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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가장 큰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될 “그

랜드 파리”가 이제 막 그 베일을 벗었다.

 지난 2009년 6월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

지는 앞으로 파리를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도시중의 하나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건축가들과 도시 계획가들이 9개월

간 준비한 “그랜드 파리”라는 10개의 안을 발표했

다. 이 10개의 안 중에는 본인이 Smal and 

Partners를 창립하기 전 재직하고 있던 리차드 로

저스 파트너쉽에서 디자인한 안도 포함되어있다. 

 30년 후 실현될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팀이 풀어

야 할 주요 과제는 2백만 이상이 거주하는 현재의 

파리의 중심을 주변으로 분산, 확장시키며 동시에 

1997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선진국들에 의해 

채택된 교토의정서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완전 녹

색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Grand Paris의 인프라를 위한 각 참가 팀들의 디

자인은 제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 아틀리에 

Castro는 파리 중심으로부터 10킬로미터 떨어진 

생기 없고 다민족의 저 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라 꾸르뇌브 (La Courneuve) 지역을 위해 맨

하튼의 센튜럴 공원과 같은 광활한 녹지대를 조성

하는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 출처 : 박치원(2010) 유로저널, 유럽 도시 재생 총정리- 

그랜드 파리

학술팀장 강성우 sungwoo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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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esident's Consciousness by using of Landscape Area
as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in Apartment Complex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ity of Seoul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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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the difference which affect the residents in apartments and local residents were drawn out in regards to utilizing 

city parks and greens of landscape area in apartment complex and the personal difference for each respondent and the necessity 

and difference on surrounding environment of apartment complex had been studied. The result presented that 86.6% of the residents 

were in need of the parks and greens, while thei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sciousness on parks and greens of Seoul was 

mostly at the average level. Although 88% of the residents agreed that there should be a contribution of the local public character 

in regards to the landscape area in apartment complex, 93.4% of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at the privacy of the residents 

of the apartment complex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outside. 54% of the residents agreed that the parks and green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opinion for opening it to the public depending on personal 

character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respondents. Local residents showed a more positive opinion than the residents 

of apartment, and residents who reside there for over 10 years showed a more positive opinion than that of less than 10 years. 

In addition to that, respondents who visit the parks more than once a week showed a more positive opinion than that of less 

than once a week, and those who reside within 10 minutes from the park shows a more positive opinion than that of more 

than 10 minutes. In regard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complex, the respondents who reside in the area with sufficient 

park service showed a more positive opinion than that of insufficient park service, and the respondents who reside in privately 

operated complex showed a more positive opinion than that of the publicly operated complex. 

키 워 드 : 도시환경문제, 아파트 단지, 도시공원녹지, 주민의식 분석
Keywords : Urban Environment Problems, Apartment Complex,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Residents Consciousness

Ⅰ. 서 론

도시는 열섬화 현상, 도심홍수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여가활동 증대 

등에 따라 공원녹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0년 공원 일몰제와 도시 재개발 압력으

로 공원 조성 및 녹지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은 2015년 

5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급량이 기타 주

택 공급량의 10배에 달한다. 이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택유형

이 아닌 국내 주택시장과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곽윤정, 2012). 현재 우리나라 건설공사를 비롯한 

조경공사의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어 아파트 조경

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파트의 상품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신경준, 2010). 

이처럼 아파트는 도시공간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 조경공간을 보다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도시

의 부족한 녹지 확보, 도시 내 녹지 연계성 강화, 도시 미관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교류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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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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의 공원녹지 확보와 아파트단지

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최명훈(2004)은 도심아파트단지 경계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대안을 건축적으로 제시하며 가로변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임

연수(2010)는 아파트단지 옥외공용공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와의 적극적 교류를 위한 물리적 환경계획의 목표를 설정하

고 추후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곽윤정(2012)은 고층아파

트단지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행위의 유형과 이용 빈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해 외부공간 이

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부분이 부분적인 물리적 요소에만 국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아파트 조경공간의 도시공원녹지 차원의 공

공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 목적은 아파트 조경공간을 

한정된 사적공간으로 보지 않고 도시 내 공원·녹지를 확보하

고 연계시킬 수 있는 도시적 차원의 가능성을 도출함에 있

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알아봄으로서 정책 

추진 시 야기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책마련의 방향성과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고찰

1.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의 개념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에 관한 제도적 기준은 1972년 제

정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과 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 마련되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단지의 옥외환경은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여 거주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되며(Nasar, 1998), 거주자의 거주 만족도, 재 거

주 의사 및 차후 이주계획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Purcell, 

1995).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한정된 공

간으로 사유의 개념보다는 공공의 개념이 강해야 한다. 아파

트 단지에서 외부공간은 여러 집단의 사회성과 역할을 수행

하는 동시에 자연과의 접촉, 휴양, 오락, 운동, 사회적 교류 

등 공동생활의 욕구를 담는 활동공간으로서 거주자에게 다양

한 경험과 활동의 가능성을 부여해주며 내부공간에 대한 보

완의 기능을 수용하는 공동생활의 장이되어야 한다. 거주자

의 외부 공간 이용은 다양한 활동이 중첩되면서 연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Jane Jacobs, 1961).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은 단독주택의 정원만큼 사적인 

존재가 아니며 단지라는 하나의 생활 형태를 확립하는데 필

요한 반공공적 존재로서 인식 할 수 있다(공은미, 2008). 따

라서 아파트 외부공간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주거자

의 행동에 따른 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야 하며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땅, 즉 녹지, 주차

장, 놀이터, 공원, 보도, 도로, 주거 동 사이의 공간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활용하여 공간에 다양한 기능

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녹지의 개념

도시공원·녹지는 일반적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합성어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의 공

원과 녹지를 말한다. 협의의 의미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시

설인 공원과 녹지이고 법률상의 의미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

설로서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그 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이나 계획은 그 목표를 도시환경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도시의 성장이나 발전에 두었다. 도시 구

성 요소간의 상관관계나 자연적 순환체계에 대한 배려가 부

족하였고, 그 결과 도시의 환경적 지속성과 생태적인 건강함

이 상실되었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적

절히 고려되지 못해 자연녹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미건

조하게 규격화된 건축물이 있는 도시는 삶의 터전으로서 열

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의 아파트단지 내 거주자의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하려는 건축적, 기계적 측면은 발달

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을 자연적으로 정화시켜주고 도시민에

게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조성하는 공원·녹지의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3. 서울시 공원녹지의 문제점과 잠재력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7)을 참고하

면 2017년 서울시의 공원녹지면적은 181.05㎢로 공원면적은 

168.16㎢이고 녹지면적은 12.89㎢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

율은 29.91%이며 1인당 공원 면적은 16.19㎡/인 이다. 

1) 서울시 공원녹지의 문제점

첫 번째로 서울시의 공원녹지가 산림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공원녹지율과 1인당 공원면적은 표

면상으로는 심각하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따

져보면 서울시는 도시 외곽지역이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

어 산림지역에 조성된 도시자연공원과 국립공원의 면적이 전

체공원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외곽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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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된 공원녹지를 제외한다면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가

능한 일상권 공원은 20개 자치구가 1인당 법정기준인 3㎡에

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서울시 공원녹지 간 단절이다. 서울시의 공원녹

지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어 공

원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는 1인당 공원 면적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면

적이 불균형 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공원 면

적이 최대 20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산림위주의 서울

시 공원녹지 분포로 인해 공원 면적이 높았던 자치구도 면적

의 대부분이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공원녹

지는 대부분이용과 개발이 어려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공원 시설물의 설치 또한 제

한적 이여서 생활권 공원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

다. 걸어서 10분 거리인 500m 이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을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면적 또한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공원의 비율 및 사유지 문제이다. 서울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녹지 면적비율이 92.12%로 도로(4.82%)나 기타

(2.96%)시설과 비교해 보면 월등히 높다. 미집행 공원녹지는 

192개소로 면적은 69.1㎢이며 미집행 공원면적 중 36.78%가 

사유지이다. 문제는 오는 2020년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공원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는 공원일몰

제인데, 서울시가 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을 2020년까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 이는 곧 공원녹지의 심각

한 후퇴가 예상된다.

2)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도시공원녹지 기능의 잠재력

서울시의 총 면적은 605.39㎢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아파트단지 면적은 66.49

㎢이며 아파트단지는 27,724개에 이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9조 1항(현재 삭제)에서는 단지면적의 3/10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있었다. 

이를 서울시의 아파트단지 총 면적에 적용시켜보면 66.49

㎢에서 30%인 19.94㎢가 서울시 아파트단지 조경면적의 최

소 면적이라 할 수 있고 이 면적을 서울시 공원녹지율과 1인

당 공원 면적에 포함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공원녹지면적의 

증대효과를 알 수 있다(Table 1). 

Ⅲ. 분석의 틀

1. 연구대상지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첫째,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사회적·도

시적 환경차이를 고려하여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에 위치한 아

파트로 구분하였다. 둘째, 공영단지와 민영단지 아파트 거주

민의 의식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아파트 사업주체별

로 구분을 하였다. 셋째, 주변지역의 공원유무 및 공원과의 

거리가 아파트단지의 도시공원·녹지적 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인접환경에 공원녹

지가 풍부한 지역과 공원녹지가 전무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의 아파트단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공원서비스의 기준은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명시된 근린공원 이상 공원의 

둘레에서 500m 범위 내에 공원이나 하천이 없는 지역으로 

정하였다(Table 2).

Division
Park-Green area 

ratio

Park-Green area 

per capita

Park-Green space 

basic plan
29.9% 16.19㎡/person

Urbanization area 

excluding forest area
11.5% 6.39㎡/person

Including landscape 

area of apartment
14.8% 8.17㎡/person

Table 1. Potential of apartment complex landscaping 

area in seoul

Difference Division

Regional environment
Apartment in 

Gangbuk

Apartment in 

Gangnam

Construction entity
Public

enterprise

Private 

enterprise

Park-Green nearby
Park-Green 

within 500m

Park-Green 

without 500m

Physical difference
Apartment 

complex area

Number of 

households

Table 2. Selection criteria of the target area

마지막으로 총 세대수, 총 동수, 단지면적이 비슷한 아파

트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아파트주

거환경통계(2010)를 바탕으로 서울시 아파트단지 면적(66.49

㎢)을 서울시 아파트단지 수(27,724개)로 나누어 서울시 아

파트단지의 평균면적(2,400㎡)을 산출하였고 이와 비슷한 아

파트단지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연구대상지로 4개의 아파

트단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단지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

과 같다(Table 3).

2. 분석지표 도출

아파트단지 옥외 공간 만족도 및 인식조사 관련 선행연구

와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의사 관련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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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아파트단지 개방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분석지표를 도출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지표가 있을 것으

로 판단하여 직접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지 아파트 거주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형식에 구

애받지 않는 자유응답설문을 통해 분석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아파트단지 조경공간을 도시공원·녹지적으로 활용하는데 영

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구성

하여 각 대상지마다 30부씩 총 120부를 통하여 지표를 도출

하였다. 도출된 분석지표는 다음과 같다(Table 4).

Division

Sangam-d

ong 

Humansia

Dapsimri 

Doosan 

Weave

Sadang-d

ong 

Humansia

Yeoksam-

dong 

Remian

Regional

Mapo-gu 

Sangam-d

ong

Dongdae

mum-gu 

Dapsimri-

dong

Dongjak-

gu 

Sadang-d

ong

Gangnam

-gu 

Yeoksam-

dong

Construction 

entity
LH Doosan LH Samsung

Park-Green 

nearby

Worldcup 

Park
No

Gwanak 

mountain
No

Number of 

households
397 516 480 438

Number of 

buildings
8 7 8 7

Complex 

Area
19,885㎡ 25,058㎡ 22,246㎡ 23,282㎡

Floor area 

ratio
194% 209% 239% 273%

Building to 

land ratio
20% 19% 21% 21%

Table 3. Current status of the target are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ecessity of 

opening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Resident type

Resident format

Resident period

Income level

Park use 

characteristics

Frequency of use

Time required

Necessary

Apartment 

Characteristics

Presence of park-green

Regional difference

Construction entity

Table 4. Analysis indicator of necessity of opening

2. 설문 설계 및 분석 방법

1) 설문문항의 설정

설문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간단히 설명한 뒤, 

‘응답자의 일반사항’, ‘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시 공원

에 관한 조사’, ‘아파트 조경공간의 도시공원·녹지적 활용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 설정에 있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공

원이용 특성에 경우 빈도분석이 가능하도록 명목척도를 부여

하였고 서울시 공원에 관한 조사와 아파트단지 조경공간의 

도시공원·녹지적 활용에 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 조사대상은 아파트 거주민과 지역주민 등 일반인 집

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식은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아파트 거주민과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 랜덤하게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연구 대상지인 

4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2013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간과 야간 시간대를 병행함으로

서 설문응답계층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표본 수는 

각 대상지마다 80부씩 배포하여 불성실한 답변 20부를 제외

한 총 300부를 회수하였다. 지역별로 상암동 휴먼시아 68부, 

답십리동 두산위브 76부, 사당동 휴먼시아 79부, 역삼동 개

나리래미안 77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설문분석은 Win SPSS Ver.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였고,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개방필요성

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

였다.

Ⅳ. 도시공원･녹지적 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및 

차이 분석

1. 도시공원･녹지적 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의 일반사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설문 응답자의 남녀 성별은 남자가 49%, 여자가 51%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남녀의 비율이 치우침 없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연령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40대가 31.7%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업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주

부가 31.3%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거주형태

는 아파트가 44.7%, 다세대주택 42%, 단독주택 13.3%으로 

아파트 거주민과 지역주민이 차이 없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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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erson percent

Gender
Male 147 49.0

Female 153 51.0

Age

20's 56 18.7

30's 67 22.3

40's 95 31.7

50's 57 19.0

over 60's 25 8.3

Job

Student 69 23.0

Homemaker 94 31.3

Business 70 23.3

Employee 40 13.3

Public officer 17 5.7

Other 10 3.3

Education

Elementary/Middle 8 2.7

High School 87 29.0

University 147 49.0

Graduate School 58 19.3

Residential 

type

Apartment 134 44.7

Collective housing 126 42.0

Single housing 40 13.3

Residential 

format

Self 176 58.7

Jeonse 85 28.3

Monthly rent 30 10.0

Other 9 3.0

Residential 

period

Less than 5 years 98 32.7

5-10 years 85 28.3

11-15 years 64 21.3

16-20 years 30 10.0

over 20 years 23 7.7

Family 

monthly 

income

Less 2 million won 46 15.3

2-4 million won 91 30.3

4-6 million won 86 28.7

6-8 million won 40 13.3

over 8 million 37 12.3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2) 응답자의 공원이용 특성

응답자의 공원이용 특성 파악을 통해 향후 아파트 조경공

간을 도시공원·녹지로 활용할 시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공원이용 특성은 다

음과 같다(Table 6). 응답자의 공원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주

로 주2~3회나 한 달에 1~2회의 이용 빈도를 보였다. 주 단

위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공원에서 산책과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단위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공원 

행사 참여 등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이용 빈도가 차이를 보

였다. 공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미만인 응답자가 전체 

60.4%를 보이는 이유는 아파트단지의 조경공간을 공원으로 

의식한 응답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는 아파트단지 조경공

간이 도시 내에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원으로서 기능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Division person percent Aver.

Freque

ncy

every day 16 5.3

3.32

2 or 3 times a week 77 25.7

Once a week 66 22.0

1-2 times per month 78 26.0

1-2 times in 2months 63 21.0

Time 

to 

walked

Less than 5 minutes 77 25.7

2.41

5-10 minutes 104 34.7

10 - 20 minutes 66 22.0

20 - 30 minutes 26 8.7

30 minutes or more 27 9.0

Necessi

ty of 

park

It is not necessary 9 3.0

4.34

Not much needed 8 2.7

Normal 23 7.7

Necessary 91 30.3

Very necessary 169 56.3

Total 300 100

Table 6. Park usage characteristics

3) 응답자의 서울시 공원녹지 의식분석

설문 응답자의 서울시 공원녹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공원녹지의 양과 쾌적성, 접근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알아보

고자 하는 서울지역 내 아파트 조경공간의 도시공원·녹지로

의 활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서울시 공원녹지에 대한 의식은 다음과 같다(Table 7).

서울시 공원녹지의 양과 쾌적성, 접근성에 대해서 전체적

으로 ‘보통’에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었다. 이는 서울시 공원녹지가 시민들에게 양적이나 질적으

로 충분한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Division person percent Aver.

Amount of 

Park-Green

very bad 19 6.3

2.92

bad 80 26.7

normal 126 42.0

good 56 18.7

very good 19 6.3

Comfort of 

Park-Green

very bad 17 5.7

2.96

bad 67 22.3

normal 139 46.3

good 65 21.7

very good 12 4.0

Accessibility of 

Park-Green

very bad 21 7.0

2.87

bad 83 27.7

normal 122 40.7

good 61 20.3

very good 13 4.3

Total 300 100

Table 7. Consciousness of the Seoul's Park-Green

4) 응답자의 도시공원･녹지적 활용에 대한 의식분석

아파트단지 조경공간의 지역 공공성에 대한 기여정도, 아

파트단지 내의 사생활 보호, 아파트 조경공간을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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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개방하여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대해 질

문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아파트단지 조경공간의 지역 공공성에 대한 기여정도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3.7%의 응답자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파트단지가 지역에 공공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필요하나 거

주민들의 사생활이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단지를 개방하여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54%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Division person percent Aver.

Contributi

ng to 

regional 

publicity

It is not necessary 8 2.7

3.70

Not much needed 28 9.3

Normal 72 24.0

Necessary 131 43.7

Very necessary 61 20.3

Apartment 

residents' 

privacy

It is not necessary 4 1.3

3.98

Not much needed 16 5.3

Normal 59 19.7

Necessary 123 41.0

Very necessary 98 32.7

Necessity 

of 

opening

It is not necessary 24 8.0

3.43

Not much needed 39 13.0

Normal 75 25.0

Necessary 107 35.7

Very necessary 55 18.3

Total 300 100

Table 8. Consciousness of urban parks-greenery 

utilization in apartment complex landscaping area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아파트단지를 개방하여 도시공원·녹

지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방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응답자의 거주형태, 거주형식, 거주기간, 가

족월수입과 ‘개방필요성’ 항목에 대한 의식차이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응답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평균 3.78, 아파트 거주민

은 평균 2.66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이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

여 도시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거주형

태에 따라 의식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응답자의 거주형식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거주형식이 자가인 응답자의 평균은 

3.13, 자가 외 거주형식인 응답자는 평균 3.42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12). 이는 거주형식이 개방필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응답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가 평

균 3.11,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평균 3.56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3). 이는 응답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개방필요성에 대

한 의식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거주자가 10

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개방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응답자의 가족월수입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가족월수입이 400만원 미만인 응답자

가 평균 3.42, 가족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평균 

3.16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78). 이는 응답자의 가족월수입 따라 

개방필요성에 대한 의식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개방필요성 분석 결과, 응답자

의 거주형태와 거주기간이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시

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Division person Aver. t-value S.L.

Resident 

type

Apartment 134 2.66

8.349 .000

Other 166 3.78

Resident 

format

Self 176 3.13

-1.596 .112

Other 124 3.42

Resident 

period

less than 10 

years
187 3.11

-2.974 .003
over 10 

years
113 3.56

Income 

level

less than 4 

million won
138 3.42

1.768 .078
over 4 

million won
162 3.16

Table 9. Difference in perceived necessity of open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resident

3. 응답자의 공원이용 특성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

이 분석

응답자의 공원이용 특성에 따라 ‘개방필요성’에 대한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응답자의 공원이용 빈도, 공원까지 

소요시간, 공원의 필요성과 ‘개방필요성’ 항목에 대한 의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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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응답자의 공원이용 빈도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주1회 이상 공원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평균 3.57, 주1회 미만 공원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평균 2.95

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00). 이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시공원·녹

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공원이용 빈도에 따라 

의식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응답자의 공원까지 소요시간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공원까지 도보로 10분미만 소요되는 

응답자가 평균 3.45, 공원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는 

응답자가 평균 3.02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4). 이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

방하여 도시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인접 공원과

의 거리에 따라 의식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응답자의 공원필요성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평균 3.42, 공원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평균 2.38

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00). 이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시공원·녹

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원의 필요유무에 따라 의식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공원이용 특성에 따른 개방필요성 분석 결과, 응

답자의 공원이용 빈도, 공원까지 소요시간, 공원의 필요성 모

두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시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Division person Aver. t-value S.L.

Park 

usage 

freque

ncy

At least once 

a week
159 3.57

4.349 .000
Less than 

once a week
141 2.95

Time 

to 

walked

Less than 10 

minutes
179 3.45

2.890 .004
10 minutes or 

more
121 3.02

Necessi

ty of 

park

No need 40 2.38

-5.022 .000

Necessary 260 3.42

Table 10. Difference in perceived necessity of open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k use

4. 아파트 단지 특성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아파트단지 특성에 따라 개방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원서비스와 강북강남지역, 건설주체가 ‘개

방필요성’ 항목에 대한 의식차이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

하였다.

1) 공원서비스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공원서비스 풍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

자가 평균 3.58,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평균 2.99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00). 이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

시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인접지역 공원유무 따

라 의식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강북강남 지역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평균 

3.34,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평균 3.22로 나타났으

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417). 이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시공원·녹지

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북강남지역에 따라 의식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건설주체에 따른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개방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또는 주변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평균 3.77, 민간건설사 건설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또는 주변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평균 

2.90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시공원·녹

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주체에 따라 의식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Division person Aver. t-value S.L.

Presence of 

park-green

Good 146 3.58

4.109 .000

Bad 154 2.99

Regional 

difference

Gangbuk 143 3.34

.813 .417

Gangnam 157 3.22

Construction 

entity

Public 132 3.77

6.208 .000

Private 168 2.90

Table 11. Difference in perceived necessity of opening 

according to apartment complex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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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특성에 따른 개방필요성 분석 결과, 공원서비

스 차이와 건설주체 차이에 따라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

여 도시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5. 개방필요성 차이 분석 종합

응답자의 개인특성이나 주변지역의 환경에 따라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시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식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개방필요성’ 항목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주형태, 거주기간, 공원이용 

빈도, 공원까지 소요시간, 공원필요성, 공원서비스 유무, 건설

주체 차이의 항목에서 개방필요성 의식차이를 보였다(Table 

12).

Division person Aver. t-value S.L.

Resident 

type

Apartment 134 2.66
8.349 .000

Other 166 3.78

Resident 

period

less than 

10 years
187 3.11

-2.974 .003
over 10 

years
113 3.56

Park 

usage 

frequency

At least 

once a 

week

159 3.57

4.349 .000
Less than 

once a 

week

141 2.95

Time to 

walked

Less than 

10 minutes
179 3.45

2.890 .004
10 minutes 

or more
121 3.02

Necessity 

of park

No need 40 2.38
-5.022 .000

Necessary 260 3.42

Presence 

of 

park-green

Good 146 3.58

4.109 .000

Bad 154 2.99

Constructi

on entity

Public 132 3.77
6.208 .000

Private 168 2.90

Table 12. Difference in perceived need for opening 

according to respondents' characteristics

Ⅳ. 결 론

본 연구는 공원 일몰제와 도시 재개발 압력으로 공원 조

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단지 조경공간을 도시

공원·녹지로 활용하여 도시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도시 내 녹

지를 확보 및 공원녹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자 하였다. 아파트단지 조경공간은 공원으로써의 충분한 공

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부족한 녹지 확보, 녹지 

간 연계성 확보 등 도시공원·녹지로 활용 가치가 높고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과 도시 미관향상,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사

회와의 적극적 교류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아파트 조경공간을 개방하여 도시공원·녹지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아파트거주민과 지역주민의 의식차이, 아파트단지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 거주형태, 거주기간, 가족월수입 등 

주민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정

책실현에 앞서 가장 적합한 집단을 구분하여 향후 정책마련

에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서울시 아파트단지 4곳의 아파트 거주민과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개방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개인특성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개방필요성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주민들의 86.6%가 공원녹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

나 서울시 공원녹지의 양적, 질적, 접근성 측면 모두 보통의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생활권 공

원녹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88%의 주민들이 아파트 조경공간의 지역공공성 기

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93.4%의 응답자가 아파트 거주민들

의 사생활이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방

필요성에 대해서는 54%의 주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셋째, 응답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개방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파트 거주민보다는 지역주민이, 

10년 이상 거주자가 10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긍정적인 의

견을 보였다. 

넷째, 응답자의 공원이용특성에 따라 개방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보였는데, 공원을 주1회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가 주1

회 미만 이용하는 응답자에 비해, 공원까지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미만인 응답자가 10분 이상인 응답자에 비해, 

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개방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섯째,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 개방필요성

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파트단지 특성에 따

른 차이는 공원서비스가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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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민영단지 

주민보다 공영단지 주민이 개방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파트단지가 더 이상 도시에서 단절되

고 폐쇄된 공간이 아닌 커뮤니티 및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도시민들에게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천적 방법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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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의 장마철 식물상 변화 연구
- 포천천을 사례로 -

An study on the Floral Change of Urban Stream in rainy seasons

- A case study of Pocheon cheon River -

김점규* ‧ 조세환**1)

Kim, Jum-Kyu ‧ Cho, Se-hwa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jumk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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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Urban stream can be considered to be at its most dynamic and unstable ecosystem during the monsoon season compare to other land 

ecosystem due to the fact that the river vegetation gets destroyed and different spices gets disturbed. In other words, the monsoon season impacts 

the vegetation distribution and number of spices of river area which acts as a limited factors on maintenance of river vegeta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vegetation spices that is not well suitable for river ecosystem would be difficult to survive when restoring urban river without 

continuous maintenance, which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vegetation spices for river area. In regards to this, this research had studied 

Pocheoncheon, the study subject, with respect to pre- and post- monsoon season in 2013, 2015, and 2017. It analyzed the vegetation spices 

that had survived, evolved, disappeared pre- and post- monsoon season, in order to select the suitable and unsuitable vegetation for urban river. 

The analysis took place in regards to the vegetation spices, the area,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The upstream was categorized as A area, the 

midstream to B area, and the lowstream to C area. Spatial distribution divided the river area to hydrophyte and riverbank. This research analyzed 

the suitable and unsuitable vegetation for monsoon season by studying the creation, survival, and extinction of each different vegetation on each 

different area. In particular, the suitable vegetation was considered the ones that could survive more than 2 years among the ones which could 

survive for 4 weeks including pre- and post- monsoon season from the data over 3 years and the ones which could survive 4 weeks after monsoon 

season. The unsuitable vegetation was considered the ones that did not show up for more than 2 years among the ones that disappeared 4 

weeks after monsoon season from the data over 3 years. According to this standard, suitable vegetation and unsuitable vegetation for monsoon 

season could be determined by taking the area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into the consideration. First, suitable vegetation for A area were Foremost 

mugwort, Reed-grass, Ciliate wheatgrass, Great plantain, Bent grass, Tsukushi wheatgrass, Crowfoot, Prostrate corydalis, False cleavers, and the 

ones for B area were Foremost mugwort, Common reed, Green bristlegrass, Bent grass, Tsukushi wheatgrass, Chinese yam, Amur silver grass, 

Chinese bush-clover, and the ones for C area were Foremost mugwort, Green bristlegrass, Tsukushi wheatgrass, Javan Waterdropwort, Cat-tail, 

Knot-grass, Common crabgrass, Chinese pennisetum, Japanese bramble, Wild blite. Second, suitable vegetation for hydrophyte were Green 

bristlegrass, Tsukushi wheatgrass, Javan Waterdropwort, Cat-tail, Chinese pennisetum, Lovegrass, Sheep sorrel, Shaggy arundinella-reed, Amur silver 

grass, Common reed, Common crabgrass, Foremost mugwort, Shiny Bugleweed, Asian greater celandine and the ones for riverbank were Amur 

silver grass, Ciliate wheatgrass, Common crabgrass, Chinese yam, Bent grass, Reed-grass, Foremost mugwort, False cleavers, Amur silver grass, 

White clover and the ones for forest area were Foremost mugwort, Great plantain, Common crabgrass, Crowfoot, Knot-grass, Green bristlegrass, 

Prostrate corydalis, Korean lespedeza, Broad-leaved rice grass, False cleavers, Amur silver grass, Cockspur grass, Common reed. 

키 워 드 : 도시하천, 하천식생, 장마철
Keywords : Urban Stream, Stream ecosystem, Rainy seasons

Ⅰ. 서 론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상 기후현상인 태풍, 

폭우, 폭설, 가뭄 등의 현상을 동반하며 국가적인 중대한 환

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체감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하고 있으나, 이상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후현상인 장마는 6

월에서 8월에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집중호우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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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점규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12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기후변화로 인한 대책으로 도시하천에서 재난방지와 이수

와 치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대책이 이

루어졌고 이렇게 정비된 하천은 홍수의 피해는 감소 시켰으

나, 하천의 생태계를 교란시켜 하천 고유의 기능을 저하시키

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초기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천의 물리적 형태 및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서 하천 본래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복원 전략이 

요구되어지고, 특히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우리나라만의 독특

한 기후 현상인 장마의 영향을 고려한 도시하천의 장마철 식

생관리를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천시의 포천천을 대상지로 장마기간의 

식물 변화를 수년에 걸쳐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비교 분

석하여 도시 하천의 장마철 적합한 식물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조성될 도시하천의 생태적 복원 

시 식물 선정과 도시하천의 장마철 식생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조사 및 분석 방법

1. 대상지 선정

1) 연구대상지 선정기준

본 연구는 도시하천의 장마철 식생관리 및 생태적 복원을 

위한 식물 선정 전략 연구로 연구 대상지 선정은 다음과 같

은 기준에 의하여 선정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기후특성인 

장마의 영향을 받는 동일 기후권 지역인 경기도 지역으로 한

정 하였다. 이는 장마 등의 기후 환경 특성에 따라 식물상이

나 식생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복원

공사가 완료된 경기도 도시하천 중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복

원사업이 준공 된지 2년 이상이 경과된 하천으로 제한하였

다. 이는 도시하천 복원 이후 식생이 안정화를 이루고 정착

하는 기간을 고려 한 것이다. 셋째. 복원공사가 완료된 경기

도 도시하천 중 연구기간의 강수량이 117mm 이상인 도시하

천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장마의 영향을 고려한 식물

상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북

원이 완료된 15개 하천의 강수량빈도수가 높은 값을 적용하

여 제한 한 것이다.

2) 연구대상지 선정

경기도 내 도시하천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인식 되면

서 훼손된 하천의 환경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천 복

원사업이 2002년부터 13개 지자체에서 준공하천이 15개소, 

23개 지자체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하천이 33개소로 

총 48개소이다(경기도, 2014). 이들 중 대상지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포천천이 대상지 선정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

하여  경기도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을  본 연구의 대상

지로 선정 하였다(Table 1). 

No
Name

(cheon)

Local

(si)

Comple

ted 

years

River 

extensi

on(km)

River

length

(km)

Precitati

on

(mm)

1
Yang-ja

e

Gwa-ch

eon
2006 11.6 16.6 117

2
Mok-ga

m

Gwang-

myeong
2011 12.53 15.5 117

3
Sa-reou

ng Namya

ngju

2004 10.6 13.99

117

4
Wall-m

un
2004 8.64 11.13

5
Gyeong

-an

Gyeong

-gi
2010 20.83 48.27 103

6
Yeok-g

ok

Bucheo

n
2009 2.75 2.75 99

7
Hwa-je

ong
Ansan 2012 5.2 7.75 103

8
Chil-rya

ng

Anseon

g
2009 1.2 1.2 103

9
Gyeong

-an
Yongin 2012 25.2 26.8 103

10
Jung-ra

ng

Uijeong

bu
2010 13.71 22.78 117

11
Pocheo

n

Pocheo

n
2011 29.14 31.77 117

12
Deok-p

ung
Hanam 2009 8.5 8.5 117

13
Namya

ng

Hwaseo

ng
2010 5.07 8.99 117

14 Jo-jong
Gapyeo

ng
2005 39 39.3 145

15
Hyo-ch

eon
Yangju 2004 2.6 8.25 117

Total average / High 

frequency value
13.10 17.57 117

Table 1. Current state of 15 urban stream in Gyeonggi 

where restoration is completed

본 연구의 대상지 범위는 포천천 중류부의 후평교에서 상

류부인 소흘교까지 약 5.314km구간이다. 대상지는 다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순서대로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명칭을 

붙였다. 포천시의 자료에 의하면 연구의 대상지는 수문학적

으로 볼 때 유로 전체 연장 32.00㎞ 중에서 비교적 상류 와 

중류 구간에 해당한다. 장마와 집중 호우 시 유속은 빠르나 

유량이 많지 않다. 홍수위가 높고, 토양의 침식이나 퇴적 작

용이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포천천은 6월말에

서 8월초에 걸쳐 한반도에 상륙하는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집중호우가 하절기인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폭풍우나 호우

가 10월 중에도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포천시, 

2013). 특히 포천천 수계의 연평균 강수량은 서울 관측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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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관측소의 21년간 자료에 의하면 포천천의 연평균 강수

량은 1,394.2mm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인 1,245mm

보다 149mm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울 기상청 자

료). 이는 집중 호우 시 비가 오는 양을 예측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피해도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

연적 교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식물종 변화에 영향을  크

게 미칠 수 있는 기후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이와 같은 특성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

기에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연구의 대상지위치는 

다음과 같다(Figur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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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의 구간을 A구간, B구간, C구간으

로 명명하였다. 대상지 선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조사 구간은 상류 역으로 하천 폭이 좁고 자연형 

하천 공사 시 식재된 종의 분포 지역으로 도입종의 유실이 

가장 많은 곳으로 판단하였기에 조사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B 조사 구간은 중류 역으로 수정교가 있는 구간이

다. 소흘 하수 종말 처리장 방류수와 고모 저수지가 유입되

고 고모천이 합류되는 지점이다. 종 다양성이 높아 다른 구

간과 비교대상이 예상됨으로 조사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C 조사 구간은 후평교가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의 

하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특히 종 다양도가 높을지라도 생

태적으로 불안정하다. 장마로 인한 퇴적 작용으로 인해 생겨

난 모래 언덕과 같은 자연적 교란 요인으로 인해 생존율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판단하였기에 선정하였다.

2) 조사년도별 표본조사 일정

본 연구의 조사년도별 표본조사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2). 본 연구 조사년도별 장마기간, 강수량, 강수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Table3).

Years

Survey schedule before/after the rainy season

Before 

the 

rainy 

season

Immed

iately 

after  

season

A 

week 

later

2 

week 

later

3 

week 

later

4 

week 

later

2013 6.17 8.7 8.16 8.22 8.28 9.4

2015 6.12 7.29 8.10 8.24 9.4 9.14

2017 6.28 7.29 8.5 8.12 8.27 10.22

Table 2. Schedule of sample survey by survey year

Years
Rainy Season Precipitati

on(mm)Start End Period

2013 June 17 Aug 4 49 days 526

2015 June 25 July 29 35 days 220

2017 July 1 July 29 29 days 439

Table 3. Current status of rainy season, precipitation 

days by research year

3) 조사구간 및 조사지점별 GPS 측정위치

조사구는 총 3개구간으로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명칭

을 붙였다. 각 구간에 3개씩 총 9개 지점에 조사구를 설치하

였다(Table 4). 대상지에 있는 조사구의 정확한 좌표 측정을 

위해 GPS수신기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좌표점을 도면에 표

시하기 위해 Arcview GIS Program을 사용하였다.

Division GPS measurement position

A section

No.1 N 37˚ 49.655, E 127˚ 9.034

No.2 N 37˚ 49.690, E 127˚ 9.045

No.3 N 37˚ 49.707, E 127˚ 9.0503

B section

No.4 N 37˚ 49.990, E 127˚ 9.232

No.5 N 37˚ 49.999, E 127˚ 9.264

No.6 N 37˚ 50.052, E 127˚ 9.353

C section

No.7 N 37˚ 50.959, E 127˚ 10.022

No.8 N 37˚ 50.900, E 127˚ 10.057

No.9 N 37˚ 50.9720, E 127˚ 10.057

Table 4. GPS measurement position by survey section 

and survey site

4) 구간 및 공간적분포역 별 조사지점 현황

본 연구는 3개년간의 장마 전·직후, 1,2,3,4주후의 식물상 

변화를 조사하여 구간별, 공간적분포역별 적합하거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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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물종을 제안 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이 구간 및 공간적

분포열 별로 조사지점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Table 

5).

Division Section NO. Remarks

Section

A 1, 2, 3 Upstream

B 4, 5, 6 Midstream

C 7, 8, 9 Downstream

Status & 

Spatial

Water 7, 8 Water 

Wetland 2, 3, 4, 6 Banks

Forest 1, 5, 9 Levee

Table 5. Status and Spatial Distribution Separate Survey 

Location

3. 조사 분석 방법

1) 대상지 식물상 변화 조사 방법

표본조사는 총 3개구간으로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명

칭을 붙이고, 각 구간에 3개씩 총 9개 지점에 표본구를 설치

하였다. 표본구 최소면적은 쿼트라의(표본구)의 최소넓이를 

바탕으로 해서 5⨯5m로 설정하고, 각 조사지점별로 장마 전·

후의 식물상 변화를 조사 하였다. 과와 종 분류는 이영노

(1996)와 이창복(2003)의 도감을 참고 하였고 귀화종 분석은 

박수현(2009)의 도감을 참고 하였다. 대상지에 있는 표본구

의 정확한 좌표 측정을 위해 GPS수신기를 사용하였으며, 조

사된 좌표점을 도면에 표시하기 위해 Arcview GIS Program

을 사용 하였다. 정확한 동정(identification)이 요구되는 종에 

대해서는 채집한 후 연구실에서 정밀 동정하였다.

2) 식물상 변화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마철 도시하천의 식물상 변화를 조사 분

석하여 도시하천의 장마철 식물상 변화를 고찰하는 내용의 

연구이다. 따라서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식물종 목록을 토

대로 각 조사지점별 장마 전, 직후, 1주후, 2주후, 3주후, 4

주후의 식물상의 변화를 표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장마 

전, 직후, 1주후, 2주후, 3주후, 4주후의 식물종을 각 조사구

간 및 표본구별, 식물별 생존 및 소멸, 새롭게 출현한 종을 

분석 한다. 특히, 대상지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를 조사 분

석하기 위하여 각 조사지점별 장마 전·후 식물상을 조사하고, 

각 구간 별, 공간적분포역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구간별로는 대상지의 A구간은 상류에 B구간은 중류, C구간

은 하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구분되고, 공간적분포역 별로

는 하천 내 위치에 따른 식물대를 수생식물대2)와 습생식물

대3), 하반림4)으로 구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하천구간 별, 하천 내 위치에 따른 식물대 별 생존, 출현, 소

멸 식물을 조사하여 장마에 적합한 식물과 부적합한 식물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구간별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

1) A구간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 분석

A구간은 대상지의 중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조사지점 및 

조사년도 별 장마 전·후 식물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

Wild blite Amaranthus lividus L. ✔

Curled dock Rumex crispus L. ✔

Ciliate 

wheatgrass

Agropyron ciliare (TRIN.) 

FR.
✔ ✔

Great 

plantain
Plantago asiatica L. ✔ ✔

Foremost 

mugwort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PAMPAN.)HARA
✔ ✔ ✔

Wild hop Humulus japonicus S.etZ. ✔ ✔

Bent grass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

Horse-tail Equisetum arvense L. ✔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Canadian 

horseweed
Erigeron canadensis L.

Annual 

fleabane

Erigeron annuus (L.) 

PERS.

Table 6. A section, during the rainy season plant 

survived up to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장마 전부터 장마 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갈풀, 개비름, 

소리쟁이, 속털개밀, 질경이, 쑥, 환삼덩굴, 겨이삭, 개밀, 쇠

뜨기, 강아지풀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갈풀, 개비름, 소리쟁이, 속털개밀, 질경

이, 쑥, 환삼덩굴 등 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속

털개밀, 질경이, 쑥, 환삼덩굴, 겨이삭, 개밀 등이다. 2017년

2) 침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정수식물이 위치하는 호안의 얕은 수역이나 수중부 지역

3) 물이 접하는 구간인 하안부와 고수부와 저수로 사이의 고정된 하안 평탄지역

4) 고수부와 제방사면부, 제방부 지역



도시하천의 장마철 식물상 변화 연구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15

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갈풀, 쑥, 겨이삭, 개밀, 쇠뜨기, 강

아지풀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

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쑥이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

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갈풀, 속털개밀, 질경이, 환삼덩굴, 

겨이삭, 개밀 등이다(Table 6).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Crowfoot
Ranunculus chinensis 

BUNGE
✔ ✔

Prostrate 

corydalis

Corydalis ochotensis 

TURCZ.
✔ ✔

False 

cleavers
Galium spurium L. ✔ ✔

Common 

reed

Phragmites communis 

TRIN.
✔

Korean 

lespedeza

Lespedeza maximowiczii 

SCHNEID.
✔

Wild hop Humulus japonicus S. et Z. ✔

Goose-foot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

Wasserdarm Stellaria aquatica SCOP. ✔

Evening 

primrose
Oenothera odorata JACQ. ✔

Pig-weed Amaranthus mangostanus L. ✔

Senna
Cassia mimosoides var. 

nomame MAKINO
✔

Prickly 

lettuce
Lactuca scariola L. ✔

Asian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

Table 7. A section, The plant species that 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survived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장마직후 출현하여 장마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젓가

락나물, 눈괴불주머니, 갈퀴덩굴, 갈대, 조록싸리, 환삼덩굴, 

명아주, 쇠별꽃, 비름, 차풀, 가시상추, 애기똥풀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젓가락

나물, 눈괴불주머니, 갈퀴덩굴, 갈대 등이며, 2015년에 조사

된 식물종으로는 젓가락나물, 눈괴불주머니, 갈퀴덩굴, 조록

싸리, 환삼덩굴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명아

주, 쇠별꽃, 비름, 차풀, 가시상추, 애기똥풀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

물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젓가락나물, 눈괴불주머니, 갈퀴

덩굴 등이다(Table 7).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마후 4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식물종

으로는 개기장, 말냉이, 애기수영, 참새귀리, 비름, 뚝새풀, 

냉이, 소리쟁이, 둥근잎유흥초, 익모초, 바랭이, 쇠뜨기, 젓가

락나물, 망초 등이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마후 4주까지 출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

는 개기장, 말냉이, 애기수영, 참새귀리, 비름, 뚝새풀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참새귀리, 뚝새풀, 냉이, 소리

쟁이, 둥근잎유흥초, 익모초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

으로는 뚝새풀, 둥근잎유홍초, 바랭이, 쇠뜨기, 젓가락나물, 

망초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소멸

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뚝새풀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

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참새귀리, 둥근

잎유홍초 등이다(Table 8).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Panicum 

bisulcatum

Panicum bisulcatum 

THUNB.
✔

Penny Cress Thlaspi arvense L. ✔

Sheep sorrel Rumex acetocella L. ✔

Fleid brome
Bromus japonicus 

THUNB.
✔ ✔

Pig-weed Amaranthus mangostanus L. ✔

Shortawn 

fox-tail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 ✔ ✔

Shepherd's 

purse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

Curled dock Rumex crispus L. ✔

Star glory
Quamoclit angulata 

BOJER
✔ ✔

Chinese 

motherwort
Leonurus sibiricus L. ✔

Common 

crab-grass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

Horse-tail Equisetum arvense L. ✔

Crow-foot
Ranunculus chinensis 

BUNGE
✔

Canadian 

horseweed
Erigeron canadensis L. ✔

Table 8. A section, The plant species that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did not appear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2) B구간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 분석

B구간은 대상지의 중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조사지점 및 

조사년도 별 장마 전·후 식물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마 전부터 장마 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갈대, 강아

지풀, 겨이삭, 개밀, 마, 바랭이, 줄, 쑥, 칡, 비수리, 환삼덩

굴, 애기똥풀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에 조

사된 식물종으로는 갈대, 강아지풀, 겨이삭, 개밀, 마, 바랭이, 

줄, 쑥, 칡, 비수리, 환삼덩굴 등 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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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종으로는 갈대, 강아지풀, 겨이삭, 마, 쑥, 비수리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갈대, 쑥, 환삼덩굴, 애기똥풀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

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쑥, 갈대이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겨이삭, 마, 비수리, 환삼덩굴 

등이다(Table 9).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Common 

reed

Phragmites communis 

TRIN.
✔ ✔ ✔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

Bent grass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Chinese yam Dioscorea batatas DECNE. ✔ ✔

Common 

crab-grass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

Broad-leaved 

rice grass
Zizania latifolia TURCZ. ✔

Foremost 

mugwort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PAMPAN.) 

HARA

✔ ✔ ✔

Foremost 

mugwort

Pueraria thunbergiana 

BENTH.
✔

Chinese 

bush-clover

Lespedeza cuneata G. 

DON
✔ ✔

Wild hop
Humulus japonicus S. et 

Z.
✔ ✔

Asian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

Table 9. B section, during the rainy season plant 

survived up to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장마직후 출현하여 장마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물억

새, 환삼덩굴, 수까치깨, 개비름, 강아지풀, 단풍잎돼지풀, 메

꽃, 애기똥풀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

사된 식물종으로는 물억새, 환삼덩굴, 수까치깨, 개비름, 강아

지풀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물억새, 환삼덩

굴, 강아지풀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환삼덩

굴, 단풍잎돼지풀, 메꽃, 애기똥풀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환삼덩굴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

타난 식물종으로는 물억새, 강아지풀 등이다(Table 10).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마후 4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식물종

으로는 속속이풀, 속털개밀, 청사초, 미국나팔꽃, 비수리, 애

기똥풀. 갈풀, 참새귀리, 돌피, 줄 등이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

마후 4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속속이풀, 속털개밀, 청사초, 미국나팔

꽃, 비수리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속털개밀, 

청사초, 비수리, 애기똥풀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

로는 속털개밀, 갈풀, 참새귀리, 돌피, 줄 등이다. 특히 2013

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

은 속털개밀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청사초, 미국나팔꽃 등이다(Table 11).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Amur silver 

grass

Miscanthus sacchariflorus 

BENTH.
✔ ✔

Wild hop
Humulus japonicus S. et 

Z.
✔ ✔ ✔

Tomentose 

corchoropsis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

Wild blite Amaranthus lividus L. ✔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

Buffalo-weed Ambrosia trifida L. ✔

Japanese 

bind-weed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

Asian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

Table 10. B section, The plant species that 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survived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Northern 

marsh 

yellow-cress

Rorippa islandica (OED.) 

BORB.
✔

Ciliate 

wheatgrass

Agropyron ciliare (TRIN.) 

FR.
✔ ✔ ✔

Short-stem 

sedge
Carex breviculmis R. BR. ✔ ✔

Ivy-leaved 

morning glory

Ipomoea hederacea 

JACQ.
✔ ✔

Chinese 

bush-clover

Lespedeza cuneata G. 

DON
✔

Asian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Fleid brome
Bromus japonicus 

THUNB.
✔

Barnyard 

grass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

Broad-leaved 

rice grass
Zizania latifolia TURCZ. ✔

Table 11. B section, The plant species that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did not appear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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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구간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 분석

C구간은 대상지의 중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조사지점 및 

조사년도 별 장마 전·후 식물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마 전부터 장마 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강아지풀, 

개밀, 미나리, 부들, 환삼덩굴, 수크렁, 쑥, 마디풀, 갈대, 갈

풀, 바랭이, 익모초, 소리쟁이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

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개밀, 미나리, 

부들, 환삼덩굴, 수크렁, 쑥, 마디풀 등 이며. 2015년에 조사

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개밀, 부들, 환삼덩굴, 수크렁, 쑥, 

마디풀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쑥, 

갈대, 갈풀, 바랭이, 익모초, 소리쟁이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식물종은 강아지풀, 쑥이

며, 2개년 간 생존한 식물종으로는 개밀, 부들, 환삼덩굴, 수

크렁, 마디풀 등이다(Table 12).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

Javan 

Waterdropwort

Oenanthe javanica (BL.) 

DC.
✔

Cat-tail Typha orientalis PRESL ✔ ✔

Wild hop
Humulus japonicus S. et 

Z.
✔ ✔

Chinese 

pennisetum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 ✔

Foremost 

mugwort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PAMPAN.) HARA
✔ ✔ ✔

Knot-grass Polygonum aviculare L. ✔ ✔

Common 

reed

Phragmites communis 

TRIN.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Common 

crab-grass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

Chinese 

motherwort
Leonurus sibiricus L. ✔

Curled dock Rumex crispus L. ✔

Table 12. C section, during the rainy season plant 

survived up to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장마직후 출현하여 장마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강아

지풀, 바랭이, 멍석딸기, 개비름, 돌피, 물억새, 단풍잎돼지풀, 

개망초, 고마리, 가시박, 명아주, 쇠뜨기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바랭

이, 멍석딸기, 개비름, 돌피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

으로는 강아지풀, 바랭이, 멍석딸기, 개비름, 물억새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단풍잎돼지풀, 개

망초, 고마리, 가시박, 명아주, 쇠뜨기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강아지풀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

타난 식물종으로는 바랭이, 멍석딸기 등이다(Table 13).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 ✔

Common 

crab-grass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 ✔

Japanese 

bramble
Rubus parvifolius L. ✔ ✔

Wild blite Amaranthus lividus L. ✔ ✔

Barnyard 

grass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

Amur silver 

grass

Miscanthus sacchariflorus 

BENTH.
✔

Buffalo-weed Ambrosia trifida L. ✔

Annual 

fleabane

Erigeron annuus (L.) 

PERS.
✔

Ditch 

persicaria

Persicaria thunbergii H. 

GROSS
✔

Bur 

cucumber
Sicyos angulatus LINN ✔

Goose-foot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

Horse-tail Equisetum arvense L. ✔

Table 13. C section, The plant species that 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survived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마후 4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식물종

으로는 돌피, 망초, 줄, 청사초, 애기수영, 메꽃, 그령, 새, 달

맞이꽃, 개밀, 갈풀, 익모초, 젓가락나물 등이 장마직후 소멸

하여 장마후 4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돌피, 망초, 줄, 청사초, 애기

수영, 메꽃, 그령, 새, 달맞이꽃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

물종으로는 돌피, 망초, 줄, 청사초, 메꽃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돌피, 줄, 개밀, 갈풀, 익모초, 젓가락나

물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돌피, 줄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

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망초, 청사초, 메

꽃 등이다(Table 14).



김점규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18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Barnyard 

grass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 ✔ ✔

Canadian 

horseweed
Erigeron canadensis L. ✔ ✔

Broad-leaved 

rice grass
Zizania latifolia TURCZ. ✔ ✔ ✔

Short-stem 

sedge
Carex breviculmis R. BR. ✔ ✔

Sheep sorrel Rumex acetocella L. ✔

Japanese 

bind-weed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 ✔

Lovegrass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
✔

Shaggy 

arundinella-r

eed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

Evening 

primrose
Oenothera odorata JACQ.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Chinese 

motherwort
Leonurus sibiricus L. ✔

Crowifoot
Ranunculus chinensis 

BUNGE
✔

Table 14. C section, The plant species that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did not appear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2.. 공간적 분포역에 따른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

1) 수생식물역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 분석

수생식물역의 조사지점 및 조사년도 별 장마 전·후 식물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마 전부터 장마 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강아지풀, 

개밀, 미나리, 부들, 환삼덩굴, 수크렁, 갈풀, 애기수영, 그령, 

갈풀, 갈대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에 조사

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개밀, 미나리, 부들, 환삼덩굴, 수

크렁, 갈풀, 애기수영, 그령, 갈풀 등 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개밀, 미나리, 부들, 환삼덩굴, 수크

렁, 갈풀, 애기수영, 그령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

로는 환삼덩굴, 갈대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환삼덩굴이며, 2개

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개밀, 

미나리, 부들, 환삼덩굴, 수크렁, 갈풀, 애기수영, 그령 등이

다(Table 15).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

Javan 

Waterdropwort

Oenanthe javanica (BL.) 

DC.
✔ ✔

Cat-tail Typha orientalis PRESL ✔ ✔

Wild hop
Humulus japonicus S. et 

Z.
✔ ✔ ✔

Chinese 

pennisetum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 ✔

Lovegrass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
✔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Sheep sorrel Rumex acetocella L. ✔ ✔

Common 

reed

Phragmites communis 

TRIN.
✔

Table 15. Water vegetation zone, during the rainy 

season plant survived up to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장마직후 출현하여 장마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새, 

억새, 갈대, 바랭이, 쑥, 쉽사리, 애기똥풀, 골풀, 갈풀, 단풍

잎돼지풀, 강아지풀, 고마리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

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새, 억새, 갈대, 바랭이, 

쑥, 쉽사리, 애기똥풀, 골풀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

으로는 새, 억새, 갈대, 바랭이, 쑥, 쉽사리, 애기똥풀, 갈풀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단풍잎돼지풀, 강아

지풀, 고마리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새, 

억새, 갈대, 바랭이, 쑥, 쉽사리, 애기똥풀 등이다(Table 16).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마후 4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식물종

으로는 망초, 줄, 메꽃, 청사초, 갈풀, 돌피. 익모초, 개밀, 소

리쟁이, 미국나팔꽃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

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망초, 줄, 메꽃, 청사초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망초, 줄, 메꽃, 갈풀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줄, 갈풀, 돌피. 익모초, 개밀, 

소리쟁이, 미국나팔꽃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줄로 조사 분석 되

었으며, 2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망초, 

메꽃, 갈풀 등이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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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Shaggy 

arundinella-reed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 ✔

Amur silver 

grass

Miscanthus sacchariflorus 

BENTH.
✔ ✔

Common 

reed

Phragmites communis 

TRIN.
✔ ✔

Common 

crab-grass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 ✔

Foremost 

mugwort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PAMPAN.) HARA
✔ ✔

Shiny 

Bugleweed

Lycopus ramosissimus 

var. japonicus KITAMURA
✔ ✔

Asian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 ✔

Effusus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Buffalo-weed Ambrosia trifida L. ✔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Ditch 

persicaria

Persicaria thunbergii H. 

GROSS
✔

Table 16. Water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survived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Canadian 

horseweed
Erigeron canadensis L. ✔ ✔

Broad-leaved 

rice grass
Zizania latifolia TURCZ. ✔ ✔ ✔

Japanese 

bind-weed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 ✔

Short-stem 

sedge
Carex breviculmis R. BR.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

Barnyard 

grass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

Chinese 

motherwort
Leonurus sibiricus L.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Curled dock Rumex crispus L. ✔

Ivy-leaved 

morning glory

Ipomoea hederacea 

JACQ.
✔

Table 17. Water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did not appear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2) 정수식물역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 분석

습생식물역의 조사지점 및 조사년도 별 장마 전·후 식물상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마 전부터 장마 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속털개밀, 

환삼덩굴, 바랭이, 마, 갈대, 겨이삭, 갈풀, 골풀, 비수리, 칡, 

쑥, 개밀, 개비름, 메꽃, 개망초, 망초, 미나리, 강아지풀, 쇠

뜨기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

종으로는 속털개밀, 환삼덩굴, 바랭이, 마, 갈대, 겨이삭, 갈

풀, 골풀, 비수리, 칡, 쑥, 개밀, 개비름 등 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속털개밀, 환삼덩굴, 바랭이, 마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환삼덩굴, 갈대, 갈풀, 쑥, 메

꽃, 개망초, 망초, 미나리, 강아지풀, 쇠뜨기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

물종은 환삼덩굴이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

종으로는 속털개밀, 바랭이, 갈대, 마, 갈풀, 쑥 등이다(Table 

18).

장마직후 출현하여 장마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갈퀴

덩굴, 억새, 토끼풀, 쑥, 큰까치수영, 갈대, 쇠별꽃, 단풍잎돼

지풀, 고마리, 물억새, 닭의장풀, 가시박, 달맟이꽃 등이 나타

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갈퀴

덩굴, 억새, 토끼풀, 쑥, 큰까치수영 등이며, 2015년에 조사

된 식물종으로는 갈퀴덩굴, 억새, 토끼풀, 갈대, 쇠별꽃 등이

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단풍잎돼지풀, 고마리, 물

억새, 닭의장풀, 가시박, 달맟이꽃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갈퀴덩굴, 억새, 토끼풀 등이다(Table 

19).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마후 4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식물종

으로는 참새귀리, 둥근잎유홍초, 박주가리, 애기똥풀, 실새풀, 

개밀, 비름, 속속이풀, 루드베키아, 미국나팔꽃, 개비름, 속털

개밀, 돌피, 줄, 갈풀, 골풀, 뚝새풀, 젓가락나물, 마디풀, 털

개구리, 청사초, 개기장, 수까치께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참새귀리, 둥근잎유

홍초, 박주가리, 애기똥풀, 실새풀, 개밀, 비름, 속속이풀 등

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참새귀리, 둥근잎유홍

초, 박주가리, 애기똥풀, 실새풀, 루드베키아, 미국나팔꽃 등

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비름, 개비름, 속털개

밀, 돌피, 줄, 갈풀, 골풀, 뚝새풀, 젓가락나물, 마디풀, 털개

구리, 청사초, 개기장, 수까치께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

년, 2017년 3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참새귀리, 둥근잎유홍초, 박주가리, 애기똥풀, 

실새풀, 비름 등이다(Ta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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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Ciliate 

wheatgrass

Agropyron ciliare (TRIN.) 

FR.
✔ ✔

Wild hop
Humulus japonicus S. et 

Z.
✔ ✔ ✔

Common 

crab-grass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 ✔

Chinese yam Dioscorea batatas DECNE. ✔ ✔

Common reed
Phragmites communis 

TRIN.
✔

Bent grass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

Effusus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
✔

Chinese 

bush-clover

Lespedeza cuneata G. 

DON
✔

Kudzu vine
Pueraria thunbergiana 

BENTH.
✔

Foremost 

mugwort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PAMPAN.) HARA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

Wild blite Leonurus sibiricus L. ✔

Japanese 

bind-weed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

Annual 

fleabane

Erigeron annuus (L.) 

PERS.
✔

Canadian 

horseweed
Erigeron canadensis L. ✔

Javan 

Waterdropwort

Oenanthe javanica (BL.) 

DC.
✔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Horse-tail Equisetum arvense L. ✔

Table 18. Wetland vegetation zone, during the rainy 

season plant survived up to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False cleavers Galium spurium L. ✔ ✔

Amur silver 

grass

Miscanthus sacchariflorus 

BENTH.
✔ ✔ ✔

White clover Trifolium repens L. ✔ ✔

Foremost 

mugwort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PAMPAN.) HARA
✔

Gooseneck 

loosestrife

Lysimachia clethroides 

DUBY
✔

Table 19. Wetland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survived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Common 

reed

Phragmites communis 

TRIN.
✔

Wasserdarm Stellaria aquatica SCOP. ✔

Buffalo-weed Ambrosia trifida L. ✔

Ditch 

persicaria

Persicaria thunbergii H. 

GROSS
✔

Common 

Dayflower
Commelina communis L. ✔

Bur 

cucumber
Sicyos angulatus LINN ✔

Evening 

primrose
Oenothera odorata JACQ. ✔

Table 19 Continually. Wetland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survived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Fleid brome
Bromus japonicus 

THUNB.
✔ ✔

Star glory
Quamoclit angulata 

BOJER
✔ ✔

Rough 

potato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 ✔

Asian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 ✔

Rough 

reed-grass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Pig-weed
Amaranthus mangostanus 

L.
✔ ✔

Northern marsh 

yellow-cress

Rorippa islandica (OED.) 

BORB.
✔

Cone flower Rudbeckia hirta L. ✔

Ivy-leaved 

morning glory

Ipomoea hederacea 

JACQ.
✔

Wild blite Amaranthus lividus L. ✔

Ciliate 

wheatgrass

Agropyron ciliare (TRIN.) 

FR.
✔

Barnyard 

grass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

Broad-leaved 

rice grass
Zizania latifolia TURCZ. ✔

Table 20. Wetland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did not appear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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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Effusus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
✔

Shortawn 

fox-tail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

Crowfoot
Ranunculus chinensis 

BUNGE
✔

Knot-grass Polygonum aviculare L. ✔

Canto 

buttercup

Ranunculus cantoniensis 

DC. 
✔

Short-stem 

sedge
Carex breviculmis R. BR. ✔

Panicum 

bisulcatum

Panicum bisulcatum 

THUNB.
✔

Tomentose 

corchoropsis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

Table 20 Continually. Wetland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did not appear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3) 하원식물역 장마 전·후 식물상 변화 분석

하원식물역의 조사지점 및 조사년도 별 장마 전·후 식물상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마 전부터 장마 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쑥, 질경

이, 젓가락나물, 환삼덩굴, 바랭이, 마디풀, 강아지풀, 개밀, 

소리쟁이, 비수리, 개기장, 갈풀, 망초, 개망초, 애기똥풀 등

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

는 쑥, 질경이, 젓가락나물, 환삼덩굴, 바랭이, 마디풀, 개밀 

등 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쑥, 질경이, 젓가락

나물, 환삼덩굴, 바랭이, 마디풀, 강아지풀, 소리쟁이, 비수리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쑥, 질경이, 바랭이, 

마디풀, 강아지풀, 개기장, 갈풀, 망초, 개망초, 애기똥풀 등

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

로 나타난 식물종은 쑥, 질경이, 환삼덩굴이며, 2개년 간 생

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젓가락나물, 마디풀, 강아

지풀 등이다(Table 21).

장마직후 출현하여 장마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은 눈괴

불주머니, 조록싸리, 수까치께, 줄, 갈퀴덩굴, 억새, 돌피, 갈

대, 미국개기장, 비수리, 새, 갈풀, 멍석딸기, 방동사니, 새모

래덩굴, 비름, 개비름, 달맞아꽃, 명이주, 가시상추, 차풀, 새

팥, 괴뜨기, 둥근잎유홍초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눈괴불주머니, 조록싸리, 수

까치께, 줄, 갈퀴덩굴, 억새, 돌피, 갈대, 미구개기장, 비수리, 

새, 갈풀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눈괴불주머

니, 조록싸리, 수까치께, 줄, 갈퀴덩굴, 억새, 돌피, 방동사니, 

새모래덩굴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갈대, 비

름, 개비름, 달맞아꽃, 명이주, 가시상추, 차풀, 새팥, 괴뜨기, 

둥근잎유홍초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눈

괴불주머니, 조록싸리, 수까치께, 줄, 갈퀴덩굴, 억새, 돌피, 

갈대 등이다(Table 22).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마후 4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식물종

으로는 냉이, 애기수영, 미국나팔꽃, 개솔새, 겨이삭, 달맞아

꽃, 청사초, 그령, 질경이, 젓가락나물, 마, 새모래덩굴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13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냉이, 애기수영, 미국나팔꽃, 개솔새, 겨이삭, 달맞아꽃, 청사

초, 그령 등이며, 2015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냉이, 애기

수영, 미국나팔꽃, 개솔새, 겨이삭, 달맞이꽃, 청사초 등이다. 

2017년에 조사된 식물종으로는 청사초, 그령, 질경이, 젓가락

나물, 마, 새모래덩굴 등이다. 특히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은 청사초로 조사 분

석 되었으며, 2개년 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 식물종으로는 

냉이, 애기수영, 미국나팔꽃, 개솔새, 겨이삭, 달맞아꽃, 그령 

등이다(Table 23).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Foremost 

mugwort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PAMPAN.) HARA
✔ ✔ ✔

Great 

plantain
Plantago asiatica L. ✔ ✔ ✔

Crowfoot
Ranunculus chinensis 

BUNGE
✔ ✔

Wild hop Humulus japonicus S. et Z. ✔ ✔ ✔

Common 

crab-grass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 ✔ ✔

Knot-grass Polygonum aviculare L. ✔ ✔

Green 

bristlegrass
Setaria viridis (L.) BEAUV. ✔ ✔

Tsukushi 

wheatgrass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OHWI
✔

Curled dock Rumex crispus L. ✔

Chinese 

bush-clover

Lespedeza cuneata G. 

DON
✔

Panicum 

bisulcatum

Panicum bisulcatum 

THUNB.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Table 21. Forest vegetation zone, during the rainy 

season plant survived up to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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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Canadian 

horseweed
Erigeron canadensis L. ✔

Annual 

fleabane

Erigeron annuus (L.) 

PERS.
✔

Asian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

Table 21 Continually. Forest vegetation zone, during 

the rainy season plant survived up to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Prostrate 

corydalis

Corydalis ochotensis 

TURCZ.
✔ ✔

Korean 

lespedeza

Lespedeza maximowiczii 

SCHNEID.
✔ ✔

Tomentose 

corchoropsis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 ✔

Broad-leaved 

rice grass
Zizania latifolia TURCZ. ✔ ✔

False cleavers Galium spurium L. ✔ ✔

Amur silver 

grass

Miscanthus sacchariflorus 

BENTH.
✔ ✔

Barnyard grass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 ✔

Common reed
Phragmites communis 

TRIN.
✔ ✔

Panicum 

bisulcatum

Panicum dichotomiflorum 

MICHX.
✔

Chinese 

bush-clover

Lespedeza cuneata G. 

DON
✔

Shaggy 

arundinella-reed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

Reed-grass Phalaris arundinacea L. ✔

Japanese 

bramble
Rubus parvifolius L. ✔

Asian Flatsedge Cyperus amuricus MAX. ✔

Aslatic 

moonseed

Menispermum dauricum 

DC.
✔

Pig-weed
Amaranthus mangostanus 

L.
✔

Wild blite Amaranthus lividus L. ✔

Evening 

primrose
Oenothera odorata JACQ. ✔

Goose-foot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

Table 22. Forest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survived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Prickly 

lettuce
Lactuca scariola L. ✔

Senna
Cassia mimosoides var. 

nomame MAKINO
✔

Wild 

red-bean

Phaseolus nipponensis 

OHWI
✔

Horse-tail Equisetum arvense L. ✔

Star glory
Quamoclit angulata 

BOJER
✔

Table 22 Continually. Forest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survived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Years

2013 2015 2017

Shepherd's 

purse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 ✔

Sheep sorrel Rumex acetocella L. ✔ ✔

Ivy-leaved 

morning glory

Ipomoea hederacea 

JACQ.
✔ ✔

Cymbopogon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HAND-MAZZ.
✔ ✔

Bent grass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 ✔

Evening 

primrose
Oenothera odorata JACQ. ✔ ✔ ✔

Short-stem 

sedge
Carex breviculmis R. BR. ✔ ✔

Lovegrass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
✔ ✔

Great 

plantain
Plantago asiatica L. ✔

Crow-foot
Ranunculus chinensis 

BUNGE
✔

Chinese yam Dioscorea batatas DECNE. ✔

Aslantic 

moonseed

Menispermum dauricum 

DC.
✔

Table 23. Forest vegetation zone, The plant species 

that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the rainy season 

and did not appear until 4 weeks after the rainy 

season

Ⅳ. 결 론

본 연구는 대상하천인 포천천을 대상으로 연구기간(2013

년부터 2017년까지)중 2013년, 2015년, 2017년에 각각의 장

마기간을 선정하여 장마 전·후의 식물상 변화를 조사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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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후 생존, 출현, 소멸한 식물을 분석하여 도시하천의 장

마에 적합한 식물종과 부적합한 식물종을 선정 하였다. 특히 

적합한 식물종은 3년간 조사 분석된 자료에 따라 장마 전부

터 장마 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과 장마직후 출현하여 장마 

후 4주까지 생존한 식물종 중 2개년 이상 생존, 출현한 식물

종을 기준으로 장마에 적합한 식물종으로 선정 하였으며, 3

년간 조사 분석된 자료에 따라 장마직후 소멸하여 장마후 4

주까지 출현하지 않은 식물종 중 2개년 이상 출현하지 않은 

식물종을 기준으로 장마에 부적합한 식물종으로 선정 하였

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상지의 구간별, 공간적 분포 역 별 

장마에 적합한 식물종과 부적합한 식물종을 제안 하였다.

1) 구간별 장마에 적합한 식물종 

A구간은 대상지의 상류구간으로 A구간에 적합한 식물종

으로는 쑥, 갈풀, 속털개밀, 질경이, 겨이삭, 개밀, 젓가락나

물, 눈괴불주머니, 갈퀴덩굴 등 이다. B구간은 대상지의 중류 

구간으로 B구간에 적합한 식물종으로는 쑥, 갈대, 강아지풀, 

겨이삭, 개밀, 마, 물억새, 비수리 등이다. C구간은 대상지의 

하류 구간으로 C구간에 적합한 식물종으로는 쑥, 강아지풀, 

개밀, 미나리, 부들, 마디풀, 바랭이, 수크렁, 멍석딸기, 개비

름 등이다.

2) 구간별 장마에 부적합한 식물

A구간은 대상지의 상류구간으로 A구간에 부적합한 식물

종으로는 참새귀리, 뚝새풀, 둥근잎유홍초 등이다. B구간은 

대상지의 중류구간으로 B구간에 부적합한 식물종으로는 속털

개밀, 청사초, 미국나팔꽃, 비수리 등이다. C구간은 대상지의 

하류구간으로 C구간에 부적합한 식물종으로는 돌피, 청사초, 

망초, 줄, 메꽃 등이다. 

3) 공간적 분포역 별 장마에 적합한 식물종

수생식물역에 적합한 식물종으로는 강아지풀, 개밀, 미나

리, 부들, 수크령, 그령, 애기수영, 새, 물억새, 갈대, 바랭이, 

쑥, 쉽사리, 애기똥풀 등이다. 정수식물역에 적합한 식물종은 

물억새, 속털개밀, 바랭이, 마, 겨이삭, 갈풀, 쑥, 갈퀴덩굴, 

물억새, 토끼풀 등이다. 하원식물역에 적합한 식물종은 쑥, 

질경이, 바랭이, 젓가락나물, 마디풀, 강아지풀, 눈괴불주머니, 

조록싸리, 줄, 갈퀴덩굴, 물억새, 돌피, 갈대 등이다. 

4) 공간적 분포역 별 장마에 부 적합한 식물종 

수생식물역에 부적합한 식물종으로는 줄, 망초, 메꽃, 갈풀 

등이다. 정수식물역에 부적합한 식물종으로는 참새귀리, 둥근

잎유홍초, 박주가리, 애기똥풀, 실새풀, 비름 등이다. 하원식

물역에 부적한 식물종으로는 달맞아꽃, 냉이, 애기수영, 개솔

새, 겨이삭, 청사초, 그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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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a conclusion on the components of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cities with poor environmental surroundings and verify the impact of the application in terms of the nature environmental regene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system of the city organically circulates with its substances or energies, which results in requiring the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so that the city itself can operate like ecosystem. Second, 28 factors have been confirmed from the result 

of professional FGI based on the objective data including Co2 reduction rate, cost savings, and components for urban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studied from previous researches. The factors were categorized as the means of applying green system and water system, the 

means of creating environment for low consumption on nature energy regeneration and energy, and the means of building new traffic system. 

Third, approximately 3,315.549t of CO₂could be reduced on yearly basis if the factors based on FGI could be applied, which includes ‘rooftop 

vegetation’, ‘wall vegetation’, ‘water permeability packaging’, ‘small rivers’, ‘excellent storage tank’, and ‘utilizing new generation energy’. If 

all factors derived from this research could take effect, it is considered that there could be a greater impact in terms of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effect than all existing specifications of the research, with health improvement, reducing waste water and microclimate improvement.

This research has its significant meaning in a way that it has derived the factor components of urban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Garosu-gil, the commercial district that is active in it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and 

in a way that this idea can be applied to futur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with operational expectation effect from academic 

significance by calculating Co2 reduction and absorption. It had not, however, suggested the result of synergy impact that can 

be created from different component factors, which future researches can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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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 세계 3% 인구만이 도시에 거주했

지만 유엔(UN)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인구의 54.5%가 

도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 세계 도시 중 1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는 512개이며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는 31개다. 즉, 이제 도시화(urbanization)는 국제사회에 있

는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에드워드 글레

이저(Edward Graiser, 2012)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균

적으로 어떤 국가의 도시 인구 비중이 10% 늘면 그 나라의 

1인당 생산성은 30% 커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이

러한 발전과 성장은 더 이상 인류에게 혜택만을 주지 않는다.

산업사회부터 시작된 도시의 발전은 석탄 에너지의 사용

과 함께 하였다.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도시는 자연을 제거

하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도시로 변하였다. 

도시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환경적 피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

각해지고 있다. 특히, 도시 중심부의 개발이 잘 되어진 활성

화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외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기후변화, 열섬현상, 도시홍수, 생물종다양성 감소 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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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ntents Region

Low utilization and low 
development area

An area of economic potential
; Laege scape of Brownfields, Key Infrastructure etc.

Seoul Station, Changdong and Sanggye area, Kwangwundae 
Station, Sangam-Searcheon area Yeongdong MICE

A depressed and backward 
industrial(commerce) area

Area for the support of the city's industries 
and revitalization in old industrial complex

Seun Shopping Center, Janganpyeong area,
South West Valley

Specialized in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rea

Areas that need to be rehabilitated by creating a reginal indentity 
through the modern industrial heritag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etc.

7 areas including Sejong Street, Mapo Oil Storage Station 
Dangin-ri Power Station, Donuimun History Culture park

Old house area
Areas requiring gradual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the Urban 
Regeneration Priority Regions and the Seoul First Pilot Project 

12 Areas including Changshin approval, Baeksa Village, 
Liberation Village, Seongsu-dong,, Amsa-dong

Table 1.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tes in 2025 Seoul

경 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생태 등에 기반을 둔 재생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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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b; Lee and Lee, 2015; Cho, 2009; Choi,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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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들은 도시 환경 문제의 개별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

략제시와 지표설정, 해외 사례연구를 통한 방향 제시만을 위

주로 하고 있어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

적인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재생방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도시를 자연과 하나의 시스템임을 강

조해 도시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이 순환되어 도시의 생태적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Kand and Cho, 2017; Kim and Cho, 2017; Lee and 

Cho, 2017)이 이에 속한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의 자연환경재생

을 위한 대상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업의 대상지가 근린

생활 중심지역, 경제활성화 지역, 물리적 쇠퇴지역에만 국한되

어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전 세계가 자연환경의 재생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재생

까지도 도시재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

리나라는 자연환경 구성요소의 재생 즉, 자연의 작동 시스템 

구축에 의한 도시환경 재생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실질

적으로 물리적, 경제적으로 쇠퇴된 도시들 보다 에너지소비가 

많고, 열섬현상이나 도심홍수에 취약한 경제나 사회 문화 등

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진 도심부는 재생사업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어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 인구 1,000만 이상이 상주하는 메가시티로서 역할

을 하며 수도권을 포함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서울

을 오가며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강남을 비롯해 여의

도, 용산, 종로 등 도심권은 상업시설과 의료, 금융 등 업무시

설이 집적되어 있는 중심지로서 서울시에서도 경제·사회·문화

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홍대 젊음의 거리, 연남동 경

의선숲길공원 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 메인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이태원 경리단길, 가로수길 등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가로로 매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가로수길 일대는 에너지소비가 높은 대

형건물과 상업시설이 집적되어 있으며, 교통통행량이 많고 주변 

지역에 공원이 없어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가 활

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잘 개발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도

시 자연환경재생 요소를 도출하고, 이 요소들을 적용하여 얼

마만큼의 환경재생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향후 도시 자연

환경재생 가이드라인 제시의 기초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Ⅱ. 이론고찰

1.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 자연재생의 한계

2013년 이전까지 도시재생 사업법은 단위사업 목표 중심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체제로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업법

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지

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13녀 11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물리·환경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

체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im and Jung, 

2017).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들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였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시

재생 우선추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크게 ‘저이용·저개발 중

심지역’,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

역’, ‘노후 주거지역’ 등으로 분류된다(Table 1 참조). 저이용·

저개발 중심지역애는 대규모 이전적지, 핵심기반시설 보유 

지역 등 경제거점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서울역, 

창동·상계 일대, 광운대역 일대, 상암·수색 일대, 영동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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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된다.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은 세운상가 일대와 

장안평 일대 등 도심산업의 지원과 노후산업단지의 재활성화

를 위한 지역이 해당된다.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으로는 세

종대로 일대, 마포석유비축기지 일대, 당인리 발전소 일대,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등 7개 지역이 해당되며, 근대산업유산, 

역사문화자원 등 명소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회복을 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 주거지역은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서울형 재생시범사업과 더불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주

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성수동, 해방촌 일대, 암사동 

등 1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시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물리적 구조물

의 개선과 경제·사회·문화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열섬현

상, 도시홍수 등과 같은 도시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 녹생성장, 탄소제로 등의 환경과 경제에 대

한 이론적, 정책적 화두는 계속되고 있다(Kim and Cho, 

2017). 도시화와 직결된 환경문제로 계속되는 한파와 이른 무

더위 등의 기상이변현상과 더불어 도시열섬, 도시홍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아홉 번

째로 많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2).

2008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

면서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등 도시 자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녹색성장정책 

포럼 출범(‘08,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국무총리실, 

‘08. 9월),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09, 1월) 등을 비롯

해 수많은 정부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2009년,「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

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노력, 국민 인식전환

과 참여 및 실천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 관련 법안들은 개별적

으로 시행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와 미

국 등 선진 국가들은 도시재생정책에 녹색정책을 포함시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재생사업

의 기본개념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우리나라는 물리

적, 경제적으로 쇠퇴된 도시들 보다 경제, 사회, 문화가 활성

화 되어 있는 도심이 더욱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시재생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도시재생정책에 자연환경재생을 위한 정책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우리 환경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구체적 해

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도시 자연환경재생 요소 고찰

1) 생명경관도시와 도시 자연환경재생 

약 35억 년 전부터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기 시작한 모든 유

기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는 자연 자체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언제나 순환되고 재생되며 균형을 이룬다

(Cho, 2016). 자연경관은 각종 생명이 살아 숨쉬고, 환경과 상

호 작동하는 실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여 스스로를 생

존시킨다. 이것은 생태계의 항상성 유지기능(homeostasis)과 같

은 자연의 작동 원리가 있기에 가능하다. 외부 자극에 의하여 

변형이 일어난 생태계는 내부에서 작동하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순환·재생에 의해 외부 환경 변화에 스스로 적응·진화하며 원상

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여 자연의 항등성을 유지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또한 내부에 자연이 존재할 뿐

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시가 광대한 자연환경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Timothy Beatley, and S. C. Lee, 2013). 

도시 속의 자연은 더 이상 자원을 채취하고 훼손하는 곳이 아

니라 자연의 장소로서, 쉼터로 기능하는 가운데 공기·물·정신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 생태계의 회

복을 위해 자연의 힘을 도입함으로서 도시 내의 순환형 신진대

사가 이루어져 생태적 균형을 이루도록 함이 필요하다. Abel 

Wolman의 ‘도시의 신진대사(The Metabolism of Cities)’에

서 처음 사용된 도시 신진대사의 개념은 도시 안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

델이다. 선형적 신진대사(Linear Metabolism)가 주를 이루는 

기존의 도시에서는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되고 사용된 후 바

로 방출되는 ‘생산→소비’의 구조를 보이는 것에 반해, 순환

적 신진대사(Circular Metabolism)는 ‘생산→소비→재사용’의 

순환체계를 완성한다. 이것의 실천을 위해서는 보존-재생-관

리의 3단계 계획이 필요하다. 물질 순환을 통해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살아있는 조직체의 고침과 회복을 통해 병든 도

시를 치유하는 ‘재생’과정을 거치며,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생활양식을 잘 조화시켜 상호보완을 이룩하며 ‘관리’해 나가

2) 2004년 10월 3일 국제에너지기구(IAE)가 공개한 세계 주요에너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는 4억 5155만 톤으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5

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6%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128.9%)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이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국

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는 2020년까지 38%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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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순환적 신진대사 도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Choi, 

Kim, and Oh, 2011; Sim Van der Ryn, 1996).

따라서 도시의 생명경관은 자연 구성요소의 질서를 통해 동

적인 균형을 이루며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진화하게 된다(Kang and Cho, 2017). 생명경관은 기

상, 지질, 수문, 생물이 개별 단위 요소로 스스로 조직화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별단위들은 서로 연결되

어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작동 시

스템은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환

경을 유지하게 하여 도시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명경관도시(BioLandscape Urbanism)는 

도시를 자연, 도시, 사람(문화)을 개별적 환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시의 사람과 문화가 자연생태와 함께 작동하고 유지되

는 생명체로 바라본다. 즉, 도시와 자연을 일체화하는, 도시 경

관에 자연의 작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통섭시키고, 도시가 스스

로 회복·재생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생명

경관도시는 지금까지 출현한 도시환경과 관련된 모든 담론과 

이론, 정책 기조를 수용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기반으

로 21세기 지구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연의 회복

과 재생을 도시적 수준에서 실천하자는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위한 새로운 철학이며 실천수단이다(Cho, 2017a)

2)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고찰

Lee and Cho(2017)는 도시 자연환경재생과 같은 맥락에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탄소저감형 도시재생, 녹색도시재생, 지

속가능한 도시재생,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생태도시 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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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b), Le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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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and Oh(2015), Choi, Kim, and Yang(2012) 등을 고

찰한 결과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를 크게 녹지(Green) · 

물(Water) · 에너지(Energy) · 교통(Transport)등 네 가지 시

스템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와 물, 에너지, 교통 등 요소는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작

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녹지(Green)시스템은 물·에너지·교

통 시스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녹지는 건물, 

부지, 근린에서부터 지역, 도시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적용 가

능하며,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점으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외선을 차단하고, 도시열섬 현상에 대응하

여 도시환경을 시원하게 하는 기능과 이산화탄소 감소는 물

론 폭우로 인한 빗물통제, 생물종다양성 증진의 기능을 한다. 

건축물과 도로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되어 미세먼지를 흡수

하여 대기질을 향상시키고, 단열 효과를 증진시켜 에너지사용

을 절감하기도 한다3). 즉 녹지는 공해를 걸러내고 소음을 줄

이며, 가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미관상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점이 있다(Johnston, 

Jacklyn and John Newton, 1997)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램길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에 

의해 조성된 녹지 또는 녹지중앙분리대 등의 수목은 빗물을 여

과하고, 강우유출수를 저감시킴과 동시에 도시열섬효과를 완화

시키며, 대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

장하며 냉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킴으로서 기후변화

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CNT와 American River(2010)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

서는 그린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 저감, 에너지사용 

저감 등의 편익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Yoon, Hyun, Choi, 

Lee, and Lee(2014), Lee, Lee and Choi(2014), Lee, Choi, 

and Kim(2014) 등은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도입은 도시 

물순환 뿐만 아니라 강우 유출량 저감은 물론 에너지사용 저

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도 녹지, 물,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태양광 도로기술, 압전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로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에너지와 교통을 융·복합 하기위한 민

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로 유휴지나 오픈스페이스는 녹

지와 교통시스템이 복합되어 탄소저감 및 우수유출저감 효과

를 준다. 좀 더 지역적·도시적 스케일에서 바라보면 세계 주

요 대도시에 조성되는 교통인프라 입체화 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교통 인프라의 

재자연화는 21세기 들어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스턴 빅딕 프로젝트(Big Dig Project), 마드리드 M30 프로

젝트, 바로셀로나의 글로리스 지역의 도로지하화 등이 있다. 

특히, 바로셀로나의 글로리스 지역은 150년 간의 교통, 광장, 

공원과 입체화된 교통 등의 아이디어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

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자연이 작동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경부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일부 구

간에 대한 지하화 담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Kang, 

2017), 최근에는 세종대로 일대를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

3) 일반적으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적용할 시 지붕층의 표면온도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있다. 더하여 옥상녹

화는 식생이 무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녹지에 따른 일사의 반사 및 증발산 작용에 의해 미기후완화, 온도저감과 함께 열유량을 낮

추어 단열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름철 건축물의 실내 기온을 1~2℃ 저감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냉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 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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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ion of research site

Classification Park status within 500m Heat wave vulnerability4) Car-free street Selection

Hongdae Youth Street × 3grades △ ×

Gyeongui-Line Forest Park Street ○ 3grades × ×

Apgujeong Rodeo Street ○ 5grades △ ×

Myeongdong Main Street × 1grades ○ ×

Seongsu-dong Cafe Street ○ 3grades × ×

Itaewon Gyeongridan Street ○ 2grades × ×

Sinsa-dong Garosu-gil Road × 5grades × ○

* Source : Researcher production

을 하는 등 도로지하화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듯 도로를 지

하화 함으로써 교통 인프라 입체화를 통해 도시 내 녹지 도

입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를 재자연화 할 수 있다. 도시의 도

로 입체화를 통한 도시의 재자연화는 심리 효과를 통한 범죄 

예방, 수순환, 도시홍수 예방, 생물다양성 증가, 소음저감, 온

실효과, 미세먼지, 게릴라 홍수 방재 등 기후변화 대응, 보행

자 및 자전거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 

프로그램 도입, 도시농업 등을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Ⅲ. 분석의 틀

1. 대상지 선정 기준 및 개요

1) 대상지 선정 기준

본 연구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요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즉, 잘 개발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 자연환경재

생 요소를 도출하고, 이 요소들을 적용하여 얼마만큼의 환경

재생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모집단의 범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이 집약적

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시로 

한다. 둘째, 서울지역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

상지를 상업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상업시설의 특성상 적정온

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설비가 많고, 주변 이용 교통량이 많

아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

이다. 최근 관광객의 방문이 잦고, 서울시의 대표적 상업지역

으로 인지되고 있는 홍대 젊음의 거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

원 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 메인거리, 성수동 카페거

리, 이태원 경리단길, 가로수길 등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셋째, 활성화 지역 중 현장조사를 통해 반경 500m 내 

공원녹지의 유무와 폭염 취약성, 차 없는 거리 시행 등을 비

교하여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한 가로수길을 최종 연구대상지

로 선정하였다(Table 2 참조).

2.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실증 분석

1)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한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위한 

구성요소와 탄소저감율 및 비용절감액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 FGI5)를 실시하여 가로수길에 도입할 수 있

는 최종 분석 항목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FGI는 표적집단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로수길에 도입할 수 있는 도시 자연환

경재생 구성요소를 확정하기 위해 앞서 이론에서 고찰한 구

성요소6)를 기준으로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전문

가그룹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및 현업

에 종사하는 공기업 직원, 공무원, 설계사무소 소장 및 직원 

등 15인을 선정하여 2018년 3월 3일에 실시하였다.

2) 도시 자연환경재생 기대효과 분석 방법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구성요소를 대상지에 적용하여 

재생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 분석은 대상지의 자연환

경재생 이후 저감이 예상되는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이 

때, 대상지의 탄소배출량 산정은 기존 선행연구 또는 가이드

라인, 보고서 등에 제시된 계산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탄소저

감효과와 관련하여 연구된 문헌과 사례 조사를 통해 정리된 

구성요소별 탄소저감량은 Table 3과 같다. 

4)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와 한국일보(2011.7.21)의 조사에 따르면 폭염 취약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강남, 송파, 성북, 노원의 폭

염 취약 등급은 5등급, 영등포, 동대문 4등급, 마포, 서대문, 서초, 동작, 관악, 광진, 중랑이 3등급, 용산, 강서, 양천, 구로, 은평, 성동, 

도봉, 강동이 2등급, 중구, 종로, 강북, 금천이 1등급이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갈수록 취약 정도가 높아지며, 위 결과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수와 도시민감도(도로면적, 인구밀도 등)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 평가되었다.

5) 초점집단면접법이라고도 하는 전문가 표적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은 정성적 조사의 한 가지 방법으로 5~6명 이

상의 전문가가 비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구조화된 설문지 없이 비공식적

으로 수행되는 인터뷰로서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청취능력, 응답자 발언에 이은 탐사질문 능력이 요구된다.

6) 본 연구 이전에 선행된 Lee and Cho(2017)의 연구 108p에 수록된 Table 6을 전문가 표적집단 면접 지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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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rbon reduction and absorption effects for Green, Water, Energy and Transport components

Classification
Componenets EUrban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Effects

G W E T

● ● Park
� Increasing of Urban park by 10~30% : 0.1~0.3% Reduction in total carbon emission

� About 0.1~0.2kgCO₂ Absorption/1㎡ increasing / Eco-park 0.91kgCO₂ Absorption/1㎡

● ● Roof garden, roof greening � Green Area Based on Roof garden : About 0.826kgCO₂ Absorption/1㎡

● ● Green wall � About 0.11kgCO₂ Reduction/1㎡

● ● Roadside trees � About 34.60kgCO₂ Reduction/A tree

● ● ● Permeable Pavement � About 0.27kgCO₂ Reduction/1㎡

● Urban stream � About 0.25kgCO₂ Reduction/1㎡

● ●
Recycling of Rainwater 
and Reusable wastewater

� Heavy&Rainwater Recycling(1ton) : Saving 0.32kWh Electric energy → About 0.14kgCO₂Reduction

● ● Water storage tank � About 0.1kgCO₂ Reduction/1㎡

● Solar panel � About 312.4kgCO₂ Reduction/1㎡

● Energy-Saving Buildings
� Change the light to LED in Multipurpose Building(1 House) : About 0.95tCO₂ Reduction

� Passive House(32Pyeong) : About 1192.95kgCO₂ Reduction

● ● ● Wind path
� Build the Wind path : Reduction 0.1~0.3% of Total city carbon emissions

� Wind Corridor : About 0.25kgCO₂ Reduction/1㎡

● Eco-Friendly Material � Using the Eco-friendly Concrete(Compared to general concrete) : About 79kgCO₂Reduction

● ●
Energy-Saving 

Transportation

� CNG Bus(Compared to General Diesel Bus) : 20~30% Carbon Reduction

� The hybrid vehicle has a share of more than 5 % : About 33,798tonCO₂  Reduction

● ● Activating use of bicycles
� The Bicycle Sharing rate increase by 5% : Transportation Department by 5 % Carbon Emission Reduction

� Bicycle Road : About 0.25kgCO₂ Reduction/1㎡

● ● ●
Improvement of walking 

environment

� 5 % Reduction in Car Usage by improvement of Walking Environment : Transportation 

Department by 5 % Carbon Emission Reduction

� Green Pedestrian road : About 2.45kgCO₂ Reduction/1㎡

● ● Reduction in car usage � Reduction of Car usage rate 5~15% : 1~3% Reduction in total carbon emission

* Source : Song and Choi(2010), Hong et al.(2010), Lee and Lee(2011a), Lee(2012), Seo and Lee(2013), Park(2011), Park(2009) Reconfiguration

Ⅳ.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실증 분석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1) 대상지 개요

신사동 가로수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며 지

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2차선 

은행나무길 거리를 뜻한다. 가로수길은 길이 680m의 상업가로이

며, 주변 일대 규모는 약 11만㎡이다. 과거 가로수길은 홍대와 

더불어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럽풍의 서구 문화를 향유할 수 있

는 정체성을 갖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현재 가로수길은 메인거리

를 따라 패션 대기업들과 대형 브랜드 커피전문점, 각종 쇼룸 등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 공식 애플스토어

가 가로수길 메인거리에 문을 열게 되면서 트렌드의 중심지로 

다시 한 번 재조명되고 있지만 가로수길 만의 정체성을 잃었다

는 평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메인 

거리에 위차하고, 뒤쪽 세로수길과 나로수길, 다로수길 등에 새

롭게 편집숍과 아기자기한 카페, 음식점, 바(bar) 등이 생겨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이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과거의 사람과 예술이 공존하는 가로수길만의 정체성을 회

복하고자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강남구는 예술을 통해 방문객들

에게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를 발

굴하고 있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가로

수길 일대를 문화예술 거리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외교적 

이슈로 줄어들었던 중국인 관광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높은 글로벌 관광명소다(Figure 2 참조). 

Figure 2. Resear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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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현황

가로수길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녹지율은 매

우 낮다. 특히 대상지에는 가로수 정도가 녹지공간이 전부라 

볼 수 있다. 대상지 내부에는 6~8m 간격으로 30년 이상 된 

은행나무 138그루가 식재되어 있지만, 이 외 녹지공간은 전

무하며 세로수길 및 주변 주택지로 침투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Figure 3 참조). 

이는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지 일대 바닥포장

이 거의 90% 이상 불투수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대상지 내 녹지에 의한 저류 및 침

투기능이 약하며, 우수의 흐름을 늦춰줄 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로수길의 우수 흐름은 주변 주택지보다 상대적으

로 레벨(level)이 낮은 가로수길 중심가로(main road)로 향하

고 있으며, 이것이 북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유입된다. 가로수

길에서 특히 우수가 많이 모이는 지점은 지적도에 따라 도산

대로에 면한 지점에서부터 1/3 지점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하여 가로수길의 대부분 건물 역시 콘크리트로 지어졌

으며, 아스팔트 도로와 함께 태양광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Figure 5 참조). 다시 말해 바닥 및 도로의 포장과 건축물 

파사드(facade)가 열을 흡수하거나 차단할 수 없어 열섬현상

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로수길은 주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가운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인 제2종일

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로변에 면한 일부 소블럭

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상지 일대로는 총 28개의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가로수길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은 전무하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선 수가 적은 편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가로수길 내 공영주차장은 지

하1~3층의 200여대 주차가 가능한 신구초등학교 주차장이 

있다. 그 밖의 주차는 주로 발렛파킹(Valet Parking)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로수길 중심거리 양측의 갓길 및 건물 

사이의 빈 공간에 주차를 하거나 건물 내 주차타워를 이용하

고 있다(Figure 6 참조). 불법 주차와 갓길 주차로 인한 왕복

2차로 도로는 이용객들의 보행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보차혼용 도로 역시 차량 위주의 도로로 보행자들이 불편함

과 위험함을 느끼게 한다(Figure 7,8 참조). 

가로수길 중심거리에는 약 700개의 상점들이 존재한다. 

음식점이 44.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 화장품, 잡화 등의 소매점이 21.7%를 차지한다.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2017)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업

시설은 주로 여름 철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하

고 영업을 하는 등 과도한 냉난방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60% 이상이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

화에 대한 교육 경험이 전혀 없고, 55%가 매장 내 에너지 

관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즉, 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은 

주거, 업무 등 타(他)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과소

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지 현황을 종합하면, 대상지는 녹지의 부족과 콘크리

트, 아스팔트 등 불투수포장으로 인한 태양광 노출이 많으며,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차혼용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탄소배출량 또한 높은 것이 가장 심각

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즉, 가로수길은 경제·사회·문화의 

활성화 지역인 반면, 환경적으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열악한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통해 

가로수길이 자연과 같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ure 3. Green space   Figure 4. Impermeable pavement

Figure 5. Solar energy Figure 6. Parking area

Figure 7. Park on the shoulder Figure 8. Mixed Traffic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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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적용

1) 적용 가능한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도출

가로수길에 도입 가능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 종합한 내용을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Job Professional field Career Etc.

Public officer The whole process 21 years ↑ PH.D., Professional 
Engineers

Public officer The whole process 21 years ↑ PH.D.

Engineering Planning & Design 21 years ↑
PH.D., Professional 

Engineers

Professor Planning & Design 15 years PH.D.

Professor Planning & Design 21 years ↑ PH.D.

Researcher Planning & Design 10 years PH.D.

Professor Planning & Design 21 years ↑ PH.D.

Researcher Planning & Design 8 years PH.D.

Designer Planning & Design 21 years ↑ Professional Engineers

Engineering Planning & Design 21 years ↑ PH.D., Professional 
Engineers

Designer Planning & Design 
/ Construction

17 years PH.D.

Researcher Construction 15 years PH.D.

Professor Construction 18 years PH.D.

Researcher Construction 21 years ↑
PH.D., Professional 

Engineers

Researcher Construction 13 years PH.D.

Table 4. FGI Participation status

Table 4와 같이 총 15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였고, 대상지에 

도입 가능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를 도출 최종합의방법은 

FGI참석자들의 단일합의에 의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 

두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는 선행연구

로부터 정리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중 가로수길에 도입 가

능한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이었다.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정확

한 파악이 어려운 구성요소들은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에 의거

하여 현업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두 번째 단계

는 제시된 인터뷰 가이드라인 외에 추가할 구성요소들이 있는

지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 단계에서 공무원과 엔

지니어링, 설계사의 입장과 연구원 및 교수의 입장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무원, 엔지니어링, 설계사는 현

업에 종사하며 실제 시공까지 연결되는 직업군으로 현(現) 시

점에서 실현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연구원 및 교수의 직업군은 이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에

서 접근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도입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법제나 시민의 인식 변화 등의 사회적 관심과 여건의 변

화에 따른 미래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 시점과 향후 

조성가능한 요소를 종합하여 가로수길에 도입 가능한 자연환

경재생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옥상정원’, ‘벽면녹

화’, ‘지붕녹화’, ‘빗물정원·침투저류지’, ‘포켓가든’, ‘커뮤니티

가든’, ‘투수성포장’, ‘침투통·지하저류조’, ‘월파운틴’, ‘가로수’, 

‘연결녹지·연석식생지·통로화단’, ‘기후디자인’, ‘태양열 및 태양

광 발전’, ‘우수 및 중수 활용’, ‘친환경·재활용 자재활용’, ‘고

효율 설비·외피 시스템’, ‘압전소자 활용’, ‘백색지붕’, ‘식물재

배화분·침투화분’, ‘침투트랜치·침투도랑·침투측구’, ‘식생수로’, 

‘단거리교통시스템’, ‘차없는거리’, ‘대중교통노선 정비·환승시

스템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정비’, ‘친환경 주차계획’,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 등 총 28

가지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인터뷰 요소들 중 ‘도시공원’, ‘도시 숲’, ‘비오톱’, ‘생태연

못’, ‘완충녹지’, ‘녹지중앙분리대’, ‘워터프론트’, ‘수목여과박

스’, ‘식생여과대’, ‘모래여과장치’, ‘빗물연못’, ‘인공습지’, ‘유수

지’, ‘미기후를 고려한 단지배치’, ‘블루네트워크’, ‘바람길’, ‘카

쉐어링’, ‘도로지하화’는 제외되었다.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요소가 대부분이며, ‘도시공원’과 ‘워터프론

트’, ‘단지배치’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가로수길이라는 지역 

특성상 내부 도로의 면적과 위치 등의 한계에 따라 ‘녹지중앙

분리대’, ‘카쉐어링’ 등이 제외되어 최종 지표가 도출되었다.

Sys
tem Planning components

Res
ults

G
r
e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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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Garden ○

Bio swale △

Permeable Pavement ○

Underground storage tanks, Infiltration detention pond ○

Infiltration pot ○

Community Garden, Urban kitchen garden,  Ecological 
Playground etc.

△

Roadside trees, Connected green space ○

Pocket Garden ○

W
a
t
e
r

Bioretention, Bio swale, Wall fountain △

Rain Garden ○

Green-roof, Green-wall ○

Infiltration pot, Plant pot, Curbside vegetation 
ground, Passage flower bed

○

Infiltration ditch, Infiltration flank, Infiltration gutter ○

Infiltration detention pond, Infiltration tank ○

Permeable Pavement ○

E
n
e
r
g
y

Underground storage tank(Rainwater storage tank) ○

white roof ○

Solar Thermal an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

Recycling of Rainwater and Reusable wastewater ○

Climate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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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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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roduction of utilizing piezoelectric elements ○

T
r
a
n
s
p
o
r
t

Promoting low-pollution public transport ○

Introduction of short-distance traffic system/Shuttle ○

Readjustment of Public Transit Route and 
Establishment of Transfer System

○

Introduction of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 energy saving transportation vehicles

○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Smoke reduction de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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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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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free street, Traffic regulation method ○

Table 5. FGI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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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출된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적용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28가지의 구성요소는 그린과 물

시스템을 복합화하여 도입하는 방안과, 자연에너지 재생 및 

에너지 저소비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종합 될 수 있었다(Figure 9, 10 참조).

Figure 9. Introduction Planning diagram(1:2500)

Figure 10. Introduction section diagram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빗물정원’ 및 ‘침투저류지’, ‘식생

수로’, ‘투수성포장’, ‘월파운틴’, ‘저류통’ 및 ‘지하저류조’를 

네트워킹한 순환시스템이 첫 번째 방안이다. 전문가 모두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이 시스템은 물을 순환시킴과 동시에 녹

지로 인해 탄소흡수, 미세먼지 흡착 등의 기능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모

든 건축물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상 

‘옥상녹화’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벽면녹

화’와 ‘월파운틴’을 위한 공간의 유무, ‘빗물정원’과 ‘식생수

로’의 형태, ‘저류통’과 ‘지하저류조’의 배치 및 조성 등이 이

것에 해당한다. ‘옥상녹화’는 하중이 버틸 수 있는 정도에 따

라 수목의 식재량을 조정하고, 단순히 옥상에 잔디나 잡풀만 

자라게 하여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벽면녹

화’는 ‘식물재배화분’ 또는 ‘침투화분’을 테라스에 배치하거나 

창가에 부착하는 기법만으로도 탄소저감 및 우수유출저감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하였다. ‘월파운틴’은 

인터뷰를 위한 서류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몇몇 전문

가들의 의견으로 추가 제시된 요소이다. 아직은 현실 가능성

이 희박한 요소이지만 유럽의 선진 사례에 빗대어 보면, 특

히 여름철 도시 미기후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향후 도

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하여 ‘빗물정원’과 

‘식생수로’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수단과 

위치에 대한 문제로 ‘침투트랜치·침투도랑·침투측구’와 같은 

형태가 ‘빗물정원’과 만나 곧 ‘식생수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연결녹지·연석식생지·통로화단’이 곧 ‘빗물정원’이 될 수 있

다는 것이었다. 가로수의 하부를 다층식재 된 녹지 공간 또

는 화단을 계획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저류통’의 경우 옥상

에 조성할 경우 녹지와 연계시킬 수 있으며, 건물의 재건축

시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연에너지 재생 및 에너지 저소비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은 ‘기후디자인’,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 ‘우수 및 중수 활

용’, ‘친환경·재활용 자재활용’, ‘고효율 설비·외피 시스템’, ‘압

전소자 활용’, ‘백색지붕’을 활용한 방안이다. 하루 일조량이 

동절기에도 평균 4시간 이상인 건축물에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할 수 있

다. ‘우수와 중수를 재활용’하여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건축물에 ‘고효율 에너지 설비’ 또는 빛을 반

사시키는 ‘외피’ 등을 부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 때, 건축물의 특색을 살려 가로수길지`역이 새로운 정

체성을 갖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경관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상용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험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압전보도 및 압전도로

도 제시되었다. 압전재료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 또는 도로의 방지턱 등에 설치하여 효율을 높이고, 이것

을 축전하여 가로수길지역의 가로등을 밝히는데 사용한다면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밖에도 추가 제

시된 요소로 ‘백색지붕’이 있었다. 알비도 값을 낮춰 태양광

을 반사시켜 건축물의 열흡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단거리교통

시스템’, ‘대중교통노선 정비·환승시스템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을 복합하여 셔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수소나 전기

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차량으로 압구정역과 신사역을 순환하

는 셔틀을 마련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택시나 

자가용 이용을 줄여보자는 방안이다. 더하여 명동이나 홍대 등

과 같이 유동적으로 ‘차없는거리’를 조성하여 이벤트 유치와 ‘자

전거 도로로 활용’힐 수 있다고 하였다. 한강과 연계된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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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ected Effect of Urban Natural Environment Regeneration

Components Urban Nature Environment Regeneration Effects Calculation equation
Carbon reduction

1 year standard

Roof garden, roof greening About 0.826kgCO₂ Absorption/1㎡ 14,233.5㎡ X 0.826kgCO₂/㎡ 11.757tCO₂/yr

Green wall About 0.11kgCO₂ Reduction/1㎡ 1,511㎡ X 0.11kgCO₂/㎡ 166.21kgCO₂/yr

Permeable Pavement About 0.27kgCO₂ Reduction/1㎡ 9,147㎡ X 0.27kgCO₂/㎡ 2.47tCO₂/yr

Urban stream About 0.25kgCO₂ Reduction/1㎡ 117.46㎡ X 0.25kgCO₂/㎡ 29.365kgCO₂/yr

Water storage tank About 0.1kgCO₂ Reduction/1㎡ 898.26㎡ X 0.1kgCO₂/㎡ 89.826kgCO₂/yr

Solar panel About 312.4kgCO₂ Reduction/1㎡ 10,566.7㎡ X 312.4kgCO₂/㎡ 3301.037tCO₂/yr

정비’는 가로수길의 새로운 경관을 창조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친환경 주

차계획’,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도 함께 고려하며, 가로수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 더하여 갓길주차 구역 및 건물 주

변 불법주차구역은 보행자를 위한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빗물정원 및 식생수로 등의 조성을 통해 주차로 인한 혼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비용으로 산출했을 때, 그 사업타당

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조성에 필요한 비용

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특히 에

너지와 관련된 토론에서 공무원과 엔지니어링, 설계사의 의견과 

연구원 및 교수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3) 가로수길의 도시 자연환경재생 기대효과 분석

가로수길의 도시 자연환경재생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FGI를 통해 선정된 구성요소들(Table 5) 중 Table 3에 

산출식이 있는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실개천’, 

‘우수저장탱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대상으로 1년 기준 탄

소저감량을 산출하였다.

앞선 고찰과 대상지 현황을 바탕으로 대상지에 태양광 노

출이 많은 콘크리트 건물의 지붕 형태와 구조에 따라 ‘옥상

녹화’가 가능한 건물을 선정하고, 건축물 입면에 창이 없는 

경우 ‘벽면녹화’ 지점으로 하였다. 그 결과 ‘옥상녹화’는 

14,233.5㎡, ‘벽면녹화’는 1511㎡를 설치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건물 사이의 불법 주차구역과 가로수길 메인로드의 

갓길주차 구역을 ‘빗물정원’ 또는 ‘불투수포장’으로 계획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포장’으로 간주하여 기대효과를 산

정하고자 하며, 그 면적은 9,147㎡로 하였다. ‘빗물정원’ 및 

‘불투수포장’을 연결하는 ‘식생수로(실개천)’와 ‘우수저장탱크’

도 제안하였다. ‘식생수로(실개천)’의 폭은 20cm로 하며, 길

이 총 587.3m 에 의해 최종 면적은 117.46㎡가 된다. ‘우수

저장탱크’는 4개소 설치 단면적이 총 898.26㎡이다. 마지막

으로 대상지 건축물의 하루 4시간 이상 일조 가능한 지점을 

택하여 ‘태양집열판을 설치’할 경우 약 10,566.7㎡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구성요소별 탄소저감량을 산출한 결과 ‘옥상녹화’ 약 

11.757tCO₂, ‘벽면녹화’ 약 166.21kgCO₂, ‘투수성포장’ 약 

2.47tCO₂, ‘실개천 조성’ 약 29.365kgCO₂, ‘우수저장탱크’ 

약 89.826kgCO₂, ‘태양집열판 설치’ 약 3301.037tCO₂로 

총 연간 약 3,315.549tCO₂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중 ‘태양집열판 설치’의 탄소저감효

과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벽면녹화’,  ‘우수저장탱크’, ‘실

개천조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얻은 탄소저감량은 단순히 개별 요소

들의 적용에 의한 탄소저감량 총합에 의한 결과임에 한계가 

있다.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시스템은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탄소저감량 산출에 의한 효과 검증은 

자연환경재생의 일부에 해당할 뿐 환경개선에 의한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경관 개선, 범죄 예방, 도시 미기

후 개선 등은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수치화 할 수 있을 뿐 

직접적 효과는 수치화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태양광집열판’,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실개천’, ‘투수성포

장’, ‘우수저장탱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본 연구에서 정량적으로 예측된 수치 외에 광범

위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보다 더 큰 시

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적용할 시 지붕층의 

표면온도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있다. 

더하여 옥상녹화는 식생이 무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녹지

에 따른 일사의 반사 및 증발산 작용에 의해 미기후완화, 온

도저감과 함께 열유량을 낮추어 단열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름철 건축물의 실내 기온을 1~2℃ 저감시키는 역할을 함

으로써 냉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물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도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이용

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가로수길 내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단거리대중교통시스템(Shuttle)을 도입하여 줄일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2008)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교통시

스템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보행이

나 자전거만으로는 통행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동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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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친

환경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하

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악화를 막고, 에너지 위기 또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인 것이다. 이 밖에도 연일 최악의 미세

먼지 농도를 갱신함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연구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과거 일본과 미

국 등에서 소개된 세라믹 기반의 압전발전장치보다 출력이 

5.3배 높은 폴리머 기반 압전발전장치를 개발하여 고속도로

와 일반 국도 등에 실용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체활동으로 새로운 스마트 에너지 하베스팅(Smart Energy 

Harvesting)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더하여 도시에서의 물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도심에 설치되는 수공간은 미기후를 

조절하여 정체된 대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내에 조성된 베히레는 800년 전 화재 예방

과 가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 시점에서는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뜨거워진 땅을 식혀주며 바람길의 

역할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도

시 내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를 도입한 시스템이 모두 적용되

어 작동한다면, 현재 개별적으로 연구된 결과보다 더 큰 효과

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자

연환경재생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자연환경재생 효과를 실제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

행하였고,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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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한 도시 자연환경재생을 위한 

구성요소와 탄소저감율 및 비용절감액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

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한 결과 총 28가지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셋째, 도출된 28가지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3가지의 방

안을 계획하였다. 그린시스템과 물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과, 

자연에너지 재생 및 에너지 저소비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새

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넷째, FGI를 통해 선정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인 ‘옥상녹

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실개천’, ‘우수저장탱크’, ‘신재

생에너지 활용’을 적용하여 1년 기준 탄소저감량을 산출한 

결과 약 3,315.549tCO₂의 탄소가 저감될 수 있으며, ‘태양

집열판 설치’로 인한 탄소저감량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도시 자연환경재생의 시스템은 구성요소가 개

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요소들의 탄소저감량 합으로 기대효과

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도시 내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과 같

은 대규모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건축물과 도로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 녹지를 도

입하는 등의 방안으로 녹지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와 게릴라성 폭우에 따른 우수

유출 저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하여 에너지 저감 정

책에 따라 저공해 차량을 활용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과 보행

자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

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출된 도시 내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를 도입한 시스템이 모두 

적용되어 작동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우

수유출저감, 미기후개선 등의 효과를 종합하면 현재 연구된 

사항보다 더 큰 자연환경재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기존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활

성화 되어 있는 도심의 자연환경재생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재생을 위하여 녹지, 태양에너지, 물, 바람 등 자연

의 구성요소를 활용해 도시를 소비의 장(場)을 넘어 생산과 

소비 뿐 아니라 재사용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순환의 장(場)

으로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순환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한 도시 자연환경재생 전략 도입은 아직까지도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다. 일반 시민들의 사

회적 관심도 부족할뿐더러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노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

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와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

며,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부지에 우선 적용하여 시민의식 개

선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 

내 상업공간인 가로수길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 자연환경재

생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작동적 기대효과를 탄소 저감 및 흡

수 맥락에서 산출해 봄으로서 학술적 의의와 함께 향후 도시

재생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GI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관련 지

표를 객관화 할 수 있었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효과분석 방법론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모든 구성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또 구성요

소들 간의 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결

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

하는 연구방법론으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제시가 가능하다면 

본 연구의 효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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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원박람회의 프로그램 특성 분석 연구

A study 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s th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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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o-Woo

* MIT능력개발원 강사, howoo505@naverc.om

Abstract
In 2010, Gyeonggi Garden Culture Expo was held as the first garden exposition in South Korea, followed by diverse local 

cultural festivals in every spring and fall as ways to promote local parks and become garden culture universal.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on garden expo in various perspective as old parks are reused as garden cultural events as essential local agenda 

and there are growing demands and interests in garden expo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continuous growth of 

garden expo, analyze the current information by expositions at the early phase, arrange event information, and present directions.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ntinuous operation and interests are needed rather 

than one-time event given that a concept and types of garden expositions as well as the purpose, direc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and world's representative garden expositions are reviewed based on its urban renewal and park revitalization 

functions. Second, case study suggested that garden expositions in South Korea offer diverse experiences such as garden culture, 

local economy, and art to users deviated from a simple urban renewal function. It investigated the current host of garden programs 

based on this finding. Furthermore, domestic garden expositions were classified and various issues were elicited from studies on 

overseas expositions. Third,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programs was drawn in the course of overseas exposition research.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long-term educational programs were needed for the propagation of garden culture due to 

the lack of the interconnection with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deficiency of garden experts and institutions while comparing 

them with domestic educational programs. Fourth,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very single domestic garden exposition and 

differentiated problems related with the lack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lack of diversity with keywords sharing similar 

themes by proposing clearly selected themes at the planning step. Fifth, patterns of the representative garden expositions were 

identified and applicable characteristics were drawn in the planning stage. Nevertheless,  the systematic comparison and analysis 

of event programs introduced in foreign documents were not conducted, which lingers in my mind longer. This study is assumed 

to deserve its basis research to propos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the characterization of domestic garden exposition programs 

to be held in the future by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based on garden exposition programs in South Korea.

키 워 드 : 한국정원박람회의 프로그램 특성 분석, 한국정원박람회, 정원문화
Keywords : Korea Garden Culture Fair, Garden Culture, Programs

Ⅰ. 서 론

수천 년 동안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조상들은 정원이 있

고, 그 정원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

벽한 상태의 행복이라 생각했다(정원을 말하다. Robert 

Pogue Harrison, 2007). 오래 전부터 ‘정원’ 은 인간에게 행

복과 즐거움을 주었으며, 역사적으로 힘의 상징으로 인식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도시 속 공공정원의 개념으

로 진화하고 있으며, 지역적 오픈스페이스, 커뮤니티 도시재

생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시환경을 개

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

며,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은 도시민의 건강과 취미, 교육, 

문화행사 등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도 닿아있다. 정책적

으로도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계

기로 정원문화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의 시각이 증대되고 있

고. 학계에서는 (사)한국조경학회 안에 정원연구센터가 설립

되고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수

목원에서는 시민정원사,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원에 대한 관심의 증가 속에서 국내에서도 정

원박람회가 2010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시작으로 서울

시 서울정원박람회, 경기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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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쇼, 순천시 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부산시 부산정원

박람회,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행사형태로 낙

후된 공원의 재활방향으로 활용 되고 있고 지역의 문화행

사의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연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연구는 해외 유명 박람회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내 

정원박람회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정원박람

회 출품작의 식재 디자인 경향 분석 및 행정에 관한 고찰이 

진행되었다(정소영, 2016; 조소현, 2016).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정원박람회 연구는 특정 기간, 특정 박람회, 정원의 작

품의 식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박람회별 기획 및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전원박람회

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을 예상해 본다면 초기 단계에서 국

내 정원박람회의 프로그램 특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본 연구는 국내 정원박람회 프로그램 특성 분석을 위해

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지역별 총 5개의 국내 대표 정원박람

회를 선정하여 개최 초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정원

박람회의 작품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를 연구하여 프로그램

의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정원 박람회 경향을 파

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고찰

1. 박람회의 개념

박람회 자체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생성되었다고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대 박람회는 국가나 권력자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동안 유럽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의 따른 상업 및 교

통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도시 내에 상품의 판매 외에 기술

상품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박람회로 발전하게 되었다(안규

빈, 2005). 

박람회(Exposition)는 산업, 과학, 예술 등 인간의 다양한 활

동 성과물을 일정한 주제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기획 및 전시

하여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사의 목적이나 전시품에 따라 다르

게 구분된다(노민영, 2014). 형태, 기간, 면적 등 국제표준인증

기준에 따라 등록박람회(Registered Exhibition)와 인정박람회

(Recognised Exhibition)로 구분되며, 전시물의 품목에 따라 종

합세계박람회(Universal Exhibition)와 전문세계박람회(Special 

Exhibition)로 구분한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AIPH)는 전 세계의 원예가들을 대

표해 상호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써 1948년 스위스에서 

원예, 식물, 조경 서비스의 국제적인 마케팅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 창립되었다. 현재는 국제적 생산자 조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29개국 33개의 협회가 가입되고 있다. 한국은 단순한 

화훼 무역이나 꽃 전시형태로 고양세계꽃박람회가 1997년도 

처음으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다.

2. 정원의 개념

정원의 사전적 의미는 “흙·돌·물·나무 등의 자연 재료와 인

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특정한 

구역으로, 대개 주택의 외부공간을 실용적·심미적 목적으로 

처리한 뜰“로 정의하고 있다. 정원은 일반적으로 폐쇄적이며 

규모가 작고, 꽃과 장식이 많은 사유(私有)의 뜰이라는 의미

를 연상시킨다(김경희, 2010). 

하지만 현대 도시맥락에서 정원의 의미를 사전적 정의로 

한정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현대의 정원은 관조와 감

상에 초점을 두는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사유의 개념에서 벗

어나 더욱 광범위한 기능을 인정받게 되었다. 정원의 인식은 

시간과 문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고 현대의 정원은 주거

문화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시대의 생활문화와 가

치체계 및 예술이 총체적으로 결집된 장소 (순천정원박람회, 

2013)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원의 개념과 기능이 변화하면서 정원의 새로운 

해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원박람회, 도시

재생, 공원 활성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국내 정원 박람회 개요

1) 코리아가든쇼

코리아 가든쇼는 고양시꽃박람회의 한 부분의 프로그램

으로서 산림청과 경기도 고양시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국

민의 정원문화 대중화 및 생활 가드닝에 대한 관심 고취

와 화훼 및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정원을 전

시하고 심사하여 역량 있는 정원 디자이너 발굴 한다. 

코리아 가든쇼는 초기부터 작가들의 실험정신이 강한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또한 유일하게 봄

에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로, 봄 시기에 관상할 수 있는 꽃

의 수종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코리아 가든쇼에서 전시된 

작품은 행사기간이 끝난 후 일부는 이전설치가 진행되며 

그 외의 작품들은 건설사 아파트 단지 내 작가정원 등의 

형태로 참여하여 아파트 조경에 정원 도입에 힘쓰고 있다.

2) 서울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는 서울의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고 노후공원에 정원을 조성하여 

전시하고 그 정원을 존치시킴으로써 공원을 새롭게 작동

시켜 도시를 활기차게 만드는 또 다른 동력으로 도시재생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정원사 교육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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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주도하는 도시녹화사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

화를 위해 시작된 시민참여녹색문화운동으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구,경기농림

진흥재단) 주관으로 경기도와 개최도시의 주최로 진행된다. 

현재의 대중적인 정원박람회의 첫 시작은 2010년 경기정원

문화박람회이다. 낙후된 공원에 새로운 정원을 만들고 공공 

정원으로 시민의 애착을 갖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공

원의 새 단장이 가능하고 지역의 브랜드로 가치 상승 및 공

원 재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행사 후 정원을 남기고 공원녹지를 활용하면서 교육 프

로그램 기반으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관리에 시민참

여를 유도하였다. 

4) 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순천만 국가정원을 모태로 하여 2014년부터 순천 한평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하였다. 순천은 500만 이상의 관람

객이 다녀가는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성공으로 순천하면 

정원도시라고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 한평정원 페

스티벌 3회차에 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여 진행과 조성 관리를 했다. 기존과 다르게 전시 경연 장

소를 작가부는 도시권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디자인과 

시공을 했고 학생과 일반부는 기존과 같이 순천만국가정

원 내에 전시하였다.

5) 부산정원박람회

부산정원박람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박람회로 그동

안 부산 벡스코 실내 행사로 만 진행되다가 2017년 부산

시민공원으로 야외행사로 개최했다. 수도권 박람회과 같은 

형식으로 정원 작품 12개, 산업정원 존으로 공공시설경관. 

정원 관련 인테리어 소품 등 전시 하고 기획행사 존으로 

꽃 전시, 꽃거리 조성. 거리예술가 공연 등 수도권 정원박

람회 행사와 비슷한 기획을 하고 있다. 작품은 자치구 별 작

품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각 자치구를 대표 한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대상지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국내 정원박람회는 실

내에서 하는 정원박람회 형태와 야외에서 하는 정원박람

회로 나뉘는데 연구대상지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정원박람

회중 규모 및 인지도에서 가장 큰 정원박람회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1개, 경기지역 2개, 순천지

역 1개, 부산지역 1개 총 5개를 선정 하였다.

2. 프로그램 분석 기준

국내 정원박람회를 고찰한 결과 프로그램의 종류는 총 

296개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하여 전시·홍보 

프로그램, 교육·컨퍼런스 프로그램, 시민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프로그램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3. 프로그램 양적⦁질적 분석 기준

1) 프로그램 양적 분석 기준

한국 정원박람회에서 진행된 총 17회의 정원박람회 프로

그램을 정리하였다. 코리아 가든쇼,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

원박람회, 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부산정원박람회 에서 

진행되는 전시, 교육, 강연, 시민 참여 행사, 공연 등을 개

최년도 순으로 나열하여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

사 및 이벤트를 분류한 뒤 공통적인 주제로 정리하였다. 이

를 통하여 기준을 설정 했으며, 5개의 박람회를 나열하여 

수량을 정리 하고 국내 정원 박람회별 기준을 설정하였다. 

2) 프로그램 질적 분석 기준

첫째, 해외 정원박람회를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

하고 이를 질적 분석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교

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해외 정원 교육과 국내 정원 

교육의 차이를 비교하고 국내외 특성을 종합 분석한다. 

둘째, 정원 박람회에 참여한 작가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및 정원박람회를 바라보는 시사점을 인터뷰 질문으로 하

였다. 이는 한국정원박람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좋은 

사례라 생각하며, 총 5인의 국내 정원박람회에서 활동하

고 있는 정원 작가를 선발. 기준은 2회 이상 정원 박람회 

작가 정원 참가자로서 현재 조경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하였다. 질문 내용은 연구결과 도출되는 정원박람

회의 시사점을 정원 작가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사점을 바

라볼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다.

Ⅳ. 한국 정원 박람회 프로그램 특성 분석

1. 한국 정원 박람회 프로그램 특성의 양적 분석

1) 프로그램 분석

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정원박람회 프로그램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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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출한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4가지로 분류 하였다.

첫째, 전시 및 홍보 프로그램 박람회는 전시, 홍보, 판매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관람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을 제공

한다. 둘째, 교육 컨퍼런스 박람회는 그 주제의 대표 전문가

와 소통 또는 교육을 동반하고 있고 강연뿐 아니라 심포지

엄, 세미나 등 다양한 정원문화 강연도 포함되고 있다. 셋째, 

시민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내외 시민과 같이하는 박람회 프

로그램에서 체험적 요소로 아이들, 가족, 연인의 체험형태로 

생활의 자극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넷째, 문화 공연 프로

그램은 보고 즐길 수 있는 감상형 이벤트로 오락적인 요소

가 강하며 때론 정보 전달과 홍보도 같이 진행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문화 공연으로 보고 즐기는 문화로 선정하였다.

2) 프로그램 양적 분석

코리아 가든쇼는 고양시꽃박람회의 영향으로 실내 전시 및 

설명회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경우 규모는 크지만, 지역적 특성과 정원박람회만의 

특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같은 행사를 반복하여 빈도 부분은 높았지만, 종류와 지역적 

특성은 보이지 못하였다. 부산정원박람회는 컨퍼런스 교육 프

로그램으로 조경학과 토크 및 콘서트 졸업 작품전을 같이하

여 지역 행사와 학교 행사를 같이 하는 특성을 보였다.

Division

Exhib

ition

⦁ 

prom

otion

C o n

fe re

n c e

Citizen

⦁

Exper

ience

Culture 

⦁ 

Perfo

rman

ce

Progr

am 

Quan

tity

Korea Garden 

Show
12 10 3 7 32

Seoul Garden 

Expo
34 30 34 44 142

Gyeonggi

Garden Expo
23 16 15 47 101

Suncheon 

3.3m² Garden 

Festival 

13 1 5 5 24

Busan Garden 

Expo
9 6 10 1 26

Total 91 63 67 104 325

Table 1. Quantity Analysis of Korea Garden Expo Program

3) 작품 수량 분석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원박람회의 총 조성 

작품 수는 878개이며 이중 작가작품 수는 176개 작품이 

진행되었다. 행사기간은 순천 한평정원 박람회가 28일로 

가장 길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평균 3.2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Creation
Artist's 

Creation

Period 

Average

(day)

Korea Garden 

Show
52 52 17

Seoul Garden 

Expo
250 39 7.3

Gyeonggi

Garden Expo
298 41 3.2

Suncheon 

3.3m² Garden 

Festival 

251 32 28

Busan Garden 

Expo
27 12 5

Total 878 176 12.10

Table 2. Quantity analysis of works by Korea Garden Expo

4) 지원예산 분석

코리아 가든쇼의 평균 시공비는 ㎡당 평균 약 7만정도 

이다. 이 금액 속에는 철거비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철거 

비는 ㎡당 약 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 최종 시공 금

액은 평균 ㎡당 약 5만 정도이다. 서울정원박람회는 평균 

시공비는 평균 ㎡당 평균 약16만 정도 이며, 작품은 존치 

되어 철거비용은 포함 되지 않는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는 평균 시공비는 ㎡당 평균 24만 정도 이며 작품은 존

치 되어 철거비용은 포함 되지 않는다. 부산정원박람회는 

2017년 ㎡당 평균 약 25만으로 가장 높은 지원 비용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정원 박람회 프로그램 특성의 질적 분석

1) 해외 정원박람회 교육 프로그램 분석

해외 정원박람회를 고찰한 결과 공통적인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박람회 협회 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론적인 부분 보다는 실무 

적이고 식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한국 정원박람회 교육 프로그램 분석

국내 정원박람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 활성화 

및 공원 재활 형태가 강하게 나타났고 정원박람회별 자체 

교육 프로그램은 자료 조사 결과 확인 되지 못하였다.

3. 한국 정원 박람회 관련 전문가 인터뷰

작가들의 공통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은 시민과의 만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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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통으로 나타났고, 시민과 이야기하는 정원 관련 토크쇼 

등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양보다는 질

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연을 배우는 실무적 프로그램이 중요하

다고 답하였다. 현재 국내 정원박람회 정체성에서는 모두 특

성화 및 지역적 특성이 필요하며, 시작 단계지만 이제는 우

리 성격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답하였다. 정원박람회에 바라는 

방향으로는 크게 기획 및 안정적 지원과 시민 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 했다.

4. 한국 정원 박람회 프로그램 특성 종합 분석

1) 국내 정원박람회 프로그램 양적 종합 분석

국내 정원박람회는 총 32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박람회별 프로그램 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N

o

.

Exhibi

tion

⦁ 

prom

otion

C o n

fe r e

n c e

Citizen

⦁

Experi

ence

Culture 

⦁ 

Perfor

manc

e

Progr

am 

Quant

ity

Seoul 

Garden 

Expo

3
34 30 34 44 142

10.5% 9.2% 10.5% 13.5% 43.7%

Gyeonggi

Garden 

Expo

5
23 16 15 47 101

7.1% 4.9% 4.6% 14.5% 31.1%

Total
57 46 49 91 243

17.5% 14.2% 15.1% 28.0% 74.8%

Korea 

Garden 

Show

4
12 10 3 7 32

3.7% 3.1% 0.9% 2.2% 9.8%

Suncheon

3.3m² 

Garden 

Festival 

4

13 1 5 5 24

4.0% 0.3% 1.5% 1.5% 7.4%

Busan 

Garden 

Expo

1
9 6 10 1 26

2.8% 1.8% 3.1% 0.3% 8.0%

Total
34 17 18 13 82

10.5% 5.2% 5.5% 4.0% 25.2%

Total 

Amount 

91 69 67 104 325

28.0% 19.4% 20.6% 32.% 100%

Table 3. Percentage by Program at the Korean Garden 

Exhibition

2) 국내외 정원박람회 프로그램 질적 종합 분석

정원박람회 전시 기간은 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30

일이고 대부분 5일~17일 정도로 짧은 행사기간으로 프로

그램 또한 보여주는 형태와 문화 공연 및 전시 행사로 정

원 박람회 또한 하나에 전시 행사로 여겨진다. 교육 또한 

학술회 및 세미나 등이 많고 실질적 교육 보다는 이론적 

기초 강연으로 교육 및 체험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다. 이를 볼 때 박람회 프로그램은 지역 축제 및 기업 행

사의 성격이 강하고 정원은 중심에서 다른 하나의 전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Table 4 참조).

Table 4. A General Analysis of Quantitative Quality at the 

Korean Garden Exhibition

Division International National

Period

⦁ Chomong Garden 

Festival Period 180 days

⦁ German Garden 

Expo Period 170 days

⦁ Chelsea Flower 

Show Period 5 days

⦁ About 12 days per 

exhibition. (3 to 30 days)

Program 

Type

⦁ Program type 

about 3,000

⦁ Program type 

about  250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해외 정원 교육과 

국내의 교육 프로그램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해외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양성으로 이어지며 교육과정 또한 이

론 보다는 실무 양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의 경우 서울시 주관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단기간 교육으로 교양 및 문화 강연 형태로 좀 더 실무적

인 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Table 5 참조).

Table 5. A Comparative Analysis on Educational 

Programs at home and abroad

International National

⦁Connection with education.

⦁Practical training program

⦁ Education level varies 

with cultur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 Practical training is held 

at a national fair.

⦁Many Educational program 

such as landscape, gardening.

⦁ lack of connectivity in 

education

⦁ A lot of theoretical 

education.

⦁ Experts in the form of 

cultural and cultural lectures

⦁ lack of education.

⦁ lack of specialized agencies.

3) 정원박람회 프로그램 양적⦁질적 종합 분석

한국 정원박람회 프로그램은 대체로 첫째 문화공연 프

로그램 제일 크며, 둘째 컨퍼런스 교육 프로그램, 셋째 전

시 홍보 프로그램, 시민 체험 프로그램 은 비슷하게 진행 

되었다. 프로그램의 빈도가 전체적으로  부족 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프로그램의 수량이 크게 증가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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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전시 작품의 경우 지원예산에서는 금액 차이가 있

었으며 코리가 가든쇼 ㎡당 7만, 서울정원박람회 ㎡당 15

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당 23만, 부산정원박람회 ㎡당 

25만 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설계 시공 금액을 보면 작품

의 지원 비용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진다. 후원 없이 

정원 디자이너의 혼자 계획 설계 시공 하는 작가 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지며 결국 작품의 작품성을 

보장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준비기간이 

약 1년 전부터 계획서 설계 등으로 제출되고 후원을 받아 

진행 되며 비용도 작품 당 2억 ~3억에서 최대 10억까지 

후원 되고 있다. 결국 정원박람회 최대의 목적은 정원 작

품에 있으며 그 외 프로그램은 작품을 관람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의 수량 

보다는 작품성에 투자가 진행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은 장

기적인 교육양성으로 정원문화확산에 기초를 만드는 작업

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0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국내를 대표 5개 정원박람회의 17회를 대상

으로 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원박람회 프로

그램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

선적으로 정원박람회 및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문헌을 통

해 분석의 틀을 정하였다. 분류기준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행사 자료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전시홍보 프로그램, 컨퍼런

스교육 프로그램, 시민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프로그램 

총 4개로 분류 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지 5곳을 질적 분석, 양적 분석, 국내외 

프로그램 비교, 국내 정원박람회 작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 정원박람회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정원박람회의 프로그

램 분석 결과, 국내 정원박람회의 프로그램은 문화공연 프로

그램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외박람회 사례 연구 결과 첼시 플라워쇼 와 쇼

몽 가든페스티벌의 경우 국내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큰 차

이를 보였다. 특히, 국내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연계성의 

부족, 실무의 교육이 부족, 지자체와 연결된 교육 전문 기

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문화 확산의 관점에서

는 문화 강좌 형태의 교육과정도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 

기관 및 과정이 부족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실무를 교육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한국 정원박람회의 질적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정원박람회에 바

라는 방향은 크게 기획 및 안정적 지원과 시민 소통으로 

답하였다. 이외 인터뷰 중 작가 협회를 만들어 활동자는 

의견과 팟 캐스트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정원문화, 조경 

관련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정원문

화확산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정원문화로 만들어질 수 있

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정원박람회가 향후 박람회별 주제

적 차별성을 가지고 기획된다면 보다 다양한 정원 작품과 프

로그램으로 정원문화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공원 활성화 목적으로 본다면 독일의 도시 재생 사례

처럼 지역성과 단계적 정책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에 국내 

정원박람회도 국민적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착

의 기간이 필요하고 단계적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후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향후 

정원문화확산에 있어 이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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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수경시설에 활성화 대안에 대한 주민의 편익성 인식 분석

An Analysis of the Residents' Perception of the Benefits 
for Waterscape Facilities Activation Alternatives in Apartment Complex  

박도환* ‧ 조세환**1)

Park, Do-H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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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 the impact of ecological benefit, financial benefit, and social culture factors 

of waterscape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 on vitaliz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utilization and to provide the fundamental 

reference for vitaliz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utiliz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awareness of the residents on vitaliz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survey method on the same 4 research location from the previous 

studies of ‘Park and Cho (2017)’ and analysis of frequency, technical statistics, and regression was utili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lution for vitaliz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 was categorized to two section: experience/amusement 

type and ecological/environment type. Experience/amusement type includes water park, swimming pool, and water area, while 

ecological/environment type includes rain garden, aquatic garden, and rain retention garden. Second, the apartment complex with 

good operation on waterscape facilities were already equipped with experience/amusement facilities where there was a high demand 

on ecological/environment facilities. In particular, aquatic garden had the highest demand, followed by rain garden and rain retention 

garden. In experience/amusement facilities, the demand was in order of water area, water park and swimming pool. Water area 

is in experience/amusement type, but it also had a strong correlation with ecological/environment facilities, which would be why 

there was a high demand. The apartment complex with poor operation on waterscap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was in demand 

for experience/amusement type. Water park had the highest demand, followed by water area and swimming pool. In 

ecological/environment facilities, aquatic garden had the highest demand, followed by rain garden and rain retention garden. These 

apartment complex was lack of ecological/environment waterscape facilities, which would be why residents wanted 

experience/amusement facilities over ecological/environment facilities due to fulfilling the culture desire. On the other hand, 

apartment complex with good operation on waterscape facilities are already equipped with experience/amusement facilities where 

it fulfills residents’ culture desire. This research has its significance in a way that it had proposed the means of vitalizing waterscape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 and in a way that it had derived the future solutions from conducting a survey on the actual 

residents of the complex. It is considered that this research could be a good reference for suggesting a standard for benefit 

and vitaliz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 

키 워 드 : 아파트단지, 수경시설, 활성화, 주민 인식, 편익성 
Keywords :  Apartment complex, Waterscape Facilities, Vitalization, Residents Perception, Benefits

Ⅰ. 서 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한 아파트는 현재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약 54%로 주거환경의 대표적인 형식으

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995년 이후부터 아파트단지 공간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생태, 웰빙 등의 개념을 도입

하였고, 수경시설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수단이 되었다.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은 단지의 쾌적성을 증가시켜 친

환경 단지 조성, 단지 이미지 향상, 미기후 조절, 주민들의 

커뮤니티 향상, 단지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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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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수경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친환경

적 외부 공간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최근 Park and Cho(2017)의 연구에 따르면 워터프론트와 

워터파크 등 체험형 어린이 놀이공간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의 역할과 형태도 함께 변화해 나가

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관리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자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 형태의 수경시

설이 아파트단지에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실제 몇몇 아파트단지에서는 체험

형 수경시설이 조성이 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단지는 수경시설이 회색의 콘크리트로 뒤

덮인 도심에서 기후변화와 열섬현상, 도시홍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여, 레인가든, 식생체류지 등 다양한 

형태의 수공간으로 수경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수경시설의 관련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수경시설이 이용되지 

않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있었다. Ryu(2010)은 수경시

설 고장, 시설노후화, 안전사고, 불량 경관, 소음 등을 원인으

로 제시하였고, Kwon(2002)은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의 시

공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관리비, 수질오염, 동절기 동파, 소

음 등을, Kim(2005)는 유지관리 문제, 겨울철 결빙문제와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한 누수 등을, Shin(2006)은 청소상태 불량, 물

의 위생 문제점 등의 관리소홀에 대해 연구하였다. Lee(2009)

은 관리비 증가 외 수질, 소음, 관리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 제

기하였고, Kang(2011)은 수경시설의 고장, 악취, 해충 등 관리

상의 문제,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가동률 저하, 방치, 용도 변

경 등 가동 중지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Byun(1999)은 수질, 

수량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문제

점으로 제시하였고, Kim and Park(1999)는 수경공간의 사후

관리를 수공간의 문제점으로 제시하여,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관리비 납부 의향을 질문함으로써 해결책의 실마리 제시하였

다. Lee(2005)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노력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분석하면 고장, 청소상태, 시설노

후화, 동절기 동파, 결빙, 누수 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요인들

이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도입과 이용률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오염, 악취 

결빙 등 수질문제와 관리비 납부에 대한 원인이 많았으며, 

주변과 부조화, 연계성 부족, 불량 경관 등 계획단계에서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원인만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활성화 방안이나 해결책

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

다. 더하여, 계획․설계, 유지․관리, 이용 행태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

재되어 단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아파트 단지 수경시설 활

성화를 위한 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편익성 인식을 분석함

으로서 향후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

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Ⅱ. 이론고찰

1.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비활성화 원인 고찰

1) 수경시설 문제점에 대한 고찰

조경공사에 있어서 수경시설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으며, 

아파트단지의 퀄리티를 높여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10여 년간 증대되다가 2010년 이후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에

서 대량의 미분양사태, 원가절감 등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또한, 수경시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불구하

고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아파트단지 마다 개수나 

유형 등이 제 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수경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공간은 

초기에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요소일 뿐 유지관리의 미

숙으로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Hong, 2004)’, 수

경시설의 계획․설계 요소, 유지․관리 요소, 이용 행태 요소 간 

상호관계 맥락을 분석하지 못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

다(Kwon, 2002)’, ‘전기비 등 관리비가 부담스럽다(Lee, 

2009; Shin, 2006)’,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부담스럽다

(Ko, 1998), ’수공간의 형태나 아파트단지의 평형별 이용 및 

만족도에 차이가 많이난다(Jang, 2012)‘, ’관리비, 동절기동파, 

수질오염, 소음 등의 문제점이 있다(Kwon, 2002)‘, ’유지관리

비, 수질관리 등의 문제로 가동이 잘 안된다(Lee, 2005)‘, ’위

생, 관리소홀 등 형태와 이용에 대한 불만이 있다(Shin, 

2006)‘, ’시간이 지날수록 가동율이 떨어진다(Kang and 

Shim, 2010) 등의 일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경시설의 문제점에 의해 가동률이 낮아지고, 가

동률이 낮으니 이용률 또한 낮아지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

다.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수경시설은 해충, 수질악화와 

더불어 악취를 발생시킨다. 가동이 되는 경우에도 모터에서

의 소음, 진동 등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한다. 관리비

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수경시설 가동 시 관리비가 상승한

다는 주민들의 우려 및 민원으로 인해 수경시설의 가동시간

을 제한하는 등 이용이 한정되고 있으며, Kang and shim(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수도권 지역 70% 정도

의 수경시설이 방치되어 있거나 연간 1~3회의 낮은 가동률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비수기에 대한 문제

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여름 한

철 정도 가동하고 비수기에는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

으로 경관이 불량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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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설계 계획 단계에서 수경시설이 이용되지 않더라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설치 이후 사후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General Problems of Waterscape Facilities

Status General Problems

Operation Noise, Vibration, Water pollution, Water leak

Non-Operation Safety accidents, Poor cleaning, Failure, Bad odor, Pest

Etc. Management cost, Aging, not providing, Safety facilities, Season

2) 수경시설 비활성화 요인 고찰

본 연구 이전에 선행된 연구에서 Park and Cho(2017)는 

수경시설 비활성화 요인을 분석했다. 수경시설의 가장 주요

한 비활성화 원인은 겨울철에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계절적 

영향과 유지·관리의 허술 등을 꼽고 있었다. 

수경시설의 이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이 전반적으로 경관 감상형 수경시설이었

다. 이들 단지 입주민들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또

는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희형 수경시설이 부족한 

점을 비활성화 원인이라 하였다. 이것은 ‘연출기법’과도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의 흥미로운 점은 ‘관리비’

가 수경시설 운영 및 이용에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워터파크나 수경시설이 잘 

조성된 주변 아파트 단지에 가야하는 불편함 보다 아파트단

지 내에 체험·유희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더 많은 관리

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반면,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노

후정도’, ‘고장유무’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수경시설의 이용 측면의 요소인 ’쾌적성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노후화를 통한 고장유무와 관

계가 없으며, 아파트단지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수경시

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수경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아파

트단지별로 니즈(needs)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

간은 의식주가 해결된 이후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며, 문화

가 충족되면 주변 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요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체

험·유희형 수경시설 도입이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문화

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고 있음으로 판단되며, 이 욕구가 

충족된 아파트단지는 이보다 상위 개념인 생태·환경적 욕

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수경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단지별 니즈를 파악하

여 수경시설의 형태와 성격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Table 2. Deactivation Factors for Waterscape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

Classification

Factors affecting negative impact 

for Waterscape facilities 

utilization

Apartment complex where 

the oper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runs well

Failure status, degree of 

maturity

Apartment complex where 

the oper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runs non-well

Present techniques, Noise

Reference: Park and Cho(2017)

2.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의 편익

  현대 도시는 기술문명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점차 흙, 물, 수목 등의 자연적인 요소가 사라져 가고 

있어 심각한 도시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도시의 인공화

를 비롯한 도시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활 또한 삭막하고 메마

르게 변화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인공

화 되는 도시공간에 인간성과 자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장 

도입이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수경시설이다. 

선진국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물의 효

율적 이용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수경시설을 수공간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쾌적성 증

대, 자연성제고, 기후변화 적응 등의 생태·환경적 편익을 비

롯해 경제적 편익과 사회·문화적 편익을 주고자 한다.

생태·환경적 편익은 아파트 쾌적성 제고, 아파트 자연성 

제고, 기후변화 적응으로 구분 하였다. 아파트 쾌적성 제고는 

생물종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동·식물 서식처를 보호 및 제공

하며, 생태 통로 역할을 하여 생태계 네트워크 기능을 향상

시킨다. 아파트 자연성 제고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강우유

출저감, 빗물저장 등의 수순환체계 개선, 자연재해 완화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은 탄소발생 

저감, 오염원 저감 등을 통해 자연재해를 완화시키는 등의 

편익이 있다. 

수경시설은 물리적, 환경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단지의 가

치를 증진시키고 낙후된 대상지를 매력적인 커뮤니티로 재생 

할 수 있는 계획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경제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European Commision, 2013; US EPA, 2010). 따

라서 수경시설의 경제적 편익은 아파트 브랜드 제고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구분하였다. 아파트 브랜드 제고는 단지 이미

지 향상, 단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익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토지 가치 증진, 

국가 법령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지가 상승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편익은 커뮤니티성 제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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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제고, 문화 창달 제고로 구분하였다. 커뮤니티 활동 

증대, 여가활동 증진으로 커뮤니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경시설을 통해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정서적 안정을 도와 아파트 심미적 제고

도 가능하다. 체험형 또는 자연과 어우러진 수공간은 어린이

들에게 자연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레크

리에이션 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여 문화 창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의 아파트단지 수경시설은 입주민들에게 제한

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수경시설에 대한 개념이 점차 환경문제

와 맞물려 수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됨으로써 체험 및 유희를 

가능하게 하였고,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사회·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Benefits of Waterscape Facilities

Classification Contents

Ecological
Environmental

Benefits

Apartment

Comfort

Biological Diversity rising. Animal 

Habitat protectiona&Supply, Ecological 

network Connection

Apartment

Natural

Atomospheric environment improvement, Water 

recycling system(Reduce Rainwater runoff, 

rainwater storage), Nature disaster relief 

Climate

Adaptation

Reduce CO2&Heat island effect, 

Urban Microclimate relief 

Economic
Benefits

Apartment

Brand
Improvement of Image and Brand value

Apartment

Price-rise

Incentive benefits, Improvement of 

land value&Price

Social
Cultural
Benefits

Community
Improvement of community&Leisure 

activities

Apartment

Aesthetic

Improvement of Landscape,  promotion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emotional stability

Culture

Development

Education Activation through the 

Waterscape, Provide recreational 

activities

Ⅲ. 분석의 틀

1.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 및 편익성 요소 선정

기존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의 이용 한계에 따라 입주민

의 수경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열섬현

상, 도시홍수, 생물종다양성 감소 등 현 도시의 환경문제 해

결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대안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관련 보고서, 설명자료, 논문, 사진자료 등

을 참조하였다. 이들 대안에 대한 편익성 인식 분석을 위해 

편익성 요소는 선행연구 지표인 Table 3을 바탕으로 하였다. 

2. 설문설계 및 설문조사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 대안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아

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 이

전에 선행된 Park and Cho(2017)의 연구 대상지인 반포자

이, 래미안퍼스티지, 잠실 레이크팰리스, 잠실 트리지움 등 4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포자이와 레미안퍼스티지는 수경시

설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이며, 잠실 레이크팰리

스와 잠실 트리지움은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아파

트단지로 선정되었다.

1) 설문설계

설문 문항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 대안에 대한 내용을 최종 지표로 선정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일반 사항과 전문 사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항에는 

사례연구로 도출된 대안의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

여 정도와 어떠한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폐쇄형 질문으로 하고 척도는 문항

별 가치를 부여하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

였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일반 사항은 명목

척도(Nominal Scale)를 부여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8년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하였

다. 설문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을 채택하였

으며,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랜덤식으로 응답자를 선택하였

다. 총 300부의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졌고, 응답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7부를 제외한 29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에 대한 

선호도는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내적일관성을 살펴보는 신뢰

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

지의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이후 각 대안을 선

호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모

든 분석은 Win SPSS Ver.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에 대한 

주민의 편익성 인식 분석

1.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 도출

1) 체험·유희형 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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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수경시설 유형으로  체

험·유희형 수경시설이 그 중 하나이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적접 접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

하며, 물놀이터, 수영장(pool), 도섭지 등이 있다.

① 물놀이터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Millennium Park) 

내에 있는 영상 분수인 크라운분수(Crown Fountain)는 스페

인의 개념 예술가인 하우메 플렌사(Jaume Plensa)가 디자인하

고 2006년 완성되었다. 이 분수는 검정 화강암으로 된 광장 

양쪽에 유리블록으로 만들어진 15m 높이의 기둥 형태의 수경

시설이다. 각 기둥의 앞면에는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1,000

여 명의 시카고 시민의 표정 애니메이션과 자연 경치가 13분

마다 번갈아 나오게 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화면 속 인

물의 입에서 물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는 관람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작품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

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 분

수 앞 광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벼 스마트기술과 

수경시설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물놀이터 사례이다.

Figure 1. Water-playground

Crown Fountain, USA Mini kayak, Korea

Gaudi park, Singapore Ecological playground, Germany

국내에는 반포자이아파트의 미니카약장이 있다. 미니카약

장은 괌의 인기 리조트인 PIC 리조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아이들이 미니카약의 노를 직접 저어가며 섬과 섬을 탐험하

는 물놀이터로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가족단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 놀이공간이다. 초기 계획

단계부터 미니카약장이라는 물놀이터를 계획하였으며, 4계절

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수기에는 관리요원을 배치

하여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수기에는 놀

이터 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설계단계부터 운영, 관

리,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수변공간은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을 연상시킨다. 개발되기 이전

의 밀림과 밀림에서 살던 동식물들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재

해석하여 예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이런 유형의 수

공간은 수경시설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술품의 아름

다움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어디서나 쉽게 생태형 놀이터를 만날 

수 있다. 거의 모래, 물, 나무를 이용한 놀이터를 계획해 어

린이들이 창의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한다. 물의 이용도 과학

적 원리를 이용해서 놀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이 많다.

② 수영장(Pool)

체험·유희형 수경시설에서 수영장은 특히 계절적 영향과 

운영, 관리부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물을 

받아 놓은 경우는 하절기 한철 이용을 위해 나머지 비수기에

는 그냥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

가 소홀할 경우 안전사고가 나기도 하고 동절기 관리가 되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아 몇 년 지나 자체적으로 폐쇄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일 년 내내 이용이 

가능하며, 미관적으로도 수려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수영장의 개발이 필요하다.

Figure 2. Pool

MarinaBaySands, Singapore PIC, Guam

Disney Co. Japan Nico Bali, Indonesia

외국은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외국 

호텔 수영장 사례의 경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센즈처럼 옥

상이나 FIT층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4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야경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꼭 수

공간이 아파트단지의 지상에 위치해야 한다는 편견을 깬다

면, 이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Pool 유형으로는 물에 띄우는 다

양한 캐릭터 모양의 탈것들이 있는 괌 PIC 야외 수영장과 

기구를 이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박도환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50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일본 도쿄 디즈니 씨의 야외 놀이 수영장, 모래를 이용한 

이국적이고 해수욕장 느낌의 인도네시아 니코발리 수영장 

등이 있다. 이런 수영장들은 일 년 내내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멀리가지 

않고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③ 도섭지

도섭지는 아동용의 물놀이를 대상으로 한 얕은 연못의 일

종으로 위험이 적고 여름에 최적격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다공질 재료인 자연석 등을 이용한 인공개울에 낮은 수위를 

유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을 접할 수 있는 친수공

간을 부여하고, 어류의 활동과 서식환경 등을 관찰 할 수 

있는 학습 공간 등을 제공한다.

아파트단지 내 적용사례로는 1996년 준공한 GS건설 양주

자이가 있다. 천보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이용하여 단

지 내 생태형 도섭지를 만들어 다음해 한국디자인 진흥원

에서 개최한 굿디자인(GD)에서 양주자이 여울마당으로 출

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양주자이 도섭지의 

특징은 어린이들의 이용행태 및 계절적 영향을 고려하여 

도섭지와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놀이터와 인접하였다. 천보

산의 물을 끌어들여 아파트단지 내 조성함으로서 

blue-network를 형성하였고, 놀이터와 휴게공간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가 한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합 디자인으로 

계획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Figure 3. Wading Pool

Yangju Xi Yeoul yard Nojeokbong Waterfall Park

Sunyudo Park Seoul Forest

이 외에는 노적봉 폭포공원과 선유도 공원, 서울숲, 김포현대

아울렛 등 주로 공원과 상업시설, 도심에 도섭지가 조성되어 시민

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천마산의 자연 하천을 이용한 양주자이에 시공된 

도섭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섭지는 수경설비까지 인공으로 조

성되어 동절기에는 가동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2) 생태·환경형 수경시설

근래 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도시 내 홍수피해 증가, 불투

수층 확대에 따른 지하수 저감 및 용수공급 시설물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 등으로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Lee,2007).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역시 빗물을 활용하여 수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레인가든, 수생정원(Waterfall garden), 빗

물저류시설 등이 생태·환경형 수경시설에 속한다. 

① 레인가든

레인가든은 일반적으로 도심의 좁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

하여 만들 수 있는 정원으로 상대적으로 흙을 발견하기 어려

운 도시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영국 밀레니엄 빌리지와 독일 보봉주거단지 등 전세계에

서 주목하고 있는 이 기법은 정확히 수경시설이라고 분류하

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수공간의 개념으로 수경시설의 

개념을 확장시키면 좀 더 다양한 측면의 형태와 기능으로 접

근할 수 있다. 레인가든은 빗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어

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빗물이 모이지 않는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 정원으로 유지될 수 

있어 4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수경시설로 보고자 한다. 

Figure 4. Rain garden

Vauban, Germany Rain garden

Rain garden diagram Rain garden diagram

특히 보봉주거단지는 우수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사로

를 조성하고 경사로에 빗물침투를 위한 토양트랜치가 설치된 

오목한 배수로를 조성하였다. 저장된 빗물은 재사용되어 상

수도 사용량을 약 30%가량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빗물의 토

양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를 함양시키고, 강우 유출량의 

75%까지 저감시키고 있다(Lee, 2017). 이러한 기능은 아파

트단지의 자연성 회복과 미기후조절을 위해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하여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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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날보다 내리지 않는 날이 많아 건조한 환경에 강한 

식물군이 레인가든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수생정원

겨울철 이용이 가능한 실내나 선큰, 옥상 등에 수생정원을 

도입해 4계절 물순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실내나 선큰 공간에 수경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선큰개념의 수생정원으로 미국 뉴욕의 팔레이 공원(Paley 

Park)과 시애틀의 워터폴 가든 공원(The Waterfall Garden 

Park)이 있다. 뉴욕의 팔레이 공원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폭 13

미터, 길이 40미터의 작은 포켓정원이다. 공원의 안쪽 위치한 

인공폭포는 위요된 공간으로 공원 전체에 물 흐르는 소리를 가

득하게 하여 더운 여름철 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청각

적인 시원함을 제공한다. 시애틀의 워터폴 가든 공원은 가로, 세

로 각 18m, 24m인 포켓공원이다. 천연 화강암으로 조성된 

약 6.7m의 인공 폭포에 수생식물과 계절별 식물들을 식재하

여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삭막한 도심에

서 간접적으로나마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함을 

주고 있다. 

Figure 5. Waterfall garden

Paley Park, USA The Waterfall Grden Park, USA

Gardens by the bay
cloud forest, Singapore

Kew Garden 
Waterlily House, UK

실내 수생정원으로는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클

라우드 포레스트(Gardens by the bay Cloud Forest)와 영국 

큐가든 워터릴리 하우스(Kew garden Waterlily House)가 있

다. 싱가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위치한 클라우드 포레스

트는 해발 1000~3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볼 수 있는 식

물 10만여 종을 식재해 놓은 돔 형태의 식물원이다. 돔 입구

로 들어가면 높이 35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인공폭포

가 나타나는데 구름에 걸린 인공산을 모티브로 조성하였다. 

영국 큐가든 워터릴리 하우스는 리처드 터너가 1852년 철 

구조물로 만든 온실이다. 실제 이 온실에는 아마존 수련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존재한다. 아파트단지 내 이러한 온실정

원을 설치하는 것은 4계절 내내 수경시설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제공될 수 있

어 주민들에게 문화적 편익을 줄 수 있다.

수생정원은 여름철 건물의 고온화 방지와 주변 온도를 낮

추어 열섬현상 등에 대비하고, 빗물저류시설을 통해 효율적

으로 4계절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즉, 기존의 고정된 수경

시설의 형태와 종류가 아닌 아파트 내의 건축물과 수경시설

의 융복합을 통해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파트조경 역

사의 새로운 한 획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빗물저류시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집중강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이 증가는 시가지의 침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땅

으로 스며드는 빗물량이 줄어 표면유출량이 크게 늘고 있으

며,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이 집중강우를 감당하지 못해 이러

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저류시설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빗물저류시설은 강우시 도로나 광장, 옥상 등에 빗물을 모아

서 갈수기에 사용하거나 조경용수와 중수도 활용에도 사용되

고 있다. 빗물저류시설은 도심재생사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Figure 6. Rainwater Recycling Facilities

Millenium village, UK Karownord, Germany

Street trees rainwater 
recycling facility   Rainwater Recycling System

영국 밀레니엄 빌리지는 런던시 동쪽 도크랜드에 인접한 

그리니치 반도에 위치한 곳으로 100년간 위치해있던 가스공

장이 1985년 폐쇄된 이후 건축폐기물로 뒤덮인 채 방치되었

던 4개의 단지를 1997년 폭기장치(Water Aeration)와 순환시

스템 등을 조성하여 복원하였다. 빗물 집수 및 재활용, 중수 

등을 활용하기 위해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공간은 투

수성 포장을 적극 활용하여 포장면적을 최소화 하고, 저습지,

연못, 호수 등의 물 순환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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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기존 주거지에 비해 30%를 절약하였다. 독일은 상수도

의 절수를 통한 지하수 보전을 위해 빗물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전국에 20만개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는 1990년

대에는 대규모 빌딩을 위주로 하여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주거단지 단위나 개별 주택을 대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

다. 독일 카로우 노르트 주거단지는 베를린 북동쪽 외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5,200세대가 거주하는 신주거

단지이다. 이 단지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단지 전

체의 녹지와 수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기

법을 창안하였다. 특히, 단지배치계획의 기본개념은 통합적인 

빗물처리시스템과 지하수 함양을 위한 녹지조성계획의 바탕이 

되고 있다. 카로우의 빗물이용시설은 자연토양을 최대한 보전

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단지내부의 녹지화, 홍수조절 기

능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땅으로 계획한 것이다

(Lee,2004). 

이렇듯 도시에 빗물저류시설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로수 저류조 시스템과 지하워터탱크, 저류지(습지) 등은 집

중강우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신속하게 유입, 저

류시킨 뒤 시간경과와 함께 땅속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도

심지 침수예방 등의 방재와 지하수 고갈에 따른 도심 물순환

체계 개선에 효과가 있다. 

2.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에 대한 주민 

편익성 인식 분석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52.2%로 절반보다 조금 넘게 조사

되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간 인구 비율이 높은 

것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조사 시간이 주간 낮 시간 이었

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

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27.0%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25.6%, 20대가 17.4%, 50대는 17.1%, 60대 이상이 13.0%

로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 67.9%, 사무직과 전문직이 각각 24.6%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소유의 형태는 자가가 52.2%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

를 두었다고 답한 응답자와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응답자

는 각각 26.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거주 기간은 

6~8년이 32.8%, 2~3년은 24.9%, 1년 미만이 22.9%, 4~5

년은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주 비율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될 수 있었다(Table 4 참조).

2) 수경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의 편익성 인식 분석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체험·유희형 

수경시설 물놀이터, 수영장, 도섭지와 생태·환경형 수경시설인 

레인가든, 수생정원, 빗물저류시설이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8개 설문문항

에 대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의 값이 0.618인 것으로 나

타나, 설문 문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Classification
Frequency
(No. of 
person)

Rate

(%)

Sex
Male 140 47.8

Female 153 52.2

20s 51 17.4

Age

30s 79 27.0

40s 75 25.6

50s 50 17.1

Over 60s 38 13.0

Academic

background

Middle·high school graduate 10 3.4

Collage 24 8.2

University graduate 199 67.9

Master's degree 47 16.0

Doctor's degree 13 4.4

Job

Self-employment 55 18.8

Office job 72 24.6

Professional 72 24.6

Housewife 60 20.5

Student 22 7.5

Others 12 4.1

Housing 

ownership

One's own house 153 52.2

Lease․monthly rent 122 41.6

Half lease 18 6.1

Children

Infant 49 16.7

Elementary school student 78 26.6

Middle·high school student 93 13.3

More than a university 78 26.6

None 49 16.7

Residence

period

Less than a year 67 22.9

2~3 years 73 24.9

4~5 years 57 19.5

6~8 years 96 32.8

Total 293 100

Table 5. Contribution of Alternative to Waterscape Facilities 

         Activation 

Classification

Apartment complex 
where the 

oper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runs well(N=146)

Apartment complex 
where the oper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runs 

non-well(N=147)
Mean Mean

Experience&
Amusement Type

3.36 4.09

Ecological&
Environment Type

4.06 3.61

본 연구 이전에 선행된 Park and Cho(2017)의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수경시설 이용이 잘 되지 않는 아파트는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체험·유희형 수경시설(4.09)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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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경형 수경시설(3.61)보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다. 이는 아파트단지 내 체험·유희형 수경시설이 존재하

지 않음에 의해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수경시설 운

영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이미 체험·유희형 수경시설

이 설치되어 있어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다

양한 도시 환경문제에 따라 범지구적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하면서 생태·환경적 수경시설(4.06)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Preference and Contribution of Alternatives to 

         Waterscape Facilities Activation 

Classification

Apartment complex 
where the 

oper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runs well(N=146)

Apartment complex 
where the oper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runs 

non-well(N=147)
Mean Rank Mean Rank

Experie
nce&A
musem

ent 
Type

Water 
palyground 3.28 5 4.12 1

Pool 2.81 6 3.59 3

Wading Pool 3.48 4 3.75 2

Ecologi
cal&Env
ironme
nt Type

Rain Gerden 3.90 2 3.24 5

Waterfall 
Garden

4.17 1 3.45 4

Rainwater 
Recycling 
Facilities

3.50 3 3.08 6

아파트단지별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의 구체적 선호 및 

기여도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수경시설 운영이 잘 되

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이미 체험·유희형 수경시설이 설치되

어 있어 생태·환경형 수경시설에 대한 니즈가 높다. 특히, 수

생정원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빗물정원이 3.90, 빗물저류

시설이 3.50으로 나타났다. 이 뒤를 이어 체험·유희형 도섭지

가 3.48, 물놀이터 3.28, 수영장이 2.81로 조사되었다. 도섭

지는 체험·유희형이지만 그 중 가장 생태·환경형 수경시설과 

성격이 비슷하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체험·유희형 수경시설 

중 가장 높은 니즈를 보인 것이라 판단된다.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아파트단지는 반대로 체

험·유희형 수경시설의 니즈가 높았다. 물놀이터가 4.12로 가

장 높았으며, 도섭지 3.75, 수영장 3.59 순으로 나타났다. 생

태·환경형 수경시설에서는 수생정원이 3.4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빗물정원 3.24, 빗물저류시설 3.08로 조사되었다. 

3)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이 기여하는 편익

수경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와 수경시설 운

영이 잘 되지 않는 아파트단지 모두 생태·환경형 수경시설 

중 수생정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수생정원은 Table 7과 같이 결정계수(R²)는 .541로서 독

립변수로 세 가지 유형의 편익을 투입 시 54.1%로 종속변수

인 수생정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5%의 유의수준(p-value)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으로는 사회·문

화적 편익과 생태적 편익이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작아 유

의하며, 표준화계수 0.490으로 사회·문화적 편익이 영향력을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생태적 편익에서는 기후변

화 적응과 아파트자연성 제고로 나타났으며, 사회·문화적 편

익으로는 문화 창달 제고로 분석되었다(Table 8 참조).

Table 7. Benefits of Waterscape facilities contribute to 

Waterfall garde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td. Error β

Ecological&Environmental
Benefits .191 .076 .144 2.514 .012

Economic Benefits -.067 .071 -.054 -.939 .348

Social&Cultural Benefits .533 .061 .490 8.678 .000

R²:.541, F:39.917, P:.000

Table 8. Detailed Benefits of Waterscape facilities contribute 

to Waterfall garde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td. Error β

Climate change adaptation .271 .067 .242 4.055 .000

Culture Development .212 .045 .250 4.772 .000

Apartment Brand .181 .059 .164 3.070 .002

Apartment Natural .182 .068 .155 2.674 .008

R²:.587, F:37.930, P:.000

반면, 두 집단에서 생태·환경형 수경시설 중 빗물저류시설

은 가장 선호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빗물저류시설은 아

직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에게 수경시설 도입과 이용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단순히 저류탱크와 저류조 

시스템과 같이 빗물저류시설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수생정원과 빗물정원 혹은 도섭지와 같이 연계된 형

태로 제시되면 더 높은 선호를 보일 것이라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체험·유희형 수경시설 중 물놀이터와 도섭지는 비교적 니

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물놀이터는 수경시

설 이용이 잘 되지 않는 대상지 입주민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놀이터는 Table 9와 같이 결정계

수(R²)는 .578로서 독립변수로 세 가지 유형의 편익을 투입 

시 57.8%로 종속변수인 수생정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5%의 

유의수준(p-valu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으로는 경제적 편익과 사회·문화적 편익이 유의확률 값

이 0.05보다 작아 유의하며, 표준화계수 0.445으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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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편익이 영향력을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문

화적 편익으로는 커뮤니티성 제고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편

익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분석되었다(Table 10 참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

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익을 모두 가져올 수 있으

나 각각의 대안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어떠한 편익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선호하는 대안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Table 9. Benefits of Waterscape facilities contribute to 

Water-Playground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td. Error β

Ecological&Environmental
Benefits

-.016 .048 -.017 -.339 .735

Economic Benefits .196 .055 .206 3.587 .000

Social&Cultural Benefits .413 .054 .445 7.585 .000

R²:.578, F:48.218, P:.000

Table 10. Detailed Benefits of Waterscape facilities 

contribute to Water-Playground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td. Error β

Community .587 .059 .500 9.874 .000

Apartment Price-rise .200 .048 .212 4.175 .000

Apartment Comfort .115 .040 .130 2.915 .004

R²:.672, F:79.175, P:.000

Ⅴ. 결 론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

을 찾고, 그 대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편익성 인식 분석을 통

해 향후 아파트 단지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마

련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소음, 진동, 수질오염, 누수 등이 있으며, 관리비

와 노후화, 고장, 계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특히,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계절과 유지·관리의 허술, 연출기법 등이 있었다. 기존 단

지에 설치된 수경시설은 단순 경관 감상형으로 실제 체험·유

희형 수경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이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문화적 욕구가 충족된 

아파트단지는 이보다 상위 개념인 생태·환경적 욕구를 충

족 하고자 하였다. 

셋째,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적 영향력이 적

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체험·유희형 수경시설과 생태·환경형 

수경시설 대안을 마련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체험·유희형 

수경시설에는 물놀이터, 수영장, 도섭지가, 생태·환경형에는 

빗물정원, 수생정원, 빗물저류시설이 도출되었다.

넷째, 설문결과 수경시설 이용이 잘 되지 않는 아파트는 생

태·환경형 수경시설이 부재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체

험·유희형 수경시설을 생태·환경형 수경시설보다 이용 활성화

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다. ‘수생정원’, ‘빗물정원’, ‘빗물저류시

설’, ‘도섭지’, ‘물놀이터’, ‘수영장’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경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이미 체험·유희

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물놀이터’, ‘도섭지’, ‘수영장’, ‘수생정

원’, ‘빗물정원’, ‘빗물저류시설’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다섯째, 수생정원은 생태·환경형 수경시설 중 가장 선호되

는 시설로 생태적 편익과 사화·문화적 편익에 영향을 미친다

고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생태적 편익에서는 기후변화 적

응과 아파트자연성 제고로 나타났으며, 사회·문화적 편익

으로는 문화 창달 제고로 분석되었다. 반면, 체험·유희형 

수경시설에서는 물놀이터와 도섭지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 중 물놀이터는 사회·문화적 편익

과 경제적 편익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문화

적 편익으로는 커뮤니티성 제고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편

익으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분석되었다. 

수경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익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대

안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

며,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어떠한 편익에 무게중심을 두느

냐에 따라 선호하는 대안이 달라지고 있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연일 갱신되고 있는 초

미세먼지농도, 여름철 최고기온 등은 도시민들로 하여금 범

지구적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점차 생태·환경적 수경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니즈가 높

아지고 있으며, 수경시설은 실제로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의 경관 향상과 아파트단지의 브랜드 제고를 통해 경제적 가

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요소를 가진다. 따라서 제시된 대안

들의 단일 형태의 도입도 좋지만, 보다 복합적인 형태의 대

안이 제시된다면 생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익을 모두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비로소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분석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으

며, 이를 입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함으로써 향후 도입될 수 

있는 대안 도출을 하였다는데 실천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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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에 있어 전혀 수경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는 고려되지 못한 점과 강남권역에 위치한 민간기업 아

파트단지로 소득수준이 중산층 이상 되고 있어 수경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예민함이 다소 적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별, 수경시설의 유무와 운영의 유무 

등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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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정화용 식생매트의 유지·관리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Maintenance indicators
of Vegetation Mats for the River clean-up

류승경*

Ryu, Seung-kyung

* (주)피플디자인 대표, kypass@naver.com

Abstract
Most of the rivers in Korea are eutrophicated due to the increase of pollutant load. As the importance of river ecosystem has been emphasize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natural river system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for ecological restoration of rivers. Although studies on the 

natural river purification method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there is no study on the specific management method of how to manage the 

vegetation mat for the river purification to date. This study aims to develop hands-on indexes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reviously 

developed vegetation-based mats for river purifications, which are placed in environment-friendly rivers. For the methodology of developing indexes, 

I conducted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s-based Delphi surveys on the mats. I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is study. First, I found that 

those for mat rooting and germination need clear criteria for excellent seeds, ground building for the prevention of mats from floating due to 

scouring over heavy raining seasons, inspection of ground quality, and selection processes coordinated with surroundings. It was also found that 

additional watering was required until vegetation was rooted after installation. Second, creating a space to provide sustainable nutrition to in 

between vegetation-based mats is required. As a germination ratio and the capacity for reserving nutrition can vary depending on density of 

the mats, the criteria are necessary for basic percentage of water content applied to mats and for the location of mats for slope stabilization 

and water purification. Furthermore, I found that it is critical to secure materials for purification consistently through vegetation and other materials 

for purification. Third, regular inspections on fixing pins to prevent vegetation mats from being swept away and fixing methods that vary across 

ground conditions and the diversified criteria are needed. Fourth, to prevent the erosion of vegetation mats and use them steadily, strengthening 

their thickness to 20mm and the criteria specifying the duration period and material selections in the case of returning mats to the nature are 

needed.

키 워 드 : 자연형 하천, 하천 정화 공법, 식생 매트, 유지·관리 지표
Keywords : Nature-friendly River, Methods for river purification, Vegetation mats, Index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Ⅰ. 서 론

대한민국의 하천 대부분은 오염부하 유입량의 증가로 인

해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하천생태의 파괴에 따

른 환경문제를 만들고 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의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 하천 오염부하량의 

22~4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송규성 외, 

2016). 하천의 수질 정화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한 요소기술의 

연구 개발 수준은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나타

내고 있으며, 도입 또는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하천의 생태

환경 관리를 위해 건천화 현상을 저감하기 위한 신공법의 개

발과 기존 개발공법에 대한 향상 및 현장적용을 위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을 주

축으로 대규모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하

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오염원 제어를 통한 단편적인 수질개

선기술 개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 

비점오염 관리기술이 발생 대상 지역 중심으로 초기 우수 처

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하천 유입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적 대안은 미비하고 이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은 실

정이다(한상관, 2003). 

하천구역 내 다양한 생태적, 환경적 기작을 활용하여 자정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정화기술과 수질개선 효과를 

지양하고 하천공간의 종적·횡적 구조를 연계하여 하도 내 자

정기능 회복을 위한 친환경적 기술이 적용된 선진화된 하천

관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

건설기술연구원(KICT) 등에서는 하천 고유의 형태, 수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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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하여 정화, 녹화,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기술과 접

목하여 친환경 수질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하천 내 적용 가능한 

생태복원 및 식생정화기술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

의 일환으로 하천정화용 식생매트가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개발을 위한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발

전 과정이 수반되었다. 식생매트에 의한 수질정화기능을 제

고하기 위하여 비점오염물질 중 흡착성 유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다공성 여재를 활용한 정화기능 식생매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이관준 외, 2015; 우효섭 외, 2015), 이를 바탕

으로 수질정화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제올라이트(zeolite)와 

규조토, 그리고 이들을 혼합하여 소성한 발포여재(PF여재)를 

적용한 식생매트를 제작하여 현장적용 후 강우 시 유입수에 

대한 수질정화 기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송규성 

외, 2016).

식생정화기술을 바탕으로 한 하천정화용 식생매트는 홍수 

시 유실방지, 식물의 활착 및 성장 유도, 식물과 연계한 식생

매트 내 침전, 여과, 생물분해, 식생정화 등의 자연정화 기작

을 활용한 수질정화기법의 도구이다. 하천 공간의 기능적 가

치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하천수와의 연계성을 유지 및 

향상시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하천구역 내 물질순환을 고

려한 자연정화기술이기도 하며,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오염부

하를 저감시키거나 차단시킬 수 있는 융·복합기술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개발에 대한 목적과 활용방안에

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천 정화용 식생매

트가 자연형 하천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고찰

1. 하천 정화의 개념과 필요성

1) 하천 정화의 개념

하천정화의 개념은 원래 하천이 가지고 있는 정화의 기능

이 여러 가지 원인 즉, 무기물, 유기물, 유해물질을 포함한 

것들의 유입으로 하천의 정화기능이 감소 및 소실되는 경우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정화기능을 회복ㆍ증대 시

키는 것을 하천정화라 말한다. 즉 정화기능을 저감시키는 원

인 물질들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방법 또는 생물적, 자연

적 방법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정상적인 정화기능을 회복 및 

개선시키는 것이다(오대민, 2003).

자연형 하천이란, 하천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자연성을 최

대한 살릴 수 있도록 복원 또는 조성 시킨 하천을 일컫는다. 

이·치수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염원으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적 회복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

선이 크게 강조 된다.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

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및 호안, 

둔치 등에 수초대, 식생대, 수생식물 식재, 비오톱, 여울, 소, 

어도 등 자연 친화형 하천 환경 조성을 하며 수질을 개선하

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또는 회복하는 ‘하천가꾸기 사업’

이라 할 수 있다.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의 목적으로는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의 형태로 다시 복원을 

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자정 기능, 동물, 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 기능을 가지게 하며 심미적 공간으로서 친수 기능을 

제고하며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한다.

2) 하천 정화의 필요성

하천은 농업, 공업, 산업 등과 관련된 기능 외에도 선반 

등 운반수단으로서도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중요한 생활 

원천이다. 하지만 점차 도시가 발전해가고 그에 맞는 하천을 

개발하면서 공공수역 인근에 밀집되는 공장단지 및 주택가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경제발전 

위주의 국토 개발로 인한 하천 유량의 감소, 하천오염의 심

화현상이 지속되고 유역이 인공화가 되면서 악화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황순진, 2009).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 유역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유역 내 인간 

활동의 증가에 따른 오염부하 유입량의 증가로 극심한 부영

양화 현상 및 그에 따른 녹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천정화시설의 설치를 통한 하천의 수질개선이 시

도되고 있고 하천의 오염정도 및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정화 공법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천

수질 정화공법은 흡착법, 토양처리법, 식생정화법 등의 방법

이 있으나 대부분 부유물질의 제거는 우수하나, 염양염류의 

제거율이 낮고, 부지사용 면적이 넓거나 처리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하천에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류희구, 2015). 또 유역의 포장면적 증가 및 

우수관망의 증가로 인해 우수의 유출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에 유역의 저류기능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감소 현상은 갈

수시에는 건천화 현상 또는 하천의 흐름이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발생 시키며 하천의 기능, 생태 및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에 기존하천에 적용되어있

는 인위적인 수질정화공법의 오염원 처리효율 등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동시에 친환경적, 자연적인 정화방법을 도입

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 하천 정화용 식생매트 고찰

1) 하천 정화용 식생매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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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물질순환을 고려한 식생매트란 다양한 오염

원의 직유입으로 인한 하천수질의 저하를 막기 위한 융·복합

기술이다. 하천의 수변공간을 효율성 있게 연계하여 오염물

질을 차단, 제어, 정화할 수 있는 물리적, 생태적 기작을 중

심으로 한 다기능성 종합적 수질 정화 기술을 말한다. 수질 

개선이 필요한 오염된 하천수를 대상으로 별도의 동력원 및 

시설물 추가를 최소화하고 자연적 정화 기능을 극대화하며 

물질순환을 고려한 정화 기법을 개발함으로서 하천 수질을 

직접 정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기능소재가 적용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의 국

가, 지방, 소하천 등 법정하천을 대상으로 분포하는 정체수역

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하천 상류역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의 

종적인 하천유역 내 정체수역을 포함한다. 단 해수의 영향이 

미치는 기수역은 제외한다. 기능적 범위로는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보전, 증진시키고, 그린에너지 및 신소재를 활용한 하

천의 자연정화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환경적 기능(친수, 수질

개선, 경관, 생태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2) 하천 정화용 식생매트의 유형

기존의 식생매트의 유형을 검토하여 하천정화를 위한 식

생매트의 현황과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 기술

조사 후 이를 유형화하여 개발기술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기존기술 간 정량적 비교를 위해 현재 기존제품 유형별 대표

제품을 유속/소류력/정화기능 등을 비교하였다. 기존 제품을 

형태 및 소재를 기준으로 Module Block, Wuilt Mat, 

Anchor Mat, Layer Mat, Soil Bag Mat, Soil Mat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Module Block 방식은 기존 콘트리트 블록을 대체하는 생

분해성 블록으로서 유속과 소류력에 대한 저항이 크며 토양

을 담는 요기구조로 식생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면이 고르지 않거나 돌이 많은 경우 설치가 어려운 단

점이 있다. Quilt Mat 방식은 망 간격이 좁은 자루형태의 매

트에 토양을 충진 하여 식물의 생육기반을 제공하는데 긴급

복구 공사가 가능하고 토양 개량이나 척박지 등 식물 성장이 

어려운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Anchor Mat는 앙카매트에 

천연솜과 종자를 충진 하여 그리드를 일체화하고 원지반과 

결속을 강화한 공법으로서 토양 유출 및 유실 방지가 가능하

고 그리드와 앙카매트의 지반 보강 역할을 한다. 홍수 후 잔

류수를 원활히 배수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원지반과의 고정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Soil Bag Mat 방식은 라텍스강화식생블록으로서 두 업체

에서 개발되어 있었는데 라텍스코팅으로 지속가능한 내구성

과 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며 블록 내부에 토양이 충진 되어 

있다. 고유속이 발생하는 구간의 식생 호안조성이 가능하고 

전면에 투수가 가능하여 별도의 배수시설이 필요 없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시공에 전문성이 요하고 식생구성이 미비

하다는 단점이 있다.

Layer Mat 방식은 3가지 제품이 있었다. 워터텍 식생호안

매트는 다층구조체로 식물뿌리와 네트의 엉킴으로 치수강도

를 보장하는 제품으로서 시공이 간편하고 비교적 저렴할 뿐

만 아니라 유속과 소류력 저향력이 크다. 그러나 종자에 의

한 식생만 가능하고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원지반과의 이격

으로 종자가 발아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식생매트 하천1형

과 코발란 식생매트는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한 여러 네트를 

레이어로 일체화, 종자의 발아에 의한 녹화 공법으로서 자연

환경 복원기능을 극대화 하였고 매트 내 씨앗부착이나 별도

의 파종이 불필요하며 균일한 녹화가 용이하다. 그러나 두 

제품 모두 종자 발아에 의한 녹화가 느리고 소류력, 유속 저

항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Soil Mat 방식은 라텍스강화식생블록으로 식물을 매트형

태로 재배하여 현장에 펼침으로써 시공이 완료되는 공법이

다. 시공 후 녹화 효과가 바로 나타나며 식물호안 안정기간

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속에 견디는 저향력이 낮

고 다양한 수종 구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Type A

Purification media + Wing shape

Type B

Coir roll + Wing shape

Type C

Purification media roll

Figure 1. Types of river purification type vegetation 

mat

3) 하천 정화용 식생매트의 종류

하천정화를 위한 식생매트의 종류는 총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Type A는 정화여재와 날개 형태가 결합된 구성

이며 Type B는 코이어롤과 날개 형태가 결합된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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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Type C의 롤형태는 정화여재 롤로 구성되어있다

(Figure 1 참조).

Type A는 정화여재와 날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규격은 

1100×1200×T100~150로서 겹치는 부분은 100×200이다. 

충진재는 제올라이트, 규조토 소성 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

요시에 충진재용 내피망을 사용할 수 있다. 정화력이 양호한 

편이다. 외피는 코이어네트로 #5~10mm 이내이다.

Figure 2. River purification type vegetation mat Type A

Type B는 코이어롤과 날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규격은 

1100×1200×T100~150로서 겹치는 부분은 100×200이다. 

충진재는 외피소재는 코이어 또는 코코넛 섬유 부산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내피는 없다. 정화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

이다. 외피는 코이어네트로 #5~10mm 이내이다. 좌우 겹침

이 없고 상하만 겹치는 구조이다.

Figure 3. River purification type vegetation mat Type B

Type C는 정화여재 롤이며 규격은 200~250×L2000로서 

겹치는 부분은 100이다. 충진재는 외피소재는 코이어 또는 

코코넛 섬유 부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피는 없다. 정화력

은 충진재에 따라 다르다. 외피는 코이어네트로 #5~10mm 

이내이다. 좌우가 겹치는 구조이다.

Figure 4. River purification type vegetation mat Type C

Ⅲ. 분석의 틀

1. 설문설계 및 조사·분석 방법

1)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

을 추출하고 종합하기 위해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연구 기법

이라 할 수 있다. 즉, 집단의 의견들을 조정·통합하는 방법으

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일반 표준화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하는 예측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

어지는 기법이다(이종성, 2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델파이 

기법은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달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실시하여 표준화와 비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드백(feed back)시켜 그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내용을 얻는, 소위 전문 집단적 

사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일종의 예측에 의한 분

석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여러 분야에서 미

래를 예측하는 문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각광받는 

연구방법으로 반전되었으며, 현재 델파이 기법은 정책적인 

개선사항이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문제점에 대한 도출이나 

지표 개발을 요하는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하천정화용 유지�관리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

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 3라

운드에 걸친 델파이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도구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설문 결과는 통계분석 프

로그램인 SPSS 18.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이용하였다. 

둘째, 전문가 합의 정도를 도출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IQR: Interquartile Range)를 이용하여 항목 

제거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제시되는 분석은 개별 문항

들에 대한 집중경향도와 변산도(중앙값과 사분점간 범위)로

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선정에 사용된다. 

셋째, 전문가 합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고자 

신뢰도(Reliability)검증, 내용타당도(CVR: Content validity 

ratio)검증, 수렴도 검증, 합의도 검증, 안정도(Stability)검증

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이주희 외1, 2013). 여기서 

신뢰도는 일반화 가능도 계수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크론

바흐 알파(Cronbach α) 계수와 동일하다(이종성, 2001). 내

용타당도(CVR)는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리고 응답한 패널 

수가 50%일 경우 CVR이 0으로 나타나며, 100%일 경우 

1.00으로 나타난다(Lawshe, 1975). 타당도 검증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합의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전용조, 

2005). 수렴도는 의견이 한 점에서 모두 수렴하였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클 경우 그 값이 커진다.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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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분위수 범위가 0이 나왔을 때 완전 합의값 1이 나오며, 

의견의 편차가 클 경우 수치가 감소한다. 즉,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타당함을 의미

한다. 안정도(Stability)검증은 반복되는 설문과정에서 패널들

의 설문응답의 차이가 적어서 응답의 일치성이 높은 경우 안

정도가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되며,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이

다.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 없으

며, 0.5~ 0.8인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0.8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내용타당도란 평가하려는 내용을 분석 정의함으로써 평가도

구의 내용이 주어진 준거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비율(CVR)

의 최소값은 2차 라운드 패널 수가 30명으로 0.33 이상이 나

오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CVR의 최소값은 Lawshe(1975)

가 제안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을 적용하였다.

2. 설문 문항의 선정 및 척도의 부여

델파이 1라운드는 하천정화형 식생매트의 유지·관리를 위

한 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지로 구성을 하였으

며,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천정화형 식생매트에 

관한 제품설명과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설명하였다. 이 때 

설문지만 작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는 인터뷰도 병행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2라운드에서는 델파이 1라운드에서 제시된 전문가 집단의 개

방형 질문지로부터 수집된  항목을 토대로 조정, 통합 등의 

작업을 거쳐 최종 24개의 항목을 선정하였고, 이 항목을 토

대로 델파이 3차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정화형 식생매트의 유

지·관리 지표를 선정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평가지표의 설정 단계에서 마련된 지

표의 초안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조사 문항을 제작하여 제

시하고, 패널들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반응척도는 델파이 조사에서의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3. 전문가 선정 및 설문분석

1) 델파이 조사 전문가 선정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패널

(Panel)을 구성한다. 패널 전성의 표준이 되는 특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델파이 방법을 실시하기에 앞

서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 델파이 방법의 시행과정

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이종성, 2001). 델파

이 방법이 전문가적 직관을 객관화되니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때,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해당 연구 

분야에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

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위한 전문가구성은 관련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하천정화형 식생

매트 개발 연구소 직원 1명, 현장 전문가(시공관련) 10명, 

발주 및 설치를 담당하는 건설사 직원 2명, 설계를 담당하

는 엔지니어링 회사 직원 7명으로 구분하여 패널을 선정

하여 총 20명의 전문가를 최종 패널로 선정하였다1).

2) 설문조사

선정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명이 참여하여 10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델파이1차 

조사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20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델파이2차 조사기간은 4월 26일부터 4월 30일에 걸쳐 실

시하였다. 최종 델파이3차 조사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하였다. 조사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가 직접 조사자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 후,  직접 설문항목에 기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3) 설문분석

델파이기법은 특히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일반화 또는 표

준화 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하

는 예측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업이다. 구성된 전

문가 패널의 개방형 설문을 통해 델파이 1라운드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 2라운드 설문지를 

작성한다.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조사한 전문가 패널들에

게 3라운드 설문을 받아 지표를 도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

며,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이

용하였다. 전문가 합의 정도를 도출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

차, 사분위수 범위(IQR: Interquartile Range)를 이용하여 항

목 제거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델파이 지표의 의견 수렴 및 

합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용타당도(CVR)검증, 신뢰도 검증, 

타당도(수렴도, 합의도)검증, 안정도 검증을 하고, 최종 지표

를 도출하였다.

1) 델파이 조사의 전문가 패널의 수는 적게는 4명에서 11명으로도 가능하고 작은 그룹일수록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 100명이 넘는 전문가 패널을 운영하기도 한다(안진성, 2010). 또한, 델파이 전문가 집단의 크기와 관련해서 Dalkey(1969)는 조사 

자료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패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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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천 정화용 식생매트의 유지·관리 지표개발

1. 델파이 분석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하천정화용 식생매트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델파이(Delphi)분석을 사용했다. 3장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델파이 조사방법은 전문가를 대상으

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정화용 식생매트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고, 실무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의 표본들은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여 지표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설문 응답자 중 성별은 남성이 80%(16명), 여성이 

20%(4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분포되어 있

다. 하천 식생 매트 분야가 조경시공 건설 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업무상 특성이라 판단된다. 

연령은 40-49세가 14명(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가 4명(20%), 50-59세가 2명(10%)로 나타났다. 학

력에서는 석사(과정포함)가 10명(50%)으로 과반수로 나타났

고, 대졸이 9명(45%), 박사(과정포함)가 1명(5%)로 나타났

다. 과반수이상이 대학원 교육을 받은 분포로 나타났다. 

근무지 유형에서는 시공사가 10명(50%)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엔지니어링이 7명(35%), 건설사가 2명(10%), 연구소가 

1명(5%)로 나타났다. 실무경력 항목에서는 16-20년이 7명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15년이 6명(30%), 

21-25년이 5명(25%), 25년 이상이 2명(10%)으로 나타났다. 

실무경력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분포하고 있

어, 설문 응답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

이라 판단된다.

2. 식생매트의 유지·관리 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분석(Delphi Method)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분석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

치었다.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오픈(Open)형 설문으로서, 전

문가가 하천정화용 식생매트 유지ㆍ관리 지표로서 타당하다

고 생각하는 문항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총 2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67개의 문항이 기입되었으나, 중복

되는 의미의 문항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니 24개의 문항으

로 압축할 수 있었다.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개념적으로 또

는, 큰 의미 안에서는 비슷하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입된 

문항은 괄호를 사용하여 오픈형 설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1차 설문을 통해 얻는 문항을 바탕으로 지표의 유

형을 구분하는 작업을 거치었다. 오픈형 설문에서 전문가들

이 지표를 기입할 시 사용하였던 문구를 바탕으로, 유형 

구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사용한 

문구는 ‘식생활착 및 발아’, ‘식생의 생장’, ‘식생매트의 고

정’, ‘매트관리’ 등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델파이 2라운드 설문 결과

델파이 조사 1라운드를 거쳐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델

파이 2라운드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1라운드 조

사 때 응답한 동일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와 동일한 인물들을 대상으

로 전문가 합의 과정의 단계를 실시하였다. 항목 제거 기준

으로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였다. 항목 제

거 기준으로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였다. 

평균은 일반적으로 5점 리커트 적용시 2.5~3.5 사이에 있

으면 통상적으로 보통의 의미로 간주하게 됨으로 문제점 인

식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균 3.5 이하인 항목은 제

거하였다. 표준편차는 표본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통계 값

이며,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웅(1987)의 연구 결과

를 용하여 표준편차가 응답범위의 20%이하인 경우 의견 일

치도가 높다는 견해에 따라 표준편차 값이 1 이상의 항목은 

제거하였다.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인 

사분위수 범위는 Gracht(2008)의 연구에 따라 5점 리커트 

적용 시 1 이하의 값이 나와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

여 1 이상 값은 제거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식생매트에 나타나는 고온현

상으로 인해 식생이 발아 전에 고사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

이 필요하다(Q2)는 항목과 식생이 성장 가능하고, 유지관리

를 위한 접근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Q6)는 항목이 

사분위수 범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제거되었다. 

수중에 식생매트를 시공할 시에는 시멘트로 핀을 고정하

는 공법이 필요하다(Q15)는 항목이 평균이 3.5 이하로 평균

값 기준 미달, 표준편차 1 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이 나타나 

제거되었다. 식생매트 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하여 부식에 대

한 저항성을 키워야한다(Q21)는 항목은 표준편차 기준치 이

상과 사분위수 범위 기준치 이상으로 제거되었다. 식생매트

부에 사람이나 동물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점검이 필요(Q24)는 평균값 기준 미달, 사분위수 범

위 기준치 이상으로 제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24개의 문제지표 중 총 5개의 지표가 제거되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선정된 항목들의 값을 살펴보면 평균은 3.64~4.55의 분포

를 보이고 있었고, 표준편차는 0.50~0.99의 분포를, 사분위

수 범위는 0~1의 범위를 나태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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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조사 2라운드를 거쳐 도출된 항목으로, 델파이 3라

운드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2라운드 조사 때 응

답한 동일한 전문가들에게 배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3) 델파이 3라운드 설문 결과

델파이 2라운드에 선정된 19개의 항목들을 토대로 하여 

델파이 3라운드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3라운드 역시 2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실시하였

다. 기준치에 맞지 않아 제거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모든 항목이 선정되었다. 

전체적인 데이터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3.75~4.50으로 나타났으며, 사분위수의 범위는 0~1로 나타

났고, 표준편차는 0.51~0.96으로 나타나 델파이 2라운드에서 

나온 수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델파이 2 라운드와 비

교 시 전문가의 합의의 폭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정화용 식생매트 유지·관리

를 위한 지표선정의 의견 수렴 및 합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의견수렴 및 합의도 분석 결과

델파이 조사 결과의 추정이 타당한가는 의견의 수렴과 합

의도 분석 등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델파이 결과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합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내

용타당도(CVR)검증, 신뢰도(Reliability)검증, 타당도(수렴도, 

합의도)검증, 안정도(Stability)검증을 사용하였다. 

우선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크롬바흐 알파

(Cronbach α)’의 계수는 0.893으로 비교적 높은 값으로 나

타나 설문 응답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안정도 검증’에서도 전체 문항의 값이 0.5이하로 나타나 

‘추가 설문이 필요 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

도 검증’에 해당하는 ‘수렴도’와 ‘합의도’ 분석결과 역시 ‘수

렴도’는 0~0.5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합의

도’는 0.73~1.00의 범위에서 측정치가 분포되고 있어 전문가

의 의견이 수렴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용타당도’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란 평가하려는 내용을 분석 정

의함으로써 평가도구의 내용이 주어진 준거에 어느 정도 일

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즉, 현재 거론된 평가지

표가 주어진 준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에 해당

하는 지표는 ‘Q14. 초기에 식생매트 고정 시 면적 당 핀의 

수량에 대한 기준 확보가 필요’와 ‘Q19’. 식생매트 설치 위

치에 따른 교체의 수월성을 위해 기본규격 및 무게에 대한 

기준이 필요’라는 지표로서 내용타당도 값이 0.2로 나타났다. 

이는 Lawshe(1975)가 제안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2)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전체 19개의 지표 중 ‘Q14’와 

‘Q19’를 제외한 17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3. 유지·관리에 관한 개발 지표의 고찰

1) 식생활착 및 발아에 관한 지표

식생활착 및 발아에 해당하는 지표는 다음 네 가지로 도

출되었다. 식생매트에서 발아율 및 활착률이 우수한 종자를 

선별하는 과정 및 기준 필요하다는 것과 집중호우에 생기는 

세굴현상(洗掘現像, Scour)으로 인해 식생매트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다짐 및 토질상태 검수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식생 선정 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선정과정 

또한 필요하며, 시공 후 식생이 활착될 때까지 추가관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습윤은 식생 성장 및 발아

의 필수조건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통상 지하수위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토질상태와 관수는 식생의 활착 및 발아에 중

요한 요인이 되며, 기존 식생매트 설치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2) 식생의 생장에 관한 지표

식생의 생장에 관한 지표로는 다섯 가지가 도출되었다. 식

생매트 사이에 지효성 양분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 형성

이 필요하다는 것과 식생매트의 밀도에 따라 발화율과 양분

저장이 변화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준과 매트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함수율에 대한 기준, 그리고 사면안정화 및 수질정

화를 위한 식생위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식생

과 정화소재의 정화기능 분배를 통한 정화소재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식물의 유지, 생육

에 필요한 수분유지, 식물위치에 따른 정화능력 유지를 위

해 필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3) 식생매트 고정에 관한 지표

식생매트 고정에 관한 지표로는 두 가지가 도출되었다. 식

생매트가 유속 등에 유실되지 않게 고정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토질의 상태에 따른 고정방식 및 기준의 다각화가 필

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시공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매트의 고정방법 및 고정재료의 기준마련에 대한 필요성

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제 식생매트가 설치된 

곳들에서 침수 시 부력으로 인한 부유 현상과 식생매트 틈새 

2) 본 연구에서의 패널 수는 20명으로서 Lawshe(1975)가 제안한 패널 수 기준에 따르면 내용타당도 값이 0.42이상으로 나와야 타당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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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으로 인한 기반층의 세굴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생매트를 고정하는 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매트의 관리에 관한 지표

매트의 관리에 관한 지표는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장기

적인 지속을 위해 식생매트의 부식방지를 위해 두께를 

20mm이상으로 보강하는 것과 식생매트를 자연으로 환원시

킬 경우, 지속기간 및 재료선정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식생 활착이 부실하거나 발아가 되지 않을 경우 제방

사면 불안정 및 경관저해가 우려됨으로 완전 활착 시기까

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시공시기에 

따라 시공성(Constructa -bility)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방식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표도 도출

되었으며, 매트의 위치에 따라 오염도나 폐색현상이 다름으

로 정화력 유지를 위한 위치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사면토사 유

실 및 매트오염 또한 방지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

어 지표 도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개발에 대한 목적과 활용방안에만 국한된 하천

정화를 위한 식생매트가 자연형 하천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

였는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정화용 식생매트의 수리처리능력과 식물간 정화

기작 실제검증 실험, 활용 방안 등의 연구는 계속하여 진행

되고 있으나, 하천정화를 위한 식생매트의 설치 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유지 및 관리 지표

개발 설문을 작성하여 전문가 설문(Delphi)을 실시하였다. 

둘째, 델파이 1라운드 전문가 설문(오픈형 설문)을 통해 

총 4개의 유형 24개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식생활착 

및 발아에 관한 지표, 식생의 생장에 관한 지표, 식생매트 고

정에 관한 지표, 매트의 관리에 관한 지표로 유형이 분류되

었다. 이를 기준으로 델파이 2라운드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

였으며 그 결과 24개의 항목 중 5개 항목이 항목 제거 기준

에 의해 제외되어 총 19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델파이 3라

운드 설문을 통해 이 19개의 지표가 최종 선택되었으나, 전

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17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셋째, 식생활착 및 발아에 해당하는 지표는 우수 종자 선

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과 집중호우에 생기는 세굴현상(洗

掘現像, Scour)으로 인해 식생매트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지반다짐 및 토질상태 검수와 식생 선정 시 주변 경관과

의 조화를 고려한 선정과정 또한 필요하며, 시공 후 식생이 

활착될 때까지 추가관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

질상태와 관수는 식생의 활착 및 발아에 중요한 요인이 되

며, 기존 식생매트 설치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현장 전문

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넷째, 식생의 생장에 관한 지표로는 다섯 가지가 도출되었

다. 식생매트 사이에 지효성 양분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식생매트의 밀도에 따라 발화율과 

양분저장이 변화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준과 매트에 적용되

는 기본적인 함수율에 대한 기준, 그리고 사면안정화 및 수

질정화를 위한 식생위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식생과 정화소재의 정화기능 분배를 통한 정화소재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식물의 유지, 생육에 

필요한 수분유지, 식물위치에 따른 정화능력 유지를 위해 필

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다섯째, 식생매트 고정에 관한 지표로는 두 가지가 도출되

었다. 식생매트가 유속 등에 유실되지 않게 고정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토질의 상태에 따른 고정방식 및 기준의 다

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시공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매트의 고정방법 및 고정재료의 기준마련에 대

한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매트의 관리에 관한 지표는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

다.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식생매트의 부식방지를 위해 두께

를 20mm이상으로 보강하는 것과 식생매트를 자연으로 환원

시킬 경우, 지속기간 및 재료선정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식생 활착이 부실하거나 발아가 되지 않을 경우 제방사

면 불안정 및 경관저해가 우려됨으로 완전 활착 시기까지 주

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시공시기에 따라 

시공성(Constructability)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방식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표도 도출되었으며, 매

트의 위치에 따라 오염도나 폐색현상이 다름으로 정화력 유

지를 위한 위치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식생매트 활용을 통한 성능 평가 위주

의 연구에서 한 발 앞선 연구로 관련 실무자를 전문가로 선

정하여 하천정화를 위한 식생매트의 유지 및 관리 지표를 도

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연구만 진행되어 있는 하천 정화용 식생매트의 

시공 후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에 최초로 접근 했다는 점과 

학술적 응용 분야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

술적 의의가 있었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하천 정화용 식

생매트 유지·관리를 위한 실천적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의미

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관련한 전문가의 부족으로 전문가 패널의 크기를 충분히 확

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의 정밀성에 대해 추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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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하

천정화를 위한 식생매트 개발 보완과 다양한 규모의 하천에 

적용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식생매트 공법 등에 대한 연구

가 있어야 하고, 하천 정화용 식생매트 유지·관리를 위한 제

도 마련에 관한 연구도 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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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utcomes and Limitation Factors of Saemaul Undo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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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emaul Undong is a successful community development model started in  Korea in 1970 and has been a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since 1970. So far, many scholars and organizations have studied Saemaul Undong in terms 

of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development aspects. Especially, there are a bunch of studies, which dealt with outcomes and 

success factors of Saemaul Undong. However, few studies has explored limitation factors of Saemaul Undong. This study analyzes 

public opinion polls carried out 13 times from 1990~2015 and papers published from 1972~2017 to explore outcomes and limitation 

factors of Saemaul Undong.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effectively training and fostered leaders of Saemaul Undong 

have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Furthermore,  limitations of Saemaul Undong have been discussed as well 

through this study. We need to discuss further on new levels of Saemaul Undong satisfying recent demands and needs from 

home and abroad in the 21st century. However, new spirit, direction, systematic system of Saemaul Undong should be explored 

in the future.

키워드 : 새마을정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교육, 새마을경험, 지역사회개발

Keywords : Saemaul spirit, Saemaul leader, Saemaul training, Saemaul Undong experience, Community development

Ⅰ. 서 론

한국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제

3,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산업화와 함께 근대

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1970년 박정희대통령에 의

해 태동된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독창적 농촌

지역개발운동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국의 지역

단위에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개발’,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등 다양한 맥락에서 선험적 선진 계획 모델로 자

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8년 현재까지 동남

아시아, 중앙아시아, 남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등 총70여

개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등 UN으로부터 글

로벌 빈민극복운동2)의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다.

유엔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2000년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농촌 발전의 모범사례로 선언하고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가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는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 2만2천여 점의 문건을 세계기록

유산(Memory of the World)3)으로 등재했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나 유엔개발계획(UNDP)도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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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로벌 빈민극복운동,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 

3)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가 1995년부터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화유산을 지칭한다. 세계문화에 영향을 주는 기록물들 가운데 미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유네스코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한국은 훈민정음 등 2017년 12월 현재 16건이 등재되어 아시아(세계4위)에서 최다 등재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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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0월에 새마을운동 추진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전 세계 33개 

국가가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Saemaul Global Leagu

e)4)’를 결성해 새마을운동 경험과 새마을정신을 전파하고, 나

라별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대

한민국의 발전 경험이 지구촌 공동번영의 공동체운동으로 자

리 잡아가고 있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16).

지난 1970년대부터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사업주체와 학자들의 활발한 연

구가 논의되고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최상호, 2004). 

새마을운동 연구 논문들의 경향을 분석5)하면 경제, 사회, 문

화, 새마을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들이 있다. 본 연

구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분석과 문헌 연

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여론조사 분석은 1990년부터 2015

년까지 실시한 13차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고, 문

헌연구는 1972년-2017년에 발표된 관련 논문 내용 중 새마

을운동의 성과 및 성공 요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새

마을운동의 성과와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논문은 다수 있으

나 한계요인을 함께 분석한 연구논문은 미진하다6). 이와 같

은 선행연구 논문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자 본 연구는 특히, 

새마을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육성이 새마을운동 성공요인에 

어떻게 역할을 하였는지,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고

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이 태동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추진체

계와 전개과정, 사업적 특성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새마을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성공요인을 살

펴보고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새마을운동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국내와 글로벌새마을운동 수요에 충족

할 전략과 착안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새마을운동의 태동과 특성

1. 새마을운동의 태동과 배경

1970년에 태동된 새마을운동은 시대적 산물인 동시에 박

정ㅎ희대통령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운

동이 출현하게 된 동기는 시대적 배경과 함수관계를 가지면

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부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들 제 측면의 동기는 결코 별개의 독립성 

을 가지고 작동한 것이 아니라 상호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상승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태동된 새

마을운동은 절대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잘 살기운동’ 이었다. 

또한 정신개혁 운동이었으며, 행동적 실천운동 이었다. 새마

을운동은 조국근대화의 상징이며 40여년을 이어온 국민운동

이다. 새마을운동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박정희대

통령은「새마을운동이란 쉽게 말하면 잘 살기운동 이다」라

고 말하며7) 새마을운동이 추구하는 가치가 잘사는 사회, 즉, 

살기 좋은 사회(Good Society)임을 분명히 하였다(노화준, 

2013: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개발연구, pp15~20).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정신계몽을 통하여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함양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신장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내무부, 

1980a: pp80-81).  

새마을운동 태동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배경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배경은 앞의 내용대로 1960년대 한국의 경

제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었다. 미국의 무상원조가 차관형태

의 전환이라는 변화의 갈림길에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 전략

이 필요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출지향의 경제정책,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국가개발 정책 등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서 출발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치권자인 박

정희 대통령의 ‘빈곤퇴치(貧困退治)’에 대한 강한 집념은 국

민다수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염원과 일치하여 소득증

대와 정신계발에 목표를 둔 새마을운동의 출발을 가져왔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함으

로써 체념으로부터 탈출하고 좌절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계

기를 만들어나갔다. 수 천 년 이어온 가난의 상징인 보릿고

개를 퇴치하고 ‘잘 살기 운동’에 어느 누구도 반대 할 수 없

었다. 한편 대도시와 공업위주의 정책드라이브로 인해 도시

와 농촌 간, 그리고 공업과 농업 간의 소득 및 생산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한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인구

4) SGL(Saemaul Global League)은 2016.10월 세계 각 국별로 결성된 새마을운동 간의 네트워크로 △비인종적 △비정치적 △비종교  

  적 지역발전 분야의 민관협력단체 연합체로 20개 회원국과 17개 준회원국 등 37개 국가가 참여했다. 회원국41개국, 2017.12.31.현재

5) 국회전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관련한 연구 석․박사 논문 262편과 학술지 논문 2,763편을 포함하여 총 3,025편의 실  

  적이 있다. 이 논문 중 1970년 이후 1,233편, 1981년 이후 880편, 1991년 이후 73편, 2001년 이후 227편, 2011년 이후 612편에   

  이르고 있다. 새마을운동 초기에 연구 논문들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 다  

  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6) 새마을운동 연구논문을 보면,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과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로 구분됨. 새마을  

  운동 관련 논문은 주로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국가 주도한 농민 동원체제운동 인식의 연구, 국민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동체의식  

  의 발현이라는 시각의 연구, 정부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시각의 연구,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7) 내무부, 1980b: pp65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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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농촌 

및 농업인구의 감소에 비례하여 도시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

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팽창은 두드러졌

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간과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는 국민

상호 간의 이질화를 가져오고, 이는 국민 간에 위화감을 조

성함으로써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안보체제의 구

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1960년

대 공업화의 성과를 농어촌으로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 공업

과 농업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의 생활 환경개선과 근대적 국민의식을 확립하고자 

시작된 근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양수, 2016: 

p77-78).

둘째, 정치적 배경은 새마을운동은 농민들로 하여금 가난

에서 벗어나고 농촌사회의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박정희정부의 비전

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이라 할 수 있다(황연수, 2006). 

또한 1960년대 39.2%를 였던 도시인구의 비율은 1970년대 

50.2%로 증가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

다. 농민들에게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이들

의 소외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와 관

심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국민에너지를 결집하여 생산적 

방향으로 진작시켜 나가고자 한데 있었다. 먼저 체념과 좌절

에 빠져 의욕을 상실하고 타락과 방종의 생활에 젖어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자 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

터 자조(自助)하는 용기와 협동하는 슬기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컸던 것이다. 잠자는 국민의 정신을 일깨우고 흩어 

진 민심을 하나로 묶는 것은 국력의 신장에 도움을 주며, 아

울러 국가통치 기반을 안정화 시키는데도 기여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정치적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에 의해 탄생된 

국민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08). 

셋째, 사회문화적 배경은,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동은 농촌

의 경제 낙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원인이 있었다. 초가집과 비위생적인 생활시설은 인간의 주

거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미흡하고 문화적 생활에 최

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생활환경 개선에는 막

대한 물량과 인력, 그리고 재원이 필요했지만 정부의 예산만

으로는 그 충족이 불가능 했다. 이에 정부와 주민의 공동적 

부담이 타당하고 바람직하였으며, 이러한 주민의 노력과 부

담을 전제로 한 새마을운동 전개가 필요하였다. 또 하나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혁신해야 할 사회

적 혁신으로서의 필요성이 있었다.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해

결방법들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해결방안(Novel Solutions)들이었다. 이 해

결방안들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는 사적인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다는 일차적으로 전체로서의 사회에 발생되는 것

으로 정의 할 수 있다(Phills, Deglmeier, and Miller, 2008: 

pp34-43, Auerswald, 2009: 52, 노화준, 2013: pp13-20)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의 태동과 배경은 건강한 국민, 건전

한 사회,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렵고,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이 가능한 것이었다. 범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이러

한 국민정신의 혁신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필요

성에 의해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새마을운동 의의와 특성

1) 새마을운동 의의

  새마을운동 시작 이전부터 농촌개발에 대한 구상과 노

력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8) 범

국가적으로 추진한 ‘재건국민운동’, 전라남도의 ‘모범농촌조성 

운동’, 전라북도의 ‘보고가는마을 운동’ 경상남도의 ‘농촌개발

새마을 운동’ 등과 1968년부터 추진한 ‘농어민소득증대특별

사업’ 등에서 ‘잘 살 수 있는 농촌개발’에 대한 영감을 얻은 

박정희대통령께서 앞의 사례와 농촌의 자조적 노력을 예로 

들면서 1970. 4.22. 중앙청에서 개최한 ‘한해대책 지방장관회

의’에서 공식 선언하게 된다9). 새마을운동 제창 당시인 1970

년은 정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협동과 자조정신을 발휘하여 생활환경

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당시 정부예산의 약 1%

에 해당하는 41억 원이 투자되어, 1970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국 33,267개의 행정 리동에 시멘트335포대가 균

등하게 지원되면서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시작되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투자대비 약 3.3배인 122억 원의 산출을 가져

오는 놀라운 성과와 ‘할 수 있다’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오게 되었다10). 

2)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가치

8) 이기우․ 이승종․ 최영출, 2008, 새마을학회, 박진환, 2005,「박정희대통령의 한국경제 근대화와 새마을운동」

9)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에서 발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꾸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중략)....  이 운동을 ‘새마을가꾸기 운동’이라  

    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10)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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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이라 함은 주민이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마을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17). 이는 

1960년대에 한국 정부가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세 번째 운동11)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앞의 두 운동

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강렬한 농촌개발의 의지가 최

고 국가지도자에 의해 나타났다고 하겠다. 행동과 실천이 앞

서고 윤리적인 체계화가 뒤따랐던 새마을운동은 입장과 관점

에 따라 그 뜻이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했다. 

최상호(2004: 420-421)는 ‘새마을운동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 창조적인 개념으로 보

다 나은 개선이나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이 이 운동에 포함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이념은 ‘잘살기 

운동’이다. 현대적 의미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윤택을 추구

하는『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이다. 나 혼자만이 아

니라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자는 의미이다. 새마을운동은 미래의 후손

들을 위해 물질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마을과 건강한 사회, 

나아가 화합과 번영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보다 

더 큰 뜻이 담겨있다(새마을운동중앙회). 또한 사회적 혁신운

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는 ‘새마을노래’ 1절

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새마을노래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살기 좋은 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새마을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것을 한국의 전체 마을들로 확대하면 사람이 살

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변혁 이니셔티브로서의 새

마을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이다(노화준, 2013: pp58-59). 

3) 새마을정신

  새마을정신은 새마을운동의 이념에 부합하기 위한 실천

원리이자 행동철학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를 위하여 근면·자

조·협동의 3가지 기본정신을 갖는다. 첫째, 근면정신은 개인

에 대한 실천덕목으로 건전한 윤리관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

기 위한 것이다. 근면은 근검(勤儉)과 통한다. 알뜰정신, 절

약정신 부지런함에서 나온다. 근면정신은 부지런함, 꾸준함, 

알뜰함을 뜻하면서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전과 불굴의 

개척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자조정신은 남에게 의지

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

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자조정신은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주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도 결국 

자조정신에서 비롯되며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새마을운동의 핵심적인 실천원

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협동정신은 단체에 대한 실천덕

목으로 혼자의 힘보다 서로서로 돕는 협동의 힘을 합치면 능

률이 오르고, 자신감이 생기고 단결심이 강해진다. 또한 ‘나’ 

보다는 ‘우리’ 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상호 신뢰를 바탕

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정

갑진(2009; 24～25)에 의하면 새마을정신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더 낳은 삶을 개척해 가는 동시에 공동체적 참여와 

노력을 추구하는 정신이므로 사회통합의 정신이며, ‘잘살아보

세’라는 공동의 염원과 민족적 번영을 이루기 위한 공동선을 

함축하고 있어 사회발전 지향적 가치라고 하겠다. 이러한 새

마을정신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Table 1.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Spirit Meaning
Goal

Origin of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Saemaul Song

Diligen

ce

D i l i g e n c e , 

Challenge

(The Pioneer 

Spirit)

Power of Execution ·Koreans have DNA inherited from the past(=Diligence⇔ 

Success)  

-Mr. Jeon Gyeongchang’s family rules and spirit, 

-Mr. Jeong Yak-yong’s preface of his book called 

Gyeongseyupyo.

Saemaul Song

First Verse

S e l f 

Help

A u t o n o m y , 

Responsibility

(Owner Spirit)

Sense of duty ·Traditional spirit of self-reliance, strenuous efforts, and 

independence.

·Samuel Smiles ‘Self Help’ / Self-rehabilitation(=One’s own 

efforts = Self Help)

Saemaul Song 

Chorus

Cooper

ation

Harmony, Care

( C o mm u n i t y 

Spirit)

Productivity

·Derived from Hyangyak, Dure, Pumasi, Gye.Saemaul Song Third 

Verse

※ Source : Korea Saemaul Undong Center, reorganized by the author(2017)  

11) 1961.5.16.군사정변 후 최초로 시도한 농촌빈곤 문제에 대한 접근은 ‘재건국민운동’이었으며, 그 다음이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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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마을운동 추진체계와 전개과정 

1)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새마을운동 추진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를 바탕으

로 한 민관협력 체제 구축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과 농민에서부터 기업인, 학생에 이르기

까지 전 국민적 참여를 촉구하는 범국가적 총동원 추진체제

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서 마을단위 까지 새마을운

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새마을운동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했다12). 임경수(2013; 9)에 의

하면 새마을운동의 추진형태는 <그림1>과 같이 주민, 지도

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이다. 각 주체의 이상적인 기능은 주

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리더십, 정

부와 공무원의 촉매적인 지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 Implementation Structure of Saemaul Undong

※ Source : Lim(2013)

2) 정부지원과 정책집행 

  1970년 하반기부터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를 일

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종합적인 농촌개발운동으

로 추진되었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구상과 비전이 

관계부처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책과 방향으로 수립되었

다.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2년 3월7

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급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

는데 각각 대표자 및 부단체장들이 참여하였다. 각급 새마을

운동추진협의회는 중앙정부 단위에 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의 새마을운동을  협의 조정하였다. 시도협의회에서 

시도단위 새마을운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별로 책임을 분담하였다. 시군협의회에서는 시군 새

마을운동에 관한 종합지도를 읍면단위에는 읍면협회회를 구

성하여 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추진을 지도하였다. 마을단위

에는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의 협동적 사업추진

의 계획과 집행을 하였다.  새마을운동 협의회(위원회)에서는 

정부부문 지원과 새마을운동 추진의 박차를 가하고 민간부문 

추진의 교량역할을 하였다. 또한 <표2>와 같이 각급 공무원

들을 차하급 조직에 담당제로 월1회 이상 출장하여 새마을운

동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및 새마을사업을 지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책집행을 추진했다.

3) 마을단위 사업추진과 주민참여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업과 활동이 마을단위

로 이루어졌다. 평균적으로 74가구 내외의 마을은 씨족 등으

로 오랜 기간 상호 유대와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가장 강하

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적 공동체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마을을 기초단위로 하여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활

동이 기관과 지도자와 주민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

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을에는 행정조직인 리․동 조직과 

새마을운동을 위한 전문적인 리․동 개발위원회가 있다. 리․동

개발위원회는 15명 내외의 마을 자생 조직 대표들이 맡고 위

원장은 새마을지도자와 리․동장이 맡았다. 

마을단위에서 새마을운동의 추진은 읍면 새마을운동추진위

원회의 추진지침을 바탕으로 리․동 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마을의 의결기관인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주요 

하부집단들인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영농회, 기능별 주민조

직 등의 참여 속에 의견을 수렴하여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였

다. 대체로 한국의 농촌조직은 7할이 비 자생 조직이고 3할

이 각종 계를 비롯한 자생조직이었다. 이러한 조직은 법률이

나 행정명령 등에 의한 정부의 시책적인 필요에 따라 외생적

으로 조직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유명무실한 조직이 많았다. 

부녀회와 생활개선구락부, 영농계와 농사개량구락부 등과 같

이 주민 조직 간에도 중복성이 많았다. 마을 단위의 이러한 

조직도 불과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며, 한 사람이 8-9개 

조직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었다13).

주민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이 수립되어 새마을운동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첫 번째로 마을별 경쟁을 통한 우수마

을 우선지원을 통한 자극을 주어 참여를 촉진했다. 이는 사

업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12)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

13) 지방행정연구원, 1999. 「지방자치행정50년사」마을의 주민조직은 타율적인 조직과 자생적인 조직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다시       

    법정조직과 행정적 조직으로, 후자는 조장적 조직과 순수 자생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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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utline of Business Trip of Government officials

Affiliation and Position Local in charge Visit Cycle

Ministry of the Interior / 

Mid-level officials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Once in a month

Local Government (Provincies and Metropolitan 

Cities) / Mid-level officials
Cities and Counties Once or twice a month

Local Government (Cities and Counties) / Officials Counties and Districts 〃

Local Government (Cities,  counties, and villages) 

/ Officials
Villages Very often

※ Source : Korea Saemaul Undong Center, Korea Professors Saemaul Research

Figure 2.  5 Steps Implementation Proces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of Saemaul Undong 

          at a Village Level(Example) 

Support Ignition A sense of community cultivated

                   

P ro jec t 

Selection

General 

Assembly

Village’s development 

direction and common desire 

discussed

                 

Methods Making Plans
Villagers’ responsibility 

embodied

                 

Coopera

tion

Cooperative 

Works

Cooperation spirit 

promoted

                 

               
Completion

      

                     Proof Confidence New desire

  ※ Source : Ministry of the Interior, 1973 : 67 modified by the author 

주민들의 경쟁의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각과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

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사업을 소득증대와 연계하여 주민

들이 물질적 이득을 얻으려는 동기로 참여가 촉진되는 경우

가 있었다. 세 번째는 새마을운동 이전에 시행되었던 개발사

업의 실패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환경개

선사업이나 소규모 소득사업과 시설공사 등을 먼저 시행하여 

참여를 위한 자극과 동기부여를 했다. 네 번째는 상호유대와 

우리의식이 가장 강한 공동체인 마을을 개발단위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개별욕구를 주민전체의 공통욕구로 집약

할 수 있게 하며, 개발의 실익이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로 주

민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촉진하였다. 

    

4) 새마을운동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되어, 환경개선‧정신계발‧소득증대로 그 추진과

제가 확대되고 사업도 다양해졌다. 초기 1-2년간은 정부의 

물자지원으로 주민들의 개발의욕이 자극되면서 추진되었는데, 

새마을사업의 분류 방법도 매년 중점사업의 등장에 따라 약

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자조의

욕을 자극하고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익혀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훈련적인 성격이 내

포되어 있었다. 초기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그림2]와 같이 5

단계 추진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도록 지도하였다. 1976년부터 

생산기반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환경사업, 정신계발 사업 

등 4개의 농촌개발사업과 도시새마을운동으로 나누어 5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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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정리되었다. 1977년에는 공장새마을운동이 도시새마

을운동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초기에는 해당 연도별로 별도사

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생산기반사업

으로, 치산녹화 사업과 노임소득 사업은 각각 소득증대 사업

으로 편입되었다14).

Ⅲ.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교육운영 

  새마을운동은 정부와 민간, 중앙에서부터 현장에 이르기

까지 상호 연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었다. 이러한 민관

협력 체제는 행정조직에 새마을전담부서 직제 화, 각급 공무

원들의 지역별 담당 제 운영 및 지도‧지원, 읍‧면 뿐 만아니라 

리‧동 마을까지 운영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위원회)의 활

동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의 추진주체

는 마을주민이다.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마을에 대한 긍지

와 주인의식으로 사업추진과 결과에 대한 보람과 책임을 함

께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하여 핵심 

요소인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새마을교육을 중심으로 고찰하

고 한다.

1. 새마을지도자 발굴과 육성

박진우(2008)에 의하면 박정희정부는 516군사정변이후 

국내외적인 ‘적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방위하며 국가를 재

건하기 위하여 총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로 규정했다. 이와 

같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설정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해결

책을 지도자에서 찾았다. 지도자는 사전적으로 어떤 목적이

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을 의미15)한다. 박정희

정부는 지도자를 ‘가르쳐 이끄는 사람’으로만 규정하지 않았

다. 박정희대통령은 지도자를 ‘피지도자의 요구와 현실적 여

건간의 간극을 최소한도로 좁힐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인

물’로 보았다16). 박정희정부는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

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써 지도자를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도

자론’은 새마을운동에 반영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5

월 19일 새마을소득증대촉진대회 치사를 통하여「훌륭한 지

도자가 있어 부락민을 설득하고 나서면 새마을운동은 이미 

시동이 걸린 것이고 점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지도자’는 ‘수용자’인 마을주민에게 ‘수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능한 전달자’를 의미했다(주 권, 1976: 새마을운동과 

전개 방향, p36). 즉,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이 되려면 주

민이 ‘새마을운동의 담당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

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민의 ‘자각과 자발의식’을 촉구할 

수 있는 ‘계몽, 전달자’로서의 지도자가 필요했다(김영자, 

1973: 새마을운동과 부녀활동, p105). 

박정희대통령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운동의 관계17)를 

말하며, 훌륭한 새마을지도자는 부락민의 ‘신망’을 얻고 있는 

자 중에서 설득력, 창의력, 헌신성 등을 겸비한 인물을  ‘바

람직한 지도자’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직한 지도자의 

확보는 새마을운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겼다. 

즉, 새마을지도자의 자세와 능력 및 노력을 새마을운동 성

공여부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했다(박진우, 2008: p11). 

또한 박정희정부의 지도자 강조는 주권자인 국민을 지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위치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지도자중심

으로, 나아가 국가중심으로 순치(馴致) 시켰다. 

즉, 지도자의 강조는 대중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으며 국가

와 국민을 지도-피지도 관계로 보는 엘리트주의의 산물이었

다.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면서 정부단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혁신가적인 정신을 가진 각 부처에 

정부수준의 공무원들이 필요한가 하면 농촌마을에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해나가는 사회적 혁신가로서의 새마을지도자들도 

필요18)했다. 새마을운동의 시작 된 이후 마을(행정 리) 단위

에 지도력과 추진력이 있는 남여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주민

들이 의견을 물어서 선출하는 형태를 택했다. 새마을지도

자19)는 행정요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급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주민총회에

서 직접 선출한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주민과 행정과의 조정 

역할,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마을을 위해 무보

수로 헌신 봉사할 수 있었다20). 이들 새마을지도자들은 농촌

마을의 변혁을 위해서 1970년 당시 대부분의 농촌사회의 사

14) 새마을운동중앙회, 1999.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2010, 「새마을운동40년사」

15) 신기철․ 신용철, 1960. 표준국어사전, 을유문화사: p1336.

16) 박정희, 1961, 指導者道, 국가재건최고회의, pp9-11.

17) 내무부, 1975, 새마을운동길잡이, 「설득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지도자라야만 부락민들이 따라 간다는 것을 우리  

   는 경험을 통하여 알았다.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얻느냐 못얻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성  

   패의 관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pp10-62.

18) 노화준, 2013, 엄석진, 2011

19) 내무부, 1981, 새마을운동10년사 p324, 새마을운동이 농어촌에서 시작되기 전에는 독농가가 그 마을의 실제적인 새마을지도자 역  

   할을 해왔다. 

20) 황인정, 1980: p118, 내무부는1970년 10월 새마을가꾸기 사업 착수 시부터 지침을 통해 전국마을마다 마을리동장과는 별도로 남  

   녀 새마을지도자를 한명씩 뽑도록 권장했다. 그리고 1970년대 새마을지도자 선출방법은 36개 우수마을을 조사한 결과 주민전체의  

   선거가 39.4%, 주위사람의 권유 26.4%, 마을개발위원회 선출 18.4%, 이장과 마을유지 지명10.5%, 시군과 읍면에서 지명 5.3%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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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과는 다른 정신과 태도를 가진 긍정적인 일탈자들

(Positive Deviants: PD)로서 활동할 수 있는 혁신가들 이었

다21). 

새마을운동중앙회(1999)와 노유경(2012)에 의하면, 1970

년대 초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수행하였던 역할들은 ① 농촌 

마을주민들의 전근대적인 의식과 태도가 근대적인 의식과 태

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교

육자이며 안내자로서의 역할, ② 새로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농업생산에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각종의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계몽

하고 설득하는 코치로서의 역할, ③ 마을에서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계획의 실천가로서의 역할, ④이러한 계획들을 세

우고 실천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의견수렴가로서의 역

할, ⑤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새로운 영농지식과 

기술들을 숙지하고 보급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 ⑥ 마을의 

청년회, 부녀회 등 여러 조직들과 연계하여 새마을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통합자로서의 역할, ⑦ 그리고 

사후관리자로서의 역할 등 다양하다. 

농촌 새마을운동은 마을단위의 새마을지도자와 부녀지도자

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 마을의 새마을운동의 성공여부

는 새마을지도자의 지도역량에 따라서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새마을지도자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

명감을 바탕으로 한 열정과 창의력이었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00). 

2. 새마을교육 운영

새마을교육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신념을 가지

고 1971년 하반기에 농림부장관에게 교육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22). 박정희대통령은 농림부장관

과 회동 시 박진환 특별보좌관도 배석하게 하여 새마을교육 

준비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처럼 관련분야 장관과 특별보

좌관을 함께 부른 것은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

을 처음부터 함께 만들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지시에 

의하여 농림부에서는 한 마을당 한 사람씩 35천여 명을 훈련

시킬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대하여 박정희대통령은 논평과 

지시23)에 의하여 농림부에서는 영농기술 위주 교육에서 탈피

하여 정신계발 위주 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계획으로 대폭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신계발 교육을 위해 농

촌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포함하였으며, 

교육시설이나 예산지원보다는 급선무가 정신계발을 위한 교

육자 선정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농림부에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농촌부흥 운동을 전개하던 김 준 원장을 

발탁하여 1972년 1월14일 독농가연수원을 농협대학에 설치

하고 독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였다. 독농

가연수원 제3기 교육이 동년 3월18일 끝날 무렵 새마을운동

의 열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교육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독농가연수원에서 이의 교육도 맡아야 한다

는 당위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1972년 7월 3일 새마을지도자

반 제1기 교육생이 입교를 하고 새마을교육을 시작하게 되었

다. 연수원의 명칭을 1973. 5.31.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개

칭하였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 선도요원의 정예화, 정예지도자

의 자조적 운동 전개의 조장, 근면․자조․협동하는 복지국가 건

설에의 기여 등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수생과 

교관요원의 합숙으로 생활을 통한 훈련, 실천위주의 새마을

정신 계도, 성공사례와 분임토의 중심의 상호교육, 수료생에 

대한 계속적인 사후지도 및 지원 등 네 가지 지침을 제시하

고 있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독농가반에 비하여 영농기술 과목

이 줄어든 대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술정보 시

간이 늘었다. 마을주민들의 단합하여 마을을 새롭게 변화 발

전시키는 새마을수범사례가 늘었으며, 국민교양과 국민정신

에 관한 과목들이 더 중요시되었다. 이와 같이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우수 새마을지도자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각계각층의 국민과 사회지도층에 이르기 까지 새마을교

육을 실시하여 국민적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24). 

새마을교육 내용은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들로 짜여졌다. 새마을교육 과정은 정신교육과

정 및 기술, 기능교육과정 등에 기초하여 그 교육내용이 구

체화 되었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p387). 정신교육 과정

에서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기반으로 인간의식 및 

협동의 계획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 마음, 새사람, 새 직

장, 새 사회, 새나라 건설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21) 노화준, 2013: pp22-23, 어떤 가상적인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과 형태가 다음 그림과 같이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인 생  

   각과 형태를 가진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다. 

22) 새마을지도자연수원, 1982, 새마을교육10년사, 새마을가꾸기사업은 내무부, 새마을교육은 농림부가 관장.

23) 박진환, 1982, 새마을회고와 방향,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논문집, 1982. 「농촌개발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훈련해 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라 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1년에 35,000명이나 지도자를 양성해 낸다는 훈련계획은 너무 지나친 계  

   획이며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잡한 훈련계획 대신에 새로운 안을 생각해보라. 가령 자기 고장의 농촌개발  

   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뜻을 지닌 사람들을 잘 선발하여, 한 번에 20~30명 정도라도 좋으니 농촌개발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  

   는 정신교육을 시키는 훈련계획을 세워보라.」p13~14, p58~59.

24) 새마을지도자연수원, 1982, 새마을교육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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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는 내용이었다(노화준, 2013: pp85-86). 직능교육 과

정은 직무훈련을 통하여 고도산업 사회의 국민으로서 자질개

발을 위한 자기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교육하였다. 기술․

기능 교육과정은 정부시정의 기본 방향에 부응할 실무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사회인도 근대화

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능한 생산인으로서의 인간 능력을 극

대화시키기 위한 내용이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처

음에는 새마을지도자로써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교과목을 설계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발전하였다25).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지도자들을 1, 2주간 연수원에 엄격한 

조건 하에 생활하면서 성공사례의 상호교환에 중점을 둔 과

정을 이수하였다. 자기희생의 미덕과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 

다른 지도자들을 계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새마을운동에 헌신

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술적 측면보다는 의욕과 확신을 

불어넣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들과의 훈련과 접촉을 통하여 상당한 긍지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으려는 의욕

은 한국적 풍토에서 분명히 효과적인 자극제였다(새마을운동

중앙회, 1998: p30).

새마을교육은 1973년 새마을지도자연수원 현판식을 가진 

이후 내무부에서 중앙단위 각 부처의 공무원교육원과 지방자

치단체의 각급 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 공사립 및 기업체

의 연수원 등을 새마을연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수기관은 한때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지정한 11개의 새마을연수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1980년대에 

85개에 달한 적도 있었다. 현재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국내외 새마을교육을 전담하고 있다(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p32). 이들 새마을연수 교육기관들은 그동안 전 국민

을 1회 이상 교육시킬 만큼 매우 많은 교육실적을 올렸다. 

이들 연수생들이 새마을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범국민적 참여의 원동력이 되었던 

점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의 

그동안의 새마을국민교육실적26)은 아래와 같다. 많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크게 감동하고 새마을사업

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3.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교육운영의 한계

1970년대에 마을단위에서 활동했던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은 정부의 역할만큼이나 매우 중요했다(한도현, 2010: 

pp267-268). 한도현(2010)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를 대

표할 사례가 있는 새마을지도자 10명을 인터뷰한 결과 새마

을운동의 현장인 일선 마을에서는 일방적 지시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일사 분란한 단결과 화합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

다. 일선 현장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협동이 긴장 속에 

공존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새마을

지도자라 불렀던 주민들이다. 마을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매진했던 이들을 변혁적 리더로 규정하고, 조직의 리더, 

마을혁신자, 멘토 등의 제 모습을 규명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행위자들을 칭찬하거나 성공스토리 정도로 

다룰 뿐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1970년대를 비롯한 마

을 일선에서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한 사람이 수십 만 내지는 

수백만 명이 되지만 단편적인 성공사례 수기들만 존재할 뿐 

이들의 경험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1970년대에 활동한 지도자들이 70대 후반에서 80대 후

반에 이르러 이들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선출방식27)은 

1970년대 이후 변화하지 않았지만 운동의 전개방식은 변화

되었다28). 또한 새마을운동 현장이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조

정됨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가 독자적으로 마을별로 활동보

다는 읍면동의 협의체 회원으로 활동이 주이며, 임기도 3년

으로 제한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마을 현장 새마을운동

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새마을지도자는 농촌지역의 초고령

화, 임기제, 읍면동중심활동 등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연수생이 엄

격한 규율 속에서 철저하게 집단화되길 원했다. 즉, 연수원은 

동일한 복장, 동일한 행동에서 보이듯 개인을 배제시키고 국

가 속에서 집단적으로 규율화되고 정형화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수원은 시간표에 따른 규율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령, 학력, 직업 등이 다른 연수생 개개인을 동질화하

고 표준화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진우, 2009: 

p307). 

박정희정부는 국가적 질서에 순응하며 국가적 목표를 위

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민을 요구했다. 때문에 

새마을연수원의 새마을교육을 체화한 새마을지도자가 국민의 

‘자각과 자발의식’을 촉구할 수 있고, 국가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는 ‘계몽․전달자’가 되길 원했다. 이와 같이 새마을교육

25) 새마을운동중앙회, 2010, 새마을운동40년사 자료집

26)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017, 「2018새마을국민교육 수요조사 지침」 

27) 새마을지도자 선출방식: 행정 리통 별 남녀지도자 1명씩 선출

28) 새마을운동의 정책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현장이 마을(리동별), 2010년대는 현장이 읍면동으로 상향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의  

    임기제(3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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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72년 독농가연수원에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끈임 없

이 이어오면서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 선도요원의 정예화, 

정예지도자의 자조적 운동 전개의 조장, 근면․자조․협동하는 

복지국가 건설에의 기여 등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연수생과 지도교수 요원의 합숙으로 생활을 통한 훈련, 

실천위주의 새마을정신 계도, 수범사례와 분임토의 중심의 

상호교육, 수료생에 대한 계속적인 사후지도 및 지원 등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어오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국내외에서 각급 역할과 국가브랜드로서의 

인정감 등에 비하여 예산운영 적 측면에서는 법인단체가 감

당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수생 입장에서는 

2박3일간 합숙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 

형편과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에 따라서 교육인원 선발에 어려

움이 있어 지식정보사회 등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방법

(양적․질적인 면과 SNS활용, 맴버쉽 교육 등)의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Ⅳ.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한계요인

1.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성공요인

새마을운동 성공요인에 관한 논의는 내무부(새마을운동10

년사, 1980: 595-600)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면된다’는 국

민적 자각 등으로 분류 했다. 새마을운동을 민족사의 발전방

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짧은 기간에 유례없는 발전적 변화를 

이룩하였다. 모든 부분에서 가능성의 원리를 찾아내는데 주

저하지 않은 점과 발전 지향적 의지를 행동으로써 실천해 나

감을 역사적 의의로 삼았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성공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보는 관점과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주민들의 자각과 적극

적인 참여, 각급지도력과 정부의 지원역할, 마을별로 축적된 

사회적자본과 효율적인 지원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1) 주민들의 자각과 적극적인 참여

  새마을운동을 통해 절망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주민

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는 자각을 하였다. 이른 새벽

부터 밤늦도록 횃불까지 밝히면서 많은 주민들이 새마을사업

에 참여했다.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신의 

땅을 내놓았고 노동력도 제공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였

다. 주민들이 단결과 참여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선도적 역할

과 헌신적인 봉사가 수반되었다. 조석주(2013: 47-49)의 연

구에 의하면 국민의 참여’(76.1%), ‘정부의 지원’(14.6%), ‘새

마을지도자의 희생봉사’(8.5%)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새마을운동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 적극

적인 참여임을 알 수 있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새

마을운동연구팀(2010: 20-22)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은 농민

과 농촌에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새농민’과 ‘새마을’이 생겨

났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산을 뚫고 새 길을 만들고 긴 

다리를 놓으며 새마을사업에 열렬히 동참하였다. ‘여자가 집 

밖을 나서면 쪽박이 깨진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 새마을운동은 여성을 ‘근대적 주

체’로 이끌어 냈다. 비록 산업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동원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가정’ 

울타리에 머물던 여성을 ‘집 밖으로’이끌어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2) 각급 지도력과 정부의 지원 역할

읍면동사무소에서부터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담당제를 도입<표3>하여 마을별, 기관별로 사명감을 갖고 새

마을운동 추진을 지원하고 독려하였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실천되었다. 새마을운동의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실천을 하여 새마을운동을 

지원하였다. 국가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열정과 집념은 새마

을운동 추진 동력이 되었다. 대통령의 관심 표명은 사회 각

계각층, 특히 사회지도층이 새마을운동에 후원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3) 마을단위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지원방식

새마을운동의 전략단위를 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을 선택하였

다. 농촌마을은 전통적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씨족사회로 

서열과 협동을 중시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 자본으로의 역할

을 하였다. 새마을운동 추진은 공동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주

민들의 협동과 참여시키려는 취지가 적중했다. 정부의 새마

을운동 추진방식은 의타심을 버리고 마을별 자조 개발의 의

욕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실질적인 민관협력체

계가 구축되었다. 특히 전국 시도에 새마을교육을 위한 공무

원교육원과 민간연수원까지 협력연수원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새마을교육 운영으로 새마을운동 성공에 촉매 역할을 하였

다. 또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마을에 자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차등지원방식을 통해 참여와 협

동 경쟁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단계적‧점진적 사업추진과 평

가관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속 발전을 견인했

다29).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농촌을 근대화와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켰다. 새

마을운동을 통해 수많은 농촌지도자가 양성되고 민주적인 토

29)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012.「새마을교육40년사」 권순직. 2015.「숨은기적들,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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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문화가 성숙되어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에도 기여했다. 범국

민적인 의식선진화와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농민들은 소득증대와 직장과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노사문화의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30). 국

가경제개발 운동으로서의 성과는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

동이 도시와 공장, 직장, 학교 등 사회전체로 확대되면서 우

리 사회의 작동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모하였다. 조국근대화를 

위한 국민적 의식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양식으로 변모

하였다. 또한 농촌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저축이 늘어나고 산

업발전을 위한 자본이 축적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

당하게 되었다. 

2. 새마을운동 한계요인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를 선임하고 실용적인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추진 주체로 육성되었다.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은 1970년대를 비롯한 마을 일선에서 활동한 수많

은 새마을지도자들의 단편적인 수범사례와 성공사례 수기들

만 존재할 뿐 이들의 경험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행위자들을 칭찬하거나 성공스토리 정도로 

다룰 뿐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첫째, 새마을운동이 하향식(위로부터의) 추진방식으로 강

제성, 동원성, 권위주의로 인한 부작용과 유신체제 안정을 위

한 정치적 도구였다(전재호, 2003, 오유석 2003). 새마을지도

자들의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과 관주도적 대중동원운동 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외형적 성과의 이면에는 정부와 농민의 갈등이 심

하고 농민의 부담이 과중되었다(정우열, 2012: 175).

둘째, 새마을운동이 마을별 경쟁과 농촌개발의 상징이 되

면서 획일화와 규격화로 수천 년 이어온 농촌의 모습과 전통

풍물 들이 바뀌었다. 또한 전국 어디를 가나 원색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담장이 이어졌다. 마을과 부락마다 전해오던  

   저마다 특색있는 이야기 등이 사라지고 개인주의 확산으

로 마을공동체가 변화되었다.

셋째,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연수생

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철저하게 집단화되었다. 즉, 연수원은 

동일한 복장, 동일한 행동에서 보이듯 개인을 배제시키고 국

가 속에서 집단적으로 규율화 되고 정형화된 행동을 요구하

고 있다. 또한 연수원은 시간표에 따른 규율과 교육프로그램

을 통해 연령, 학력, 직업 등이 다른 연수생 개개인을 동질화

하고 표준화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진우, 2009: 

p307). 합숙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 형

편과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에 따라서 교육인원 선발에 어려

움, 지식정보사회 등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방법(양적․

질적인 면과 SNS활용, 맴버쉽 교육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새마을운동 현장이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가 독자적으로 마을별로 활동보다는 읍

면동의 협의체 회원으로 활동이 주이며, 임기의 제한으로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임기제, 읍면동 중심활동 등으로 한계

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새마을운동이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수하고 있

지만 사업비와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새마을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육성이 새마을운동 

성공요인에 어떻게 역할을 하였는지,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이 태동하

게 된 시대적 배경과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세마을

운동의 추진체계와 전개과정, 사업적 특성을 분석하여 고찰

하였다. 셋째, 새마을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새마을운동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국내와 글로벌새마을운

동 수요에 충족할 전략과 착안점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본 연

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통해 고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주민들의 자각과 참여

를 자극함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둘째, 여기에는 박정희라

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이 있었다. 셋째, 새마을운동의 

성공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수많은 새마을지도자의 양성, 

민주적인 토론문화와 여성의 마을 공동 현안에 참여를 통한 

여권 신장 등과 같은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 넷째, 농촌개발을 위한 각급 지도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사회적 자본인 농민의 자발적이고도 열정적인 활

동이 결합되는 등 거버넌스 구축이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새마을운동의 전략적 측면, 

정부지원의 메커니즘,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을 포괄하

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는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적용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적용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아시아‧아

프리카‧중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을 펼쳐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경

험을 바탕으로 하여 현지인에 의한 계획수립과 그 나라의 고

유한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평가와 같은 긍정적 측

30)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2010.「새마을운동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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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외에도 새마을운동의 관주도성, 정치적 왜곡이나 농촌문

화의 획일화․전통문화의 소멸과 도시지역의 공동체의 붕괴 등

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그 당

시의 시대성, 목표성, 수단성 등의 관점에서 추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0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각급 신문사와 여론조

사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

분의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을 잘 알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의 일부계층은 새마을운

동에 대하여 정치적 외곡 등 실제 의도와 성과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다. 이와 같은 결과 새마을운동을 1970년대에 끝난 운동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운동이다31). 또한 정갑진(2009: 

149-151)에 의하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즉, 농촌개발운동으로서의 공헌, 

국민정신계발운동으로서의 역할, 국가경제계발운동으로서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농촌개발운동으로서 성과는 농촌의 절

대빈곤에서 벗어나 주곡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졌다. 농민의 

정신계발과 농촌의 주택과 생활환경 특히 간이상수도, 화장

실, 부엌 등 위생환경과 마을안길과 농로 등 기초 인프라 시

설이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국민정신계발운동으로서의 성과

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공동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와 토론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되었다.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로 미신타파, 가정의례간소화 등의 생활습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새마을운동의 본격추진으로 담장 안에 갇

혀있던 여성들의 동참과 역할이 커지면서 인권신장과 지위가 

향상되었다. 

기존 새마을운동이 절대빈곤을 탈피를 향한 ‘잘살기 운

동’ 이었다면, 21세기 새마을운동은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를 

지향하며 국민적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 내려는 ‘더불

어 잘 살기 운동’ 이라고 할 수 있음32). 이와 같이 지식창조

시대에 부응한 국내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시대 가치

를 반영하고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지속가능한 운동으로 발

전하도록 각급 공동체운동과 사회적 행복 추구형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글로벌새마을운동 한국의 개발 경험을 상대

국가의 지역실정과 욕구에 맞게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새마

을운동글로벌리그(SGL, 회원국41개국)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가의 빈곤극복을 위한 모델로서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함으

로써 새마을운동세계화에 앞장서 나가야겠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

화, 특히 일부 농촌지역의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성장률 하락,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변

화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면, 자조, 협동

의 새마을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새

마을운동 정신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

는 공동체적인 가치들을 지속시키면서 농촌을 새롭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 내용과 추진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

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국내외 새마을

운동 수요에 충족할 새로운 차원의 새마을운동을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는 동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신의 창출, 

운동 방향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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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쇠퇴 지역의 환경재생 전략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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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today's 21st-century urban areas have broader opportunities, diverse jobs, and sophisticated cultures. On 

the other hand, behind the city's convenience, flamboyance, and efficiency, enormous energy has to be invested, and that energy is consumed 

by non-circulational energy that can never be restored. Urban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he increase in concentrated torrential rain caused 

by extreme weather changes due to urban development, the increase in rainwater leakage rate due to the expansion of impermeable pavement, 

and 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have emerged. Although the nation is currentl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it faces and 

is constantly preparing countermeasures, it is still constrained from developing practical solutions. Therefore, this study has established new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elements of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urban environment. In order to apply this,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strategy design have carried out for urban decline area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our lives and hav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eries of strategies aims to redesign the city-enabling environment, surrounded by gray infrastructure, to be 

economically, socially, culturally, and environmentally re-designed, with a rotating system of natural elements such as water, ecology, and energy.

키 워 드 : 도시재생, 도시쇠퇴, 도시환경재생, 저영향개발(LID), 신재생에너지, 마을정원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Urban decline, Environmental regeneration, Low Impact Development, 
          New and renewable energy, Garden village

Ⅰ. 서 론

산업사회의 도시에서의 자연은 제거되고, 소외되며 사라지

는 존재였다면 21세기적 새로운 패러다임은 뉴타운사업과 도

시재정비촉진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

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이나 불

량주거지 재정비라는 개념으로 불리어 왔다. 하지만 최근 도

시재생의 배경이 되는 현상은 규모에 있어서는 광역적이며, 

사회‧경제‧문화‧환경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급속히 확장되

는 신시가지 지역에 비하여 쇠퇴되어가는 지역이 문제시 되

어가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청되기에 이

른 것이다. 이제는 도시재생이 단순히 물리적인 재개발을 넘

어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새로운 도시생활의 방향으로 나아

가는 도시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써 도시환경재생

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에 취약한 장소를 선정하여 광

역적 측면에서 도시환경의 시스템을 자연 생태계 시스템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도시환경재생의 학술

적 이론정립과 더불어 단계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고찰

1. 도시 쇠퇴 지역의 이해

1) 도시 쇠퇴 지역의 개념

도시쇠퇴는 ‘도시의 전체 혹은 도시의 부분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쇠퇴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쇠퇴의 과정(process of decline)’에 

주목하고 있다(권오균, 2017). 또한 쇠퇴는 물리적 측면에 치

중된 단일적인 개념을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



모건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82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는 복합적 개념으로써 도시쇠퇴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환경

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쇠퇴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는 인구절벽, 고령화, 기반

시설 공급을 배제한 부분적·점진적 개발행위 등의 난개발이 

있다. 또한 주차장 공급보다 높은 차량의 존재로 인한 불법 

갓길 주·정차, 불투수포장면적의 높은 비율, 과거 낙후된 주

거지의 석면지붕으로 인한 발암물질 발생 등의 쇠퇴현상이 

발생한다.

2) 도시 쇠퇴현상의 주요 쟁점

도시쇠퇴현상과 관련된 연구는 영국의 구도심지 정책, 미

국의 중심도시(central city)의 문제, 일본의 도심주변지구의 

노화문제 등 구도심지 노화현상에 따른 고민과 연구의 결과

물들이다.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 지역이 쇠퇴하는데 결정적

인 영향을 준 것은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산과정에

서 야기된 도심의 중심성약화로 끊임없이 증대하는 개발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기성시가지의 정비보다는 외곽지역에서의 

택지개발을 서두른 결과 구도시지역이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문제점을 야기되고 있다. 도시 쇠퇴현상의 주요 쟁점은 도시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에 지가가 높고 건축

물의 밀도가 높아서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렵고, 이로 인한 

도로혼잡, 주차시설의 부족, 저층‧고밀 건축물의 무질서한 입

지, 노후화된 기반시설, 유휴공지와 빈집 등 거주공간으로서

의 매력을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통적인 도시

의 기능인 상업업무시설 등의 이용에도 제약이 많아지고, 건

축물과 기반시설이 적절한 시기에 정비되지 못해 노후화 및 

불량화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등의 

주요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쇠퇴하는 도시 내 마을단위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기능의 구조조정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도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도시 내 우위성 하락으로 

더욱 더 침체되는 현상들로 나타난다.

2. 도시재생의 이해

1) 도시재생의 배경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이는 도시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도시지역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기능 악화, 사회구조변화 

등으로 복합적인 쇠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쇠퇴 지역

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시각으로 비

치는 물리적 정비 사업은 주택공급 및 기초적 여건은 개선하

였으나, 사업 이후 주택가격 상승 및 저소득층 기존 주민들

의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이었다. 또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면철거방식으로 주

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각종 사회적 환경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렇듯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사업성이 저조한 

대부분의 정비지역의 사업 추진율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

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또한 구도심지 재활성화와 도시기

능구조의 재편을 통한 수도권 도시 외에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쇠퇴된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

화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Table 1. 참조).

Definition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environment 

improvement

Zoning 100 54 32

The 

Executive 

Committee

206 208 52

corporation 225 110 23

business 107 81 15

management 28 44 0

Construction 42 70 22

Sum 708 567 153
Source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2)

Table 1. Urban Regeneration Maintenance Project Status

2)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

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

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

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로버트는(Roberts, 1981) 도시문제해

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가면

서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경제, 물리, 사회, 환경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정의하

였다. 국내 도시재생 정책 소개에서도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

활성화를 추진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 재인용).

3) 도시재생의 유형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유형을 나누어 도시재생 추진방식을 제시하

였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하여 고용‧산

업기반 창출 및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하

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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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복지전달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Figure 

1. 참조). 또한, 2018년을 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

진으로 더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Figure 1. Urban Regeneration Planning System

Source :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2017)

3. 환경재생의 이해

1) 환경재생의 개념

도시환경(Urban environment)의 의미는 자연상태와 구분

되는 도시의 자연과 생활 및 공간적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지형, 기후, 수자원, 식생과 동식물, 인구, 대기, 폐기물, 소음 

및 진동, 교통, 범죄 등을 다루는 포괄적 개념이다(물정보포

털 인용).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은 산업화와 도시공

동화, 차량의 증가 등에 따른 각종 공해 물질로 인하여  오

염되고, 도시 생태계 또한 파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시의 생산 활동이나 교통,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 

폐기물, 소음 등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좋지 못한 영향

을 미친다. 더하여 오늘날 지구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실가

스 배출 문제와 그에 따른 폭염, 게릴라성 도시 홍수 등 재

난, 도시열섬 현상, 생물 종 다양성 감소 등 또 다른 차원의 

환경 문제가 범지구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조세환, 2017). 

또한 도시에는 도로‧교통시설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버려진 

땅, 빈 터, 폐기되는 땅들은 점차 늘어난다(Waldheim, 

2006). 이렇듯 도시환경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지금

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개발, 녹색성장, 탄소제로 

등 다양한 용어와 주제로 환경과 도시개발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화두가 계속되어왔다.  허나 이러한 도시 환경 문제

를 해결에 대한 접근이 단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어졌다면 

도시환경재생은 도시 안의 경관 속에 모든 요소들이 마치 생

태계처럼 상호 연관되어 시간의 과정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하고 진화해 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양한 흐름과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시의 

쇠퇴지역의 엔트로피(폐기물)를 생산하는 체계를 엔트로피를 

소비하는 유기체적 도시로 재생시키고자 함이다(조세환, 

2017).

2) 환경재생의 특성 및 요소

환경재생은 개념에서 정립하였듯이 도시의 지형, 기후, 

수자원, 식생, 인구, 대기, 폐기물, 소음, 교통 등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문제 중 도시 쇠퇴지역과 관

련된 큰 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수순환체계 

기능의 회복, 탄소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자연 

요소의 도입, 에너지 저감 및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

용 방안으로 분류하였다. 도시환경재생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적용 가능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수순환체계

도시는 개발로 인해 확장되고 있지만, 그 방향은 발전이 

아닌 쇠퇴를 향해가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녹지면적

의 감소와 불투수성 포장율의 증가를 포함하여 지구기후변화

에 따른 도시의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은 도심 유출수 증가와 

도시홍수를 유발한다. 이러한 수순환 기능의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배수 체계인 하수관거와 우수관거에

만 의존하는 집중형 빗물관리에서 더 나아가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이라는 수순환 체계 구축 

기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저영향개발(LID) 기법은 개발 지역

을 최대한 자연적인 설계로 수순환 회복을 유도하는 방안으

로 관거로 유입되는 빗물 유출수를 저류, 침투 및 증발산 등

을 통해 저감한다. 배관 통로의 부하를 경감시키고 배관의 

설치비용 감소, 도시내부의 구조 개선을 통한 토지가치 상승

과 도시 내 친수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도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저영향개발(LID) 요소 

기술은 크게 계획, 침투, 저류, 식생여과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소 기술 중 쇠퇴마을에 도입하기 적합한 기술에

는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빗물저장탱

크 등이 있다(Figure 2. 참조).

(2) 자연 요소의 도입; 정원(Garden)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지만 도시의 현실은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도시에 일어나는 열섬

현상(Heat Island)은 도시의 에너지소비, 탄소배출, 녹지 감

소, 불투수성 포장 면적 증대, 복사열 방출 등에 의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되는 현상(최재현, 2015)으로 도시의 

환경문제를 표출된다. 오염된 공기로 뒤덮인 도시는 깨끗한 

공기의 유입을 방해하고 태양열의 방출을 억제시켜 도시 기

온을 상승시키게 되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자연요소의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정원을 고려하였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

운 합작인 정원은 최근 도시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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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다르게 ‘원예의 공간’이자 ‘노동의 공간’으로써 휴식

과 치유, 감상의 기쁨을 준다. 과거 개인의 소유였던 정원이 

공공의 점유공간으로 확장된다면 누구나 정원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고 더불어 도시 환경이 재생되는 

기반을 얻게 될 것이다. 자연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인 정원

(Garden)의 요소로는 수생정원, 포켓가든(업싸이클링 가든), 

옥상정원, 수직정원, 빗물정원 등이 있다. 요소들은 앞서 설

명한 특성 중 수순환체계 개선을 위한 요소 기술과 연관되며 

신재생에너지의 요소들과도 복합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Figure 2.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Source : www.lid.or.kr/visitor/lid_info.asp

(3) 신재생에너지

현재 도시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소

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

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에너지관리공단, 2011) 에너지 소

비를 줄이자는 목표의식이 생겨나고 있다. 도시에서 일어나

는 엔트로피의 생산체계를 소비의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

료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추출하면 만들

어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시

스템으로 에너지원 고갈에 대응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도시 내 발생되는 탄소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태양광‧태양

열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계속해서 권장되어지고 

있다. 에너지 저감 및 생산을 위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솔라루프(Solar roof) : 솔라루프는 태양광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해 가정에서 사용할 전력으로 교환시켜, 전력을 각 전기

기계로 보내는 소규모 저비용의 장점을 가진 판넬을 말한다. 

화석연료 고갈로 인해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

는 것 중 가장 대중화 된 것이 바로 태양광 패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환경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생

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솔라루프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법 :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개념을 넘어 한 공간에 디자인이 가미

된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

한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고 쓸모없어진 것을 재사용하는 리

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버려지던 것을 단순히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새롭게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Up-cycling)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버려진 제품 및 폐기물을 활용하여 화분 및 정원

의 예술적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거나, 버려진 의류 등을 리

폼하여 새로운 옷이나 가방을 만들 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를 지렁이 먹이로 활용하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Ⅲ. 설계 

1. 대상지 선정 배경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한 경기도 안양시 박달1동 50-2

번지에 위치한 박달마을은 약 47,207㎡으로 일반주거 76동, 

근린생활시설 22동, 상가주택 48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지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08. 4. 14. 재정비촉진

지구를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촉진사업이 사실상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간의 사업추진에 대

한 찬‧반 갈등이 증폭되고, 장기간 주민재산권 제한으로 주민

의 불편이 지속되는 등으로 더 이상 촉진사업이 추진이 어렵

다고 판단하여 2011. 4. 6. 만안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이다. 본 대상지는 난개발 방지와 장기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실태는 

기존 커뮤니티의 붕괴, 지역슬럼화의 지속, 기반시설 공급을 

배제한 부분적‧점진적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

다. 또한, 박달마을은 대부분 보차혼용도로로 이루어져 불투

수포장면의 고비율과 녹지면적의 부족, 일반주거와 상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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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의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

제들은 열섬현상과 우수유출률의 발생을 높인다. 석면 슬레

이트 지붕의 잔존으로 인한 발암물질 발생, 빈집‧빈터의 방치

로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는 등 도시 쇠퇴 마을의 환

경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도시 환경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지구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순환 회복, 자연 요소

의 도입, 신재생 에너지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2. 대상지 설계 도입 요소의 선정

1) 대상지 설계 도입 요소의 선정 기준

대상지의 설계 도입 요소 선정은 이론고찰에서 도시환경

재생의 특성별 요소 중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

고자 한다. 대상지 현 상황에 근거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대

상지 내부의 불투수성 포장의 차지가 80% 이상인 점과 무분

별한 도시화로 인한 빈집・빈터, 기존의 인프라들에서 발생

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도시환경재생의 특성인 수순환체계, 자연 요소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라 분류하되 각각의 특성들은 

연관성을 가지므로 복합적인 설계를 위해 도입 요소가 중복

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특성별로 분류하지 않는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녹지면적의 감소와 불투수성 포장

율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순환체계에 해당하는 요소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존 도시배수 체계인 하수

관거와 우수관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수순환 회복 시스

템을 구축하는 기법인 저영향개발(LID)의 도입을 고려하였

다. 불투수성 포장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대상지에 도입하기 

적합한 요소로 투수성포장과 여름철 장마로 인한 우수의 초

과점을 해결하기 위한 빗물저장탱크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시화의 중요한 문제로 남겨진 열섬현상과 녹지

율의 감소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수순환체계와 자연요소의 

도입;(정원 Garden)의 복합적 설계 요소를 고려하였다. 대상

지의 경우 활용 가능한 면적이 적은 쇠퇴된 주거단지로 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건물 및 공공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하고자 한다. 대상지 고찰을 통한 적합한 요소로는 내부

의 보차혼용도로와 골목길을 따라 조성 할 수 있는 수생정원

과 건물의 옥상 및 벽면에 조성 가능한 옥상정원, 수직정원

을 선정하였다. 

대상지 내 잔해들로 존재하는 빈집・빈터, 불법 주・정차 

문제, 기존의 노후화된 인프라의 해결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를 활용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저감하는 주차타워를 도입하

고, 대상지 내 배출되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빈집 및 빈터 공

간에 업사이클(Upcycle) 예술정원을 도입하고자 설계 요소를 

총 8가지로 선정하였다.

2 대상지 설계 도입 요소의 선정

(1) 투수성포장(Permeable Pavement)

도시의 대표적 문제 중의 하나로 과도한 토양포장으로 인

한 토양생태계의 파괴를 들 수 있다. 토양생태계의 파괴는 

도시의 열섬(heat island) 현상을 심화시키며 도시홍수 및 지

하수 고갈현상을 초래한다(두산백과). 투수성 포장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강우유출수를 다공성 재

료를 이용하여 공극을 통해 침투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로 표면배수를 억제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수를 

보전하는 친환경포장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3). 장점으로는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하도록 유도하

고 오염물질 유출량을 저감시키며, 첨두유량(Peak flow) 감

소와 첨두시간 지연이 있다.

(2) 빗물저장탱크

빗물저장탱크는 지붕과 단지 내 집수되는 우수를 이용하

기 위한 저류시설로 강우유출량 관리, 설계비용을 저감하고 

대체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빗물저장탱크는 단

독주택형, 지하매립형, 지상노출형 등으로 크기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한다(Figure 3. 참조).

Figure 3. Rainwater storage tank type

Source : www.google.co.kr/search=Rainwater storage tank

(3) 수생정원

수생정원은 따로 정의된 단어는 없으나 물에서 살 수 있

는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물의 자체 정화력을 강화시켜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는 장점과 수생식물로 인한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디자인적으로도 훌륭

한 공간으로 소규모의 친수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물고기가 

있는 연못(Fish Pond)’으로 조성할 시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

후 속에서 온도 조절에 도움을 주며 연못에 알을 낳는 모기

의 유충을 먹이로 삼는 물고기가 유충의 번식을 막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Figure 4. 참조).

(4) 빗물정원(Rain garden)

빗물정원은 주택의 마당, 공원, 보도 및 차도의 오목한 지

형을 조성하여 식물과 도시 내 빗물을 일시 저류 후 표토층 

하부로 침투 및 정화시키기 위한 빗물관리시설이다. 일정량 



모건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86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이상의 빗물은 월류구를 통해 지하쇄석층 또는 우수관거로 

배출되며, 전처리부, 유입부, 저류부(연못), 식생, 뿌리덮개층, 

배수구, 월류부로 구분할 수 있다(정재성, 2017). 빗물정원은 

강우 유출수를 조절하고,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허나, 여타 물질의 대량 유입 시 막힘 현상에 

취약하고 단독으로 큰 지역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Figure 4. Aquatic Gardens Case

Source : http:///www.naver.com/search=Aquatic Gardens Case

(5) 옥상녹화/정원(Rooftop garden)

빗상정원은 옥상을 토양과 식물로 녹화하여 건물지붕, 옥

상 등에서 발생하는 강우를 저장,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여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고층빌딩,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하고, 설계 

부지 내 여유공간이 없고 녹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조성한

다. 옥상녹화 및 정원은 방수층, 배수층, 투수성토양층, 식생

층 등으로 구성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포화된 하중

을 견딜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옥상정원에 적용되는 

식생은 자생력이 강하고, 내화성이 높은 식물이 좋다. 옥상녹

화 및 정원은 식생관리가 필수적이며 방수 및 용수시설에 요

구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도시내 우수유

출량 저감, 심미적 기능의 강화,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휴식

공간 등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Figure 5. 참조).

Figure 5. Roof Garden Case

Source : www.lafent.com/board/board3.html?m=13020103

(6) 수직정원(Vertical Garden)

수직정원은 ‘식물이나 혹은 다른 물성들이 수직의 벽면에

서 자라거나 설치된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정원’으로 정의된다. 

리빙 월(Living wall), 수직정원(Vertical Garden), 그린 월

(Green wall)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 수직정원의 장점은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건물의 외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 여름철 도시에서 발

생하는 열섬 현상을 약 25% 정도 줄여주고, 식생은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 정화에 탁월

하다는 점 등이 있다.

(6) 업사이클 정원(Upcycle Garden)

업사이클(Upcycle)은 앞서 이론고찰에서 설명한 것과 같

고, 이는 폐자재를 활용하여 그린 마인드의 예술정원을 조성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어가면서 

도시재생의 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

율 증대와 도시환경문제의 재순환 회복의 일환으로 나타난

다. 일반가정 및 마을 내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인접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하에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정원으로 도시 내 환경과 경관을 동시

에 개선시킨다. 또한, 체험 및 교육 활동으로 활성화에도 기

여한다(Figure 6. 참조).

Figure 6. Upcycle garden Case

Source : iStock by Getty Images, http://blog.daum.net/mananym/15865313

(7) 커뮤니티센터 & 주차타워(신재생에너지 활용)

쇠퇴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주차공간

을 확보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저감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차공간과 커뮤니

티센터로 인해 낭비되는 전기에너지를 건물의 옥상부를 활용

하여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를 통해 건물 내 발생하는 에너지를 세이빙하고자 한다. 

이는 주거단지 내 문제되는 주차문제 및 보행안전을 완화시

키고 문화활동, 교육, 휴식, 주민소통의 기반시설 제공을 위

한 계획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3. 설계 수단 및 방법

1) 전략 도출 및 설계 전략

설계전략의 수립과정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대상지 환경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이슈를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도시환경재생과 관련하여 도출된 이슈에 맞

는 전략을 설정한다.

이슈의 설정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이슈 설정의 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인 쇠퇴된 박달마

을의 도시 환경 재생이며, 이슈 설정 과정은 연구자의 브레

인스토밍을 통해 판단하도록 한다. 각각의 이슈는 해결해야 

할 이슈와 강화시켜야 할 이슈로 구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

한다(Figure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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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sign strategy development process

(1) 포토몽타주(Photomontage)

현장사진과 도로‧건물 등의 투시도를 합성하여 완성 후의 

경관을 표현하는 수법이다(토목용어사전, 1997). 국제공모로 

진행된 ‘SC2012 Links: Bridging Rivers Competition’에서 

상을 받은 작품인 ‘24/7 Habitable Bridge’의 패널은 포토몽

타주로 표현되어 있다(Figure 8. 참조). 

Figure 8. 24/7 Habitable Bridge

Source : www.laevolo.us/architecture/247-habitable-bridge

전략 표현을 위한 설계 매체로 포토몽타주를 사용하고 있

으며, 더 나아가 포토몽타주는 실제로 구현 가능함을 제시함

으로써 비전문적인 클라이언트도 공감시킨다. 본 연구는 포

토몽타주 기법을 설계 매체로 활용하여 설계의 과정과 전략

을 표현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2) 콜라주(Collage)

콜라주는 설계가가 구상과 계획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과 표현, 그리고 상

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김태훈, 2014). 콜라주는 

포토몽타주와 유사한 표현수법이지만 표현하고자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포토몽타주는 구성된 여러 오브제들이 연

속적으로 전체를 형성하는데 중심을 두지만, 콜라주의 경우

는 개별오브제를 강조하는데 중심을 두며(박대한, 2013), 표

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어 

활용하기에 따라 포토몽타주와는 다른 인상적인 표현 매체이

다(Figure 9. 참조).

(3) 모델링(Modeling)

모델링은 건축물의 모형(Physical Model)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는 모형에 의하여 에스키스(esquisse)하는 것이다

(건축용어사전, 2011). 최종적인 계획 형태를 사실적으로 재

현하는 프리젠테이션 수단이 아닌 공간이 담고 있는 개념이

나 전략을 표현하고자 활용한다. 실제로 모형 작업에 임함으

로써 3차원적인 대상지의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분석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개념적인 전략이 대상지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그로부터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도구이며, 계획안의 형태, 스케

일, 공감감 등을 빠르게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 

도구라 할 수 있다(이규리, 2015). 그러므로 다양한 소재, 질

감, 색상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안의 개념이나 

전략 등을 전달하는 디자인 매체로 선정한다.

Figure 9. Won-seoung-won Artwork Collage

Source : cahierdeseoul.com/ko/won-seoung-won

Ⅳ. 도시 쇠퇴 지역의 환경재생 전략 설계

1. 대상지 개요 

경기도 안양시 박달마을(이하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은 안양시 서측 만안구에 위치하며, 광명시와 인접하여 위치

한다.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과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서

해안 고속도로의 일직JC, 제2경인고속도로의 석수IC와 인접

하여 광역적 간선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주요 대중교통 

노선이 지나는 박달로에 인접하여 교통이용은 원활하며 박달

시장이 북측 및 동측에 위치하여 상권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

다. 북측으로 약 500m 지역에 안양천이 동-서로 흐르고 만

안유치원, 박달초등학교, 안양여자고등학교, 연성대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약 8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북측의 대상지 경

계로 박달시장이 인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좌측은 신한아파

트, 벽산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 내부로

는 노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하여 있으며 박달1동 주

민센터를 중심으로 남측은 박달로, 동측은 양화로가 위치한

다(Figure 10. 참조). 

2. 대상지 환경 분석 

1) 자연 환경 분석

(1) 수체계 분석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분석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바로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 경기도의 강수량 증가율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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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평균1)에 비해 높은 30.9%이다. 안양시의 경우 강수

량 증가율은 34.4%로 경기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처럼 향후 강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시환경

재생 측면의 대응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유역분석을 

통해 대상지는 불투수면적이 70%~90% 이상이며 일부 구간

은 90%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되었다.

(2) 녹지 분석

대상지 주변 수목 및 녹지공간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공지 

내 수목을 제외하고는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여 활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상지 주변에 위치

한 자연요소들이 마을 내부로 침투되지 못하고 있어 마을 내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녹

지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에너지 분석

에너지 분석은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을 분석하여 냉방도일

의 증가율이 난방도일의 감소율보다 높다고 분석되었다. 이

는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자원순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0년부터 ’15년간 전국 폐기물

(Wastes) 발생량 변화추이와 지역 총 폐기물 발생 비율을 살

펴보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상기하였다.

Figure 10. Bakdal Village in Anyang, Gyeongi-do

2) 인문·사회 환경 분석

(1) 인구 분석

인구통계 분석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와 비교해보면 10대 

연령층의 구성비는 1.6%차이로 청소년이 적고, 60대 이상은 

2.2% 차이로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유동행태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파악을 위

하여 본 대상지의 5개의 교차로 및 박달마을 내 주요 도로 2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상가들의 불법 적재방치로 

인한 문제와 내부 도로의 보차혼용도로의 문제, 고물상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과 더불어 고물상 주인이 도로에 불법으

로 적재한 폐기물들의 문제와 교통사고 문제가 분석되었다.

(2) 토지 분석

토지현황은 소유자별, 지목별 분석을 통해 다수 사유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안양시 및 국유지 토지인 

도로와 잡종지, 공공공지 등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환경재

생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건축물 분석

건축물 용도별 현황과 구조 현황, 층수, 경과년도 현황 등

의 분석을 통해 총 건축물 146개동 중 약 106개동의 건축물

이 평지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었다.

(4) 도시관리계획 분석

박달마을은 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가운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인 제2종일

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대상지 남측에 박달로가 지나는 구간은 용도

지구의 미관지구 중 일반미관지구가 결정되어 있어 도로 및 

공공공지, 자투리 공간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5) 사회단체 분석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개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주

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0개의 단체가 구성되

어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박달마을의 주

민들에 의해 많은 사회단체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 혐오시설 분석

박달마을의 경우 혐오환경은 빈집・유휴지, 고물상, 노후

담장, 불법 주‧정차로 구분한다. 빈집・유휴지의 경우 으슥한 

환경으로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행위의 장소가 되고 있다. 

고물상과 노후된 담장은 도시환경과 경관을 악화시키는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는 혼잡

함을 야기하고 보행의 불편을 느끼게 한다(Figure 11. 참조).

1) 우리나라 강수량 1981~2010년 통계는 1,307.7mm에서 2071~2100년 경향분석에서는 1,549.0mm로 18.5%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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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rehensive Analysis Map

Figure 11. The state of Aversion facilities in Bakdal 

Village

3) 경제 환경 분석

(1) 상업・문화 자원

대표적인 상업자원으로는 박달시장으로 1979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활성화되고 있다. 다른 상업자원은 박달마을 내 북

측에 위치한 주택상업가로로 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미

용업, 학원, 유흥주점 등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잦다.

문화자원은 박달1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프로그

램으로 실내운동교실, 노래교실, 수화교실과 다국적 주민을 

위한 한글교실 등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4) 종합 분석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 환

경 분석 결과 대상지의 위협(Threat) 요소는 대상지 내・외

부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도시 

환경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박달마을 내 포장면이 

대부분 불투수 포장으로 되어 있고 녹지 공간의 부족으로 게

릴라성 폭우 시 우수의 유출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하여 발생

하는 홍수 및 자원낭비의 문제가 있다. 또한, 태양광에 노출

되는 시간이 긴 콘크리트 건물 및 아스팔트 도로는 복사열을 

많이 발생시켜 기후온난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온

난화는 냉방에너지의 증가와 난방에너지의 감소로 인해 에너

지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도출하였다.

인문·사회 환경 분석 결과 박달마을의 강점(Strength)은 접

근성이 높고 마을 인근에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등의 인

적 네트워크가 다수 위치해 있다. 또한 박달마을의 사회단체

로 인한 주민들의 활동이 많아 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 의

지가 높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약점(Weakness)은 

대상지 내 건축물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되어 

폐가와 석면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들이 잔존하고 있었다. 



모건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90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또한 대상지 내부 대부분이 보차혼용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보행환경이 불편하고, 으슥한 골목길에서의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행위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외에도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갓길주차 및 불법주차 문제 등이 발생

하고 있다.

경제 환경 분석 결과 기회(Opportunity) 요소는 박달마을

에 인접한 박달전통시장과 박달마을 내 주택상업가로의 상업

자원이 입지해 있어 경제적 소득을 증대할 만한 컨텐츠만 구

축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문화

적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마을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커뮤니티&문화체험공간이 한정적이고 박달마을만의 정

체성이 결여되어 마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ure 12. 참조).

3. 설계 이슈 및 전략

1) 설계 이슈

(1) 해결해야 할 문제

앞선 환경 분석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요소들을 바탕으

로 이슈를 도출하였다. 우수 유출 및 수순환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고 마을 내 불투수포장면을 줄여 도시 환경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지 내・외부의 부족한 녹지를 해결

할 방안을 강구하고, 아스팔트 도로 및 콘크리트 건물들로 

인한 열섬현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옥상 및 유휴지를 활용하

여 녹지를 조성하고, 불법주차 해결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와, 차량의 이동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완화시키고자 에너지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대상지 내 보차혼용도로로 이루어진 환경을 해결하고 혐

오시설이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장소로 

되어가는 것을 해결하며, 결여된 박달마을만의 정체성을 창

출해 상업 및 문화자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2) 강화시켜야 할 문제

박달마을의 장점은 주변 교통체계가 양호하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방문객의 유입을 통해 마을이 활성화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대학교 등 인적네트워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민

자치단체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마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

을 보인다. 박달시장이라는 상업자원과 대상지 내 상업가로

를 강화시킨다면 더욱 마을 재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더욱 강화시켜주기 위하여 커뮤니티 및 체

험문화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상업자원의 특화를 통한 정

체성 강화, 추진의지가 높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시환

경재생 전담조직을 구성해 실질적인 마을 지원을 강화시키고

자 이슈로 선정하였다.

2) 전략 설계

(1) 수순환 기능 회복

가장 우선시되는 설계전략은 우수유출량 저감을 목표로 한

다. 대상지 내 침투시설의 적용이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고 이

를 적극 활용하여 총 유출량을 감소시키고 침투시설 적용의 

한계를 대비해 저류시설의 병행을 통하여 빗물을 최대한 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 세부 전략으로는 도시의 우

수 유출 시스템을 자연 수순환 체계와 유사하게 구축하는 기

법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활용한 설계 전략을 계획한다. 

투수성포장과 침투저류지 녹지와의 병행을 활용한 빗물정원, 

수생정원, 옥상정원 등을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밝은 경관 환경 제공을 유도한다.

(2) 자연요소의 도입; 마을 정원(Garden Village)

세부 전략으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포켓가든, 수순환 체

계와 병행한 빗물정원(Rain Garden) 조성을 계획하였다. 마

을 내에서 녹지를 도입하기 위한 오픈스페이스(Open scape)

를 대량 확보하는 것은 힘들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마을 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물 옥상공간 및 

자투리땅을 정원화 하는 전략은 불투수 포장율을 낮추고, 도

시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신재생에너지 활용

세 번째 전략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패널 설치,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법 활용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태

양광 패널의 설치의 경우 박달마을 내 위치한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는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폐기물업체 해결도 

있겠지만 고물상 및 생활폐기물로 생산되는 엔트로피를 다시

금 재생시켜 예술적인 발상을 도입한 업사이클링 기법을 통

해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진행한다.

4. 박달마을 환경재생 전략설계

전략 계획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박달마을만의 정

체성 확립을 위한 컨텐츠 확립이 먼저라 사료된다. 본 연구

의 주제인 도시환경재생의 특성에 적합한 자연이라는 거대한 

생태적 요소를 끌어들이고자 정원마을(Garden village)로써의 

새로운 정체성을 도입할 것이다.

전략을 계획함에 있서 박달마을만의 전략을 수립하고자 

전략계획을 크게 하드웨어적 전략과 소프트웨어적 전략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하드웨어적 전략 계획으로는 

수생정원 거리 조성 계획, 신재생 에너지 활용 계획, 녹지의 

도입 계획, 소프트웨어적 전략 계획으로는 프로그램 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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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말한 전략 

계획들을 종합한 전략 계획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상세 

구간 계획도를 통해 더욱 자세한 이해를 돕고, 전략이 탄력

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네트워

크형 단계별 전략을 제안하였다.

1) 수생정원거리

박달마을 내 아스팔트 도로와 유휴지 일부 및 폐가 등의 

일공지반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재 단계이며, 다음 단계에서

는 저영향개발(LID) 기술 요소인 빗물을 저류하고 정화할 수 

있는 레인가든, 수생정원 등의 저류공간을 조성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빗물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장구벌레 서식 

및 확산 등의 방지를 위해 천적인 미꾸라지나 붕어, 우렁이 

등을 풀어 수생정원을 조성하여 수생정원 거리 조성은 봄, 

여름에는 장구벌레 서식을 막고 가을과 겨울에는 미꾸라지 

및 붕어를 잡는 프로그램 등의 체험 및 축제 이벤트를 열어 

박달마을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안를 구상하였다(Figure 13, 14. 참조)

Figure 13. Aquatic Garden Street Initiative Plan

Figure 14. Aquatic Garden Street Initiative Detailed design

2) 신재생 에너지 활용

세부 전략 설계는 태양광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세이빙 시

설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업사이클링(recycling) 기법

을 통한 정원 조성을 통한 2가지 활용 전략 설계로 한다. 박

달마을의 경우 대상지 중앙부에 위치한 마을 공용 주차장이 

존재하나 협소한 면적(주차대수 23대)으로 인해 마을 내 불

법주차문제로 주차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마을 중

심부인 공공공지에 집결되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공커뮤

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도입한다. 도시환경재생으로써 

중요한 점은 주차타워 및 커뮤니티 센터 조성 시 최대한 자

연친화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며, 주차타워 및 시설에 소비

되는 전력을 세이빙하기 위해 옥상부에 태양광패널 설치 및 

옥상정원을 조성한다(Figure 15. 참조).

Figure 15. Section of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두 번째 세부전략은 업사이클 정원(Upcycle Garden) 조성

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이다. 박달마을 내 활용이 

가능한 공터, 공공용 부지 내 신재생 조성 정원 조성으로 마

을 이미지의 재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일반가정 

및 마을 내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고물상 폐품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하에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정원으로 마을 가

로 경관향상 및 정체성 구축으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 하에 조성

되는 각 소규모 정원들은 주민과 방문객들의 참여 프로그램

에 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의 초/중/고등

학교 등과 협력을 통해 학생과 방문객들의 체험 교육 프로그

램 지원이 가능하다(Figure 16. 참조).

Figure 16. Collage of Up-cycle Garden

3) 마을정원(Garden Village)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지 분

석을 통해 대상지 내 담장이 많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사람의 통행 경관을 밝게 변화하고 발전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마을 내 양호한 담장엔 재활용품 등을 활용

한 업사이클 담장 정원을 조성하고 불투수성으로 조성된 포

장면을 수순환 개선과 연계하여 포장을 투수성 포장으로 변

화시키고 골목마다 빗물정원(Rain Garden)을 조성하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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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골목길 설계를 구상하였다(Figure 17. 참조).

Figure 17. Example of Eco alley composition

또한, 마을 내 고물상은 소음 및 차폐 상태가 불량하고 영

리적인 목적으로 공공공간을 남용, 주변 통행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므로 벽면녹화 설치물을 도입하여 주민의 안전과 경관

을 개선하고, 옥상녹화 가능 주택에 국비나 시비를 통한 지

원이 된다면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마을이 정원마

을로 확립되고 마을 내 환경문제들을 개선할 설계안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이 모든 전략들은 마을 전체가 유기적이고 

건축적인 재료가 자연과 점진적으로 합성되어 자연과 도시가 

혼성되는 도시환경재생 경관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식생은 

계절별 초화류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이산화탄소 흡수가 탁월한 비비추, 구철초 등과 

같은 야생화를 식재하여 탄소배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SOFTWARE 프로그램

앞선 세 가지의 전략 설계는 환경 재생적 측면의 보행의 

흐름을 위한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space)가 된다. 전략에 도입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박달마을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박달마을 환경관리사 교육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마을 내 정원, 담장의 꽃화분 등을 관리할 인원

을 마을재생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정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환경관리사’를 양성한다. 또 다른 교육 프

로그램으로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

가를 초청해 각종 재활용품, 폐기물 등을 활용한 예술적인 

정원 디자인 교육으로 마을주민 및 방문객 누구나 참여하여 

능력배양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이

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업사이클 작품들은 마

을 장터를 열어 공유 및 교환을 통해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

들에게 알리고 주민들간의 교류 및 유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레인가든 및 수생정원거리는 여름

과 가을에는 빗물을 침투하고 정화하면서 물고기들이 움직이

는 도시 속 마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겨울과 봄에는 미꾸라지 잡기 체

험 및 잡은 어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판매 등의 프로그

램을 통해 축제를 개최해 박달마을만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

하고 성공적인 방문객 유치에 기틀이 될 것이다. 봄, 겨울에

는 ‘미꾸라지 축제’가 있다면 여름과 가을에는 정원이 만개하

는 계절로 게릴라성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인근 

초/중/고/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 가

드닝 체험이나, 수생정원을 가꾸는 체험학습을 통해 마을 관

리(Management)와 개선(Upgrade)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계획이라 판단된다.

5) 설계 조감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계 조감도는 다음과 같다.(Figure 

18 참조).

Figure 18. Bird's-eye view

6) 단계별 전략(Phasing Plan)

단계별 전략은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형 단계별 전략이 가장 탄력적으로 전략 계획을 실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추진의 주체는 국가, 사회단체, 주민참여 세 주체로 구분

하였다. 초기단계는 먼저 시(국가)의 주관으로 폐가를 철거하

고 노후화된 담장의 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마을재생 

전략 설계에 있어 중재 역할을 할 전문가(코디네이터)를 지

정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현재 이루어진 활동 중 주민자치위

원회에서 실천하던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하여 마을 내 ‘독거

노인 돌봄서비스2)’를 통해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 및 석면 

2)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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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의 정비를 진행한다. 마을 주민은 쇠퇴된 마을

의 경관은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마을정화프로그램’을 실

천하여 마을 청소를 진행한다.

기반구축단계는 국가에서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새

로운 기반시설(주차타워 겸 복합커뮤니티센터)을 조성하고, 

마을정원 조성을 위해 골목 담장, 도로, 유휴지를 정비한다. 

또한 수생정원거리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골목의 담장은 ‘담

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여 골목길 확장과 불법주차 공간을 없

앤다. 고물상은 국가 차원에서 제재하여 공공도로에 불법 적

치된 폐기물을 정리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차폐시설을 설

치할 방안을 상황에 맞게 설계한다. 사회단체와 주민은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조성 이후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를 초빙

하여 마을정원사교육, 업사이클디자인교육 등을 진행하여 인

재 발굴과 앞으로 조성될 마을정원의 주체의식을 강화시킨다.

활성화단계는 도시환경재생의 가장 큰 비중인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국가는 마을 내 보차혼

용도로의 분리, 빈집 및 자투리땅, 골목길의 수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생정원거리를 조성한다. 사회단체와 주민들

은 기반구축단계에서의 교육을 실천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시와 사회단체의 주최 하에 업사이클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 

참여형 테마정원 만들기, 담장길 화분 내놓기, 수생정원거리 

꾸미기 등 마을을 활성화시킬 중요한 실천 단계이다. 또한 

수생정원거리의 경우 조성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화 

가능한 수생식물의 식재, 어류(미꾸라지, 붕어 등)를 방생하

여 주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유동행태를 유도하여 마을이 

다시 밝고 건강한 분위기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 활성화단계의 진행 상황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 및 강화시켜야 할 점을 전문가의 설문조

사를 통해 주민,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단계에서

는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는 유기적으로 대상지에 

요소의 설계가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발전단계는 활성화단계에서 사회단체 및 주민들은 업싸이

클 마을장터를 주기적으로 열어 마을주민간 공유 및 교환을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방문객에게는 정원마을을 홍보하고 

업사이클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계기도 마련

한다. 또한, 초겨울에는 여름에 방생되어 있던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한다. 이러한 큰 행사의 개최는 인근 초/중/고/대학교와

의 연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단계를 거침으로써 박달마을은 총체적 역량이 상승하고 

마을간의 선의의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며, 주민주도의 기

반형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선진 모델로 향후 도시환경재생

을 설계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9. 참조).

Figure 19. Step-by-step strategy diagram

5. 도시환경재생 실천 전략

1) 추진체계 구축

전략을 실현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박달1동 주민협

의체, 안양시 도시재생 전담부서의 주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지원

센터는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을 전문가 양성, 도시재생 

역량 증진, 지역 내 대학 및 NGO단체와의 연계를 위한 역

할을 실천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주민협의체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하고, 지역에 맞는 콘텐츠 및 아

이디어를 제시하며 주민간 소통 및 커뮤니티 증진을 유도하

여야 한다. 안양시 도시재생 전담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

고 부서간 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활

성화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

한 추진체계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도시주택국 및 도시

재생과의 전담으로 박달마을의 총괄 관리 및 사업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2)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박달마을의 단계별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시

설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 마을 내 주민협의체

가 주체가 되어 제도적 가이드라인 하에 마을 주민 주도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외부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과 마을의 통일성 있

는 발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 재생 및 

경관 관련 계획수립 및 사업의 총괄을 담당하며, 지역주민은 

주민협의체의 협력과 지원 하에 관리를 분담해주어야 한다. 

현재 박달마을 사회단체로는 통우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새

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박달마을 내 활동 중인 

사회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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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생하고 발전시키는 주도적인 문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Table 2. 참조)

Division
Management 

body 
Contents

Aquatic 

garden 

ecological 

village

Aquatic 

garden street

Residents' 

Association, 

Saemaul leader 

council

Continuous 

environment 

maintenance, 

event holding

Eco alleyway

Residents' 

Council, Correct 

Living 

Committee

Environmental 

maintenance,

Self government 

crime prevention 

construction

Commercial 

street

Residents' 

Council, 

Community 

Security Council

Facility 

management, 

guidance, 

promotion

Renewable 

Energy

Parking tower

Residents' 

Council, 

Saemaul 

Leaders' Council, 

Saemaul Girls' 

Association

Facility 

management, 

residents 

education, 

village festival

Up-cycle Art 

Garden

Residents' 

Association, 

Saemaul 

Women's 

Association

Continuous 

environment 

maintenance, 

event holding

Voluntary 

participation

Strengthening 

capacities 

residents

Residents' 

Association

Promote and 

engage

Table 2. Example of management body by strategic plan

Ⅴ. 결 론

산업화 시대 이후 오늘날 21세기 도시지역은 더 폭 넓은 

기회와 다양한 일자리, 세련된 문화를 담고 있다. 반면 도시

의 편리함, 화려함, 효율성의 이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

되어야 하고, 그 에너지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순환성

의 에너지로 소모된다. 도시 발전의 양면성으로 인해 발생되

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의 증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포장면의 증가로 인한 우수유출율의 증가, 도시 열섬현상 등

의 도시 환경적 문제들이 부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환경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념

과 특성, 요소를 정립하였다. 이를 적용하고자 도시 내 생활

과도 밀접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로 지니고 있는 도시 쇠퇴 

지역을 통해 도시환경재생 전략 설계를 수행하였다. 일련의 

전략은 회색 인프라로 둘러싸인 도시환경을 물, 생태, 에너지 

등의 자연 요소의 순환 시스템을 통해 도시를 경제, 사회, 문

화, 환경적으로 재설계하고자 함이다. 도시라는 인공 환경이 

자연 환경과의 균형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

지를 재생산・재순환시키는 지속 가능한 환경재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도시화 시대

에 적응 가능한 도시 구조의 작동 및 순환을 꾀하는 도시환

경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시 쇠퇴 지역의 환경 문

제를 회복시키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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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markets have a long history as representative commercial spaces in each area. They are complex commercial spaces 

where people can experience the customs, culture, and community of the area by combining space, people, and functions in 

various ways. Since 1990, traditional markets have begun to decline due to online shopping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In particular,  the appearance of large discount stores has accelerated he decline of traditional markets. This phenomenon has 

negative effects on the life of residents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fluencing the local economy.

The government has started support projects to revitalize the traditional markets, but these support projects have been limited 

to facilit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and have failed to achieve any concrete results. In order to effectively revitalize these 

traditional marke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support strategies based on three-dimensional parks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features. The reason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30% of the Seoul city area is mountainous, there is a 

fundamental limit to the operation of the park type and system introduced from the West. Second, Seoul experienced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Korean War, and as a result,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process of modernization,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have appeared in a special form. Third, the development of Seoul to physically expand the urban area and the 

urban environment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were not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with the same weight. In particular, a 

large-scale park that occupies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should encompass both wide area and neighborhood living spheres 

and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park and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lan. However, there are no successful 

examples of urban parks in Korea, and Garak market located in Songpa-gu can be regarded as a similar case of the three–dimensional 

park introduced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such a three-dimensional park can be satisfied by constructing infrastructures through 

the three-dimensional park in the living zone together with traditional markets in a situation where citizens do not have enough 

green space in the living zone. Therefore, three-dimensional park planning based on the history of urban development in Seoul 

should be treated as an important factor.

키 워 드 : 전통시장, 입체공원, 도시공원
Keywords : Traditional Market, Three-dimensional Park, Urban Park

Ⅰ. 서 론

전통시장은 한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공간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복합 상업공간으로써 공간과 사람, 기능을 다양하

게 결합하여 그 지역의 관습과 문화, 커뮤니티를 체험할 수 있

는 공간이다. 1990년 이후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화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시장 재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

였으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시설환경개선이라

는 측면에서만 일정 수준의 성과에서 그쳤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형적 특징을 고려한 입체공원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된 지원전략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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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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tandards Type

Opening 
period

Market Act (1961),
Amended Market Act 

(1981),
Wholesale and Retail 
Promotion Act (1980)

Permanent market
Periodic market

Registration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places and 
Shopping Districts

(2004)

Registered market
Recognized market

Other markets

Handling 
products

No legal ground
General market

Specialized market

Other 
classificati

ons

By market owner

Corporate market
Private market
Public market

Common market

By business district size

Large market with full 
authority in business 
district Central market 
in wide area business 

districtSmall and 
medium-sized market
Neighborhood living 

type market

By market type

Shopping building 
type market

Street stall type 
market Jangok-type 

market Shopping and 
housing complex 

market

By purchasing type of 
users

Neighborhood 
market

Local market
Wide-area market
Ultra-wide market

* Source : Wu(2008) & Yang(2010)

진다. 입체공원의 기본 유형으로 볼 수 공원의 개념은 도시 역사에

서 산업혁명을 계기로 발생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

생하는 각종 질병 그리고 환경피해를 완화 하고자 발생하였으며, 

도시계획요소로 편입된 근대적 공간개념이다. 서울의 공원 역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공원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개념적으로 받

아들여졌으나, 초기에는 계획가와 건축가의 주도아래 도시개발과 

맞물려 계획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서울시 

면적의 30%가 산지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도입된 공원의 형태와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둘째, 서울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근대화, 도시화, 도시계획의 등장 

및 발전과정’이 특수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셋째, 서울 시가지 영역

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개발과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동등한 비중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서울시가지가 확

장하고, 도시화가 정착기에 접어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울의 

대규모 공원이 생활권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로 인

식되는 노정을 살필 수 있었다. 공원계획 초기부터 도시구조 속에

서 공원녹지의 확충 및 보존, 그리고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 생성과 변화과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서울 공원의 역사와 도시의 변화

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연구에 소홀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공

원의 내적인 변화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공원이 시

민들의 다양한 일상과 여가생활을 수용하는 형태에 주목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결과물의 특징만을 살피는데 그쳐 논의의 깊

이를 확장하지 못했다. 그 가운데 2000년대 이후 주 5일제근무, 국

민소득증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형태가 변화하

였고 도시 내 쾌적한 여가환경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서울시의 거대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대규모 공원이 광역 및 근린 

생활권을 동시에 포함하는 가운데 공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종합

적,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도심을 기반으로 

하는 입체공원의 성공적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가장 비슷한 

유형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이 국내에 도입된 입체공원의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체공원의 도입은 시민들이 생

활권 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통시

장과 함께 생활권 내에 있는 입체공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

여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개발역사를 기반으로 입체

공원계획이 중요한 요소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통시장의 개념 및 특징

전통시장의 고전적 의미는 ‘경제, 사회, 문화 및 기타 대상물을 

가진 장소로서 물건을 사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가격이 결정되고 

지불되는 곳’으로 주로 물건이 판매되는 공개적인 장소로서의 의미

로 정의되고 있다. 현대의 전통시장은 장소뿐만 아니라, 물건을 거래

하는 사람들의 집단까지 포함하여 해석한다(지진호, 임화순, 2001). 

전통시장의 개념을 법제도적으로 살펴보면 ‘시장법’(1961년 제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개정 2015.11.20)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시장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상품 거래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시설 또는 장소로서 이를 상설

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상설시장은 시장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 안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수의 영업자가 물품의 매매교환 

혹은 용역을 항시 제공할 수 있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규정에 의한 

일정 구역 안에서 모여 물품을 매매 및 교환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때 상품교환의 발생 빈도가 

정기적인가 또는 연속적이거나 매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상설시장

과 정기시장으로 구분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상품의 매매 및 용역의 거래가 서로간의 신뢰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외에

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음 Table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Table 1. Standards and Types of Tradition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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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sks and 
strategies

Support results Support effects

Character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18.5 billion KRW)

Budget (96.7 billion 
KRW for 709 units in 

total)
Positive effects 

2002 2004 2006 2008 · Improvement of 
the facility and 
environment of 
traditional markets

· Increase of sales 
and reduction of 
empty shop rate

· Increase of total 
sales (approx. 
2,800 billion KRW)

252 1,650 1,478 2,287

Advanc
ed 

manag
ement 
(17.7 
billion 
KRW)

Revitalizatio
n of 

traditional 
markets 
(Loan 

support 22.5 
billion KRW)

Project Details

Facility 
improve
ment

Arcade 511 Problems

Parking 
lot

286

-Uniform facility 
improvement 
based on 
infrastructure

-Focused on 
quantitative 
support for 
infrastructure 
rather than 
investment by 
type

-Insufficient support 
strategies 
specialized for 
traditional markets

· Support in 
traditional market 
unit

·Improveme
nt of sales 
techniques 
7.5 billion 

KRW)

· 
Improve
ment of 

sales 
techniq
ues 7.5 
billion 
KRW)

519

Building 
improve
ment

519

Merchant 
training and 
cultivation 

of merchant 
organizations
(4.5 billion 

KRW)
· 

Reinforceme
nt of market 
promotion 
(5.7 billion 

KRW)

Approa
ch road

82 843

Manage
ment 

innovati
on

Marke
ting

Facility 
modern
ization 
(162.6 
billion 
won)

· 
Enhancemen

t of 
convenience 

facilities 
(162.6 

billion KRW)
· Facility 

modernizati
on

(non-budget
)

· Market 
maintenance 

project
(non-budget)

· Merchant 
training 
and 

cultivation 
of 

merchant 
organizatio

ns
(4.5 billion 

KRW)
· 

Reinforcem
ent of 
market 

promotion 
(5.7 billion 

KRW)

9 
cities 
and 

provin
ces

Merchant 
training

98,000persons

· New support projects 
need to be sought 
because most of the 
markets are stagnant 
after the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project

Facility modernization 
(162.6 billion won)

전통시장을 이용자의 구매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근린형 

시장, 지역형 시장, 광역형 시장 및 초광역형 시장 등이 있는

데, 대다수의 전통시장은 근린형 또는 지역형 시장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각 유형의 전통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영향을 받는 정도는 Figure 1과 같이 서로 다

름을 알 수 있다. 즉, 근린형시장이 지역밀착성이 가장 높아 

지역특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초광역형시장은 상대적

으로 지역 특성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이다.

Figure 1. Classification according to size of market size 

and influenc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이러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를 담당함에 있어 상업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 및 국가차원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전통시장은 도심의 구심점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정보, 혁

신, 사회, 정치, 종교, 생산능력 등의 센터역할이 이루지게 되면

서 지역 중심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

통시장은 지자체 기업과 연계되어 지역성을 기반으로 지역 자치

단체의 거버넌스 설립이 가능하며, 지역 공동체의 이익 추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생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특

성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

문화 창출이 가능하게 되며, 대도시 안에서 생산성, 판매성, 교환

성, 혁신성 등이 창출되어 지자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 된다.

2. 전통시장 현황 및 문제점과 법·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자연발생적인 민족고유시장인 전통시

장은 상업, 문화 및 교통의 결절공간이고, SSM이나 대형할

인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표적인 상업시설로 인식되어 왔

다. 그러나 소비환경의 변화와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경영악화, 노후화된 시설, 서비스 부족, 휴식공간과 볼거리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2년의 전통시장특별조치법, 2004년의 

전통시장육성특별법 제정을 통해 막대한 재원과 지원 사업을 

수반한 지원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

을 통해 전통시장은 시설환경을 개선하였고, 매출액이 향상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위한 지

원 사업은 대부분 기반시설 중심이고, 전통시장이라는 특성

화된 공간을 위한 지원전략과 개별적으로 실질적인 재생을 

도모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Table 2. Domestic Traditional Market Support Project 

Status and Support Performan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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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은 전통시장이 지닌 다양성과 차별성

을 인정하는데 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공간·입지·경제·문화적

으로 다른 전통시장에 대한 동일한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 사

업 추진은 성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차별적인 새로운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 

시장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14년 총독부령 제136호 ‘시

장규칙’이다(조은영, 2012). 1961년 유통산업에 대한 최초 규

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법’이 제정된 후 ‘도소매진흥법

(1986)’,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1988)’ 등이 연이어 제정되었

다. 1997년 이들 법률을 통합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

었다(권혁성·박운규, 2011).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이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할인점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급격하

게 증가 확산됨에 따라 유통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은 많은 개정을 거쳐 2010년 ‘전

통상업보존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을 지정하고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

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했다(제12조의2). 전

통시장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된 것은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의 재정 이후이다(권혁성·박운규, 2011). 이 법에서는 

재래시장을 규율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하

여 재래시장 환경의 개선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재래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과밀부담금 감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재

래시장 시설의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과 같은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2004년 

10월 전통시장만을 규율하도록 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되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법’은 2005년 3월부터 시행되어 전통시장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였고, 전통시장의 시설과 경영에 대한 현대화를 촉진 및 지

원을 하기 시작하였다(조광인, 2014). 이후 2006년 4월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9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래

시장에서 상점가,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 전통시장의 유형별 특성

그간 정부 지원이 전통시장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

는 공동기반시설에 대한 양적 지원에 치중해왔다. 전통시장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유형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근

본적 활성화 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통시장의 유

형을 주거밀집정도, 상권형태와 건물형태, 소비자 특성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2).

Figure 2. Traditional market type approach

1) 주거밀집형 전통상권

기존 연구들의 특징은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의 붕괴를 

대형유통업과 전자상거래와 같은 외부환경요인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보다 우선 전통시장

의 붕괴를 가져온 이유는 주거밀집 지역의 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전통시장들에서 보이고 있는 구

도심상권의 경쟁력 약화는 주거밀집 지역의 이동으로부터 찾

을 수 있으므로, 주거밀집형적 접근이 아닌 주거비밀집형적 

접근의 해결방식이 타당하다 하겠다. 주거밀집형 전통상권의 

경우 시장논리에 의한 자유경쟁이 적절하며, 상품선택, 동선

고려, 시장 구성 등과 같은 부분의 접근이 유용하다.

2) 주거비밀집형 전통상권

주거비밀집형 전통상권은 현재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구도

심상권의 대표 유형으로 주거밀집형 상권보다 상권형성과 경

쟁력강화에 어려움이 많으며, 주거밀집형과는 다른 전략적 

고객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시설개선과 소비자 편의시설의 

확충은 주거밀집형 보다 발전된 형태와 종류를 요구하며, 이

는 주거비밀집형의 경우 시장 논리에 의한 접근이 아닌 대소

비자 만족과 유인정책의 효과 창출을 위한 측면이다.

3) 지역판매형 전통상권

지역판매형 전통상권은 상권의 핵심고객이 지역 주민이 

되는 유형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시장이다. 

이러한 유형의 상권은 주거밀집형일 경우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최근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신흥지역으로 전

환되면서 지역판매형 전통상권의 영세성과 수익성 약화가 심

해지고 있다. 지역판매형 전통상권 유형은 지역적 감성에 호

소할 부분을 찾고 이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4) 관광형 전통상권

관광형 전통상권 유형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상권 유형으

로 주거비밀집 유형과 지역판매형의 전통상권의 새로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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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형이다. 관광

형 전통상권의 경우 시설개선 편의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

근과 경영전략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전략에 더하여 타 조직과

의 협업을 통한 종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광형 전통상

권 유형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적 접근을 요하는

데 이는 전통상권의 상품성과 관광객 유도간의 전략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세환과 박진영(2009)은 

전통시장의 관광매력성이 관광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시장의 관광매력성이 관광 상품의 가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의 관

광매력성이 재방문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전

통시장이 관광객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와 

관련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반증이 되었다.

* Source : Jeon & Sung(2009)

Figure 3. Traditional market type value

4. 전통시장의 현황

1) 국내 전통시장의 현황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1인 세대의 증가와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소비자 욕구의 다양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변화되고 있다. 유통

시장개방, 대형할인점의 확산, 소비자의 패턴 변화 등에 대한 전통시

장의 대응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더욱이 시설의 낙후, 노후화, 낮은 

영업효율, 유지관리 등의 부족 등 전통시장의 내부적인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급속히 위축되어 도시환경 저해 및 슬

럼화와 자영업 종사자의 잠재적 실업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어 전통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재개발을 유도하

기 위하여 정부는 특별조치법의 형식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

앙정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업자금 지원을 비롯한 각종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대형 할인점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징되

는 최근의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전통시

장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우려되는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 재래시장 반경 이내에는 대형할인점(SSM)이 들어서지 못하도

록 하는 법안 또한 발의중이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은 이런 변화에 

신속한 적응변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전통시장의 낙후와 

위축상태에 이르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전통시장 수 1550개중 등록인정시장과 인정시

장으로 등록된 시장의 등록률은 80.5%이고 이중 인정시장의 60%

가 근린형 시장이다. 전통시장의 41.7%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전통시장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16년 말 현재 1,517

개 시장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각각 15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점포평균 29㎡ 에서 평균 1.6명이 종사하며 임차점포가 

65%이며 평균 보증금 1,529만원과 매월임대료 63만원에 관리비 22

만원 부담하며, 상인은 노령화되는 반면 조직화는 미흡하고 서비스

의식 및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재래시장은 대부분 자영업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수많은 가족과 

잠재실업의 흡수영역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

으며,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12-3번지에 위치한 등촌 시장은 양천

구 주요간선도로인 강서로와 인접하며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촌 

삼거리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어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등촌 삼거리 일대는 등촌 시장을 중심으로 가구전문점과 음식점, 

보세의류점 등이 밀집돼 있으며 등촌 현대 아이파크와 동신아파

트 재건축 등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도 활발한 편이다. 최근 공동

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일시적인 정체감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하철 개통의 수혜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강서구의 핵심 상권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등촌 시장에 인접한 등촌 삼거리는 공항로와 등촌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신축 사무용빌딩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완

료한 등촌 시장이 혼재돼 있어 최근 들어 사무용 빌딩 입주자가 

늘어나면서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푸드점과 

보세의류 전문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2동 골목시장을 배후에 

끼고 있지만 상권 규모가 짧아 A급 지로 발돋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염창우체국 앞 지하철역이 목동시장과 바로 연결되어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지원(2007)에 의하면 

현대화된 등촌 시장은 무엇보다 쇼핑객들의 휴식 공간을 위한 

공간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설계의 전문성이 미약한 점을 지적

하고 있으며, 또한 매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매우 좁고 일부매장

의 경우 매장으로서의 실용가치가 없을 정도로 면적이 협소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상가 출입구에 대한 언급으로는 12m 도로

와 접한 면이 아닌 8m 이면도로 방향에 개설함으로써 상가 1, 2

층으로의 고객 흡입력의 저하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39-1번지에 위치한 목동시장은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형성된 상권이 없다. 목동시장과 

연접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목4동 골목시장이 있는 것 외에

는 간선도로인 강서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여야할 정도로 이렇다 

할 입지조건이 없고, 남단으로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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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목동시장은 간선도로인 강서로를 이용하거나 연접한 목4

동 골목시장의 이면도로를 따라 목동신시가지 3단지 방향의 모새

미길을 이용하여 출, 퇴근 하는 주민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길목

에 위치함으로써 유동인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1980년에 지어진 목동시장은 인근 지역 목4동의 지구단위계획

상 제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제 3종 일반주거지

역이 혼재된 지역이다. 목동시장은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며 

건물높이 7층 이하로 건축물 규제를 받는다.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

면 동쪽으로는 6m 도로와 접하고, 서쪽은 8m 도로와, 북쪽으로 8m

도로에 각각 접하여 시장 접근성에서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2007년 

2월 26일 ‘목동시장 아울렛’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

을 마친 목동시장 주변상권은 목동시장과 목4동 골목시장을 제외

하고는 이렇다 할 경제적 유통업체가 없다. 전형적인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민이 잠시 앉아 여담을 즐길 장소 또한 마땅치 않았는데 

목동시장은 도로후퇴선 외에 상가면부에 전면공지를 설치하고 고

객의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이 공지를 활용하여 각종 할인행사 등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으며, 등촌 시

장과 마찬가지로 상가 내부에 쇼핑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었다.

2) 시사점

등촌 시장, 목동시장에 대한 입지조건과 전통시장 재건축 사

업을 완료한 이후의 시장 운영현황 및 상권의 전망 등에 의해 

파악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는 김지원(2007)의 연구에서는 고

객흡입력과 상권형성력에서는 ‘불리’ 및 ‘보통’으로 구분되었으

며, 전통시장의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소비자를 

강력하게 끌어 들일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

다.  또한, 조합원직영매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점과 오픈구조가 

아닌 밀폐형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시야성과 쇼핑에 불편을 주

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재래시장을 이

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사례분석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는데, 첫째, 전통시장은 그동안 한 장소에 집적하여 쇼핑

의 외부경제효과를 누려왔으나 전근대적인 시설과 환경, 시장규모

의 영세성 및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상권을 급격히 상실하여 

최근 들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유통시장 개방

과 유통 근대화 작업에 따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들이 눈부

신 발전을 실현하고 있고 외국의 대규모 할인점들이 국내에 진출

하고 국내 대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재래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 할인점에 대한 경쟁력 상실과 상권위축으

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재개발을 유도하

기 위하여 정부는 특별조치법의 형식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업자금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대형 할인점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징

되는 최근의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전통

시장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우려되는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

고 정부의 미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장 활성화 사업의 이유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 대부분은 점포들이 재

무구조가 취약함으로써 시설 및 환경개선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력을 감소되고 있고 또한 그 참여의식 상승이 어

려우며 점포 경영에 필요한 판매기법 및 상거래 질서, 상품

진열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래

시강 대부분 자영업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통계에 제대

로 반영되지 않은 수많은 잠재실업의 흡수영역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실업자 양산 사태 및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률문제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는 해당 지역 전체의 경제기반강화를 위해서라도 역점을 두

고 추진해야하는 과제라 할 것이다.

둘째, 상업적 이윤의 추구와 노점상에 의한 공간의 비계획

적 구성으로 시장 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유통시설의 현

대화 및 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유통변화가 시급한 실정

이다. 그리고 고객유인 시설과 휴식공간의 미비로 인한 고객

들의 피로 및 시장 내 혼잡을 야기 시켜 고객 흡입력을 감소

시키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속한 유통환경변화의 불확실성을 

볼 때 성과의 기대가 어려운 무조건적인 시장 활성화보다는 

대상 시장이 입지한 제반 환경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시장기

능 축소나 폐지가가 불가피한 시장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이론적 논의와 사례 및 연구분석의 틀

1. 이론적 논의

전통시장은 과거부터 서민들을 위한 구매 장소로서 영세상

인, 자영업자에게 생업을 위한 수단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

고,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담아 서민들을 위한 구매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지

역주민을 위한 정보제공, 오락, 사교를 위한 커뮤니티로서의 기

능 및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학을 한다(조달호 외, 2012; 조광익, 2014). 따라서 

전통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중소 상공인들의 

실업률과 몰락이라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 이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지원정책 마련하였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했던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

였다(조달호 외, 2012). 특히, 2012년 이후 많은 논란 속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와 같은 규제 정책까지 실시하였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심각하게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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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04)

Choi et 

al. (1998)

Han

(2008)

Kim et 

al. (2003)

Koh et 

al. (2005)

Hong 

(2008)

Location ● ● ● ●

Space 

structure
● ●

Road ● ● ● ● ●

Site ● ● ● ●

Building ● ● ●

Street 

landscape
● ● ● ●

Industry 

distribu

tion

● ● ● ● ●

Size ● ●

Arcade ● ● ● ●

Parking

lot
● ● ● ●

Seoul Districts

Types of Traditional Markets

Alley-type
Building 

type

Shoppinig 

mall

Undergrou

nd 

shopping 

arcade

Jongno-gu 7 13 2 5

Jung-gu 5 19 3 10

Yongsan-gu 5 3 - -

Seongdong-gu 5 - 3 -

Gwangjin-gu 8 8 - -

Dongdaemun-gu 11 9 - -

Jungnang-gu 8 7 - -

Seongbuk-gu 6 6 - -

Gangbuk-gu 9 9 - -

Jung-gu 5 1 - -

Nowon-gu 2 1 - -

Eunpyeong-gu 3 10 1 -

Seodaemun-gu 2 6 2 -

Mapo-tu 3 8 4 -

Yangcheon-gu 12 3 - -

Gangseo-gu 6 6 - -

Guro-gu 4 4 - -

Geumcheon-gu 4 4 - -

Yeongdeungpo 5 14 1 3

Dongjak-gu 10 5 1 -

Gwanak-gu 9 11 1 -

Seocho-gu - 2 - 4

Gangnam-gu 2 5 3 -

Songpa-gu 4 1 2 -

Gangdong-gu 10 1 2 -

지자체의 규제 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규제 효

과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

책은 크게 4가질 들 수 있다(조달호 외, 2012). 첫째, 전통시

장의 노후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둘째,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교육하

고, 공동마케팅, 브랜드화 등을 통한 시장경영의 기법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전통시장 경영선진화 사업’이다. 셋째,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판매 혹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사업으로 ‘홍보 및 수요창출을 위한 고객유치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

의 의무 휴업제나 입점 규제 같은 법률적, 제도적 지원 사업

으로써 ‘제도개선과 주변 환경 규제를 통한 지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주요 정책에 대한 4가지 정책에 대

한 제도개선과 주변 환경을 통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입체공원화 정책을 위한 입지 선정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

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전통시장의 정책 지원 사업의 일환인 시

설현대화와 경영 전진화, 고객유치 사업 등은 그 실효성에 있어 단

기적인 지원에 불과할 수 있으며, 정책 중 첫 번째인 전통시장 현

대화 사업을 통한 활성화는 대부분 사업 후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새로운 지원 사업 방안 모색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 이론적 분석틀

서울 지역 전통시장의 입체공원화를 위한 물리적 특성 고

찰 사례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설정

하였다.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의 사례분석 내용을 검토하여 

사례분석의 틀을 입지여건, 공간구조, 업종분포, 건축물 및 

가로경관, 편의시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Table 3).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재래시장 형태별 분석결과 골목형 

시장의 경우 핵심고객이 지역주민으로서 주거지역 인근에 형

성된 상권으로 지역판매형 전통상권의 성형을 띄고 있다. 이

러한 지역판매형 상권의 경우 영세성과 수익성 약화가 심해지

고 있으며 지역적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건물

형 시장의 경우 시설개선과 소비자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루

어진 상권으로 주거비밀집형 상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권이 발전되면 높은 상품성으로 관광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형 상권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점가와 지하도 

상가의 경우 지역적인 특색에 의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형태

의 시장 유형인 지역판매형 상권과 주거밀집형 상권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상권의 자유경쟁이 적절하며, 동

선을 고려한 시장의 다양한 구성의 접근이 유용하다(Table 4).

Table 3. Case Studies in Traditional Markets

* Source : Organizing by researchers

Table 4. Traditional Market in Seoul Area

* Source : Reorganization by researchers based on Seoul City Hal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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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입체공원 사례연구

1. 해외 시장의 개발 사례

해외 시장 중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스타벅스 1호점이 위치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전미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위치한 공공 재래시장이

다. 이 시장은 1907년 8월 17일에 개장하였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을 지속해온 시장들 가운데 하나이다. 수많은 소규모 

농부들, 공예인, 상인들을 위한 사업 장소이다. 중심 도로의 이

름을 따서 지어진 파이크 플레이스(Pike Place)는 파이크 스트

리트 북서쪽에서 버지니아 스트리트로 이어지며, 시애틀에서 가

장 유명한 관광 지역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우리의 전통시

장의 변화 같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는 한화 기준 약 

855억원이 투자된 대규모 공사로, 현대적인 시설의 대형 야외 

공간인 마켓 프론트(Market Front)가 신설되어 더욱 감각적인 

공간으로 재 단장되어있다. 

마켓 프론트의 특징으로는 로컬 디자이너가 시애틀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받은 영감을 기반으로, 유리와 목재 등 손쉬운 재

료를 활용해 디자인되었다. 특히, 미국 북서부 특유의 건축 스

타일인 크고 투명한 유리창을 건물 외관에 활용하는 등 시애틀 

지역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렸으며, 다양한 장르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대거 입점했다. 신설된 마켓 프론트 전망

대에서는 시애틀 유명 관광지인 퓨젯 만과 올림픽 산맥을 한눈

에 조망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설치 

미술품도 곳곳에 배치해 매우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 디자인

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인기 

갤러리인 ‘빌리 더 피기 뱅크(Billie the Piggy Bank)’를 마켓 

프론트 중앙에 배치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작품

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특징도 있다.

몬트리올의 경우 실내도시(Indoor City)는 세계적인 명성

을 얻고 있는 장소로 도시의 지상과 지하 공간을 포괄한다는 

개념을 강조하여 몬트리올 어바니즘의 지향이라는 관점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다. 즉, 공공 교통, 쇼핑몰, 사무 

공간 및 레저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실내

도시는 지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데 반하여 실내도

시는 실제로도 매우 개방적이고 통로뿐만 아니라 공공의 공

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이강주, 2008).

몬트리올에 이러한 대규모의 실내 도시가 형성되게 된 계기

로는 기후 환경에 대한 대처와 도시 개발의 대규모화 사업 및 

지하철 개발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실내도시 어디든지 3

분 이내로 지하철역에 도달되고 지하철의 보행로와 보행몰 안

에 설치된 상가영역 등 서로 다른 통로 유형의 공존을 통해 

도시내 소통 및 이동의 측면에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

상층 출입구가 없어진 부분은 대규모의 녹지화 공간으로의 대

체와 내부는 상가의 증가 등 도심의 상권을 변화시켰다. 이러

한 요소는 차츰 시민들의 여가적인 속성인 공공성을 중요시하

게 되면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친화적인 시민 도시 공간의 창출의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Seattle

Pike Place Market

Montreal

Indoor city

Figure 4. Successful examples of market place

2. 입체공원

입체 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도시에서 지가가 높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생한 

공원의 한 형태로 여러 사람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휴식이

나 대화, 이벤트, 감상, 놀이, 기다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공간이다. 도심지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 토지이용

을 의도한 성격의 입체공원은 1차적인 모습이며 또 다른 개념으

로는 형태적 볼륨을 갖는 공원으로서 수평적 구성과 수직적 구

성이 공존한다. 기존 공원의 수평적 레이어들이 수직적으로 중복

되어 구성되는 것이 입체공원의 일반 공원과 차별된 모습이다. 

그렇기에 동선 또한 수직적으로 이동이 되며 프로그램이 다양하

게 배치될 수 있다. 입체공원이 구성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원

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토지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여 프

로그램들을 상, 하로 배치한다. 예를 들어 대지가 경사지라든지 

레벨차이가 생기는 두 대지 사이에 토지 내부로 수직적 프로그

램 구성을 통해 동선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내부 혹은 대

지 경사를 따라 상부로 이동하는 등 다양한 동선 구성을 이루게 

된다. 이 방식은 토지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면서 자연환경 훼손

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으로 시설물을 이용한 매스형

태적 볼륨으로 구성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평적 레이어들의 

수직적 구성이 인공적 형태로 갖춰진 상태에서 출발한다. 인공적 

매스형태에서 녹화를 통한 입체공원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리고 매스형태는 흔히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내부에 

프로그램을 부여함에 따라 입체공원의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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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체공원의 사례분석

- MFO공원은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공원으로 인공

적 볼륨형태를 가지는 입체공원이다. 폭 35m에 길이 

100m,높이 17m 규모의 철제프레임 구조물에 녹화를 시

킨 구성으로 매스볼륨은 과거 산업유산의 역사를 되새기

는 상징성을 지닌다. 스위스 취리히 오리콘(Oerlikon) 지

역은 과거 군수용품 엔진 생산, 방직 산업, 반도체 및 금

속처리기술로 유명한 MFO(Maschinen Fabrik Oerlikon)

와 OC(Oerlikon)등의 공장이 있던 곳이었다.1990년대 후

반 산업지역 공장들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면서 주거 및 업

무용 단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이 시작되어 공장 이름을 딴 

MFO공원, Oerliker공원, Wahlen공원 등이 함께 조성된 

것이다(진양교, 2010).

내부 중앙에는 이벤트 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근린생활

권내의 새로운 공공 공간을 창출했다. 3면이 개방되고 격

자형 울타리로 된 이중벽 건축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녹화

를 시켰으며, 지면에는 최소한의 식물만 심겨져 있으며 대

부분은 투과성의 포장면으로 덮여있다.

Figure 5. MFO Park adopts urban regeneration concept

뒤스부르크 환경 공원은 독일 뒤스부르크에 위치한 공원이

다. 라인강의 지류인 엠셔강 주변에 자리 잡은 엠셔(Emscher)

지역에 석탄 채굴과 제철산업을 비롯한 중공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공원 단지를 조

성하였다. 200ha가 넘는 면적에 4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했던 티슨 제철소와 코크스 제조공장이 있던 곳으로 대

상지의 산업 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반영하여 계획되었다.

공원 조성에 있어서 옛 산업시설들을 단순히 남기는데 그치

지 않고 극장, 공연장, 전시장 같은 문화시설로 적극 활용하였

다. 또한 오염된 부지의 토양정화를 위해 생물학적 자연치유과

정을 적용했으며, 폐자재와 창고 벽면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시

설이나 암벽등반시설, 가스탱크를 이용한 스쿠버다이빙시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용광로 고로를 무대로 사용

한 것이나 석탄과 철광석을 쌓아두었던 콘크리트 창고 벙커들

을 정방형 가든으로 조성한 것도 이 공원의 독특한 경관을 구

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공장 자체가 공원이 되어 여러 프로

그램 장치가 되거나 무대가 되거나 놀이공간이 되는 등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다른 장치로 사용하는 사례의 공원이다.

Figure 6. Duisburg Environmental Park

2. 해외의 입체공원의 성공적 도입 사례

1) 미국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올림픽 조각공원은 2007년 1월 시애틀 중심부에 개장하였으며, 

SAM이 기획한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상부는 공원으로 구성되었으

며, 하부는 전시 공간, 교육시설, 서점, 카페, 화장실, 주차장, 최첨단 

보안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원은 2007년 ‘가장 경이로운 

현대건축물’로 미국 시사 잡지 ‘타임(TIME)'에서 선정되었고, 철로 

및 도로 상부에 산책로와 대지 내 경사로를 구성하여 철로와 도로가 

가로지르는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였다. 또한 입체적인 공원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 하부공간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였고, 상부의 공원 및 산

책로 부분에는 20여개의 작품을 설치하여 다소 낙후되어있었던 수변

공간을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특징을 지닌다.

2002년 5월 14일에 뉴욕의 Weiss/Manfredi Architects(공원 책임디

자이너)에 의해 공원계획안이 제시되었고, 2004년 기존의 낙후된 92,986

평방 야드(약 77,748㎥)의 부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었으

며, 2005년 여름 공사가 시작되어 2007년 1월 20일에 오픈하였다.

기존의 부지는 간선도로와 철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페트놀륨으로 인한 오염에 대하여 복구 및 개선비용으로 정부로

부터 2천 1백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와 환

경청은 연어 거주지 복구와 쓰레기 오염의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원조성 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환경적 측면이 낙후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지원을 일정부분 받았고, 일부 부

족한 부분은 캠페인을 활용하여 민간기부금으로 해결하였다. 

올림픽 조각공원은 Seattle Art Museum의 확장과 시애틀 아시아 

미술 박물관의 확장·수리 보수를 위해 총 1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2007년 7월 31일까지 자본캠페인을 통하여 6500명 이

상의 기부자를 유치하였고, 총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여 

올림픽 조각공원의 확장·수리 보수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최재현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104 l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Seattle Olympic 

Sculpture Park

Japan Osaka City 

Namba Park

Yokohama, Japan

America's 

three-dimensional park

Boston Post Office

Figure 7. Successful examples of stereoscopic park

2) 일본 남바 파크

남바 파크는 오사카시의 번화가인 미나미 지구의 신사이바

시, 도톤 보리라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중에 

오사카 종합경기장이 있던 곳에 ‘도시와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컨셉으로 공공장소였던 특성을 살려 대규모 

녹지공간을 계획하였다. 남바 시티, 파크 타워, 윈즈  나니와, 

파크 시네마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도심 내에 대규모 인공 

구릉지를 조성하여 물리적인 효과의 이점과 더불어, 이용자들

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로와의 경계 공간

에 상업가로를 계획하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남바 파크

의 기능별 면적구성은 상업 134,300㎡(55.09%), 업무 73,500

㎡(30.15%), 문화 11,500㎡(4.72%), 기타 24,500㎡(10.05%) 

로 구성되어있으며, 남바파크의 개발의 연면적은 총 216,000 

m²이이다. 부지 내 가장 높은 건물은 지상 30층 높이의 파크 

타워(Parks Tower)이며 서쪽 부지경계에 위치하며, 파크 타워

의 주변에는 스위스호텔 난카이 사우스 타워(Swisshotel 

Nankai South Tower), 멀티플렉스와 360대 규모의 주차장을 

수용하는 티-테라스(T-Terrace) 건물, 2-8층까지 배치된 쇼핑

센터, 지하2층-1층까지 배치된 지하주차장이 있다.

남바파크는 협곡이라는 테마로 디자인이 진행되었으며 캐년 

스트릿과 캐년 코트로 구성된 전체 단지를 가로지르는 오픈스

페이스가 형태상의 가장 큰 특성이 된다. 저드(Jerde)는 협곡

이라는 테마의 적용을 단순히 매스형상에 그치지 않고, 색상

과 적층되는 느낌까지 적용시키며, 디자인의 일관성을 부여하

고 있다. 이런 협곡의 이미지는 외형적인 요소에서 뿐만 아니

라, 유기적인 동선 체계를 형성하는 축이 된다. 이 협곡을 형

상화한 공간은 건물전체를 회유하는 동선 구조를 만들고 동시

에, 이용객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의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동선의 결절점에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비일

상적인 장소들이 배치되어, 단지 내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물건과 공간의 소비를 유도한다.

3) 일본 요코하마 아메리카산 입체공원

아메리카산 입체공원은 일본에서 입체공원에 대한 부분을 활

용한 최초 공원이며, 5,520㎡(역사 890㎡, 미국산 4,630㎡)의 면

적으로 기존의 2층 규모 역사를 4층까지 증축하는 계획아래, 

2009년 8월 7일, 일부를 개장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역내에 자

유통로 승강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역사 

옥상부분에 아메리카산으로 연결되는 테라스를 설치하여 조망을 

살리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복합용도개발에 목적이 있었다. 요

코하마시는 역사를 증축한 입체공원의 음식물 판매시설 등은 민

간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허용하였고, ‘관리 사업자 선정 위원회’

를 조성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였다. 

아메리카산 입체공원은 일본에서 최초로 입체공원제도를 활

용하여 도시공원을 확보한 사례로 이 사례는 ‘미나토 미라이 21

선’의 개통에 의한 광역교통의 편리성 향상과 야마테(山手)지구

와 모초토 지구의 급격한 경사 지형으로 인한 보행로의 열악함

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송지영, 김세용, 2009).

4) 미국 보스턴 포스트 오피스

보스턴의 포스트 오피스(Post Office)광장 공원과 주차

장은 보스턴의 파이넨셜 지역 포스트오피스 스퀘어의 중심

부에 위치하였으며, 개발 전 이곳은 노후한 주차장 구조물

로 꽉 차이 dT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으나 낡은 지상 주

차시설을 없애고, 750대 수용의 기존 주차 시설을 1, 400

대 수용으로 증설하고 상부에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등의 복합시설화를 도모하였다.

총 7,000만 달러의 개발 금액이 투자된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 기업의 파트너 쉽 조건에 근거하여 그 자금의 

원천을 모두 주식발생에 의해 조달하였는데 토목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주주들이 FOPOS에 투자한 93만 달러로 사

용하였고, 우선주발생을 통해 2,925만 달러, 매사추세츠 플

리트뱅크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6,000만 달러 등이 조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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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name

Loca

tion

Area

(㎡)
Purpose

Maint

enanc

e

Chracteristics 

and effects

Olymp

ic 

Sculpt

ure 

Park

Seatt

le, 

USA

Appro

x.  

77,000

Resolve 

area 

breaks

Improve 

contami

nated 

site

Seattle 

Art 

Museu

m

(Public)

-Constructed with 

donations through 

public capital and 

campaigns

-Overcoming 

disconnection of 

areas by traffic 

facilities

- Improvement of 

convenience by 

installing various 

facilities

Namba 

Park

Osak

a, 

Japa

n

37.17

9

Utilizati

on of 

previous 

sites

Multi-us

e 

develop

ment

Privat

e 

operat

or

- Formation of a 

three-dimensional 

park through 

canyon formation

-Planned as natural 

hills to allow access 

from the ground 

without isolating 

the ground and 

the rooftop park

America

n Yama 

Park

Yoko

ham

a, 

Japa

n

5,520

Improve 

accessib

ility

Multi-us

e 

develop

ment

Privat

e 

operat

or

- First case using 

Japanese three 

dimensional park 

system

- Three-dimensional 

park formation by 

terrace installation

- Improvement of 

walking environment 

and formation of 

rest spaces

- After expanding 

the two-story station 

building to four-story, 

commercial facilities 

were increased to 

generate revenue

어 사용하였다. 주식판매의 대가로 각 주식 소유자에게는 

신설 주차장의 정기 주차권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프

로젝트 자금으로 총 9천만 달러를 모았고, 프로젝트 비용

보다 초과된 자금은 은행신용대출자금으로 예치되었다.

포스트 오피스 프로젝트는 공공부분과 개인부분의 공

동개발방식으로 당시 선례가 드물었던 방식이며, 이 프

로젝트를 통해 볼품없었던 주차장 구조물을 보스턴 다운

타운의 필수적 사회시설인 오픈스페이스와 새로운 지하

주차장으로 변화시켜 낡은 지상 주차 시설을 없애고 도

심지역에 필요한 오픈스테이스를 제공하는 선례로 남겨

졌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가 대규모 개발의 목적 자체가 

교통시설로 인한 단절을 피하기 위함에 있거나 도시 내 

녹지공간의 제공이 가능한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가

반시설로의 확충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Table 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of three-dimensional park

Table 5 Continually.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of 

three-dimensional park

Facility 

name

Loca

tion

Area

(㎡)
Purpose

Maint

enanc

e

Chracteristics 

and effects

Post 

Office

Bost

on, 

USA

Appro

x.  

8,300

Resolve 

parking 

difficult

y

Urban 

greenin

g

Privat

e and 

public 

partne

rship

- Granted parking lot 

use right to stock 

buyers

- Management by 

FOPOS, a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 Provides an open 

space in an urban 

area
* Source: Reorganized from Ji-Young Song and Se-Yong Kim (2009)

4) 소결

앞서 제시된 입체도시공원 해외사례의 경우, 대규모 개발을 

통해 조성된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상업시설과 공원이 결합

되는 복합용도개발의 형태를 지녔다. 설치목적으로는 교통시설

로 인한 단절극복 및 접근성 개선, 용지의 효율적인 활용, 이

전 적지의 활용, 도시 내 공원시설을 포함한 기타 도시기반시

설의 확충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의 

공통적인 설치 효과는 보행자를 위한 환경개선, 도시 내의 쾌

적한 공간형성, 시설확충을 통한 공공성 확보, 수익시설을 설

치하기 위한 개발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이 있다. 

미국의 입체도시공원 관련 법·제도인 공중권 제도의 경우, 

토지의 공중권에 대하여 양도 및 임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입체적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

본의 경우 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입체도시공원제도

를 통하여 건물의 옥상층 공간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공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Ⅴ. 결 론

서울은 다른 여러 도시들과는 다르게 오랜 예전부터 대지

가 가지는 여건에 순응하며 자연발생적 도시를 형성해왔다. 

그렇기에 급진적 발전을 이루면서도 예전의 모습을 잃지 않은

채 현재까지 흘러왔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시작은 부흥기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보였으나 도시적 맥락을 무시한 출발은 결

국 홀로 정체되고 쇠퇴하여 스스로의 자정적 회생이 불가능해

졌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과거의 대지가 갖는 도시적 맥락으

로 돌려주고 새롭게 나타난 서울 녹지축의 가능성을 더해 서

울의 상징적 공간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내와 같이 좁은 국토의 환경인 경우, 입체적으로 각

종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 내의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미래의 활용가치 면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공원의 경우,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공원이 



최재현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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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해지될 우려가 있고, 타 시설에 비해 개발필요성 인

식이 낮아 지자체의 자금투입이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래

시장 및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입체적 계획을 적

용하여 도시공원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심지내 낙후된 지역의 공원화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긍정적 선행 연구 자료로 쓰이길 기대한다. 

재래시장의 입체공원화가 단순히 녹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공

원화작업이 아닌 낙후된 지역 혹은 그 대지가 가지고 있던 

도시적 맥락을 읽고 지속가능한 공원화 계획만이 잠재적 능

력을 지니며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먼 미래도시가 원하는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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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회 소식

2018 임원 신년교례회 및 제3회 바이오도시포럼
: 4차산업혁명시대의 Smart City

※ 본문 내용은 녹색문화예술포털 라펜트 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시티, ‘연결과 매개’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해야″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제3회 바이오도시포럼 및 제1차 등기·상임이사회·단배식’ 개최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회장 조세환)은 ‘제3회 바이오도시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의 

Smart city 및 2018 제1차 등기·상임이사회·단배식’을 개최했다.

양병이 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은 “집사광익(集思廣益), 생각을 모아서 이익을 더한다는 뜻으로, 

다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회를 끌고 가는 학회인 만큼 많은 지식들이 학회를 통해 교류·융합·

공유되면서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리라 본다. 미래의 도시를 살기 좋고 만족스러운 생명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원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온라인 이사회의를 통해 ‘2018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 결과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단체회원 가입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학회는 내년도 사업으로 ▲학회지 발간 ▲임원 신년교례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바이오도시

포럼 ▲생명도시국민아이디어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적인 도시문제를 제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내년도 개최를 목표로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학회장이 학회와 바이오도시포럼, 생명도시운동본부 모두를 운영하던 체제에서 운영의 효

율성을 위해 각기 운영자를 별도로 임명하고 독자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특히 바이오경관도시 형성을 위한 범시민적 실천조직인 생명도시운동본부의 이사장으로 김점규 

(주)석전건설 대표가 위촉됐다. 김점규 이사장은 “생명도시운동본부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학회

의 목적사업에 부합이 되도록 잘 이끌어가겠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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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바이오도시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의 Smart city 및 2018 제1차 등기·상임이사회·단배식 단체사진

한편 이날 열린 바이오도시포럼에서는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Smart City’를 주제로 스마트시티의 세계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제언을 했다.

한국은 2004년 U-City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를 시작했지만 그만큼 무리

가 따랐다. IBM이나 CISCO 등 글로벌 기업이 스마트시티 전략을 세우던 2008년쯤부터는 한국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기술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Smart City Winter’

가 찾아온 것이다. 한국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에 대해 언급하기 직전까지 겨울

이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반면 해외에서는 2012년 전후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태동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은 320개 스마트시티 구축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 인도 모디총리가 100개 스마트시

티 건설계획을 내놨다. 같은해 싱가포르는 Smart Nation에 착수하게 된다. 2016년에는 미국 오바

마대통령이 스마트시티 R&D지원계획을 세웠고, 2017년에는 홍콩이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키 프로젝트로 스마트시티를 부활시킨 작금의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잘 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이 하나

로 합치기 위해서는 현실공간을 사이버공간으로 옮기는 방법과 사이버공간을 현실공간으로 옮기

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정보화’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전자정보, 인터넷뱅킹, 도서관, 은행, 쇼

핑센터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이 필요했고, 인터넷이 앞선 나라가 정보

화가 빨랐다.

후자는 현재 시도하는 것으로 자동차, 디지털 어시스턴트, 스마트팩토리 등을 현실세계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드론 택배는 3차원 공간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가 서울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도로를 플랫폼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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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 학회장의 신년 인사말과 황종성 연구위원의 발제 모습

이제는 도시자체가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시대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한국의 버스도착시간 알

림앱은 고등학생이 개발한 것으로, 이미 서울의 7천대의 버스에 센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시의 플랫폼은 미래 게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의 3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이 접목된 도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도시 운영과 각종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도시로 도로, 건물 등 물리적 요소보

다 데이터 등 지식 자원이 더 중요한 도시다. 둘째로 ‘혁신이 용이한 도시’는 신기술 적용 및 미래

형 서비스 개발, 이해관계 조정능력 등 혁신 역량이 높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도

시’는 각종 혁신과 도시 문제해결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 시민이 도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다. 한국은 대부분 원주민이 없는 신도시 위주로 스마트시티가 발전했고, 서울 구도심의 경우

도 공동체가 와해되어 시민주도가 취약하다.

한국 스마트시티는 오랜 기간 추진했으나 성공사례가 별로 없으며, 시범사업은 많지만 본 사업으

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 브랜드로 많이 사용되나 현장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보여주기 서비스로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 없으며, 공

급자 주도로 이루어져 국민적 관심이 저조하고 시민참여가 부재하다. 기술중심 시범사업으로 이해

관계 조정의 부재와 신도시 위주의 영리를 추구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서울의 스마트시티의 경우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낮아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고질적 문제해결 및 공동체 살리기 등에 스마트시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지 못함 ▲미래 도시 

플랫폼에 대한 투자 부진 ▲시민참여 채널 및 시민전문가집단 구성 부재 ▲높은 발전수준에도 불

구하고 국제 또는 국내 타도시의 선도적 역할이 미흡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우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원화해 활용하고 ▲한국의 경우 도시가 쇠퇴하고 있

기에 쇠퇴도시 및 낙후지역의 투자 강화해야 하며 ▲도시혁신플랫폼, IoT플랫폼, 공간정보플랫폼, 

보안플랫폼 등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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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등기·상임이사회·단배식 전경

아울러 정부에서는 ▲R&D 및 투자전략 등 국가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며 ▲

도시협력사업으로 도시간 협업을 강화시키고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표준모델을 개

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환 회장은 “스마트시티는 초연결도시로, 사람과 사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 

작동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어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것과 연결시키고 매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조경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과 도시를 접목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미 발전한 기술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관건

이다.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책 『멋진 신세계』와 『매개하라』를 읽

어볼 것을 권유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110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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