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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 그림 설명

∙ 작품명 : 2050 Paris Smart City Project

∙ 작가명 : Vincent Callebaut Architectures

∙ 작품설명 :  

 환경과 미래에 대한 최고의 건축가로 언급되

는 Vincent Callebaut는 21세기 주요 도시의 

미래를 염두하며 수직정원, 오염물질 제거 타

워, 스마트 팜 등 독보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건축가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통해 풍력 터빈, 태양광·태양열 에너지, 

빗물 재활용, 지열에너지, 바이오 매스 신재생 

에너지 등을 도시에 적용시키고자 하였습니

다. 

 2050 파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줄여야 하는 방

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주거타

워에는 모두 광전지 및 열 차폐막을 갖추고 

있어 전기 및 난방을 생산합니다. 

 도시의 획기적인 계획이자 현실에 적용할 가

능성은 희박하지만 미래 도시계획자들에 의해 

점차 고려되어질 아이디어들입니다. 

* 출처 :

https://www.gizmodo.com.au/2015/01/paris-as-a-green-a

nd-sustainable-future-city-is-even-more-beautiful/

학술팀장 강성우 sungwoo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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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 분석

Analysis of the Operational Landscape Planning Indicators in City

강경주* ‧ 조세환
1)
**

Kang, Kyung-ju ‧ Cho, Se-Hwa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ageofs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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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yond form and manage the landscape in the visual viewpoint, which is defined in the 

existing landscape laws for the climate change of the earth,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for inhabitants in the city, and 

etc, and develop indicators for the formation and the management of operational landscape in which the power of nature with 

vitality is applied to the city. According to the present study, applied is a methodology of determining indicators by verifying 

the suit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dicators by Delphi analysis of the landscape-related expert group about the indicators throughout 

three-rounds, wherein the indicators are extracted by literature search, consideration, and existing relevant advanced research, such 

as sustainability city, green city, low-carbon green city, carbon neutral city, and etc.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Firstly, it is identified that the operability of the nature in the city is performed by the interaction of 'human', 'physical 

component of the city', and 'the environmental element of the city'. Secondly, it is shown that there are five large classification 

elements of the operational landscape in the city, such as the sun, the water, the air, the wind, and the ecology. Thirdly, it is 

shown that there are 25 detailed classification indicators of the operational landscape element in the city, capable of analyzing 

the five large classification elements, wherein the 25 detailed classification indicators of the operational landscape element in the 

city include: the installation of solar radiation energy, the green wall and the green roof, coloring the external wall of the building 

in the consideration of albedo, the securement of green(park), the securement of the water space, the securement of wind road(wind 

path), and coloring the ground surface in the consideration of albedo, in the top indicator sun; the usage of the rainwater, the 

development of the rainwater reservoir, the development of little streams, the development of aquatic biotope, the usage of 

water-permeable pavement, the securement of natural ground(green), and the water channels for grass, in the top indicator water; 

the reduction of discharge elements of poisonous gas,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for the bicycl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for the pedestrian, and the connection of the wind road and the green axis, in the top indicator air; the 

form of the building in the consideration of the wind current of the city, the securement of the wind road, and the development 

of the space in the consideration of the air current of natural ventilation, in the top indicator wind; and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roof,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wall, the development of the greenbelt, and the development of the aquatic biotope 

in the top indicator ecology. As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visual plan and 

management-centered system into the viewpoint on the development of the operational landscape, for the form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city landscape in the age of the earth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related systems, such as the landscape laws, for the form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operational landscape in the future.  

키 워 드 : 작동적 경관, 시각적 경관, 지속가능한도시, 녹색도시, 저탄소녹색도시, 탄소중립도시, 경관계획 지표,
Keywords : Operational Landscape, Visual Landscape, sustainability city, green city, low-carbon green city, carbon neutral green 

city, Landscape Planning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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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지구에 나타나는 생태계 위기의 

증거로 오염과 기후변화,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초래되는 

지구 온난화, 식수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낮아진 인간 삶

의 질과 사회 붕괴,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

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World Watch Institute, 2016). 지구

적 스케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문제는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대한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인간 정주의 지배적 형태로 등장했으며, 세계 

도시 인구는 1950년 7억 명에서 2014년 39억 명으로 대략 

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2050년 예상 도시인구는 60%가 증가한 63억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World Watch Institute, 2016). 하지만 도시

의 현 주소를 보면 저렴한 ‘에너지’와 경제력, 고도의 기술, 

자연에 대한 부정이 이룬 복합적 산물이어서 도시가 환경을 

악화시킨 대표적 표본이라는 견해는 이미 평범한 상식이 되

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진화과정이 도시 내에

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있다 해도 설계과정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형태와는 거의 무관하다는 가정 하에 현재의 

도시경관 설계는 계속되고 있다(Michael Hough,1984).

도시경관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면서 보다 

질 높은 도시공간의 경관 향상이 시도되고 있다(이정형, 

2009).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요구되었고, 2007년 경

관법 제정으로 그 기반 형성되었다. 경관법의 제정은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지자체는 경

관법에 의거하여 도시환경 질의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도

시개발계획,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김한배, 2003). 

하지만 여전히 도시 문제는 과거와 같이 발생되고 있다.

경관법(2018)에서 말하는 경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는 보여 지는 풍경을 의미하며, 이차적으로는 풍경에 내재하

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임승빈, 2008). 시행하고 있는 경관계획과 경

관사업은 기본적으로 경관법의 정의에 따라 경관을 해석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의 해

석은 대부분 일차원적인 개념에 머물고 있다. 즉, 형태 중심

적인 ’시각적 경관‘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 

도시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은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외적인 형태 변경만 주로 다루고 있다.

경관과 관련한 연구 또한 대부분이 시각적 경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분야는 크게 경관 이미지, 특성, 요

소, 평가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가 

형태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즉, 시각적 경관에 대한 연구

는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발전되어 왔지만 도시 경관 내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경관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려면 외부적인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시

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작동적 경관은 자연의 작동하는 시스템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

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에 주목한다. 각각의 유기체는 

스스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이-변형-변화 과정을 거

쳐 진화하는 ‘자기조직화’가 일어난다. 도시 또한 다양한 구

성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 자연과 도시는 같은 시스템을 갖는 구조인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도시는 유기체적 도시(organic 

urban)로 진화하였다. 유기체적 도시는 생명체의 본질인 자

연이 작동하는 경관적 실체로 바라보고 자연의 작동 시스템

이 도시에 적용되어 사람의 문화와 통섭(김종호 외1, 2017)

시킨 도시를 말한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 

패러다임에 적합한 대응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도

시의 핵심은 자연이 작동하는 시스템과 인간 문화의 융합이

다. 이제까지 도시는 자연의 작동하는 시스템을 흉내를 내는 

정도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더욱 복잡한 도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도시를 작동적 유기체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생명경관 관

점(조세환, 2016)으로 보고 작동하는 경관 시스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작동적 경관을 현실화 시

킬 수 있는 계획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는 새로운 패러다임

의 경관 계획 지표로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작용할 것이다 .

Ⅱ. 이론 고찰

1. 시각적 경관과 작동적 경관의 개념

1.1 시각적 경관

경관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①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

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경치(景致), ②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

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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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경관법에서 정의하는 경관(景觀)

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

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각적 경관(視覺的 景觀, Visual Landscape)은 경관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유형(有形)의 자연, 

인공 경관’만을 뜻하는 개념으로 무형의 시스템(system)은 배

제하고 있다.

법률적 정의로 보이지 않는 문화까지 경관의 영역으로 명

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경관 

요소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오늘과 같은 기후변화 시대의 

문제점(온실가스 배출, 열섬현상, 게릴라성 홍수, 생물종 다

양성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 시각 중심

의 도시경관 형성 접근(조세환, 2018)은 분명한 한계를 보이

고 있다.

2.2 작동적 경관의 개념

작동적 경관(作動的 景觀, Operational Landscape)의 근

간은 자연 시스템(Nature System)이다. 자연의 모든 유기체

는 스스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이-변형-변화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가 일어난다. 

도시 또한 다양한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

템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 자연과 도시는 같은 시스템을 갖

는 구조인 것이다.

작동적 경관 도시는 에너지와 물질이 흐르고(flow), 그 흐

름의 과정(process) 속에서 순환하고(cycling) 그 순환이 끊임

없이 재생 순환(recycling)되는 힘. 바로 그 모든 것이 작동하

는 ‘순환의 법칙(law of cycling)’이 시스템화 된 도시이다.

작동적 경관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

다임이자 도시의 기계적인 시스템을 자연의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수단이다.

2. 도시경관 관련 도시계획 지표 고찰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도시’, ‘탄소중립도시’, ‘저탄소녹색

도시’ 등을 도시경관과 관련된 도시계획으로 선정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21세기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개념인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발전’을 추구하는 도

시이다. 브룬란트 보고서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념으로 미래 세대가 그들 자

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 하였다(이창구, 

2013).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지표 고찰을 위해 유럽 공통지

표(ECI), 미국(산타모니카), 영국, 한국 등의 국가 지표와 더

글러스 파르(Douglas Farr)의 연구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으

며, 고찰 결과 총 27개의 지표를 추출되었다.

녹색도시(green city)는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

르는 도시, 오염이 없는 청정한 도시, 도시 시스템의 순환과 

생태적으로 다양성을 갖는 도시를 말한다. 심리적인 측면에

서 안정성을 갖는 도시라 할 수 있는데, 안정성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물, 에너지 등을 

외부에서 조달해야하는 도시 생태계의 외부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성을 확보해야한다(양병이, 2012). 녹색도시 계획 지표는 

Nichoas Low et al.(2007), Warren Karlenzig et al.(2007), 

DCLG(2008), 이순영 외1(2012)의 연구 문헌을 통해 고찰하

였으며, 고찰 결과 총 39개의 지표를 추출되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도시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

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궁긍적으로 제로화하는 

도시(양병이, 2012)로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배

출을 전면 차단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산림 조성을 통해 그 

양을 상쇄하는 것을 탄소중립의 원칙(김유민, 2013)으로 한

다. 탄소중립도시 지표는 반영운 외5(2008), 이재준 외

1(2009), 윤기만(2012), 국토도시연구원(2009)의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고찰 결과 총 39개의 지표를 추출하였다.

저탄소녹색도시(low-carbon green city)는 탄소중립도시, 

녹색도시와 유사 개념을 갖는 도시로, 도시 인프라·생활양식

을 저탄소형으로 개편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도시(환

경부, 2009)이다. 탄소 흡수 및 탄소배출 억제를 통하여 녹

색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 시키

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지표는 이정환(2013)의 저탄소녹색도시 연구 논문

에서 정리된 국내 계획사례 지표, 국외 계획사례 지표, 선행

연구 계획 지표 등을 활용하였고, 환경부(2009)의 계획 지표

를 통해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총 49개 지표를 추출하였다. 

도시경관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지표를 종합해보면, 경제, 

사회, 교통, 토지, 환경, 녹색건축, 에너지, 복지, 정보통신으

로 분류되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총 142개 지표로 정리되었

고, 경제 22개, 사회 17개, 교통 14개, 토지 13개, 환경 35

개, 녹색건축 13개, 에너지 15개, 복지 6개, 정보통신 7개로 

분류되었다. 중복도를 통한 지표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경제, 

사회, 녹색건축, 복지, 정보통신은 1~2회 낮은 중복도를 보

였고, 교통, 토지, 환경, 에너지는 다수의 중복도를 보였다. 

즉, 도시계획에 있어서 교통, 토지,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계

획 요소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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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sustainability

city
green city

carbon neutral

green city

low-carbon

green city

Economy

Securing sustainable jobs ○

Construction of Eco-friendly Industrial Facilities ○

Reliable housing prices and resident income ○

Unemployment ○

GDP ○

Poverty ○

knowledge and skills ○

population statistics ○

liabilities ○

pension provision ○

Build physical infrastructure ○

Research and development ○

Environmental Products and Services ○

economic diversity ○

region Reinvestment of Corporate ○

balance of job and residence ○

the cost of living ○

Employment creation and quality ○

inequality of income ○

Efficiency for Resources of Local Firms ○

the employment of local residents in the city ○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

Society

Life expectancy ○

a way of life ○ ○

Resident education ○

Social capital ○

Youth Nutrition ○

Economic activity ○

Housing provision ○

Mortality rate ○

the number of poor families ○

Obesity ○

Vote ○

Sustainable Community participation ○

Health insurance guaranteed rate ○

the graduation rate of secondary school ○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

Population growth rate ○

the ratio of elderly people ○

Transpor

tation

Establish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 ○ ○

Urban Development for Public Transportation ○ ○ ○

Diverse transportation opportunities ○

Division by means of transportation ○

Introduction of new carbon-reduction 

transportation system
○ ○

Mobility and Regional Transportation ○

Mitigate traffic congestion on the main road in 

the city
○

Traffic Impact in an Emergency ○

children's commute to school ○

Walk ○ ○ ○ ○

bicycle ○ ○ ○ ○

a streetcar ○

street parking ○

Bus occupancy rate ○

- continue next page -

Table 1.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Indicators for the Urban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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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sustainability

city
green city

carbon neutral

green city

low-carbon

green city

L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urban and suburban 

areas
○ ○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 Construction ○

an increase in the green landscape of cities ○ ○ ○ ○

Smart Land Use Planning ○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Business and 

Urban Regeneration
○ ○

sustainable housing ○

Mixed-use development ○

Green Infrastructure ○ ○ ○

Utilization of Discarded Space ○

accessibility to a park ○ ○

Intensive Urban Spatial Structure ○

Natural topography ○ ○

link between the wind path and the green axis ○ ○

Environ

ment

Air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 ○

Reduce waste emissions and increase waste 

recycling
○ ○ ○ ○

Using natural resources ○ ○

A Resource Circulation System ○

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ing System ○ ○ ○

Energy Climate Change Policy ○

Greenhouse Gases emissions ○

Toxic Gases emissions ○

Air pollution ○

coping with climate change ○

Biodiversity ○ ○

Ecological Area Ratio ○

Ecological footprint ○

the saving of water resources ○ ○

Preventing flood damage ○

a rainwater park ○ ○ ○

Permeability pave ○ ○

a grass ditch ○ ○

a streamlet ○ ○

Create aquatic biotop ○

conservation of natural ground ○ ○

Rainwater Utilization: Rainwater Reservoir ○ ○ ○

Waste management ○ ○

a green roof ○ ○ ○

a green wall ○ ○ ○

wildlife ○

Protection Species and habitats ○ ○

Regional contribu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

Organic production and market ○

Noise ○

Park: Eco Park, Carbon Absorbing Park ○ ○

a buffer green ○ ○

Greenway ○ ○

Eco-corridor ○

Wind-corridor ○

- continue next page -

Table 1.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Indicators for the Urban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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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sustainability

city
green city

carbon 

neutral

green city

low-carbon

green city

G r e e n 

architectu

re

High Insulation, High Pressure Building ○

a high-efficiency facility ○

Thermal Storage Displacement ○

double glazed glass ○

Waste Heat Recovery System ○

Shading facility ○

an attached greenhouse ○

Atrium ○

the layout of a building considering the harmony of 

the buildings
○

Expand Openings ○

Energy

Securing the Wind road ○

a southern exposure deployment ○

renewable energy- ○

Passive house ○

sudlight ○ ○ ○

solar heat ○ ○ ○

Geothermal heat ○ ○ ○

Wind power ○ ○ ○

Water power ○

a fuel cell ○ ○

Welfare

Biomass ○ ○ ○

cogeneration ○

Piezoelectric power ○

high insulation, high density material ○ ○

nature daylighting and Shading ○

application bioenergy ○ ○

Reducing the use of fossil energy ○

community amenities- ○

Satisfaction with the Community ○

basic demand ○

Informati

on and 

communi

cation

Abuse and Discrimination ○

Education ○

Social welfare expenditure ○

green IT- ○

the number of high-speed Internet subscribers ○

PC Retention Ratio ○

Type of online civil complaint ○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

Intelligent complex Transfer Center ○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

Table 1.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Indicators for the Urban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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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의 틀

1. 도시 작동적 경관 평가 지표의 도출

도시 작동적 경관 평가 지표는 상위 지표와 그와 연관성

을 지닌 하위 지표로 구성하였다. 지표 요소에 대한 고찰은 

기존의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하였고, 작동적 경관 개념에 

부합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지표로서 선정하였다.

Division Researcher Selection method

Higher 

indicator

THE ASAHI GLASS 

FOUNDATION, 

WORLD WATCH 

INSTITUTE, Michael 

Hough, Seoul, Mauel 

Molles,  Yang Byoung 

E

- More than 2nd

overlap indicator

- Adopting controlled 

elements through 

visual element and 

landscape law

Sub 

indic

ator

City 

ele

me

nt

Seoul, Gwangju, Im 

Seung Bin, Yang 

Dong Yang, Gyeonggi 

Research institute, Lee 

Su Min, Lee Jae Won, 

Shin Kwang Chul, Oh 

Dong Hee, Jung Moo 

Woong 

- artificiality element

- More than 2nd

overlap indicator

- Adopting controlled 

elements through 

visual element and 

landscape law

- Collect and use 

elements as 

representative 

words

Det

ails 

indi

cat

or

Sustain

ability 

city

Europe, the 

UK, USA, 

Korea, 

Douglas Farr

- More than 2nd

overlap indicator

- Aligns with 

operational 

landscape concepts 

- Adopting controlled 

elements through 

visual element and 

landscape law

Green 

city

Warren 

Karlenzig et 

al., DCLG, Lee 

Eun Yeop

carbon 

neutral

green 

city

Ban Young 

Woon, Lee 

Jae Joon, 

Yoon Ki Ma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low-ca

rbon

green 

city

Ministry of 

Environment, 

Lee Jung 

Hwan

Table 2. How to collect and select data for indicators

상위지표로는 도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선

정하였으며, 하위지표는 도시 구성요소와 세부 평가지표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하위지표는 도시 구성요소와 세부 하위 

지표로 분류하였다. 

세부 평가지표는 현 도시 상태에서 실체화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지표 추출을 위하여 도시경관과 관련

한 도시계획 지표를 고찰하였다. 관련된 도시계획으로는 ‘지

속가능한 도시’, ‘녹색도시’, ‘탄소중립도시’, ‘저탄소녹색도시’ 

등 4개 분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 델파이를 통한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 도

출 방법

1) 전문가의 선정

델파이 기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패널인 전문

가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델파이 기법은 응답자의 전문

적 식견에 기초한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토론자 집단을 선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종성, 2001).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첫째, 전문가들은 응답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을 적어도 평균수준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조경, 경관,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선정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합리

적이고 객관적이며 편향되지 않은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지녀야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델파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이탈이 없어야 한다. 

2) 델파이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델파이 조사에 사용되는 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축된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의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1라운

드 설문지에서는 도출된 지표에 대한 적합한가에 대한 인식 

평가를 하였으며, 5개의 상위 지표와 37개의 하위 세부 지표

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2라운드는 1라운드 결과에 의해 6개 

지표 제거, 5개 지표 결합, 1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28개의 

지표로 진행하였다.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2라운드 결과를 

토대로 4개 지표 제거, 2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26개의 지표

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문항은 조사 참여자 선정과 함께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문항의 진술을 명백히 하여 질문 

내용을 모든 참여자들이 같은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이종성, 2001)하여 단어에 대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를 함께 명시하였다.

3) 척도 부여

델파이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반대부터 찬

성까지 범위를 나타내는 리커드형 평정척도(Likert scale)이다

(이종성, 2001).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설문에 대하여 리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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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아니다’, ‘아니다’, ‘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설문 조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 신뢰

성을 높이고자 1차 설문 시 개별 방문하여 연구 내용과 방

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주요 단어에 대한 내용을 설명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1차 설문 이후에는 이메일(e-mail) 

및 직접 수령 등을 통하여 설문을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델파이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1월 4

일까지 이다.

5) 설문 분석

3라운드로 진행된 델파이의 응답률은 모두 100%였다. 조

사된 설문은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ver.12.0)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주로 이용

하였으며, 전문가의 합의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

균, 표준편차, 사분위 범위(IQR : Inter-Quartile Range), 신

뢰도 분석(Cronbach's α)을 활용하여 항목의 제거요인으로 

사용하였다.

평균은 3.5를 기준으로 그 미만를 제거하였다. 표준편차는 

표준편차값이 1을 초과할 경우 제거하였다. 사분위 범위는 1

을 초과하는 값이 나온 지표는 제거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계수가 0.6 이상이면 타당성과 신뢰도가 적합

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값은 제거하였다.

Sort Analysis Method Criterion

Expert 

agreement

descriptive 

statistics

average 3.5 less than

standard 

deviation
1.00 excess

Inter-quartile 

range
1 excess

Credibility
credibility 

analysis

Cronbach’α 

Coefficient
0.6 less than

Table 3. Expert agreement and credibility for Delphi 

analysis

Ⅳ.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 분석

1.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의 도출

1) 상위 평가지표 도출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의 상위 지표 도출을 위하여 

도시 환경문제를 연구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아사

히글래스재단, 월드워치 연구소, 마이클 허크, 마누엘 몰스, 

서울특별시, 양병이 등의 6개 문헌을 통해 도출하였다.

Urban problem Key word Selection

global warming

sun Selection

heat island effect

greenhouse gas

heat wave

depletion of energy resources

energy consumption

urban flood

water Selection
water shortages

a decrease in water circulation

water pollution

urban pollution
air Selection

atmosphere pollution

typhoon
wind Selection

flurry of wind

reduction of biodiversity

habitat Selectionreduction of wildlife

reduction of green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

disease -

Table 4. Derive Higher indicators

아사히글래스 재단(ASAHI GLASS FOUNDATION)은 지

구적 스케일에서 문제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지구온난화, 에너지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상실, 수자원 저감, 

에너지 소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월드워치연구소(WWI:World Watch Institute) ‘WWI 

2016지구환경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

여 해결할 도시 문제로 온실가스, 도시 오염, 생물다양성 저

감, 태풍, 고형 폐기물 등을 들었다.

마이클 허크(Michael Hough)는 도시 환경 문제에 대응하

는 새로운 물리적 환경 관점을 찾는데 있어서 열섬현상, 대

기오염, 홍수, 야생동식물의 저감, 기류 등을 도시 해결 과제

로 제시하였다.

마누엘 몰스(Manuel C. Molles)는 생태계와 도시 생태계 

사이에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도시 문제를 생물다양성 저감, 물 부족, 온실가스, 대기 오염, 

홍수, 고형 폐기물 등을 들었다.

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온실

가스, 도시 홍수, 폭염, 녹지 저감 등으로 분류하여 대응방안

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양병이(2011)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저서를 통해 현재 도시 문제를 열섬현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돌풍, 생물다양성 저감, 대기오염, 수질오염, 물 순환 저하 등

으로 제시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도시 문제를 종합한 결과, 도시 

문제의 키워드(key-word)는 총 19개로 정리되었다. 이들을 

다시 대표적인 키워드로 묶어 ‘태양(열섬현상)’, ‘물(도시 홍

수)’, ‘공기(대기오염), ’바람(도시 기류)‘, ’서식지(생물다양성 

저감)‘ 등 5가지 항목을 상위 지표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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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 평가지표 도출

Urban planning indicators Freque
ncy

Selecti
on Reason

GHG emissions 1 low frequency

CO2 emissions 1 low frequency

natural light and awning 
system

3 out of control

solar radiation energy 
installation

4 ○

solar heat energy 
installation

4 ○

piezoelectric development 2 ○

using high insulation 
external wall materials

3 out of control

wall and roof greening 3 ○

water use 1 low frequency

water quality(drinking 

water)
2 out of control

rainwater reservoir(park) 2 ○

utilization of heavy water 2 ○

rainwater utilization 2 ○

water-permeable 
pavement : securing 
natural grounds

2 ○

little streams 2 ○

the development of 
aquatic biotope

1 ○ purpose

mobility and regional 
transportation

1 low frequency

air quality(atmospheric 
quality)

2 ○

poisonous gas emission 1 ○ controllable

bicycle path 3 ○

the environment for the 
pedestrian

4 ○

various transportation 
opportunities

1 ○
consistent 

with purpose

public transportation 
centered transportation 
plan

2 ○

land use 1 low frequency

eco-friendly density 1 low frequency

wind path(wind road) 2 ○

Space considering natural 
ventilation air current

2 ○

ecological footprint 1 low frequency

wildlife 1 ○
consistent 

with purpose

habitat 2 ○

tree 1 ○
consistent 

with purpose

green roof 2 ○

green wall 2 ○

park 2 ○

buffer green 2 ○

ecological corridor 1 low frequency

the development of the 
aquatic biotope

1 ○
consistent 

with purpose

Table 6. Derive sub-indicators :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하위 평가지표는 도시 구성요소와 상위 지표와 관련된 도

시 계획 평가지표들을 검토하여 도출하였다.

도시 구성요소는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기에는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유형 요소 세부 요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건축물’과 바닥면과 시설물을 묶을 수 있는 ‘공공공간’ 2개

의 요소를 채택하였다. 자연적 요소는 상위 지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

Urban element Key word Selection

visual 

element

artificial 

element

architecture architecture Selection

surface public 

space
Selection

facilities

natural element -

intangible 

element

artificial element -

natural element -

Table 5. Derive sub-indicators : City element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하위 세부 지표 선정을 위하여 상

위 지표와 관련된 국내 및 국외 도시 계획 평가지표들을 검

토한 결과 총 37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를 사용횟수와 

연구목적의 적합성, 경관법에서 통제 유무를 기준으로 본 연

구에서 활용될 26개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3)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 도출

문헌을 통해 도출된 상위 지표와 하위 지표의 관계를 고

려한 새로운 도시 작동적 경관 지표는 Table 7과 같이 선정

하여 지표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indica- 

tor No.

sun

archi-

tecture

solar radiation energy 

installation
S1

solar heat energy installation S2

the green wall and the 

green roof
S3

minimizing the envelope 

area
S4

coloring the external wall of 

the building in the 

consideration of albedo

S5

public 

space

introduction of piezo block S6

the securement of green 

(park)
S7

the securement of the water 

space
S8

the securement of wind 

road(wind path)
S9

coloring the ground surface 

in the consideration of 

albedo

S10

Table 7. urban operational landscape planning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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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 분석

1) 델파이 분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델파이 기법의 전문가 집단 크기에 대하여 Dalkey(1963)

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15명 이상으로 선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19명

으로 참여 인원의 크기는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 57.9%(11명), 석사 36.8%(7

명), 박사 5.3%(1명)으로 대졸과 석사의 학력의 응답자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박사 학력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력

은 10-20년 미만이 42.1%(8명)으로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이 31.6%(6명), 20-30년 미만이 26.3%(5명) 순으로 나

타나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의 경력은 10-30년 미만 사이

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근무지의 경우 엔지니어링 

47.4%(9명)과 지자체(공무원) 소속 36.8%(7명)의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및 연구소 소속의 응답자는 

15.8%(3명)으로 비교적 낮게 참여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관 

계획 및 심의에 참여한 경력과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가 참여

한 경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어 경관과 관련한 이해와 지식

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력에서 높은 조건(박사)을 지닌 응답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무 경력, 참여 이력 등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서 요구하는 경관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로 판단하였다. 

division personnel ratio

gender

man 11 57.9

woman 8 42.1

sum 19 100.0

30 to 40 years 10 52.6

age

40 to 50 years 8 42.1

50 to 60 years 1 5.3

sum 19 100.0

college graduate 11 57.9

academic 

background

master 7 36.8

doctor 1 5.3

sum 19 100.0

5 to 10 years 6 31.6

career

10 to 20 years 8 42.1

20 to 30 years 5 26.3

more than 30 years 0 0.0

sum 19 100.0

work place

engineering 9 47.4

local government 7 36.8

university / laboratory 3 15.8

sum 19 100.0

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lphi survey participants

2) 델파이 1라운드 분석

델파이 1라운드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항목 제거 기준을 적

용한 결과 태양과 관련하여 ‘태양열 에너지 설치’ 1개 지표 

제거, 물과 관련하여 ‘중수도 활용’, ‘수질(식수)’의 2가지 지

표 제거, 공기와 관련하여 ‘공기의 질’, ‘다양한 교통수단 기

회’, ‘대중교통 중심 교통계획’의 3가지 지표가 제거되면서 

총 6개의 지표가 제거되었다. 

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mean S.D. Qa

3-1 Qb
3-1 Qc

3-1

sun

architecture

S1 4.2 .83 4 5 1

S2* 2.4 .14 1.5 3.5 2

S3 3.6 .54 4 4.5 0.5

S4 3.5 .70 3.5 4.5 1

S5 3.8 .44 3.5 4 0.5

public space

S6 3.6 .54 3 4 1

S7 4.2 .44 4 4.5 0.5

S8 3.8 .44 3.5 4 0.5

S9 4.2 .44 3.5 4 0.5

S10 3.6 .54 3 4 1

water

architecture

W1 4.6 .54 4 5 1

W2* 2.8 .83 2 3.5 1.5

W3* 2.4 .83 2 3.5 1.5

public space

W4 3.6 .55 3 4 1

W5 3.4 .54 3 4 1

W6 4.0 .70 3.5 4.5 1

W7 4.2 .44 4 4.5 0.5

W8 4.2 .83 4 5 1

air

architecture
A1 4.0 .70 4 4 0

A2 3.4 .54 3 4 1

public space

A3* 2.4 .54 2 3.5 1.5

A4 4.2 .44 4 4.5 0.5

A5 4.0 .70 3.5 4.5 1

A6* 2.6 .54 2 3.5 1.5

A7* 2.8 .83 2 3.5 1.5

wind

architecture
Wi1 3.8 .44 3.5 4 0.5

Wi2 3.6 .54 3 4 1

public space
Wi3 4.4 .54 4 5 1

Wi4 4.0 .70 3.5 4.5 1

habitat

architecture
Eco1 4.4 .54 4 5 1

Eco2 4.2 .44 4 4.5 0.5

public space

Eco3 4.8 .44 4.5 5 0.5

Eco4 4.6 .54 4 5 1

Eco5 3.8 .44 3.5 4 0.5

Eco6 4.2 .44 4 4.5 0.5

Eco7 3.4 .54 3 4 1

Eco8 4.0 .70 3.5 4.5 1

Qa : 제1사분위수
Qb : 제3사분위수
Qc : b-a = c(사분위수범위)
*제거기준 : 평균 3.5 이하, 표준편차 1.0 초과, 사분위수범위 1.0 초과

Table 9. Delphi 1 round analysis results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21개 지표로 야생 생물

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4.6의 값을 가진 우

수 활용(LID)와 생물 서식지로 나타났다. 제거된 항목을 제

외한 표준편차는 0.83 – 0.44사이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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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합의가 가장 높게 이루어진 항목은 사분위수 범위가 0

을 나타낸 상위 항목 ‘공기’의 ‘유독가스 배출 요소 저감’ 지

표로 나타났다.

델파이 1라운드를 통해 1개의 지표가 새롭게 제안되었다. 

상위 지표 ‘공기’에 포함되는 ‘바람길과 녹지축 연결’ 지표이

며, 이 지표는 공공공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델파이 

2라운드에는 추가하였다.

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apply

air
public 

space

the connection of the wind 

road and the green axis 

(Wi5)

apply

Table 10. Delphi 1 round additional indicator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 지표의 통합이 제안되었다. 상

위 지표 ‘서식지’에 포함되는 ‘야생 생물’, ‘생물 서식지’, ‘가

로수’, ‘공원’, ‘완충녹지’는 성격이 비슷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5개의 지표를 ‘녹지대 조성’이라는 통합 지표

로 변경하여 델파이 2라운드를 진행하였다.

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Indicator name 

after change

habitat
public 

space

wildlife(Eco3) the 

development 

of the 

greenbelt

(Eco9)

habitat(Eco4)

roadside trees(Eco5)

park(Eco6)

buffer green(Eco7)

Table 11. Integrated indicator

3) 델파이 2라운드 분석

델파이 2라운드는 1라운드에서 제외된 6지표와 새롭게 추

가된 1지표, 통합된 1지표를 적용하여 총 28개의 도시 작동

적 경관 계획 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2라운드에서는 4개 지표로서 상위항목 ‘태양’의 

‘외피 면적 최소화’, ‘압전블럭 도입’, 상위항목 ‘공기’의 ‘건

축물의 형태’, 상위항목 ‘바람’의 ‘건축물 외벽 재질의 거칠기 

고려’ 지표가 제거되었다. 사분위 수 범위에서 1.0을 초과하

지 않았더라도 평균에서 3.5 이하로 나타나면 지표로서 의미

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게 되었다. 또한, 지표에 대

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0.758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거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의 수는 총 6개 지표로 압전블럭 도입, 우수 활

용(LID), 자연지반(녹지) 확보, 유독가스 배출 요소 저감, 보

행 이용환경 조성, 건축 외벽 재질의 거칠기 고려 등으로 분

석되었다. 다만 제거에 따른 신뢰도의 상승 정도가 높지 않

아 지표 제거에 대한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표는 ‘녹지(공원) 확보’ 지표

가 4.6으로 28개 지표 중 가장 높았다. 또한 비교적 높은 평

균값 4.4를 보이는 지표는 5개로서 ‘수공간 확보’, ‘자연지반

(녹지) 확보’, ‘바람길 확보’, ‘자연환기 기류를 고려한 오프스

페이스 조성’, ‘녹지대 조성’ 등으로 녹지와 관련된 지표가 

타 지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외 지표를 배제한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0.51 – 1.00로 비교적 차

이 폭이 넓게 나타났다. 

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mean S.D. Qa

3-1 Qb
3-1 Qc

3-1 C

sun

archi-

tecture

S1 4.0 .81 4 5 1 .754

S3 4.3 .59 4 5 1 .749

S4* 3.2 .91 2 4 2 .748

S5 3.6 .96 2 3 1 .733

public 

space

S6* 2.8 .95 2 3 1 .774*

S7 4.6 .49 4 5 1 .759

S8 4.4 .69 4 5 1 .743

S9 4.3 .59 4 5 1 .743

S10 3.8 .76 3 4 1 .735

water

archi-

tecture
W1 4.1 1.00 3 4 1 .765*

public 

space

W4 4.0 .57 4 4 0 .754

W5 3.5 .90 3 4 1 .752

W6 3.7 .71 3 4 1 .737

W7 3.7 .78 3 4 1 .731

W8 4.4 .61 4 5 1 .770*

air

archi-

tecture

A1 4.0 .97 4 5 1 .781*

A2* 3.1 .68 3 4.5 1.5 .752

public 

space

A4 3.9 .62 4 4 0 .736

A5 3.7 .97 3 4 1 .767*

A8 4.2 .71 4 5 1 .743

wind

archi-

tecture

Wi1 3.6 .94 3 4 1 .751

Wi2* 3.0 .84 3 4 1 .776*

public 

space

Wi3 4.4 .61 4 5 1 .745

Wi4 4.4 .61 4 5 1 .756

habitat

archi-

tecture

Eco1 4.2 .65 4 5 1 .745

Eco2 3.6 .94 3 4 1 .743

public 

space

Eco9 4.4 .51 4 5 1 .747

Eco8 4.1 .60 4 5 1 .736

Qa : 제1사분위수
Qb : 제3사분위수
Qc : b-a = c(사분위수범위)
Cronbach’s α계수 : 0.758
C : 제거 시 Cronbach’s α계수
*제거기준 : 평균 3.5 이하, 표준편차 1.0 초과, 사분위수범위 1.0 초과

Table 12. Delphi 2 round analysis results

추가적으로 3개의 지표가 제안되었다. 상위 지표 ‘태양’의 

‘아스팔트 위 그늘 제공을 위한 가로수’, 상위 지표 ‘물’의 

‘잔디수로’, 상위 지표 ‘서식지’의 ‘생태통로 조성’의 지표가 

추가로 제안이 도출되었다. 상위 지표 ‘태양’의 ‘아스팔트 위 

그늘 제공을 위한 가로수’ 지표는 기존의 ‘녹지 확보’ 지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2개의 지표 제안 의견을 수

렴하여 델파이 3라운드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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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apply

sun public 
space

roadside trees to provide 
asphalt shade except

water public 
space

the water channels for 
grass(W9) apply

habitat
public 
space

an ecological channel 
creation(Eco10) apply

Table 13. Delphi 2 round additional indicator

4) 델파이 3라운드 분석

델파이 3라운드에서는 2라운드에서 제외된 4개 평가지표

와 추가된 2개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총 26개 평가지표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표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0.803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거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의 수는 총 5개 지표로 실개울 

조성, 자연지반(녹지) 확보, 잔디수로, 유독가스 배출 요소 저

감, 벽면 녹화 조성 등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제거에 따른 신

뢰도의 상승 정도가 높지 않아 지표 제거에 대한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평균

표준

편차
Qa

3-1 Qb
3-1 Qc

3-1 C

sun

archi-
tecture

S1 4.1 .45 4 4 0 .792

S3 4.2 .65 4 5 1 .803

S5 3.9 .40 4 4 0 .794

public 
space

S7 4.6 .47 4 5 1 .798

S8 4.4 .60 4 5 1 .786

S9 4.3 .49 4 5 1 .796

S10 4.0 .40 4 4 0 .788

water

archi-
tecture W1 4.3 .49 4 5 1 .799

public 
space

W4 4.0 .22 4 4 0 .799

W5 3.6 .59 3 4 1 .814*

W6 3.9 .22 4 4 0 .797

W7 3.9 .40 4 4 0 .796

W8 4.4 .69 4 5 1 .808*

W9 4.0 .33 4 4 0 .813*

air

archi-
tecture A1 3.8 .60 3 4 1 .807*

public 
space

A4 4.0 .52 4 4 0 .786

A5 3.8 .68 3 4 1 .781

A8 4.2 .53 4 5 1 .788

wind

archi-
tecture Wi1 3.6 .67 4 5 1 .800

public 
space

Wi3 4.3 .49 4 5 1 .780

Wi4 4.5 .51 4 5 1 .783

habitat

archi-
tecture

Eco1 4.4 .50 4 5 1 .803

Eco2 4.2 .63 4 5 1 .807*

public 
space

Eco9 4.5 .51 4 5 1 .791

Eco8 4.3 .58 4 5 1 .797

Eco10* 3.1 .37 3 3 0 .794

Cronbach’s α계수 : 0.803

Table 14. Delphi 3 round analysis results

델파이 3라운드 분석 결과 26개 평가지표 중에서 평균 

4.0이상이 되는 지표는 18개로 도시 내 열을 조절할 수 있는 

‘녹지(공원) 확보’ 지표가 평균 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3

라운드는 0.22 – 0.69의 분포로 나타나 델파이 2라운드의 

표준편차인 0.51 – 1.00의 분포보다 작게 나와 전문가간의 

합의 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다른 전문가 합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사분위수의 범위를 살펴보면 태양광 에너

지 설치, 알베도를 고려한 건물 외벽 색채, 알베도를 고려한 

지표면 색채, 빗물 저류지(공원) 조성, 수생 비오톱 조성, 투

수성 포장 사용, 잔디수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등의 8개로 

나타났다. 이 또한 델파이 2라운드에서의 3개에서 더 증가한 

것은 전문가 집단의 합의 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라운드에서 추가된 상위지표 ‘서식지’의 ‘생태통로’지표가 

평균값 3.1로 제거되었다. 다만 이 지표는 특정 도심지에 적

용이 가능한 특수성을 지닌 지표이기 때문에 제거에 따른 별

도의 추가 라운드 진행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표준편차 및 사분위수의 범위가 델파이 2라운드보다 

2라운드에서 전문가 의견이 적정한 수준으로 일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여 델파이 조사를 종결하였다. 

5)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 선정

델파이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바람길과 녹

지축 연결, 녹지대 조성, 잔디수로, 생태통로 등이 있다. 추가

된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바람길과 녹지축 연

결은 표준편차 0.53, 사분편차 1, 녹지대 조성은 표준편차 

0.51, 사분면 1, 잔디수로는 표준편차 0.33, 사분편차 0, 생

태통로는 표준편차 0.37, 사분편차 0으로 분석값이 도출되어 

비교적 적정한 수치로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졌으며 타당성에

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생태통로의 경우 평균 3.1로 나타나 

제거기준 3.5에 미치지 못하여 제거하였다.

델파이 분석에서의 표준편차는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점

차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델

파이 2라운드와 3라운드의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추가된 평가

지표(잔디 수로)와 벽면 및 옥상녹화 지표를 제외한 25개의 

평가지표는 모두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델

파이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점차적으로 수렴되어졌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델파이 3라운드에서 델파이 2라운드의 사분편차 값보다 

줄어든 지표는 5개로 나타났으며, 동일하게 나타난 지표는 

19개로 나타났다. 즉, 사분편차 결과 델파이 3라운드에서 최

종적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총 3회의 델파이 과정을 통해 지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어 최종 25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델파이 조사

를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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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indicators
detailed indicators

표준편차 사분편차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sun

architecture

solar radiation energy installation .81 .45 1 0

the green wall and the green roof .59 .65 1 1

coloring the external wall of the building 

in the consideration of albedo
.96 .40 1 0

public space

the securement of green(park) .49 .47 1 1

the securement of the water space .69 .60 1 1

the securement of wind road(wind path) .59 .49 1 1

coloring the ground surface in the 

consideration of albedo
.76 .40 1 0

water

architecture rainwater utilization(LID) 1.00 .49 1 1

public space

the development of the rainwater 

reservoir(park)
.57 .22 0 0

the development of little streams .90 .59 1 1

the development of aquatic biotope .71 .22 1 0

the usage of water-permeable pavement .78 .40 1 0

the securement of natural ground(green) .61 .69 1 1

the water channels for grass - .33 - 0

air

architecture
the reduction of discharge elements of 

poisonous gas
.97 .60 1 1

public spac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for 

the bicycle
.62 .52 0 0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for 

the pedestrian
.97 .68 1 1

the connection of the wind road and the 

green axis
.71 .53 1 1

wind

architecture

the form of the building in the 

consideration of the wind current of the 

city

.94 .67 1 1

public space

the securement of the wind road .61 .49 1 1

the development of the space in the 

consideration of the air current of natural 

ventilation

.61 .51 1 1

habitat

architecture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roof .65 .50 1 1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wall .94 .63 1 1

public space
the development of the greenbelt .51 .51 1 1

the development of the aquatic biotope .60 .58 1 1

Table 15. Urban Operational Landscape Planning Indicators

Ⅴ. 결론

산업사회 이후로 시작된 도시화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도시는 인간 삶의 서식지로서 

도시 문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현실에 적용하였으나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

다. 즉,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동적 경관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결과

를 얻었다.

첫째, 도시 문제의 연결성을 살펴보면 인간과 도시 구성요

소, 도시 환경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되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는 이 3요소를 연관지어 지표로서 정립

하였다.

둘째,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키워드는 열섬현상과 관련

된 태양, 도시홍수 및 가뭄과 관련된 물, 대기오염과 관련된 

공기, 도시의 불규칙한 기류를 발생 시키는 바람, 생물종 다

양성의 감소와 관련된 서식지 등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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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문제와 연결된 5가지 키워드에 

집중하여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연구하여 작동적 경관 지

표로서 제시하였다. 

셋째, 상위 지표 열과 관련한 하위 세부 지표는 태양광 에

너지 설치, 벽면 및 옥상녹화 조성, 알베도를 고려한 건물 외

벽 색채, 녹지 확보, 수공간 확보, 바람길 확보, 알베도를 고

려한 지표면 색채 등 7개의 지표로 확정되었다. 상위 지표 물

과 관련한 하위 세부 지표는 우수 활용(LID 시스템 적용), 빗

물 저류지 설치, 실개울 조성, 수생 비오톱 조성, 투수성 포

장, 자연지반 확보, 잔디 수로 등 7개의 지표로 확정되었다. 

상위 지표 공기와 관련한 하위 세부 지표는 유독가스 배출 

저감,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보행 이용 환경 조성, 바람길과 

녹지축 연결 등 4개의 지표로 확정되었다. 상위 지표 바람과 

관련한 하위 세부 지표는 건축물 형태, 바람길 확보, 오픈 스

페이스 확보 등 3개의 지표로 확정되었다. 상위 지표 서식지

와 관련한 하위 세부 지표는 옥상녹화 조성, 벽면녹화 조성, 

녹지대 조성, 수생 비오톱 조성 등 4개의 지표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시 작동적 경관 지표는 기존의 경

관 지표와 함께 활용되도록 개발되었다. 도시는 고정되지 않

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즉, 작동성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작동적 경관은 형태가 아닌 작동성에 집중하여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 도시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경관 

개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제도적인 적용 방

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작동적 경관의 제도

적 정착 방안 마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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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urban residents reached 3.9 billion in 2014 which 

accounts for 54 percent out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it is estimated that 66 percent (6.3 billion) will be 

urban dwellers by 2050, with around 90 per cent of the 

population increase in Asia and Africa (UN, 2015). High 

population densities and diverse economic activities in 

urban areas create social issues as well as a range of 

environmental impacts including air pollution, soil 

contamination, loss of biodiversity, and health problems 

(Alberti et al., 2003; Dobbs et al., 2011; Grimm et al., 

2008). Many of these impacts are linked to urban climate 

conditions, which are dynamic and likely to change over 

coming decades as global climate envelopes shift their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Despite the relatively long 

history of urban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from 

classical antiquity, environmental or socio-ecological 

impacts during urbanisation have only come to the 

forefront of research in recent decades (Alberti et al., 

2003; Pickett et al., 2001). In other words, research on 

urban ecosystems has not shown such rapid progress in 

environment and ecological theories and applications 

(Francis and Chadwick, 2013), particularly with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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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urbanization, high population densities and diverse economic activities bring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Furthermore anthropogenic activities such as land use change and fossil fuel uses have triggered more releases of CO2 emissions 

than expected have led to the imbalance in the global carbon cycle along with adverse ecological consequences, such as air pollution, 

soil contamination, loss of biodiversity, and health problems. Beyond a simple and linear point of view on urban system and 

corresponding issues, a comprehensive and interactive theory is needed for understanding the issues, and providing solutions. 

In the sense the concept of urban ecology and ecosystem allow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to build the inter-linkages 

between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 and their component organisms, in urban areas, so as to resolve imbalance between 

two environments.

국문초록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높은 인구밀도와 다양한 경제 활동은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토지 이용 변화 및 화석 연료 사용과 

같은 인공적인 활동은 예상보다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발생시켜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건강 문제 발생 등과 

같은 생태학적 악영향과 함께 지구 탄소 순환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도시 시스템과 해당 문제에 대한 단순하고 일차적인 관점을 

넘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 생태계와 생태계의 개념을 

통해 연구자, 실무자, 정책입안자들은 두 환경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건설된 자연 환경과 그들의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 연계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

키 워 드 : 도시생태학, 도시생태계, 탄소 순환, 온실가스 배출원, 온실가스 흡수원 
Keywords : Urban ecology, urban ecosystem, carbon cycle, carbon sources and s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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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framework. This research suggests why and 

how the concept of urban ecology and ecosystem should 

be applied during the discourse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urban areas so as to bring equality for all 

while restoring imbalance between th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Ⅱ. Carbon cycle and its impacts on natural 

ecosystems

Carbon is circulated among carbon reservoirs such as 

the atmosphere, te ocean, and terrestrial ecosystems 

within the Earth’s system. This process is called the 

carbon cycle. In the global carbon cycle, approximately 

210 GtCyr-1 is transported through major reservoirs, 

wherein terrestrial and atmospheric pools constitute 60% 

in terms of carbon circulation(Renforth et al., 2009). 

Carbon circulation between geological reservoirs and the 

atmosphere occurs via photosynthesis,respiration, 

decomposition, and combustion (Smithson et al., 2008). 

However, anthropogenic activities such as land use 

change and fossil fuel uses have triggered more releases 

of CO2 emissions than expected have led to the 

imbalance in the global carbon cycle along with adverse 

ecological consequences, such as air pollution, soil 

contamination, loss of biodiversity, and health problems 

(Alberti et al., 2003; Dobbs et al., 2011; Grimm et al., 

2008). The carbon cycle is therefore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the growth in global GHG 

emissions from the energy supply sector (an increase of 

145%), transport (120%), industry (65%),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40%) (IPCC, 2007). Since 1750,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such as CO2, CH4, and 

N2O have been increasing, reaching 391ppm,1803ppb and 

324ppb respectively in 2011(IPCC, 2013). In 2010, GHG 

emissions were released in the following proportions: 35% 

in the energy supply sector, 24% in 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21% in industry, 14% in 

transport and 6.4 % in buildings (IPCC, 2014).  

Land use change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areal 

extent of diverse habitats and the quality of natural 

ecosystems has reduced soil quality, influencing the soil 

organic pool, and ultimately the global cycle as well (Lal, 

2001). In order to balance the global cycle, the exact 

measurement of carbon in each reservoir is required. 

Continuous observation of its pool system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sense the change through several 

indicators covering atmospheric CO2 and surface ocean 

CO2 and pH(Figure1). The oceanic reservoir comprises 

the largest amount of carbon, whereas the atmosphere 

stores the smallest amount of carbon. Yet the atmosphere 

is the crucial pool due to its role as a conduit among 

reservoirs, and its potential for carbon storage has been 

studied in details since 1958(Post et al., 1990). 

※ Source : IPCC (2013)

Figure 1 Multiple observed indicators of a changing global 

carbon cycle (a) Atmospheric concentrations of carbon 

dioxide from Mauna Loa and the South Pole since 1958; 

(b) Partial pressure of dissolved CO2 at the ocean surface 

(blue curves) and in situ pH (green curves), a measure of 

the acidity of ocean water. The measurements are from 

three stations in the Atlantic and the Pacific Oceans.

Research on terrestrial ecosystems still lags behind 

compared to the two other reservoirs. Even though it is 

certain that the natural terrestrial ecosystems, including 

urban green spaces, function as carbon sinks (Schlesinger, 

2000), there is still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to which 

ecosystems can absorb and store carbon (Post et al., 

1990). Yet understanding the global carbon cycle and 

budget would allow urban planners to design urban green 

spaces for more effective carbon sequestration through 

soils and 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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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co-city as a new form of urban ecosystem

In spite of an increase i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the nineteenth century, it was only in the 1970s that 

environmental issues entered mainstream political discourse 

(Holdgate, 1996). Since the UN Human Settlement 

Programme in 1978, urban areas have drawn more 

attention in terms of ecological theories and practices 

(Francis and Chadwick, 2013). Yet the release of Our 

Common Future or The Brundtland Report in 1987 gave 

more impetus to research on urban ecology in the 

context of sustainability. The report played a role in 

boosting effort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corporating economic growth,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Urban ecology refers to the interrelations between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 and their component 

organisms, in urban areas. The concept has moved 

initially from ‘human influences on spatial patterns and 

processes within cities’ towards ‘incorporating urban areas 

more holistically and within “ecosystem concepts”’ 

(Francis and Chadwick, 2013, p.3). Urban ecology can be 

viewed differently by science and planning disciplines 

(Pickett et al., 2011). It can be regarded as ‘studies of 

the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organisms in and 

around cities, and on the biogeochemical budgets of 

urban areas’ from the former perspective (Pickett et al., 

2011, p.333). Such approaches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urban ecosystems by focusing on the urban 

physical environment, urban soils, and flora and fauna in 

cities (Pickett et al., 2001). On the other hand, it can be 

defined as ‘design of the environmental amenities of cities 

for people, and on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s of 

urban regions’ from the planning perspective (Pickett et 

al., 2011, p.333). Altogether, an appreciation of urban 

ecology and urban ecosystems allows scientists, planners 

and decision makers to comprehend ‘how the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aspects of cities interact’, so that 

‘the feedbacks and dynamics of the ecological linkages 

must be assessed’ (Pickett et al., 2001, p.139).

The ‘ecosystem’ is a crucial forum in which ‘a physical 

environment and organisms in a specified area are 

functionally linked’ (Pickett et al., 1997, p.186). It is not 

easy for natural scientists to predict a natural system’s 

patterns and processes. Yet the system has the capacity to 

self-regulate organisms interacting with other variables 

and with the environment (Berkes et al., 2003, p.3). Its 

adaptive capacity also allows an ecosystem to maintain 

the status-quo (engineering resilience) or further develop 

so as to become more resilient to abrupt changes 

(ecological resilience) (Holling, 1996). As an ecosystem 

has such characteristics including instability, 

self-regulation and adaptive capacity, it can be 

comprehended as a complex adaptive system (Alberti et 

al., 2003; Francis and Chadwick, 2013, p.51; Levin, 

1998). 

As for an effort to integrate urban ecological concept 

into urban planning, the concept of ‘eco-city’ or ‘smart 

city’ has been rising up. The concept is a notable 

example of the integration of urban ecology into urban 

development within a sustainability framework (Roseland, 

2001). It has become dominant in sustainability policy 

(Caprotti, 2014). As one example for creating an 

‘eco-city’,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founded in 1990, facilitates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 organisation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international association provides useful 

inform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on adapting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consulting with municipalities 

and its partners. The 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C40), founded in 2005, provides another instance 

of developing ecology in and of an ‘eco-city’. This 

international network enables its member cities to commit 

to reducing climate change impacts and risks by 

exchanging effective programmes and policies. Active 

dialogue between cities has made substantial advances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GHGs).  

Ⅳ. Urban ecosystems as carbon sinks

Due to higher population, concentrated economic 

activities and consequent climate impacts and risks, 

studies on urban areas should attract more attention in 

pursuit of successful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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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practices. During the process of urbanisation, 

terrestrial formations have become carbon sources rather 

than sinks due to long-term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impacts (Melillo et al., 2002).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urban and suburban areas are regarded as 

net carbon sources while ex-urban and rural landscapes 

are seen as carbon sinks (Zhao et al., 2011). Yet if 

ecosystem services in urban areas function properly, and 

proper low carbon technologies are deployed, cities are 

highly likely to play a role as carbon sinks, depending on 

land management. Even though there is still a lack of 

comprehensive studies on urban ecosystems (e.g. 

ecosystem services and goods) (Dobbs et al., 2011), 

reformation of urban ecological systems as carbon sinks 

is ongoing through diver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g. Ottawa’s Urban Green Space Network, Scotland’s 

Urban Networks for People and Biodiversity Project, and 

London’s Green Grid Project).

For example, soil carbon sequestration practices for 

improved land management provide urban areas with 

great possibilities to become carbon sinks along with 

substantial economic incentives, such as low investment 

costs and immediate implementation (Jo, 2002; Post et 

al., 2004). Driven by urbanisation, degraded soils have 

resulted in the depletion of soil organic carbon (SOC) 

(Pouyat et al., 2006), which has changed urban 

ecosystems into carbon sources. On the contrary, it 

means that proper accumulation of soil organic carbon 

though soil carbon sequestration practices (e.g. 

zero/reduced tillage in cropland, revegetation with higher 

carbon return rates to soils, and development of urban 

green spaces, or improvement of degraded lands) can 

enhance soil quality (Renforth et al., 2009; Smith, 2004). 

Increasing urban green spaces has been known to be a 

cost-effective form of land management due to (for 

example) the higher rate of carbon storage in urban soils 

and vegetation (Beesley, 2012; Pouyat et al., 2002). Jo 

(2002) indicates that urban green spaces can lower 

atmospheric CO2 levels by the following measures: (1) 

carbon sequestration from urban trees and shrubs via 

photosynthesis; (2) reduction of fossil fuel consumptions 

through decreasing demand for cooling (via shading and 

evapotranspiration) and heating (via wind speed 

reduction); (3) storage of organic carbon from litterfall. 

Terrestrial carbon sequestration via photosynthesis or 

humification, however, has limits in sink 

capacity(50~100Pg) even though its environmental effects 

are immediate, positive , low cost and low risk (Lal, 

2008). Therefore, the exact measurement for carbon 

uptake and storage in urban soils, and proper planting of 

vegetation, should be followed along with land 

management and planning processes by each region. 

Nevertheless, there are few studies on urban soil 

carbon sequestration, as most research on soil carbon 

sequestration has been done in the agriculture sector. In 

addition, research on urban organic carbon pools has 

been mainly focused on trees rather than other vegetation 

(Pataki et al., 2006), as trees contain more evidence of 

carbon sequestration and storage, e.g. carbon storage 

(about 700 Mt) estimates and a gross net sequestration 

rate (22.8 MtCyr-1) in the US’s urban trees from Nowak 

and Crane (2002).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gaining data on urban soil carbon and proper 

vegetation, urban soil carbon sequestration practices play 

a partial role in mitigating CO2 emissions. In particular, 

these projects can bring more synergy effects such as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impacts if othe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practices (e.g. 

development of renewable technologies, low carbon 

transport or building and development of 

drought-resistant crops or vegetation) are followed.

Ⅴ. Conclusion

As climatic variations are particularly difficult to 

predict, measurement of impacts on soil quality, carbon 

cycle and changes in biodiversity has shown slow 

progress. Furthermore, complexity in prediction may come 

from ‘time lags’ between the coupling of humans and 

nature, and the onset of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onsequences (e.g.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in 

soil improvement and changes in income levels in Kenya) 

(Liu et al., 2007). Ultimately, it can be inferred that 

urbanization in urban ecosystems results to some extent 

in the loss of self-organizing abilities, imbalance, and 

reduced adaptive capacities to external threats. Rafter 

than a problem solving approach, an ecological approach 

for understanding problems and providing solution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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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for realising equality for all, along with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imbalance 

between th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It is also 

significant that urban ecosystems should be interpreted 

through a proper theoretical framework, so as to establish 

clear directions for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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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뮌헨의 도시성장과 과제

독일 바이에른 주도시인 뮌헨은 계속되는 경제성장으로 

꾸준히 높은 도시성장과 앞으로도 여전히 예상되는 그 성장

률에 직면하여 실질적이고 예리한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뮌헨은 1972년 뮌헨 올림픽 경기가 있기 전인 1950

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활발했던 경제성장의 경험을 가

지고 있다. 그것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도시의 성장이 요구 

되었고, 그 당시 실질적인 도시계획의 주제는 새로운 도시 

개척으로 인한 도시 확장이었는데, 단지 도시기반시설의 확

장뿐만 아니라 자립적 도시의 기본 기능 –거주, 업무, 시장, 

사회복지, 휴식- 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즉, 위성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개발계획은 그 당시 뮌헨에서뿐만 아

니라 독일 전국 주요도시마다 큰 이슈였고 실제로 지금 그 

계획들은 실현이 되어있다.

5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뮌헨은 과거 경험과 비슷한 전조

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보여질 변화들 앞에 놓여져 있다. 

또한 이 성장 속에서 얻어낸 기술과 자원, 지식들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뮌헨의 경제성장은 계속 

긍정적이며 그에 따른 도시의 발전은 여전히 요구될 것이다.

1) 뮌헨의 인구성장 및 거주면적의 요구

뮌헨은 지난 60/70년대 이 후 또 한번의 큰 인구성장 시

점을 맞아 2030년까지 약 20만명의 인구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와 상응하게 거주면적에 대한 요구도 당연

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1인당 요구되는 거주면적도 과거 

50년전에 비해 3배정도 높아졌다(1950: 약 15m2/1인, 

2015: 약 45m2/1인). 실제로 뮌헨은 현재 한정된 대지와 심

각한 주택부족문제를 안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는 10년 사이

에 약 70퍼센트 가량 올라 대부분 월세로 지내는 시민들 또

는 저소득층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2) 도시 밀도 높이기에 대한 요구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인

구증가는 도시성장의 필연적 수순이며, 도시는 이러한 도시

eISSN 2508-8920
pISSN 2508-903X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Vol.3 No.3 pp.21-28 2018. 12. 31.

The Review of Bio-Tech.
Landscape Urbanism

The Korean Association of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Neuperlach(노이페얼락) 주거지의 도시 밀도 증대에 관한 연구

The Increasing Urban Density in Neuperlach, Germany

이항재*

Lee, Hang-Jae

* Meili, Peter Architekten, Junior-Architect, vcxzfdsa7@gmail.com

Abstract
Munich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both now and in the future, and is suffering from a serious housing shortage at 

the same time as a growing population. The post-war reconstruction work has been closed, and the sites in Munich's residential 

district have already been almost completely developed and there i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once increasing the density 

of the city. Neuperlach's administrative district was developed largely as a satellite city in the 60s/70s and is now receiving much 

attention as a good development target to solve the city's problems 50 years later. Four representative types of urban structures 

were tested in northern Neuperlach areas, and the results showed the potential for urban density more than twice the volume, 

while harmonizing with the existing urban contexts. Furthermore, by addressing the conflicts between existing and new buildings 

through architectural design, the proposals of city-structural experiments ahead have been made more powerful. Although this 

study only showed schematic possibilities, we hope that more concrete and practical discussions and concerns will be made about 

Neuperlach's potential for urban development by means of this research.

키 워 드 : 뮌헨, 노이페얼락, 도시 밀도 높이기, 도시 구조 유형
Keywords : Munich, Neuperlach, Increasing Urban Density, Typology of Urban Structure



이항재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22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현상들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성장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므로 뮌헨은 

과거와 현재를 냉정히 비교 및 판단하여 어떤 도시계획적 조

치들이 필요할 것인지 새롭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뮌헨 생활권에 있는 대부분의 부지들은 모두 개발된 상황

이고 2차 세계 대전 후 재건사업들은 이미 종료되었다. 그러

나 개발된지 오래된 몇 개의 지역들은 도시밀도가 낮고 그때

까지 지어진 주거건물들과 도시구조 대부분은 현재 요구되는 

삶의 질을 위한 적합한 도시공간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도시 밖에서가 아닌 도시 안에서 도시 밀도 높이기

가 가능하고 그를 통한 충분한 거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지

역을 찾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여기 60/70년대 뮌헨의 위

성도시로서 8만명의 거주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Neuperlach 지역은 현재 뮌헨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2. 연구대상지 : Neuperlach North

1) 위성도시로서 Neuperlach

Neuperlach은 현재 뮌헨의 여러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뮌

헨 남동쪽 도시경계에 자리잡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60/70년대 위성도시로서 Perlach이라는 작은 마을 옆 대규모 

농경지 위에 개발되었다. 그 당시 8만명의 거주민 수용과 2

만 5천 세대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삶의 질을 위한 도시

의 기능들을 담으려 노력하였다. 위성도시로서 주거, 업무, 

소비 및 휴식 등의 기능들을 계획하고 그 기능에 따라 

Neuperlach 안에서 구역을 나누었다. 크게 5개의 구역으로서 

북쪽과 북동쪽, 동쪽, 남쪽 지역 그리고 중앙지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의 지역은 도시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

문에 독립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2) 대상지 선정

연구 대상지는 Neuperlach의 5개 구역들 중에 첫 번째로 

개발되었던 Neuperlach 북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도시밀도와 도시공간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을 비교 연구한 

논문에서 이 Neuperlach 북쪽 지역은 이미 한 번 공론화 된 

바 있다1). 이 연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시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었다.

이 연구대상지역은 북쪽으로 Ostpark 공원이 자리잡고 있

고 남쪽으로는 근린생활 시설과 크게 원형으로 둘러싸인 아

파트 단지가 있는 Neuperlach 중심지역이 있다. 이 지역 주

변으로 Quiddestraße와 Albert-Schweizer-Straße, 

Ständlerstraße 도로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Plettstraße 길이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대략 1,300세대를 가

진 76개의 아파트들과 근린생활시설, 2개의 종교시설, 문화

센터가 존재한다.

인동간격은 평균적으로 45미터에 달하며, 과거 배치계획에

서는 건폐율 0.30, 용적률 1.0로 계획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참고 연구 논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건폐율 0.13, 용적률 0.8 

정도로 계획되었던 것보다는 적은 도시 밀도가 형성되어 있

다.

Figure 1. Black Plan Neuperlach and Neuperalch North 

in Red Marking

* Source : Researcher

Figure 2. Map, Neuperlach North

* Source : Bing Map

3) 연구 방법 및 목적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 

구조에 증축 및 개축을 하여서 이 지역 전체의 도시 밀도를 

높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용적률의 두 배 이상을 얻는 것이 

목적- 더 세세하게는 주거 공간의 평면 계획을 함으로서 실

제적으로 도시계획적 실험들이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1) Susamme Franke, Stadtdichte und Stadtraum, Dissertation Nr. 22765, ETH Züri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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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다.

실험에 앞서 다른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도시 구조 유형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들을 선정하고 그 사례들을 연구

해 특징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쳤다. 발견한 대표적 네 가

지 도시 구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블록형 도시 구조(Blockrand)

- 지그재그 선형 도시 구조(Mäander)

- 면 도시 구조(Teppich)

- 점-고층형 도시 구조(Hochhäuser)

이 네 가지 유형들을 각각 명백히 서로 구분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들을 이 연구대상지에 적용하

고 실제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수치적으로 도출해 내어 얼만

큼 도시 밀도를 올릴 수 있는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실험은 이 유형들을 Neuperlach North의 기존 도시 

구조와 함께 기능 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도시 밀도 높이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구 결과들은 

Neuperlach의 도시계획적 발전 잠재성들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가능성들에 대해 토론 되고 주어진 문

제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4가지 도시구조 유형과 그 적용

1. 블록형 도시 구조(Blockrand)

대표적 도시 구조 유형 중 하나인 블록 유형은 유럽의 구

시가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구조이다. 

Borstei(보어슈타이)는 도시구조의 원형으로서 인공적인 도

시재생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유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적(중정), 공적(도시) 공간의 명확한 분리이다. 또한 

더 나아가 큰 블록 안에 또 다시 블록을 두어서 서로 다른 

성격의 중정을 만들고 그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블록 안의 블록’ 방식으로 블록 안에서 다양한 기능의 존이 

발생하게 한다. 머물 수 있는 성격의 중정과 흐르는 공간으

로서의 중정, 또는 모임 장소로서의 중정이 생길 수 있다. 

이 유형을 연구대상 지역에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생성 될 수 있게 외부공간에 대해 위

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공적인 공간은 Plettstraße 길에 접

하여 배치하였고 그 결과 4개의 큰 블록을 생성하였다. 이 

큰 블록들은 앞에 언급한 유형 특징에 맞게 기존건물과 관계

하여 ‘블록 안의 블록’으로 또 다시 세분화되었다. 그럼으로

써 Borstei 유형에 보이는 것과 같은 중정의 공간들을 얻을 

수 있었다. 

확실한 것은 이 중정들의 실제적인 크기는 Borstei 보다 

더 높은 건물 높이를 가지고 있어 적합한 효과를 내기 위해 

좀 더 건물 높이 와 관련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미 도식적으로는 그 밀도 높이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용적률도 1.8에서 2.1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Figure 3. Borstei, München

* Source : Trumm, Peter (1958): Borstei. Roman einer Bauidee, München.

Figure 4. Masterplan, Blockrand

* Source : Researcher

2. 지그재그 선형 도시 구조(Mäander)

두 번째 유형학적 연구에서는 Neuperlach이 과연 열리고 

서로 교차하는 공간 구조의 방법으로 특색 있게 밀도 높이기

가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이다. 

톨루즈에 있는 Le Mirail 지역을 보면 이 선형 도시 구조

의 특징을 알 수 있다. ‘ㄱ’자와 ‘ㅜ’ 형태의 발생이 결정적이

며, 돌출된 부분들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긴 선형 구조에 

재미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블록형 도시 구조와는 다르게 

꺾어진 형태의 요소들이 모여 열림과 닫힘의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도시 공간들을 만들어 낸다.

크고 공간을 담는 지그재그 선형 구조물들은 도로 위로 

직접적으로 놓아지기도 하고 도시 외부 공간이 스스로 이 구

조물들이 형성하는 도시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파고 들기도 

한다. 또한 이 선형 도시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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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화 속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발전과 함께 지금까지 

활성화 되지 못한 사잇공간들의 활성화와 비슷한 종류의 좁

고 넓은 공간들의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적인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다.

선형 구조의 꺾인 부분이나 끝 부분에 추가적으로 높은 

구조물을 더 짓는 것은 밀도 높이기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

고, 그 가능성은 더 많은 생각해 볼 점을 부여할 것이다. 

블록 유형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도시 상황이 야기되었는

데도 수치적으로 용적률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8~2.1)

Figure 5. Le Mirail, Toulouse

* Source : Candilis, Georges, Josic, Alexis, Woods, Shadrach (1975): 

Toulouse Le Mirail. Geburt einer neuen Stadt, Stuttgart.

Figure 6. Masterplan, Mäander

* Source : Researcher

3. 면 도시 구조(Teppich)

뮌헨 올림피아 마을을 보면 높은 아파트들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넓게 깔린 이른바 “면의 도시 구조” 방갈로

(Bungalow) 마을이 한 눈에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아주 다른 도시 구조 유형의 가까운 대립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뮌헨의 한 거주지역인 

am Ackermannbogen과 베를린의 Markishces Viertel, 톨루

즈의 Le Mirail, 심지어 연구대상지역인 Neuperlach 

Putzbrunner Straße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낮은 면형 도시 구조에서는 작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여 그 어떤 구시가지의 작은 골목길들을 연상

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낮고 넓게 건물들

을 배치 적용함으로써 커다란 메가블록들 사이의 단조롭고 

넓은 장소를 인간적인 스케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또한 

과도한 녹지와 빈 곳은 더욱 의미있게 활용 될 것이다.

Figure 7. Olympisches Dorf, München

* Source : Google Map

Figure 8. Masterplan, Teppich

* Source : Researcher

이제 연구대상지역에 적용해 보면 과거의 녹지들의 변화

가 확실히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기대되는 용적률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적은 1.5의 결과를 낳았다. 비록 이 도시구조

의 공간들이 작은 마을에서 감성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향수

와 소소함, 그리고 공간적 다양함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녹지의 잃어버림과 상대적으로 적은 밀도 높이기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새로운 도시구조제안 가능성에 제약이 있

어 보인다.

4. 점-고층 유형(Hochhä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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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형태의 이 고층 건물은 추측컨대 1920년대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현상으로서 미스 반 데 로에의 첫 번째 연구

인 마천루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Figure 9. Le Corbusier, Le Ville Radieuse

* Source : Google Map

Figure 10. Masterplan, Hochhäuser

* Source : Researcher

앞서 언급한 면형 도시 구조 유형과는 180도 다른 유형과 

스케일로서 최소 60m 높이의 고층건물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까이하지 못했던 이러한 큰 건축덩어리가 이 

새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다. 이 실험의 도시 공간

적인 효과는 놀랄 정도 일 것이며, 또한 인동간격과 같은 질

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실험의 결과는 수단으로

서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

된 도시 구조는 독립적이고 새로운 성격의 결과를 낳을 것이

며, 그 것은 새로운 유토피아적 Neuperlach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 실험의 결과는 블록 유형 및 선형 도시 유형과 비교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은 앞에 두 유형들과 거의 비슷

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다. 이 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조

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 구조의 변화

가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치에 있어서 자유로

운 편이고 외부 공간의 형성도 유연한 성격을 띤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면형 도시 구조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도시 구조 유형 적용에서는 기존 도시 구조에 비해 두 배 이

상의 용적률 얻을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는 인동간격이나 일

광조건, 건물과 건물이 만나는 지점의 기술적 해결 등 물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도시 발전의 모델로서 개념적으로 

토론의 주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Urban type
Building 

coverage

Floor area 

ratio

Existing Urban 0.13 0.82

Blockrand 0.29 2.13

Mäander 0.26 1.90

Teppich 0.44 1.55

Hochhäuser 0.22 2.14

Table 1. Conclusion of 4 types urban structure

Ⅲ. 건축 설계

1. 도시에서 건축으로

여느 건축 과제들이 그렇듯이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는 

항상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기능되어야 한다. 앞에 도시 설계 

실험들은 거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과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건축적으

로 정확히 계획되지 않는다면 이 연구는 의미를 잃을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도시맥락과 상응하

는 여러 도시 구조 모델들을 도출해 내고 그 모델들의 실제 

기능성을 건축 설계를 통해 점검을 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Figure 11. 건축 설계 대상지

* Source : Researcher

건축 설계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

려한 사항은 이 네 가지 도시 구조 유형들 중 가장 기존 도

시맥락과 잘 어울려 그 잠재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기존 도시맥락은 이

미 선형 도시 구조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앞서 이 유

형으로 실험한 결과가 인동간격, 일조권, 녹지, 주차문제 등 

여러 도시 설계적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 발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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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선형 도시 구조 실험 결과에서도 기존 건물 세 개가 접하

고 있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세 개의 건물들의 각각의 다른 

방향성 덕분에 이 도시 구조에서 전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ㄱ’자와 ‘ㅜ’자 형태 요소가 발생하며, 이 건축 계획은 이러

한 형태에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테마이다.

이 건축 설계의 시도는 전체 선형 도시 구조에서 발생하

는 물리적 해결책의 모범이 될 것이며, 또한 ‘ㄱ’자나 ‘ㅜ’자 

형태 요소들은 블록 도시 유형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설계

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기존 건물과의 조화

새롭게 설계된 부분과 기존 건물의 조화로운 결과를 가능

하게 하기 위해 새로 적용된 건물은 기존 건물의 형태에서 

오는 리듬에서 발전시켰다. 

Figure 12. Formal Harmony with Existing Buildings

* Source : Researcher

Figure 13. Ground Floor Plan

* Source : Researcher

Figure 14. 3D Axonometry

* Source : Researcher

기존 건물들은 평면상에서 돌출되거나 그 반대로 뒤로 밀

려들어가는 부분들을 통한 지그재그의 현상들을 가지고 있

고, 이 현상들은 주거내부 각각의 공간 단위들이 입면을 두

드러지게 하면서 주거건물로서 명백히 읽힐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요철 같은 공간들은 발코니를 적용하

기 적합한 공간이 되거나, 기존 건물로의 다양한 연결점을 

만들 수도 있다.

3. 주거시스템

기존 건물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바로 

이웃과의 평면상 문제들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 건

물과 새로운 건물이 ‘T’자 형태로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주거와 주거 사이의 거리 즉, 프라이빗 문제에 대해서 새롭

게 정의하고 기능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거공간들은 재구성 되어 ‘T’자의 코너

를 감싸는 모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Figure 15. Residential System

* Source : Researcher

현재 평균적인 1인당 주거면적 요구에 따라 대부분의 세

대들이 적어도 두 입면이 외기와 면하게 해야 함에도 ‘T’자 

형태 부분에는 필연적으로 한 면만 외기와 면하게 되는 단점

을 가진 세대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설계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가진 세대들 –특히 북쪽

을 면한 세대들- 을 층고를 높여 일조건을 더욱 충족시키거

나 외기와 닿는 면적을 넓혀 그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모든 평면, 입면, 단면을 계획하였다.



Neuperlach(노이페얼락) 주거지의 도시 밀도 증대에 관한 연구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27

Figure 16. Floor Plans

* Source : Researcher

Figure 17. Elevations and Sections

* Source : Researcher

Figure 18. Details

* Source : Researcher

Figure 16. Perspective, Model

* Source : Researcher

Ⅳ. 결 론

뮌헨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

과 도시 성장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동시에 주

택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다. 전쟁 후 재건사업은 일

단락되었으며 뮌헨 생활권 내 부지들은 이미 거의 개발이 완

료된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단 도시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있다. Neuperlach 행정구역은 60/70년

대 당시 위성도시로서 크게 개발 되었던 곳이며 50년이 지난 

지금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개발 대상으로 관

심을 받고 있다.

Neuperlach 북쪽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밀도 높이기 과제

를 네 가지 대표적인 도시 구조 유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

고 그 결과들은 기존 도시맥락과 잘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용적률 두 배 이상의 도시 밀도 가능성을 보여줬다. 더 나아

가 건축 설계를 통해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을 해결함으로써 앞에 도시 구조 실험들의 제안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도식적인 가능성들만 보여주었지만 이 

연구를 수단으로 Neuperlach의 도시 발전 잠재성에 대해 더

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과 고민들이 행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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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사라

질 위기에 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전부 도심 외각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도시 기후변화 

및 열섬현상 등 도시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

다. 중요점은 기후변화, 열섬 현상 등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

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공원을 설치해야한다. 하지

만 공원 부지확보 문제, 토지지가 상승 문제 등 과거와 같이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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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생활권 전통 시장의 

입체녹화 유형 연구
- 서울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

Types of Multi Leveled Greening of Traditional Market for 
Constructing Green Space at the Neighborhood Unit in City

- Focused on Traditional Market in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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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greening distribution effect according to the multi-leveled greening type 

of traditional market in the neighborhood unit as part of strategy for multi-leveled greening of traditional markets which takes up a central 

part in the neighborhood unit in terms of expanding the greening in neighborhood units. As study methods, analysis on domestic and overseas 

cases multi-leveled greening through research on literature and Google search have been conducted, and 10 types of multi-leveled greening 

have been selected as case types to analyze based on the constituents of multi-leveled greening including structural type, spatial type, recording 

type, etc. Moreover, for the analysis on greening distribution effect, which can be reflected through the placement of traditional markets, 

the method of analyzing map placement of traditional market has been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analysis 

on multi-leveled greening cases,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types of multi-leveled greening such as front green type, roof 

greening type, wall greening type, public bridge type. Second, among these types, when applying to the traditional market in Seoul city, 

the applicable types for multi-leveled greening were roof greening type, wall greening type, pocket type, square type. Third, there were 330 

traditional markets in the central neighborhood units that are distributed across Seoul city. Fourth, if all of these traditional markets were 

to be applied with multi-leveled greening the maximum area of neighborhood unit type greenery are for living would be equivalent to 423 

standard football fields, or 2,718,819㎡. This scale is 12 times that of Yeouido Park and 2.4 times that of Seoul Forest. Fifth, upon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traditional markets in Seoul city, it has been found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greenery in neighborhood unit area, 

which has been lacking, can be increased since the markets are distributed across the region evenly. Sixth, through multi-leveled greening 

in neighborhood unit type traditional markets, the convergence of market and greenery will strengthen the area as a community space for 

the residents which will create more activity in the market and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countering 

the city’s microclimate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heat island,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purification function such as water 

circulation. The study results impl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policies for multi-leveled greening of traditional markets in terms of 

future strategy of traditional market activation, and also improve the policies of construction law and city development law.

키 워 드 : 입체녹화, 지구기후변화, 도시공원, 전통시장, 그린 인프라스트럭쳐
Keywords : Multi-leveled greening, Climate chang, Urban park, Traditional market, Gree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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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간에 녹지를 확보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서울시 녹지 분포도

를 보면 녹지 면적이 한 위치에 치우쳐 있지 골고루 서울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골고루 녹

지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해결 방안

을 모색 중 해외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도시 내 유휴공간이 없는 

도시의 경우 기존 인프라스트럭쳐 또는 인프라스트럭쳐 확보 시 

융, 복합적인 개발로 입체녹화를 기반시설에 도입하여 녹지를 확

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웃나라 일본 또한 입체녹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서 법 자체를 만들은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서

울시 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러쳐의 종류가 무엇인

지 확인해본바 전통시장이 서울시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

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즉 

주거시설들이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현 도시의 상황에서는 녹

지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사회기반시설과 녹화를 

융합한 입체녹화를 통해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공간적 측면, 경관

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Ⅱ. 이론고찰

1. 근린생활권 녹지의 개념

근린생활권 녹지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불릴 수 있다. 

언어적 의미로는 도시민이 주거지를 이루고 밀집되어 있는 생활

권의 의미인 근린생활권과 공원, 숲 등 자연의 요소가 적용된 

공간의 의미인 녹지의 개념이 합쳐진 의미이다(Rouse & 

Bunster-Ossa, 2013).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도시공원과 같은 의

미로 사용된다. 근린생활권 녹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주거하

는 공간 즉 근린생활권 내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

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 또는 녹지 공간을 의미한다(Derkzen et 

al, 2017). 근린생활권 녹지의 유형은 도시공원 법에 의해 구별

된 도시공원의 유형에서 그 규모와 근린생활권 지역과의 인접거

리에 따라 구별 할 수 있다. 도시공원의 유형 중 근린생활권 녹

지는 생활권 공원에 해당하면 세부적으로는 소공원, 어린이 공

원, 근린생활권 공원, 도보 권 공원으로 볼 수 있다. 

2. 전통시장의 개념

시장의 정의는 관련 분야와, 연구 주제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라 함은 기존의 재

래시장에서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정 이후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중소기업

청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

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현대적 방식의 유통

업태와 달리, 역사성을 기반으로 전통을 유지해온 행태)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시장이라는 장소는 사람과 자

원, 시공간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전통시장

의 분류는 기준에 따라 분류가 다양하다. 시장을 역사적 관

점에서 실존했던 구체적 시장의 개념으로 볼 때, 시공간적 

요소가 부각되며, 다수의 구체적 장소에서 행해지는 교환관

계를 일반화 시킨 추상적 시장개념에서는 논리성이 강조되므

로, 인적, 물적 요소들이 강조된다. 오늘날 다원화된 시장의 

분류를 위와 같이 분류하기엔 불합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1. Small Urban Park 2. Children's Park

3. Neighborhood Park 4. Pedestrian Park
* 1. Small Urban Park Source : www.mediatoday.asia/2510
** 2. Children's Park Source : m.cnbcnews.net/news/
*** 3. Neighborhood Park : blog.naver.com/tkfk0308/220176779957
**** 4. Pedestrian Park : Korea Forest Service(2018)

Figure 1. Types of Urban Park at Neighborhood Unit

3. 입체녹화의 개념

일반적으로 입면이란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

트 응벽, 교각, 하천의 수직호안 등을 말하며, 녹화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다(송영

배, 2002). 특히 녹화란 인위적인 녹지 재생의 행위로써 식

물 생욕이 불가능한 조건이라 하여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녹

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입체

녹화란 인공구조물의 수직 또는 사면에 인공적인 녹지를 조

성하는 것을 뜻한다(신경선, 김원필, 2016). 즉, 입체녹화란 

건축물에 녹화하는 방법을 일컫는 것을 말하며 도심의 녹지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 생물의 다양성 증진, 에너지 절약 측

면에서의 효과성이 있다(백지원, 정강화, 2011).

입체녹화는 도시공원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

히 도심에서 열전도율이 높은 건축물 외벽에 축열된 열에 의

한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크게 대두되

고 있다(Yeang, 2006). 이러한 입체녹화는 한정된 도시에서 

지가가 높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생한 공원

의 한 형태로 여러 사람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휴식이나 

대화, 이벤트, 감상, 놀이, 기다림 등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공간이다. 도심지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 토지

이용을 의도한 성격의 입체녹화는 1차적인 모습이며 다른 개

념으로는 형태적 볼륨을 갖는 공원으로서 수평적 구성과 수

직적 구성이 공존한다(Yea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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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 론

1. 입체녹화 유형 분석

입체녹화는 인프라스트럭쳐에 적합한 구조유형을 적용하여 

녹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식물만을 다뤄 이루는 것

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Spitzer, 1999). 이에 본 연구는 입

체녹화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유형, 녹화유형, 공간유형 

등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들에 내포된 입체녹

화 사례지와 구글 검색에서 관련 사례지로 나타난 입체녹화 

사례 10개 MFO 공원, 올림픽조각공원(Olympic Sculpture 

Park), 남바단지(Namba Parks), 아메리카산 입체공원(アメリ

カ山公園), 아크로스(アメリカ山公園), 파크로얄 온 피커링

(Parkroyal on Pickering), 하이라인(High Line), 닥공원

(DakPark), 굿라인(Good Line), 다카마쓰 마루가메 상점가 

시장(高松丸亀町商店街)를 선정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Researcher Title

Kim(2005) 건축물 입체녹화를 위한 건축기법에 관한 연구 

Jeong(2009)
생태적 가로경관의 확대를 위한 입체녹화 네트워크 

모델에 관한 연구 

Lee(2010)
입체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법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연구

Hwang(2010)
유휴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시 어메너티 향상

에 관한 연구 

Shin(2018)
친환경 공간구성을 위한 건축녹화공간 유형론에 관

한 연구 

Table 1. Perceding Research of Multi leveled greening

1) MFO 공원

MFO 공원은 도시재생적 맥락에서 조성된 공원으로 그 

특성에 맞게 주거지 내에 조성되어 있고 상업, 공업 그리고 

주거 용도가 혼용되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어 접근적으로 매

우 우세한 것을 보이고 있다. 도시의 배치 유형을 보았을 때 

중앙부를 이어주는 대로가 있으며 중로 소로로 구성되 동선

이 도시 곳곳과 공원들을 가로질러 접근을 매우 편히 해주는 

통과형 배치 유형과 대형 규모로 한곳에 집중 시키는 구조의 

공원이 아닌 점적으로 주요 공간 또는 옥상 부를 이용한 공

원으로 징검다리 유형을 보이는 공원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Ignatieva & Ahrné, 2013). 옥상녹화가 조성된 건축물들의 

지붕의 주요 형태로는 평스라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철근콘

크리트의 건축물에 옥상녹화를 조성한 것을 볼 수 있다. 결

론적으로 도시적, 건축적, 형태적 유형을 조사해본 결과  

MFO 공원은 거점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원의 유형으로 보았

을 때 배치적 입체공원의 유형으로는 통과형과 징검다리형 

그리고 포켓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구성유형으로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필로티 녹화, 아뜨리움 

녹화를 통해 MFO 공원의 입체녹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올림픽 조각 공원(Olympic Sculpture Park)

올림픽 조각공원은 도로와 철로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

는 컨셉에 맞게 배치적 유형 또한 브릿지형으로 조성되었다. 

올림픽 조각공원으로의 접근 유형은 슬로프 유형과 옥상유형

으로 볼 수 있으며, 올립픽 조각 공원의 입면 구조를 보았을 

때 면이 깨끗하고 돌출 되지 않고 일 직선의 형태로 이루어

져 있는 것을 보아 입면 유형은 솔리드형이라 판단되었다

(Darcovich & O’Meara, 2008). 녹화 유형으로 크게 전체적

으로 녹지를 이루고 있는 공원의 형태로 전체를 다루는 기반

형 녹화 공간 유형을 보이고 있다. 올림픽 조각공원의 전체

적인 입체녹화 유형으로는 브릿지 형태의 입체녹화 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브릿지 유형은 보통 교통 인프라스트럭

쳐 상부 또는 고가도로 형식의 인프라스트럭쳐의 재활용 방

안으로 많이 쓰이는 유형인만큼 도시재생, 단절된 두 지역 

간의 네트워크 개선 방안에 많이 쓰이는 유형으로 볼 수 있

다(Darcovich & O’Meara, 2008).

3) 남바 단지(Namba Parks)

남바 단지의 공간적 배치를 보면 내부공지, 자유곡선 그리

고 다층형 구조로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외부는 도로와 사

적인 공간으로 성벽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며 내부에 녹화를 

이루어 내부에 공지를 형성한 형태로 공원을 이루고 있다

(Gholoobi, 2010). 주요 공간 녹화 이용 유형으로는 옥상 녹

화와 복도 즉 코리더 녹화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입체적 구

조 중 입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솔리드형이 주를 이루었

고, 단면적 구조로 보았을 때 이용 되고 있는 공간은 옥상, 

아뜨리움, 테라스 총 3가지로 나타났다(Harvey et al, 2016). 

일반적인 입체녹화와 같이 옥상녹화가 조성 되어 있고 아뜨

리움 즉 작은 규모로 광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각 층별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 층별 동선 폭의 길이가 각기 달리 

돌출 되어 테라스를 구성하고 있다. 주건축 구조인 철근구종 

특성에 맞게 큰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남바 단지는 

그 특성에 맞게 중량형 즉 초본, 관목, 교목 중량이 많이 나

가는 식재를 도입하여 공원의 형태를 이루었다.

4) 아메리카산 입체공원(アメリカ山公園)

배치적 구조로 보았을 때 아메리카산 입체공원(アメリカ山

公園)은 전체공지로 전면적인 공원의 형태로 보이고 있으며, 

지형의 특성과 기존 건축물들을 고려한 공원으로 다양한 접

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Yoong et al., 2017). 기존 건축물을 

통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유형, 측면

에 주거단지와 옥상 상부로 연결되는 슬로프 유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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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부에 바로 집입하는 옥상접근 유형을 보이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기존 건축물 상부에 증축하여 옥상부 녹

화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도입하였으며, 근린 공원과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건축물에 증축하여 그 상부에 녹화를 진행한 프로젝

트로 기존 건축물이 가지고 있던 솔리드형 입면 그대로 유지

하였다. 즉 벽면녹화가 가능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Yoong 

et al., 2017). 공원의 단면을 조사해 본 결과 아메리카산 공

원에는 입체녹화가 옥상 녹화만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져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메리카산 입체공원은 전체공지형 입

체녹화 조성으로 그 세부 구조는 통과형으로 구별할 수 있

다. 공간유형을 정리한 결과 전체공지유형에서는 전면녹화와 

옥상녹화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아크로스(アメリカ山公園)

아크로스의 배치 유형은 전체공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집접 

접지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아크로스의 배치적 조건은 직사각

형의 상태로 전체 면적을 모두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체녹화가 적용되는 건축물과 

같이 아크로스 또한 철근콘크리트를 주 구조로 이루고 있으며, 

계단 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크로스 건물은 옆면이 돌출되어

있는 구조로 각 층마다 옥상녹화 적용 되었다(Lake et al, 

2012). 시각적으로 보이는 아크로스 건물의 전경은 모두 경량

형 즉 관목 중에서도 대관목 위주의 식재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재로 풍성한 식재로 인해 비교적 크기가 작아보여 관목과 

같다. 즉, 아크로스공원의 입체녹화 유형은 건축물의 모든 상

부층과 앞 공지를 모두 녹화를 이룬 전체공지녹화 유형을 보

이고 있다. 평면적인 입체녹화 유형은 모든 면에 녹화를 적용

한 전면녹화유형과 각 층별로 옥상부에 녹화를 적용한 계단형 

옥상녹화로 이루고 있다. 

6) 파크로얄 온 피커링(Parkroyal on Pickering)

배치 구조적 시각으로 위성사진으로 바라본 파크로얄 온 

피커링(Parkroyal on Pickering)은 브릿지 유형으로 3개의 동

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텔 건물을 이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Wood et al, 2014). 평면을 바라보았을 때 파크로얄 온 피커

링 호텔은 브릿지 유형 특성상 코리더 녹화 즉 복도녹화 유형

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형으로 이루어진 브릿지 상부에 

사람들의 보행동선을 이용한 녹화 설계로 호텔의 입면을 보다 

아름답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 수 있도록 고안되

었다. 파크로양 온 피커링 호텔의 입체적 구조 중 입면적 유

형 구조는 행잉형(Hanging) 유형으로 호텔 벽면에 브릿지로 

매달려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Beatley, 2017). 행잉형은 

보통 브릿지 유형의 배치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이는 자연스

럽게 테라스형을 단면유형을 만들게 되며 또 그 하부 공간으

로 필로티형 유형을 조성하게 만들어지는 연계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녹화유형으로는 조사한 결과 중량형 녹화유형이 호

텔의 녹화 공간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체

녹화 유형은 브릿지 유형이다.

7) 하이라인(High Line)

과거 고가철로로 이용되었던 사회기반시설을 재생한 하이

라인의 배치적 유형을 보면 도심 내에서 높은 건축물들 사이

로 가로질러 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이라인은 2가지 

유형인 필로티 유형, 옥상 유형의 접지유형을 보인다(Wolch 

et al, 2014). 하이라인의 주요 구조는 과거에 고가철로였던 

사회기반시설을 그대로 재활용하여 철골 구조를 기반으로 구

조를 이루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산업화시절 석탄과 각종 

화물의 운반을 위해 만들어졌던 고가철로인 만큼 적재하중 

또한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되어있다(Pugh 

et al, 2012). 하이라인의 입면유형은 앞서 계속 설명한바와 

같이 고가철로 구조물을 그대로 재생하여 활용한 시설물로 

공중에 떠있는 녹화시설임으로 행잉형(Hanging)형 입면유형

으로 보이고 있다. 하이라인의 입체녹화 유형은 고가철로를 

재생하여 활용한 기반시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하이라인은 과거 시설의 배치유형 그대로 브릿지형의 형태를 

갖추었다. 입면의 유형 또한 고가철로라는 형태적 이유로 행

잉형의 입면유형으로 나타났다. 

8) 닥 공원(Dak Park)

닥공원을 새롭게 계획된 상가건물 상부에 조성된 녹화시설

로, 접근하는 유형으로는 직접적으로 건축물을 이용하여 옥상

층으로 접근 또는 주변 공원 또는 유휴 공간으로부터 슬로프

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유형인 직접유형, 슬로프유형 총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Tillie & Van der Heijden, 2016). 상가시

설의 주요 구조물은 벽돌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사과정 사진

들을 조사해본 결과 녹화 지역은 성토와 방수처리를 통해 옥

상 녹화, 그리고 주변 녹화를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닥공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상가 건물들의 입면유형은 솔리드형으로 

단순히 벽돌조로 이루어진 파사드를 갖추고 있었으며 전형적인 

상가형 파사드를 띄고 있다. 닥공원의 녹화유형은 단순하게 기

반유형과 중량형으로 나타났으며, 닥공원의 입체녹화 유형으로

는 평면적인 부분에서는 전체공지형과 입면형에서는 솔리드형

으로 나타났다. 닥공원은 다른 사례지와는 달리 단순하면서도 

개념적인 입체녹화 유형으로 심플한 형태이지만 녹지화보에는 

탁월한 형태로 보여졌다.

9) 굿라인(GOO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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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라인(GOOD Line) 또한 하이라인과 같이 고가철로로 이

용되던 기반시설의 재생을 통해 탄생한 녹화시설이다. 하이라

인과 마찬가지로 굿라인 또한 브릿지형과 통화형 배치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약 3층 높이에 고가철로의 주요구조인 철골구

조 그대로 활용하여 녹화를 조성하였다(Benedict & 

McMahon, 2006). 선형적인 공간 내에 입체녹화를 적용하면

서 자연적으로 평면유형은 복도 녹화유형으로 조성되었다. 굿

라인의 입체적 구조는 여느 브릿지형 유형의 사례와 같이 고

가철로로 지면의 상부에 녹화를 적용한 형태로 입면 유형에

서 행잉형 유형을 보이고 있고, 굿라인의 특이점은 하이라인

과 달리 자연적인 경관보다 인공적 경관을 선호하는 점이 나

타났다(Benedict & McMahon, 2012). 굿라인의 입체녹화 유

형은 과거 고가철로였던 사회기반시설을 재활용한 재생프로젝

트로 고가그대로 이용하여 브릿지형의 배치유형이 나타났다. 

10) 다카마쓰 마루가메 상점가 시장(高松丸亀町商店街)

다카마쓰 마루가메 상점가 시장(高松丸亀町商店街)은 규

모가 매우 큰 상점가 시장으로 우리나라 여느 시장과 같이 

아케이드로 이용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구조를 기본으

로 이루어져 있다(Bull, 2013). 위성지도로 바라본 다카마쓰 

상점가 시장의 배치 유형은 시장 내 공지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인 내부공지, 거점형식으로 이루어진 녹지조성 유형인 

징검다리유형이 나타났다. 기존 상점가 시장의 상점 건물을 

유지한 채 가로 재생 또는 녹화도입을 통해 재탄생한 상점가 

시장으로 철근콘크리트가 주요구조체로 나타났으며, 아케이

드부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체

적 구조로서 바라본 입면유형은 기존 상가 건축물의 외관 리

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며 여느 상점가와 같이 솔리드형으로 이

루어져있다. 다카마쓰 상점가 시장의 녹화유형은 각 단면 유

형별 다른 녹화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옥상부에는 잔디 마운

딩 공간으로 잔디로 이루어진 초본형 녹화유형이 나타났다. 

다카마쓰 시장에서 나타난 배치유형들을 보면 4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행가로에 조성된 코리더형 공간

에 가로수와 화단 등 녹화로 인해 모두 다리를 놓아주듯 단

절된 거점들을 모두 연결해주어 징검다리형 유형이 적합하다 

판단되었다. 

2. 전통시장 공간 유형 분석

1) 건물형

수유시장의 배치적 형태를 보면 건축물들 사이에 내부 공

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시장가로로 통과형 유형이 크

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옥상 구조는 흔히 보이는 

평스라보 형태가 극히 드물며 박공형, 스레이트, 평옥개 유형

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부의 평면 구조를 보

면 건물형 시장의 특징상 거대한 유휴공간이 옥상부에 조성

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케이드 하부 공간에 이

루어진 시장가로 보행동선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복도형 

유형을 보인다. 또 곳곳에 위치함 유휴공간의 평면적 유형으

로는 개별형 공간 유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유 시장의 

입체적 구조는 건축물들의 파사드 이용 행태와 기존 구조 체

의 형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건축물들의 입면 공간의 

유형으로는 솔리드형으로 벽면이 깨끗하며 평평한 형태의 파

사드로 조사되었다. 이는 벽면녹화를 시행하고 다른 구조 체

를 설치 및 적용시키기에 도화지와 같은 유형으로 입체녹화

시 가장 유용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정금호, 2010). 

단면적이 측면에서 바라본 공간유형은 옥상녹화가 적용 

가능한 옥상공간 유형과, 광장 및 중정식 공간 이용을 할 수 

있는 아뜨리움형, 선형적인 공간에서 상부는 필로티로 구성

되고 그 하부는 보행과 기타 유휴 공간으로서 활용 할 수 있

는 필로티형이 주요 단면공간유형으로 나타났다. 

입면공간 유형에서 솔리드 형과 돌출형이 나온 점으로 보아 

솔리드 형에는 입체녹화 유형중 벽면 녹화 형이 적용 가능하

며 단면 유형에서 나타난 옥상 형에서는 옥상녹화와 기타 주

류 판매 및 가변 형 상가조성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이현정 외, 2015). 또 아뜨리움 유형에서는 방문객 민 상인

들이 잠시 쉬거나 만남의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는 광장형성을 

할 수 있으며 필로피 형의 경우 필로티 구조물을 이용해 덩굴

성 식물을 밑으로 늘어트리는 하수 형 녹화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자경, 남경숙, 2008). 

입체녹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총 10가지 입체녹화

를 구성하는 공간적 유형을 기반으로 수유시장의 유휴공간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수유 시장은 건물형 시장으로 대형 건축물 

내 매장과 건물의 형태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모습을 가지

고 있다(윤정우, 2016). 수유 시장의 배치유형으로는 내부공지

와 통과형 총 2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이는 비교사례지 입체녹

화 배치유형에 대조 비교를 하였다. 내부공지 유형에서 중첩되

는 유형은 남바 단지, 다카마쓰 상점가 시장 총 2가지 비교사

례지가 수유 시장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형 유형에

서는 MFO 공원, 아메리카산 입체공원, 하이라인, 굿라인, 다

카마쓰 상점가 시장 총 5가지 사례지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유 시장의 내부공지 유형에 적합한 입체녹화 스타일과 

그 유형으로는 남바 단지, 다카마쓰 상점가 시장의 내부공지 

유형 녹화 스타일이 수유 시장에 적용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

2) 골목형

송화벽화시장은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골목형 전통시장의 

특성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된 시장으로 자유로운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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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가로를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 시장의 특성 때문인 

이유로 건축물과 골목 그리고 상점가 이렇게 3가지 유형의 

복합적으로 섞여 골목형 시장을 이룬다. 때문에 평면공간 유

형으로서의 송화벽화시장 유형은 크게 옥상, 복도, 광장 총 3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옥상유형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의 입체녹화 유형으로 사용 되는 옥상녹화유형이 적용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오재훈, 김대영, 2017). 골목 즉 보행

동선을 따라서 복도형 입체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아

케이드 하부공간인 필로티 구간 또한 복도 녹화를 통해 필로

티 유형의 공간을 녹화 할 수 있다. 광장형의 평면 공간 또

한 포켓형 입체녹화 유형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윤형 외, 2010). 복합적인 입체녹화 도입을 위해 건축물들

의 주요 구조와 지붕 구조를 중첩시켜 송화벽화시장 내 입체 

녹화 가능 지역 또는 입체녹화 가능 건축물들을 도출하였다. 

시장 평균 건축물 높이 3층 건축물로 4층 이상의 건축물들은 

입체녹화 가능 건축물에서 제외 하였다. 또 지붕 구조에서 평

스라브와 스라브 그리고 경량 철골 구조를 입체녹화 가능 건

축물로 바라보았으며 대부분이 철골 콘크리트와 스라브 구조

로 나타났다. 

송화벽화시장의 배치유형에서는 내부공지, 통과형, 포켓형

으로 총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송화벽화시장의 내부공지 

유형과 중첩되는 비교 사례지는 남바 단지, 다카마쓰 상점가 

시장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과형에서는 MFO 공

원과 아케리카산 입체공원, 하이라인, 굿라인, 다카마쓰 상점

가 시장이 중첩된다. 포켓형 유형에서는 MFO 공원이 유일하

게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간을 구성하는 유형들의 

중첩되는 사례지를 비교해본 결과 MFO 공원이 8가지 유형에

서 중첩이 되었다. 올림픽 공원 조각에서 3가지 유형이 중첩

유형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산 입체공원은 5가지 유형이 중

첩이 되었다. 

Dev Type

Traditional Market Comparison Case 

Suyu Songhwa Yakryung
MFO

Park

Olympic

Sculpture

Park

Namba

Parks

America 

MT

Park

Acros

Parkroyal

on

Pickering

Highline Dakpark
Good

Line

Daka

matsu

P
o
s
i
t
i
o
n

Whole ● ● ●

Side

Inside ● ● ● ●

Free ●

Bridge ● ● ● ●

Pass ● ● ● ● ● ● ● ●

Step Stone ● ●

Pocket ● ● ●

Sawtooth

Multi Layer ●

Table 2. Analysis of Types

아크로스 3개 유형, 파크로얄 온 피커링 5가지 유형, 하이라

인 5가지 유형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닥 파크 3가지 

유형, 굿라인 8가지 유형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마

쓰 상점가 시장 총 9개 유형이 송화벽화시장의 공간구성요소

와 중첩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중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녹

화유형은 초본형과 경량형 그리고 기반형 녹화 유형이 송화벽

화시장에 도입이 적합한 녹화 유형으로 나타났다. 녹화유형은 

초본형과 경량형 그리고 기반형 녹화 유형이 송화벽화시장에 

도입이 적합한 녹화 유형으로 나타났다. 

3) 상점가형

약령시장은 상가형 골목시장으로 주동선 가로 폭 약 6m이

상으로 넓은 가로 폭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배

치 형태를 보면 앞서 조사된 전통시장들과는 달리 선형적인 

형태로 보여 진다(김흥렬, 이준재, 2011). 배치유형을 조사해

본 결과 선형적인 공간 구조로 통과형 배치유형과 약령시장 

곳곳 비워진 자투리 공간이 있는 점으로 보아 포켓형 배치 유

형 이렇게 총 2가지 유형이 위성지도와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

되었다. 위성지도로 조사된 약령시장에서 나타난 평면적 공간 

유형으로는 옥상유형, 광장유형 총 2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옥

상 공간유형은 입체녹화 유형중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위성

지도 상으로 쉽게 도출이 가능한 유형이다. 약령시장은 지붕

구조가 한 곳에 밀집되어 동일한 유형을 띄는 것이 아닌 시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붕의 유형이 섞여 있는 듯한 형태로 구

유형으로 솔리드형이 도출되었으며, 단면 유휴 공간 유형에서

는 총 3가지 유형으로 옥상형, 코리더형, 아뜨리움형으로 나타

났다. 약령시장의 배치유형에서는 총 2가지 유형으로 통과형, 

포켓형 유형이 나타났다. 통과형 유형에서 중첩되는 비교 사

례지는 MFO 공원, 아메리카 산 입체공원, 하이라인, 굿라인, 

다카마쓰 상점가 시장 총 5곳의 비교사례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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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 Type

Traditional Market Comparison Case 

Suyu Songhwa Yakryung
MFO

Park

Olympic

Sculpture

Park

Namba

Parks

America 

MT

Park

Acros

Parkroyal

on

Pickering

Highline Dakpark
Good

Line

Daka

matsu

E
n
t
r
a
n
c
e

Direct ● ● ● ● ● ● ● ● ●

Pilotti ● ● ● ● ● ●

Slope ● ● ● ● ●

Roof ● ● ● ● ●

Sunken

Valley

S
u
r
f
a
c
e

Front ● ● ● ● ● ● ●

Roof ● ● ● ● ● ● ● ● ● ● ● ●

Corridor ● ● ● ● ● ●

Individual ● ● ●

Plaza ● ● ●

p
a
c
a
d
e

Projected ● ●

Encased

Solid ● ● ● ● ● ● ● ●

Block

Haning ● ● ●

S
e
c
t
i
o
n

Roof ● ● ● ● ● ● ● ● ● ● ● ● ●

Pacade ●

Step ●

Slope ● ●

Upper ● ● ● ● ●

Corridor ● ● ● ●

Atrium ● ● ● ● ●

Terace ● ●

Sunken

Pillotti ● ● ● ● ● ●

G
r
e
e
n

Ground ● ● ● ● ● ●

LightWeight ● ● ● ●

HeavyWeight ● ● ● ●

Climbing ●

Droop ● ● ● ●

Pot ●

Base ● ● ● ● ● ● ●

Table 3. Analysis of Types

약령시장의 포켓 유형에서는 유일하게 MFO 공원만이 중

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령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유형을 

비교 사례지의 입체녹화 구성 유형을 대입해 비교해본 결관 

가장 많은 중첩량을 보이는 사례지로 7가지 유형이 중첩되는 

MFO 공원이 가장 많은 중첩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입체녹화에 가장 적합한 사례지로 볼 수 있다고 나

타났다. 

3. 입체녹화 모형

1) 건물형 전통시장 입체녹화 모형

건물형 시장인 수유 시장에 입체녹화 가능 건축물의 옥상

녹화, 벽면녹화, 가로 녹화 등을 통해 구축한 입체녹화의 녹

지 확보 면적을 산출해 보았다. 수유 시장 총 면적 

27,837m² 중 녹지 면적 최소 11,491m²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면적에 41.28%의 면적이 녹지로

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수유시장 입체녹화 면적 

11,491m²의 규모는 동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애착심이 강한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동대문구주택밀집 지역의 전매청 창고 자리에 조성한 공원인 

간데메 공원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조성한 간데메 공원

의 면적은 약 15,180m²이며 이는 수유시장의 입체녹화 면

적 보다 3,689m²정도 약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골목형 전통시장 입체녹화 모형

송화벽화시장을 구성하는 건축물 중 입체녹화가 가능한 

건축물 위주로 입체녹화를 시행하고 아케이드 상부에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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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를 구축해 더욱 넓은 녹지 확보와 지상부에 가로 공

간의 녹화에 초점을 둔 입체녹화 모형이다. 이는 송화벽화시

장에 최소로 9,811m² 녹지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송화벽화시장 전체 면적 26,319m²의 37.3%의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 이를 현재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비교 해보았을 때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근린

공원인 독골공원과 비슷한 면적으로 나타났다. 독골 공원은 

약 10,023m²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송화벽화시장의 

입체녹화 면적과 약 212m²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Building type Multi leveled greening 

Figure 3 Side street type

Figure 4 Shopping street type

3) 상점가형 전통시장 입체녹화 모형

약령시장에 입체녹화 모형을 도입해 본 결과 최소 약 

10,769m² 면적의 녹지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면적은 9,429m²의 면적으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효사정공원과 비슷한 면적으로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전통시장의 입체녹화 효과 분석

1) Case 1_건물형 전통시장 입체녹화의 효과

건물형 시장인 수유 시장에 입체녹화 가능 건축물의 옥상

녹화, 벽면녹화, 가로 녹화 등을 통해 구축한 입체녹화의 녹

지 확보 면적을 산출해 보았다. 수유 시장 총 면적 

27,837m² 중 녹지 면적 최소 11,491m²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면적에 41.28%의 면적이 녹지로

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수유시장 입체녹화 면적 

11,491m²의 규모는 동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애착심이 강한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동대문구주택밀집 지역의 전매청 창고 자리에 조성한 공원인 

간데메 공원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조성한 간데메 공원

의 면적은 약 15,180m²이며 이는 수유시장의 입체녹화 면

적 보다 3,689m² 정도 약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Suyu Market 11,491m² Gandeme Park 15,180m²

Figure 5 Building type Multi leveled Green space 

2) Case 2_골목형 전통시장 입체녹화 효과

송화벽화시장의 입체녹화는 최소로 9,811m² 녹지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화벽화시장 전체 면적 

26,319m²의 37.3%의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 이를 현재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비교 해보았을 때 서울시 강남구

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독골공원과 비슷한 면적으로 나타났다. 독

골 공원은 약 10,023m²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송화벽화시

장의 입체녹화 면적과 약 212m²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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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hwasijang 9,811m² Dokgol Park 10,023m²

Figure 6 Side street type Multi leveled Green space 

3) Case 3_상점가형 전통시장 입체녹화 효과

약령시장에 입체녹화 모형을 도입해 본 결과 최소 약 

10,769m² 면적의 녹지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과 같은 면적은 9,429m²의 면적으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에 위치한 효사정공원과 비슷한 면적으로 조성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Yakryung 10,769m² Hyosajeong Park 9,429m²

Figure 7 Side street type Multi leveled Green space 

Ⅳ. 결 론

본 연구는 근린생활형 전통시장의 입체화 유형과 그에 따

른 녹지 보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도시 내 녹지 공간 확

보를 위한 도시 근린생활권 내 전통시장의 입체녹화 유형 도

출을 목적으로 수행한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입체녹화 사례지 들을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입체녹화 유형은 크게 공간적 유형으로 배치유형, 접지유형 

등 총 6가지로 타나났고 공간적 유형에서 세부적으로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로 전체공지, 측면공지, 내부공지 등 42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앞에서 나타난 유형들을 서울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가능한 입체 녹화 유형은 보편적

으로 옥상녹화형, 벽면녹화형, 포켓형, 광장형 등으로 나타났

다. 셋째,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생활권 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수는 총 약 330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통시장을 모두 입체녹화 했을 경우,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근린형 생활녹지는 최대 정규 축구장 약 423개소, 면적

으로는 2,718,819㎡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의도 공원의 약 12배, 서울 숲의 약 2.4배에 달하는 거대

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규모였다. 다섯째, 서울

시 시가지에 분포하는 전통시장의 분포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지금까지 결여되어 있

는 근린생활권 녹지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근린생활형 전통시장의 입체녹화는 시

장과 녹지의 융.복합를 통해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고,  근린에 주민생활형 녹지 제공을 통해 주민의 건

강, 복지 등 제공뿐만 아니라 도시기후변화, 열섬현상 등 미

기후와 수순환 등 환경 순화적 기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건물형 모형에서는 입체녹화 유형 중 도입 가능한 유형으

로는 입체녹화 사례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유형으로 옥

상부에는 옥상녹화와 지상부에서 나타나는 가로 및 보행로 

녹화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벽면녹화 유형이 

나타났으며 다른 사례지들에 비해 평범한 형태로 도출되었

다. 골목형 모형에서는 아케이드 상부에 브릿지(Bridge)를 구

축해 더욱 넓은 녹지 확보와 지상부에 가로 공간의 녹화에 

초점을 둔 입체녹화 모형으로 보다 잉여공간을 찾아 녹화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공간을 창출하여 녹지를 확보하는 개념

으로서 접근을 하였다. 상점가형 모형에서는 건물형 모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그리고 가로녹화가 동

일하게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공터 또는 각 상점들 소유의 

잉여공간을 이용한 포켓스페이스 또는 광장형 유형이 나타났

다.

모형 도입후 녹지확보에 대한 효과로는 건물형 전통시장

의 입체녹화 유형에서는 최대 녹지 확보 면적이 약 

1,127,161m²로 나타났으며, 골목형 시장의 입체녹화에서는 

1,248,798m²이 나타났다. 상점가 유형의 입체녹화는 서울시 

내 골목형과 건물형에 비해 분포가 적은 점으로 보아 다소 

면적이 많이 낮은 342,860m²로 나타났다. 전 서울시에 분

포 되어 있는 모든 전통시장의 입체녹화를 시행 했을 시 서

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녹지 면적은 2,718,819m²로 

약 423개의 국제규격 면적 7,410m²의 축구장 크기 규모가 

되며 여의도 공원(229,539m²)의 약 12배 규모이며, 서울 

숲(1,156,498m²)의 약 2.4배에 달하는 거대한 녹지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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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에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에 전통시장의 입체녹화를 적용 시 나타

나는 시장의 분포도를 작성해 보았다. 전통시장은 기본적으

로 그 위치가 근린 생활권 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분포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울시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고립되는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또 지구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녹지가 한 공간에 

편향되어 있어 그 지역만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 녹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녹화가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람이 보행 시 피로감을 느끼는 시

점은 800m 이상 보행 시 나타난다. 이에 전통시장으로부터 

이를 표시해본 결과 전통시장의 입체녹화의 파급 효과는 서

울시 전체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전통시장을 입체녹화하기 위

한 계획자료로 제시되어 국내 전통시장이 입체녹화를 도입 

할 경우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건

축녹화공간으로 인해 공동생활의 디자인 패턴을 바꿔놓는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의 건축 계획적 근거자료

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입체녹화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21

세기 건축 트랜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새로

운 전략으로써 조경의 가치는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적 내용을 고려하여 도입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교 사례지들을 통한 공간적 유형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또는 다른 각기의 인프

라스트럭쳐의 입체녹화를 통한 그린인프라스트럭쳐로서 도시

적 재생 측면의 원활한 재활용 방안을 위해서는 인프라스트

럭쳐 건축물의 공간의 구조화 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배치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국내·외 입체녹화계획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적 측면과 법규 및 제

도적인 측면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부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계획기법 등의 제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더불

어 분석내용을 서울시 전통시장에 적용하여 문제점 및 시사

점을 도출하려 했으나 전통시장 입체녹화의 경우 아직 계획

단계로 디자인 유형 계획 및 공간계획, 시설배치 등에 따른 

활성화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입체녹화에 따른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 중 입체녹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입체녹화에 대한 

계획 시 지상공간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에 관한 활성화 연구

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입체녹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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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외 도시재생에서 워터프론트가 적극 활용되고 있

다. 이 워터프론트는 바다, 하천, 호수 등의 수변 공간 자

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변공간과 접한 육지에 조성된 인

공적 공간을 가리킨다. 경인 아라뱃길은 국내 첫 운하로서 

워터프론트 개발의 대표 사례이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도, 서울을 거쳐 한강과 통하는데다가 주변에 다양한 워터

프론트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경인 아라뱃길은 경인운하

로 불리다가 2009년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 뱃길은 고려

와 조선시대에도 추진되었으나 기술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원래 굴포천 유역으로 1987년 7월의 대홍수 발생

을 계기로 경인운하 건설이 1987년 노태우 대통령 공약

으로 제시되면서 추진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경인 아라뱃길은 김포ㆍ인천터미널 친수경관, 연결수로 

수변공간, 두물머리 생태공원, 파크웨이 등으로 시민의 여

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경인 아라뱃길 지역의 쾌적성과 

경관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각 공간은 역할에 따라 조

금씩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 목적

을 충족시키고 있다. 

경인 아라뱃길에서 인천터미널은 첫 관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이미지와 친수문화공간의 역할을 갖는다. 반면, 김포

터미널은 아라뱃길을 한강과 연결하는 중심거점이자 아라

뱃길의 시작점으로, 수도권 및 지역주민 친수문화공간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두물머리 생태공원은 천변저

류지로서 재해방지기능 유지 및 생태적 기능, 친수공간기

능, 경관향상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친화적 생태

공원의 역할을 맡고 있다. 파크웨이와 주운수로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흐르는 아름다운 뱃길로 시민의 여가활동공

간 제공 및 아라뱃길 지역의 쾌적성과 경관성 향상을 위

해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워터프론트인 경인 아라뱃길은 지역주민

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동시에 가져왔다. 국회, 

중앙정부, 인천시가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해 구성한 

실무협의체1)에서 주민 불편사항 처리 문제와 주변지역 

활성화, 친수환경 개발 사안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것도 아

라뱃길 구성공간들이 지역 주민들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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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만발생의 주원인은 경인 아라

뱃길 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점

에서 불편함이 있는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를 주민 

즉, 이용자 측면에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대규

모 워터프론트 개발에서 완공 후 평가와 모니터링이 미흡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판단에서 아

라뱃길 조성사업 중 현재까지 이용도가 가장 높은 두물머

리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이용 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

후 두물머리 생태공원의 관리 및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Ⅱ. 이론 고찰

1. 워터프론트의 개념 및 내용

1) 워터프론트의 정의 및 범위

워터프론트(Waterfront)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해변, 강

변, 호수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수역과 주변육지와 유기

적으로 결합된 영역을 지칭할 때 사용되며 수제선을 사이

에 두고 양측 일정범위의 수역(수면부)과 육역(육지부)이 

합쳐진 대상(帶狀)을 의미한다(한주형ㆍ오덕성, 2002). 

워터프론트라는 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사

용되었다. 그 당시에는 연안역, 코스탈 에리어(coastal 

area), 베이 에리어(bay area), 수제역(水劑域 ), 수제공

간, 수변(水邊), 리버프론트(riverfront), 임해부 등의 유사

어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상당히 정

리되어 연안, 워터프론트, 수변이 대표적인 용어가 되어 

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연안이 바다를 뜻하는 

지리적 용어로, 수변이 생태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는 것과 

달리 워터프론트는 공간 활용적 의미로 폭넓게 쓰이는 특

성이 있다. 

워터프론트를 ‘공간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상당부분의 

수변공간 주변이 물, 산, 유적 등을 포함한 자연경관 자체

가 눈에 보이는 가치 이상의 의미를 제공하는 소중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석희ㆍ황성수, 2002). 즉, 

워터프론트는 도시민들에게 물리적인 수변환경이 주는 혜

택뿐 아니라 다양한 수상활동을 즐기는 레크레이션 기능, 

생태계 보전 및 자연경관을 통한 심리적ㆍ정서적 만족감

에 의해 공간으로써 인식하게 되며 환경형성기능과 친수

기능을 포괄한다(송경섭, 2008). 특히, 도시의 워터프론트

는 도시의 녹지기능 외에 녹지와 전혀 다른 독자적인 공

간기능을 포함하는 독특한 공간자원으로 1차적인 수변기

능인 항만활동 뿐만 아니라 공업, 유통, 어업 등 생산적 

행위와 상업, 업무, 주거, 여가 등 전형적인 도시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또한 모든 시민이 이용가능한 

공공공간이기도 하다(정석희ㆍ황성수, 2002). 따라서 워

터프론트는 인간의 다양한 여가, 주거, 경제적 기능을 포

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터프론트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연안지역 

관리법(coastal management act)에서는 주에 따라 다르지

만 수역측은 수제면에서 영해(미국에서는 3해리)까지 그

리고 육역측은 수제선에서 100피트(30.48m)에서 5마일

(8,046m)정도 또는 주요 간선도로까지 되어 있다. 이처럼 

워터프론트는 수변공간이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수역과 육

역을 시민의 편의와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개발되는 공

공공간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2) 워터프론트의 분류

임윤주(2009)의 연구에서는 워터프론트를 생성원인, 입

지형태,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 생성원인에 따른 

분류의 경우, 워터프론트가 형성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

성되었는지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어

촌지역의 해수탕, 해수풀장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설공

간도 워터프론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입지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워터프론트의 입지가 해변, 강변, 내륙 등 

어느 곳에 입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마지막

으로 기능에 따른 분류로는 물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수변

의 기능적 여건에 따라서 워터프론트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는 해수욕,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

빙, 갯바위 낚시, 수영, 수상스키, 유람선 놀이 등과 함께 

최근에는 갯벌, 철새도래지 탐사 등의 생태관광 등도 워터

프론트 활동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Figure 1. Classification of waterfront

이렇듯 워터프론트 계획의 경우 생성원인, 입지형태, 기

능에 따라서 다르게 수립되어야 하며 다양한 워터프론트 

계획에 따라서 그 요소들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1) 실무협의체는 2013년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인 아라뱃길 사업관련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구성이 제안되어 추진되었다(인

천일보, 2013년 5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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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워터프론트의 생성원인, 입지형태, 기능에 따른 분

류내용은 그림1과 같다. 

3) 워터프론트의 기능 및 특성

워터프론트의 가장 큰 특성은 ‘물’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수성에 의해 물과 접한 공간으로써 친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시의 상업, 업무, 주거, 레크

리에이션 등 다양한 도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물’이라는 이미지가 제공하는 정신

적인 특성인 어메니티를 가지고 있다(채완석ㆍ문정민, 

1999). 즉, 워터프론트는 물을 매개로 형성된 공간이므로 

수역의 장래규모에 따라 도시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

다. 물은 흐름, 멈춤이 있고 또 크게 퍼진다. 워터프론트

의 역할도 이에 따라 물과 사람들의 연속공간으로서의 점

적 역할, 그리고 수면과 그것을 도시생활에 활용하는 면적 

역할의 기능을 입지와 규모에 따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워터프론트는 물이라는 소재가 가진 물성에 따라 독특하

고 차별화된 공간조성이 가능해진다. 

    
Table 1. Waterfront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Author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Chae

Mun
(1999)

ㆍPhysical element : Directionality, Integrity, Productivity, 
Diversity, Leisure Function
ㆍMental factor: openness, unconformity, amenity, culture and 
history, publicity

Jeong
/

Hwang
(2002)

ㆍPhysical aspects : liberation, openness
ㆍEconomics : Productivity
ㆍRecreation aspect : recreation ㆍ recreation castle
ㆍPsychological aspect : Comfort
ㆍSocial ㆍ Cultural aspect: Cultural ㆍ History

Lee
(2010)

ㆍUtilization as cultural heritage through improvement of 
industrial facilities left on the waterside

ㆍUtilizing city marketing function as a tool of economic 
activity

ㆍUrban image improvement and comfort

Kang
(2011)

ㆍPhysical continuity, directionality
ㆍPsychological stability, Satisfaction
ㆍSocial function
ㆍCityscape

Jeong
(2011)

ㆍSocial Value ㆍ Place of Waterfront Space
ㆍUrban function acceptance and mixed use facility program
ㆍAesthetic and landscape role
ㆍSpatial boundaries between cities and nature and various 

accessibility possibilities
ㆍ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rban image and various 

programs

Choi
(2012)

ㆍSpatial characteristics: identity syllable function, mutual 
complement and binding function

ㆍSocial characteristics: Leisure function, productivity, history 
and culture

ㆍMental characteristics: naturalness, developmental property, 
amenity

ㆍPhysical characteristics: landscape elements, ecological 
characteristic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이처럼 워터프론트는 물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역할

을 하므로 워터프론트를 점적역할과 선적역할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점적역할의 경우에는 물과 사람과의 연결

을 의미하며, 워터프론트를 구성하고 있는 바다, 강, 호수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광대한데 비하여 

직접적인 관계와 활동은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 즉, 대부분의 경우 광장 공원과 물, 건물과 물, 제방과 

물, 다리와 물 같은 구성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워터프론트

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점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선적인 역할의 경우에는 물과 지역의 결합을 의미하며, 

워터프론트는 해안선, 하안선이라는 연속적인 선적 공간을 

가진다. 또한, 배후지역과 일체가 되어 만들어진 면적 역

할을 담당하는 제 3의 공간개념으로 볼 수 있다. 워터프

론트의 기능 및 특성을 정다현(2013)은 기존 연구와 문

헌을 종합 고찰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 수변형 생태공원

1) 수변형 생태공원의 정의

수변형 생태공원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

명되어진 것은 없다. 설구호(2013)는 수변형 생태공원에 

대한 정의를 수변공원2)과 생태공원3)에 대한 법적 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한 정의를 종합화 하여 ‘도시에 위치한 비교

적 규모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저수지 등에 인접한 수

변공간으로서 도시민들에게 여가, 휴양기능 뿐만 아니라 

자연관찰 및 학습기능으로 생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성

장,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원’으로 

정의했다. 즉,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한 생태공원 조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변형 생태공원은 도시 수변공간의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 시민들의 자연관찰 및 학습

공간 제공, 쾌적한 도시환경, 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변

형 생태공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변형 생태공원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되어진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요소 또는 평가지표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두물머리 생태공원을 워터프론트 생태공원, 즉 수

변형 생태공원으로 규정하고 수변형 생태공원에 대한 계

획요소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계

2) 수변공원(waterfront park)에 대한 법적 정의 : 도시의 하천변 및 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는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저수지 등으로 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공간에 조성되며, 아울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하는 공원이라 정의할 수 있다(설구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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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요소를 평가지표화하여 이용 후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

다. 

2) 수변형 생태공원의 기능과 구성요소

수변형 생태공원은 수변공간과 생태공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강, 호수, 바다 등 

‘물’이라는 특성과 인접한 생태공원이므로 자연습지가 형

성될 수 있으며, 도심 내 육지의 생태공원보다 폭넓은 종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생태공원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수변형 생태공원은 그 효용성이 높다.

둘째,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생태계 

보전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도시는 난개발과 교통체증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

히, 환경오염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

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변형 생태공원의 조성

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계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도시민의 심신회복

(healing)을 돕는다. 도시민의 삶은 일, 인간관계 등에 대

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심신회복(healing)은 

몸이나 마음이 치유됨을 의미한다. 수변형 생태공원은 단

순히 육지에서의 공원이 아닌 ‘물’이라는 수변공간이 접목

하여 공원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쾌적성 뿐만 

아니라 수변환경 특유의 쾌적성도 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회복(healing)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지역 

정체성(identity) 형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

의 수변공간은 사람들이 모여 살거나 수로를 통한 교역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오래된 역사를 가

지고 있는 지역이 많으며, 독특한 지역문화 또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역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다. 

이처럼 수변형 생태공원의 특성은 다양하며, 우리가 일

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변공

간, 생태공원과 같은 특성과 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수변형 생태공원의 기능

은 수변공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생태적 기능, 홍수 조

절 기능, 토양 안정 기능, 오염 조절 기능, 종다양성 유지 

기능, 기후조절 기능, 도시경관의 향상기능, 생태계 서비

스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설구호, 2013). 따라서 

수변형 생태공원의 기능은 워터프론트와 생태공원의 특성

을 모두 가지고 있어 수변공간 주변 생태공원 조성의 필

수 고려요소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및 공간적

인 특성을 고려한 수변형 생태공원 각각의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워터프론트 이용자의 이용성향, 워터프론트 

공간 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사대상지의 여가공간적 효용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워터프론트 조성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욕

구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당한 워터프론트 사업

에서 이러한 것이 간과되고 사업논리와 지역경제적 상황

에 따라 특정한 공간과 시설이 조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워터프론트에 조성된 공간과 시

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사전의 의도와 다를 개연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워터프론트 계획방향 및 설계의도별 중요도-만족

도 평가는 어떠한가?

둘째,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는 어

떠한가?

셋째,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는 어

떠한가?

2. 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경인 아라뱃길 중 두물머리 생태공원을 대상

지로 선정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까지 경인 아라뱃

길 사업의 구성공간들에 대한 이용 후 평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인 아라뱃길은 2011년 완공 후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보다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완공된 뒤 2년여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구성공간에 

대한 이용 후 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것을 주요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로 인해 현 상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

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지 중 

3) 생태공원이란 생물이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잘 보전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 또는 안정되게 하여 시민들의 자연관찰 

및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식물, 동물, 곤충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이다(설구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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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이 가장 높은 두물머리 생태공원을 이용 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워터프론트 생태공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등과 같은 워터프

론트 생태공원은 몇 군데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생

태공원 평가지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용 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는 워터프론트과 생태공원의 계획요소가 차

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수변형 생태공원을 생태공원 계획

요소 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러한 판단

을 토대로 본 연구는 개발된 평가지표로 워터프론트 생태

공원인 두물머리 생태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셋째, 지역주민 또는 이용자들이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

할 때 편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큰 곳이 두물머리 

생태공원이다.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은 이동을 위한 통

행료 지불이 필요한 곳이며, 파크웨이의 경우 녹지축으로

서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휴식공간

으로서의 기능은 두물머리 생태공원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3. 설문설계 및 설문조사

스토리텔링에 따른 아파트 단지 조경시설물의 이용자 인

식도와 만족도는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심리적 반응이다. 일

정 기간 내에 많은 수의 이용자를 접촉하고 그 심리적인 반

응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자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

을 채택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표본조사(sample 

survey)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설계와 조사설계는 다음

과 같다. 

1) 설문설계

연구의 목적을 이루고자 질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

성, 생태적 특성, 공간적 특성, 이용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인 5개 평가요인에 대한 총23개 문항을 고안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사회경

제학적 속성측정을 목적으로 명목형 척도를 적용하였다. 

이용행태는 공원이용목적, 이용시간, 이용빈도, 이용시간

대, 동반자 특성을 측정코자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두물머리 생태공원 이용자

의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는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의 5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26~11월 10일 중 주말을 이

용하여 총6인간 조사하였다. 모집단을 ‘조사기간 내 조사

대상지를 이용하는 만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하였다. 

표본 추출은 단순무작위표출을 위해 조사대상내의 주요 

동선의 결절점에 조사원을 배치하여 일정한 시각 차이로 

지나가는 이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응답을 거부할 경우 

그 다음 통과자를 대상으로 택하였다. 사원을 활용한 1대

1 개별면접조사로 수행하였다. 투입된 조시원은 일일 3명

이었다. 설문지는 총 220부를 배포하여 200부를 회수하여 

90.9%의 회수율을 보였다. 

수집된 설문자료의 분석은 통계전용 소프트웨어인 

SPSS(ver.18.0)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용행태 등의 분석은 빈도분석을 주로 하였다. 중요도-

만족도 평가는 평균값 분석을 하였고, 그 값을 그림2와 

같은 좌표상에 표시하여 4개 분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를 확인하였다. 그림1은 중요도-만족도 평가에서 이용되

는 실행격자(action grid)로써, 중요도를 수직축으로 하고 

만족도를 수평축으로 한다. 각각의 속성에 대한 평균값

(mean value)을 구하여 이를 토대로 각 속성의 위치를 실

행격자 상에 표기한다. 이 분석기법은 측정과 분석이 용이

하고 쉬운 반면 효과적으로 정책적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

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2. Importance-satisfaction Action grid

이용자 반응에 대한 차이분석은 t-검정(t-test)과 분

산분석(ANOVA)으로 처리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도 검정은 사회조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0.05

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



김준성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46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와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51.0%)와 여자(49.0)가 비교

적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나이는 40대(25.7%)가 가장 많

았고, 연령별로는 20세~30세가 48.5%(97명)로 가장 많

았다. 다음으로 31세~40세가 33.0%(66명), 41세~50세

가 13.5%(27명), 51세~60세가 4.5%(9명), 61세~70세

가 0.5%(1명) 인 것을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35.5%(71명), 퇴직/무직이 

18.5%(35명), 기타 17.0%(34명), 전업주부 12.5%(25

명), 자영업 9.0%(18명), 공무원 8.5%(17명)순으로 분포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교가 45.0%(90

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28.0%(56명), 전

문대학교 20.0%(40명), 대학원 7.0%(14명)의 순으로 도

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성별,나이, 직업별로 큰 편의가 없으므로 모집단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98
102

49.0
51.0

Age

20s
30s
40s
50s
60s

97
66
27
9
1

48.5
33.0
13.5
4.5
0.5

Job

Unemployed
Housewife

Salary 
Self-employment
Public servant

Others

35
25
71
18
17
34

18.5
12.5
35.5
9.0
8.5
17.0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

Graduate Univ.

56
40
90
14

28.0
20.0
45.0
7.0

Total 200 100.0

2. 연구문제 검증

1) 계획방향 및 설계의도별 중요도/만족도 평가

두물머리 생태공원에 대한 계획방향 및 설계의도와 중

요도 및 만족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홍수 등과 같은 재해시 안전정도가 중요도 4.35로 가장 

높은 반면 만족도는 3.76으로 낮아 계획의도 및 설계방향

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심

리적으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어지며 두물머리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반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Table 3. Comparison analysis with plan intention and design direction

Planing intent and 

design direction
Evaluation index

Import
ance
(A)

Satisfa
ction
(B)

Differ
ence
(A-B)

creation of ecological resources in 
the water and fields that various 
creatures can inhabit.

conservation level of 
ecological wetlands 4.21 3.88 0.33

restoration and Restoration 
of Damaged Ecosystems 4.26 3.80 0.46

increase convenience by 
constructing a mobile line 
system for the whole park

access to ecological space 4.09 3.91 0.18

building experience line 
for ecological experience 4.10 4.00 0.10

creating wildlife flora and 
fauna-friendly wetland areas

providing and protecting 
diverse habitats 4.11 3.77 0.34

safe facilities in floods and 
introduction of vegetation 
that can survive inundation

safety level in case of 
disasters such as floods 4.35 3.76 0.59

water quality purification water and 
purification wetland composition4) - - -

increase learning ability by 
means of experience

education learning 
experience program

3.80 3.57 0.23

creating teaching materials as 
learning space for local students

ecological education 
learning space 4.16 3.92 0.24

learning and view space of 
various prototypes

variety of events 3.61 3.65 -0.04

experience program 3.80 3.57 0.23

family-friendly recreation 
area, walking area

role of vacation and 
leisure functions 4.21 4.03 0.18

Interchange space between 
people(community space) 4.19 3.94 0.25

increase convenience
satisfaction with amenities 4.24 3.75 0.49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facilities 4.09 3.80 0.29

2)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노력지속 항

목으로 도출된 평가요인으로는 정신적인 특성이 중요도 

4.32, 만족도 4.03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두물머리 생태

공원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도도 높게 나타나 워터프론트 형 

생태공원에서 정신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특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생태적인 특성에서는 높은 중요도 4.23

에 비해 만족도가 3.80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이는 워터

프론트 형 생태공원인 두물머리 생태공원이 생태적인 특

성을 이용자들에게 만족시키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간적 특성과, 이용적 특성, 사회ㆍ문화적 특성이 

각각 개선요망과 현상유지 항목으로 도출된 것을 감안한

다면 워터프론트 형 생태공원인 두물머리 생태공원에서 

4) 수질정화수로 및 정화습지 조성의 경우 이용자들에 대한 두물머리 생태공원의 이용 후 평가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계획이나 관

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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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부

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Table 4.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result

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의 경우 중요도는 평균보다 낮지만 

만족도가 높게 나와 현상유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공간

적 특성과 이용적 특성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보다 낮게 도출되어 개선요망 항목에 포함되었다. 이

것은 공간적 특성과 이용적 특성은 중요하지 않은데 반해 

만족도도 낮게 도출되기 때문에 향후 개선사항 수립시 공

간적 특성과 이용적 특성보다는 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투

자 및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ure 3. ISA analysis of assessment factors

3)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먼저 생태적 특성 평가지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에서

는  ‘훼손된 생태계의 재생 및 복원’이 노력지속으로 나타

났다. 이는 두물머리 생태공원 조성을 훼손된 생태계에 대

한 재생 및 복원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용자들에

게 좋은 인식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노력지속

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필요하다 

현상유지로는 ‘생태습지의 원래대로의 보전정도’였다.  

이는 중요도 평균이 4.23에 비해 조금 낮으며 만족도는  

평균값 3.78보다 높으나 중요도가 평균에 근접해있어 

현상유지 또는 노력지속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또한, 두물머리 생태공원이 생태습지의 원래적 기능

에 맞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이다. 

개선요망에 속하는 것은 ‘다양한 생물서식 환경 제공 

및 보호’였다. 이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은 등 

이용자들이 낮게 평가햐였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제공과 보호는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

려울 수 있으며 관리 및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수 등과 같은 재해시 안전정도의 경우 ‘중점

개선 평가지표’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적 특성이 평가요인

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중점개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시

에의 피해 발생을 예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토목적 

특성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기 보다는 이용자가 느끼는 안전도이므로 변경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운영적 측면에서의 안전

도 증대방안 및 부분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방

안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Figure 4. ISA analysis of ecological characteristics

공간적 특성 평가지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노

력지속에 속한 평가지표로는 생태공간으로의 접근성, 생태

공원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 생태교육 학습을 위한 

공간, 생태체험을 위한 체험동선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서, 지속

적인 노력으로 이용자들의 만족을 계속 현상태대로 충족

시켜줘야 함을 뜻한다.

개선요망에 속하는 평가지표로는 생태공간 내 공간들 

Evaluation 
factor

Impor
tance

Satisfa
ction

t p Result

1
Ecological 

characteristics
4.23 3.80 8.620 .000 Concentr

ate here

2
Spatial 

characteristic
3.99 3.83 4.138 .000 Low priority

3
Mental 

characteristics
4.32 4.03 6.608 .000 Keep up the 

good work

4
Usage 

characteristics
4.04 3.73 5.994 .000 Low priority

5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4.01 3.86 4.267 .000 Keep up the 
good work

Total(mean) 4.12 3.8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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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속성, 수변의 다양한 형태, 이 지역의 랜드마크(브

랜드) 기능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값

보다 낮은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 보

다는 다른 특성(예를 들면 생태적 특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두

물머리 생태공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Figure 5. ISA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

정신적 특성의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는 그림6과 같

으며, 노력지속에 속한 평가지표로는 공원에 대한 쾌적성, 

심신회복(healing)정도였다. 하지만, 정신적 압박감 해소 

정도, 심리적 안정감은 개선요망에 속한 평가지표로 나타

났다. 4개 항목 평균값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네 항목 

모두 4점을 넘은 중요도와 만족도로써, 중요도와 만족도

에서 상당 부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특성의 경우 이용 후 평가에서 물리

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이기 보다는 두물머리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서 느껴지는 비물리적인 측면인 정신적인 부분

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물머리 생태공원

의 조성이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용적 특성에 대한 평가지표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노

력지속에 속한 평가지표로는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 편의시

설에 대한 만족, 생태공원으로의 접근 편리성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두물머리 생태공원 이용시 시설적 측면에서는 대

부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전 및 경보시설

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여 

재해 및 사고 발생시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두물머리 생태공원은 앞서 언급

하였던 생태적 특성의 홍수 등과 같은 재해시 안전정도와 함

께 안전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6. ISA analysis of Mental characteristics

개선요망에 속한 평가지표로는 레크리에이션 공간 및 활

용, 교육, 학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두물머리 생태공원 이용자 대부분인 성인임을 감안할 때 

체험프로그램이나 레크리에이션 같은 부분보다는 산책, 휴식, 

가벼운 운동과 같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것

으로 해석 된다.  

Figure 7. ISA analysis of usage characteristics

사회ㆍ문화적 특성에 대한 평가지표 중요도-만족도 분

석결과, 노력지속에 속한 평가지표로는 휴식 및 여가기능

으로서의 역할, 사람들 간 교류공간(커뮤니티 공간), 역사 

및 문화유산 보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물머리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휴식 및 여가기능,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과 활동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수변공간의 정체성은 사회ㆍ문화적 특성의 중요

도와 만족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역사 및 문화유산 

보전정도의 경우 평균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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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두물머리 생태공원의 형성되기 

전의 역사나 문화유산의 보전이 생태공원을 이용함에 있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8. ISA analysis of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이상의 두물머리 생태공원의 이용 후 평가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가장 중점적 고려 사항은 생태적인 특성이며 그 

중에서도 홍수 등과 같은 재해시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홍수 등의 재해시 안전정도는 평가요인과 평가지

표의 중요도-만족도가 모두 중점개선항목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물머리 생태공원 이용자들이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두물머리 생태공원 이용자들의 경우 생태교육, 체

험, 이벤트 등의 활동적 행위를 위해 이용하기 보다는 휴

식 및 여가기능, 사람들간의 교류공간, 체험동선 등과 같

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로는 활

동적 행위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기는 하

지만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굳이 개선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

책 또는 여가시간 활용 등을 뜻하는 휴식 및 여가기능, 사

람들 간의 교류공간, 체험동선 등과 같은 지표들은 중요도

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노력지속 항목에 속하였다. 따라서 

두물머리 생태공원의 경우 활동적인 행위를 위한 개선방

안 수립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행위를 즐기기 위한 이용

자가 많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다음으로 중점개선 항목으로 도출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이용적 특성에 안전 및 경보시설에 대한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적 특성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개선요망 상태이지만, 안전 및 경보시

설의 경우 중점 개선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앞서 가장 중점

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생태적 특성에서의 홍수 등과 

같은 재해시 안전정도와 더불어 중요히 고려해야 할 부분

으로 평가된다.

넷째, 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두물머리 생태공원 

이용자들의 경우 안전적인 측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분석결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이 안전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두

물머리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적인 측면

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토목

의 구조적 특성 개선보다는 운영적 측면과 부분적인 안전

시설물을 통한 안전도 증대방안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이용자 관점에서 경인 아라뱃길 두물머리 생

태공원에 대한 이용 후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

사를 통해 수집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태적 특성이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개

선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생태적 특성은 다른 요인들

이 비해 중요도는 평균보다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두물머리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생태적인 특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리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를 분석

한 결과, 생태적 특성에서의 홍수 등과 같은 재해시 안전

정도와 이용적 특성의 안전 및 경보시설에 대한 만족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두물

머리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 

안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두물머리 생태공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생태적 특성이 중점개선사항으로 도출되

고 홍수 등과 같은 재해시 안전정도가 그에 속하는 평가

지표임을 감안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

은 홍수 등과 같은 재해시 안전방안 수립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토목의 구조적 특

성 개선보다는 운영적 측면과 부분적인 안전시설물을 통

한 안전도 증대방안을 의미한다. 

그 외에 평가요인과 지표들의 경우 노력지속, 현상유지, 

개선요망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두물머리 생태공원에 대한 

이용 후 평가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

지만,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공원 이용자들의 경

우 생태교육,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 등과 같이 활동적 

행위를 위한 공간보다는 휴식 및 여가, 교류공간, 산책 등

을 위한 일상적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크게 활용하고 있

기 때문에, 활동적 행위를 위한 개선방안도 필요하지만 일

상적인 행위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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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이용 후 평가의 출발점

으로서 4가지 공간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두물머리 생태

공원을 중심으로 워터프론트 생태공원의 이용후 평가를 

수행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두물머

리 생태공원의 활성화와 워터프론트 생태공원의 계획 방

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인 아

라뱃길 사업 평가에 대한 초기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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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프라와 자연의 융합 ‘인프라파키즘’ 지향해야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제5차 학술발표회’ 개최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회장(한양대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이제는 도시 인프라 자체를 자연과 융합시키는 ‘인프라 파키즘(Infra-Parkism)’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회장 조세환)는 ‘디지털 도시 시대 도심 인프라 공간의 재자

연화 패러다임의 출현과 양상’을 주제로 제5차 학술발표회를 지난 7일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에

서 개최했다. 이날 조세환 회장(한양대 도시대학원 명예교수)는 도시를 재자연화 하는 ‘인프라 파

키즘(infra parkis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였다.

인간의 유전자는 1.6%의 문화유전형질과 98.4% 생물유전형질로 구분되고 있으며, 문화유전형질

이 도시를 발전시켰다면 자연을 요구하는 생물유전형질은 기계도시에서 유기체도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에는 공원이 탄생했다. 그 역사적 사실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센트럴파크’이다. 조 교수는 도시의 빈 땅에 자연(공원)을 점처럼 도입해왔던 패러다임 ‘옴

스테디즘’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으나 점적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

은 “도시의 진통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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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후 변화할 도시는 기존 도시와 전혀 다른 구조다. 모든 공간이 연결되고 매개되

는 유기체적 도시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도시는 더이상 네트워크, 융합이 아니라 초연결성이 된

다. 조 교수는 이러한 도시를 인간 본성 기반의 도시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바이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생명경관도시’로의 진화이다.

조 교수는 “최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 공원화하려는 노력들은 인프라를 없애고 걷어내고 

재자연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 도시에 공원을 넣던 옴스테디즘은 한계가 왔다”며 “모든 인프

라를 자연화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프라-파크’의 개념으로 접근해 유기체 도시를 만들자”고 

피력했다.

아울러 영동대로 등 도로를 재자연화하는 ‘인프라 파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시공간을 재자연

화할 것을 제안하고,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도시계획 체계에서 제도화를 통해 그린SOC산업의 핵

심 분야로 이끌자고 강조했다.

△ 김창환 서울특별시 동남권조성과 과장, 강맹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장, 김홍배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

김창환 서울특별시 동남권조성과 과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 도심 인프라 재자연화 사례를 소개했다. 

영동권역 일대는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한강, 탄천, 봉은사 등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지닌 

곳이다. 이곳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해 ▲한강/탄천 중심의 지역적 연계 및 공간적 통합 ▲교

통인프라 확충 ▲국제업무/MICE인프라 강화 등을 꾀하고 있다.

재자연화 측면에서 영동대로를 지하화해 지상부를 녹색광장으로 조성하고, 한강 탄천 합수부는 

생태복원, 삼성교~봉은교 구간은 생태적 친수공간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올림픽대로, 탄천동/서 

도로는 수변을 연계하는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경기장 일대는 공원화할 계획이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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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화하는 영동대로 지상부는 보행이 우선하는 강남도심의 중심광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

는 설계공모 당시 녹지로 위요된 광장이었으나 유지관리와 다양한 이용상황을 고려해 개방공간으

로 변경했다. 사업은 내년 초 기본설계에 들어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PM)는 “영동

대로는 재자연화보다는 복합환승센터가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 광장을 조성하게 됐다. 초기안은 공

원개념이었으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동대로에 필요한 부분은 공원이 아니라 광장이라는 논의 속

에서 광장으로 바뀌었다”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병혜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의 높이제한 사례를 통해 “도시의 지형과 지

세, 역사문화적 자원 등 도시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해 제한을 강화할 곳과 완화할 곳을 구분해야 

하며, 최소한의 지켜야할 기준은 구속력 있는 절대적 기준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신화컨설팅 대표)는 “일산호수공원은 주변으로 도시가 확산되

고 있으며 광교호수공원은 녹색섬으로 어둡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공원의 경계선상이 설계자의 

판단으로 도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조경설계가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혜영 성균관대 교수는 “도시와 공원을 녹지로 엮어주는 복합용도의 버퍼존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높이규제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측면

에서 도로를 지하화해 녹지와 강을 연결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조경은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도시문제를 해결해 도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는 “모든 건물에는 주인이 있지만 그 건물의 외벽은 시민의 것이라는 빅토

르 위고의 말을 인용하며 개인의 이익과 모두의 이익을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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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영동대로 지상부 광장계획에 의문점을 던지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김진오 경희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는 “영동대로 지상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정전문가들

의 위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광장

이냐 공원이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은 “기본적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에서 추구하고자하는 광장개념의 오

픈스페이스가 이 시대에 합당한가 생각해봐야 한다. 광장은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시대의사회적 

유산으로서 존재했던 것인데 촛불혁명으로 광장이 재소환 됐다. 도시에 대규모 광장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숙된 민주 시민사회라면 보다 시민들에게 일상적

으로 요구되는 모습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행사 전 조세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는 자연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도시에 도입해왔

는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 세계를 향해 학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리려한다. 

오프라인상의 학술대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며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세계

에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맹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공간의 재자연화는 공원용지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원조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고 생각한다.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등 국토도시개발법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홍배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은 “도시에 새롭게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융복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세계 주요 

도시들은 지구기후변화에 맞춰 재자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맥

락에서 서울과 우리나라를 수준높고 세련된 생명경관도시로 발전시키는 단초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고 축사했다.

※ 제4차 학술발표회 발표본은 학회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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