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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 그림 설명

∙ 작품명 : FSMA Tower

           Ecologies of Bio-Diversity

           - Self Sustaining tower for the London

∙ 작가명 : Dave Edwards

∙ 작품설명 :  

 The project created by Dave Edwards, a British 

architect, used Algae technology to change the 

building into a self-sustaining ecology. The 

building itself can generate energy, recycle its 

waste, purify water, absorb CO2 emissions, and 

offer spaces for urban farming.

 The outer skin of the skyscraper is imagined as 

a green wall used for food and improving air 

quality, with algae absorbing CO2 emissions and 

also harvested as bio-methane to provide heat 

and power. Waste biomass would be used to 

feed the building's skin while waste water would 

be sent through the algae to be recycled. A 

ground source heat pump would store summer 

heat and enable surplus heat from the waste 

biomass and from London Underground to be 

circulated through the tower in the winter.

 영국 건축가 데이브 에드워즈가 제안한 이 프로

젝트는 건물을 생태적이고 자급자족적으로 바꾸기 

위해  조류(Algae)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건물 자

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며, 

물을 정화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농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건물의 외장은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Green 

wall로서 공기질을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흡

수하고 바이오 메탄을 수확하여 열과 전력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폐기된 바이오메스는 건물 외벽이 

자라나는 영양분을 공급하며 폐수는 재활용 될 조

류를 통해 보내지게 됩니다. 지하의 열펌프는 여름

철 열을 저장하고 겨울철에는 폐기물 바이오매스

와 런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잉여 열을 타워로 

순환 시켜 냉난방 부하를 저감합니다.

학술팀장 강성우 sungwoo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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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의 생물종 다양성 재생을 통한 생명경관 향상 전략
-서울시 청계천의 양서류 소생태계 향상적지(適地) 선정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Promotion of BioLandscape Through the 
Regeneration of Biodiversity in Urban Strea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provement of Amphibian Biotope 
in Cheonggyecheon-Stream, Seoul-

이태훈*

Lee, Tae-Hoon*

*랜드스케이프 인프라 디자인 앤 리서치 연구원, 이태훈, life1348@naver.com

Abstra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monitoring on Cheonggyecheon, the need to increase 

organic, symbiotic and cyclic flow among living things in Cheonggyecheon like natural ecosystem and create 

various habitats has been raised. It was found that a section between Yeongdo Bridge and Hwanghwak Bridge 

and a section between Muhak Bridge and Dumul Bridge out of a total of five sections (a section between 

Ogansu Bridge and Maleugnae Bridge, a section between  Maleugnae Bridge and Dasan Bridge, a section 

between Yeongdo Bridge and Hwanghwak Bridge, a section between Biudang Bridge and Muhak Bridge, and 

a section between Muhak Bridge and Dumul Bridge) met best place standards in terms of layer structure 

in forest zone, space in grassland at lower layer, stone crack between stones. In in-depth interviews of candidates 

for the best place to be used as habitat, competent experts with rich experience said that the candidates 

were suitable and existing habitat puddle and stone grave needed to be improv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make a contribution to improving environment where organisms in Cheonggyechoen live 

by   analyzing and presenting candidates for the best place to be used as habitat in order to improve biotope 

for amphibian located in midstream and the upper region of Cheonggyechoen. 

키 워 드 : 도시재생, 생명경관, 도시하천, 청계천, 양서류, 소생태계, 적지선정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BioLandscape, Urban Stream, Cheonggyecheon, amphibian, biotope,,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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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급격한 개발 패러다

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급속한 도시인구 증가와 도시화는 도시에서 서식하

는 생물종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도

시 공간상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은 큰 규모로 줄어들

어 왔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에 따른 생물종의 

감소는 도시의 생명력을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으며 결과적으로 도시의 생명경관을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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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작동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악화시켰을 뿐

만 아니라 도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병리현상 까지

도 발생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의 생

명경관 악화는 역설적으로 생물종 개체 수 감소와 

멸종의 현상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이러한 교란으로부

터 자연생태를 복원시키는 것은 이제 도시의 생명경

관을 향상시킨다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생명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태복원 목

표는 무엇보다 도시공간에서 생물종다양성을 증가시

키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후반이후 지금까지 각종의 ‘도시생태하천’ 조성이 국

가 및 전국 도시적으로 크게 이루어져 왔다. 전국의 

도시 곳곳의 크고 작은 하천에서는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등이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하천’ 사업

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이렇게 유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의 열기나 투자에 비해 생태하천

의 시행착오는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다(강수학, 

2007). 특히, 이러한 생태하천의 조성이 도시의 생

명경관을 어떻게 바꾸고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의 도시공간 맥락적, 생명경관적 접근 보다는 국부

적 장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서울 도심의 대

표적 도심하천인 청계천 복원 역시 이러한 접근에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서울의 도심하천 복원은 1995년 양재천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지만 2005년 청계천 도심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하천들이 사람 및 시설 

중심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천보

다는 수로의 기능이 강했으며 생물이 서식할 수 있

는 장소, 생명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현재 

청계천 수많은 생태환경 문제 중 하나로 과도한 이

용성에 따른 하천 생태성 악화와 상·중·하류의 수심

이 0.4m로 동일한 것이 지적되었다. 생명경관에 대

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다. 청계천에는 자연 생태계

에서와 같이 생물 개체 사이의 유기적, 공생적, 순환

적 흐름이 부족함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처 조성 및 

연계가 필요(강수학, 2007)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은 이러한 사류에서 비롯된다. 

청계천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으로 생

태복원 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심적 주제 중 하나인 ‘생태적 

향상’(Ecological Promotion)1)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면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을 보완하며 건강한 생태

복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첫째, 양서류 소생태계는 

자연생태계 구성원 중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

류군으로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고

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생물종다양성 및 건강

성을 위해 필요한 소생태계(심윤진, 2015)라는 점이

다. 둘째, 양서류 소생태계는 생태계 내에서 식물의 

연결 에너지의 흐름과 개체군의 크기 조절 등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있어, 이들의 생태적 지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서식지에서는 

해충을 포식함으로써 인간에게도 도움을 주는 역할

을 하여 상당한 보호가치가 있다(서울시설공단, 

2010).

본 연구는 도시의 생명경관 재생 차원에서 청계

천을 대상으로 하류에만 집중 분포하고 있는 양서류

를 청계천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중‧상류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차원에서 중·상류 지역에 

양서류 소생태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적지를 선장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공간적 범위

서울시 한강수계 지방하천 33개소 하천 현황 중 

도심하천 복원이 진행된 하천은 청계천 복원 이전인 

1995년 양재천을 시작으로 홍제천, 불광천, 탄천, 당

현천, 고덕천, 도봉천, 묵동천, 우이천, 세곡천, 성북

천, 여의천, 망월천, 대동천, 방학천등 총 16개 도시 

하천들이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났다. 대상

1) 생태복원 유형 중의 하나로서 서식처 중에서 특별히 한두 가지의 기능을 증진 혹은 개선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개념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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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선정 기준으로 서울 시계 안에 있는 하천 중 도

심하천 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심하천 복원지

역 중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인문 환경의 간섭이 

심하며, 다른 도심하천 복원의 영향을 많이 준 청계

천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

계천 청계광장~고산자교(길이 : 5.533km), 면적 약 

143,241m2의 청계천 중 ‧ 상류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 부근은 하천이 중앙부로 흐

르고 우안과 좌안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으며, 양서

류 서식 가능한 녹지공간 부족으로 제외한다. 오간

수교에서 두물다리 공간 중 사람출입 공간이 제한된 

생태둔치 지역이며, 양서류 서식 가능한 녹지공간이 

충족하는 지역을 최종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2) 시간적 범위

공통적으로 청계천 양서류 서식지(산란 활동)은 4

월에서 7월이다. 최종적으로 양서류 겨울잠 기간을 

제외하며, 도심하천 양서류 서식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매월 환경, 여름 집중호우 전 ‧ 후 등 대상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를 진행

하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 조사 날짜는 

3월 9일, 3월 17일, 4월 25일, 5월 27일, 6월 23일, 

7월 7일, 7월 23일, 8월 29일, 9월 21일, 10월 6일, 

10월 1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 고찰

1. 청계천 양서류 소생태계 적지 선정 기준

기존 청계천 하류 생태습지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 서식처를 현장조사하고 자료를 구축하며, 또

한 청계천 양서류 유인 및 서식처 조성시 고려 사항 

등 기존 이론 고찰 및 문헌조사 바탕으로 전문가 심

층면담을 통해 청계천 양서류 소생태계 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1) 번식지(산란지)

청계천 양서류 중 한국산 개구리는 가장 먼저 겨

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으며, 옴개구리는 4월에서 

5월 작은 알 덩어리를 수중식물의 잎이나 줄기 또는 

나뭇가지 등에 알을 붙인다. 청개구리는 4월에서 8

월 물이 고이는 웅덩이 등의 고여있는 물에 여러 차

례 걸쳐 알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참개구리는 4월에

서 6월 못자리나 웅덩이 등에서 산란을 한다. 공통

적으로 청계천 양서류 서식지는 4월에서 7월이며 주

요 서식지는 종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서류

의 경우 저지대의 자연림이 잘 보전된 물이 고여 있

는 곳이며 900m
2

이상일수록 적합한 환경이 되었

다. 또한 수심은 10~50cm, 수질(DO)는 5.0~7.0, 

pH 5.8~7.5 청계천 양서류 산란지 적합 서식환경으

로 나타났다.

2) 휴식지(은신처)

청계천 양서류는 물속이나 초지 속을 이동하며 

먹이활동을 하며, 천적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림대의 층상구조가 잎과 가지가 밀생되어 있

는 식생이 다층구조를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저층 초지 공간은 쉴 수 있는 장소 및 먹이활동 장

소로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어야 한다. 2,000m2 이상일수록 좋으며 적정

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3) 채이지(식이지)

청계천 양서류 한국산 개구리는 주로 거미, 곤충 

등의 작은 벌레를 잡아먹으며, 옴개구리는 곤충 등

의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다. 청개구리는 애벌레, 곤

충, 거미, 다지류 같은 절지동물과 지렁이를 잡아먹

으며, 참개구리는 곤충 등의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다. 청계천의 양서류는 공통적으로 곤충 등의 작은 

벌레를 주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곤충들은 

주로 다공질 공간에 서식하고 있으며 돌무더기 놓기 

공간은 주로 곤충의 산란 ‧ 월동장소로 이용되며 통

나무 쌓기 공간은 곤충의 서식처, 피난처, 월동장소

로 이용되고 있다. 통나무의 길이와 직경이 일정하

지 않은 것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고목 배치 

공간은 통나무 쌓기와 비슷한 것으로 썩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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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곤충에게 유용하며 참나무류 고목은 딱정

벌레 유충의 먹이로 사용되며 습하거나 그늘진 곳에 

배치하여 조기 부식과 이끼류 피복을 유도시키도록 

한다. 나뭇가지 더미 놓기 공간은 곤충의 먹이식물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곤충의 산란 ‧ 월동장

소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낙엽층 및 부엽토 쌓기

는 곤충들의 산란 ‧ 월동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청계

천의 다공질 공간을 살펴보면 양서류의 먹이원 곤충

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청계천 양서류 소생태계 적지 분석 및 

선정 방법

평가영역에서는 번식지(산란지), 휴식지(은신처), 

채이지(식이지) 나누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습지 조

성 가능 면적, 수심, 수질(DO), pH, 수림대 층상 구

조, 저층 초지 공간, 돌 및 돌 틈, 다공질 공간(고목 

배치, 나뭇가지 더미)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습지 조성 가능 면적, 저층 초지 공간 분석방법으

로는 현장답사 및 위성사진을 통하여 대상지 선정 

지역 녹지면적 확인 및 측정 실시하였다. 수질(DO), 

pH 분석방법으로 청계천에서는 수질측정 현황으로 

물 환경정보시스템에서 측정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

며, 2015년 – 2016년 평균 수질(DO), pH를 기준

으로 분석한다. 

Evaluatio

n area

Evaluati

on items

Evaluation 

elements
Scoring criteria

Breeding 

ground

(spawning 

ground)

Wetland 

compositi

on 

possible 

area

Habitat of 

amphibians 

Living space 

and 

hibernation 

space

900m
2 

or 

more
100

400m
2

~900m
2 80

under 

400m
2 60

Breeding 

ground

(spawning 

ground)

Depth of 

water

The depth of 

the spawning 

ground where 

amphibians 

spawn and 

live larvae

10 ~ 50cm

under 10cm
100

50cm ~ 

70cm
80

70cm or 

more
60

none 40

Table 1. Selection of the optimal site for 

amphibian habitat restoration

Evaluatio

n area

Evaluati

on items

Evaluation 

elements
Scoring criteria

Breeding 

ground

(spawning 

ground)

Water 

quality

(DO)

The water 

quality of the 

spawning 

ground where 

amphibians 

spawn and 

larvae live

5.0 ~ 7.5 100

2.0 ~ 5.0,

7.5 or more
80

under 2.0 60

pH

The pH of 

the spawning 

ground where 

amphibians 

spawn and 

larvae live

5.8 ~ 7.5 100

7.5 ~ 8.5 80

under 5.8, 

8.5 or more
60

Resting 

place

(hideout)

Forest 

stratified 

structure

Layered 

structure type 

(upper, 

middle, lower) 

layers of 

vegetation

Multi-layer 

structure 

exists

100

Single-layer 

structure 

exists

80

none 60

Grassland 

place

Amphibian 

culture and 

living space

2,000m2 or 

more
100

1,000~2,000

m
2 80

1,000m
2

미만 
60

none 40

stone or 

gap 

A space 

where 

amphibians 

can hide

stone 

arrangement
100

none 60

Eating 

place

Porous 

place

Space where 

insects can 

live

Tree or 

branch 

arrangement

100

none 60

Table 1. (Continue) Selection of the optimal 

site for amphibian habitat restoration

수림대 층상 구조, 돌 및 돌 틈, 다공질 공간(고

목 배치, 나뭇가지 더미), 수심 분석방법으로는 대상

지 월별 현장 사진 수집 및 양서류 서식처 복원 최

적지 선정 배점 기준표를 통한 현장 조사 실시하였

다(수림대 층상 구조 확인, 돌 및 돌 틈 유무 확인, 

다공질 공간 확인). 청계천 하천 수심은 평균 0.4m

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 지역 수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사람출입금지(생태둔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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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대상지 윗부분 아랫부분 측정하여 평균값으

로 조사함).

Ⅲ. 청계천 양서류 소생태계 적지분석

1. 구간 별 소생태계 평가

1) 오간수교~맑은내다리간 분석

오간수교~맑은내다리 부근 녹지면적은 1102.7m2이

다. 수심은 44cm이며, DO는 11.4ppm이고, ph는 8.1

이다. 수림대 층상 구조는 대체로 단층을 유지하고 있

으며, 돌 및 돌 틈과 다공질 공간은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저수로 좌측 호안이 직선형 옹벽 돌붙

임으로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변 및 고수부지 등에 

식생대가 존재하지 않아 생태적인 여건은 가장 열악

하고 인근 동대문 상가가 연결되어 유동 인구가 많

아 수시 이용객이 많은 곳이다. 많은 이용시민 등 

치수기능을 고려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전형적인 

도시하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구간이다. 우안에는 

식생호안으로 조성하여 갯버들, 키버들, 등의 버드나

무와 달뿌리풀, 물억새, 갈대 등의 정수식물 군락과 

함께 하천 식물이 식재되어 활착하고 있다.

2) 맑은내다리~다산교간 분석

맑은내다리~다산교 부근 녹지면적은 1780m
2
이다. 

수심은 44cm이며, DO는 11.4ppm이고, ph는 8.1이

다. 수림대 층상 구조는 대체로 단층을 유지하고 있

으며, 돌 및 돌 틈과 다공질 공간은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제방 상단에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식

재되어 있으며 제방 사면은 조경석으로 마감되어 있

다. 둔치는 폭이 좁아 우안은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

으며 오간수교 하류부터 식생군락을 조성하여 이용

자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좌안은 복단면으로 

조성되어 상단에는 식재를 하고 하단은 산책로로 이

용되고 있다. 좌안의 저수호안으로 화강석으로 조성

되어 하천의 횡단적 연결이 차단되어 있으며, 수변 

식생이 많이 조성되어 어류 및 수서생물 서식을 돕

는 것으로 보인다. 우안에는 식생호안으로 조성하여 

갯버들, 키버들, 들의 버드나무와 달뿌리풀, 물억새, 

갈대 등의 정수식물 군락과 함께 하천 식물이 식재

되어 활착하고 있다.

3) 영도교~황학교간 분석

영도교~황학교 부근 녹지면적은 4130.9m2이다. 

수심은 48cm이며, DO는 11.4ppm이고, ph는 8.1이

다. 수림대 층상 구조는 대체로 다층을 유지하고 있

으며, 돌 및 돌 틈과 다공질 공간은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도심지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지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황학교 부분 출입제한

구역 녹지면적이 넓어지며 초본, 관목, 교목이 어우

러진 다층구조의 식생 공간으로 버드나무 군락과 물

억새, 노랑꽃창포 등의 정수식물 군락과 벌개미취, 

고마리, 수크령 등이 하천 식생 등이 식재하며 활착

하고 있다. 저수호안은 물억새, 달뿌리풀 등 정수식

물 등을 이용한 식생호안이 조성되어 있다.

4) 비우당교~무학교간 분석

비우당교~무학교 부근 녹지면적은 1314.6m
2
이다. 

수심은 50cm이며, DO는 11.4ppm이고, ph는 8.1이

다. 수림대 층상 구조는 대체로 다층을 유지하고 있

으며, 돌 및 돌 틈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공질 

공간은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제방 상단에는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으며, 제방 사면은 조경석과 콘크리트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다. 콘크리트 옹벽에 덩굴식물 

등이 활착하여 피복하고 있다. 버드나무 군락과 물

억새, 노랑꽃창포 등의 정수식물 군락과 벌개미취, 

고마리 수크령 등이 하천 식생 등이 식재하며 활착

하고 있다. 저수호안은 정수식물 등을 이용한 식생 

호한이 조성되어 있다. 무학교의 좌안에는 일정 구

간 식생보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천 합류부의 저수호안에는 저수로의 폭이 

갑자기 늘어나는 구간으로 유속이 느려져 모래가 퇴

적되어 사주가 형성되어 있다.

5) 무학교~두물다리간 분석

무학교~두물다리 부근 녹지면적은 3376.3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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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은 50cm이며, DO는 11.4ppm이고, ph는 8.1이

다. 수림대 층상 구조는 대체로 다층을 유지하고 있

으며, 돌 및 돌 틈과 다공질 공간은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하상 형태도 다양하게 형성되어있고 

저수로가 넓어 도시하천으로서는 경관이 뛰어난 곳

이며 수생식물 지대와 모래톱, 여울과 못 등이 적절

히 분포하고 있어 생물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다. 무학교와 두물다리 간 좌측 홍수터 일부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보호하고 있어 조류 및 양서류 등의 

산란 서식처로 기능을 하고 있어 국지적 보전 지역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 맹꽁이(양서류)와 같은 서울

시 보호종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은 갖추어졌는데 아

직 유입이 되지 않은 보호종은 일부 방류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이다.

6) 대상지 종합분석

양서류 서식처 복원 최적지 선정 배점 기준표를 

근거로 종합을 해보면 오간수교-맑은내다리 구간은 

720점, 맑은내다리-다산교 구간은 720점, 영도교-

황학교 구간은 760점, 비우당교-무학교 구간은 700

점, 무학교-두물다리 구간은 760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대상지 조사를 한 결과 영도교-황학

교, 구간, 무학교-두물다리 구간이 오간수교-맑은내

다리 구간, 맑은내다리-다산교 구간 그리고 비우당

교-무학교 구간보다 높은 점수를 득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구간별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대상지가 700점 이상의 높

은 점수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모두 

향상 적지로서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 대상지들이 높은 점수가 나타난 

이유는 소생태계란 공동체로서 생물서식 장소를 의

미하는 것으로 높은 균질성과 지리적으로 최소 공간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생태계 보다 작은 생태공간만 보장해준다

면 충분히 작동하는 소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계천은 생태계 건강성을 위하여 규제해 

놓은 사람 출입금지(생태둔치) 지역이 충분한 녹지

공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생태계로서 생물 잠

재 능력도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5구간에 대해 평가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최소 700점 이상이면 양서

류 서식처 복원 최적지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개

진되었다. 특히, 양서류 서식처 복원 최적 배점 기준

표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영도교-황학교 구간과 

무학교-두물다리 구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비교 대

상지 보다 수림대 층상 구조, 저층 초지 공간, 돌 및 

돌 틈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 결과는 이유는 

다른 비교 대상지 보다 녹지면적이 큰 이유도 있지

만 하류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하상의 넓이가 넓어져 

모래가 퇴적하는 등 자연하천에 어울리는 모습에 가

까워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Division

Ogan
sugyo

-
Malge
unnae
dali

Malge
unnae
dali
-

Dasan
gyo

Yeon
gdog
yo-

Hwan
ghag
gyo

Biuda
nggy

o
-

Muha
ggyo

Muha
ggyo

-
dumu
ldali

Eva

lua

tio

n 

ite

ms

Wetland 

composition 

possible area

100 100 100 100 100

Depth of 

water
100 100 100 100 100

Water 

quality(DO)
80 80 80 80 80

pH 80 80 80 80 80
Forest 

stratified 

structure

80 80 100 100 100

Grassland 

place
80 80 100 80 100

stone or gap 100 100 100 60 100

Porous place 100 100 100 100 100

Total 720 720 760 700 760
The Perfect 

place
- - ⊙ - ⊙

Table 2. Selection of the optimal site for amphibian 

habitat restoration

2. 양서류 소생태계 적지 선정

영도교-황학교, 무학교-두물다리 구간에서 오간

수교-맑은내다리 구간, 맑은내다리-다산교 구간, 비

우당교-무학교 구간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영

도교-황학교, 무교-두물다리 구간에서 비교 대상지 

보다 수림대 층상 구조, 저층 초지 공간, 돌 및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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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유는 비교 대상지 보

다 녹지면적이 큰 이유도 있지만 하류 쪽으로 가까

워질수록 하상의 넓이가 넓어져 모래가 퇴적하는 등 

자연하천에 어울리는 모습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는 청계천 중‧상류 양서류 

서식처 복원을 위한 향상 적지 선정을 위한 기준으

로 사용할 수 있다. 

Ⅳ. 양서류 소생태계 적지 선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1. 자연환경관리기술사 A : 강현구

청계천은 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심 한복판에 

흐르는 자연하천이 아닌 인공하천이라고 한다. 대상

지 구조적 여건 때문에 자연하천이 추구하는 생태계 

종적 ‧ 횡적 연결성 확보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람출입금지지역(생태둔치)은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전지(가지치기)를 

통하여 생태계 유해식물 단풍잎 돼지풀, 서양등골나

물, 환삼덩굴 등 관리하고 있다.

최종 선정된 청계천 중 ‧ 상류 양서류 서식처 복

원 최적지에 타당성도 가능하다. 양서류가 살 수 있

는 공간으로 양서류 서식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다

만 활발하게 복원이 안되는 이유는 첫째, 도심 속 

하천의 구조적 불리한 여건을 볼 수 있으며, 둘째, 

양서류가 서식하려면 물이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공간에서는 부족하다. 양서류 서식

처 복원 최적지에 추가적으로 양서류 서식처 생태복

원이 이루어진다면, 물이 저류하는 공간도 만들어주

어 보다 더 건강한 생태복원의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자연환경관리기술사 B : 조동길

앞으로도 자연환경이나 생물종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면서 개발 사업에 따른 생물종 보호 혹은 대체

서식지 조성을 위한 사업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양서류가 행동반경이 좁아서 서식처를 만들어 내

기 편한 점이 있다. 새들 같으면 먹이 장소와 잠자

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양서류는 

작게는 100m 안에서 일생을 살 수 있는 동물이다.

최종 선정된 청계천 중 ‧ 상류 양서류 서식처 복

원 최적지에 타당성도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이후 

생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행, 

서식지에 대한 관리 의무화, 고려 사항들을 항상 염

두에 두면서 접근한다면 보다 더 성공률이 높은 양

서류 서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자연환경관리기술사 C : 심윤진

생태복원 사업에 양서류 서식처 복원 기법이 적

용되고 활성화되면 도시지역 생태계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최종 선정된 청계

천 중 ‧ 상류 양서류 서식처 복원 최적지에 타당성

도 가능하다. 다만 도심하천이라는 대상지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양서류 서식처 복원 최적지에 약간 부

족한 면도 있다 더욱 완벽한 서식지로 조성되려면 

기존에 적지에 부적한 환경을 적합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양

서류 서식에 꼭 필요한 물이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추후에 양서류 서식지를 만들어 준다면 고려

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Ⅴ. 결 론

도시 소하천의 소생태계는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

어 지구 환경 문제의 큰 이슈 중 하나인 생물 다양

성 확보의 측면에서 도시 생명경관 재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서울시 청계천을 대

상으로 소생태계 향상 적지 선정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심 구간으로 올수록 청계천 주변의 녹지

공간 부족으로 기본적으로 양서류의 서식처로서 한

계가 있다. 오간수교에서 두물다리 구간에서는 사람 

출입 공간이 제한된 생태둔치 지역에 초지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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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물 잠재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청계천 내 5개 구간에 대해 양

서류 서식처 복원 최적지로는 영도교-황학교 구간과 

무학교-두물다리 구간, 무학교-두물다리 등 구간이 

향상 적지로 가장 바람직하고, 기타 오간수교-맑은

내다리 구간, 맑은내다리-다산교 구간, 비우당교-무

학교 구간, 영도교-황학교 구간 등이 차선의 향상 

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교적 향상 적지로 

높은 점수가 나타난 3개 구간은 소생태계란 공동체

로서 생물 서식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균질성

과 지리적으로 최소 공간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생

태계 보다 작은 생태공간만 보장해준다면 충분히 작

동하는 소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

으로 사료되었다. 넷째,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배점 

기준에서 최소 700점 이상이면 양서류 서식처 복원 

최적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전문가 심층 면접에서는 특히, 향후 양서류가 지속

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웅덩이나 돌무덤 등의 서

식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준다면 전형적인 도심하천

인 청계천에도 좀 더 높은 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하천을 생명경관 재생이라는 차원

에서 청계천의 양서류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향상 

적지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청계천을 대상으로 구체적 

구간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천적 가

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도시하

천 등에서의 생태계 복원은 도시의 생명경관을 향상

시킨다는 맥락에서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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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는 많은 도시 근로자

들이 주5일 근무에 가족들과 여가활동의 증가와 과

중한 업무에 지친 피로를 주거지 가까운 공원시설에

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고, 소통의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되므로, 

도시공원의 이용 증가와 그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로 조성된 도시 공원은 테마가 있고 강

한 흡인력이 있으면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 공간이다.

도시공원은 각 지방자치별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

립되어 있어도 계획된 도시공원을 조성 집행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경관의 보

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관

리계획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도시공원 및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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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1020호), 2011년 8월 4

일 시행, (김예성 등(2014) 현재 도시공원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12년 기준으로 결정면적(1,020㎢) 대비 조

성 면적(412㎢)은 절반에 못 미치는 40.4%에 머무

르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

다는 이유로 공원녹지 등을 계획대비 조성률이 낮은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수도권 신도시에 토

지개발과 함께 조성된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의 

대표적인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시설을 조사 하여 비

교 검토한다. 공원시설 중 중요한 시설을 증설과 시

설물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도시민들의 공원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분

당과 일산에 조성된 공원 중 1994년 7월에 개원된 분

당 중앙공원과 1996년 4월에 개원된 일산 호수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시설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여, 도시계

획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공원시설의 중요도를 분석 

및 중요도를 도출한다. 향후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있

어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용자를 고려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원시설의 중요도평

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되지 않

고 있다. 공원녹지와 도시공원, 녹지, 근린공원 등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에서는 근린공원, 녹지 등 공원

녹지 이용 후 이용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

구 사례가 있었으나, 각 시설별 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민들이 도시공원에서 공원시

설을 이용하면서,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분당 중앙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의 공원시

설들에 대해 공원시설 중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들을 검토하여 종합한 후 최종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원시설의 중요도 평가를 하였다.

도시공원에 관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

(AHP)분석을 도시계획 전문가의 설문을 통한 평가

지표의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 고찰

1. 용어의 정의

1) 공원녹지

“공원녹지“ 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대통령령(제26095호), 2015년 2월 10일 시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

13051호), 2015년 1월 20일 시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수

립절차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원조성계

획의 입안, 결정, 공원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은 도시공원법으로 정하고 있다. 도시공원과 관련

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한다.

2) 녹지

“녹지”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하나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

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1020호), 2011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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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시행. 법령포함 문장).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으로 ‘도시자연공

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상의 ‘녹지지역’ 

과 「자연공원법」에 공원녹지를 법률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림기본법」에서는 국토환경을 보전하

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산의 가치로 ‘산림’을 규정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분류한 ‘도시림’은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조성된 도시 내 공간이

다(「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시행). 

3)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

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1020호), 2011년 8월 4일 시

행). 도시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조성 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

하는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도시공원에 포함

될 수도 있다(「도시공원법」, 법률(제6655호), 2002

년 2월 4일 시행). 도시공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녹지란 넓은 의미로 공원뿐 아니라 하천과, 산림, 그

리고 농경지 등을 포함하는 오픈 스페이스 또는 녹

화된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용도지역의 공원과 녹지를 말한다.  

도시녹지는 광의의 개념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하여 피복되지 

않은 모든 토지 및 수면, 그리고 포장된 도로와 광

장 혹은 하천 등의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

의 개념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수목, 초본 및 농작

물 등에 의하여 피복된 토지 혹은 그 잠재력을 구비

한 토지를 총칭한다.

Ⅲ. 연구의 틀

1. 대상지 현황 및 선정 기준

1) 분당 중앙공원

분당 중앙공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수내동 65, 66번지)에 위치한 공원이다. 1994년

7월 31일에 개원하였으며, 성남시의 대표 공원 중 

하나이다. 면적은 420,982.1㎡(127,347평)이며, 공원

시설은 주차장(2개소 94면), 자판기(6대), 공중전화

(6대), 화장실(5동), 음수대(7개), 약수터(1개소), 시

계탑(3개소), 자전거보관소(11개소)를 보유하고 있

다. 체육시설은 기체조장(1개소 200m²), 종합체육

시설(1개소 400m²), 배드민턴장(4개소 18면), 게이

트볼장(1개소 1면)이 있고, 연못, 잔디광장, 분수, 물

레방아, 정자,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있다.

Type Park facility

Fitness, 
Health 
Facility

 badminton, gateball, gymnastics
 walkway
 bike road
 outdoor sports facilities

Rest, 
Healing 
Facility

 fountain
 outdoor performance hall
 pavilion, hut
 multi-purpose square, recreational area

Convenient 
Facility

 bench, table
 drinking fountain, vending machine
 parking lot, bicycle storage
 toilet, public telephone

Green 
Facility

 lake, pond
 landscape garden, ecological park
 lawn grass square
 flower field

Table 1. Park Facility of Bun-dang Central Park

2) 일산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에 

총면적 103만 4000㎡, 호수면적 30만㎡로 조성되어 

있다 잔디광장, 수변광장, 인공섬, 약초섬, 자연학습

원, 월파정, 야외무대, 보트장, 자전거 전용도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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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 인공폭포, 광장, 다목적 

운동장, 조류사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100여 종

의 야생화와 20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호숫가를 따라 7.5km의 산책로와 완만한 S자 코

스 및 일직선 코스로 공원 내 일주 순환체제를 갖춘 

4.7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어 있다. 2만 

15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세계

꽃박람회기념전시관은 고양세계꽃박람회 기간에만 

개방된다.

Type Park facility

Fitness, 
Health 
Facility

 basket ball, gateball
 walkway
 bike road
 outdoor sports facilities

Rest, 
Healing 
Facility

 fountain, artificial waterfall
 outdoor performance hall, playground
 pavilion, hut, swing
 multi-purpose square, recreational area

Convenient 
Facility

 bench, table
 drinking fountain, vending machine
 parking lot, bicycle storage
 toilet, feeding facilities

Green 
Facility

 lake, boat play
 landscape garden, rose garden
 lawn grass square
 flower field, flower exhibition hall

Table 2. Park Facility of Il-san Lake Park

2. 중요도 분석 과정

1) 분석과정

본 연구는 AHP 분석을 활용한 공원시설의 중요

도 분석을 위한 분당 중앙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의 

공원시설의 중요도를 평가해 보고자 함이 그 목적이

다. 이를 위해서 공원시설의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분당 중앙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에 공통적으로 조성된 공원시설만을 

대상으로 그 변수들의 중요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결과에서 나타난 중요

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당 중앙

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을 둘러보고 공원시설들을 모

두 기록하고 두 공원에 공통적으로 조성된 공원시설

들 만을 변수로 선정 한다. 

둘째, 두 공원에 공통적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변수로 계층을 분리 한다.

셋째, 중요도 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구축한다. 설

문지의 경우 AHP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설문지를 

작성하여 중요도를 분석한다.

2) 의사모형 계층도

분당 중앙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의 공원 시설의 

중요도 분석을 위한 AHP계층도는 운동건강시설, 휴

식힐링시설, 편의시설, 녹지시설로 분류하였고 운동

건강시설의 하위계층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아외

운동기구, 게이트볼장으로 분류하였고, 휴식힐링시설

에는 분수대, 정자(파고라), 아외공연장, 다목적광장

으로 분류하였고, 편의시설 하위계층으로는 음수대, 

벤치·탁자, 화장실, 주차장으로 분류하였다. 또 녹지

시설의 하위계층으로는 호수, 조경수, 잔디광장, 꽃

밭으로 분류하여 공원시설의 계층도를 구축하였다.

1 2 3

Park facility 
importance

Fitness, 
Health 
Facility

 gateball
 walkway
 bike road
 outdoor sports facilities

Rest, 
Healing 
Facility

 fountain
 outdoor performance hall
 pavilion
 multi-purpose square

Convenient 
Facility

 bench, table
 drinking fountain
 parking lot
 toilet

Green 
Facility

 lake
 landscape garden
 lawn grass square
 flower field

Table 3. AHP structure chart

3) 설문조사 방법

공원시설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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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를 통하여 분석·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총 20부를 설문하여 이 중 18부를 회수하여 

검증을 통과한 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Ⅳ. 공원시설 중요도 분석결과

1. AHP 분석을 통한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

도 분석 결과

1) 상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상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휴식힐링시설'(0.339), '녹지시설'(0.262), '

운동 건강시설'(0.234), '편의시설'(0.165)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

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Valuation area Importance Rank

Fitness, Health 
Facility

0.234 3

Rest, Healing 
Facility

0.339 1

Convenient 
Facility

0.165 4

Green Facility 0.262 2

Table 4.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top-level factors

지역별 상위요인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분당 

중앙공원은 '휴식힐링시설'(0.395), '녹지시설'(0.259), 

'운동 건강시설'(0.193), '편의시설'(0.1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호수공원은 '휴식힐링시설'(0.286), 

'운동 건강시설'(0.28), '녹지시설'(0.261), '편의시설

'(0.173)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Valuation 
area

Bun-dang park Il-san lake park
Importance Rank Importance Rank

Fitness, 
Health 
Facility

0.193 3 0.280 2

Rest, 
Healing 
Facility

0.395 1 0.286 1

Convenient 
Facility

0.154 4 0.173 4

Green 
Facility

0.259 2 0.261 3

Table 5.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top-level factors by region

2)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➀ 운동·건강시설
운동건강시설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산책로(오솔길)'(0.401), '자전

거도로'(0.293), '야외운동기구'(0.215), '게이트볼장

'(0.091)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Valuation area Importance Rank

walkway 0.401 1

bike road 0.293 2
outdoor 
sports facilities

0.215 3

gateball ground 0.091 4

Table 6.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sub-level factors in athletic facility

지역별 운동건강시설 하위요인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분당 중앙공원은 '산책로(오솔길)'(0.417), '

자전거도로'(0.28), '야외운동기구'(0.21), '게이트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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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호수공원은 '산

책로(오솔길)'(0.385), '자전거도로'(0.306), '야외운동

기구'(0.221), '게이트볼장'(0.088)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Valuation 
area

Bun-dang park Il-san lake park
Importance Rank Importance Rank

walkway 0.417 1 0.385 1

bike road 0.280 2 0.306 2

outdoor 
sports
facilities

0.210 3 0.221 3

gateball
ground

0.094 4 0.088 4

Table 7.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sub-level factors in athletic facility by region

② 휴식·힐링시설

휴식힐링시설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자(파고라)'(0.334), '다목적 

광장'(0.282), '분수대'(0.213), '야외공연장'(0.171)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Valuation area Importance Rank

fountain 0.213 3

pavilion(pagora) 0.334 1
performance
facilities

0.171 4

multi-purpose    
square

0.282 2

Table 8.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sub-level factors in rest·healing facility

지역별 휴식 힐링시설 하위요인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분당 중앙공원은 '정자(파고라)'(0.356), '다

목적 광장'(0.326), '분수대'(0.166), '야외공연장

'(0.1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호수공원은 '정

자(파고라)'(0.306), '분수대'(0.266), '다목적 광장

'(0.239), '야외공연장'(0.188)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

타났다. 

Valuation 
area

Bun-dang park Il-san lake park
Importance Rank Importance Rank

fountain 0.166 3 0.266 2

pavilion
(pagora)

0.356 1 0.306 1

performan
ce facilities

0.152 4 0.188 4

multi-purp
ose square

0.326 2 0.239 3

Table 9.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sub-level factors in rest·healing facility by region

③ 편의시설

편의시설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

선순위를 살펴보면, '화장실'(0.351), '벤치, 탁자

'(0.293), '주차장'(0.24), '음수대'(0.116)의 순으로 중

요도를 부여하였다.

Valuation area Importance Rank

drinking fountain 0.116 4

bench, table 0.293 2

toilet 0.351 1

parking lot 0.240 3

Table 10.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sub-level factors in conveni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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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편의시설 하위요인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

보면, 분당 중앙공원은 '화장실'(0.414), '벤치, 탁자

'(0.272), '주차장'(0.217), '음수대'(0.0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호수공원은 '벤치, 탁자'(0.31), '화

장실'(0.293), '주차장'(0.261), '음수대'(0.136)의 순으

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Valuation 
area

Bun-dang park Il-san lake park
Importance Rank Importance Rank

drinking 
fountain

0.098 4 0.136 4

bench, 
table

0.282 2 0.310 1

toilet 0.414 1 0.293 2

parking lot 0.217 3 0.261 3

Table 11.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sub-level factors in convenient facility by region

④ 녹지시설

녹지시설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

선순위를 살펴보면, '잔디광장'(0.322), '호수'(0.301), 

'조경수'(0.189), '꽃밭'(0.188)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

여했으며, CR값이 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Valuation area Importance Rank

lake 0.301 2

landscape garden 0.189 3
lawn grass 
square

0.322 1

flower field 0.188 4

Table 12.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sub-level factors in green facility

지역별 녹지시설 하위요인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

보면, 분당 중앙공원은 '잔디광장'(0.38), '호수'(0.23), 

'조경수'(0.212), '꽃밭'(0.1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호수공원은 '호수'(0.381), '잔디광장'(0.265), '꽃

밭'(0.192), '조경수'(0.162)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

났다. 

Valuation 
area

Bun-dang park Il-san lake park
Importance Rank Importance Rank

lake 0.230 2 0.381 1

landscape 
garden

0.212 3 0.162 4

lawn grass 
square

0.380 1 0.265 2

flower 
field

0.178 4 0.192 3

Table 13. Relative importance and rankings of 
sub-level factors in green facility by region

2. AHP 분석을 통한 종합가중치 산정 결과

1) AHP 상위요인을 고려한 하위요인에 대한 종

합가중치 산정 결과

상위 요인을 고려한 하위요인에 대한 종합가중치

를 산정한 결과 '정자(파고라)'(0.113), '다목적 광장

'(0.096), '산책로(오솔길)'(0.094), '잔디광장'(0.084), '

호수'(0.079), '분수대'(0.0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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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area Importance Rank

Fitness, 
Health 
Facility

 walkway 0.094 3
 bike road 0.069 7
 outdoor 
 sports facilities 0.050 10

 gateball ground 0.021 15

Rest, 
Healing 
Facility

 fountain 0.072 6
 pavilion(pagora) 0.113 1
 performance
 facilities 0.058 8

 multi-purpose    
 square 0.096 2

Convenient 
Facility

 drinking fountain 0.019 16
 bench, table 0.048 13
 toilet 0.058 9
 parking lot 0.039 14

Green 
Facility

 lake 0.079 5
 landscape garden 0.049 11
 lawn grass square 0.084 4
 flower field 0.049 12

Table 14. Overall result of park facility importance

2) 지역별 상위요인을 고려한 하위요인에 대한 

종합가중치 산정 결과

지역별 상위 요인을 고려한 하위요인에 대한 종

합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분당 중앙공원은 '정자(파

고라)'(0.141), '다목적 광장'(0.129), '잔디광장

'(0.098), '산책로(오솔길)'(0.08), '분수대'(0.066), '화

장실'(0.0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호수공원은 

'산책로(오솔길)'(0.108), '호수'(0.099), '정자(파고

라)'(0.088), '자전거도로'(0.086), '분수대'(0.076), '잔

디광장'(0.069)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Valuation area Bun-dang park Il-san lake park
Impo. Rank Impo. Rank

Fitness, 
Health 
Facility

 walkway 0.080 4 0.108 1
 bike 
 road

0.054 10 0.086 4
 outdoor 
 sports 
 facilities

0.040 13 0.062 8

 gateball 
 ground

0.018 15 0.025 15

Rest, 
Healing 
Facility

 fountain 0.066 5 0.076 5
 pavilion
 (pagora)

0.141 1 0.088 3
 perfor
 -mance
 facilities

0.060 7 0.054 9

 multi
 -purpose  
 square

0.129 2 0.069 7

Conven
ient 

Facility

 drinking 
 fountain

0.015 16 0.024 16
 bench, 
 table

0.042 12 0.054 10

 toilet 0.064 6 0.051 11
 parking 
 lot

0.033 14 0.045 13

Green 
Facility

 lake 0.060 8 0.099 2
 landscape 
 garden

0.055 9 0.042 14
 lawn 
 grass  
 square

0.098 3 0.069 6

 flower  
 field

0.046 11 0.050 12

Table 15. Overall result of park facility importance 
by region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을 이용한 도시민들에

게 만족을 주기위한 접근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

여, 도시공원시설 중 어떤 공원시설이 도시공원 

이용자들에게 더 중요한지에 분당 중앙공원과 일

산 호수공원에 대해 공원시설들을 변수로 하여 

계층을 분리하고 쌍대 비교를 통한 설문지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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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도시계획 전문가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

문결과를 AHP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항목 중요

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계층 분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분당 

중앙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에 공통적으로 조성된 

공원시설만을 대상으로 변수를 주고 도시계획 전

문가 그룹의 설문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

위를 살펴보면, 휴식힐링시설, 녹지시설, 운동 건

강시설, 편의시설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이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역별 상위요인을 우선순위 별로 살펴보면, 

분당 중앙공원은 휴식힐링시설, 녹지시설, 운동 

건강시설, 편의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호수공원은 휴식힐링시설, 운동 건강시설, 녹지시

설, 편의시설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상위 요인을 고려한 하위요인에 대한 종합가

중치를 산정한 결과 정자(파고라), 다목적 광장, 

산책로(오솔길), 잔디광장, 호수, 분수대, 자전거도

로, 야외공연장, 화장실, 야외운동기구, 조경수, 꽃

밭, 벤치.탁자, 주차장, 게이트볼장, 음수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위 요인을 고려한 하위요인에 대한 

종합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분당 중앙공원은 정자

(파고라), 다목적 광장, 잔디광장, 산책로(오솔길), 

분수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산 호수공원은 산

책로(오솔길), 호수, 정자(파고라), 자전거도로, 분

수대, 잔디광장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향후 도시재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

업」,「도시개발법」등에 의한 도시개발 시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집행에 하위그룹 중 지역별 공

통적으로 중요도가 상위권 내로 조사된 정자(파고

라), 산책로(오솔길), 그리고 특히 분수대는  공원 

시설 중 다양한 예술작품을 연출하여 공원 이용

자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므로 공원시설 

공급에 대해 질과 양을 특히, 고려하여, 도시민들

이 공원시설에서 이용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래보

며,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서도 공원시설 이용자

들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Kim, Yea-sung, Kim, Hyun, Ko, Jin-soo(2014) Analysis 

on the Use Characteristics of Citizen based on 

Urban Green Spaces Type : Focuses on Suwon-C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42 No.5 

2. Im, Seung-bin, Jeong, Yoon-hee, Hue, Youn-sun, 

Kwon, Yoon-ku, Byeon, Jae-sang, Choi, 

Hyung-seok(2012)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Distribution of Place Identity and Satisfaction of 

Spatial Element : Focused on Seonyudo Park and 

Seoul Forest,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47 No.7 

3. Eom, Boong-Hoon Han, Sung-Mi(2011) Analysis of 

Changes in Citizen Satisfaction with Parks & Green 

Spaces in Daegu C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39 No.6 

4. Kim, Yoo-il, Kim, Jung-gyu(2011) Citizen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for Urban Parks and Greens : A 

Case Study of Anyang City, Bucheon City and 

Uijeongbu City in Ko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46 No.1 

5. Park, Ju-yeon(2013) A study on the factors and 

benefits of the conversion from citizen apartment 

sites to parks and green spaces in Seoul,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6. Oh Byeong-seok(2005) Study on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of Ilsan Lake park, Master 

Dissertation, Han Keong University 

7. Jang Jae-ho(2015) Analysis of user's awareness and 

satifaction with the designs of Parks in Gwanggyo 

New Town, Master Dissertation, Dan Kook University 

8. Kim, Yong-woon(2011) Impacts of urban residents' 

park use behavior on the satisfaction with park and 

leisur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Se Jong 

University 

  Received : 29 May, 2017

   Revised : 5 April, 2017 (1st)

            12 April, 2017 (2st)

            19 April, 2017 (3th)

  Accepted : 21 April, 2017

  3인 익명 심사필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19

Ⅰ. 서 론

서울시는 불투수면적율이 1962년의 7.8%에서 

2010년에 47.7%로 증가함에 따라 평·갈수기에 하천

유량으로 공급되는 중간유출과 지하수유출은 1962

년의 46.1%에서 2010년에는 23.1%로 1962년 대비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윤현주, 2015). 

이러한 유출량의 증가는 열섬현상 및 지하수위 저하

로 인한 하천 건천화, 친수공간 감소, 갈수기 시 생

활용수 확보 곤란, 여름철 잦은 국지성 호우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하천변이나 저지대의 상습적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도

시는 빗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관거를 증설하였다. 

관거 위주의 배수방식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빗물순환 및 열순환 장애, 건천화, 증발산량 

감소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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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iltration volume has decreased sharply and soil loss has risen rapidly due to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decreased natural space, increased impervious areas and worsened ecological 

environment. Flood and submergence occur frequently by damaged natural water circulation system. Storm 

water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natural disaster and therefore rapid drainage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solve a problem of water circulation in a city thinking of storm water as resources with 

economic value not a cause of natural disaster. Low impact development(LID) centering on natural water 

circulation system receives lots of attention from people. Natural water circulation system can reduce inundation 

damage by lessening the amount of storm runoff making good use of storm water and contribute to restoring 

water circulation system in a city. This study applied water circulation system in sparsely populated residential 

area.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creating pleasant residential space beyond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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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순환 체계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자

연이 가지고 있는 집중화되지 않은 미시적 관리를 

통해 공평한 분배를 이용하여 빗물을 관리함으로써 

강우의 근원지에 침투, 여과, 저장, 증발을 통해 유

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자연적 수

순환 체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층·저밀 주거지역에 

적합한 수순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Ⅱ.  이론고찰

1. 저층·저밀 주거지역 고찰

1)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저층저밀주거지역의 개념을 층고가 

4층 이하로 낮고 용적률이 낮은 단독(다가구) 및 다

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블록으로 정의하였다. 

도시 저층·저밀주거지역의 특징은 대규모로 개발되

는 공동주택에 비해 필지가 세분화되어있고, 토지와 

건축물이 개인소유화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행위 또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도시 저층·저밀주거지역은 

공동주택에 비해 골목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비교적 

공간의 단절이 적다. 이는 마을단위의 커뮤니티가 특

정 공간이나 시설이 아닌 골목길에서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저층·저밀주거지역은 아파트

와 비교하여 고층의 건물이 주는 위압감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으며,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다. 

저층·저밀주거지역은 저밀개발로 인해 단위 면적

당 수용 세대수 및 인구수가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

하게 낮아 거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층·저밀주거지의 대표적인 주택유

형인 단독(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모든 주택

관리를 개별 가구별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및 관리·보수가 어렵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보안·방범

이 취약하며 현대인에게 중요시되는 프라이버시 침

해도 공동주택에 비해 심하다(이주원, 2011). 또한, 

개별 가구단위 또는 필지단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공이 기반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저밀주

거지역은 공동주택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여건을 

가진다. 주차공간의 부족도 저층·저밀주거지역의 문

제점이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을수

록 주차공간의 부족 현상은 보다 심해진다.

2)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유형

주거지역의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

로 나눌 수 있다. 저층저밀의 주거형태는 단독(다가

구)주택을 비롯하여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

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의미하며, 주거유형으로는 단

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먼저,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2)

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단독주

택의 특징은 옥내외의 사생활이 가장 잘 보장되지

만, 토지 이용면에서 효율이 가장 낮은 형식이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

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

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국토교통부, 

2011)을 의미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주에 

속하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국토교

통부, 2011)을 의미한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건

축물은 획일적인 형태가 되고,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주거공간 내 오픈 공간이 부재

되고, 이는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유공간의 부족은 보행자의 통행 및 소방

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문제를 심

화시킨다.

3)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배수 체계

(1)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배수 체계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배수 체계는 합류식 하수관

거로 이루어져있다. 합류식 하수관거는 우수와 오수

를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거이다. 일반적

으로 이송된 하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우천 시 우수의 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의 우수는 처리하고 일부는 방류수역으로 배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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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수관거를 설계하고 있다.

(2)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배수 체계 특징

도시화에 따라 불투수면의 증가, 하천유량의 감소 

및 건천화, 홍수피해의 증가, 수질의 오염, 수자원 확

보의 어려움, 도시 열섬현상, 생태계의 변화 등 다양

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러한 도시화에 따른 저층
저밀 주거지역의 배수 체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도시화 과정에서 효율적 불투수면은 도시의 거리 

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물 배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문학적 배수장치가 연결된 지역이며, 이와는 반대

로 비효율적 불투수면은 유출수를 투수면으로 전달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왔다(Figure 1. 참조). 이처

럼 도시화가 동반한 수리효율성 추구는 자연스럽게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이어지며, 도시개발, 토지이용

변화, 하천환경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지표로 인식된다.

둘째, 하수의 암거화로 불투수면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된 하수관거는 불투수면이 흡수하지 못하는 과

도한 유출수의 집수와 운반을 위해 이용되었다. 도

시화로 인해 물길의 복개, 암거화 및 하수화 되어 지

표(surface)로부터 지표하(sub-surface)로 이동되었다. 

이는 집중호우 시 강우의 지체시간이 자연 상태보다 

10~25% 감소한다(이은석, 2007).

셋째, 서울은 그동안 하천개수사업을 꾸준히 추진

하여 하천의 직접적인 범람이나 제방붕괴로 인한 외

수에 의한 피해보다 집중호우에 의한 저지대, 반지하

주택, 노면부와 같은 취약공간의 침수 내지 하수관거

의 용량부족이나 통수능 문제로 인한 내수침수피해

가 주류를 이루었다(서울특별시, 2013).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인 강우조건은 태풍보다 

주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주를 이루어져 왔으며, 

서울시 주요 침수피해지역 분석 결과 침수피해의 가

장 큰 지역적 원인으로 저지대 관련이 32.6%, 하수

관거 통수능력 부족이 31.7%를 차지하였다(Figure 

2. 참조). 즉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량이 단시간에 집중되면서, 노면수 저지대 집중, 하

수관거의 용량이나 통수능력 부족, 경사불량, 펌프용

량 부족, 토사유출에 의한 배수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수피해를 유발한다(신상영, 2011). 수순

환 측면에서 본 주거지역 배수 체계의 특징들은 불

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도시화에 따른 수순환의 문제

점을 축소시키기 위해 도시 수순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Figure 1. Change of water system by Urbanization

Figure 2. Cause of flood damage in Seoul

 Source : Seoul Metropolitan City(2013)

2.. 수순환 체계 개념 및 계획 고찰

1) 수순환 체계 개념

도시 수순환 체계란, 유출수 증가를 억제하고 침

투량 증대를 통하여 홍수 억제, 수순환 체계의 향상, 

친수공간의 제공, 비점오염원의 방지, 토양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내의 하천수, 계곡수, 우

수, 생활처리수(중수)의 보전과 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물의 가장 큰 특징은 순환하는 것이며 물의 순환

은 인간이나 자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상

호작용한다. 지상에 내린 강우는 지하로 침투·보수되

어 토양수나 지하수를 형성하고 지하에 침투되지 못

하는 빗물은 표류수가 되어 하천으로 유출되고 바다

에 도달한다. 바다나 호수 등의 물은 수면에서 증발

하여 강우나 강설의 원천으로 된다. 이러한 자연적 

수순환과 더불어 시가화에 따른 불투수면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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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수요의 증대와 생활·공장폐수의 증가 및 도시

개발에 따른 수변공간의 감소 등으로 인공적인 수순

환이 첨가되고 있다. 즉 수순환은 자연적 흐름과 인

공적인 흐름이 복합적으로 공간을 변화시키며 순화

하며, 광의적 개념으로 볼 때 수변환경, 생태계, 경

관, 수환경에서 파생되는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김영

란, 2008).

2) 수순환 체계 구축 기법

 수순환 체계 구축 기법인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초기 계획 단계부터 빗물의 

유출을 분산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신속

한 배수 위주의 인공적인 우배수 계획에서 탈피한 

새로운 빗물관리 패러다임이다(Table 1. 참조). 

 저영향개발(LID)의 정의는 지역, 기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개발로 인해 변화되

는 수문특성을 개발전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는 것

을 공통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isting system Low Impact Development

fast drain
management of storm 

rainfall runoff
increase river flow 

pollution load
reduced river flow 

pollution load

introduction embankment green/natural watercycle

Non-point pollution 
abatement facilities 

around rivers

Linking with land use 
plan

Increased management 
costs and insolvency

Reduced management 
costs, increased efficiency

Source : LH(2012)

Table 1. Comparison of development method 
existing and LID 

기존의 접근방식이 빠른 배수를 목표로 하천체계

와 우수관거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공적인 대규모 

BMPs 시설의 도입을 통해 비점오염원 처리를 도모

하는 것과 달리, 저영향개발의 경우는 개발이전의 수

문학적 특성 구현을 목표로 수순환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천의 부하를 감소시키고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감소하기 위한 수순환 체계 요소들을 토지이

용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최

희선, 2010). 수순환 체계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시

계획 기법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서, 기존 자연시스템과 수문, 생태계를 유지

하기 위한 전략이자, 적용이 용이한 기술을 통해 저

비용의 유연성을 갖는 접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이

인규, 2014). 

3) 수순환 체계 구축 기법의 장점

수순환 체계 구축 기법인 저영향개발(LID)은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적용

성, 강우유출 최소화, 비점오염원 저감 등 개발 지역

의 수순환 구조개선에 효과적인 기법으로 다양한 연

구를 통해 평가되고 있다. 강우유출수 내 포함된 영

양물질과 중금속 및 유사 제어에 관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여기에 지하 침투수량의 증대를 통한 

기저유량 증가, 수온상승 억제 등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저영향개발 

기술은 수질환경 개선, 공중보건 개선 및 다양한 사

회경제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인규 2014).

둘째,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자연적인 수

순환 체계 회복 및 소규모 요소기술을 통한 관리라

는 저영향개발 기술은 기존 인공적인 중앙집중식과 

비교하면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영향개발 개념의 다양한 

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자는 측

구, 우수받이, 우수배관, 보도 포장, 경계석의 설치비

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 기술 

적용 시 건전성, 심미성, 경관성 등에 의해 경제적 가

치가 높아지게 된다.

셋째, 토지의 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 기존 전통적

인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의 중앙집중식 우수 관리 

시설물은 토지이용의 제약과 기피 시설물이라는 인

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저영향개발 기술은 친환경적인 경관, 친수환경 

조성 등을 통해 토지 및 주택 가치, 주변 지역의 상

업적 가치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홍수 제어, 생태 

서식처 환경 개선, 레크리에이션 기능, 도시 열섬효

과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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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순환 체계 구축 기법의 기술

수순환 체계 구축 기법의 기술은 크게 계획, 침

투, 저류, 식생여과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

영향개발(LID) 요소기술 중에 주거지역에 도입하기 

적합한 관련기술에 대하여 우수유출 저감기술을 공

간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는 내용으로 저영향

개발(LID)시설을 분류 할 수 있다(Figure 3. 참조). 

선진국 및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

(LID)시설은 주요기능 형태별로 분류 할 수 있다. 

계획기술은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불

투수면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저영향개발(LID) 기

법 기본원칙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침투기술과 저류기술의 경우 지하수위와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지의 소요가 크고, 식생여과

시설, 처리기술은 소규모 부지에도 적용 가능한 시

설이다. 여과시설의 경우 도로와 건물, 공동주택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며 세부내용으로 식생저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

자, 통로화분, 침투화분, 침투통, 투수성포장, 모래여

과장치, 빗물통 등의 시설은 인공지반의 토양(토심약 

0.8m~1.3m정도)에 적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Figure 3.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water circulation system technology

Source : LH(2012)

Ⅲ. 설계의 틀

1. 대상지 선정 및 배경 

본 연구의 대상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대표성을 띄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주택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행정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기존 배수계획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셋째,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

해가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넷째, 저층의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지를 

중심으로 건물노후화가 진행되어 피해가 가중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의 침수피해 횟수 중 광진구는 높은 침수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구의동은 단독주택

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이 혼재 된 지역이다. 저층·저

밀 주거지역으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체계가 형

성되어 있지 못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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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극도로 밀집한 도심지역이며, 외수위보다 낮

은 저지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침수피해의 위험

도가 크고, 침수피해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되는 지역이다(Figure 4. 참조). 

Figure 4. Status of flood level lowland

2. 분석 방법 및 수단

환경 분석은 대상지의 인문환경분석은 크게 물리

적 구조와 배수 체계를 자연환경분석은 우수와 지반

을 분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각 분석은 대상지 

현장답사와 인문자료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시 

수치지도 및 항공사진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한다.

3. 수순환 체계 구축 방법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차

용하여 대상지 수순환 체계 설계를 수립한다. 자연

적 수순환의 회복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

역에는 부지면적을 대상으로 저감해야 하는 기준시

설 분류별 빗물분담량에 대응하는 시설계획을 수립

한다. 기준시설 분류별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

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침투

시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Ⅳ.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수순환 체계 구축

1. 대상지 개요 

대상지 구의2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대상지 동쪽으로는 자양로가 지나고 있

으며, 서쪽으로는 어린이대공원이 존재하고 있다. 아

차산의 자연녹지축이 도시 난개발로 인하여 끊겨져 

있는 상황이며, 어린이대공원 주변부는 현재 주거단

지를 중심으로 노후화되어있다(Figure 5. 참조). 

Figure 5. Jayang-ro, Gwangjin-gu, Seoul, Korea

2. 대상지 환경 분석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전체가 불투수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녹지가 전무한 보편적인 도심지 주거지역의 

형태였다. 또한 배수 체계는 중앙집중식 배수 체계

에 의존한 인공적 배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

서 자연적 측면에서 볼 때, 빗물이 지하로 전혀 침

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자원으로서 전혀 이용되

지 못한 실정이다.

(1) 단독주택 분석

대상지 내 단독주택 30채 중 마당을 보유하고 있

는 단독주택은 1채이며, 이를 제외하고 모두 다

가구주택이다. 단독주택 1채는 박공형 지붕으로 되

어있어 우수가 지붕경사를 따라 빠르게 배출되는 형

태를 띄고 있었으며, 빗물을 일시 저류시키기 위한 

옥상녹화 설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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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마당을 보유하고 있어 빗물 침투 및 저류시설 설

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다세대다가구주택 분석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옥상녹화가 되어있는 곳은 존재하

지 않았으며, 평지붕 형태를 띄고 있는 건물에 한해 

옥상녹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좁은 부지이기 때문에, 자투리땅에 설치 가능한 기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물에 접한 자투리 공간

을 활용하여 침투화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

석되었다.

(3) 도로 분석

대상지의 도로는 전체가 불투수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구배 9%로 급경사를 가진다. 도로의 빗물

처리는 20~30m 간격의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

존 인공배수시설을 침투트렌치, 침투통, 식생수로로 

활용하여, 저지대로 빠르게 흘러가는 빗물을 1차적으

로 상류에서 지하로 침투확산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 Comprehensive Analysis Map  

 

(4) 공공공지 분석

대상지 내 공터로 남겨진 약 400㎡의 공간은 활용 

잠재성이 가장 큰 공간으로 판단된다. 공지를 활용

하여 녹지가 전무한 대상지 공간에 녹지 및 빗물 침

투·저류 시설을 도입한다면 대상지 빗물관리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공간을 활

용하여 저류시설 매설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 참조).

3. 설계의 기본 방향

1) 자연적 수순환 기능 회복

침투시설의 적용을 통해 대상지 수순환 기능 회

복을 도모한다. 유출량 저감을 계획의 목표로 하여, 

대상지 내 침투시설의 적용이 적합한 지역을 찾아내

고, 이를 통해 대상지 내 자연적 수순환 기능을 회

복한다. 총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것을 설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2) 설계 침투량의 보완

저류시설의 병행을 통하여 설계 침투량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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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분석을 바탕으로 침투시설이 적합한 지역

을 도출하지만, 침투시설의 적용만으로는 대상지 내 

수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공공공지를 활용한 지하저류조, 건축물의 옥상녹

화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3) 녹지의 도입

녹지의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저감효과를 얻는다. 

대상지 내 존재하는 소량의 녹지는 현재 빗물을 저

류하는 기능보다 미관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성되어 있다. 추가적인 저감 시설의 설치 외에도 

구조개선 및 녹지의 개선 등을 통해서 지표유출 저

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필요 우수 대책량의 산출

 수순환 체계 구축 설계의 첫 단계로서 우수 대책량

의 산출을 수행하였다. 우선 우수 대책이 필요한 면

적 규모를 산출해 보면 지상부 기준 녹지 및 나지면

적(B) 87.70㎡, 공제 후의 대책면적(C) 11038.38㎡

으로 전체 부지면적(A)은 11,091㎡가 되었다.

 빗물분담량 5.5~5.0의 경우 C=A-(B×(3/5)) ㎡가 

되고, 빗물분담량(D)이 민간(대규모)인 경우에 

5.5mm/hr가 된다. 이 계산에 의하면 필요대책량(E)

은 E=C×D÷1,000에서 11038.38×5.5÷1,000으로 

60.7 m/hr가 된다.

Table 2. Application plan for each type of 
residential area
Items Classification Facilities elements

Single 
house

Single-house

rainwater storage 
reservoir, rain garden, 

infiltration tank, 
infiltration trench

Multi-house
roof planting, 

infiltration planter

Public 
Faciliti

es

Road

vegetation waterway, 
infiltration tank, 

infiltration trench,  
porous pavement

Open space
rain garden, rainwater 

detention tank

5. 수순환 체계 시설 공간유형별 적용 구상

주거지역은 건물형태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은 차로

와 보도를 포함하는 도로와 공공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 계획 요소는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소규모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가 용이

하다. 침투시설을 통해 빗물유출을 저감하고 소규모 

빗물정원으로 경관 향상 및 생태환경 조성이 가능하

도록 한다. 빗물저장탱크를 도입하여 청소용수, 조경

용수 등 주로 빗물 이용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빗물정원 및 옥상녹화 등에서의 침투, 증발산 효과

는 단독주택지역 단위로 구축 될 경우, 빗물관리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 참조).

지붕에서 집수 된 빗물은 인접한 빗물정원으로 

연결한다. 빗물정원에서 월류하는 빗물은 침투통-침

투트렌치와 연결하여 배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

고, 연결부의 통수능을 충분히 확보한다. 빗물정원만

으로도 약 5~10mm의 빗물을 저류한 후 침투 가능

하며, 침투통과 트렌치 등과의 조합을 통해 단지 내 

수순환 체계를 구성한다.

Figure 7. Single house basic plan 

2)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물 대지에 확보되는 조경녹지의 경우 흩어져

서 분포하여 있으므로 주변부 포장면의 빗물을 흡수

하여 분산식 자연적 배수 체계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식재지의 면적이 작기 때문

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유출을 저감하기에는 



도시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수순환 체계 구축 연구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27

무리가 있다. 녹지가 부족한 대상지 자투리 공간에 

주변부의 빗물을 끌어들여 침투시키는 침투화분을 

적용하여 녹지량을 증가시키며, 포장면을 개선하여 

추가적으로 지표면 유출을 줄이도록 한다. 

빗물침투시설은 대지면적에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도록 최소 5mm를 곱한 규모 이상으로 설치한다. 

인공지반인 불투수면을 통해 유출되는 빗물은 비교

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이를 우수관으로 곧바로 연결

하여 배수하지 않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옥상, 도로 등의 불투수면 유출수

를 받는 연결관을 대체하여 빗물의 흐름을 볼 수 있

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Figure 8. 참조).

Figure 8. Multi-house basic plan 

3) 도로

도로는 도시 불투수면적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며, 도시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택이

나 건물의 지붕으로 인한 불투수면보다 각종 도로 

노면에 의해 축적된 오염물질의 양이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대상지의 경우 도로의 폭이 좁아 조정의 여지가 

있고, 녹지의 도입을 통해서도 지표면 유출을 저감할 

수 있다. 포장면을 개선하여 빗물을 지표면 내로 

침투시켜 상당한 양의 우수유출을 저감할 수 있기

에, 포장면 개선 적용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도로

면에 대한 수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침투설비를 도입

하여 추가적인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식생수로 도입이 가능한 지역에 식생수로를 

도입하여, 유출수 흡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으

로 개선한다. 빗물이 완충녹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보도 포장면의 기울기를 조절하고 연석에 의

한 빗물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침투

통, 침투트렌치 및 식생수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침투시설 설치 불가 지역의 경우 저류조를 주변 녹

지(공원)등에 설치하여 최소 5mm까지의 도로 빗물

을 유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도로 빗물은 침투시설

로 유입되기 전에 침사, 침전시킨 후 침투시설로 유

입되도록 수순환 체계를 구축한다(Figure 9. 참조).

Figure 9. Road basic plan

4) 공공공지

공지의 경우 빗물을 모아 저류하는 주요지점으로

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비용에 비해 조성되는 저

류시설의 면적이 크지 않아 지하 빗물저류조를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접한 도로

의 빗물에 대해 자연적 수순환 체계에 따른 집수와 

저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강우 시 유출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다. 또한, 저류형 녹지인 빗물정을 조성한

다. 오목한 형태의 녹지공간을 의미하며 주변 표면

의 유출수를 모아 침투 및 일시적 저류를 하는 기능

을 한다(Figure 10. 참조). 

따라서 침투시설의 설치보다는 저류형 녹지인 

빗물정원과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최소 5mm까지

의 도로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

본 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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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Open space basic plan

6. 적용성 및 효율성 검증

1) 필요대책량과 설치대책량 비교를 통한 적

용성 검증

(1) 저류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책량 

저류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책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3. 참조).

Table 3. Planned amount of installed detention 
facilities

Classif
icatio

n

Roof 
area
(m²)

Capa
city 
of 

stand
ard 

facilit
y

(m³)

Stor
age 
capa
city 
(m³)

Stor
age 
coef
ficie
nt

Cap
abili
ty  
use 
facil
ity
(m³/
hr)

Plan
ned 
amo
unt
(m³/
hr)

Single-
house

105.8
7

5.29 6
0.05
66

3.2 0.339

Open-
space 

3100 155 160
0.05
16

2.91 9.04

Sub
total

3,205.
87

160.29 166 -　 -　 9.379

Total -　 9.3

저류시설 설계량 9.3m³/hr ----- ②

(2) 침투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책량 

Ÿ 설치대책량

  필요대책량(Table 4. 참조) 54.4 m³/hr --- ③

(②+③)9.3+54.4 = 63.7 m³/hr -------- ④

※ 필요대책량, 설치대책량은 소수점 2자리를 버

리고 소수점 제1자리까지 산출

이상의 수식에서 필요 대책량은 54.4m³/hr 으

로 나타났고, 대비 설계 대책량은 63.7m³/hr인 것

으로 나타나 설계 대책량이 필요 대책량을 넘어섰

다. 즉, 54.4m³/hr ≤ 63.7m³/hr 이 됨으로써 기

존 우수 유출량 중 약 16.4%를 저감할 수 있음으로

서 우수의 지하 침투, 증발 등을 통해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Table 4. 참조). 

Table 4. Amount of countermeasure by 
installation of stormwater reservoir of seepage 
water

Clas
sific
atio
n

Facil
ity

S
o
i
l

Quanti
ty of 

descen
ding 

infiltra
tion

(㎡/㎡,
m,ea)

Unit 
design 
quanti
ty of 

descen
ding 

infiltra
tion

(㎥/hr·
㎡,m,e

a)

Plann
ed 

quanti
ty 

Plann
ed 

quant
ity of 
desce
nding 
infiltr
ation
(㎥/hr

)

S i n
gle-
hou
se

Rain 
gard
en

A 1.2926
0.003
55982

50㎡
0.17
7991

Infilt
ratio
n 

tank
(W2
00A)

A
9.99863

75

0.027
53624

8
2ea

0.05
5072

Infilt
ratio
n 

tren
ch(
W15
0)

A 3.0018
0.008
26695

7
10m

0.08
267

Types of soil
Coefficient of saturated 
water permeability (m/hr)

Classifi
cation

loam soil 0.0034 A
mixed soil 0.01945 C

Table 5. Coefficient of saturated water 
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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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Continually). Amount of countermeasure 
by installation of stormwater reservoir of seepage 
water

Clas
sific
atio
n

Facili
ty

S
o
i
l

Qua
ntity 
of 

desc
endi
ng 

infilt
ratio
n

(㎡/
㎡,m
,ea)

Unit 
design 
quantit
y of 

descen
ding 

infiltrati
on

(㎥/hr·
㎡,m,ea)

Plann
ed 

quant
ity 

Plann
ed 

quan
tity 
of 

desc
endin

g 
infiltr
ation
(㎥/h

r)

Mul
ti-h
ous
e

Roof 
plant
ing

B
1.29
54

0.0204
08379

2319.
2㎡

47.3
3111

Infiltr
ation 
plant
er

A

43.09
4875

0.1186
83286

8ea
0.94
9466

15.0
87

0.0415
49598

13ea
0.54
0145

R
o
a
d

Infiltr
ation 
tank
(W20
0A)

A
6.53
4056

0.0179
9479

26ea
0.46
7865

Infiltr
ation 
trenc

h
(W15

0)

A
3.00
18

0.0082
66957

26m
0.21
4941

Vege
tatio
n 

wate
rway

A

1.29
12

0.0035
55965

50㎡
0.17
7798

1.29
12

0.0035
55965

40㎡
0.14
2239

Poro

us 

pave

ment

A
1.29
26

0.0035
5982

1128.
9㎡

4.01
8681

O p
en-
spa
ce

Rain 
gard
en

A
1.29
4

0.0035
63676

80㎡
0.28
5094

Subtotal 　 　 54.44308
Total 　 　 　 54.4

7. 기대효과

1) 환경적 측면

기존 대상지의 우수유출량을 합리식에 따라 계산

하도록 하였다(Table 4. 참조). 합리식에 따른 우수

유출량은 유출계수 0.6~0.75을 대입하여 구한다. 평

균강우강도는 43.9mm/hr, 배수면적은 1.1091ha으로 

한다. 그 결과 0.108㎡/sec으로 1시간동안 대상지 

내에 유출되는 양은 388.8㎥/hr으로 계산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설계를 통해 대상지 내 적용된 설계대

책량은 63.7㎥/hr로 기존 우수유출량 중 약 16.4%

를 저감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상수도사용량 중 빗물대체가능량은 24.5%이다. 

대상지의 시간당 빗물대체가능량은 898.36㎥/hr로, 

본 설계를 통해 대상지 내 적용된 저류시설 설계량

은 9.3m³/hr이다. 이 값은 대상지 빗물대체가능량 

중 1%에 해당된다. 2016년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

고 있는 상수도 단가 308.8원/㎥를 적용하면, 대상

지 내 본 설계 적용 시 연간 2천 5백만원의 절감효

과를 예측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의 자연적 수순환 체계를 회복시

키기 위해 저층·저밀 주거지역의 수순환 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하였다. 광진구 내 수순환 체계의 회복

을 위해 우선적으로 침투시설의 적용이 가능한 요소

들을 도출하고, 저류시설의 병행 및 녹지의 기능개

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적 수순환 체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대

상지 내 침투시설의 도입이 적합한 부분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대상지를 공간유형별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침투시설을 도입하였다. 기존 대상지

의 우수유출량을 합리식에 따라 적용한 결과 우수유

출량의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침투시설의 적용만으로는 수순환 체계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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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류시설을 단독

주택과 공공공지에 설치함에 따라 설계침투량을 보

완하였다. 저류한 빗물은 조경용수,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저류시설 설계량 산정을 통해 이

용가능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도입한 시설들을 통해 녹지를 확보하고, 투

수성포장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녹지 기능에서 벗어나 지

표유출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문제 개선효

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과제로서 광진구와 인근지역을 포함하

는 광역적인 도시 수순환 체계 문제 분석을 통하여, 

변수를 고려한 전체적인 물순환모의(SWMM 5.0)를 

시행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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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the persons concerned can refer to in selec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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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 내 녹지는 경관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도시생

태계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을 촉진(Odum, 

1963)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

처를 제공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부양하는 핵심공간

이자, 자연의 원리를 따라 스스로 조직화하고 작동

하는 실체이다.

또한, 도시 내 녹지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다. 더 

나아가, 98.7%의 자연 생물체의 DNA를 지니고 있

어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동물로서의 인간

(Watson, 1968; 조세환, 2016)에게 도시 내 녹지는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 

* 본 논문은 2016년 서울시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설치ㆍ관리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설문과 AHP 기법
을 활용한 계층적 분석 보완을 통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에 유용한 지적을 해 주신 한양대 조세환 교수님, 상지
영서대 이창환 교수님, 경기도시공사 오정학 박사님께 감사를 드림.



 이대훈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32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불가결한 공간이다.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도시의 녹지는 불

가피하게 훼손되거나 파편화가 이루어져 왔다. 첫째,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증대로 녹지의 일부분이 개

발 가용지로 편입되어 훼손되어 왔다. 둘째, 교통 수

요의 증대에 따라 도로 신설 및 확장, 철도 개설 증

가 등에 의해 도시의 녹지 흐름은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 내 남아있는 녹지들은 고립된 섬

(Diamond, 1975)과 같이 파편화되어져 왔다.

녹지의 파편화가 가속화되면 야생동물 서식공간의 

절대량이 감소하고, 핵심공간인 녹지의 내부 면적이 

줄어든다(Forman, 1995). 또한, 녹지 간에 서로 단

절되어 핵심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되어 유전적 고립

을 초래하며, 최소존속개체군(MVP)의 유지가 어려

워져 서식처 요구 면적이 큰 종을 중심으로 절멸의 

소용돌이(Extinction Vortex)를 일으키어(Gilpin and 

Soulé, 1986) 결국 핵심종의 멸종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광역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등 지

구환경 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 이러한 도시 녹지의 파편화 현상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녹지네트워크 체계를 

확립하고 단절된 녹지들을 연결코자 하는 여러 노력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 녹지의 파편화 현

상이 매우 심각한 서울시에서는 그간의 도시개발, 

도로의 확충, 토지이용 변경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지고, 파편화된 녹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단절된 

녹지의 연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

은 미흡한 실정으로, 그간의 추진 사업에 대한 실효

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도시 내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설치 

및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 및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평가 자료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

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으로 도시공원녹지를 통

한 생태적 연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단절녹

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에 관한 평가지표

를 개발하여 관련 사업 진행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세부 목표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신

뢰성이 확보된 지표를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각 지

표간의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방법

(AHP)을 활용하여 단절된 녹지 연결을 위한 코리더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점수화 한다.

Ⅱ. 이론 고찰

1. 도시의 단절된 녹지 개념과 유형

1) 도시 및 녹지의 개념

도시란 도(都)와 시(市)라는 한자어원이 의미하듯

이 일정한 범위를 가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물

건을 팔고 사는 ‘市’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고유

한 생활방식으로 정의된다(이동근, 2004). 환경결정

론(environmental determinism, 環境決定論)을 처음 

도입한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Ratzel, 1896)은 “도시

와 농촌의 기능적 구분을 위한 도시의 정의”에서 도

시란 ‘첫째, 일정 형태의 직업 활동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일정한도 이상의 인구가 집중하여야 하며, 셋

째, 거주지가 집단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녹지의 사전적 의미는 천연적으로 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

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 등으로 나타난

다. 녹지란 녹색의 식물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는 토

지(land) 또는 공간(space)을 의미하며, 조경학에서

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빈터)도 포함한다(김종

원, 2006). 따라서 녹지는 주어진 토지를 포함한 광

의의 공간 속에서 녹색 식물이 피복되어 있는 입지

에 대한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내 녹지는 인간이 도시생태계의 일원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

수 불가결한 융·복합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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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내 녹지의 단절과 문제점

오늘날 도시의 녹지는 도시 발달 과정 중에서 불

가피하게 훼손되거나 파편화가 이루어져 왔다. 도시

화에 따른 토지 전환으로 녹지의 일부분이 개발 가

용지로 편입되어 훼손되거나, 교통수요 증대에 따른 

도로 및 철도 개설 증가 등에 의해 도시의 녹지는 

단절되어져 왔다(Figure 1).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도시 내 녹지는 도

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부양하는 핵심공간이다. 

도시화에 의해 녹지 내 핵심공간이 훼손되고, 파편

화가 진행되면 녹지의 내부 면적이 줄어들고, 녹지 

간에 서로 단절되어 핵심 생물종의 이동제한, 유전

적 고립 등을 초래하여 최소존속개체군(MVP)의 유

지를 어렵게 만든다.

도시 내 녹지의 훼손 및 파편화가 심할 경우에는, 

녹지의 질이 낮아지게 되어 핵심 공간 내부종의 멸

종을 가져오게 되고, 광역적으로도 생물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대도시인 수도 서울

을 들 수 있다.

 * Source : Seoul(2016)

Figure 1. Disconnected green tract of  land by road

서울시에서는 그간의 도시개발, 도로의 확충, 토

지이용 변경 등으로 인해 파편화된 녹지를 회복시키

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은 미흡한 실

정으로, 그간의 추진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

이지 않고 있다. 

3) 도시의 단절된 녹지 유형

자연지역에서의 녹지 파편화가 주로 도로에 의한 

선형 단절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도시지역에서의 

녹지 파편화는 시가지의 확대에 의한 면적 감소와 

도로에 의한 선형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박종

준, 2012). 도시의 단절된 녹지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 먼저, 단절 원인을 서울시 사례를 들어 유형별

로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

다(Table 1). 첫째, 도시화에 의한 녹지 훼손으로 도

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기존 녹지가 면

적으로 훼손된 사례로, 주로 서울시 남북녹지축, 지

선녹지축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둘째, 도로 개

설에 의한 녹지 단절로 서울시 외곽 환상녹지축 단

절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주요 녹지 공간을 

선형으로 단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Classifica
tion

Disconnected 
section

Cause of 
disconnection

(place)

N-S 
green 

network  

1. Mt. Bukhansan~Mt. 
Gwanaksan(8 places)

urbanization(5)
road opening(3)

2. Mt. Bukaksan~Mt. 
Ansan(2 places)

urbanization(1)
road opening(1)

Ring 
green 

network

1. Mt. Suraksan~Mt. 
Achasan(6 places)

road opening(4),
urbanization(2)

2. Mt. Bukhansan~Mt. 
Bongsan(3 places)

road opening(1),
urbanization(2)

3. Mt. 
Cheonggyesan~Mt. 
Inwangsan(3 places)

road opening(2),
urbanization(1)

4. Mt. 
G w a n a k s a n ~ M t . 
Umyeonsan(2 places)

road opening(1),
urbanization(1)

5. Onsu Urban 
Natural Park(1 place)

road opening(1)

Branch 
green 

network

A total of  18 
sections (77 places)

urbanization
(37)
road opening(40)

Table 1. Types of disconnected green tract of 
land in Seoul

 * Source : Seoul(2016)

2. 코리더 조성 관련 이론 고찰

1) 코리더의 개념 및 특성

코리더(corridor)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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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요소로써,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경관을 이루

는 기본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경관생태의 (공간)구

조적 패턴을 이루는 요소들은 Figure 2와 같이 크게 

패치(patchs), 코리더(corridors), 매트릭스(matrix)로 

나눌 수 있다(Wenche Dramstad, 1996 ; 이도원, 

2001).

 * Sourc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www.nrcs.usda.gov)

 Figure 2. Landscape components

통로라는 개념은 파편화된 생태계를 이어주고 연

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비롯

한 생물서식지의 연결을 의미하여 도서 생물지리학 

이론(Mac Arthur and Wilson, 1967)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종철, 2011). 또한 야생동물

은 자신의 서식처와 먹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경계를 극복하고

자 하기 때문에 통로의 연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Bolger, et al., 2001). 따라서 통로의 공간적 

의미인 코리더(corridor)라는 용어는 국토공간 안에

서 일어나는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고려하여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자유롭게 유지하는 통로라고 설명

할 수 있다.

코리더는 Figure 3과 같이 그 자체로써 다섯 가

지 주요한 기능(서식처, 여과 또는 장벽, 이동통로, 

공급처, 수용처 기능)을 갖는다(Forman, 1995).

코리더는 서식처 단편화에 민감한 야생동물 종들

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특정 종의 

보존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도구이다(Beier & 

Noss, 1998). 코리더는 매우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관요소간의 연

결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결국 연결성 증대를 통해

서 이 모든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

문이다.

 * Source : Forman(1995), Cho, Dong-gil(2004)

 Figure 3. Function of corridor

2) 코리더 조성 관련 주요 이론

코리더 조성과 관련된 주요 이론에 대한 고찰로

서 녹지네트워크, 경관생태학, 도서생물지리학, 

SLOSS논쟁, 최소존속개체군, 면적과 종수의 관계, 

메타개체군 역동성, 에지와 경계(가장자리 효과), 프

렉탈 구조, 인간간섭도(헤메로비 등급), 체감도시화 

지수(귀화식물율),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맵)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Ⅲ. 분석의 틀

1. 지표의 설정

1)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 

예비평가지표 도출

예비평가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코리더 및 

생태통로와 관련된 이론고찰과 선행연구, 해외사례 

등을 분석 하였다. 특히, 해외 선진 사례(London 

Ecology Unit, 1991; English Nature, 1995; 

USDA, 2004; Evan McKenzie, 1995)를 비교하여 

코리더 조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와의 간극을 살

펴본 결과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시(2004, 2016) 선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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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tems Description Advanced research

Landscape 
ecological 

characteristics  

 · cause of disconnection : road, urbanization and so on
 · size of disconnection : size(distance) of disconnection
 · size of the back green tract of land : area of the back  
   green tract of land in disconnected part
 · connectivity of green network : compatibility 
   of connection of green tract of land
 · Fractal index : irregularity in edges of patch

Heo, Yun-seo(2014), 
Lee, Do-won(2001),

Park, Chang-seok(2007), 
Kim, Mi-ri(2014),

London Ecology Unit(1991),
English Nature(1995),
Evan McKenzie(1995)

Status of animals
·plants

 · presence or absence of vulnerable species : status 
   of endangered species and protected species 
 · status of habitation of wildlife : status of habitation 
   of wildlife
 · status of vegetation : existing vegetation map  
 · hemeroby class : hemeroby class
 · biotope class : evaluation of biotope types

Kim, Jong-won(2006), Kim, 
Jin-gyeong(2015),

Park, Ji-hui(2009), Heo, Yun-seo(2014),
English Nature(1995),

USDA(2004),
Evan McKenzie(1995)

Status of the use 
of neighboring  

land

 · status of urban planning : statu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 status of special purpose area : status of 
   special purpose area and zone
 · status of land use : status of urban ecology
 · urbanization ratio : green tract of land (ratio of 
   green coverage) within radius of 2㎞
 · urbanization sentiment index : naturalized plant ratio

Kim, Jong-won(2006), Jung,  
Jong-cheol(2011),

Park, Ji-hui(2009), Heo, Yun-seo(2014),
Kim, Gwi-gon(2000), Forman(1994),

London Ecology Unit(1991),
Seoul city(2004), Seoul city(2016)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 geographical feature structure : section structure 
   of disconnected lay of land
 · gradient : gradient of slope in disconnected area
 · soil structure : pattered ground of soil in target area
 · characteristics of watershed : level of connectivity 
   with  the back watershed and water space
 · connectivity to the back line of flow traffic 
   : connectivity with thr back line of flow

Kim, Gwi-gon(2000), Heo, 
Yun-seo(2014),

London Ecology Unit(1991),
USDA(2004),

 English Nature(1995),
Seoul city(2004), Seoul city(2016)

Other aspects in 
project 

implementation

 · compatibility of green network : compatibility of 
   green network lines
 · regional equity  : regional distribution and equity
 · duplication with other plans : project duplication 
   with other plans
 · appropriation of construction cost : review of 
   suitability of construction cost
 · monitoring etc. : future monitoring and maintenance 

Kim, Jong-won(2006), Kim, 
Gwi-gon(2004),

Evan McKenzie(1995),
Seoul city(2004), Seoul city(2016)

Table 3. Main theory relevant to creation of corridor

을 통해서는 지자체 사업 특성을 반영한 특이 요소

로써 기타 사업시행측면을 고려한 녹지 축선상의 적

합성, 지역간 분배 및 형평성, 타 계획과의 중복성, 

공사비의 적적성,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성 등의 요

소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앞선 코리더 및 생태통로와 관련된 이론고찰과 

선행연구, 국내외사례 연구를 통하여 예비평가지표

는 Table 3과 같이 경관생태학적 특성, 동 · 식물 현

황, 주변 토지이용현황, 지형적 특성, 기타 사업시행

측면의 5개 항목에 따른 25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2)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합 적합성 검증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한 단절녹지 연

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 예비평가지표의 적합성 

검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분석결과, 경관생태학

적 특성 항목에서 프렉탈지수(불규칙성), 주변 토지 

이용현황 항목에서 용도지역지구, 도시화율(녹피율), 

체감도시화지수(귀화식물율), 기타 사업시행 측면 항

목에서 지역간 분배 및 형평성, 타 계획과의 중복성, 

공사비 적정성의 평균값이 3 이하로 나타나 평가지

표로서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도 95% 

이상 t검정 결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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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result of test of preliminary evaluation index

Classification Index Aver. t-value
p-value
(p<0.05)

Reflection 
or not

Landscape 
ecological 

characteristics 

cause of disconnection such as  road and  urbanization 3.68 19.980 0.000 O
size of disconnection (distance between green tract of land) 3.88 22.005 0.000 O
size of the back green tract of land(area) 3.63 19.598 0.000 O
connectivity with green network 4.18 25.513 0.000 O
Fractal index (irregularity in edges) 2.75 17.282 0.000 X

Status of 
animals ·plants

status of endangered species and protected species 3.43 17.797 0.000 O
status of habitation of wildlife 3.93 22.197 0.000 O
existing vegetation and vegetation structure 3.90 26.574 0.000 O
hemeroby class 3.43 23.277 0.000 O
biotope class 3.53 31.151 0.000 O

Status of the 
use of 

neighboring  
land

statu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3.58 28.959 0.000 O
status of special purpose area and zone 2.85 27.221 0.000 X
status of land use 3.60 41.748 0.000 O
urbanization ratio(ratio of green coverage) 2.98 24.514 0.000 X
urbanization sentiment index(naturalized plant ratio) 2.80 24.485 0.000 X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structure of section in disconnected land 3.58 24.296 0.000 O
gradient of disconnected land 3.20 20.949 0.000 O
soil characteristics(severity of damage) 3.53 22.021 0.000 O
watershed characteristics(connectivity to water space) 3.43 20.930 0.000 O
connectivity to the back line of flow 3.58 26.792 0.000 O

Other aspects 
in project 

implementation

compatibility of green network lines 3.68 22.193 0.000 O
 regional distribution and equity 2.98 19.324 0.000 X
duplication with other plans 2.75 23.425 0.000 X
appropriation of construction cost 2.95 17.198 0.000 X
monitoring and maintenance 3.70 19.814 0.000 O

* Source : Lee, Dae-hoon(2017)

Ⅳ.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 평가 지표 개발

1. 코리더 조성 평가 지표의 중요도 분석

1) 평가지표의 계층적 구조 작성

예비평가지표 항목들의 적합성 검증 결과를 바

탕으로 총 18개 항목으로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

시 코리더 조성 평가지표의 최종구조도를 다음 

Figure 4와 같이 작성하였다.

 Figure 4. Final AHP structure chart

2. 평가지표의 중요도 분석 결과

1) 경관생태학적 특성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단절된 녹지 연결을 위한 코리더 조성 평가지

표의 경관생태학적 특성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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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녹지네트워크(0.496), 단절원인(0.264), 단절규

모(0.146), 배후녹지크기(0.094) 순으로 나타났다.

Classif
ication

Evaluation index
Impor
tance

Per.
(%)

Rank

Lands
cape 

ecolog
ical 

charac
teristic

s 

green network 0.496 49.6 1

cause of 
disconnection

0.264 26.4 2

size of 
disconnection

0.146 14.6 3

size of the back 
green tract of 

land
0.094 9.4 4

Table 5. A result of analyzing importance of 
items for evaluating landscape ecological 
characteristics  

경관생태학적 특성 측면에서는 Table 5와 같이 

전체적인 녹지네트워크의 연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절의 근

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단

절 규모와 배후녹지크기를 감안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분석한 내용

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의 상당수가 GIS 기반의 광역적 녹지네트

워크 분석 및 녹지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중요한 요

소로 보고 이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관생태학적 특성에서 녹지네트워크가 가장 중요

한 것으로 분석된 본 연구 결과는 매우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단절원인 및 단절규모에 비해 배후녹

지크기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격 거리는 거리가 증가하면 할수록 연계성이 기

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반면에 녹지크기(서식처 

면적)는 일정 크기 이상 증가하면 더 이상 종수가 

증가하지 않고 한계점에 수렴된다. 따라서 단절규

모(이격거리)가 배후 녹지크기보다 더 중요한 값

을 갖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2) 동식물 특성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단절된 녹지 연결을 위한 코리더 조성 평가지

표의 동식물 특성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서

식처현황(0.313), 현존식생(0.243), 보호종현황

(0.178), 인간간섭도(0.134), 비오톱등급(0.131) 순

으로 나타났다. 

Classif
ication

Evaluation 
index

Import
ance

Per.
(%)

Rank

Chara
cteristi
cs of 
animal
s and 
plants

status of 
habitat

0.313 31.3 1

existing 
vegetation

0.243 24.3 2

status of 
protected 
species

0.178 17.8 3

hemeroby class 0.134 13.4 4

biotope class 0.131 13.1 5

Table 6. A result of analyzing importance of 
items for evaluating characteristics of animals 
and plants

동식물 특성 평가항목에서는 Table 6과 같이 동

식물의 서식 기반이 되는 서식처현황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 시

점에서 실제 대상지에 서식하는 현존식생과 보호

종 현황을 GIS 도면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적용한 

인간간섭도나 비오톱맵의 비오톱등급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식물 특성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

석된 서식처 현황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매

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서식처의 기반이 되는 서

식조건(환경)을 생물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은 Ratzel(1896)의 환경결정론(環境決定論)적 사고

와 더불어 국내 전통사상인 풍수지리학(자연환경 

결정론)적 사고에 기반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본 연구의 취지가 단절된(이미 훼손된) 지역에 코

리더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고,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설계분야

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때 훼손된 지역에 특정한 

서식조건을 부여할 경우 그 환경에 적합한 종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설계를 진행하는 설계자의 인

식 특성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존식생이나 보호종 현황이 인간간섭

도나 비오톱등급보다 더욱 중요하게 나온 이유를 

살펴보았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생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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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처내의 생물종 분석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를 특정 

스케일로 묶어서 대표적인 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하

여 구축된 GIS데이터의 정보 보다는 현장에서의 실

제적인 생태계 조사 결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서식처 복원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의 업무 수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1차 문헌 조사를 실시한 후 2차 현

장 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

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간섭도나 비오톱등급은 대부

분 기 구축된 GIS 데이터 정보로만 그 결과를 적용

하지만 현존식생이나 보호종은 문헌조사 이외에도 

실제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 보완 적용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 경험이 녹아든 

매우 합리적인 값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형적 특성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단절된 녹지 연결을 위한 코리더 조성 평가지

표의 지형적 특성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유

역특성(0.293), 단절지형단면(0.239), 배후동선

(0.207), 단절경사도(0.132), 토양특성(0.129) 순으

로 나타났다. 

Classifi
cation

Evaluation 
index

Importa
nce

Per.
(%)

Rank

Topog
raphic

al 
charac
teristic

s

characteristics 
of watershed

0.293 29.3 1

section of 
disconnected 

land
0.239 23.9 2

back line of 
flow 

0.207 20.7 3

disconnected 
gradient 

0.132 13.2 4

soil 
characteristics 

0.129 12.9 5

Table 7. A result of analyzing importance of 
items for evaluating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지형적 특성 평가항목에서는 Table 7과 같이 지

형조건의 지배적 요소로써 수순환 체계와 연관성을 

갖는 유역특성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단절된 지형단면의 구조와 더불어 배

후동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후 상호 관련성이 높은 항목인 단절된 지형

의 경사도와 토양특성(토양구조 및 경도)을 감안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 고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Levins(1970)

의 메타개체군 역동성은 대부분 유역권을 경계로 한 

행동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중요시 

한 결과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서식처 복원 계획 및 설계를 수행할 경우에도 유역

특성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은 매우 중요한 전제 조

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처 3대 요소가 물(water), 

먹이(food), 은신처(cover)로 구성되는 만큼 수순환 

체계를 고려한 유역특성은 야생동물에게 상당히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유역특성과 단절지형단면

의 중요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은 단절된 지역

의 유역특성은 지형단면구조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반대로 

미세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역특성에는 앞서 야생

동물 서식처 3대 요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동식물 특성항목에

서 환경결정론적 측면에서 서식처현황을 중요시한 

결과와 함께 상당히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온 것으

로 볼 수 있다. 

배후동선은 단절지역에 코리더가 조성되더라도 

지형적 특성상 동선 흐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결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배후동선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형적 특성항목의 평가지표

들의 중요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차

가 적은 것은 지형조건이라는 항목 특성상 상호연관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유역특성과 단절지형단면, 단절경사도간의 

관계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지표들 간에 어느 정

도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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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 도시 및 기타 특성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단절된 녹지 연결을 위한 코리더 조성 평가지표

의 주변 도시 및 기타 특성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녹지축적합성(0.500), 토지이용(0.243), 도시계

획시설(0.170), 모니터링(0.087) 순으로 나타났다. 

Classifi
cation

Evaluation 
index

Importa
nce

Per.
(%)

Rank

Chara
cteristi
cs of 
neigh
boring 
c i t i es 
a n d 
others

compatibilit
y of green 
network

0.500 50.0 1

land use 0.243 24.3 2

urban 
planning 
facilities

0.170 17.0 3

monitoring 0.087 8.7 5

Table 8. A result of analyzing importance of 
items for evaluating characteristics of 
neighboring cities and others

주변 도시 및 기타 특성 평가항목에서는 Table 8

과 같이 녹지축적합성이 월등히 우선시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녹지축적합성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

은, 경관생태학적 특성 평가항목의 녹지네트워크를 

우선시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경관생태학에 기반한 녹지네트워크의 연계성 

증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과 같이 서울의 역

사적, 문화적 흐름에 따른 녹지체계(한성도성도, 

1770; 수선전도. 1840 등의 고문헌 참조) 속에서 우

리 민족의 정기를 찾고 기맥을 잇기 위한 기맥축 연

결지로서 해당 대상지가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도시 

코리더 조성 사업 시행시 생태적 복원 의미 이외에 

또 하나의 강력한 당위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관

련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더욱 중요한 의

미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주변 지역의 토지가 어

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세부적인 토지이용 현황

을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현황보다 중요하

게 생각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한 모니터

링 항목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직까지 국내 계획 및 설계 실정상 모니터링의 

효용성 및 중요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실

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코

리더 조성 시 조성전·중·후 모니터링의 중요성

(English Nature, 1995)은 사업의 실효성 검증 등을 

위해서 사실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항목

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실적 인식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므로 계획 및 설

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인

식증진 및 중요도 고취 등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

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평가항목별 지표의 점수화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 평가지

표의 점수화 방안은 각 지표별로 도출된 중요도를 

기반으로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Table 9과 같이 4개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100

점 만점을 기준으로 25점씩 균등배분 하였으며, 해

당 항목 내 평가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각 25

점을 만점으로 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평가항목

별 평가지표를 점수화 하였다.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녹지축적합성’과 ‘녹지네트

워크’로서 각각 13점과 12점으로 높은 값이 산출되

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갖는 지표는 ‘배후녹지크

기’ 및 ‘모니터링’으로서 각각 2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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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tems
Evaluation� index Importance

Val

ue

landscape�

ecological�

characteristics

(25� point)

green� network 0.496 12

cause� of�

disconnection
0.264 7

size� of�

disconnection
0.146 4

size� of� the� back�

green� tract� of�

land

0.094 2

characteristics�

of� animals�

and� plants

(25� point)

status� of� habitat 0.313 8

existing�

vegetation
0.243 6

status� of�

protected�

species�

0.178 5

hemeroby� class 0.134 3

biotope� class 0.131 3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25� point)

characteristics� of�

watershed
0.293 7

section� of�

disconnected�

land

0.239 6

back� line� of�

flow
0.207 5

disconnected�

gradient
0.132 3

soil�

characteristics
0.129 3

characteristics�

of�

neighboring�

cities� and�

others

(25� point)

compatibility� of�

green� network
0.500 13

land� use 0.243 6

urban� planning�

facilities
0.170 4

monitoring 0.087 2

Table 9. Weight according to evaluation items 
and items

Ⅴ. 결 론

본 연구는 도시 내 단절녹지의 생태적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시의 단절된 녹지 연결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살

펴보았다. 이어서 다양한 세부 요소별 중요도를 분

석하여 정량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였다. 또한, 단절녹지의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사업의 객관적이고 신

뢰성 있는 세부 지침 개발의 첫걸음으로 코리더 조

성사업 대상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함

으로써, 향후 코리더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진행한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 평

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지표를 도출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항목별 예비평가지표를 도출한 후,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그 결과로 ① 경관생태학적 특성, ② 동식물 특

성, ③ 지형적 특성, ④ 주변 도시 및 기타 특성을 최

종평가지표로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평가지표들의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

해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단절녹지 연

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점수화 

하였다. 

가중치 분석 결과, 경관생태학적 특성 평가항목에

서는 녹지의 단절원인 및 단절 규모나 배후녹지크기 

등에 비해 전체적인 녹지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식물 특성 평가항목에서는 동식물의 서식 기반

이 되는 서식처 현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현존식생, 보호종 현황, 인간간섭

도, 비오톱등급 순으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실제 대상지에 서식하는 

현존식생과 보호종 현황을 식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면화한 관련 주제도의 등급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생물서식처 현황 등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

석결과보다는 현장에서의 실제적 검증 결과를 중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형적 특성 항목에서는 유역특성이 세부적인 지

형단면구조나 배후동선, 경사도, 토양특성 등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형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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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요소로써 수순환 체계를 기반으로 이와 연관

성을 갖는 유역적 특성을 가장 우선시한 결과로 판

단된다. 

주변 도시 및 기타 특성 평가항목에서는 녹지축

적합성이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모니터링 등에 비

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관생태학

적 특성 평가항목에서 녹지네트워크를 우선시 하는 

것과 같이 주변여건이나 세부 관리 및 모니터링 편

의성 측면에 비해 큰 틀에서 전체적인 녹지축과의 

부합성을 중요시 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

리더 조성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

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코리더 조성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정량적·정성적 인자가 함께 고려된 실질적인 평가지

표를 점수화했기 때문에 향후 단절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코리더 조성 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 산정 및 계획, 설계 평가의 기반연구로서 가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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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최근 세계의 급격한 기온상승은 자연적인 요인 

외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 축산 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

탄과 과용되는 질소비료의 여분이 분해되면서 발생

하는 이산화질소 등이 대기로 올라가 온실가스로 잔

류하면서 지구의 온난화를 불러왔다. 지구온난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100년간 1.8℃상승

하였고, 21세기 말에는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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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후변화 

시나리오 보고서 2011, 국립기상연구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2010. 4. 14.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 11. 15. 시행),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2013. 2. 23. 시행)

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산림청 등 국가단위에서 주요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과 연계된 온실가스 저감 또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은진, 2009).

한편, 도시공원은 산림의 면적과 식재수량, 수목

재적 등을 비교할 때 이산화탄소 절대 흡수량이 적

고,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공원을 위락

기능 중심으로 조성관리하고 있어 도시공원의 이산

화탄소 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도시공원

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

과 연구가 미약한 형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 

목적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공원의 양적 증가 및 

배치 등에 대해 능동적인 성향으로 변화되어 공공의 

건강 향상과 공원복지로까지 확장되고 있어 도시공

원을 도시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기능을 증대

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면 도시 온난화 방지와 기후

변화적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공원 조성 시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연구는 간과한 채 이미 조성된 

도시공원 내 수목 및 녹지에 대한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머물고 있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효율적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수목

의 생태주기별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고려하지 않고 

흡수량을 산출하고 있음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량의 상쇄 연수가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한 

시간 예측에도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주요 요인이 무

엇인지 분석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이산화탄소 흡수원 

제고 차원에서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과 공원 내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

해서 조성 당시의 수목의 규격 및 수량과 공원시설

별로 투입된 자재 및 건설기계장비 사용량이 필요하

다. 공원 준공도서 구득이 가능한 공원으로 하되 산

지형 공원,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하고 서울시 도시공

원 중 전체 조성개수가 많고,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Sit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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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해 

생애주기평가를 이용하되 도시공원 조성단계에 한정

하였다. 도시공원 조성단계에서는 공원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자재와 건설기계장비가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결과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준공도서를 활용

하여 도시공원 조성단계에서 투입되는 건설자재와 

건설기계장비 사용시간을 조사하였다.

둘째,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해 

식재당시의 수종과 규격, 수량이 필요하므로 구득한 

준공도서를 참고하여 식재현황을 조사하였다.

3. 이산화탄소 배출∙흡수량 산정방법

1)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생애주기평가를 활용하되 평가범위를 도시공원 

조성단계에 한정하고 공원조성 시 공원시설 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자재량과 건설기계장비 사용시간을 

조사한 데이터와 국가 LCI DB를 바탕으로 국토해

양부(2012)에서 발간한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식을 활용하여 

도시공원 조성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

다. 다만,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재의 

운송단계는 구득한 공원준공도서 내 데이터가 없어 

제외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시 Cut-off 

level(제외기준)도 국토해양부의 기준에 따라 재료비 

기준으로 90%, 장비사용량(총량 기준) 90% 이상이 

분석되도록 하되, 설계내역서의 산정근거가 불분명

한 항목(1식, 1개소 등)이 재료비 기반으로 10%를 

넘어갈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90%를 준수하며, 전체 누적 분석된 금액이 적용 재

료비 대비 80%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공

원 조성 시 투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국가 LCI 

DB가 없을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LCI DB, 유사한 

LCI DB 순으로 적용하였다. 

 시설별 투입자재량  = 작업량  ×  일위대가상 자재 투입량

(unit)      (ton, m3, m 등/unit)  

 시공장비 사용시간  = 작업량  ×  1/시간당 작업량

(unit)       (unit/hr)  

2)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방법

선행연구에서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구하

는 방법은 도시공원 조성당시 수목의 이산화탄소 저

장량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수목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구하여 그 기간 동안의 수목 이산화탄소 

저장량 차이로 흡수량을 구하는 식으로 향후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 도시공

원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쇄

시점을 추정해야하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 누적량으로 도시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쇄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수목의 연평균 직경생

장률를 고려하여 유도한 수목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

수량 산정식을 사용하였다.

Species of Trees
CO2 Absorbed in years 

Regression Furmula(㎏CO2/주)

Tree's 

CO2

Absorbed 

amount

Broad
-leaf 
Tree

 Y = -4.2136 
     +1.9006DBHaver 
     -0.0068DBHaver2

Needle
-leaf 
Tree

 Y = -2.7714 
     +0.9714DBHaver 
     -0.0225DBHaver2

Tree's 

CO2

Absorbed 

amount 

in years

Broad
-leaf 
Tree

 Y = -4.2136 
     +1.9006(DBHaver+0.67t)
     -0.0068(DBHaver+0.67t)2

Needle
-leaf 
Tree

 Y = -2.7714 
     +0.9714(DBHaver+0.64t)
     -0.0225(DBHaver+0.64t)2

Shrub

Broad
-leaf 
Tree

lnY =0.0333DAG1.5823

Needle
-leaf 
Tree

lnY =0.0568DAG1.3350

Table 1. CO2 absorption amount of city park 
trees

 * 주 : DBH 흉고직경(5~40cm), 
       DAG 지상부 15cm지점의 근원직경(1~4cm)
 * Source : Hwang, Jae-woong(2012), An, Gwang-h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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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산화탄소 배출∙흡수량 분석

대상지로 선정된 6개의 근린공원에서 발생된 이

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분석하였다. 편의를 위

하여 대상지 근린공원 이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

다(A : 글샘작은 근린공원, B : 한우물 근린공원, C 

: 글샘 글린공원, D : 세곡동 근린공원, E : 능말 

근린공원, F : 구릉 근린공원).

1. 도시공원 조성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공원조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재투입

량과 건설기계장비 사용량을 탄소배출계수로 곱하여 

산정하였다. 공원조성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

소를 배출한 공원은 구릉 근린공원으로 1,601,449㎏

CO2를 배출하고 있었고, 능말 근린공원은 377,428

㎏CO2로 가장 적었다. 공사준공도서에서 Cut-off된 

자재와 장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늘어

날 수 있다.

Park
Area
(㎡)

Total Emission
(kgCO2)

Emission per ㎡
(kgCO2/㎡)

A 10,202 382,631 37,5
B 11,390 787,931 69,2
C 27,289 1,400,054 51,3
D 10,310 1,181,472 114,6
E 19,101 377,428 19,8
F 25,651 1,601,499 62,4

Table 2. CO2 Emissions from Parks

 * Source : Park Completion Book Analysis

연구대상 공원의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시설은 <Table 3>과 같이 

포장시설과 건축물로 나타났고, 포장시설, 건축물, 

수경시설 등에 주로 사용되는 레미콘은 <Table 4>

와 같이 도시공원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대비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Pavem

ent

Wat
er 

Facil
ities

Struct
ure

Recr
eati
onal 
Facil
ities

Sports 
Facilit
ies

Constr
uction 
Equip
ment

A 93.16 0.84 0.00 0.45 0.00 5.55
B 99.25 0.53 0.00 0.12 0.00 0.09
C 54.24 0.26 45.36 0.00 0.00 0.14
D 30.43 0.07 0.00 0.11 0.21 0.03
E 98.75 0.00 0.00 0.36 0.74 0.15
F 47.11 1.20 0.14 0.04 0.22 0.08

Table 3. Composition ratio of CO2 emissions 
by park facilities(%)

 * Source : Park Completion Book Analysis

도시공원을 조성하면서 설치되는 공원시설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중 레미콘은 포장시설, 인공구조

물, 수경시설, 건축물 등 거의 모든 공원시설에 사용

되고 있고, 목재조경시설인 의자, 정자 설치를 할 때

에도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한다. 현실적으로 현재 

도시공원조성 시 레미콘, 철근 등으로 설치되는 공

원시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도시공원조성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도시공원조성단계에서 설치되는 포장시설과 

건축물은 도시공원 조성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레미

콘이 사용되지 않는 포장자재를 이용하거나 포장면

적을 줄어야 하고, 건축물은 레미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용 목재나 친환경

적 자재로 설치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할 수 있고, 공원경관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이다. 그 밖에 레미콘, 철근 등을 사용하는 장식가벽

이나 조형물 등의 조경시설은 설치를 지양하거나 그 

규모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필요가 있

으며, 포장면적을 줄여 녹지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수목식재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와 토양탄소 저장

으로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대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조성 시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

고 설치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저감하는 것은 공원설치기관의 의지만으로는 부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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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2 emissions by input materials and construction machinery

Classification A B C D E F
㎏CO2 % ㎏CO2 % ㎏CO2 % ㎏CO2 % ㎏CO2 % ㎏CO2 %

Total 382,631 100 787,931 100 1,400,054 100 1,181,472 100 377,428 100 1,601,499 100
Clay� block 26,461 6.92 10,303 1.31 111 0.01 0 0.00 24 0.01 0 0.00 
Cement� brick 0 0.00 0 0.00 424 0.03 0 0.00 0 0.00 1,536 0.10 

Rubber� chip 0 0.00 0 0.00 777 0.06 743 0.06 0 0.00 896 0.06 

Granite� stone 26,910 7.03 161,460 20.49 106,704 7.62 112,203 9.50 242,658 64.29 277,875 17.35 
Lumber� Deck 162 0.04 589 0.07 0 0.00 64 0.01 230 0.06 0 0.00 
Remicon 290,502 75.92 491,320 62.36 1,101,491 78.67 1,051,494 89.00 122,138 32.36 1,094,052 68.31 
Cement(40㎏) 5,626 1.47 101,952 12.94 150,096 10.72 3,682 0.31 0 0.00 177,000 11.05 
Sand 464 0.12 178 0.02 548 0.04 178 0.02 414 0.11 426 0.03 
Broken� stone 5,214 1.36 6,205 0.79 12,681 0.91 3,641 0.31 7,258 1.92 9,617 0.60 
Gravel 45 0.01 0 0.00 283 0.02 0 0.00 0 0.00 0 0.00 
Deformed� bar 2,600 0.68 1,720 0.22 11,280 0.81 760 0.06 0 0.00 12,120 0.76 
STS-angle 0 0.00 1,893 0.24 1,227 0.09 0 0.00 0 0.00 2,016 0.13 
STS-Circular� bar 0 0.00 202 0.03 231 0.02 0 0.00 0 0.00 13,352 0.83 
Plate� compactor 18 0.00 45 0.01 91 0.01 17 0.00 17 0.00 26 0.00 
Backhoe(0.7W) 435 0.11 598 0.08 1,511 0.11 381 0.03 544 0.14 1,088 0.07 
Plywood� form 4,570 1.19 10,647 1.35 10,958 0.78 4,482 0.38 0 0.00 7,137 0.45 
Euro� form 0 0.00 0 0.00 547 0.04 0 0.00 0 0.00 756 0.05 
Generator(100kw) 18,124 4.7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Polishing� tile 0 0.00 0 0.00 1,096 0.08 0 0.00 0 0.00 0 0.00 
Bench 956 0.25 637 0.08 0 0.00 637 0.05 1,002 0.27 546 0.03 
Pavilion 543 0.14 181 0.02 0 0.00 724 0.06 362 0.10 0 0.00 
Fitness� equip. 0 0.00 0 0.00 0 0.00 2,466 0.21 2,782 0.74 3,056 0.19 
Trailer 20Ton 0 0.00 0 0.00 598 0.02 0 0.00 0 0.00 0 0.00 

* Source : Park Completion Book Analysis

왜냐하면 현재의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주민의 다양

한 이용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공원조성 당시 물리적ㆍ정치

적 환경에 따라 공원시설의 자재 선택이나 공원시설 

규모에 대해 가변적인 상황을 만듦으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관점에서의 현행 도

시공원법의 문제점은 전체 공원면적대비 공원시설 

바닥면적(이하 ‘시설률’)으로 공원시설의 과도한 설

치를 규제하고 있지만, 공원시설의 바닥면적을 기준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같은 단층의 건

축물과 복층의 건축물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층

수차이에 따라 2배 이상이 날 것이 분명함에도

 동일한 기준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원시설 바닥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의자, 

조형물, 야외체육시설 등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

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완성된 제품으로 판

매되는 등의자, 정자, 야외체육시설 등은 제품제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 의무가 없어 도시공원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관리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현행 도시공원법의 개정 또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 유형별ㆍ면적별로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계를 정하거나, 도시공원 내 식

재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도시공원 조성에 

따라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두 상쇄할 수 

유예기간을 도시공원 유형별ㆍ면적별로 정하여 도시

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2.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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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준공도서를 통해 조사된 식재수목의 흉고직경

을 기초로 상대생장식을 이용하여 도시공원조성 당

시 식재수목의 연간 CO2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공

원별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은 <Table 5>과 같다.

P
a
r
k

Total 
CO2 

Absorb
ed in 
years

Tree Shrub

Needle
-leaf

Broad
-leaf

Needle
-leaf

Broad
-leaf

A 32,179 855 4,267 12,141 14,916
B 31,455 1,255 4,062 13,156 12,982
C 76,218 4,425 13,505 15,695 42,592
D 32,737 1,830 2,624 13,699 14,584
E 36,379 ,1393 3,991 5,475 25,820
F 44,850 1,039 10,453 3,693 29,665

Table 5. Annual amount of CO2 absorption by 
park (㎏CO2/year)

 * Source : Park Completion Book Analysis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식재된 수목의 이산화탄

소 연간 흡수량은 글샘 근린공원이 76,218㎏CO2로 

가장 많았고, 이는 총 식재수량의 차이도 있겠으나 

관목의 단위 주수당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이 1.1

㎏CO2인데 반해, 교목은 흉고직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단위 주수당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이 

최대 10.9㎏CO2로 관목보다 연간 10배 이상의 이

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었다.

Park
Tree

(㎏CO2/Tree/Year)
Shrub

(㎏CO2/Tree/Year)

A 9.8 1.1
B 10.9 1.1
C 10.4 1.1
D 7.5 1.1
E 8.5 1.1
F 8.3 1.1

Table 6. Annual amount of CO2 absorbed per 
tree by park (㎏CO2/Tree/year)

 * Source : Park Completion Book Analysis

연구대상 공원의 교목과 관목의 식재비율을 식재

수량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교목이 전체 식재수량의 

2~4% 정도로 나타나 교목의 식재비율을 10%까지

만 올려도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은 약 

1.4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5>의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

으로 도시공원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모두 상쇄시키는 기간을 산정해보았더니 적

게는 11년에서 많게는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

났다. 

Park
Total 

Emission

Tree 
Absorbed 
in years

Offset 
required 

number of 
years

A 382,631 32,179 12
B 787,931 31,455 26
C 1,400,054 76,218 19
D 1,181,472 32,737 37
E 377,428 36,679 11
F 1,601,499 44,850 36

Table 7. CO2 emissions and absorption by 
parks (㎏CO2)

 * Source : Park Completion Book Analysis

다만, 이 결과는 식재 후 시간경과에 따라 부피생

장을 하는 수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

광호 외 2인(2011)이 수목의 연간 평균 직경생장률

(침엽교목 0.64㎝, 활엽교목 0.67㎝)을 사용하여 그 

변화량을 흉고직경의 함수로 다시 유도한 <Table 

1>의 산정식을 활용할 경우 <Table 8>과 같이 도시

공원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쇄

시기가 단축됨을 알 수 있다.

Park
Total 

Emission

Offset

year

cumulative

absorption

Offset 
required 

number of 
years

A 382,631 404,551 11
B 787,931 808,154 21
C 1,400,054 1,430,843 17
D 1,181,472 1,212,626 31
E 377,428 404,148 10
F 1,601,499 1,672,812 27

Table 8. Time required to offset CO2 emissions 
by park

 * Source : Park Completion Book Analysis

<Table 9>는 연구대상 공원에 식재된 수목 중 도

시공원 조성 당시 흉고직경이 5㎝인 침엽수와 활엽

수의 시간경과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로 활엽수는 시간경과에 따라 매년 흡수량이 증가하

는 반면에 침엽수는 식재 후 56년이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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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nual amount of CO2 absorbed by needle-leaf trees (DBH5) and broad-leaf trees (DBH5)

Elapsed 
years

㎏CO2 Absorbance Elapsed 
years

㎏CO2 Absorbance Elapsed 
years

㎏CO2 Absorbance
Needle
-leaf

Broad
-leaf

Needle
-leaf

Broad
-leaf

Needle
-leaf

Broad
-leaf

1 1.5 5.1 25 7.7 32.8 49 3.2 57
2 1.5 6.3 26 7.7 33.9 50 2.8 58
3 2 7.6 27 7.7 35 51 2.4 58.9
4 2.4 8.8 28 7.7 36 52 1.9 59.8
5 2.9 10 29 7.7 37.1 53 1.4 60.7
6 3.3 11.2 30 7.6 38.2 54 1 61.6
7 3.7 12.4 31 7.6 39.2 55 0.4 62.5
8 4.1 13.6 32 7.5 40.2 56 0 63.4
9 4.4 14.7 33 7.4 41.3 57 0 64.3
10 4.8 15.9 34 7.3 42.3 58 0 65.2
11 5.1 17.1 35 7.1 43.3 59 0 66.1
12 5.4 18.3 36 7 44.4 60 0 66.9
13 5.7 19.4 37 6.8 45.4 61 0 67.8
14 5.9 20.6 38 6.6 46.4 62 0 68.7
15 6.2 21.7 39 6.4 47.4 63 0 69.5
16 6.4 22.9 40 6.1 48.4 64 0 70.4
17 6.6 24 41 5.9 49.3 65 0 71.2
18 6.8 25.1 42 5.6 50.3 66 0 72
19 7 26.2 43 5.3 51.3 67 0 72.9
20 7.1 27.3 44 5 52.3 68 0 73.7
21 7.3 28.5 45 4.7 53.2 69 0 74.5
22 7.5 29.6 46 4.4 54.2 70 0 75.3
23 7.6 30.7 47 4 55.1
24 7.6 31.7 48 3.6 56.1

* Source : Park Completion Book Analysis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침엽수의 흉고직경이 약 20㎝일 시점부터 침엽

수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흡수는 하지만 흡수률이 낮

아지다가 흉고직경이 약 40㎝가 될 때까지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릉 근린공원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 상쇄시기를 살펴보면 시간경과를 반영하

지 않았을 경우 수목 식재 후 최대 36년이 지나야 

도시공원 조성에 따라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었으나, 시간경과를 반영하였을 때 상

쇄시기가 27년으로 줄어든 것은 구릉 근린공원 내 

교목침엽수가 368주 식재된 반면, 교목활엽수는 그 

보다 약 2.7배 많은 1,012주가 식재된 것에서 사유

를 찾을 수 있겠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도시공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식재수목에 의한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

량으로 상쇄시킨 후의 도시공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의 이산화탄

소 배출을 억제하거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공원을 조성하면서 설치하는 공원시설

의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 중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시설과 건축물이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발생하

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 이상 이었다. 특히, 투

입 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사용이 이산화

탄소 전체 배출량 중70~90%인 것으로 나타나 자재

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도시공원 내 식재수목의 이산화탄

소 연간 흡수량을 수목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반영

하여 산정할 경우, 도시공원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 기간은 10~31년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도시공원시설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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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출하는 산책로, 광장의 포장시설과 건축물 등

의 인공시설물 규모를 줄이므로써 레미콘의 사용량

을 줄이는 방법과 레미콘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재사용 또는 레미콘 사용이 적은 공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도시공원 내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만큼 큰 중요한 사

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목의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은 관목보다 교목의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

이 7~10배 가량 높았고, 식재 후 생애주기에 따라 

교목침엽수보다 교목활엽수의 이산화탄소 흡수율과 

흡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넷째, 다층구조식재를 통해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수목의 식재밀도를 높이고, 포장면을 녹지

대로 전환하여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이

산화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단위 주수 당 이산화

탄소 연간 흡수량이 관목보다 많은 교목의 식재량을 

높이되 교목침엽수보다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률과 

흡수량이 높은 교목활엽수의 식재비율을 높일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 째,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조

성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과 

도시공원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진을 위한 방

안 제시만으로 도시지역 내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작동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기에 대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

째,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공원유형별 총

량제로 규제하되, 도시공원 조성 후 일정기간의 유

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두 상쇄시킬 수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산화탄소 한계 배출량을 넘겨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조항을 현행 도시공원법

에 신설하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도시공원 실시설계단계에서 조성과정에 따

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과 수목의 이산

화탄소 연간 흡수량에 의한 상쇄시기를 산정하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거나, 공원시설 제조업체는 공원시설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시하

는 탄소성적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서울지역 도시공원 내 식

재되는 조경수종에 대한 상대생장식 계수개발을 통

해 정확한 도시공원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공원 조성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재에 대한 LCI DB를 구축하

여 도시공원 조성과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운영과정에서 사용

하는 에너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폐기과정

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산정하여 도시공원

의 생애주기평가를 통해 기획단계에서 시공 단계까

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에 서식하는 현존식생과 보호종 현황을 식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면화한 관련 주제도의 등급보

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생물서식처 현황 등에 있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보다는 현장에서의 실제적 

검증 결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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