경관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기간동안에

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계절별 만족도 차이에 대한 분석

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리고 관목을 최소화한 교목위주의 식

재를 통해 잔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오픈스페이스의 공

간을 조성하였으나 대부분 잔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홍대입구역 근처의 잔디상태는 가좌역 근처의 잔디상태보다 

불량하였다. 가좌역 근처는 인근거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잠

시 머무르는 반면에 홍대입구역 근처는 젊은 방문객들이 공

원에서 장시간 돗자리를 깔고 음주와 여가를 즐기면서 잔디

밭이 황폐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원이용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 많은 

이용객들이 위생시설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대상지는 현재 한

국철도시설공단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공원 

내부에 가능한 고정건축물(화장실, 체육시설 등)은 최소화 하

여 조성되었다. 이에 화장실이용이 인근 상가 및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활용되고 있지만 많은 이용객들이 개

방화장실의 위치 및 있는지의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은 특정 

연령층만 공원에 유입되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

층과 계층이 유입되어 즐길 수 있는 공원 프로그램이 필요하

며, 휴식과 산책을 위한 휴게시설의 충분한 설치와 기능개선, 

녹음을 위한 식재경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공원화한 경의선숲길 

연남동구간의 공원 만족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공원 계획과 조성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객들이 원하는 공원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하나의 대상지와 

특정시기에 한정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례연구로 철도폐선

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

점이 있다. 계절에 따라 이용객들의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차

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는 설문조사

기간을 특정시기가 아닌 사계절을 이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

록 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판단된다. 

연남동구간 뿐만 아니라 타 구간을 대상으로 심층적 연구

를 수행하고,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여러 방

안 등에 대한 연구가 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결과 많은 이용객들이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일반 공원이 아닌 도시재생

을 통한 공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 공원과는 다른 차

별성을 부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시재생차원에서 철도폐선부지의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관행적 실행방법을 지양하여 

지속성을 위한 여건조성을 통해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이 조금

씩 진일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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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hanges of flora in the construction area of natural river restoration in Pocheoncheon.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fundamental reference for vegetation management of river and to help make selections for vegetation 

when fostering urban natural river,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flora and planted flora when fostering natural riv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had been a total of 216 species that were naturally appeared after the construction on natural river. Among these, 

38 of them were naturalized species, which account for 17.59%. Only 3 spices survived out of all 9 that were initially planted. The rest 

6 died. The initially planted species have disappeared, but other species appeared naturally in the natural river of Pocheoncheon. The 

fact that the river environment keeps changing in Pocheoncheon through this process means that the ecosystem at Pocheoncheon is 

being stabilized with self-organization. Second, 30 species are suitable for natural river restoration for urban river. These species showed 

up in all A, B, and C area, and the total population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 more than 2 locations. These facts represent that 

Humulus japonicus S. et Z and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PAMPAN.) HARA are the suitable species for natural river. Specifically, 

Setaria viridis (L.) BEAUV. And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are considered to be the species that maintains suitable lives 

even in mid-stream and low-stream of the river. Third, there had been a total of 19 species that requires a careful attention when selecting 

them as the flora in natural river simply because they are not quite suitable for river restoration of urban natural river.

키 워 드 : 도시하천, 자연형 하천, 하천복원, 교란, 하천식생, 식물상 변화
Keywords : City River, Natural Type River, Restoration of River, Disturbance, Vegetation of River, Change of Flora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도시 하천은 하천의 자연 환경 기능을 회복 하고자 자연

형 하천 복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국내의 자연형 하천 복

원 기술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1996년부터는 정부주도하에 국내 

여건에 맞는 하천 복원 공법을 개발하였다. 2002년 하천 복

원 가이드라인 시안(KICT, 2002)을 작성하였다. 정부 및 학

계주도의 다양한 생태 하천 조성 기법이 연구되는 등 자연형 

하천 복원 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최정권, 2002)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하천 정비 사

업으로는 수원시의 수원천(1996년), 서울시의 양재천(1996

년), 오산시의 오산천(1998년), 포천시의 포천천(2003년)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하천정비 사업은 최근 들어 하천 유역의 

토지 이용이 증대되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 하천 생

태계는 현저하게 교란되었다(최일홍 외, 2010). 하천 생태계

의 변화는 하천 정비 방식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 되어 육

지와 하천간의 추이대(ecotone)가 단절 되는 등, 하천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 파괴 되고, 생태적 기능도 저하되고, 종다양성

도 감소하기에 이르렀다(노태성, 2002). 특히 이러한 자연형 

하천 복원 공사가 시행된 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공법들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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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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시행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하천의 지형적 특성 등에 적합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최일홍 외, 2010).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하천의 식물상2)이다. 건강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식생을 이용한 생태적 복원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최

일홍 외, 2010). 특히 도시 하천의 생태 복원 및 자연형 하

천 조성에서 식물의 활착, 발달이 생태계 건강의 제일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하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하도 내 식물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초기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

성된 포천시의 포천천을 대상지로 자연형 하천 조성 당시 식

재된 식물의 변화와 현재의 식물상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조성될 도시 하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시 식물 선정과 생태 하천의 식생 관리를 위한 기초 자

료를 제시 하는데 있다.

Ⅱ. 이론고찰

1. 하천식생의 구조와 특성

하천변에 무성하게 자생하던 하천식생은 잡초와 잡목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자연형 하천 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식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바뀌

고 있다. 하천생태계에서 식생의 중요성은 그 지역의 환경요

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 하천식생의 구조

하천생태계에서 식생의 구조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Figure 1 참조). 하변림(riparian woodland)은 하천의 영향

을 받는 범위 안에 형성된 수림을 말한다. 하변림을 구성하

고 있는 수종은 주로 버드나무과의 버드나무류와 사시나무로

서 성장이 빠른 속성수이면서 수명이 짧다(전혜경, 2002).

하원식물역(riparian meadow zone)은 계절적 홍수의 영향

으로 범람에 의해 생성된 하안 단구상의 지반면 위에 형성된 

주로 초본류에 의해 피복 되어 있다(정진아, 2004). 높은 지

하수위에 따른 습한 토양수분 조건과 주기적인 범람에 내성

이 있는 식물 종으로 구성된다. 갯버들 등 관목성목본류도 

출현하나 계절적 주기적 침수에 의하여 안정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반안정 상태를 보인다.

정수식물역(emergent plant zone)은 하안이 직접 맞닿는 

하안선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계절적 수위변동에 따라 간헐적

으로 물에 잠기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출현하는 정수식물은 

뿌리와 줄기의 하부는 수중이나 포화된 토양층 속에 있으나 

줄기와 잎이 대부분은 수면 위에 나와 있다. 대표적인 정수 

식물 종은 갈대, 줄, 부들 등이다(최정권, 2002). 

수생식물역(aquatic plant zone)은 개방수면(open water)

과 육상의 중간지대인 연안대에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관속

이 있는 고등식물로 물속 또는 물위에서 생장하거나, 경엽부

의 일부가 항상 물속에 담겨있는 식물을 말한다(전혜경, 

2002). 수생식물은 생활형과 생육지에 따라 유근성 수생식물

과 부유성 수생식물로 나뉘고, 유근성 수생식물은 부엽식물

과 침수식물로 세분 한다(최정권, 2002). 

* Source : townofcanandaigua.org

Figure 1. Zones of a vegetated freshwater shoreline

2) 우리나라 하천식생의 특성

환경부(2001)의 하천복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천식생은 종단식생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된다. 상류의 경

우 유속이 빠르고 범람원이 좁기 때문에 번식이 용이한 식생 

특성을 보인다. 중류는 상류보다 하천폭이 넓고 유속도 완만

하여 사행부의 안쪽에는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기 때문에 

보수력이 약하다. 식생은 건조한 곳에서 생육하는 식생이 나

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하류의 경우 유속이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하도에 진흙이 퇴적되어 넓은 범람원이 형성되며 조

류의 간만에 의해 수위가 변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하류 식

생은 군집으로 발생하며 해수가 유입되기도 하여 염해에 견

디는 식생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자연형 하천복원의 개념과 공법

1) 자연형 하천복원의 개념

자연에 가까운 하천조성(Naturnaher Wasserbau)라는 용

어는 유럽의 독일어권에서 1930년 말에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자연에 어긋나지 않고, 최대한 자연형태에 가깝게 가

2) 식물상이란 어떤 지역의 인문 사회 환경은 물론 기후와 풍토환경을 반영한 생태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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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 하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형 하천은 하천 생태

계의 생명 부양체로서 기능하여,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고 

생태적 생산력이 높은 자연의 속성, 즉 스스로 발생하고 주

기적으로 반족하며 자조적인 특성을 가지는 하천을 의미한

다. 과거 한강개발사업 및 국내 하천정비 사업의 결과 호안

은 주로 콘크리트블록으로 처리되어 단순한 경관과 균일한 

흐름을 가지게 되었고 수질과 수중생태계는 악화되었다. 

자연형 하천복원이란 하천에서 홍수, 하상침식, 제방 불안

정 등의 문제가 생태적 서식처, 경관 등 하천의 자연적 가치

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하천의 환경적·심미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하천 정비에 쓰인 콘크리

트 대신 통나무, 살아있는 버드나무, 돌, 수목 등 자연재료를 

이용하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홍수 

피해의 경감은 물론 자연 하천의 특성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

을 말한다.

2) 자연형 하천복원 공법

자연형 하천공법은 하천의 이수·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하천 환경을 ‘자연하천’에 가깝게 개선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하천이 지닌 환경기능 중에 특히 하천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을 재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생

물적 재료인 나무, 풀, 돌, 흙과 같은 생태재료를 최대한 이

용해 하천 형태를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복원한다.

자연형 하천공법은 교란된 하천생태계를 재생하기 위한 

공법의 일종으로 구체적인 특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콘크리트 호안공법의 대체이다. 자연형 호안공법은 콘

크리트 호안공법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고 생태계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친환경적 생태공법(ecotech-nology)이다(최정권, 

2002). 두 번째로, 수변 추이대(ecotone)의 기능회복이다. 생

태적으로 환경을 평가할 때 추이대는 생태적 생산성과 종다

양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수변 추이대는 물과 뭍이 맞닿아 

있으면서 다양한 환경적 기반이 형성되어 추이대의 생태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따라서 기존 저수지의 

콘크리트화된 호안부가 자연형 호안으로 대체된다면 생태적 

추이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최정권, 2002). 세 

번째, 하천 생태계의 역동성 회복이다. 자연하천 생태계는 유

수체계가 반영되어 역동성(dynamism)이 두드러진 생태계이

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은 하천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으로 대규모로 교란된 상태이므로 의도적인 복

원사업으로 하천생태계가 지닌 역동성을 대체 복원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생여과대(Vegetation Filter Strips)의 확

보이다. 하천변 토지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점 오염원(point 

source)은 차집관거시설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하시켜 하

수처리하게 되나 하천변 표면유거수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은 통제가 용이하지 않아 하천 

물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식생호안공법으로 조성

된 일정폭의 식생군락은 식생여과대로 기능하여 비점오염원

에 의한 오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대상지 선정

1) 대상지 개요

포천천은 총연장 32.00km이다. 임진강의 제3지류로서 영

평천 하구에서 약13km상류 좌안으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유

역면적은 240.53㎢, 유로연장 31.77㎞, 유역평균고도 

EL.201.77m, 유역평균경사 12.25°인 수지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 도시 하천이다(포천시, 2003). 유역 경계인 분수령의 표

고는 EL. 200m~ 930m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역 서측에 

위치한 천보산맥과 해룡산(EL.660m)을 경계로 한탄강의 제1

지류인 신천 유역과 인접한다. 동측은 영평천의 지류인 수입

천이 위치한다. 남측은 죽엽산(EL.600m)과 국사봉(EL.546m)

을 경계로 한강 제1지류인 왕숙천이 위치하고 있다. 본류인 

포천천을 비롯한 금현천, 우금천, 좌의천의 연안은 낮은 구릉

지역으로 넓은 농경지가 분포되어있다. 서울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포천천 수계는 동절기에는 한랭건조하다. 하절기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 특성을 보인다. 연평균 기온은 12.9℃, 상

대 습도는 62%, 연평균 강우량은 1,394.2mm이다. 

2) 대상지 범위와 기후특성

본 연구의 대상지 범위는 포천천 중류부의 후평교에서 상

류부인 소흘교까지 약 5.314km구간이다. 특히 이 구간은 

2003년부터 2011년에 걸쳐 자연형 하천 공사가 시행되었다. 

대상지는 다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순서대로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명칭을 붙였다.

포천시의 자료에 의하면 연구의 대상지는 수문학적으로 

볼 때 유로 전체 연장 32.00㎞ 중에서 비교적 상류 와 중류 

구간에 해당한다. 장마와 집중 호우 시 유속은 빠르나 유량

이 많지 않다. 홍수위가 높고, 토양의 침식이나 퇴적 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포천천은 6월말에서 8월

초에 걸쳐 한반도에 상륙하는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집중호

우가 하절기인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폭풍우나 호우가 10월 

중에도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포천시, 2013). 특히 

포천천 수계의 연평균 강수량은 서울 관측소와 철원 관측소

의 21년간 자료에 의하면 포천천의 연평균 강수량은 

1,394.2mm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인 1,245mm보다 

149mm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울 기상청 자료). 이

는 집중 호우 시 비가 오는 양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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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피해도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적 교

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식물종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기후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이와 같은 특성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연구의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 Source : map.naver.com

Figure 1. Study area and sampling interval location

2. 조사구 선정 

1) 표본조사 구간 및 조사구 선정사유

조사구는 자연형 하천 공사 구간인 5.314km중에서 총 세 

구간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구간을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명명하였다(Figure 1 참조). 

각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조사 구간은 상류 역으로 일반적인 자연형 하천 공법만 적용

된 구간이다. 하도 또한 거의 직선형으로 복원되었다. 하천 

폭이 좁고 자연형 하천 공사 시 식재된 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입종의 유실이 가장 많은 곳으로 판단하였기에 

조사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B 조사 구간은 중간 역으

로 수정교가 있는 구간이다. 소흘 하수 종말 처리장 방류수

와 고모 저수지가 유입되고 고모천이 합류되는 지점이다. 종 

다양성이 높아 다른 구간과 비교대상이 예상됨으로 조사 구

간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C 조사 구간은 후평교가 위치하고 

있다. 하천 공사 구간중 하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가장 최

근에 준공된 구간이다. 특히 종 다양도가 높을지라도 생태적

으로 불안정하다. 장마로 인한 퇴적 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모래 언덕과 같은 자연적 교란 요인으로 인해 생존율이 떨어

지는 구간으로 판단하였기에 선정하였다.

조사구는 총 3개구간으로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명칭

을 붙였다(Figure 1 참조). 각 구간에 3개씩 총 9개 지점에 

조사구를 설치하였다. 대상지에 있는 조사구의 정확한 좌표 

측정을 위해 GPS수신기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좌표점을 도

면에 표시하기 위해 Arcview GIS Program을 사용하였다.

3. 조사 분석 방법

1) 대상지 식물종 목록 작성

2003년 3월 포천시가 기 수립한 포천천의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인 총연장 32.00km이다. 이 중 중류부의 후평교에서 부

터 상류부인 소흘교까지 약 5.3km구간이 자연형 하천 조성 

구간이다. 하상구간 및 여유고구간에 걸처 임의적으로 식물

을 배식하였다(포천시, 2003). 자연형 하천 조성 당시 식재한 

도입종 목록은 관계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지 전 구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식물

의 학명과 동정 분류는 이창복의 식물도감(2006)과 박수현의 

세밀화 사진으로 보는 한국귀화식물(2009)을 사용하였다. 미 

수록된 식물종은 환경부 소요산(포천, 동두천)의 식물상, 제2

차 자연 환경 보고서(1999)를 통해서 동정하였다. 특히, 귀화

식물 분석을 위해서 박수현(1995)의 한국 귀화식물 원색도감 

과 환경부(1997)의 자생식물관리도감(초본류)을 참조하였다.

2) 식물상 조사

자연형 하천 공사 후의 식물상을 조사하였다. 하천 공사 

시행 후 수년이 지난 현재 연구 대상지의 식물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종 목록과 하천 공사 

시 식재된 종 목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식물상을 조사하였

다. 특히 조사구는 연구대상지의 표본구 최소면적을 쿼트라

의(표본구)의 최소넓이를 바탕으로 해서 5⨯5m로 설정하였

다. 각 조사 지점별로 식물상 변화를 조사하였다. 정확한 동

정(identification)이 요구되는 종에 대해서는 채집한 후 한양

대학교 공학대학원 생태조경복원전공 연구실에서 정밀 동정

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포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 개요

1) 대상지 선정 배경

포천천 실시 설계 지구 현황은 경기도 포천시 관내를 관

류하는 지방2급 하천이다. 이 구간은 포천읍 어룡리로 부터 

소흘읍 이동교리에 이르는 연장 5.314km이다. 치수 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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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대부분 구간이 통수 단면이 부족하고 홍수위에 

대한 여유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제방 및 호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였다. 포천시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 대상 구간에 대한 

하천 설계는 치수 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하천의 수환경과 

공간 환경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시공하였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공사에서의 식물 식재 계획은 하상구

간 내에서의 수중식물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다. 제방 

상단부에서 계획 홍수위 이상에 설치되는 여유고 부지에 관

목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수중부 구간에는 애기

부들, 꽃창포, 달뿌리풀 등을 식재하였다. 비 수중부 구간에

는 키버들, 갯버들 등을 식재하였다. 제방 상단부 여유고 부

지 구간에는 개나리, 철쭉, 진달래, 유채꽃등 관목류를 식재

하였다(Table 1 참조).

Section Plant Unit Quantity

Riverbed 

section

Narrow-leaved cat-tail EA 6,405

Russian iris EA 3,138

Runner reed EA 2,799

Winnow willow EA 2,499

Pussy willow EA 1,974

Riverside 

section

Forsythia EA 14,495

Royal azalea EA 32,249

Azalea EA 30,688

Rape flower EA 30,060

* Source : Researcher 

Table 1. Vegetation quantity table

2. 조사구별 식물상

A, B, C구간의 총 9개 표본구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식

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표본구 최소면적은 일

반적으로 쓰이는 표본구의 최소넓이를 바탕으로 5⨯5m 크기

의 표본구를 설치하였다.

1차 표본조사는  2016년 9월 12일에 실시하였다. 2차 표

본조사는 9월 26일에 실시하였다. 3차 표본조사는 10월 10

일에 실시하였다. 4차 표본조사는 10월 24일에 실시하였다. 

5차 표본조사는 11월 7일에 실시하였다. 6차 표본조사는 11

월 14일에 실시하였다. 9개의 표본 조사구에 대한 각 구간별 

식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elt-transect 1 

· 조사구 번호 : 1번

· GPS 측정위치 : N 37  ̊49.655, E 127  ̊ 9.034

1번 조사구의 식물은 19종이다. 강아지풀, 개밀, 겨이삭, 

냉이, 망초, 명아주, 바랭이, 소리쟁이, 쑥, 애기수영, 익모초, 

질경이, 토끼풀, 눈괴불주머니, 여뀌, 젓가락나물, 조록싸리, 

환삼덩굴 등이다.

2) Belt-transect 2 

· 조사구 번호 : 2번

· GPS 측정위치 : N 37  ̊ 49.690, E 127  ̊9.045

2번 조사구의 식물은 17종이다. 갈풀, 강아지풀, 개밀, 개

비름, 속털개밀, 쑥, 참새귀리, 환삼덩굴, 갈퀴덩굴, 돌피, 갈

대, 골풀, 비수리, 새모래덩굴, 속털개밀, 줄 등이다. 

3) Belt-transect 3 

· 조사구 번호 : 3번

· GPS 측정위치 : N 37̊  49.707, E 127̊  9.0503

3번 조사구의 식물은 22종이다. 갈풀, 골풀, 둥근잎유홍초, 

뚝새풀, 망초, 메꽃, 박주가리, 속털개밀, 실새풀, 쑥, 익모초, 

젓가락나물, 환삼덩굴, 갈대, 겨이삭, 여뀌, 비수리, 줄, 큰까

치수영, 청사조, 취명아주, 토끼풀 등이다. 

4) Belt-transect 4

· 조사구 번호 : 4번

· GPS 측정위치 : N 37  ̊ 49.990, E 127  ̊9.232

4번 조사구의 식물은 21종이다. 갈대, 강아지풀, 겨이삭, 

고마리, 뚝새풀, 마, 마디풀, 망초, 쇠별꽃, 쑥, 억새, 젓가락나

물, 청사초, 토끼풀, 환삼덩굴, 비수리, 속털개밀, 애기똥풀, 

청사초, 바랭이, 호밀풀 등이다. 

5) Belt-transect 5

· 조사구 번호 : 5번

· GPS 측정위치 : N 37  ̊ 49.999, E 127  ̊9.264 

5번 조사구의 식물은 19종이다. 갈퀴덩굴, 강아지풀, 바랭

이, 비수리, 새, 수까치깨, 쉽사리, 쑥, 젓가락나물, 줄, 칡, 환

삼덩굴, 개밀, 루드베키아, 망초, 미국나팔꽃, 익모초, 청사초, 

개발나물 등이다.   

6) Belt-transect 6 

· 조사구 번호 : 6번

· GPS 측정위치 : N 37  ̊ 50.052, E 127  ̊9.353

6번 조사구의 식물은 15종이다. 강아지풀, 개밀, 개비름, 마

디풀, 망초, 미국개기장, 바랭이, 쑥, 익모초, 젓가락나물, 환삼덩

굴, 비수리, 새, 쉽사리, 개피 등이다. 

7) Belt-transect 7

· 조사구 번호 : 7번

· GPS 측정위치 : N 37  ̊50.959, E 127̊  10.022

7번 조사구의 식물은 18종이다. 강아지풀, 개밀, 돌피, 망초, 

미나리, 부들, 애기수영, 줄, 청사초, 환삼덩굴, 갈대, 새, 억새, 

애기똥풀, 그령, 쉽사리, 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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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elt-transect 8

· 조사구 번호 : 8번

· GPS 측정위치 : N 37̊  50.900, E 127  ̊10.057

8번 조사구의 식물은 16종이다. 갈대, 갈풀, 강아지풀, 개

밀, 골풀, 괭이사초, 돌피, 바랭이, 수크령, 억새, 환삼덩굴, 그

령, 망초, 메꽃, 줄, 애기수영 등이다. 

9) Belt-transect 9

· 조사구 번호 : 9번

· GPS 측정위치 : N 37̊  50.9720, E 127̊  10.057

9번 조사구의 식물은 21종이다. 갈퀴덩굴, 강아지풀, 개밀, 

개비름, 개솔새, 겨이삭, 그령, 돌피, 디풀, 망초, 멍석딸기, 

쑥, 젓가락나물, 환삼덩굴, 달맞이꽃, 비수리, 억새, 방동사니, 

새모래덩굴, 칡 등이다. 

3. 자연형 하천 조성 후 식물상

식생 조사에 의하면 자연형 하천 공사 후 2015년 현재 포

천천의 식물상은 총 69과 219종이다. 새롭게 자연 발생적으

로 이입된 출현종이 216종이다. 이 중 38종이 귀화종으로 귀

화율이 17.59%로 나타났다. 자연형 하천 조성 시 식재된 9

종은 3종만 생존하였다. 특히 노랑꽃창포, 개나리, 갯버들은 

자연형 하천 공사 후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포천천에 잘 적

응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Table 

2 2015년 포천천 식물상 참조). 

Plant Change District Time

Narrow-leaved cat-tail extinction A 2003

Russian iris survival A 2003

Runner reed extinction C 2011

Winnow willow extinction 2003

Pussy willow survival 2011

Forsythia survival B 2003

Royal azalea extinction 2003

Azalea extinction 2003

Rape flower extinction 2003

* Source : Researcher 

Table 2. Change vegetation of the Pocheon cheon river

Ⅳ. 결 론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 공사 구간을 대상지로 하여 공사 

후식물상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형 하천 공사 후의 식물상이다. 자연형 하천 조

성공사 이후 새롭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입된 출현종은 216

종이다. 이 중 38종이 귀화종으로 귀화율이 17.59%로 나타

났다. 자연형 하천 공사 시 식재된 종은 3종만이 생존하였다. 

나머지 6종은 소멸해 버렸다. 생존한 종으로는 노랑꽃창포, 

갯버들, 개나리 등이다. 나머지는 어느 종도 자연형 하천 공

사 후 생존한 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상지의 

하천 환경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포천천 자연

형 하천 공사 구간은 최초 식재된 종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럽

게 외부 종들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포천천의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자기 조직화로 인해 포천천의 생

태계가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자기설계(Odum, 1989)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않은 생태 복원 설계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

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연이 가지는 자기설계의 패턴에 대한 

선행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단어 그대로의 복원 설계

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도시 하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에 적합한 식물종이

다. 노랑꽃창포, 개나리, 쑥, 질갱이, 속털개밀, 환삼덩굴, 갈

풀, 갈대, 강아지풀, 겨이삭, 마, 줄, 메꽃, 칡, 비수리, 바랭

이, 개밀, 미나리, 부들, 수크렁, 수까치깨, 억새, 돌피, 마디

풀, 눈괴불주머니, 젓가락나물, 조록싸리, 갈퀴덩굴, 개비름, 

멍석딸기 등 총 30가지의 종이다. 특히 A, B, C 전 구간에

서 환삼덩굴, 쑥이 조사지점 2군데 이상에서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도시 하천의 전 구간에 걸쳐 환삼덩굴과 쑥은 

장마에 잘 정착되고 번식이 용이한 식물종이다. 강아지풀과 

개밀은 도시 하천의 중류와 하류구간의 하원 식물역에서도 

안정 상태를 이루는 식물종으로 판단되어진다. 

셋째, 도시 하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에 적합하지 않은 식

물종이다. 자연형 하천 복원 시 식물종 선정 에 주의를 요하

는 종이다. 개기장, 냉이, 소리쟁이, 애기수영, 비름, 참새귀

리, 둥근잎유홍초, 뚝새풀, 망초, 박주가리, 속속이풀, 속털개

밀, 애기똥풀, 미국나팔꽃, 청사초, 개밀, 그령, 달맞이꽃, 돌

피 등 총 19종이다. 이들 종들은 대부분 관상용이나 귀화종

으로 하천변에 식재 되었다. 새롭게 출현한 종으로 자연형 

하천 공사 후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A, C

구간에서는 애기수영, B, C구간에서 청사초, C구간에서는 망

초, 줄 등이 조사지점 2군데 이상에서 완전히 소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의도적인 식생의 도입보다는 토착종의 자연스러

운 활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 성격이나 구역에 따

라서 계획하는 식물상의 특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연형 하천 공사 초기에 

식재한 식물들 중 애기부들은 하류의 제방부근에 군집으로 

식재하여야 하나 상류의 수중부 구간에 식재하여 소멸되었

다. 달뿌리풀은 상류의 수중부 구간에 식재하였는데 소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달뿌리풀이 상류의 유속이 빠른 곳

에 잘 정착한다는 이론에 대한 기초자료가 보완 또는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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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조사에서는 소멸된 종으로 나타났으나 철쭉, 진달래, 유채꽃

은 자연형 하천 복원 공사의 식물종으로 선정 시에 미관상으

로 가치가 있다는 점 등에서 고려해볼 만한 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애기부들은 식재위치를 하류의 제방부근에 군

집으로 식재할 시 자연스러운 활착을 이룰 수 있는 식물이

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하천에서 자연형 하천 조성이라는 인

위적 교란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적인 관점에

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초래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교란등에 의해 하천생태계는 고유성이 유지된다는 연

구 수행 결과와 같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자기설계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않은 생태 복원 설계가 가지는 한계와 취약성

을 동시에 보완하는 연구가 선행 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 구간에 대한 식물상 조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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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실내조경 이용 후 평가
- 제1터미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t-Occupancy Evaluation of Interior Landscape of the 
Terminal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Focused on the 1
st

passengers Terminal -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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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ization, initiated by industrialization, has brought material benefits to people, but it involved an insufficient point 

in that it did not provide pleasant environment for the growth of healthy mind. It stared to function as a driving force to 

shift urban lifestyle to interior lifestyle. However, this resulted in stress and side effects. In other words, urbanization brought 

us with an assignment of creating new environment. Nature started to be introduced in interior in accordance with changed 

lifestyle, thereby undertaking the pioneer a new field of interior landscape and establishing the academic concept. 

Since interior landscape is a professional field for creating natural environment inside contrary to landscape in outdoor 

places, it covers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from homes to mega projects. Currently its importance is growing as it greatly 

affects interior space image and user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formation of interior landscap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erves as a strong status as the 21st century hub airport in northeast Asia. Opened in March 

2001, it retained world-top competitiveness as an airport. Various cultural facilities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make 

good impressions of South Korea on foreign visitors and improve airport satisfaction. In particula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tinued to expand the size of landscape plants as well as indoor green wall in terminal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indoor environment and enhancing aesthetic landscape. It also exerts to purify air and form eco-friendly space.

This study analyzed satisfaction on interior landscap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s well as satisfaction influential 

factors and performed after Post-Occupancy Evaluation. This aims to provide basic data needed when upcoming interior 

landscape is planned.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키 워 드 :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 만족도, 영향요인분석, 이용 후 평가
Keywords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terior landscape, Satisfaction, Analysis of satisfaction influential factors, Post-Occupancy Evaluation

Ⅰ. 서 론

과학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공항은 단순한 운송 터

미널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 척도이자 상징역할

을 한다. 이에 선진각국은 세계 항공시장을 선정하기 위

해 허브 공항을 건설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나아가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환승을 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외국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 

느끼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다(홍승현, 2013).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은 1980년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

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해외여행 자율화 정책 등 사

회적 요인의 변화를 계기로 국제선 여객수요의 급속한 증

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국제선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

는 신공항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은 이후 10

여년의 기획, 계획, 설계 및 시공기간을 거쳐 2001년 3월 

개항하기에 이르렀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표적인 공공건축물

이자 규모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대형 건축물이다. 최

근에 건설되어지는 공항터미널은 물론,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노후된 공항들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상징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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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새로이 증축 혹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한 일반 건물과는 다르게 형태, 기능, 구조, 동선처리, 채광 

효과, 실내 환경, 에너지 관리, 방재 식재계획 등의 여러 방

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히 거대한 실내공간

에 대한 환경계획에 유의해야 한다(손장열, 1999).

그 뿐 아니라 경제시장의 확대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천연자원의 고갈을 야기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

후현상, 물 부족 심화, 생물 종 다양성 감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폐기물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환경은 선택적인 것이 아닌 필수적이며 경제를 좌우

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더불어 이미지 향상을 꾀하고자 인천국

제공항은 실내조경을 도입하였고, 이용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실내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

태의 식물들을 설치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국 건축문화의 

기본정신인 자연과 조화된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물, 돌, 나무 

등의 자연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과 환경 친화적인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실내조경은 쾌적한 생활공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물이나 구조물의 내부공간에 식물 및 기타 소재를 도입하

여 조경의 디자인 방법을 통해 창출된 공간(한혜련,2005)이

라 정의되고 있다. 스크리븐&스테판(1980), 신더(Synder, 

1990), 유미(2013), 이연숙(1995), 파버비랜(1995) 등은 실

내조경이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

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휴

식공간을 제공하여 스트레스의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식물 특유의 신선한 색채와 부드러운 질감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연축하여 공간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탈피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식물은 미세먼지

나 유해 휘발성물질의 가스를 흡수하는 공기 정화 기능을 

가져 실내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초창기 실내조경은 삭막한 실내를 장식하기 위하여 

화분을 나열하는 원예 취미의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대형

건물과 더불어 항구적이고 대규모적인 실내수림이 조성

되고 있다(김준성, 2003). 하지만 현재의 실내조경 도입 수

준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며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실내조경 적용 현황은 미비한 수준이다. 

실내조경의 중요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실내공간에 적극적으

로 반영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의 높은 위상을 지키고 더 나은 

발전과 많은 외국 이용객들을 유치하여 좋은 국가 이미

지를 전달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실내조경에 대

한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와 만족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

용 후 평가를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인천국제공항 실

내조경 조성 시 고려해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Ⅱ. 이론고찰

1. 실내조경의 개념

산업혁명 이후 기술 문명의 발달과 도시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로 인한 도시 녹지

의 감소화로 인해 도시 환경은 황폐되어 가고, 제한된 대지 

내에서의 토지 이용은 도시 공간의 광장의 역할을 하던 공공 

공간과 자연 요소를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집약적인 도

시 생활 형태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환경에서 보내게 되었

다. 이러한 환경 약화를 보안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물이나 구조물의 내부공간에 식물 

및 기타 소재를 도입하여 조경의 디자인 방법을 통해 창출된 

공간이 실내조경이다(한혜련, 2005). 실내조경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공식화되지 않은 용어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명칭이며 최근에 합성되어 사용되는 명칭으로 실내에 

원예식물을 이용하여 장식을 하는 실내원예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라 보여진다(김지현, 2003).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에서 흔히 영어로 표기하는 Interior landscape(실내조경)라는 

용어보다는 plantscape, interior plantscape 라는 실내 원예

적 개념이 내포된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내조경과 실내원예의 용어 구분이 모호하거나 동일한 의미

로 쓰이고 있다(최은미, 2012).

스크리벤스와 스테판(1980)은 건축물의 내부에 식물을 도입

함으로 실내공간에서의 활동량이 많아지는 현대인들에게 다양

한 만족감을 공급해주는 질적인 환경 개선 작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종합해 본 바 실내조경은 각

종 유형의 제한된 실내 공간에 식물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수경, 조명, 동물, 마감소재 등을 도입하여 답

답한 실내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느끼게 해주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스

트레스의 해소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환경적인 

효과, 건축적인 효과 등 인간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효과를 통

하여 궁극적으로 실내공간의 질적인 환경을 개선해 준다. 점차 

인위적인 소재가 늘어나고 도시의 크기가 확대될수록 그와 비례

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욕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

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실내조경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내공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실내조경의 필요성

산업의 발달로 인한 도시 내의 인구집중과 도시화의 가속으

로 도시 내 자연환경요소를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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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으로 인해 외부공간의 녹지 확보가 어려워졌다.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환경을 요구 하게 되고, 삶의 질적 

향상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활은 복잡해지고, 

외부로부터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

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찾

게 되고 이러한 해결책의 방법의 하나로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도시인들은 실내공간에 자연의 푸르름을 도입

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발생하게 되었고 녹지 확보를 

통하여 실내 환경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실

내 활동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실내조경 도입으로 인해 환경

악화를 보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 할 수 있다.

상용건물이나 공공건물에 있어서 실내조경은 식물과 각종

소재들이 어우러진 실내정원은 현대도시에서 대부분의 시간

을 건물 내에서 보내는 도시생활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

럽게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용자로 하여금 편안

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으며 실

내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내부의 공기의 질이 개선될 뿐

만 아니라 실내 습도 조절도 가능하다. 외부와 달리 성장조

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간계획 시 햇빛, 통풍, 온도, 

습도 등에 대한 생존조건에 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실내조경은 단순히 디자인과 시공 행위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식물체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과

정을 경험하면서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미술이나 조각 등 일반 예술 활동과 다른 점이다(안병환, 

2011). 또한 식물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재배, 관리되므로 

공간설계 시 공간기능과 목적에 따라 실내조경 요소의 적절

한 선정과 설치와 재배를 위한 배려를 통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인천국제공항 실내 조경에 대한 고찰

1) 실내조경 현황

일조부족, 통풍부족,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생육환경에 잘 

적응하고 가시, 악취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또한 조경소재로서 식물 소재 선택 시 

수종별 특성과 함께 재배된 환경여건에 따른 개체별 생육 특

성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식물이 생

명체이므로 같은 종이라 해도 각각의 재배 환경조건이 상이

하여 생육환경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01년도 여객터미널의 실내조경을 내 외부를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조성되었으며, 건축 설계 시 식물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조경분야가 직접 참여하여 채광, 토

심, 배수 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졌다. 식물은 우리나라

에서 자생하는 남부수종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이곳에 식

재된 식물들은 대부분 온실에서 광순화 적응기간을 거친 후 

식재되었다(최자호, 2007).

2) 화단

화단형의 특징은 층고가 낮고 식재 공간이 크지 않는 공

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큰 볼륨을 차지하는 식물을 

식재할 수 없어서 키가 크지 않은 교목이다, 관목, 초본류, 

지피류 등을 식재하여 공간을 조성한다(정은지, 2010). 

여객터미널의 각 공간별 성격을 파악하여 주요한 경관적 

프레임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고정형(Fixed) 플랜터를 제작

하고 넓은 식재화단의 경우, 의도적으로 쉬운 접근로를 계획

해야 한다. 정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하는 공간으로 계획

과 설계에 식물의 관상 시기, 식물의 종류, 화단의 모양, 설

치장소, 양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윤평섭, 2006).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임으

로 관수관리에 있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박상원, 2017).

2) 화분

공간의 성격이 가변적이고 추후 관리상 다양한 연출을 필

요로 하는 곳에는 융통성이 있는 Flexible 플랜터를 제작한다. 

식재수종에서도 기호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종을 가지고 있

으며 화분의 배치에서도 고정적이지 않아 다양한 형태를 보인

다. 이동이 자유롭고 비교적 공간의 제약이 덜한 장점이 있다. 

3) 토분

토분은 바닥에 배수구멍이 없는 원통형의 구조로 진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공기의 접촉 및 햇빛, 수분 등의 자연활동

으로 식물들이 생육하기에 적합하다. 배수성, 보수성, 통기성

을 갖추고 있어 식물의지지, 양분과 수분 제공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허

용 범위 내의 중량을 가지고, 실내 환경조건에 적합한 보습

성, 배수성, 경량성(슬래브 조건)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인공지반상의 식재지반 조성이 불가피하

였으며, 허용하중과 관련하여 토양증량의 검토가 필요하다. 

4) 주요 조경관리 사항

조경식물 유지관리는 인간생활과 자연환경 사이의 풍요로

운 조정기능을 가지며, 조경식물의 경관을 미적, 혹은 기능적

으로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유지관리는 생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적기와 각 

수목 및 잔디·초화류의 특성, 수형, 지역기상, 입지 등에 따

른 병해충, 세심한 관리 미흡으로 인한 고사에 관계되는 사

항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기도 하며, 각 작업별로 세심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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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ion of research site

No.
World's 

Best Airport Award

Asia / Pacific Best 

Airport Award

Medium and Large Airport 

Best Airport Award

User selection

Best Airport Award
Site selection

1

I n c h e o n 

I n t e r n a t i o n a l 

Airport

I n c h e o n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2

Kuala Lumpur 

I n t e r n a t i o n a l 

Airpor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Changi Airport ✕

3 Changi Airport Changi Airport
Detroit Metropolitan 

Wayne County Airport
✕

지관리를 필요로 한다(심태섭, 2002). 

조경수목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분의 공급 즉 관수로 수목 및 잔디의 생육을 위해서 정기적

이고 지속적인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분은 식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물의 합성과 양분의 분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분은 가능하면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다 

즉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뿌리는 지표면을 중심으로 얇게 뻗어 

내리며 반대로 과다한 관수 시에는 토양의 통기성에 영향을 

주어서 뿌리조직의 원활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열악한 실내 환경조건하에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의 특성

상, 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은 초기 설

계개념의 구현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조건 및 

수종선정, 시설물 자재의 선정과 관련 하여, 유지 관리계획은 

크게 수목관리와 시설물 관리로 나뉘어 고려되었으며, 지속적

인 실내 조경 품질확보를 위한 행사별 이벤트 수종 교체, 계

절별 초화류 식재, 초화류 유지관리 측면까지 확대 고려된다. 

여객터미널 내 지하층과 1층은 인공조명에 의하여 광도를 받

고 있다.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대형목이라 수목 하부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광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층,3층 포트수목은 

창가에 식재 되어 있어서 자연채광이 가능하였고 식재대의 경우

는 건물안쪽에 있어서 인공조명으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교통

센터는 자연채광이 가능하였으며, 충분한 광도를 공급받고 있다. 

목본류의 경우 자연 채광한 지역에서는 수목의 교체가 없

었다. 상록활엽수인 수목은 겨울철에 온도를 10℃이하로 낮추

어 휴면을 취해야만 좋은 생육과 개화 상태를 볼 수 있었으나 

공항실내 수목은 휴면을 취하지 못하고 영양생장을 하고 있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대상지 선정과 조사‧분석 방법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2월 1

일에 건설되었으며,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되고, 세계

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

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공항이용객 35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설의 청결도, 이용 용

이성 등 서비스, 시설 및 운영 분야에 걸쳐 총 34개 평가 항

목에 대한 만족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항공운송 실적의 급속한 성장을 통

해 개항 초기와 비교해 여객은 2.4배, 환승객은 3.6배 증가했

다. 전 세계의 1800여개의 공항 중 연간 5000만명 처리가 

가능한 곳은 8개로 인천국제공항은 당당히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실내조경은 그 명성에 비하여 연구가 부족하며, 일반대중들

의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식재가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에 대한 만족도 및 

만족영향요인을 통한 이용 후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Figure 1 참조).  

Figure 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 조사‧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분석도구인  Win SPSS Ver.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은 Win SPSS Ver.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였고,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

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차이분석(t-test), PLS회귀

분석(PLS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밝히

고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만

족도와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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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 만족도 차이분석(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인천국

제공항 실내조경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

보기 위해 PLS회귀분석을 실시한다. 

PLS회귀분석은 “주성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의 특성을 

일반화하고 결합한 최신기법으로 수학적으로는 부분최소제

곱 회귀분석(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이라 하며, 

모형의 특성상 알고리즘 수행단계에서 사영(Projection)과 회

귀(Regression)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단계의 벡터와 

행렬로 인해 잠재구조사영 회귀분석(Projection to Least 

Structure Regression)이라 한다(허명호, 2014).” PLS회귀분

석을 적용하는 이유는 향후 이용자 측면에서 반응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설명변수의 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

다(정광섭, 2012). PLS 회귀분석은 전통적인 다중회귀분석과

는 달리 설명변수의 수가 무한대로 증가하더라도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통계분석의 절차

상 회귀분석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t-value(p-value)

에 의하여 명확하게 ‘유의하다’와 ‘유의하지 않다’로 판단하

지 않고 분석에 사용된 전체 변수에 대한 잠재요인 사영 변

수 중요도값(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VIP)의 

크기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해석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경식

재공사 설계변경 유형 중 개선 우선순위 유형을 밝히는데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요인의 수가 늘

어나 설명변수의 수가 관측치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

함이다. 다시 말해 향후 현 단계에서 간과한 새로운 설계변

경 유형이 발견되고, 분석을 위해 수집한 관측치가 변수의 

수보다 적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LS회귀분

석은 다변량 자료의 다중공선성 문제 해결과 설명변수의 수

가 관측치보다 많을 경우 생기는 모형의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정광섭, 2014).

분석결과의 해석은 잠재요인 사영변수 중요도(VIP)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잠재인자(Latent 

Factor)에 대한 VIP값이 0.8 이상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있어 유의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고,1) 일반

적으로 중요도의 크기가 1에 가깝거나 1보다 크면 통계학적으

로 매우 유의한 변수로 파악할 수 있다. VIP값이 0.8미만이고 

모든 회귀계수의 절댓값이 매우 작아 0에 가까운 경우는 잠재요

인 추출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의미 없는 설명변수로 제거

가 가능하다는 월드(Wold, 1994)의 경험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Table 2. Referenc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of VIP 

values in PLS regression analysis2)

R a n g e 

o f 

values

Unde

r0.6 

0.6~0

.7

0.7~0

.8

0.8~1

.0

1.0~1

.2

More 

than 

1.2

Importa

nce

N o 

mean

ing

Ve r y 

weak weak

Norm

al or 

slight

l y 

impo

rtant

Impo

rtant

Ve ry 

impo

rtant

Ⅳ.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 이용 후 평가

1. 대상지 현황분석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은 1992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안이 확정되고 그해 12월부터 1단계시설에 포함되어 기

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 시운전등의 과정을 거쳐 2001년 3

월29일 역사적인 인천공항개항과 함께 공항시설로 세상에 선

보이게 되었다. 스카이트랙스에서 선정한 전 세계 TOP100 

국제공항 순위에서는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과 1~2위를 번

갈아가며 획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설은 여객터미널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으며, 여객동선은 크게 출발, 

도착, 환승으로 구분하며, 연당 2,700만 명을 수용한다. 

Table 3.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tatus

Classification Contents

E st ab l i shed 

Year
November 1992

Address
272, Gonghang-ro,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Desig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land area
Passenger Terminal:Total floor area 

514910㎡

Terminal scale Passenger Terminal(137,000㎡)

R u n w a y 

number

Length 3,750m, width 60m,thickness 

105cm 3 runways

Passenger 27 million people / year

1) 설명변수의 중요도(VIP)값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명변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수치를 통해 회귀모형에서 상

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설명변수를 선별할 수 있다.

2) 이 값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연구자들의 경험적 해석에 기준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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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연구자가 임의로 200명을 대상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총 오류가 발생한 설문지 14부 

설문은 제외하여 최종 20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총 200명의 설문에서 남자는 102명(51.0%), 여자는 98명

(49.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 높았으나 비슷한 비율의 

설문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48명(24.0%)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5

명(22.5%), 50대는 43명(21.5%), 40대는 41명(2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명(11.5%)로 가장 낮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기간

이 추석연휴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는 

가족단위의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은 회사원이 51명(25.5%)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

되었다. 주부와 자영업은 각 각 27명(13.5%)로, 전문직 종사

자는 20명(10.0%)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16명

(8.0%), 학생은 13명(6.5%), 공항관계자와 공무원은 각각 11

명(5.5%), 기타 9명(4.5%)로 조사되었으며, 무직이 5명

(2.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 했다는 문항에는 101명(50.5%)로 과

반수이상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 33명(16.5%)와 전문대

학교 졸업자 31명(15.5%), 석사과정 포함 졸업자 30명

(15.0%)로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박사과정 포함 졸업

자는 5명(2.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3. 설문 응답자의 이용행태 분석

방문 동행자로는 가족이 74명(37.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친구가 54명(27.0%)로 뒤를 이었다. 혼자 방문한 이

용객은 40명(20.0%)으로 최근 혼자 여행하는 이용객이 증가

하고 있다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기타는 9명

(4.5%)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방문 횟수는 1년에 1~2회 방문한다는 응답이 122명

(61.0%)로 가장 높았다. 과반수이상이 이에 해당하며 1년에 

3회 이상 방문한다는 기타 의견이 42명(21.0%)로 뒤를 이었

다. 2년에 1회 방문한다는 응답은 17명(8.5%), 처음 방문은 

11명(5.5%)로 나타났으며, 3년에 1회 방문한다는 응답은 8

명(4.0%)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머무르는 시간은 2~4시간이 104명(5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시간이 65명(32.5%)으로 뒤를 이었고, 4시간 

이상 머무른다고 응답한 이용객은 31명(1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항공사들은 출발 3시간 전 티켓팅 

카운터가 열리게 된다. 이러한 티켓팅 시간과 보안검사, 출국

심사 시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

Rate

(%)

Sex

Male 102 51

Female 98 49

Total 200 100

Age

20s 48 24

30s 45 22.5

40s 41 20.5

50s 43 21.5

Over 60s 23 11.5

Total 200 100

Job

Student 13 6.5

Official 11 5.5

employee 51 25.5

Housewife 27 13.5

Self-employment 27 13.5

Profession 20 10.0

Service business 16 8.0

teacher 10 5.0

Airport official 11 5.5

inoccupation 5 2.5

Others 9 4.5

Total 200 100

Academic

backgrou

nd

Middle school 

graduate
33 16.5

Collage 31 15.5

University graduate 101 50.5

Master's degree 30 15.0

Doctor's degree 5 2.5

Total 200 100

인천국제공항 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면세점이 93명

(46.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상업시설 또한 74명(37.0%)

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광장시설은 17명(8.5%), 기타시

설 13명(6.5%)으로 나타났으며 실내조경시설은 3명(1.5%)으로 

이용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중점이 되는 실내조경시설의 이용 여부를 구체

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내조경시설을 이용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71명(35.5%)로 이용을 해 본 적

이 없다는 129명(64.5%)의 응답의 절반정도에 해당되었다.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응답자들이 실내조경시설이 무

엇인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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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

Rate

(%)

Interior landscaping 

facility Availability

Yes 71 35.5

No 129 64.5

Total 200 100

많았다. 출·입국을 위해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방문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Usage statu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questionnaire respondent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

Rate

(%)

pu r po s e 

of visit

Travel 140 70.0

Business trip 24 12.0

Wedding 3 1.5

Other 33 16.5

Total 200 100

V i s i t i n g 

companio

n

Alone 40 20.0

Family / 

Relatives
74 37.0

Friend 54 27.0

Colleague 23 11.5

Other 9 4.5

Total 200 100

Visits

First visit 11 5.5

1-2 times a year 122 61.0

Once every two 

years
17 8.5

Once in three 

years
8 4.0

Other 42 21.0

Total 200 100

Time to 

stay

1 to 2 hours 65 32.5

2 to 4 hours 104 52.0

More than 4 

hours
31 15.5

Total 200 100

M a i n l y 

u s e d 

facilities

C o m m e r c i a l 

facility
74 37.0

Square facility 17 8.5

Duty Free 93 46.5

I n t e r i o r 

l a n d s c a p i n g 

facility

3 1.5

Other 13 6.5

Total 200 100

Table 6.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urvey 

respondents' use of indoor landscape facilities

4.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 만족도 분석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시설을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자 71

명을 대상으로 실내조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족도 분석 이전에 만족도와 영향요소 19가지 등 총 20

가지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의 값이 

0.844 (표 4-4 참조)인 것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에 대해 신

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시설 

만족도는 평균 값 2.94로 보통 값인 3.0보다 0.06 낮게 나

타났다. 실내조경시설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

음으로 판단된다(표 4-4 참조).

Table 7. Analysis of indoor landscaping satisfaction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lassification
Sample Number 

(persons)
Mean

Standard 

Deviation

satisfaction 71 2.94 1.26

Cronbach α = 0.844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사례를 보면, 390미터의 건물 안에 

300미터의 긴 벽에 수직으로 식물이 녹화되어 있다. 외부공

간의 연장으로 실내공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열

대 우림을 연상시키는 벽면녹화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지

하기 쉽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은 어디에 위치하

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으며, 입국장, 밀레니엄 홀을 제외하고

는 식재되어 있는 식물은 화분에만 치중되어 있고, 쉽게 접

할 수 있는 장소에 식재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용을 해 보았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여객터미널의 거대한 공간에 정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인천국제공항 내조경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성별, 연령, 직업, 학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의확률이 0.05 이하인 유형에 

대해 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만족도 차이를 보인 

유형은 ‘성별(유의확율 : 0.004)’이다(표 4-5 참조).

1)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족도에 대하여 남녀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

다. 남자 37명(52.1%), 여자는 34명(47.9%)의 두 모집단 평

균값은 표 4-6와 같다. 남성이 여성보다 인천국제공항 실내

조경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족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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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분산이 가정됨에 있어 유의확률 0.004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door landscape 

satisfaction analysis

Classification
M e a n 

Square

Probability 

o f 

significance

Satisfaction 

difference

Sex 12.842 0.004 O

Age 2.265 0.226 ×

Job 2.253 0.168 ×

Academic

background
1.938 0.307 ×

Table 9. Analysis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

Classification
Sample Number 

(persons)
Mean

Standard 

Deviation

Male 37 3.35 1.09

Female 34 2.5 1.31

Table 10. Analysis of Satisfaction by Sex

Classificati

on

Levene's 

equidispersio

n test

T - test for parity of mean

F
p-valu

e
t

p-val

ue

Standard 

error of 

difference

95 % 

confidence 

of difference
Interv

al 

low

Interva

l high

satisfaction 3.625 0.061
2.9

93
0.004 0.284 0.284 1.419

장지은(2007)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잎의 형태로부터 

시각적인 영향을 받고 여자는 색채에 따라 시각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꽃은 잎보다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갖는다. 따라서 색채에 따른 시각적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

이 화초형을, 남성은 수목형을 주로 선호하는 것이다. 인천국

제공항 여객터미널에는 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초화

류, 관목 등 수목형 형태로 식재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곽순옥(200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전통

양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근

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모던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은 한국전통양식과 자연이 

조화롭게 식재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용객의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기능성’ 10가지, ‘인지도’ 3

가지, ‘접근성’ 3가지, ‘이용성’ 3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요인

들은 독립변수로 만족도는 종속변수로 두어 PLS 회귀분석3)

을 실시하였고, 중요도(VIP)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

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명변수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설명변수를 선별하였다.   

중요도(VIP)값 해석의 기준은 잠재요인4)의 수가 5개일 때

로 설정하였다. 잠재요인의 수가 5개로 늘어날 때부터 모형의 

적합도 증가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의 설명정도 

값을 살펴보면 각 잠재요인에 해당하는 분산 설명 정도 

(Cumulative X Variance)를 알 수 있고, 5개의 잠재요인을 

통해 전체 19개의 설명변수 분산이 60.3%로 설명된다. 결정

계수인 반응변수의 분산 설명 정도 (Cumulative Y Variance)

는 87.3%로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11).

Table 11. Explanation of PLS regression analysis: Explanation 

of model
Latent 

Factors

X 

Variance

Cumulative 

X Variance

Y 

Variance

Cumulative 

Y Variance

Adjusted 

R-Square
1 0.256 0.256 0.630 0.630 0.624
2 0.180 0.436 0.137 0.766 0.759
3 0.043 0.479 0.088 0.854 0.848
4 0.068 0.547 0.014 0.869 0.861
5 0.056 0.603 0.004 0.873 0.863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의 이용해 본 공항이용객이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19개의 설명변수 기능성 

2개, 인지도 1개, 접근성 1개, 이용성 1개로 5개의 변수가 

VIP값 1.0 이상으로 나타나 중요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기능성에서는 다양한 식물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요인은 2.497, 실내 조경 건축 재료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시각

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요인이 1.213으로 나타났다. 

3) PLS회귀분석은 표본의 수가 적거나, 독립변수(설명변수)의 다중공선성 해결을 위해 주로 이용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을 이용해 본 표본이 71명으로 다소 적으며, 독립변수의 개수가 총 19가지로 많기 때문에 PLS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PLS 회귀분석에서 잠재요인은 일반적인 다변량분석에서 가정되는 측정된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요인과 유사하다. 소수의 내

재된 잠재인자를 가정해 변수의 차원을 축소하지만 요인분석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잠재인자가 아니라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련성을 모형의 잠재요인으로 정의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다중회귀분석에서와 같이 축소된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즉, 잠재요인의 수는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박재영, 2015).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실내조경 이용 후 평가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77

Table 12. Explanation of PLS regression analysis: Explanation of model

Parameters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Change in importance according to latent factors

Satisfaction 1 2 3 4 5

(Constant) 0.036

Functional

Provide various plant habitat 

environment
0.648 2.357 2.415 2.512 2.504 2.497

Good conservation state 0.103 .600 .575 .554 .583 .584

Air purification and oxygen supply 

effect
0.209 .949 .866 .832 .831 .829

Plant and flower fragrance 0.159 .548 .607 .615 .714 .718

Improvement of indoor landscape 0.178 .014 .517 .510 .516 .516

Moderate plant size and density 0.214 .103 .106 .345 .347 .400

Provide visual stability 0.260 1.408 1.289 1.226 1.215 1.213

Help to relieve fatigue 0.095 .564 .589 .563 .578 .577

Relieve tension 0.161 .488 .704 .725 .721 .727

Recognition
Provide vitality and vitality 0.041 .686 .854 .928 .927 .925

Indoor landscaping facility 0.084 .892 .958 .968 .960 .960

Accessibility

Landmark Role 0.055 .861 .787 .771 .774 .772

Securing visibility 0.257 1.494 1.355 1.286 1.280 1.277

Good access routes 0.021 .907 .928 .934 .929 .927

Availability

Easy to access because there is no 

load
0.272 1.122 1.086 1.185 1.179 1.179

By various approaches -0.162 .054 .746 .722 .726 .728

A place to relax 0.181 1.139 1.051 .995 .992 .992

For SNS upload 0.036 .308 .571 .582 .598 .608

Various program requirements -0.009 1.271 1.153 1.093 1.096 1.101

인지도는 실내정원이 시야에 언제든지 들어오고 있음을 

1.277, 접근성에서는 실내정원 주변에 적재물이 없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1.179, 이용성의 인천공항 실내정원을 활용

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는 점이 1.101로 나타났다.

그 중 1.2를 넘어선 ‘매우 중요’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변수는 기능성에서 다양한 식물의 서식 환경 제공(VIP값 

2.497), 조경 건축 재료의 경직성 완화 및 시각적 안정감 제

공(VIP값 1.213), 인지도에서 실내정원이 시야에 언제든지 

확보되고 있음(VIP값 1.277) 3가지로 인천국제공항 조경시설 

만족도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된다.

VIP값이 1.0 이상으로 나타난 설명변수를 중심으로 반응

변수에 미치는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총 4가지의 설명변수가 

반응변수에 미치는 방향성이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

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그 중 ‘다양한 식물의 서

식 환경 제공’이 VIP값 2.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내조

경 공간에는 약 56,546가지 이상의 식물이 식재되어 유지 관

리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용객들이 식물의 다양성을 인식하

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 ‘실내정원이 시야에 언제든

지 확보되고 있는 점(VIP값 1.277),  ‘조경 건축 재료의 경직

성 완화 및 시각적 안정감 제공(VIP값 1.213)’, 적재물이 없

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VIP값 1.179) 순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 음(-)의 부호로 나타난 VIP값 1.0 이상으로 나타난 1

가지 변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요구하는 욕구가 높아질수록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사료된다. 즉,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은 인천

국제공항 실내조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12).

이 외에도 VIP값은 0.8과 1.0사이로 나타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VIP값 0.992), 실내조경시설의 인지 

여부(VIP값 0.960), 잘 마련된 접근로(VIP값 0.927), 생명력

과 활기 제공(VIP값 0.925),공기정화 및 산소공급효과(VIP값 

0.829)가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양호한 보존상태’, ‘식물의 냄새와 꽃향기 제공’, 

‘실내경관향상효과’, ‘적당한 식재 규모와 밀도’, ‘피로회복에 

도움’, ‘긴장감 완화’, ‘랜드마크적 역할’, ‘다양한 접근로’ 등 

8가지 설명변수는 VIP값이 0.8 이하로 나타나 인과관계를 추

정하는데 의미 없는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의 실내조경에 대하여 식물의 냄새와 꽃향기는 

느끼기 어려움이 있다고 설문 응답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실제

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Tabl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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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Hypothesis

(      ) Will affect the indoor landscape satisfaction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VIP Importance
Directional 

orientation

Functional

Provide various plant habitat environment 2.497 Very important +
Good conservation state 0.584 Very weak +
Air purification and oxygen supply effect 0.829 Slightly important +
Plant and flower fragrance 0.718 usually +
Improvement of indoor landscape 0.516 Very weak +
Moderate plant size and density 0.400 Very weak +
Provide visual stability 1.213 Very important +
Help to relieve fatigue 0.577 Very weak +
Relieve tension 0.727 usually +
Provide vitality and vitality 0.925 important +

Recognition
Indoor landscaping facility 0.960 important +
Landmark Role 0.772 usually +
Securing visibility 1.277 Very important +

Accessibility
Good access routes 0.927 important +
Easy to access because there is no load 1.179 Very important +
By various approaches 0.728 usually -

Availability
A place to relax 0.992 important +
For SNS upload 0.608 Very weak +
Various program requirements 1.101 Very important -

Table 13. The results of the research hypothesis

Ⅳ. 결 론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에 대한 이용 후 평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실내조

경 만족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조경은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 악화를 보안하

고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과 내부공간에 식물을 도입하기 위

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실내조경의 개

념, 필요성,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현장조사와 문헌

연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실내 건축 공간의 특

성과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더하여 

선진 국제공항 실내조경의 사례연구를 통해 실내조경의 특성

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의 자생식물 및 관리에 대한 내용

에만 국한되어 있어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에 관한 만족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인 실내조경 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구성요소에 대한 유형 평가도 미비하다.

셋째,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연구

를 바탕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성 10가

지, 인지도 3가지, 접근성 3가지, 이용성 3가지를 도출하였

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추석연휴기간 9일 동

안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0명의 유효 표본을 분

석에 활용하였다. 

넷째,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설문대

상자 200명 중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시설을 이용해 보았다

는 응답자 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2.94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

며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남성은 잎의 형태로부터 시각적인 영향을 받아 꽃보다 관목 

등의 수목형 형태의 조경수를 선호한다는 장지은(2007)의 선

행연구에 따라 초화류, 관목 등 수목형 형태가 주로 식재되

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실내조경 만족도는 여성보

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중요도값(VIP값)에 

따라 기능성에서는 다양한 식물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

다는 요인과 실내조경 건축 재료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시각

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요인, 인지도에서는 실내

정원이 시야에 언제든지 들어오고 있다는 요인, 접근성에서

는 실내정원 주변에 적재물이 없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요인, 

이용성에서는 실내정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는 요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이용객의 

대다수는 인천국제공항 내 실내조경이 설치되어 있지 못함

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 실내조경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향후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식물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건축적인 경직성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점을 강화하여 만족도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이용객의 

욕구를 높여 만족도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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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data necessar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uture urban agriculture vitalization 

policies by examining urban agricultural laws institution, and also analyzing the government measures to vitalize urban agriculture. 

As research methods, the literature research, telephone interview with staffs in charge of central local government urban agriculture, 

and visiting research were used. The improvement measures could be summarized in the aspect of urban agricultural laws institution 

and urban agricultural policies vitalizatio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regarding the aspect of the improvement of urban agricultural 

laws institution extensional expansion of urban agriculture, first, the determinacy should be sought for by including diverse materials 

for urban agriculture without limiting the definition of urban agriculture law to the cultivation of crops. Second, the urban agricult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subject and facilities of urban plan by reviewing the「Act of National Land Plan & Use」for the securement 

of space for urban agriculture and the systematic management in the future. Third,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classification 

and detailed classification of sub-concepts by considering five types of urban agriculture in the current legisl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urban agriculture and demand for diverse local urban agriculture. In the aspect of urban agricultural policies 

vitalization measures,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ial budget to local governments to discover characteristic 

local urban agricultural policies, excellent cases, and new urban agricultural coexisting models by objectively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municipal provincial local government when establishing urban agricultural policies. Second, the inefficient sympathy 

between participants in urban agriculture and general farmers is working as an obstacle to develop urban agriculture. To solve 

this problem, it would be necessary to reinforce the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farmers organization, and also to actively use 

the local urban agricultural consultative groups and Korean Society of Urban Agriculture. Third,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urban agricultural policies and vitalization measures through the cooperative role assignment of urban agricultural civic groups 

and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them.

키 워 드 : 도시농업 현황, 정책, 활성화 방안
Keywords : Policy Issues of Urban Agriculture, Policy, and Revitalization

Ⅰ. 서 론

도시 내 경작활동이라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은 경제개발과 

이농, 도시화 물결 속에서 도시 자투리 공간, 옥상텃밭, 주말

농장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는 경작활동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Lee, 2013), 도

시농업의 순기능이 삶의 질 향상의 수단으로 주목 받으며

(Park, 2012) 도시농업이 과거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농업이 가지는 순기능으로는 정서순화, 건강증진, 

지역공동체 회복 등의 사회적 기능과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유지 등에 해당하는 환경․생태적 기능, 그리고 에너지 절감, 

일자리창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의 산업경제 기

능으로 나눌 수 있다(Lee, 2016). 이러한 기능도 점점 다양

해져 많은 이해관계자가 도시농업에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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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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되는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한·중 FTA, 쌀 관세화 등 전

면적인 시장개방, 농촌 노동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이 

필요했다(MAFRA, 2015). 농사 등 경작 체험을 통해 도시민

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시농업

을 통해 취미, 여가, 학습, 체험요소를 부각시켜 산업으로서

의 농업을 추진하는 농업인과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MAFRA, 2016), 도농상생의 기회를 얻고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다. 2010년 4월『도시농업활성화 전국협의회』를 개최

하여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방

향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 2011년 6월에는『녹색

성장위원회』를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도

시녹색공간을 3,000ha, 8,000개소를 조성하는 목표를 수립하

였다. 2011년 11월에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도시농업법)』을 제정하여 공영·민영도시농업농장
１)

개설,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지원센터２) 설치 등 도시농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 5월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시행

하였고 그해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서울

특별시,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최로 한 전국 규모의『제1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３) 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 확대를 이끌었다. 2013년 5월에는『제1차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도시농업 

제도 기반 구축, R&D 개발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

를 통해 정부는 도시농업의 양적성장과 기반조성에 주력해 

왔다. 도시농업 단체 주도의 시민운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

도마련으로 도시농업 참여자 및 텃밭면적이 꾸준히 확대되었

고(MAFRA, 2015),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과 전국적인 도시농업 분위기 확산으로 텃밭 보급 등 도시농

업의 공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문제점들도 있었다. 도시농업의 개념을 농작물의 

경작‧재배로만 한정시켰으며(Choi, 2016), 외연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도시농업 참여자와 일반농업인 간 공감대 

부족 등(Sin, 2015)이 도시농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의 역할분담 및 협력이 미흡하여 정책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부재 등으로 인한 소통부족도 발생하였

다(MAFRA, 2016).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시농업 활동 공간

의 범위가 도시농업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여,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작 공간이 부족 하다는 점이였

다(Lee, 2016). 이러한 문제점은 그간 도시농업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지적된 내용
４)이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가 도시농업의 양적 성장과 인프라 구

축에 기여 하였다면 2011년 도시농업법이 제정되고 현재 관

련 법, 제도, 정책 등 도시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

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연

구가 대부분이다. 

Park(2016)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전략으로 농업인단체, 도

시농업단체, 소비자단체의 교류를 통한 도농상생 사업을 확

대 추진하고 도시농업 생활밀착형 연구개발 등을 강조하였

다. Sin(2015)은 도시농업 담당부서 일원화와 민간주도세력의 

육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고, Park and An(2013)은 도시농업위원회의 역할, 공

영도시농업공장의 조성 및 저변확대, 도시농업인을 위한 지

원체계 부문에 있어 재검토할 부분을 논의하며 향후 개선되

어야 할 도시농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Park(2012)는 도시

농업인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인식비교를 통

해 도시농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Park(2012)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시

하기도 하였다. Ji(2011)는 도시농업정책의 우선순의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여 상

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 바람직한 도시농업정책 방

향을 모색하였다. Lim(2011)은 도시농업을 녹지개념으로 이

해하고 새로운 도시의 녹지 확충 전략으로 조망하고자 하였

으며 조경적 관점에서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최근에는 도시

농업 조례개선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Choi, 2016). 

도시농업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는 Park and An(2013) 외에는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법령 제정 이후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확장성 측면에서 도시농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시농업에 필요한 법·제도 지원방안 및 정책마련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농업 현황을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증가하는 도시농업의 수요와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활

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관점에 초점을 두고, 도시농업에 관련된 법률

과 제도, 중앙정부의 계획 및 각 지자체의 도시농업 현황 분

석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정착을 위한 효

율적이며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향후 도시농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활성화 정책 수립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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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농업 현황, 관련 법ㆍ제도 및 관련 정책 현황

1. 도시농업 일반현황

1) 도시농업 참여자 및 텃밭현황

2010년부터 최근 도시농업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전

국적인 도시농업 붐 조성, 지자체 예산 확대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농업 참여자 및 텃밭면적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2010년 104ha에 그쳤던 텃밭면적은 2016년에는 

1,001ha으로 10.4배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는 2010년 15만 

3천 명에서 2016년 159만 명으로 6년 사이에 9.6배 증가했

다. 텃밭수 또한 2011년 4,093개소에서 2016년 101,680개소

로 2.5배 증가하였다(Table 1 참조).

Category ‘10 ‘11 ‘12 ‘13 ‘14 ‘15 ‘16 

Number of 

participants
153 378 769 885 1,084 1,309 1,599

Garden 

area
104 486 558 564 668 850 1,001

Area per 

person
6.8 12.8 7.3 6.4 6.2 6.5 6.3

A garden 

field
- 4,093 12,662 54,805 69,244 92,133 101,680

Table 1. Yearly urban gardens(By the end of 2016)

(unit : thousand persons, ha, ㎡, place)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2016년 말 기준)

이처럼 도시농업이 양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도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직접 텃밭농사

를 함으로써, 농업이 지닌 가치를 익힐 수 있다는데 있다

(Lee, 2016). 도시농업의 인식확대와 참여자의 증가처럼 도시

농업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외연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농업은 그 용도에 따라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도

심형, 농장형·공원형, 학교교육형으로 구분된다(｢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활용형은 주택·공동

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

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을 

말한다. 근린생활권은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

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주말텃밭, 주말농장을 

말한다. 도심형은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의 내·외부 등을 활용

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

농업으로 빌딩 옥상텃밭 등을 말한다. 농장형·공원형은 공영

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

시농업이며 학교교육형은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뜻한다. 

도시농업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근린생활권

형의 경우 전체 도시농업 면적의 43.0%를 차지한다. 농장형·

공원형도 전체 면적 대비 19.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경우 텃밭당 규모가 커 텃밭 수는 많지 

않다. 각 유형은 전체 텃밭 수의 3.7%, 0.3%이다. 반면 주택

활용형 도시농업은 전체 면적의 10.7%에 불과하지만, 텃밭 

수로는 전체의 81.7%에 달했다. 소규모로 텃밭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형태가 대다수임을 나타낸다. 전체 텃밭 면

적의 9.8%인 학교교육형 텃밭에는 도시농업 참여자의 

43.3%가 참여하여 가장 많은 수의 참여자가 활동을 하고 있

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텃밭 수와 텃밭면

적은 농장형·공원형이, 참여자수는 주택활용형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Table 2 참조). 

Category Garden area
Number of 

participants
A garden field

House advantage 

type
83,111 (81.7) 270,296 (16.9) 1,074,714 (10.7)

The neighborhood 

type
3,768 (3.7) 337,014 (21.1) 4,302,465 (43.0)

Urban type 1,074 (1.1) 33,966 (2.1) 81,449 (0.8)

Farm and park type

(1,500㎡ more 

than)

301 (0.3) 166,224 (10.4) 1,924,473 (19.2)

Schooling type

(30㎡ more than)
4,150 (4.1) 692,532 (43.3) 985,725 (9.8)

Other A garden 

field
9,285 (9.1) 98,854 (6.2) 1,645,939 (16.4)

Sum 101,689 (100) 1,598,886 (100) 10,014,765 (100)

Table 2. Status by Urban Agriculture Type(By the end 

of 2016)

(unit : place, ㎡(%),  persons)

* 통계자료 연구자가 재작성(2016년 말 기준)

최근에는 도시재생 및 귀농귀촌, 또한 식물공장이나 수직

농장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도 생기는 추세이다. 이에 도

시농업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면 현 도시농업 유형 분류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전에 전국 텃밭 가운데 23.2%가 위

치하고 있다. 그러나 텃밭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넓고(31.6%), 참여자 수 기준으로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다

(33.9%). 현재 도시농업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텃밭 1인당 면적에서 서울(2.9㎡), 인천(5.2

㎡), 경기(7.3㎡) 등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활용면적이 좁다. 대도시의 활용 가능한 텃밭 면적의 

부족과 편의시설의 불편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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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
A garden 

field
Garden area

Number of 

participants

Area 

per 

person

Seoul 19,805 (19.5) 1,567,809 (15.7) 541,753 (33.9) 2.9 

Busan 5,169 (5.1) 1,382,339 (13.8) 63,526 (4.0) 21.8 

Daegu 1,264 (1.2) 642,789 (6.4) 188,315 (11.8) 3.4 

Incheon 7,504 (7.4) 221,513 (2.2) 42,819 (2.7) 5.2 

Gwangju 361 (0.4) 287,144 (2.9) 48,432 (3.0) 5.9 

Daejeon 23,579 (23.2) 454,350 (4.5) 60,598 (3.8) 7.5 

Ulsan 5,076 (5.0) 144,977 (1.4) 23,900 (1.5) 6.1 

Sejong 4,152 (4.1) 221,896 (2.2) 17,150 (1.1) 12.9 

Gyeonggi 16,836 (16.6) 3,167,751 (31.6) 434,242 (27.2) 7.3 

Gangwon 874 (0.9) 344,892 (3.4) 16,689 (1.0) 20.7 

Chungbuk 974 (1.0) 177,231 (1.8) 11,104 (0.7) 16.0 

Chungnam 2,317 (2.3) 152,332 (1.5) 33,275 (2.1) 4.6 

Jeonbuk 148 (0.1) 121,444 (1.2) 12,879 (0.8) 9.4 

Jeonnam 11,248 (11.1) 508,826 (5.1) 39,233 (2.5) 13.0 

Gyeongbuk 1,832 (1.8) 348,489 (3.5) 21,889 (1.4) 15.9 

Gyeongnam 442 (0.4) 247,421 (2.5) 30,743 (1.9) 8.0 

Jeju 99 (0.1) 23,562 (0.2) 12,339 (0.8) 1.9 

Sum 101,680 (100) 10,014,765 (100) 1,598,886 (100) 6.3 

Table 3. Distribution of area of household garden(By 

the end of 2016)

(unit : place (%), ㎡ (%), 명 (%), ㎡/persons)

* 통계자료 연구자가 재작성(2016년 말 기준)

2) 도시농업 농장, 공동체, 공원 등 현황

도시농업법 제14조에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

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

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은 누적으로 전국 

53개소로 면적은 306,962㎡, 참여자수는 28,232명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15년 25개소 대비 112%로 증가한 추세이다.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전국 75개소로 면적은 176,912㎡, 참여

자수는 12,133명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법 제13조 도시농업

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

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시농업공동체라 하며 작년 말 기준 전

국 246개소로 면적은 304,471㎡, 참여자수는 8,398명이다. 

도시농업공원은 전국 7개소로 면적은 103,444㎡, 이용자수는 

22,389명이다. 서울시가 4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기 광주시, 

경기도, 전라남도에 각 1개소가 위치한다. 

3) 도시농업 시민단체 현황

도시농업 관련 소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시농업 시

민단체 승인을 받은 곳은 전국 7개소가 있다. 유형별로는 사

단법인 4개, 비영리민간단체 1개, 사회적 협동조합 2개이며, 

주요활동 내용은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및 도시농업 활

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촉진, 원활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자체별 승인단체는 전국 52개소이며, 이중 서울이 25개, 

경기 12개, 부산 5개 순으로 분포된다. 이중 17개 단체가 

2015년에 등록된 단체이다. 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도시농

업 교육활동 및 텃밭보급, 현장지도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

나 도시농업 시민단체와 일반 농업인과의 교류 및 정보가 부

족하고 전국 단위인 농업인 단체와 소통도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도시농업 법·제도 현황

1) 도시농업 관련 법률 현황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은 정부가 2010년『도

시농업활성화 전국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률 제정을 위

한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11월 22일에 제

정되어 2012년 5월 23일에 시행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도시농업 육

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보다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Choi, 2016). 

법의 목적으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

바지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농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국

가와 지방지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시농업의 유형정의, 실태조사, 도

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

개발,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공영도시농업농장

의 개설,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의 토지의 매수 및 교환,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교

류 및 협력시책의 수립 등, 박람회 등의 개최, 도시농업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기준,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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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Main Contents Purpose Details

5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lan

Promote and 
support urban 

agricultur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every five years. (The direction and goal of urban agriculture promotion & support, 

mid-and long-term investment plan, educational training and expert education, 
research & technology development, distribution plan, etc.)

7
Urban agriculture 

council

Deliberate the 
promotion, support, 

etc. of urban 
agricultur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lan, evaluation of performance, establishment & 
operation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urban agriculture, etc.

10
Installation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center

Provide support 
and educational 
training to urban 

farmers

· Education and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urban agriculture, etc.
· Experience of urban agriculture, and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ractice program
· Education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e technology related to urban agriculture
· Distribution and support of garden container, seeds, and agricultural materials 

   related to urban agriculture
· Education & training project of urban agriculture

11
Designation and 

support of the center 
for raising experts

Raise the experts 
on urban 
agriculture

· Able to designate as an institution for raising expert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local offices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universities, the 
   research centers, institutions, or groups established for research activities of 
   urban agriculture; financial support for a designated institution for raising experts

12
Support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mote research 
on urban 

agriculture and 
improve technology

· Survey on the demands of R&D of urban agriculture
·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 Research performance of urban agriculture; distribu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developed technology
· Matters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13
Registration of urban 
agricultural community 

and support

Support urban 
agricultural 
community

· Financial support for an autonomous group of urban agriculture

14
Opening of public 
urban agricultural 

farm

Secure the space 
of urban 

agriculture

· Selection a proper land for urban agriculture from urban public lands; opening 
   and operation of public urban agricultural farm; purchase of the land of public  
   urban agricultural farm; exchange with public land

17
Opening of private 
urban agricultural 

farm

Secure the space 
of urban 

agriculture
· Support for opening and operation of private urban agricultural farm

18
Establishment, etc.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ies

Activate urban 
agriculture

·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fo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of urban agriculture
·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to enhance the connection with weekend farm 

   project in accordance with 'Rural Development Act' 
· Performance of project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9 Opening of a fair
Expand and 

activate urban 
agriculture

· Opening of urban agriculture fair and living contest of urban agriculture

20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urban 

agriculture

Promote and 
support urban 

agriculture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 Rent information on public and private urban agricultural farms
· Information on offering, exchange, disposal, collection, etc. of garden container, 

   agricultural materials, etc.
· Information on the technology of urban agriculture

21

Standards of 
management 
treat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etc.

Promote urban 
agriculture and 

prevent the 
pollution of living 

environment

· Provisions of saf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the agricultural materials 
   related to urban agriculture

Table 4. Summary of main articles on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enforcement on Mar. 3, 

2017 after some revision on Dec. 2, 2016)

* 박진욱·안계복(2013),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도시농업의 현황과 과제, 농촌계획학회 vol 19, no3. p64 표 인용 후 연구자가 재작성

2)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

각 지역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

서 도시농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중 서울특별

시가 2005년 도시농업팀을 신설하고 2007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친환경 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Kim et al., 2013). 이와 같이 도시농업 

활성화 초기에는 지자체 조례가 친환경농업육성 혹은 도농교

류 등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 들어 

조례명 자체에서도 ‘도시농업’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2016년 12월 말 지자체 조례와 시․도 조례 포함하여 총 

91개 지역에서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지

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농업 관련 조

례 수는 2010년 9개(특·광역시 1개, 기초지자체 8개)에서 

2012년 41개(특·광역시 6개, 기초지자체 35개)로 대폭 증가

하였으며, 2014년에는 76개까지 증가 후 현재 91개에 이르

렀다. 91개 조례 명칭에는 ‘도시농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5개 조례에는 ‘도시텃밭’, ‘시민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등과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91개 조

례가 제정된 연도는 2009년 1건, 2010년 5건, 2011년 23건, 

2012년 18건, 2013년 22건, 2014년 8건, 2015년 8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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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도시농업 조례 제정 계획이 있

는 지자체는 서울 강서구, 중랑구, 대구시 서구, 경기도 의정

부, 이천시 등 5군데로 파악되었다(Table 5 참조). 

Category si․gun․gu 2016 Regulation Status
2017 

Ordinance 
plan

si․do
enactment

area

enactm
ent 

number
area

Sum 249 91 5

Seoul 27 17

Si, Jongno, Gwangjin, 
Dongdaemun, 

Seongbuk, Kangbuk, 
Dobong, Noon, 

Eunpyeong, 
Seodaemun, Mapo, 

Geumcheon, 
Yeongdeungpo, 
Gwanak, Seocho, 

Songpa, Gangdong

2
Gangse, 
Jungang

Busan 17 5
Si, Dong-gu, Nam-gu, 

Buk-gu, Haeundae
-

Daegu 9 3
Si, Suseong-gu, 

Dalseo-gu 1 Seo-gu

Incheon 11 8

Si, Jung-gu, Nam-gu, 
Yeonsu-gu, 

Namdong-gu, 
Bupyung-gu, 

Goyang-gu, Seo-gu

-

Gwangju 6 6
Si, Dong-gu, Seo-gu, 

Nam-gu, Buk-gu, 
Gwangsan-gu

-

Daejeon 6 4
Si, Dong-gu, Seo-gu, 

Daedeok-gu
-

Ulsan 6 5
Si, Jung-gu, Nam-gu, 

Buk-gu, Ulju-gun -

Sejong 1 1 Si -

Gyeonggi 32 25

Do, Seongnam, Suwon, 
Goyang(2), Yongin, 
Namyangju, Ansan, 
Anyang, Siheung, 
Hwaseong, Paju, 
Gwangju, Gimpo, 

Yangju, Guri, 
Gwangmyung, Osan, 

Hanam, Uiwang, 
Gwacheon, Bucheon, 
Anseong, Pocheon, 

Yeoju

2
Uijeong

bu, 
Icheon

Gangwon 19 1 Chun Cheon -

Chungbuk 15 1 Cheongju -

Chungnam 16 2 Cheonan, Asan -

Jeonbuk 15 3 Do, Jeonju, Wanju -

Jeonnam 23 4
Suncheon, Naju, 
Hwasun, Mokpo -

Gyeongbuk 24 2 Gumi, Chilgok -

Gyeongnam 19 4
Changwon, Gimhae, 
Tongyeong, Goseong

-

Jeju 3 - -

Table 5. Status of the National Urban Agriculture 

Ordinance(By the end of 2016)

(unit : case)

* 통계자료 연구자가 재작성(2016년 말 기준)

3.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현황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이라 함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세

우고 추진하는 정책 사업을 뜻한다. 도시농업법 제6조(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등)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

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Table 6 

참조).

Institution 

name
Promotion business

2015

budget

2016 

budget

Sum 23,218 34,849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Gardening (rooftop), urban 

agriculture fair, Training urban 

agriculture education personnel

1,480 1,54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Urban Agriculture Research 

Projects, Agricultural Materials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and 

curriculum management

2,698 3,980

Seoul

Seoul-style gardening project, 

Urban agriculture fairs, festivals, 

public works projects, etc.

7,502 13,569

Busan
Building a garden, holding a fair, 

etc
1,694 2,506

Daegu
Expo, gardening (farm, box 

garden) Educational program
1,631 2,059

Incheon
Gardening (box, experience farm), 

Elderly silver farm operation etc.
358 1,520

Gwangju

Gardening (school, box, public), 

Ope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echnology 

dissemination, etc.

651 960

Daejeon

Gardening (school, community, 

box), Urban agriculture education 

etc.

627 236

Ulsan
Building a garden (weekend, box, 

school)
500 541

Sejong
Exhibition, farming settlement 

demonstration etc.
78 129

Gyeonggi

Gardening (city, box, weekend, 

school), Deciduous composting, 

rice farming experience, education

3,311 4,312

Gangwon
Supply of new technology, 

construction of weekend farm etc.
71 156

Chungbuk
Gardening (city, demonstration), 

Training Program Operation
524 579

Chungnam Gardening, field trip, etc. 80 555

Jeonbuk
Gardening (school, weekend, staff), 

Training Program Operation
300 613

Jeonnam Gardening, urban agriculture fair 1,178 1,119

Gyeongbuk
Urban gardening, weekend farm 

experience
100 115

Gyeongnam
Organize gardening education 

program, etc.
423 289

Jeju School gardening 12 71

Table 6. Urban agriculture budget performance for the 

last two years

(unit : one million won)

* 통계자료 연구자가 재작성(2016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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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현황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이라 함은 도시농업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운다’. 또한 동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 방향 및 목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한다’ 등에 근거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뜻한다(Table 7 참조). 

category 2015 2016 2017

Plan name
2015 Urban Agriculture 

Promotion Plan

Happiness of 2 Pyeong, 

Plan for Promoting Urban 

Agriculture

2016 Plan of Main Points for 

Urban Agriculture Promotion

2017 Urban Agriculture 

Promotion Plan

Effective 

Date
January 2015 March 2015 2016.  2.  29 January 2017

background

The 1st Urban Agriculture 

Promotion 5-Year 

Plan(2013~2017)

2015 Urban Agriculture 

Promotion Plan

The 1st Urban Agriculture 

Promotion 5-Year 

Plan(2013~2017)

The 1st Urban Agriculture 

Promotion 5-Year 

Plan(2013~2017)

Slogan -
Creating a happy world 

through agriculture

2 pyeong happiness, 

agricultural companion, urban 

agriculture of the whole people

-

Legal Basis Article 6 of the Urban Agriculture Act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vision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and promotion 

of urban agriculture base 

expansion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raising 

happiness

-

Seeking expansion of urban 

agriculture and strengthening 

foundation for win-win 

cooperation

Policy Goals

· Garden area 850ha 

·Number of participants 

1,280

· Improvement in 

satisfaction with urban 

agriculture participation

· Diversification of urban 

agriculture demand groups

·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 for urban 

agriculture

· Extension of urban 

agriculture and expansion 

of participation

· Promotion of rural 

activity through urban 

agriculture win-win project 

Expansion of urban agriculture 

cooperation system ; Promotion 

of urban agriculture and 

discovery of win-win model

· Garden area 1,100ha 

· Number of participants 

1,800

· Diversification of Urban 

Agricultural Agriculture in 

Korea

· Create the new value of 

horticultural therapy

Core and 

detailed 

tasks

  · Expansion of 

infrastructure : public farm 

establishment, School 

vegetable garden 

establishment, Information 

system establishment, etc.

· Enhancement of 

education & promotion : 

experts & training 

institution operation, 

workshop, etc.

· Lifestyle-type R&D 

performance : Standard 

model development, 

Technology transfer, 

Expansion of practical use,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cultivation techniques

· Urban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maintenance

·  Expansion of 

infrastructure

· Education; human 

resource training; 

promotion enhancement

· Expansion and discovery 

of urban agriculture 

win-win project

· Living-friendly R&D to 

support promotion

·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promotion

· System overhaul, including 

extension and regulation 

improvement

· Enhancement of the 

promotion for value spreading

· Discovery of urban 

agriculture win-win project 

model

· R&D for new value creation

· Expansion of infrastructure 

: Find the plan for 

developing urban agriculture 

win-win model and 

extension; prepar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plan)

· Enhancement of education 

& promotion : Operate the 

Month of Urban Agriculture 

Practice; support urban 

agriculture support center

· Lifestyle-type R&D 

performance : Develop 

healing model develop the 

technology of indoor, 

environment improvemen t; 

perform the pilot project of 

healing farm

Promotion 

Role

· Central government: 

building infrastructures, 

seeking mid-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etc.

· Local government: enact 

ordinances, strengthen civil 

society cooperation.

· Ngo : management of 

gardening areas and 

training programs

· Central government: 

Technology, R&D value 

promotion, business 

discovery, cooper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 Local government: 

Strengthening Business 

Execution

· Ngo : Citizens' activities, 

urban-rural exchanges

· Central government: 

Promotion of international 

symposium, healing, healing 

contents provision

· Local governments: enact 

ordinances, organize regional 

councils

· Ngo : Citizens' Practice 

Movement, Participation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 Central government: 

building infrastructures, 

strengthening related 

ministries and private 

cooperation

· Local governments: 

Composition of councils, 

support for research 

meetings and communities

· Ngo : Finding and 

Suggesting Policy Tasks

Table 7. The recent 3-year government's plan to revitalize urban agriculture

(unit : thousand persons, h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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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법

도시농업 법ㆍ제도 및 정책과 도시농업 현황과의 비교 고

찰을 위한 연구 방법은 중앙 및 지자체 도시농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와 방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비교ㆍ

고찰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는 도시농업 관련 법규 검토를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 현황과 정부 사업 예산내역,「제1차 도시

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자료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2015년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2015년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2016년도 도시농업육성 중점추진계획」,

「2017년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최근 3개

년 간 정부의 도시농업 육성방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통계자료집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 도시농업 텃

밭면적, 참여자수, 공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자료 등을 추가 수

집하였다. 

둘째, 1차 수집된 문헌자료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예산내역 등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해 

중앙정부 도시농업 소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를 2016년 12

월부터 2017년 1월 중 총 3회 방문하였다. 도시농업 정책 

현황을 추가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대구광

역시, 인천광역시 기술센터 도시농업팀 담당자와 2016년 12

월 전화인터뷰를 통해 2017년 도시농업 정책방향 및 사업현

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8 참조). 

전화 인터뷰 및 방문 시 조사한 항목은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언급된, 도시농업 법·제도 개선 측면과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도시농업법의 정의, 

도시농업 유형분류, 도시농업 정책 반영, 도시농업 소통강화

와 역할 정립에 관련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내용과 현재의 도시농업 현황분석을 근거로 최종 기존의 법

ㆍ제도 및 활성화 정책을 비교 고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Category content

Literature 

data

Urban Agriculture Law,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ule, Government Urban Agriculture 

Revitalization Plan

Telephone

interview

Policy Directions for Urban Agricultural Policy in 

2017

Visit survey

Interview : Policy Directions for the Future of 

Urban Agricultural Policy in 2017, Its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 Survey : 

Urban agriculture activation plan and future plan

Table 8. Research methods

Ⅳ. 도시농업 현황 분석 기반의 도시농업 법ㆍ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정책 방향 고찰 

1. 도시농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인  

    터뷰 내용 분석

1) 중앙정부 공무원 인터뷰 내용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이라 함은 도시농업 정책 및 제도를 총괄

하고 도시농업 법·제도를 만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실제 정

책을 실용화하고 연구 개발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뜻한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법 정의 관련해서는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은 현

재 법적정의, 정책목표, 대상,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해

야 한다며, 도시농업의 외연적 확대를 위해 법적정의에서 개

념과 공간의 다양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시

농업 유형분류에서는 연구자 및 도시농업 역할마다, 제각각 

분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통계 차원에서 현재의 유형분

류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인터뷰 의견이었다. 도시농업 정

책반영에서는 도시농업법에 따라 도시농업 공간과 도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법, 제도와 인프라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

발, 시민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시민의 도시농업 활

동을 통한 개인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및 도농상생 발

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시농업 소통강화와 역할정립에서는 관계부처·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도시농업 실천모델의 정착 및 확산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지역단위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농

업은 2012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정과 다양한 정책 지원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지만,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외

연확대와 도농상생 및 도시농업의 다양화에 필요한 제도 정

비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본 연구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2) 지방정부 공무원 인터뷰 내용 분석

지방정부 공무원은 중앙정부 도시농업 정책과 방안에 따

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뜻한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법 정의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농업에 대한 법률

적 정의는 비상업적 농사행위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도시

농업의 다양한 역할과 확산을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대다수로서, 중앙정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시

농업법의 정의에 대한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

시농업 유형분류에서는 최근 건물 벽면녹화, 도시재생, 귀농



도시농업 현황분석 기반의 법 ·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정책 연구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l 89

귀촌, 스마트팜 등 농업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도 

생기는 추세를 고려하면 현 법령의 유형분류에 대한 하위개

념의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다. 도시농업 정책반

영에서는 도시농업 정책 수립과정 시 시․도 및 지자체의 추

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도시농업 

정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시농업 상생모델을 발

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차등적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도시농업 소통강화와 역할정립에서는 도시농업 참여

자와 일반농업인 간 공감대 부족 등이 도시농업 발전의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중심의 직거

래 교류와 농촌지역의 농지를 활용한 도농상생의 텃밭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 도시농업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정책 방향 고찰

앞선 2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농업 법·제도 현황과 도시농

업 활성화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부원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도시농업 법·제도 개

선 측면과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의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

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공무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농업 법령과 제도, 활성화 정책과 방안을 

중심으로 고찰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

다. 

1) 도시농업 법령 및 제도 고찰 분석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도에도 법률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도시농업위원

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고 구성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

인력 양성기관５)
의 지정취소 조항 중 해석이 불분명한 조항

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주말농장 

설치기준을 협의하여 현행 서울지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주말농원의 주차장 설치(600㎡이하)가 불가하였는데 

이를 도시농업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농업농장’ 설

치가 가능토록 협의하여 주말농장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그린벨트 유휴지에 도시텃밭을 활용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의 대

상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지자체를 비롯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확대와 주말농장 설

치기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농업 법

률 상 현재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

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목, 화초, 도시양봉, 곤

충산업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

이 제대로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도

시농업 법률의 제정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이 Shin(2015), Park(2016), 

Lee(2016), Oh(2015) 다수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4년에 농

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어촌휴양 및 주말농장 지원과 관련

하여 도시농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Choi, 2016). 이 후 

2003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1,000㎡ 미만 농지 소유를 허

용하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농지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완

화시켰고 2011년 법률 제정 후 지자체별 도시농업지원 조례

제정이 본격화 되고 2013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개정으로 도시농업 공원 마련 규정이 신설, 2014년 농촌

진흥법 전부 개정으로 도시농업 관련 업무가 추가로 명시되

었다. 도시농업 활동과 관련한 농식품부 및 타부처 법령에는 

｢농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소득세법｣ 등과 같이 텃밭 설치 및 세제혜택 

등에 관한 규정 법령이 있다(Kwon et al. 2015).  ｢주택법｣

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복리

시설’로 정의하고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등으로 명시하지만, 시행령에는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시농업의 외연적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신규 또는 기 조성된 주택단지에 체험 

및 교육텃밭 등의 시설이 필요하므로 공동시설의 규정에 포

함될 필요가 있다.

2)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및 방안 고찰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은 주로 농촌진흥청(이하 농

진청)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2015년에는 

정부 및 지자체 도시농업 예산 사용내역이 232억원(국비 57

억, 지방비 167억, 자부담 8억)이며, 2016년에는 348억원(국

비 67억, 지방비 271억, 자부담 10억)을 집행하였다. 2014년 

190억원 예산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국공유지 활용 도시텃밭조

성 지원,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사

업 등의 사업에 15억 4천만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지자체 사

업 내용은 주로 텃밭 분양과 관련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텃밭활동에 참여할 개인 혹은 단체를 모집·선정하여 주말텃

밭, 옥상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등을 분양하고, 텃밭 가꾸

기 기초교육이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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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까지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은 주로 도시농업에 관

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시농업 참여 기

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도시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5∼6년이 지난 지역의 

경우 매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서울시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을 통해 적극적

으로 도시농업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1992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복지관, 공공단체 등의 옥상을 활용하

여 옥상농원 정책도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영국의 랜드셰

어(Landshare)
６)를 벤치마킹하여 웹상에서 경작 희망자와 토

지소유자를 연결해주는 실버농원 사업을 실시하여 서울시 농

지 6,200㎡를 임차하여 무료로 300명의 고령자에게 분양 완

료했다. 부산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생활농업과 관련하

여 교육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처

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을 전담 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원체제를 구

축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농식품부와 농진청을 제

외하고 도시농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39개로 체험과 여

가에 관심이 증대하는 도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도시농업 정책이 매년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이 차년

도에 반영되는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어 향후 정책의 평가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

자체 사업이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텃밭 지원형태

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책성과에 따른 지자체 예산

의 차등적 배분도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

에 발표된「2평의 행복,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의 경우 

「제1차 도시농업 5개년 계획」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농상생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되었

다. 기본방향은 도시농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이며, 비전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제고에 기여’이다. 도시농업 실천을 위한 

생태계 조성, 도시농업의 외연 및 참여 확대, 도농상생 사업

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도모 등이 중점 3대 목표로 수립되었

다. 향후 10년간 기반 조성기, 성장기, 도약기 등 단계별 성

장목표를 제시하고 그동안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

여 힐링·치유를 포함한 도농상생 사업 확대, R&D 실용화 제

고 등의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5대전략에 따른 14개 추

진과제, 23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되었고 도시농업의 서비

스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도시농업의 순기능

과 생산효과를 통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월에 발표된「2017년도 도시농업 

육성 시행계획」의 경우 ‘도시농업의 영역확장 모색 및 도농

상생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도시텃밭 면적 1,100ha, 도시농

업 참여 180만명, 도시농업 수요층 다변화, 원예치료 등 새

로운 가치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 

확충, 교육․홍보 강화, 생활형 R&D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과

제로는 인프라 확충에는 공영농장, 학교텃밭 등 실천공간 조

성,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도농상생모델 개발, 전문자격제

도(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6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계층

에 적합한 도시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 할 예정이며, 양로원, 

복지원과 연계한 원예치유용을 목적인 ‘복지텃밭’ 을 확대해

서 설치할 방안도 마련되었다. 또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대응 및 관계 하위법령 개정방향 검토와 도시농업의 교육·홍

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자격제도 도입(법 제11조의 

2 신설)을 준비 중이다. 

사실, 2015년 이후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은 정부

주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양적확대 및 성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정부-지자체-시민단체의 협업 네트워크를 폭 넓

게 운용한다는 계획과 내용도 있지만, 민-관 협력 부분의 소

통 부족과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역할 정립이 부족했던 것 또

한 도시농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 이였다. 따라서 정

부와 민간단체와의 역할정립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의 구체

적이고 실행적인 협력체계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도시농업 법령 및 제도를 살펴보고, 정부가 수

립한 도시농업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

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 법․제도 개선 측면이다. 먼저 도시농업의 

외연적 확대를 위해 법적 정의의 개념과 공간의 다양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도시농업이 처음에는 안전한 먹을거리 등

의 이유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공동체, 치유, 복지 등의 

가치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도시농업법의 정의를 

농작물의 경작․재배로 한정 시키지 않고 다양한 도시농업 소

재를 포함하여 확정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도시농업 공간 확보 문제이다. 도시농업

을 활성화하고자 도시농업법이 2012년 5월 시행되었고, 전국

의 여러 지자체들이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하고 있다. 조례제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확대되고, 참여자수의 증가처럼 도

시농업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증가되는 시민들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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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충분한 도시농업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정부가 

국토부와 협의하여 그린벨트 내 유휴지 186ha를 도시텃밭을 

접목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서울지

역의 주말농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 협의를 하였지만, 향후 

도시농업 공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

시농업이 도시계획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실

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검토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에 포

함 시켜야 할 것이다. 「제1차 도시농업 5개년 계획」에 근

거한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의 정책목표도 꾸준한 도시

텃밭 면적의 증가 인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소관부서가 장기

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다음은 도시농업 유

형분류에 대한 범위 확대이다. 현행 도시농업법령 상 도시농

업 유형을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도심형, 농장형·공원형, 

학교교육형으로 총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도시농업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대부분이 텃밭

형, 교육형, 복합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

시재생 및 귀농귀촌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도 생기

는 추세이다. 이에 도시농업의 진화과정과 향후 발전 과정을 

고려하여 현 도시농업 유형 분류에 대한 검토와 하위개념의 

세부분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농업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측면이다. 도시농업 

정책의 추진체계 부분을 살펴보면 담당기관이 종합계획에 의

거하여 주요 도시농업 과제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한 후,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의 평가는 매년 

종합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추진계획을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며, 지

자체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제

출해야하며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되

어있다. 연말 시․도 및 지자체의 정책 실적을 평가 한 후, 도

시농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운

영하는 우수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도시농업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

나 전라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도시농업의 예산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점도 있다. 단순한 텃밭보급 지원 사업 

에서 벗어나 지역의 새로운 도시농업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사례 공유와 중앙-

지자체 네트워크 통해 일관된 도시농업 정책이 운영될 것이

라 사료된다. 또한 서두에 제기되었던 도시농업 참여자와 일

반농업인 간 공감대가 부족 등이 도시농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한국농업

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전국 조직의 농업인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구성된 도시농업 협의체와 도

시농업연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농상생사업을 발굴하

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민-관 협력체계 구

축을 통한 소통강화와 역할 정립이다. 도시농업이 정부의 대

안적 의제로 주목받은 이유는 도시농업의 확장성과 공익적 

기능이다. 도시농업을 통한 활동은 지역이 안고 있는 취약계

층, 일자리, 주민복지, 경관 개선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

는 대안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도시민에게는 매력적

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

안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각 지역마다 도시농업으로 형성된 공동체 조직이 활발히 

운영되고 이러한 활동은 연중 지속되는 생활의 일부이기 때

문에 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이 필

요하다. 앞으로는 자발적인 도시농업 시민단체에게 협력적 

역할을 분담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농업 법․제도와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도시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단계적인 도시농업의 계획 수립과 정부와 도시민,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하는데 의의가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농업의 정책과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어땠는지, 수요자 측

면에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하는가

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미흡한 점이다. 향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고 현재의 정부 정책과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확

인하고, 이러한 인식과 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국민 

지향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공영․민영도시농업공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기준은 텃밭 1천500제곱미터 이상 일것, 쉼터, 화장

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

대시설을 갖출 것,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등이다. 

주 2.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하며 도시농업

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텃밭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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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기준 전국 19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주 3.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

로 개최하는 행사로 2012년 서울에서 1회를 시작으로, 

대구, 순천, 광주 등 2017년에는 6회를 맞이한다. 전국에

서 개최되는 박람회 중 가장 큰 행사로 매년 15만명이 

박람회를 방문한다.

주 4. 2015년 민관 합동 도시농업 정책 워크숍에서 전국 도시

농업시민협의회는 지속적인 도시농업 경작 공간을 늘리

고 도시지역 안에서 전업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과의 충

돌을 막기 위해 도시농업법 시행령 제2조(도시농업의 범

위)에 경작지의 규모를 농업의 정의 1천제곱미터 이상의 

땅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정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 5.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

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

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

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와의 차이점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운영 사업만 할 수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전국 2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주 6. 영국의 랜드셰어는 웹상에서 경작 희망자와 토지소유자를 

서로 연결해 주는데 자신의 거주지와 함께 경작하고자 하

는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올리면 랜드세어의 이메일 시

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합의가 되면 표준계약

서 양식을 활용하여 서로 협약을 맺고 농사활동을 시작하

는 형태이다. 

주 7.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정확한 정보(농자재 기술, 텃밭 

현황, 분양 가능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통합 정

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포털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서

비스가 현재 운영중 이다.

주 8.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도시농업에 관

심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주간 주말 학교에 

입소하여 도시농업의 전 과정을 습득한다. 실제 농촌진흥

청에서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학교텃밭 활동으로 전반적

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되고, 식생활의 개선 등 다양

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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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아파트단지 조경설계 연구 

- 서울시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

A Landscape Design of the Apartment Complex through the story-telling method

- With special Reference to Gaepo Jugong Apartment complex 4, Seoul -

최철호*

Choi, Chul-Ho*

* (주)조경설계 디원 대표이사, Iron1210@hanmail.net

Abstract
Five total strategy planes of storytelling with Gaepo apartment complex 4’s identity were established by applying themes 

of storytelling such as ecology, locality, historicity, community and theme space and summarizing main factors and practice plans 

of storytelling and issues in candidate sites. First, the ‘Touch Woods’ created a healing space in which people forget their urban 

lives, by including natural attractive scenes such as fields, Oreum and waterfalls. Second, the ‘Walking with Desire’ developed the 

Gallery Avenue, a road containing residents’ desires, on which routines became weekends. Third, the ‘Staying in Woods’ established 

various tree belts by using natural grounds and open spaces through recovery of roads with metasequoia, a representative kind 

of tree and confrontation with public spaces. Fourth, the ‘Enjoy Space’ built a variety of life gardens fitting in with life styles, 

Kid’s Garden based on multiple theories of Howard Gardner and smart promenades which were promoted by re-using the existing 

gardens. Fifth, ‘Planting Plan with Stories’ promoted intimacy with residents by representing landscapes including village woods, 

gardens and Byeolseo in the complex and implementing the planting linked with Daemo Mountain and reuse of the existing 

trees in candidate sites. 

키 워 드 : 아파트조경 설계, 스토리텔링, 개포4단지, 대모산, 오름공원, 환경분석, 장소, 흐름, 라이프가든, 숲, 길, 중정

Keywords : design of apartment landscape, storytelling, Gaepo apartment complex 4, Daemo Mountain, Oreum Park, 
environmental analysis, place, flow, life garden, woods, road and block

Ⅰ. 서 론

한국의 아파트는 불량한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재생 또는 생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으며, 지속적인 건설과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아파트는 시대

에 맞게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 주

거의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아파트의 삶은 도

시의 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주거문화에서 아파트

는 단순한 도시 주거유형을 넘어 도시의 주요한 부분이자 문

화이며 도시 생활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되어있다. 

아파트 조경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

으며, 도시와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

하며 체험하는 삶과 자연의 다양한 모습이 아파트 조경에 

담겨 질 수 있으며, 과거 잃어버린 마을 단위의 주거 공동

체 역시 바로 이곳에서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영대, 2006).

아파트단지 조경설계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행위이며, 

공간을 가시화하는 일반적인 설계의 틀에서 벗어나 주거

공간에 내재된 이야기를 도출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조

경설계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장소, 의식과 삶을 더욱 풍

부하게 한다. 외부공간 조성 시 스토리텔링을 내포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인 존속과 지역구성원 간의 동질감, 소속감

을 갖게 해주고 외부사람들에게도 지역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이지선•김주연•하은경, 

1009). 또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설계는 공간을 이해하

기에 용이하고, 공간 안에 내포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상지로 선정된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는 저층 재건축 

아파트로서 주로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며 일상성의 가치

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곧 재건축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

트단지로 탈바꿈되어 자칫 과거의 기억들과 흔적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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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사라 질 수 도 있다. 개포지역의 저층 재건축 아파트

들은 건설사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공동주

택으로 단순 나열화 될 수 있다. 또한 주변 지역의 조화와 

연계성, 대상지의 물리적 구조, 경관적 특성 등의 반영이 

고려되지 않고, 역사‧문화적 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와 기

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성

이나 장소성은 상실된 채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를 포함한 공간에 삶의 터전에 대한 

기억을 지닌, 또한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나 장소

성이 보존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아파트 단지 조

경설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조경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세부 목표를 가진다.

1) 설계대안의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 개념과 영역을 정의하고, 아파트단지 조경 설계에 있어 

스토리텔링 기법이 적용된 단지의 사례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2) 환경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잠재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대상지 설계이슈를 도출하여 설계이슈가 반영된 개

포4단지 주공아파트의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설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지만의 특별한 외부공간의 틀을 제안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연구과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과정 및 연구 방법은 강남지역의 노후화된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함에 있어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나 장소성이 반영된 스토리텔링의 분석 요

소를 도출하여,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방식의 조경설계 대

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하였다.

1단계,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한 개념과 유형, 구성요소

에 대한 고찰과 주거공간의 스토리텔링의 속성과 이런 속

성을 응용한 아파트 설계 적용에 대한 고찰과 조경 설계 

부분에서의 적용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이론고

찰을 수행한다. 

2단계, 아파트단지 조경설계의 경향 및 아파트단지의 

구성요소와 조경설계 관련 법‧제도‧정책에 대한 연구와 국

내 외 사례연구 및 스토리텔링 관련 연구에 대한 선행연

구를 수행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선행연구의 시

사점과 한계를 추출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3단계, 연구 대상지 선정 및 배경과 인문‧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과 설계방법 및 수단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의 틀을 밝힌다.

4단계, 현장답사, 사례연구, 브레인스토밍, 표현매체를 

통해 대상지의 개요에 대한 설명과 설계목적 및 목표설정, 

설계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핵심이

슈와 대상지이슈를 도출한다.

5단계, 브레인스토밍, 표현매체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다섯 가지의 스토리텔링 종

합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아파트단지 조경설계 기법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

후 관련 사업 시행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본 론

1.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기법의 개념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말하다(telling)의 합성어이며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행위이다. 또한 상

대방에 알리고자하는 내용을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

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김광욱, 2008). 친숙한 이야기

를 매개를 통해 이성과 논리보다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여 설

득을 이끌어내는 기법을 말한다. 스토리텔링은 말, 단어, 글

씨, 소리, 이미지, 그림, 영상 등의 여러 수단을 이용해 이야

기를 전달할 수 있으며 사건들이 인과관계의 얼개를 가지고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다. 즉 이야기를 

남들에게 표현 전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스토리는 시간의 

순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서사를 말하며 텍스트와 같은 

정태성에 주목하고, 스토리텔링은 상호성과 같은 동태성에 

주목한다(김광욱, 2008).

2.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구성요소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은 명확한 메시지(Message), 갈

등(Conflict), 등장인물(Character), 플롯(Plot), 감각적 경험

(Experience), 스토리의 진실성(Truth)의 6가지 요소로 설명

할 수 있다.

3.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실천방안

먼저 1단계로 대상지 및 주변에 대한 조사 분석을 철저히 

하고 도입 가능한 지역의 역사 조사 및 기존 마을의 동명유

래나, 지명 등 삶터 확인, 주변 문화재, 인물 및 사료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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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2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조적 이야기 만

들기를 하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창조하기와 대상

지의 핵심주제 및 키워드를 설정하고  단지 이름이나 테마정

하기, 공간별 이름 붙이기를 한다. 3단계는 핵심 키워드와 이

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다양하고 구체적인 구현의 방법을 

검토, 결정하고 스토리텔링의 전달방식 결정, 도입 가능 설계

요소 및 표현방식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세밀한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구현한다(Table 1 참조).

Table 1. Story Telling  plan for practice

Divis

ion
Content Method

1

stage

Candidate site and Surroundings 

Research and analysis 

Candidate of History, Origin of the 

name of Village, Is HOme, Origin 

of the name of a Place. Cultural 

properties, Figure Research

L i t e r a t u r e 

Survey

In-situ survey 

2  

stage

Creative story Create

Candidate site of Core Theme and 

Keyword set

Complex name or Theme decide,   

Space Naming

Brainstorming

3

stage

Story of effectively delivery 

method review

Storytelling develop method 

decide

Practicable design element and 

express method  deduction

Diagram

Collage

4

stage
Preliminary·Working Design Graphic 

4. 선행연구 한계점 및 시사점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문학이나 전시분야 

쪽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병훈(2012)은 스토리

텔링은 문학, 전시, 조경분야 모두에서 기-승-전-결의 

구성원리를 가지며 플롯화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박혜연(2016)은 스토리텔링을 스토리, 맥락화, 담론화로 

구분하고 이를 적용한 기법으로는 명명, 연속성, 감춤, 수

집, 열림 등의 기법을 제시 하였다. 공동주택에서 스토리

텔링 기법을 적용한 설계모형연구로는 김성진(2012)이 

소통성과 실황성 측면의 공동주택 공간의 구역별 구체화

가 필요하다고 하여 3개단지를 사례로 언급하였으나 연구

대상이 외관, 익스테리어, 건축 등 규모가 광범위하게 연

구되어 공동주택 외부공간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

거나 구체적 설계모형이 다소 미비한 점 등의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조경분야의 연구들이 다소 

진행되긴 하였으나 실제 조경설계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

하고 있는 아파트 조경설계에 대한 관련성이나 모형연구

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연구 및 이론고찰을 종합하여 적합한 설계기법들을 도출

하고자 한다.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은 이용자인 인간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나 기존의 조경설계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나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조경설계에 있어 명확한 근거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설계를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

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5. 개포 4단지 아파트 조경설계

1) 대상지 선정 및 배경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는  80년대 초반 건설된 저층 아

파트 단지로 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인 서초구 반포지역

과 강남구 압구정지역, 송파구 잠실지구 등과 함께 건설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외부공간 설계의 방법이 필

요한 시점에서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는 예전 개발제한구

역 경계부에 위치하고 자연과 인접하여 있는 단지로서 도

심 한가운데 위치한 도심형 단지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

으며, 위치, 규모, 상징성 면에서 대상지로서 우수한 잠재

력을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 외부공간 설계 중에 스토리

텔링 기법이 반영된 설계를 통해 타 단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 만의 장소성, 

역사성 등 그 단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적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건축아파트의 보여주기 식의 치장수단의 옥외공간 설계

가 아닌 새로운 의미의 시각적 경관의 차원을 넘어 대형 

브랜드의 패러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설계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2) 환경 분석 방법

이론고찰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설계를 위한 대상지 분석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스

토리텔링의 주요 요소 중 인문‧사회 환경 분석요소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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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역사, 문화적 요소, 녹지, 교통 등 접근체계를 분석하

고, 자연 환경 분석요소인 기후 및 기상, 동식물현황, 토

지이용 및 지장물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문

제점 및 장점을 도출하여 스토리텔링기법이 반영된 이슈 

및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환경 분석은 대상지의 인문·사회 환경 분석과 

자연 환경 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인문·사회 환경 분석은 상위계획, 법규, 건축물, 접근성, 

역사·문화를 분석하고, 자연 환경 분석은 크게 에너지, 물, 

녹지, 동식물을 분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 대상지 개요

(1)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

(2) 규모 : 약 179,794.9㎡

본 연구의 대상지는 개포동 189번지 일원으로 서울시 

강남구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쪽으로는 

대모산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개포 주공아파트 5, 6, 

7단지가 위치하며 지하로는 분당선이 지나가며 그 위로 

양재천이 흐르며, 서쪽으로는 개포주공아파트 2, 3단지

와 개포근린공원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상록 개포9단

지가 위치하고 있다. 도로는 양재대로, 영동대로, 삼성로

가 대지를 감싸고 있으며 개포초등학교, 일원초등학교, 

경기여고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4) 설계목적 및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기존 아파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 등을 분석하여 도

시재생의 비전을 담는 아파트단지의 계획안과 아파트 주

변 자연요소와 인공요소와의 연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 남측의 대모산과 북측의 근린공원을 이어주며 

단지 내 오름공원과 연계하는 친환경 녹지축을 형성하

며, 단지 동서축을 잇는 주생활가로와 부대시설을 연계

한 커뮤니티 형성과 주변 단지와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

한 개포4단지만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디자인적용을 통

해 아이덴티티가 있는 아파트를 계획하고자 한다. 

또한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의 자연, 인문환경 특성을 

활용한 오름공원, 순환산책로, 포레스트링크 등 전략적 

상품개발을 통해 주변 단지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최

대한 옛 흔적의 보전을 통해 원주민의 추억이 깃든 특

색 있는 장소를 구현한다. 

개포4단지의 미래상은 대상지의 장소성과 역사성, 경

관, (생태)환경을 토대로 도시와 자연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문화에코톤의 입체적 결정체로서, 혁신

적이며 창의적인 작동적 경관을 형성하는 한편, 대상지 

주변부 도시지역과 흐름과 소통을 가능케 하고 대상지

와 주변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의 활성화와 

재생을 유도 해 나가는 ‘도시재생아파트’의 모델이 되기

를 기대한다. 

5) 대상지 이슈

(1) 풀어야할 이슈 

10M이상의 지형극복문제, 외부요소와의 연결성 부족문

제, 기존 수목의 활용문제, 대모산의 녹지흐름이 재건축으

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인접단지와 광장, 공

원을 연계하는 문제, 영동대로변 상징성강화의 문제, 양재

대로변 완충공간의 확보문제 등이 단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보행동선계획, 통경구간

의 확보, 오름 놀이터의 보전, 흐름연결, 그리고 장소성 

회복으로 이슈화 시켜 접근하도록 하였다. 

① 주보행동선의 계획 문제

단지의 주보행동선은 부지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심

보행기능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토리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수용하

고 단순하게 이동의 수단이 아닌 주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스토리요소들을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해야할 

당위성이 있으며 과도한 포장위주의 동선이 아닌 녹음과 

녹지가 함께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② 통경구간의 확보 문제 

대상지는 양재천과 대모산과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기위

한 건축물의 주동배치계획을  진행하였으며, 시각적으로 

막힘이 없도록 건축물 배치에 유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인위적 시설이 아닌 녹지 및 조경시설위주의 외부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흐름 연결의 문제 

대모산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길은 양재대로와 대상

지로 인해 그 맥락이 단절되어있다. 또한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와 개포6, 7단지로 인해 물리적으로 단절되어있어 

그 흐름(Flow)이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

므로, 대상지의 남측 대모산의 자연요소와 북측 양재천과

의 맥락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④ 장소회복의 문제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는 80년대 초 계획된 저층 주거

공간으로써 단지 내 오름공원이라는 특수한 오픈스페이스

가 존재한다. 가능한 공원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계획이 필

요하며 단지 내 외부공간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원주민들의 추억이 있는 공간 계획을 통한 장소성 회복

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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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시켜야 할 이슈 

① 대모산 자연의 재맥락화

대상지의 남쪽에 위치한 대모산의 지형과 녹지를 재맥

락화하여 입체적 경관의 외부공간 조성을 통해 주변 단지

와 차별화를 꾀하고 오름공원을 주변으로 확장하여 정의

하고 단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오름공원에

서는 대모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자연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건축선이 아닌 대모산의 흐름을 연결

하여 대상지의 장점을 부각하고 입체적이고 풍부한 경관

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Figure 1참조). 

Figure 1. Daemo Mountain contextualization

* Source : GS construction Gaepo jugong Apartment 

complex 4 working design

② 숲, 길, 중정의 체계화

대상지의 숲은 경관을 연결하고 공간을 만들어 녹지의 

확장과 녹지의 유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계절 

꽃피는 건강한 숲으로써 자연지반을 확장하여 보다 건강

한 숲을 계획하고 상록수 바탕위에 계절에 따라 꽃피는 

수종을 도입하여 사계절이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다. 단지 

내 길은 도시를 연결하고 숲을 엮어주는 기능을 담당하

며 다양한 공간들을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정계획은 기존 단지가 가지고 있는 추억의 

스토리로 다양한 세대를 품어 줄 수 있도록 하며, 입주민

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정원계획을 반영한다

(Figure 2 참조). 

Figure2 Woods, Roads, Blocks of systematization

* Source : GS construction Gaepo jugong Apartment 

complex 4 working design

(3) 스토리텔링 설계전략

이론고찰을 통해 현대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설계 경향

에 대한 패러다임을 살펴보았고, 설계 환경 분석을 통해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각각의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브레인스토밍 과

정을 통해 설정 하였으며, 도출된 스토리텔링 설계 전략들

은 주보행동선 차별화전략, 지형회복하기, 흐름 연결하기, 

장소 회복하기로 도출되었다. 

① 주보행동선 차별화하기

단지의 주보행동선은 동과 서를 서로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단

지 출입구와 연결된 폭 15M의 주보행로는 커뮤니티시설

과의 연계 및 전체를 아우르는 메인보행로로 계획하고 단

순한 보행의 이동이 아니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사

람의 오감을 이용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도입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

도록 계획한다. 또한 생활가로 면에 연도형 커뮤니티시설

을 배치하여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주고 공공용

지와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거주자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이 일어나는 소통의 보행동선으로 계획한다. 

② 지형 회복하기

대상지는 오랜 시간 대모산과의 자연스러운 경사를 가

지고 계획되어져 급격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였다. 

새로운 재건축을 통해 인위적인 단차가 발생하는 것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단면계획과 중앙의 80m의 넓은 통경구

간을 확보하여 단차 없는 외부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이러한 통경구간은 오름공원과 숲의 연결과 확장

을 통해 단지 내 대규모 공원형 오픈스페이스가 될 수 있

는 요소들을 담아낸다.

③ 흐름 연결하기

대상지 북측의 양재천과 남측의 대모산을 연결하는 강

한 통경축을 확보하여 흐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 완충녹지와 대상지 녹지와의 연결, 도시와의 대면, 

그리고 북측 근린공원, 초등학교, 도서관과의 막힘없는 연

결을 통해 물리적 단절로 흐름(Flow)이 막히지 않도록 계

획하였다. 또한 대모산의 자연을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숲

을 계획하여 녹지의 확장과 광역적으로 양재천까지 연계

하도록 수공간을 도입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단절 없는 생태경관숲을 도입한다. 또한 보행로

는 자연스럽게 공간과 숲을 연결하여 단절 없는 보행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사업지구 북측 근린

공원과 중심부의 공원(오름공원), 동측 연결녹지가 연계되

도록 단지내 녹지를 계획하여 종적 연결뿐 만아니라 횡적 

연결이 되도록 계획한다.

④ 장소회복하기

대상지는 역사적으로 대모산과 오름공원, 양재천과 연

결되어져 있었다. 이러한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파트

가 들어서면서 단절된 대모산에서 흘러서 양재천까지 이

르는 물길과 숲길을 연결하여 그린, 블루네트워크가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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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는 강한 통경축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대상지가 가지고 있던 오름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기억

에 남았던 식재공간과 산책로들을 계획하여 물길, 들길, 

숲길, 구릉길 등의 흔적남기기를 시도하여 장소성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스토리텔링 종합전략계획

일반적인 아파트단지 조경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환경 

분석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여러 가

지 스토리텔링 인자에 대한 적용을 통해 대상지의 풀어야

할 이슈와 강화해야할 이슈들을 구분하여 스토리텔링의 

설계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의 스토리텔링의 종합전략계획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상지의 동명유래, 지명 등 인

문•사회 환경 분석과 대모산, 양재천 등 자연환경 분석을 

통해 숲을 만지다, 바람을 거닐다, 숲에 머물다, 공간을 

즐기다, 스토리가 있는 식재계획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다섯가지 요소는 단지내 일정공간에 집중하여 계

획하지 않도록 하며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 만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가미된 아이덴티티가 있는 스토리텔링 종합전략

을 수립하여 서울시내 도심지형의 위치여건과 다른 자연

요소와 인접한 아파트단지 조경설계의 기초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3,4,5,6,7 참조).

Figure 3 Storytelling  total strategy planes 1

(Touch woods)

Figure 4 Storytelling  total strategy planes 2 

(Walking with Desire)

Figure 5 Storytelling  total strategy planes 3

(Staying in Woods)

Figure 6 Storytelling  total strategy planes 4

(Enjoy Space)

Figure 7 Storytelling  total strategy planes 5

(Planting Plan wity stories)

(5) 스토리텔링 종합전략계획 마스터플랜

Figure 8 Storytelling  total strategy planes

Master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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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아파트 단지 조경설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아

파트 단지 조경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는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적 접근방법

을 제시하기 위해 명확한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 감각

적 경험, 스토리의 진실성 등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를 살펴

보았다. 기존 아파트 단지 스토리텔링 적용 사례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상품화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역사적 사실의 한 가

지 요소만을 들어 명명하는 정도이거나 시각적 활용에 중점

을 두어 지역성 표현이 부족하다. 또한 의미전달이 단편적이

고 입주민의 호응과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적극적인 사료에 대한 발굴활용으로 지역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 만들기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외부공

간 설계에 관한 연구의 고찰을 통해 스토리텔링 기법의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아파트 단지 설계 경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최근 아파트 조경 설계의 주요 설계 언어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역사성, 입지성, 장소성, 입주자, 라이

프스타일, 지역정서, 물리적, 정보적 체험적 요소 등 스토리

텔링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주요 주

제어는 기존에 계획된 많은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생

태, 지역성, 역사성, 커뮤니티, 테마공간, 네트워크, 부지적응, 

건강, 어메니티 등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도입할 수 있는 스토리

텔링의 실천방안은 1단계로 대상지의 역사(동명유래), 지명, 

삶터, 문화재, 인물 등 지역성이나 장소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고, 2단계로 창조적인 이야기 만들기를 통해 단

지의 핵심 주제 및 키워드 설정과 단지 이름이나 테마정하

기, 공간별 명명을 한다. 3단계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전개방식 결정과 도입 가능 설계요소 

및 표현방식을 도출하고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구현한다.

셋째, 스토리텔링 디자인 매체 표현 방법은 조경 설계분야

에서 분석 및 구상단계에서 필수기법인 다이어그램, 작가의 

주관성을 위주로 조작하고 편집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포토몽

타주, 개별오브제를 강조하는데 중심을 두는 콜라주, 모델링, 

디지털그래픽을 통해 표현한다. 

넷째, 대상지의 환경 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 요소를 도출

하기 위해 인문•사회 환경 분석과 자연환경 분석을 실시하

여 단지의 풀어야할 이슈로는 주보행동선의 계획, 통경구간

의 확보, 흐름 연결의 문제, 장소성 회복 문제이며, 강화시켜

야할 이슈로는 주변 자연환경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대모산 

자연의 재맥락화와 대상지내의 숲, 길, 중정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은 브레인스토밍 과정

을 통해 주보행동선 차별화 전략, 지형회복하기, 흐름 연결하

기, 장소 회복하기로 도출 되었다. 

다섯째, 생태, 지역성, 역사성, 커뮤니티, 테마공간, 네트워

크, 부지적응, 건강, 어메니티 등의 스토리텔링 주제어를 적

용하여 스토리텔링의 주요 요소와 실천방안, 대상지 이슈 등

을 종합하여 개포4단지 주공아파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스토리텔링 종합전략계획으로  ① 숲을 만지다 : 들판, 오름, 

폭포 등 자연의 매력적인 모습을 담아내어 도심 속 생활을 

잊게 하는 힐링공간의 조성, ② 바람을 거닐다 : 입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길로써 일상이 주말이 되는 길을 조성-갤러리 

애비뉴(Gallery Avenue), ③ 숲에 머물다 : 자연지반을 활용

하여 다양한 수림대를 조성하고 기존 대상지의 대표수종인 

메타세콰이어 길 복원, 공공공간과의 대면을 통한 개방적 공

간 조성, ④ 공간을 즐기다 : 하워드가드너의 다중이론을 바

탕으로 한 키즈가든(Kid's Garden)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라이프가든의 조성, 기존 산책로를 살린 스마트 산책

로 조성, ⑤ 스토리가 있는 식재계획을 통해 마을숲, 정원, 

별서 등의 경관을 단지 내에 재현하고 대모산과 연계한 식

재, 기존 대상지 수목의 재활용을 통한 기존 입주민과의 친

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기존 아파트단지

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스토리텔링 실천방안에 대

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 아파트단지 조경설계를 위한 객

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계요소를 도출함으로서, 향후 아파

트단지 조경설계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아파트 단지의 조경설계는 대상지의 인문•사회 환경(상위

계획 및 관련법규, 토지이용, 건축물, 접근성, 역사•문화•지

역성)과 자연환경(에너지, 물, 녹지, 식생, 동물)등에 대한 정

확한 환경 분석을 통해 해당 단지의 일반적인 설계요소들을 

도출하여 스토리텔링의 전개방식인 기•승•전•결의 논리적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대상지의 문화적인 특징들

을 조사 발굴하여 장소성과 동명유래, 자연 환경적 위치, 역

사적 의미 등이 담겨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설계를 진행함

으로써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주변 단지와의 차별성

을 확보해야한다. 

이번 진행된 연구는 다양한 환경 분석 요인들을 외부공간 

설계에 적용하였으나  역사·문화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

계적용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추후 연구 진행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세부 분석요소를 강화하고 그 요소를 구

체적으로 적용한 공간설계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부 공간 설계

를 위한 스토리의 주제 및 특성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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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다양한 공간설계 사례를 바탕으로 기법의 유형화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연구 과제로는 일반적인 방식의 설계대안과 스토리텔링 

기법이 적용된 설계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비교

평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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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고찰

-독일·영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Speculations on The Components of Urban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of Abroad City   

-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The Cities of German and England -

이규리* ‧ 조세환**1)

Lee, Kyu-Ree ‧ Cho, Se-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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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교수, chosh3@hanyang.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out the factors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 which can operate and regenerate in urban area 

for the sake of seeking means of comprehensively and effectively regenerating environment in the aspect of understanding the problems where 

the natural operating system is not aligning well with natural regeneration in terms of climate change, energy and various species. This research 

utilized the means of comparing and examining previous researches, related references, and analysis results on cases of environment regeneration 

in foreign c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urban natural environment regeneration defined in this research refers to the means of fostering 

life landscape city which can operate on itself aiming that the city will act like eco-system, by constructing the system (substances or energy) 

or urban area can cycle organically. Second, urban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factors could be divided into greens, water cycling, energy, 

and traffic system,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at were related to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including CO2 reduction, green city,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tailed factors of each system coming from the previous research in Germany 

and England were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More specifically, greens make circulation on urban water the same way nature does 

and absorbs radiant energy from the sun and lowers the temperature in the city. Solar energy is a type of regeneration energy, which can be 

applied to urban, construction, landscape, and traffic and can be applied to urban environment by reducing the fuel energy. More comprehensively, 

the factors of urban green environment regenera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ower of nature, which include water, greens, and sun. Fifth, 

it is considered that facilitating the urban area to undergo as the nature operates circulation operation system from using and regenerating energy 

which can be obtained from greens, water, and sun can be major step forward for preparing a solution for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by 

resolving the environmental problem that the city has nowadays.

키 워 드 : 기후변화, 도시재생, 도시환경, 자연환경요소, 지속가능성
Keywords : Climate Changes, Urban Regeneration,, Urban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Components, Sustainable 

Ⅰ. 서 론

21세기 지식정보창조사회 도시의 주요 의제(Grand Agenda)는

지구기후변화 대응, 생물종다양성 증진, 신재생에너지 생산, 

수순환시스템 개선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지속가능 도시환경

조성이 되고 있다. 관련하여 도시 및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생태 등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부

하가 높은 도시환경에서 낮은 도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 또는 실천적 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등의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트랜드는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저감, 기후변화 대응, 생태 등 다양한 관점과 

접근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im, 2015; Kim and Park, 

2014; Kim, 2017; Seo and Lee, 2013; Oh and Yeom, 

2008; Oh, 2008; Wang, Lee, Jung, Lee, Yu, No, Min, 

and Ha, 2013; Yu and Yeo, 2015; Yun and Oh, 2014; 

Lee and Lee, 2011; Lee and Lee, 2015; Cho, 2009; 

Choi, Choi and Oh, 2015; Choi, Kim, and Yang, 2012).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도시 환경문제의 개별적 이슈를 대

상으로 지표설정 등 환원적 접근 위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

**Corresponding author: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Ecological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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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환경문제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상호 네트워크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 종

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별 환경요소의 분석에 국한되고 

있고, 그 해결책이 상이한 행정적 관심2)아래 이루어지고 있

음으로써 도시환경에 실질적, 통합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구비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도시 분야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과거의 물리적 개발 위

주의 도시개발 방식에서부터 벗어나 「도시재생특별법」 제

정과 그에 기반한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 관점에서 도시문제

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은 공간적으로는 쇠퇴

지역, 근린생활지역, 중심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내용적으로

는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재생

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재생(Kim and 

Nam, 2012; Kim, 2011; Kim, 2012; Kim, 2013; Kim and 

Yu, 2017; Seoul, 2015; An and Park, 2010; Ahn, Jeong, 

Kim, and Lee, 2014; Yuh, 2009; Oh, 2008; Jeon, 2011)은 

건축, 가로공간 등 물리적 환경 개선, 문화·예술 및 역사자원 

활용, 커뮤니티 조성 등 사회성 재생 위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앞서 서술한 지구기후변화, 에너지, 생물종다양성 등과 관

련한 자연적 작동 시스템으로서의 환경재생의 문제는 미비하

거나 거의 취급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성을 배경으로 도시재생법, 정

책, 사업 등 도시재생 추진 맥락에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자연환경 관련 구성요소를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연구와 해외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추출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구성요소들이 경제, 

사회, 문화 등 타 재생 요소와 함께 법·제도와 정책 등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시재생 실천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Ⅱ. 현행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자연환경재생의 한계

1. 도시재생사업의 개요와 내용

1)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

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

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

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

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Kim(2007)은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 사회, 경제적 문

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시재개발, 도시재활

성화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Lim(2007), 

Urban Regeneration Agency(2011)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쇠퇴 또는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있는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

로써 경제, 사회, 물리적 부흥을 위한 일이라 하였다. 

반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와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

는 도시재생을 도시부흥(urban renaissance)이라는 용어로 개

념화하였다(Oh, 2008). 도시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부흥시킨다는 포괄적 의미가 강조되어 

커뮤니티 운동과 연계된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도시

의 정체성과 이미지 그리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 자

체를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Cho, 2010). 

이와 더불어 20세기 이후 전 세계는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재생까지도 도시재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

다. 도시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생태적 이상(ecological 

ideal)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Tuan, 1974).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계

되는 환경문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생태기반의 환경 재생에 대한 대안

과 그 규정 등의 제시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

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활성

화계획3)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과 자연환경 재생

도시재생법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1). 1980년 이전에는 낙

후된 주택 개량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1980년부

터 2005년까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재정되

기 이전까지 많은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에 중점

을 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

존 방법인 도심지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활력을 주고자 도시재생정책이 등

장하였고(Kim and Nam, 2012), 2002년에는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주거환

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 「도시

2) 예컨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등 다양한 행정 주체들이 각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제도, 정책 등 관점에서 도시환경요소를 하나의 시

스템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3)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항만, 공항, 철도, 하천 등 국가핵심시설 정비·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

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도시경제활성화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이 포함된다.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

경 개선사업과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 골목경제살리기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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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Wang, Lee, Jung, Lee, Yu, No, Min, and Ha,(2013), reference

Figure 1. Changes of Urban Regeneration related work

재정비촉진법」의 도입을 통해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도시정

비가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개벌적인 사업법 위주의 정책추진

으로 효과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단위

사업 목표 중심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기존 도시재생 사업

법 체제로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실현이 불가능 하였던 것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사업법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들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수립된 도시재생 사업들은 쇠퇴한 기존 도심의 물리적 측면

에서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개선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더하여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인문학적 측면

의 비물리적 도시재생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

식과 함께(An and Park, 2010), 문화·예술 및 지역 사회의 

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도시 재생 또한 계속되고 있다. 도시의 

커뮤니티성 증진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도시 경제 활성화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시재생을 위한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도

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물리적 구조물의 개선과 경제·

사회·문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의 방안은 도시의 근본적

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인 개

발, 녹생성장, 탄소제로 등의 환경과 경제에 대한 이론적, 정

책적 화두는 계속되고 있다(Kim and Cho, 2017).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위험성 인지와 경고 그리고 해결을 위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 건축 등의 개별법

에서 기본법을 반영한 도시재생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하지

만 아직 기초적 계획수준이거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실제 

도시재생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경제적으로 쇠퇴된 도시들 

보다 경제, 사회,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심이 더욱 심각

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시재생

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 항목을 분리하고 구분하여 도시의 환경요소를 개별

적으로 분류하여 전체의 문제로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Kim and Cho, 2017). 즉, 도시 전체가 자연과 같이 유기

체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다루는 통섭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다. 

Ⅲ.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개념 및 요소에 대한 고찰

  

1.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개념

전 세계가 소비 증가, 인구문제, 환경 파괴 등으로 큰 어

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부터 생물 다양성 상실, 

스프롤(sprawl)형 토지 과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가 

몹시 심각하다(Timothy Beatley and Lee, 2013). 여기서 ‘환

경(Environment)’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직접 내지 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진화

하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도시 자연환경재생에서의 도시 자연환경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

물종다양성, 기후변화대응, CO₂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의 화두를 감안할 때,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점철된 

도시를 생태적으로 순환4)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

슈일 것이다(Cho, 2010). 즉, 도시 자연환경재생은 도시의 

엔트로피5) 증가율을 낮추는 생태적 환경 재생 또는 도시의 

4) 자연은 그 어느 것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 자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다른 자연적 과정에 생산적 투입요소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원리는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도시 내 순환형 신진대사(circular metabolism)를 이루게 하여 ‘자연적 작동 시스템의 도시

(City Operating with Nature System : CONS)’로 재생시키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뉴 노멀로 다가오고 있다(Kim and Cho, 2017).

5) 엔트로피(Entropy)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 어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무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낸다. 인류가 지구상의 에너

지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전체 환경의 엔트로피의 총량도 함께 증가한다(Jeremy Rifkin, 1990). 즉, 에너지 저소비 환경이 구축된 

도시는 엔트로피의 발생 또한 적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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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를 자연과 비슷한 상태로 유기체와 같이 스스로 

순환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를 자연

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작동하는 실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시

스템임을 강조해 도시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이 순환되어 도

시의 생태적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바로 ‘도시의 재자연화’ 즉 도시를 생명

경관도시6)로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이

다(Kim and Cho, 2017).

도시 자연환경재생과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탄소저감형 도시재생, 녹색도시재생 등이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가 자연과 같이 스스로 지속가능

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는 한계점이 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현하는 것 나아

가 도시가 자연과 같은 상태로 순환되게 하는 것이 도시환경

재생의 궁극적 목표이며, 전략인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도시 자연환경재생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외곽 및 쇠퇴

한 지역뿐 아니라 활성화된 도심 내 환경적으로 낙후된 지역

의 생태성 회복을 통하여 도시가 스스로 순환, 작동할 수 있

도록 하며, 도시의 환경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전략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근본적인 도시 환경 문제를 극복하

여 생명경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구성요소 고찰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전략 도출을 위해 같은 맥락에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탄소저감형 도시재생, 녹색도시재생, 지속가

능한 도시재생,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생태도시 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요소 도출)를 살펴보고 도시환경문제의 근본적

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Kang and Park(2015), Kim(2015), Kim and Park(2014), 

Park and Chin(2012), Seo and Lee(2013), Byun(2005), 

Yoon and Oh(2014), Lee, Jeon, Choi, and Oh(2012), Lee 

and Lee(2011), Lee(2005), Lee and Choi(2009), Lee and 

Lee(2015), Jeon(2009), Choi, Choi and Oh(2015), Choi, 

Kim, and Yang(2012) 등 기존 관련 연구 고찰을 통해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 시스템, 녹지(Green) · 

물(Water) · 에너지(Energy) · 교통(Transport)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① 도시 녹지시스템 개념 및 기술요소

도시에 녹지공간(green space)을 만드는 도시녹화는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Lii and Choi, 

2009). 녹지는 탄소흡수를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열섬현

상, 대기오염 및 도시홍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변

화 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통합정책이다(Wang, Lee, Jung, 

Lee, Yu, No, Min, and Ha, 2013). 동시에 국토와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녹지는 기존의 국토·도시 인프라가 엔트로피(entropy) 높

이는 요소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자연회복

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Cho, 2011). 

특히 도시환경에서 녹지는 생물서식지 제공, 오염물 정화, 

CO2 흡수 등을 통해 엔트로피를 낮추어 준다. 도시민의 건

강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며 문화·예술적 정서를 함양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 창출과 도시 브랜드 창출 등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들어 도시환경에서 녹지는 단순한 나무와 꽃의 개념

을 넘어 사회적 간접생산시설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로 인식

이 되고 있다.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7)가 바로 사

회기반시설을 녹지 공간과 융합한 개념이다. 광의적 의미로 

그린인프라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와 자연 지역을 상호 연결

한 네트워크를 말하며, 공원, 녹지, 하천, 그린벨트 등의 허브

를 녹색길(greenway)로 연결하여 구축한 네트워크(network)

를 지칭한다. 도시의 일부 혹은 근린주구 맥락에서 협의의 의

미로 사용할 경우 강우유출수를 최적 관리하는 시설을 지칭

하며, 레인가든, 식생수로 등이 있으며(Yang, 2014), 옥상녹

화와 벽면녹화까지도 이에 포함된다.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 

내부와 옥상 등 도시의 자투리 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여 최근에는 도시지역에 훼손

된 자연의 수문학적 과정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물순환 관리 전략으로 그린인프라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Kang and Park(2015), Kim(2015), Kim(2014a), Kim and 

Park(2014), Yu and Seo(2012), Yun and Oh(2014), Lee, 

Jeon, Choi, and Oh(2012), Lee(2005), Lee and 

Choi(2009), Choi, Choi and Oh(2015), Choi, Kim, and 

Yang(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6) 생명경관도시(BioLandscape Urbanism)는 지금까지 출현한 도시환경 관련 모든 담론과 이론, 정책 기조를 수용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기반으로 21세기 지구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연의 회복과 재생을 도시적 수준에서 실천하자는 새로운 철학이

며 실천 수단이다(Cho, 2017a). 도시와 자연을 일체화 하는, 도시를 생명체의 본질인 자연이 작동하는 경관적 실체로 바라보고, 자연

의 힘을 도시에 적용하여 도시가 자연 생태계처럼 작동하게 하여 사람의 문화와 통섭시킴을 주제로 한다.

7) 그린인프라는 녹색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사회기반시설을 뜻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Infrastructure)의 합성어로 국가의 자연적 

생명지원시스템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보전하고 인류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의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Yang, 2011), 도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위락, 운동, 휴식공간이나,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생태환경의 훼손으로부터 생

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Park, Oh, and Lee, 2014)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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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시스템의 기술요소를 녹지의 기능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환경개선, 커뮤니티·사회성 향상, 경관개선의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레크리에이션에는 운동, 산책 등의 휴게가 가

능한 도시공원, 도시숲 등이 포함된다. 환경개선에는 지역생

태를 보전하고 이와 더불어 미기후조절, 공해 완충 등의 도시 

환경조절과 보호를 위한 비오톱, 벽면녹화, 옥상녹화, 지붕녹

화, 빗물정원, 식생수로, 침투화분, 생태연못, 투수성포장, 지

하저류탱크, 침투저류지 등이 속한다. 커뮤니티가든, 도시텃밭 

등 공동 체험형 녹지공간은 커뮤니티 및 사회성 향상을 도모

하며, 경관개선에는 워터프론트, 가로수, 완충녹지, 연결녹지, 

포켓가든 등이 있다(Table 1 참조).

classification Type

Recreation Urban Park, Urban Forest

Ecology

Biotope, Green roof, Green-wall, Roof 
greening, Rain Garden, Bio swale, Eco 
pond, Permeable Pavement, Underground 
storage tanks, Infiltration detention pond, 
Infiltration pot

Community
&Social

Co-experience green space such as 
Community Garden, Urban kitchen garden,  
Ecological Playground etc.

Landscape
Roadside trees, The connected green space, 
Buffer green, Median green belt, Waterfront, 
Pocket Garden

Table 1. Urban Green system components

② 도시 물순환시스템 개념 및 기술요소

물은 해양과 지표면으로부터 증발되고 증발된 수증기는 

기단의 형태로 상승 및 이동, 응결되어 강수로 지표면으로 

떨어진다. 이는 다시 하천 및 지하수로 이동하여 바다로 흘

러들어가게 되는데 이 연속적인 과정을 일반적인 ‘물 순환’ 

이라고 한다. 이러한 물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포장면 증가

와 녹지 및 자연지반의 개발로 인한 토양층의 빗물 흡수 또

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증발산량 감소에 의해 순환이 원활하

지 않게 된다. 특히 도시화로 인해 증발산량이 적어진 도심

지역의 구름은 국지성 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심

각한 도시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 

도시의 물 순환을 자연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조경, 건축, 도시, 토목 등의 분야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이슈화하고 있으며, 관련 

요소기술개발 등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시물순환시스템 회복을 

위한 하나의 실천 전략으로 보고, 저영향개발기법의 개념과 

기술요소의 종류 및 특성, 효율 등을 고찰하였다. 더하여 조

경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와 연계된 물순환시스

템 구축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Kang and Park(2015), 

Kim(2014a), Kim and Zoh(2015), Kim and Park(2014), 

Kang, Hyun, and Park(2014), Kim(2014b), Ye(2016), 

Yoon, Hyun, Choi, Lee, and Lee(2014), Lee, Choi, and 

Lim(2014), Lee, Jang, and Ahn(2011), Lee, Jeon, Choi, and 

Oh(2012), Lee and Kim(2013), Lee and Choi(2009), Choi, 

Kim, and Yang(2012), Ministry of Environment(2013) 등의 

연구에 따라 도시 물순환시스템 기술요소는 크게 세가지 식

생여과, 침투 및 여과, 저류로 분류하였다. 식생여과에는 식

생체류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수변

완충대, 연석 식생지, 통로화단, 빗물정원, 수목여과박스, 식

생여과대 등 식생을 활용한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침투 및 

여과에는 침투도랑, 침투저류지, 침투통, 침투화분, 투수성포

장, 침투측구, 모래여과장치 등이 있으며, 저류에는 빗물연못, 

인공습지, 유수지, 지하저류조가 속한다(Table 2 참조).

classification Type

Plant Filter

Bioretention, Raingarden, Bio swale, 
Waterfront, Green-roof, Green-wall, Plant 
pot, Curbside vegetation ground, Passage 
flower bed, Tree filter box Bio slope

Penetration,
Filter

Infiltration ditch, Infiltration flank, Infiltration 
detention pond, Infiltration tank, Infiltration 
pot, Infiltration gutter, Permeable Pavement, 
Sand filtration equipment

Storage
Rainwater pond, Artificial wetlands, Lakes
Underground storage tank (Rainwater 
tank, storage tank)

Table 2. Urban Water circulation system components

③ 도시 에너지순환시스템 개념 및 기술요소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우리의 도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

너지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 현재 도시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75%를 차지하고,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량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에 달한다(국토연구원, 

2010).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은 도시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의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논의와 함께 대체에너지를 연구하고, 도시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14.1월)

하여 5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탄소저감도시, 에너지 절약형

도시, 메타볼리즘 도시 등 다양한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상에 발생하는 자연적 에너지는 태양복사에너지다. 태

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복사에너지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약 31%는 구름과 지표면에 의해 반사되고 약 68%는 대

기와 구름, 식물 및 지표면 등으로 흡수 및 방출되어 지구 

전체의 복사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에너지의 반사 정도, 물에 

의한 흡수 등이 에너지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

아가 기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We, Lee, and Han, 

2014). 본 연구에서 에너지 순환 시스템은 도시 에너지의 생

산, 소비, 재사용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계획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에너지 순환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탄소 배

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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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선행연구(Kang and Park, 2015; Kim, 2015; Lee, Jeon, 

Choi, and Oh, 2012; Lee, Jeon, and Oh, 2013; Lee and 

Kim, 2013;, Lee and Choi, 2009; Yoon and Oh 2014; 

Yun and Oh, 2014; Choi, Kim, and Oh, 2011; Choi, 

Kim, and Yang, 2012)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에너지 공급 측면은 자연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재생 및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태

양열 및 태양광 발전, 수력에너지와 같은 자연 에너지 이용과, 

우수 또는 중수를 활용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에너

지 재생 및 활용이 이에 속한다. 에너지 수요 측면은 에너지 

저소비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미기후를 고려한 건축단지를 

배치하고, 기후디자인, 자연채광설계 등의 설계 기법을 도입하

고, 도시 내 그린, 블루네트워크 및 바람길 조성으로 열섬현상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또한, 압전소자8)

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보도, 도로, 횡단보도 등을 통한 에

너지 재활용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Table 3 참조).  

classification Type

Natural Energy 
Usage & 
Recycling

Solar Thermal an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Recycling of Rainwater and 
Reusable wastewater 

Establishment  
Energy-low-cost
Environment

Site Layout considered by microclimate, Blue 
network, Wind path, Climate Design - Natural 
Ventilation·Ventilation·Lighting system, Green 
network in city, Greening Rooftop·Roof·Wall, 
Eco-friendly·recycled materials and high 
efficiency equipment·skin system

New 
Technology 

Introduction of sidewalk, road, crosswalk 
utilizing piezoelectric elements

Table 3. Urban Energy system components

④ 도시 교통시스템 개념 및 기술요소

도시 공간에서 교통인프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도

로, 주차장, 교량, 터널 등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방

향으로 진화하여,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가지 면적 중 

57%가 도로로 점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Cho, 2017). 교

통인프라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 소음, 열,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에너지소비량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녹색교통, 대중교통을 중

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Kim, 2015: Kim and Park, 2014: Park and 

Chin, 2012: Byun, 2005: Yoon and oh, 2014: Lee, 2005: 

Jeon, 2009: Yu and Seo, 2015: Yun and Oh, 2014:  Lee 

and Lee, 2015: Choi, Choi, and Oh, 2015, Choi, Kim, 

and Yang, 2012)를 바탕으로 도시 교통시스템 기술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트

램, 지하철 등 저공해성 대중교통 활성화, 모노레일과 같은 

단거리교통시스템 도입, 시내 대중교통 노선 정비, 환승시스

템 구축이 있다. 자동차 공동이용과 자율·무인자동차, 전기자

동차, 드론 등의 교통수단을 비롯한 첨단대중교통시스템 도

입도 이에 속한다. 저탄소 녹색교통은 도로분야 온실가스 발

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에너지 절약형 교통시스

템을 이용과 친환경 연료 사용,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교통

수단 활용 등이 있다.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보행로 전

용공간과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여 네트워크화 시키고 교

통정온화기법9)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통과 교통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다. 주차장 및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녹지 

공간 확보, 친환경 주차계획,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 차 

없는 거리 조성 등도 도시 계획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Table 4 참조).

classification Type

Public 
Transportation 

Activation

Promoting low-pollution public transport 
such as trams and subways, Introduction 
of short-distance traffic system (monorail, 
etc.), Readjustment of Public Transit Route 
and Establishment of Transfer System, 
car-sharing, Introduction of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Low-carbon 
Green 

Transportation

Introduction of energy saving transportation 
vehicles,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Smoke reduction device

Road 
System

Construction and networking of bike 
paths and space only for pedestrian, 
Underground Road tunnels, Eco-friendly 
Parking Plan, Bike-only parking areas, 
Car-free street, Traffic regulation method

Table 4. Urban Transport System components

Ⅳ. 해외 사례 도시 분석을 통한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분석 및 고찰

1. 해외 사례 도시 선정 배경과 개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가 일찍

이 도시화를 이루었다. 그 중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급속하

게 도시화가 진행 되었으며, 독일 또한 중화학 공업 등 새로

8) 압전기란 어떤 종류의 결정판(結晶板)에 일정한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면 판의 양면에 외력에 비례하는 전하(電荷)기 나타나는 현상

이다. 압전 에너지는 다른 그린에너지, 대체 에너지들과 달리 노이즈가 없고 긴 수명을 갖고 있으며, 정비를 크게 할 필요도 없으며 소

형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다양한 기술과 접목하여 여러 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Kang, 2016). 도로와 보행로를 비롯하여 계속

해서 움직이는 소형선박, 태양광모듈 등에 적용 가능하다. 

9)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소음이나 대기오염으로 부터 생활

권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는 일을 교통 정온화 기법, 이런 시설을 교통 정온화 시설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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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utline of case studies

Classification Messestadt Riem Vauban Millenium village bedford

Image

Location Germany, munich Germany, Freiburg UK, London UK Bedford

Area 556ha 41ha 14ha -

population 16,000(people) 5,000(people) More than 13,000(people) 160,000(people)

* Source : Researcher production, image : google

운 공업을 발전시키며 후발주자로 함께하였다. 도시화의 진

행 속도만큼 도심 낙후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도시 환경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유럽국가들 중 특히나 환경

의식이 높은 독일과 영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도시재생의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로, 커뮤

니티 및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환경 재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독일은 강력하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재생 

분야에서 세계 1~2위의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제도와 시장, 

산업 등 모범국가로도 뽑힌다. 또한 두 국가 모두 이미 통합

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생태 도시, 지속가능

한 도시, 저탄소 도시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며 도시재

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 순환적 도시환경재생 개념이 적극 

적용된 해외신진사례로 메세스타트 림(독일)과 보봉(Vauban) 

주거단지(독일),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영국)와 배드포드

(영국)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Table 5 참조).

2) 대상지 개요

① 독일 메세스타트 림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면적 556ha, 계획 인구 16,000명의 도시이

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뮌헨시와 

민간개발업체가 함께 뮌헨 공항 이전 부지에 무역박람회 개

최장소 확보와 도시지역 내 주거·산업·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자 조성하였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컴팩트 시티

(Compact City)' 계획 개념과 바람길 네트워크,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토지이용, 녹색건축, 친환경 교통 시스템 등이 적

절하게 도입되어 있는 모범사례이다.

② 독일 보봉(Vauban) 주거단지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보봉 주거단지는 1932년까지 독일

군 주둔지 막사와 1934년까지 프랑스군 막사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1999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었다. 2006년 기준 

41ha의 전체 면적 내 약 2,500세대, 5,500명의 주민이 거주

하고 있다(Choi, Choi, and Oh, 2015). 보봉 주거단지가 있

는 프라이부르크시는 에너지, 교통, 폐기물 분야에서 다른 도

시화 차별되는 정책을 통해 환경수도 선정에 큰 기여를 하였

다(Yang, 2007). 에너지 자립형 발전소 설치, 바람길 조성, 

오픈수로 설치 등을 통해 도시환경재생을 꾀하였다.

③ 영국 그리니치 밀레니엄빌리지

영국 런던시 동쪽 도크랜드에 인접한 그리니치 반도에 위

치한 곳으로 100년간 위치해있던 가스공장이 1985년 폐쇄된 

이후 건축폐기물로 뒤덮인 채 방치되었던 4개의 단지를 

1997년 폭기장치(Water Aeration)와 순환시스템 등을 조성

하여 복원하였다. 2005년까지 재생이 이루어진 이 곳은 

14ha의 면적(1,377호, 공동주택 1,079호, 단독주택 298호) 

내 인구 13,000명 이상의 마을이다. English partnership의 

“밀레니엄 커뮤니티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정부와 지방단체, 

공기업이 협력하여 이루어졌으며, 주거단지와 생태공원의 공

생을 통해 친환경 도시 재생을 한 사례이다.

④ 영국 배드포드 시티

배드포드는 영국 베드포드셔에 위치한 인구 16만(2012년 

기준)의 작은 도시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프

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영국 대표 도시로, 도시 

내 풍부한 자연녹지 확보와 물순환시스템 회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베드포드시는 ‘노팅험선언(2007)’에 서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공조하여 주민들과 함

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Kim, 2015).

2. 사례도시 분석의 방법 및 지표 선정

1) 분석 방법

앞서 선정된 네 곳의 사례분석 대상지들과 관련된 보고서, 

설명자료, 도면자료, 사진자료, 현지답사10) 등을 통하여 대상

지에 도입되고 적용된 도시환경재생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였

다. 사례 검토를 통해 수집된 실질적인 계획요소들과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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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lassification Planning components

Green

Recreation Urban Park, Urban Forest

Ecology

Biotope

Green roof, Green-wall, Roof greening etc.

Rain Garden, Bio swale, Eco pond

Permeable Pavement 

Underground storage tanks, Infiltration detention pond, Infiltration pot

Community
&Social

Co-experience green space such as Community Garden, Urban kitchen garden,  
Ecological Playground etc.

Landscape

Roadside trees, The connected green space, Buffer green, Median green belt

Waterfront

Pocket Garden

Water 
Circuration

Plant Filter

Bioretention, Raingarden, Bio swale, Waterfront

Greenr-oof, Green-wall

Plant pot, Curbside vegetation ground, Passage flower bed

Tree filter box Bio slope

Penetration,
Filter

Infiltration ditch, Infiltration flank

Infiltration detention pond, Infiltration tank

Infiltration pot, Infiltration gutter

Permeable Pavement 

Sand filtration equipment

Storage
Rainwater pond, Artificial wetlands, Lakes

Underground storage tank (Rainwater tank, storage tank)

Energy

Natural Energy 
Usage & Recycling

Solar Thermal an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Recycling of Rainwater and Reusable wastewater 

Establishment  
Energy-low-cost 

Environment

Site Layout considered by microclimate, Blue network, Wind path

Climate Design - Natural Ventilation·Ventilation·Lighting system

Green network in city, Greening Rooftop·Roof·Wall 

Eco-friendly·recycled materials and high efficiency equipment·skin system

New Technology Introduction of sidewalk, road, crosswalk utilizing piezoelectric elements

Transport

Public Transportation 
Activation

Promoting low-pollution public transport such as trams and subways

Introduction of short-distance traffic system (monorail, etc.)

Readjustment of Public Transit Route and Establishment of Transfer System

car-sharing

Introduction of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Low-carbon Green 
Transportation

Introduction of energy saving transportation vehicles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Smoke reduction device

Road System

Construction and networking of bike paths and space only for pedestrian.

Underground Road tunnels

Eco-friendly Parking Plan, Bike-only parking areas

Car-free street, Traffic regulation method

* Source : Researcher production

Table 6. Contents of 'Urban Environent Regeneration'

서 고찰된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분석 지표 선정

이론고찰에서 분류한 도시의 녹지시스템, 물순환시스템, 

에너지시스템, 교통시스템의 네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시스템별로 각각 3가지 분류체계 아래 세부 

계획요소를 Table 6과 같이 정리하였다. 세부 계획요소들의 

반영정도와 발생효과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 해외사례 도시의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분석

1) 독일 메세스타트 림

개발면적의 약 50%가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림은 5개의 

녹지축과 생태녹지 및 비오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입지와 특

성을 고려한 수목을 식재하였다. 특히, 폭 400m의 대규모 녹

지를 이용한 비오톱 네트워크 등의 대규모 자연 녹지 공간 조

성과 함께 도시의 대부분을 투수성 포장으로 처리하여 우수를 

집수, 침투, 여과가 가능하게 하였다. 50m 넓이의 바람길을 

10) 2015년 8월, 독일 메세스타트 림과 보봉 주거단지를 답사하고, 슈트트가르트 시청의 도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국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와 배드포드는 2017년 8월 답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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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여 외곽의 바람을 도시 내부로 끌어들여 오기 위해 풍

부한 녹지를 조성하였고, 바람의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건물

을 배치하고, 인동간격을 조정해 공기 순환을 도와 열섬현상

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평지의 땅을 절토와 성토를 

통해 언덕을 조성하고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여 바람이 언덕의 

빗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원한 공기를 유입시키도록 하는 전

략도 볼 수 있었다. 주거단지와 인접한 공간은 빈 공간 그대

로 두어 빗물저류지로 이용됨과 동시에 바람통로의 역할을 하

도록 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될 수 있게 하였다. 

도시의 가장 낮은 위치에 2.6ha 규모의 인공호수를 계획하

여 도시 전체의 물이 모이도록 하였고, 시원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였다.

Wide green belt Operate terrain, wind-induced

Operate terrain, detention pond Detention Playground

Electric car Artificial Lake

Figure 2. Planning components and appearance of 

         Messestadt Riem

건축물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 성능을 확

보하고 광량조절을 위한 설비시설 또한 마련하고 있었다. 친

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지붕녹화를 하였으며, 패시브 건축

을 계획하여 에너지 절감 및 재생을 실천하고 있었다. 남향배

치의 단지 배치는 물론, 건물이 일조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동

간격을 조정하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다. 

교통시스템은 크게 동-서 축으로 버스와 주거차량이 통과

하도록 하였고, 남-북으로 연결된 녹지 축을 통해 보행 및 자

전거가 통행하게 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중심 역 주변에는 자전거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고 자전

거도로를 체계화하였다. 그 밖에도 친환경 전기 차 등을 보급

하여 저탄소 녹색 교통을 실천하고 있었다(Figure 2 참조).

2) 독일 보봉(Vauban) 주거단지

보봉 주거단지는 환경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에서도 가

장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단지로 평가받을 만큼 그 생태성의 

질적 완성도가 높은 곳이다(Choi, Choi, and Oh, 2015). 

보봉 주거단지는 난방비가 많이 드는 독일 기후조건을 고

려하여 에너지 시스템에 초점을 두어 도시를 계획 및 재생하

였다.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 걸감형 건축방식을 적용하여 냉

난방에너지를 연 70kw/㎡이하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

다. 냉난방에너지를 연 15kw/㎡이하 사용하는 패시브하우스

와 태양열 주거단지, 플러스에너지 건축물 등을 통해 실제 

전체 에너지 사용의 0~60%를 절감하고 있었다. 남향 건축, 

맞통풍 구조, 솔라 패널 지붕 등과 아르곤기체가 채워져 있

는 3중창 등의 크기와 위치, 모양 등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

로 디자인을 할 수 있어 주택별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

다. 또한 건축 및 단지의 고밀화를 통해 녹지를 확보하고 지

붕의 30~40%를 옥상녹화로 계획하였다. 

Solar Ship Green-wall

Rainwater Trench Green Tram Road

Detention pond Green median

Figure 3. Planning components and appearance of 

         Vauban village

보봉지구의 빗물관리는 프라이부르크 시내와 보봉지구를 

연결하는 트램노선을 따라 설치된 침투트랜치와 투수성포장

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우수흐름을 유도하기 위

하여 경사로를 조성하고 경사로에 빗물침투를 위한 토양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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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설치된 오목한 배수로를 조성하였다. 저장된 빗물은 재

사용되어 상수도 사용량을 약 30%가량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빗물의 토양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를 함양시키고, 강우 유

출량의 75%까지 저감시키고 있었다.

보봉 주거단지가 속해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에서 세계적

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보봉 주거단지는 '차

없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하고, 속

도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었다. 지역 관계자는 단지로 들어

오는 입구와 단지 외곽에 유료로 사용하는 공동주차장을 만들

어 자동차를 단지 안으로 들여 놓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

다. 주민들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0명당 2.5대꼴인 반면, 자전

거는 1명당 1대꼴로 갖춰져 있어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며, 노

명전차와 버스, 카쉐어링을 활용하고 있었다(Figure 3 참조).

3) 영국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영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7곳의 환경 친화적 단지 조성

을 위한 ‘밀레니엄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첫 번째 프로젝트

로 에너지 사용을 건설기간 동안 50% 저감, 건설 후 에너지 

사용을 20%, 물소비는 30%, 폐기물발생은 50%까지 저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친환경적 공원녹지 체계를 위해 탬즈강 주변과 생태적 보

존지를 함께 개발하여 주거단지와 생태공원이 공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주거단지와 어린이놀이터, 생태습지 등을 비롯

한 주변 환경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식재된 나무와 

관목은 12만 그루에 달하며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전체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수자원 재이용을 고려한 통합적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고 수준의 환경생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한 사례

로 볼 수 있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은 목재바닥으로 전환

하고 산책로는 투수성 포장을 하여 우수를 재활용하고자 노

력하고 있었다. 곳곳에 레인가든을 설치하였고, 오픈 트렌치 

형태로 우수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었다. 집수된 우수는 도시 

생태공원의 수원으로 활용하고, 중수는 습지와 연못에서 자

연 순환체계로 정화 후 재분배되어 화장실, 관수용 정원 유

지수 등으로 사용하여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사용량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태양열과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열병

합발전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고 있었다. 단지 내 차

량을 최소화하고, 거주민들은 경전철을 주로 이용하는 등 지

속가능한 교통망체계 구축하고 있는 점 또한 생태적 도시 환

경 재생의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도시재생의 결과, 기존 주거지

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50% 절감되었으며, 물소비량은 30% 

절약 할 수 있었다. 또한 영국 친환경 기준 중 최초로 

“Excellent" 등급을 받은 지구로 자연환경과 생태적 지속성이 

세계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Figure 4 참조). 

Ecological wetland Ecological playground

Rain-garden Open trench

Permeable pavement Deck promenade

Figure 4. Planning components and appearance of 

         Greenwich Millenium village

4) 영국 베드포드 시티    

2007년 노팅험 선언(Nottingham Declaration)으로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

이다. 2010년에는 2011년까지 베드포드시의 탄소 방출을 

10.8%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전략(Climate Change Strategy)

에 따라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열을 흡수하며, 

조경시설에 최소한의 물을 사용하도록 식생플랜터와 침투화

분, 가로수 등을 계획하였다. 사유지 또는 공공 공간의 외부

는 대부분 자연 녹지로 조성하여 식물의 증산작용에 의한 공

기 냉각과 나무 그늘이 건축물의 온도 또한 일정하게 유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미세 기후 변화에 대비에 가능한 발코니 등 공공 옥외공

간에 식수, 화단 등을 설치하였고, 옥상정원을 활용하여 여름

철 건물의 고온화를 방지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빗물 

저장 시스템 또는 중수 정화 시스템을 옥상 정원에 설치하여 

겨울철 우기의 잦은 비와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물 사용을 최소화 한 분수나 수변공간(워터프론트) 등

은 여름철 주변 온도를 낮추어 열섬현상 등에 대비하고 있었

다. 도심에서부터 접근성이 좋은 수변공간은 지역을 대표할 

뿐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 확장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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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포드 타운 센터 중심에는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투

수성포장과 침투측구, 침투트랜치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 특

히, 침투트랜치는 예술작품과 놀이시설을 접목하여 시민들에

게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경각심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빗물을 저장하고, 저장된 물을 정화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은 베드포드시의 물 사용을 감축하여 수자원부족에 대

응하고, 물순환 시스템을 자연의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회

복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보행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연결녹지와 연계하여 넓고 쾌

적하게 조성되어 있었으며, 교통수단의 탄소배출 억제를 위

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Figure 5 참조).

베드포드는 2010년 공공기관 및 민간에 공사비의 50%까

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

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너지 생산 측면의 전략이 타 사례에 비해 미약하여 그 한계

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Infiltration pot Infiltration trench

Connected green area water front

Figure 5. Planning components and appearance of Bedford

3.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고찰

도시환경재생을 위한 요소가 적용된 독일과 영국의 도시 

사례 4개를 살펴보았다. 도시의 녹지, 물순환, 에너지, 교통

시스템 측면에서 생태녹지도입, 빗물관리, 에너지 저감, 친환

경 녹색교통 도입 등은 이미 해외 사례를 비롯해 국내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례들은 가로수나 생

태공원, 옥상녹화 등 단순 녹화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LID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순환 개선 및 강우

유출 저감 효과 등이 영국과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부산, 혁신도시 등을 비롯한 

국내 도시재생 사례들이 대중교통중심의 에너지 절약형 교통 

체계를 확대 도입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해

외사례에 비해 에너지 절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계획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은 전 세계 어

느 곳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이것의 적극적인 적

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됨을 다음 

영국과 독일의 사례 분석 종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참조).

독일과 영국의 네 개의 도시 사례 모두 그린, 물순환, 에

너지, 교통시스템이 자연과 같이 유기체적 순환 구조로 구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개별 시스템들이 유

기적으로 물질 혹은 에너지가 순환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자연환경재생 요소 중 특히 빗물 재이용을 위

한 분산형 우수관리 시스템, 혹은 이와 관련한 투수성 포장 

요소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적용되어 있었다. 녹지와 주거단

지 곳곳에 투수성 포장과 레인가든 등 자연정화시설을 조성

하여 빗물을 집수 및 침투·여과시켜 우수를 재이용하고, 중수

의 재활용을 통해 물 소비량을 감축하고 있었다. 지역 내 오

픈수로는 항상 물이 흐르도록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방지하

고,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즉, 식생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수자원의 

재이용뿐만 아니라 도시미기후를 조절하여 도시의 환경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는 영국을 비롯한 타 유럽연합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두드러지게 강점을 보이고 있

었다. 지붕녹화 의무화를 법안으로 만들어 건축물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였고, 바람과 햇빛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

을 줄였다. 도시 내에는 바람의 순환을 유도하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 건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과 교통시

스템이 매우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었다. 즉, 도시를 자연의 

순환구조와 같이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환경재생을 위해서는 

사전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투입되는 에너지 대

비 배출되는 에너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

실가스 등과 같은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

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앞선 사례들은 녹지, 물, 태양 등의 자연 요소들과 도시의 

기능들을 복합하여 환경 부하를 줄임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무

엇보다도 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고, 자연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더하여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을 지원받고, 

각종 부처로의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 경관,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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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lassification Planning components Riem Vauban Millenium 
village Bedford

Green

Recreation Urban Park, Urban Forest ○ ○ - ○

Ecology

Biotope ○ ○ ○

Green roof, Green-wall, Roof greening etc. ○ ○ ○ ○

Rain Garden, Bio swale, Eco pond ○ ○ ○ ○

Permeable Pavement ○ ○ ○ ○

Underground storage tanks, Infiltration detention 
pond, Infiltration pot ○ ○ ○ ○

Community
&Social

Co-experience green space such as Community Garden, 
Urban kitchen garden,  Ecological Playground etc. - ○ ○ -

Landscape

Roadside trees, The connected green space, Buffer 
green, Median green belt ○ ○ ○ ○

Waterfront ○ - ○ ○

Pocket Garden - ○ ○ ○

Water 
Circuration

Plant Filter

Bioretention, Raingarden, Bio swale, Waterfront ○ ○ ○ ○

Greenr-oof, Green-wall ○ ○ ○ ○

Plant pot, Curbside vegetation ground, Passage 
flower bed - - - ○

Tree filter box Bio slope - - ○ ○

Penetration,
Filter

Infiltration ditch, Infiltration flank ○ ○ ○ ○

Infiltration detention pond, Infiltration tank ○ ○ ○ ○

Infiltration pot, Infiltration gutter ○ ○ ○ ○

Permeable Pavement ○ ○ ○ ○

Sand filtration equipment - ○ ○ -

Storage
Rainwater pond, Artificial wetlands, Lakes ○ ○ ○ ○

Underground storage tank (Rainwater tank, storage tank) ○ ○ ○ ○

Energy

Natural Energy 
Usage & Recycling

Solar Thermal an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 ○ ○ ○

Recycling of Rainwater and Reusable wastewater ○ ○ ○ ○

Establishment  
Energy-low-cost
Environment

Site Layout considered by microclimate, Blue network, 
Wind path ○ ○ ○ -

Climate Design - Natural Ventilation·Ventilation·Lighting 
system - ○ ○ -

Green network in city, Greening Rooftop·Roof·Wall ○ ○ ○ ○

Eco-friendly·recycled materials and high efficiency 
equipment·skin system ○ ○ ○ -

New Technology Introduction of sidewalk, road, crosswalk utilizing 
piezoelectric elements - - - -

Transport

Public 
Transportation 

Activation

Promoting low-pollution public transport such as 
trams and subways ○ ○ ○ ○

Introduction of short-distance traffic system (monorail, etc.) - - - -

Readjustment of Public Transit Route and Establishment 
of Transfer System ○ ○ - ○

car-sharing ○ ○ - ○

Introduction of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 - - -

Low-carbon 
Green 

Transportation

Introduction of energy saving transportation vehicles ○ - ○ ○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Smoke reduction device - - ○ -

Road System

Construction and networking of bike paths and 
space only for pedestrian. ○ ○ ○ ○

Underground Road tunnels - - - -

Eco-friendly Parking Plan, Bike-only parking areas ○ - ○ -

Car-free street, Traffic regulation method ○ ○ - -

Table 7. Application components for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to Case study 

의 분야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인센티브제도 

등을 시행한 것 또한 도시환경재생을 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

할을 하고 있었다.  

국내는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생, 개

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제·사회·정치·문화 등의 요인에 의해 

왜곡·편중된 정책으로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개발도 중요하

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계획전략, 민간주도

형 개발방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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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열섬현상, 도

심홍수, 에너지 과소비 등의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고찰하고, 선진 사

례연구를 통해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위한 요소를 도출함으로

써, 향후 생명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

로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시 자연환경재생은 생명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의 개별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물질 혹

은 에너지가 순환하여, 도시가 자연 생태계처럼 스스로 작동

하도록 구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의 탄소저감형 도시재생, 녹색도시재생, 지속가

능한 도시재생,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등 도시 자연환경재

생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 자연환경재

생을 위한 요소는 그린시스템, 물순환시스템, 에너지시스템, 

교통시스템 4가지로 추출할 수 있었다.

셋째, 독일과 영국의 선진 사례 분석 결과 도시의 녹지시

스템, 물순환시스템, 에너지시스템, 교통시스템은 도시에 작

동하는 자연의 힘인 녹지, 물, 태양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녹지는 도시의 물을 자연과 같은 원리로 순환시

키며, 태양에너지로부터 받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태양에너지는 재생에

너지의 형태로 도시, 건축, 조경, 교통 각 분야에 적용되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넷째, 일례로 옥상녹화를 통해 빗물을 저장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손실을 막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태양광패널 

설치로 에너지를 재생하여 건축·교통 분야의 폐기물을 감소

시켜주는 것 등을 통해 각 시스템별 세부 계획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의 

문제들 또한 복잡한 상태로 얽혀 있어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

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얽혀있는 도시환

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리된 개별 문제로의 

접근이 아닌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용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도시 자연환경재생 위한 녹지·물순

환·에너지·교통시스템 도입은 근본적인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녹지, 물, 태양 등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원의 사용 및 재생을 통해 도시가 자연과 같이 순환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근본적인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꾀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의 환경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

리나라 역시 도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에너지 기술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해 도시를 자연과 같은 순환적 구조로 만들고자하는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경관도시 관

점에서 본 도시 자연환경재생 관련 통합적 이론 적립에 기여

하였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위한 

요소의 통합 자료를 제시하여 가이드라인 및 정책, 제도 마

련에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례에서 나타난 그 발생효과를 세부적이

고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와 관

련된 다양한 사례조사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도시환경재

생을 위한 전략과 제도 등의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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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명체로서의 자연경관 작동 원리 고찰

A Study on the Operating Principle of Urban Bio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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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we can see from the fact that 93% of the Korean population resides in the urban area, urban area has a close correlation 

with human’s habitat. While urban area offers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to human, it also threatens their lives at the same 
time. There had been a number of studies trying to resolve these types of issues, but they were primarily limi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which did not propose the fundamental solution. This research studies the principles of nature’s operation system 
and thus proposes the living landscape for organic system. Many previous researches had been studied and integrated yet converging 
means have been applied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had been drawn out by scrutinizing the characteristics, components, and 
operating principle of nature. 

Nature is composed of the earth part and the nature part, which includes both visible and non-visible parts. This includes 
every single living on earth, and each component is connected to one link through a system that operates the whole. This system 
has 19 ecological characteristics. Nature is an open system where every factor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and influences each 
other, where energy is created. Everything is re-circulated and they are available for absorbing shocks on outer changes through 
homeostasis. Each different eco-system has buffers in between and they a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Each component has 
its own area, building hierarchy system. The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s is that they have a self-built system. Life landscape 
is developed through the order of natural component and they change and develop as time pass by. Even on a single-layer 
level, it is a system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together thus influencing each other, which means that it is a sustainable system 
despite of any upcoming changes. Energy and components keep flowing and re-circulate in life landscape. Energy is circulated 
in a process of production, delivery, and consumption, and it holds a system where the energy is self-generated (the sun). It 
is exactly the opposite of how humans have dependable energy system. In terms of substances, gaseous circulation (carbon, nitrogen), 
sediment circulation (phosphorus, sulfur), self-repairing circulation, and biological circulation. Components at life landscape level 
are not fixed in the same place, but they rather circulate and move around. The circulation is the fundamental of the operating 
system and keeps the order of the entire system. The key point of circulation is inflow, delivery, storage, and outflow. Life landscape 
is self-driven and operates on its own. It does not increase its entropy or has a one-way process like machines do. Energy and 
components facilitate self-system and can react to any changes more flexibly. 

Urban area produces negative by-products along with the development, while nature system doesn’t. Urban area flows in one 
direction, but the nature has a circulating system. Urban area spends and the nature produces. Urban area maintains external forces 
and energy, but nature has self-development and self-systemization. Urban area separates and disconnects thus dividing different 
areas, while nature integrates and combines depending on the mutual relationship. There needs to be a new proposal on how 
to resolve the urban area. Life landscape system offers a resolution for resolving the issues of urban area. The operating principle 
of life landscape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a good foundation to the resolution of how to take care of the continuous issues 
of urban area. This study is a cornerstone of the future studies that can focus more on integrating with organic urban paradigm.

키 워 드 : 생명경관, 자연 구성요소,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자기 조직화, 자연의 작동 원리
Keywords : Biolandscape, Nature element, Energy flow, Material cycle, Self organizing, Operating principle of nature

Ⅰ. 서 론

서기 2025년, 세계인구의 약 65%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약 93%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집계되고 있다. 그만큼 도시는 인간의 

서식지로서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도

시는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지만 복합적인 문제

를 안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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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농업사회를 시작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진화

하였다. 한 차원 높은 도시 문화ㆍ생활환경은 인간을 도시로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인간의 서식지를 

농촌에서 도시로 빠르게 변화시켰다. 이른바 도시화 현상

(urbanization)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인구의 집중은 생활, 

환경, 교통, 범죄, 빈곤 등의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시대의 패러다임(paradigm)이 개발과 성장이었던 산업

사회(industrial society)는 도시의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발생

되었다. 산업사회는 이산화탄소 배출, 도시열섬 현상과 기후

변화 초래, 생물종 다양성 감소 그리고 홍수 등 환경적 재난

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조세환, 2010)하였으며, 지

금까지도 도시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개발만 우선 시하

고 도시 자연의 생태적 시스템을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또한 이 중 하나이

다. 조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시의 문제가 시작되는 산업사

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조경은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F.L.Olmstead)에 의하여 태동되었으며, 그 시점은 1858년으

로 산업사회에서 태동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조경은 다양한 시도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본질적인 도시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조경을 

통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조경이 출현하게 된 시점인 1858년은 산업화 시대로서 도

시 환경 문제가 대두된 시기이다. 도시 성장의 부산물로 발

생된 환경 문제는 도시민의 생활과 건강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경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

고자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로서 도시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색의 도시에서 녹색이 새롭게 생성되었고 

도시민에게는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처음부터 도시와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한 도시 공원은 섬과 

같이 고립되고 도시와 분리ㆍ단절되었다. 도시와 공원을 이

분법적 개념으로 바라본 결과 도시 안의 오아시스(oasis)의 

기능만 할 뿐 근본적인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산업사회에서의 조경은 회색의 공간 내 녹색

의 색을 입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변화시키는 ‘화장

술 조경’만을 수행하였다. 화장술 조경은 자연을 모방하여 도

시에 그려내며 시각적 경관을 개선하는 정도였으며, 그 이상

의 역할 수행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조경 방

식의 한계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 단순히 보이는 

형태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자 하는 ‘성형술 조경’이 나타나게 된다. 성형술 조경을 통해 

과거 시각적인 관점을 넘어선 내부 구조부터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양상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공학 기술의 발달은 다각

도로 성형술 조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였다. 시각

적 경관을 다루는 화장술 조경과 내부 골격을 다루는 성형술 

조경의 융합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성형술 조경 또한 지속가능성, 적응력, 탄

력성, 순환, 생산, 자기 조직화 등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 

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도시는 유기체적 도시(organic 

urban)로 진화하였다. 유기체적 도시는 생명체의 본질인 자

연이 작동하는 경관적 실체로 바라보고 자연의 작동 시스템

이 도시에 적용되어 사람의 문화와 통섭(김종호 외1, 2017)

시킨 도시를 말한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 

패러다임에 적합한 대응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도

시의 핵심은 자연이 작동하는 시스템과 인간 문화의 융합이

다. 이제까지 도시는 자연의 작동하는 시스템을 흉내를 내는 

정도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더욱 복잡한 도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도시를 작동적 유기체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생명경관 관

점(조세환, 2016)으로 보고 작동하는 시스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연의 작동 시스템 원리

를 고찰함으로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유기체 시스

템의 생명경관의 원리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조경학, 환경학, 생태학, 생태공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고찰하는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자연의 구성요소

1. 자연의 구성요소

자연은 크게 지구권(geosphere)과 생물권(biosphere)으로 

구분된다. 지구권은 대기권, 수권, 지권이 포함된 비생물적 

요소이며, 생물권은 동물, 식물, 미생물을 포함하는 요소이다.

대기권(atmosphere, 大氣圈)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가

스체를 말하며, 대기의 상태를 기상(atmosphere phenomena)

이라 한다. 대기는 질소(N2), 산소(O2), 이산화탄소(CO2)외 

8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기상현

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기온, 기압, 습도, 구름, 바람, 강수

량 등과 같은 모든 자연 현상은 대기 구성요소들의 작동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대기와 관련된 주요 용어인 기후(climate)

는 매년 일어나는 기상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범위에 따

라 대기후, 중기후, 소기후, 미기후 등으로 분류된다.

수권(hydrosphere, 水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수증기를 제외한 염수, 담수, 생체분자로 대

별된다. 염수는 해양과 염호(鹽湖), 담수는 빙하, 지하수, 호

소, 하천 등으로 구분(안영희 외2, 2000)된다. 수권은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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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지구 표면의 약 3/4을 

차지한다. 수권은 끊임없는 순환이 이루어진다. 고정되지 않

고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 시스템으로 인하여 지구의 탄생

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왔다.

지권(pedosphere, 地圈)은 지구 시스템의 근본이 되는 암

석과 토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토양권’이라 할 수 있다. 토양

권은 비옥도를 가진 독립된 유기ㆍ무기 자연체이며, 대기권, 

수권, 생물권 등 모든 자연 구성요소의 기반이 되어 서로 상

호 영향을 통해 유지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무

생물계와 생물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이다. 토양은 암석, 자갈, 모래, 흙과 같은 무기물질로 구

성되어 있으며, 깊이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나뉜다.

생물권(biosphere)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를 포괄

하는 개념으로 생물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순환하고, 물질대사, 에너지 흐름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생물권의 구성요소는 개체(individual) 단위에서 시작한다. 개

체는 주어진 한 지역에 서식하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서로 다른 개체들은 각각의 생태적 지위(niche)에 따라 밀접

한 관계를 맺게 된다. 다양한 개체들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

에 같은 종 및 다른 종들과 상호작용하며 군집(community)

을 이룬다. 군집 내 개체들은 각각의 영역 내에서 제한된 자

원을 두고 경쟁하며 먹이사슬(그물) 시스템에 따라 생산, 소

비, 분해가 일어난다. 군집을 구성하는 모든 생물은 소속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생태계 시스템(에너지 흐름, 물질의 

순환)을 만드는 생태계를 이룬다. 모든 생태계는 생태계들의 

조각모음(patchwork)으로 구성된 넓은 지역인 경관이라는 

보다 큰 공간적 환경에 존재하며, 생물의 분산, 물질과 에너

지의 교환과 같은 과정들의 통해 연결된다(정진호 외1, 

2017). 서식지의 공간적 개념을 넘어 광범위한 영역으로 비

슷한 기후와 식생을 나타내는 거대한 생태학적 지역을 생태 

군계(biomes)라고(Jennifer Freeman, 2010) 하며, 경관

(landscape)을 형성하게 된다. 자연 구성의 가장 높은 수준은 

모든 생물을 부양하는 지구 전체인 생물권(biosphere)이다. 

생물권은 지구의 대기권, 수권, 지권과 물질 및 에너지를 교

환하며 상호작용한다.

자연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포하는 개념이다. 그 

범주는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작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조직화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2. 자연 구성요소의 특징

생태학적 특징은 Mitsch와 JØrgensen(1989)이 초기에 제

시한 13가지 특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3년 Straskraba가 

7가지 원리를 발표하면서 17가지로 법칙이 수립되었고, 

Zalewski(2000)이 생태수리학적 개념을 제시하면 19가지 기

본 원칙으로 정리되었다.

Classification Element

geo
sphere

atmo
sphere

atmo
spgeric

nitrogen, oxygen, carbon,  

argon, carbon dioxide, neon, 

helium, clipton, hydrogen, 

ozene, water vapour

weather

atmospheric pressure, cloud,  

Precipitation, temperature, 

humidity

climate
great climate, meso climate, 

micro climate

hydro
sphere

salt 
water ocean, salt lake

fresh
water

glacier, underground water, 

lake, river, stream

pedo
sphere rock, gravel, sand, soil

bio
sphere wild animal, plants, microorganism

Table 1. Nature Element

원칙 1. 자연의 구조와 기능은 외부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은 물질과 에너지를 외부 환경과 서로 교환한다. 모든 

자연은 개방된 시스템이므로 주위의 다른 요소와 밀접한 관

계를 맺으며 영향을 받게 된다.

원칙 2. 자연은 물질과 에너지의 보존법칙을 따르며, 유입

되는 에너지와 이용가능한 물질 양은 한계를 가진다. 

원칙 3. 자연은 열려있고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시스템이

다. 모든 자연은 인접한 생태계에 의해 의존된다는 점을 내

포한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에너

지가 유입되어야 지탱할 수 있다. 유입된 에너지는 생태계의 

유지, 호흡, 증발산 작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는 데 이

용된다(강대석 외4, 2012). 

원칙 4. 자연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제한인자를 가진다. 

자연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생물적 기능과 외부변수의 

화학적 조성이 맞아야 하며, 물질의 흐름은 생화학적 화학양

론과 반드시 맞아야 한다. 이 원칙은 Liebig의 최소율의 법칙 

(Liebig's minimum law)에 근거한다.

원칙 5. 자연은 일정 정도의 항상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외부의 변화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 항상성 능력이 

한계를 보이면 완충능력 또한 한계를 보인다. 생태계는 항상

성 범위를 벗어나면 급격한 변화를 통해 붕괴될 수 있다.

원칙 6. 자연은 필수 원소(물질)을 재순환 시킨다. 이 원칙

은 원소(물질)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흐름을 통해 순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소의 경우 죽은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형태에 따른 이동

성(흡수, 동화, 분해)을 통해 순환하게 된다.

원칙 7. 자연은 펄스현상을 나타내는 시스템이다. 매일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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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태계는 거의 없다. 자연은 펄스현상에 의한 안정성과 

펄스현상체계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갯벌은 펄스현상의 

자연의 사례이며, 펄스현상의 특성을 가진 자연은 일정한 특

성의 자연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생물학적 활성도가 크며 화

학적 순환도 활발한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원칙 8. 자연은 자기설계 시스템이다. 자기설계라 함은 생

태계 수준에서의 적응을 뜻한다. 자연에서 생물종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환

경에 적합한 우점적 특성을 상속(진화)하거나 서로 다른 내

성으로 교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기설계(자기조직화)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순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칙 9. 특징적인 공간 및 시간 범주를 가진다. 공간적·시

간적 분포는 생물상을 결정한다. 자연에서의 중요한 용어인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 및 시간 분

포가 작용해야 한다.

원칙 10. 자연의 자기설계에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화학적, 생화학적, 생물적 다양성은 생태계의 완충능력과 자

기설계능력을 좌우한다. 높은 다양성은 자기설계에 있어서 

더 많은 과정과 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발달 능력에 있

어 더 넓은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원칙 11. 두 가지 생태계의 전이에 추이대(ecotone)를 이

용한다. 자연은 서로 다른 생태계 사이에 유연한 천이를 위

해 추이대를 형성한다. 추이대는 두 생태계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를 흡수하는 완충대 역할을 한다.

원칙 12. 자연의 구성요소들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연은 분리ㆍ독립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구성 

요소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계의 모습을 형성하고, 네트워크의 다

양성은 복잡성을 부여하며 효과적이고 상조적인 네트워크의 

발달을 가져온다.

원칙 13. 생태계는 분리되지 않고 다른 생태계와 연동되어 

작용한다. 생태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통합

체이다.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더 중요

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Patten, 1991). 즉, 효과에 대한 

우선 순위가 없는 것이 생태계 시스템의 특징이다.

원칙 14. 자연은 각각 발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자연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생태계에서 발생된 교란과 적응

에 대한 결과이다. 또한 현재의 형태는 진화에 영향을 준다. 

자연의 역사는 그 역사를 반영한 구성요소를 갖게 된다는 의

미이다.

원칙 15. 생태계와 생물종은 지리학적 경계를 갖는다. 자

연을 구성하는 생물종은 각각의 영역성을 갖고 있다. 영역성

은 매우 중요하며, 영역의 경계에서 가장 취약하게 된다.

원칙 16. 계층구조적(panarchy) 시스템이다. 생태계는 구

성요소에 의존하고, 구성요소는 경관에, 경관은 지역에, 지역

은 전체 생태권에 의존된다. 생태권은 다시 지역과 경관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것은 자기설계적으로 움직이며 상호 의

존(작용)하게 된다.

원칙 17. 물리적 과정과 생물학적 과정은 상호작용한다. 

물리적 과정이 변화하면 생물적 과정도 변화하고 반대로 생

물적 과정이 변화하면 물리적 과정 또한 변화한다. 이 원칙

은 자연에서의 과정은 독립적이지 않는 다는 점과 서로 간의 

변화를 촉발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원칙 18. 자연은 각 구성요소의 합을 넘어서는 특성을 가

진다. 자연의 구성요소와 반응과정이 상호작용하며 자기설계

를 통해 모습을 갖추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모두 합한 

것 이상의 특성을 내포한다(김정규, 2017).

원칙 19. 구성 조직 내에 생태계의 거대한 정보를 축적한

다. 자연의 구조는 생물과 물리적 요소를 내포한다. 구성 조

직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된 에너지 유입의 결

과이다. 구조 속에 축적된 거대한 정보를 통해 외부의 교란

에 대응하게 되고 자연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No. nature principle

1
Structure and function of ecosystem determined 

by external variables.

2
Follows the conservation law and has the 

restriction on energy and available substances

3 An open system which produces the energy

4 Eco-system with limited factors

5
Absorbing shock to outer changes through 

homeostasis

6 Re-circulation of elements (substances)

7
Creating healthy eco-system through pulse 

phenomenon

8 Self-built system

9 Having specific area and category of time

10 Procuring diversity for self-built system

11
Ecotone: absorbing shocks between different 

eco-systems

12
Eco-system factors which are connected and 

have influence on each other

13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other eco-system

14 History of improvements on its own

15
Eco-system and species having territoriality 

(geological borderline) 

16 Hierarchy system

17
Physical process and biological process interact 

with each other

18
Having the characteristics that surpass the sum 

or each component

19
Accumulating large amount of data within the 

eco-system

Table 2. natur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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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의 생명경관 작동 원리

1. 생명경관 형성 과정

생명경관은 자연 구성요소의 질서를 통해 동적인 균형을 

이루며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진

화하게 된다. 기상, 지질(토양), 수문, 생물 등이 대표적인 생

명경관의 개별 단위이며, 이들의 형성 과정(process)과 함께 

지구 전체가 조직화된다. 

기상의 형성 과정(meteorological processes)은 기후적인 

영향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기상에 따라 지역의 환경이 변

화하게 된다. 한때 바다였던 곳이 호수나 늪지대로 변화하고 

숲에서 사막, 빙하에서 온대지역으로 되는 등의 일련의 변화

가 기상의 형성 과정 흐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질 형성 과정(surficial geologic processes)은 조산운동, 

침식, 융기, 퇴적 등의 지구의 작동 시스템에 의하여 형성된

다. 다양한 지질작용은 지형의 변화를 야기 시킨다. 평지가 

산이 되기도 하고, 바다에서 섬이 생성되기도 한다. 지형은 

모든 생물체의 서식처가 되므로 이들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수문 형성 과정(hydrological processes)은 광대하고 연속

적인 증발과 순환의 현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수문 형성

의 특징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보충되어지는 활력성에 있다

(Michael Hough, 1995). 바다로부터 증발되어 존재하다가 

비나 눈이 되어 떨어지고, 지표 및 지하를 통해 강이나 호수,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는 일련의 순환 체계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수문 형성 과정에서의 작동하는 힘의 정도에 따라 지

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수문 자체의 영역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생물 형성 과정(organism processes)은 기후, 강우, 토양, 

지형에 적응하면서 각기 다른 형태로 서식, 진화하게 된다. 

식물의 경우 천이 과정과 환경(툰드라, 온대 수림대, 열대림, 

사바나, 초지, 사막 등)에 따라 다른 개체가 생육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에 맞추어 야생동물이 생육하게 된다. 식물 군집

의 변화는 야생동물 종(species)을 변화시키고 식생구조와 층

위에 따라 야생동물 집단이 결정된다. 야생동물은 환경적 조

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포식자-먹이관계, 기생

관계 등에 의하여 개체의 크기, 개체군의 수 등의 영향을 받

는다(임승빈 외1, 2004).

생명경관의 개별 단위는 스스로 조직화와 질서를 통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또한, 자연은 개별 단위일지라도 서

로 간의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연 시스템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 작

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작동 시스템은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며, 도시 환경 문제 해

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2. 에너지의 흐름

생명경관은 홀로 고립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열역학

적 평형에서 멀리 벗어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의 유입이 자유로워야 한다(강대석 외4, 2012). 유입이 없다

면 생명경관 시스템은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열역학적 평형 

상태로 변화하며,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되면서 모든 구조

가 무너질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에너지원은 태양

이다. 지구로 도달되어 전달되는 태양 에너지는 열역학의 원

칙에 따라 엔트로피,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

이나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에 의한 시스템은 반대로 규

칙성이나 질서가 유지되도록 강제된다. 생태계 시스템과 인

류 시스템은 정반대의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의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빛, 열, 소

리, 전기, 자력, 방사능 모두 에너지의 형태이며, 중력도 중요

한 에너지의 한 형태(임승빈 외1, 2004)이다. 태양 에너지로 

시작되는 에너지 흐름 메커니즘(mechanism)을 살펴보면 태

양의 복사에너지는 열로 변화하여 지표의 온도를 유지하는가 

하면 물을 증발시켜 물의 순환을 일으킨다. 또한 녹색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의하여 유기물로 형태가 변화하고, 이를 먹는 

초식동물에게 에너지가 전달되며,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

에게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흐르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이것

을 일반적으로 생산(production)이라 일컫는다. 에너지는 눈

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전

달되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생물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는 질량과 에너지 보전법

칙에 따르게 된다. 에너지 보존의 원리는 열역학 제1법칙이

라 부른다.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하는 과

정은 열역학 제1법칙을 따른다.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

의 법칙)에 따라 형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창조되거나 소멸

되지 않는다. 생물계와 물질계가 상호작용하므로 에너지는 

모두 관여하게 된다. 모든 전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

어나며, 그와 동시에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

가하는 곳도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생명경관에서의 에너지는 생산ㆍ전달ㆍ소비를 통해 

끊임없이 작동한다. 자연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태양)

하는 시스템을 지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인류의 에너지 

시스템은 의존형이며,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형태의 한방향

(one-way) 시스템이며, 생명경관과 같은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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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clean power exchange
           (http://cleanpowerexchange.org)

Figure 1. energy flow 

3. 물질의 순환

물질은 지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국지적 순환과 지구

적 순환을 형성한다. 생태계 내의 모든 영양소는 생물학적 

요소(먹이사슬)에 의한 내부순환과 비생물학적 요소(대기, 물, 

토양 등)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들에 의한 생지화학적 순

환(biogeochemical cycle)을 통해 물질 순환이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요소에 의한 순환은 먹이사슬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생물 공동체 속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문석기 

외7, 2009) 작용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게 된다. 생지학적 순

환은 비생물학적 요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들에 의하여 끊

임없이 순환하는 시스템이며, 산소, 탄소, 질소와 같은 기체

형 순환과 황과 인으로 대표되는 퇴적물형 순환, 물의 순환

과 더불어 물질이 순환되는 형태인 수리형 순환으로 구분(정

진호 외1, 2017)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순환은 유입, 

내부 순환, 유출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강혜순 

외3, 2011). 물질의 순환은 생태계에서 생물학적/비생물학적 

순환으로 나타나며 수송, 저장된다.

생명경관에서의 물질은 순환을 통해 고정되지 않고 이동

하게 된다. 순환은 작동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순

환 시스템을 통해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순환의 

핵심은 유입, 수송, 저장, 유출이다.

1) 기체형 순환(氣體形循環)

① 탄소(carbon)

탄소는 생물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하나로 녹색식물에 

의해 무기물 형태에서 유기물 형태로 전환되어 생물권 속에

서 활발히 순환된다. 광합성에 의한 에너지 고정과 관련된 

탄소 순환은 에너지 흐름과 분리될 수 없다. 

모든 탄소의 공급원은 지구의 대기와 물속에 있는 이산화

탄소(CO2)로서 탄소의 초기 포획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 분해를 포함해서 최종 회귀는 모든 영양 단

계에서 호흡을 통해 일어나며, 탄소 순환과정 동안 생물학적 

과정은 환경요소 간에 탄소를 재분배 시킨다(김기은 외9, 

2004).

* Source :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www.britannica.com)

Figure 2. carbon cycle 

② 질소(nitrogen)

질소는 질소고정, 광화작용, 질화작용, 탈질소작용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듭한다. 공기 중의 질소는 질소고정세균

(nitrogen fixing bacteria)에 의해 암모니아로 변형된 후 질

화작용에 의해 질산염으로 변형되어 식물로 유입된다. 이렇

게 변형된 질소는 유기물 합성에 이용하게 되고 일부 질산염

은 탈질소작용에 의해 다시 질소로 돌아간다

* Source : THINGLINK (https://www.thinglink.com)

Figure 3. nitrogen cycle 

2) 퇴적물형 순환(沈澱形循環)

① 인(phosphorus)

인의 주요 저장원은 암석이나 퇴적물이며, 이것이 서서히 

붕괴되어 인산염 형태로 방출되지만, 그 대부분은 용탈되어 

하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다로 운반된 뒤 침강되어 퇴적물

을 형성한다. 인은 재순환되지 않고 육역에서 해역으로 수송

될 뿐이다(김기은 외9, 2004). 수생태계의 인 순환은 입자태 

유기인산염, 용존태 유기인산염, 무기 인산염의 세 가지 상태

를 통해 이동하며,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흡수되거나 세균에 

의해 분해되고 포식자에게 먹힘으로써 다시 배설되는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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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는다(정진호 외1, 2012).

* Source : WORDOW (http://ko.wordow.com/english)

Figure 4. phosphorus cycle 

① 황(sulfur)

황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단백질 중에 존재하고 있거나 수

권이나 토양 중에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생체 중의 황은  

동물의 배설과 사체를 통해 퇴적되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

어 황화수소나 황산 이온(황산화 세균), 또는 환원적 환경인 

연안해역에서의 해수 중에 이산화황이 환원되어 황화수소로 

방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황은 대기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황으로 산화되며 해수중의 인산화황은 해염입자로 대

기 중에 공급된다(김기은 외9, 2004).

* Source : WORDOW (http://ko.wordow.com/english)

Figure 5. sulfur cycle 

3) 수리형 순환(水利形循環)

수리형 순환(hydrological cycle)은 물질이 순환하는 형태

로서 물 순환이 대표적인 수리형 순환이다. 물은 많은 양의 

용질, 퇴적물, 생물량을 운반ㆍ순환 시킨다. 물 순환은 강수, 

증발, 수증기의 수송이라는 3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은 대기 중에서는 수증기의 형태로 해역에서 유역으로 운

반되고, 동일한 양의 물이 육지에서 하천, 지하수맥을 통하여 

해역으로 운반된다. 또한, 지표수와 지하수는 모두 질소, 인, 

칼륨 등의 용존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물질들이 함께 

운반된다. 

* Source : Science Learning Hub (https://www.sciencelearn.org.nz)

Figure 6. hydrological cycle 

4) 생물학적 순환(生物形循環)

대표적인 생물학적 물질 순환은 먹이사슬(food chain)이

다. 각각의 포식자들이 먹이 사슬의 낮은 곳에 위치한 생물

을 잡아먹으면서, 낮은 단계의 생물들에게 있던 물질들이 보

다 높은 단계에 있는 포식자들의 몸에 농축된다(Jennifer 

Freeman, 2010). 이처럼 생태계를 형성하는 먹이사슬에 따라 

이동하게 되며, 이동되는 물질은 보존되게 된다. 

* Source : KHANACADEMY (https://www.khanacademy.org)

Figure 7. food chain 

먹이망의 종들은 크게 기저종(basal species), 중간종

(intermediate species), 최상위 포식자(top predator)로 구별

(정진호 외1, 2012)할 수 있다. 기저종은 식물로서 다른 종

을 먹지 않고 태양에너지 이용하여 생존하며, 다른 종에게 

먹히기만 한다. 중간종은 다른 종을 먹기도, 먹히기도 한다. 

최종 포식자는 기저종과 반대로 다른 종을 먹기만 한다. 이

러한 종들의 특성에 따라 물질은 전달되게 되고, 최종 포식

자의 사체로 재순환되게 된다.

4. 자기 조직화

생태계는 위대한 작동의 시스템이다. 자연은 스스로 조직

화하고 작동하는 실체다. 기계처럼 엔트로피를 증대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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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적 과정을 밟지 않는다(조세환, 2016), 열린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을 통해 자기조직화를 가

능하게 한다. 자기조직화는 본래 불안정하고 균일하지 않은 

환경 조건에서 스스로 조직을 다시 구성하는 시스템의 일반

적인 특성(강대석 외4, 2012)이다.

자기조직화는 기본적으로 생태계 내에서 생태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견고하게 작동하는 되먹임 회로의 결과이

다. 되먹임 회로는 어느 한 과정의 결과가 이어지는 과정의 

결과를 강화해주거나 영향을 줄 때 형성된다(조동길 외5, 

2015). 생태적 과정과 구조 간의 관계의 결과로 등장하는 모

든 것은 자기조직화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생태계가 운용

하는 자기조직화는 새로운 상활에 대한 적응 능력이 훨씬 뛰

어난 유연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지면 시스템 구조가 외부의 변화나 

압력에 대응ㆍ적응하여 스스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한 시스템 안에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

혀 상호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변화하는 환경

에 적응해 갈 수 있다. 

생명경관은 기본적으로 자기조직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

동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변화에 대하여 시스템 내부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피드백을 통해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적응

이 가능하다. 

characteristic Forced organization self organization

control

Centralized

regulation by

external elements

Dispersion type 

control by 

an internal element

Inflexibility Rigid network flexible network

Adaptability almost nothing great potential

* Source : Kang (2012) 

Table 3. organization type

Ⅳ. 결 론

인간의 서식지인 도시는 시대의 발전과 함께 패러다임, 정

책, 문화 등 대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

시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

으로 변모하였다. 부정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 중이고 조경 또한 그의 일환으로 많은 

것을 시도하였다. 시각적인 외곽을 변화시킨 화장술 조경, 외

곽과 더불어 구조와 골격 자체에 대한 변화를 꾀한 성형술 

조경 등이 노력의 흔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까

지 도시 문제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자연의 작동하는 생명경관 시스템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경관은 도시보다 오랜 

시간을 유지하고 이어져왔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 적응하며 

대응하고 스스로 조직화하였다. 자연은 진화하였고 성장하였

다. 자연 또한 도시와 같은 흐름 속에 이어져 온 것이다. 하

지만 과정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시스템과 결과를 보이고 있

다. 도시는 성장에 따른 부정적인 부산물을 끊임없이 생성해

내는 반면 자연 시스템은 그렇지 않았다. 도시는 한방향으로 

흐르는 시스템이지만 자연은 순환하는 시스템을 따른다. 도

시는 소비를 하지만 자연은 생산을 한다. 도시는 외부의 힘

과 에너지를 통해 조직화하고 유지하지만 자연은 스스로 조

직화하고 유지한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분리와 단절을 시키

며 구역ㆍ구획을 하지만 자연은 연결,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융합ㆍ중첩시킨다. 이처럼 자연과 도시는 시스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도시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현재의 도시 시스템과 다른 생명경관 

시스템을 도시에 적용한다면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도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 패러다임

으로서 자연의 작동 시스템과 구조를 생명경관으로 규정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자연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조경, 환경, 생태, 에너지 등 자연 환경 관련 이

론을 통섭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생명경관의 작

동 시스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자연은 개체가 모여 전체를 이루고, 생물권과 비생

물권. 즉,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 모두를 포괄한다. 

둘째, 구성요소 간은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셋

째, 분리와 단절이 아닌 연결과 중첩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넷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다섯째, 끊임없

는 흐름과 순환 시스템을 통해 유지된다. 여섯째, 스스로 조

직화하고 유기체적 시스템을 갖는다. 일곱째, 수많은 요소들

이 얽혀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7개의 요소였고, 생명경관의 요소들과 도시의 인문 요

소가 융합ㆍ상호작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7가지의 생명경관 작동원리는 급격하

게 변해가는 도시 환경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다. 자연 시스템의 재

해석과 이해는 앞으로 실천을 통해 더 검증되고 발전되면서 

보완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현재의 도시 문제를 과거의 

도시 패러다임 해결방안으로 적용한다면 도시 전체가 후퇴해 

버릴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생명경관은 초석의 단계로서 향후 보다 더 유기체적 도시 

패러다임과 융합 시킬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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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회 소식

2017 임시총회 및 제3차 학술발표회
: 서울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 담론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반부터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그랑서울 타워 15층에서 <2017 

임시총회 및 제3차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발표회는 ‘서울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

화 담론’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세종대로의 미래상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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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는 임시총회로 5시반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제2부는 제3차 학

술발표회로 두 분의 기조발제와 네 분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토론과 

플로어 의견 청취 후 마지막으로 제3부인 폐회를 순서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세환 학회장은 개회사로 “당장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도시, 조경, 생태, 생명공학, 교

통, 나노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기술들의 융합과 인문학 등과의 통섭을 통해 가상의 

비전을 실천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도시재자연화에 관한 학술발표회를 빌어 머리를 

맞대고서 디지로그 도시의 초기적 가상을 띄어 보고 논의하고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마침내 학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지식 생성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석 (사)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4차 산업이나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화두는 스마트 도시, 인공지능 등 도시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부

여되는 것 같다. 요즘 도시에서 자연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서울 세종대

로 메가 공원화 담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의미 있는 담론을 생성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축사로는 김홍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이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 바른 비전과 학문의 방향, 정책의 방향을 잘 제

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의미 있는 학술회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한명수 (사)응용생태공학회 학회장은 “도시가 옛날처럼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

을까 늘 생각해 왔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빠르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집단이 바로 바이오텍경관

도시학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생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주제 맞는 메가 공원화 담론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축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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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회장은 다음 안건들을 가지고 임시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 안건 제1호, 학회지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2017년 제3호 발간

 보고 안건 제2호, 2017 제4차 등기이사회 개최 (8월 9일)

 보고 안건 제3호, 온라인 상임이사 회의

 보고 안건 제4호, 온라인 총회

 보고 안건 제5호, 2017년 상반기 사업 및 예산 결산

 보고 안건 제6호, 2017년 상반기 감사 보고

 보고 안건 제7호, 신입회원 가입 보고

총회에 참석한 인원 모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안건들이 의결되었습니다. 

2017� 임시총회�및� 제3차� 학술발표회�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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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발제1 : 메가 도시 도원(都園)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 정여울(작가/문학평론가)

 * 기조발제2 : 도시 도로 입체공간화를 통한 생명경관재생, 조세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1 : 서울 도심 세종대로 공원화 디자인 프로파일링, 이주희(LNK 어소시에이트 대표)

 * 주제발표2 : 도시 스마트공원의 지향 좌표, 이은영(LH공사 경관설계단 차장)

 * 주제발표3 :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의 생명경관 재생 효과, 강성우

 * 주제발표4 : 서울 도심 세종대로의 녹색교통 전략, 최형선(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책기획팀)

 주제발표 이후에는 황희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노백호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

수, 한삼희 조선일보 환경전문기자,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정여울 작가, 강맹훈 서울

특별시 도시재생정책기획관,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이창석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교수가 참석해 주제발표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과 자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ablu.or.kt).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126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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