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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선형공원으로서 시설녹지의 특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제1기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욱 주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최 동 아

본 논문은 녹지공간이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여 시설녹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설녹지는 1980년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에 연결녹지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3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

시의 녹지공간을 구성해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크게 달라진 현대도시는 

기존 도시공간과 상충을 일으키거나, 재생이 요구되는 공간을 생성하기도 한

다. 이런 배경에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한 시설녹지 연구는 기존에 실행되

고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재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의 대상인 신도시 시설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성된다. 신도

시 5개 지역의 시설녹지 면적 및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5개 지역에서 전

반적으로 드러나는 시설녹지의 입지유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입지유형에 따

라 구분한 7가지 완충녹지와 6가지 경관녹지의 공간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법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주거지 및 근린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되면서 보행로, 자전거도로, 휴게공간, 진출입로 등과 같은 공

간이 녹지와 함께 조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가능

한 경관녹지는 주로 개발경계부에 위치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부 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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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로 조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용공간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각 개별 입지유형에 따라 시설녹지의 보행·이용·인접공간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주택지와 인접한 시설녹지는 휴게 및 출입동선과 관련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상업공간은 여러 방향의 통행을 위해 

벤치플랜터를 활용하였다. 철로변에 넓게 조성된 완충녹지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휴게공간 및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관녹지의 경우 급경사면

인 경우가 많아 옹벽으로 처리하고 면적인 이용은 제한적이다.

셋째, 시설녹지의 대안을 선형공원의 개념을 도입해본 결과, 신도시 시설녹

지 중 보행이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이용·인접공간을 활용하여 선형

공원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선형공원의 중심축이 되는 보행공간은 

포장패턴과 식재를 활용하여 공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공간 및 인

접공간의 경우, 폭이 좁은 완충녹지에서는 벤치와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고,

녹지, 교차공간, 진입공간 등과 연계하여 면적 공간으로 활용가능하다. 통행

이 비교적 적은 개발경계부 경관녹지는 평지형인 경우 포장패턴보다는 잔디

와 지피초화를 이용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사면형인 경우 보존기능만을 유

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전망공간으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가 분석한 공간유형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에 주목한 것으로 

신도시 모든 시설녹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규정된 도시계획시

설을 현장을 통해 고찰해보았다는 점, 이를 통해 현황과 법정 설치기준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 선형공원의 개념을 통해 시설녹지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주요어 : 선형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시설녹지, 신도시 

■ 학  번 : 201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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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도시 녹지공간은 특정기능이 부여되는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다. 도시 내 근린공원은 쉼터이자 

운동공간이며, 도시의 녹색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생물이 생육하는 생태

적 기반이기도 하다. 녹지공간은 밀식된 녹지대를 통해 사적공간과 공공공간

을 구분하기도 하고, 대교목의 열식을 통해 녹음을 제공하기도 하며, 지피초

화류의 식재방법에 따라 정원적 경험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녹지공간은 인

접 토지이용과 이용자, 식재수종 및 기법, 공간구성 등에 따라 각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거나 중첩될 수 있다.

최근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한 시도들이 

늘고 있다. 작은 공지를 이용하여 한평 공원을 만들고, 초등학교 담장을 허물

어 쉼터공간으로 개선하거나, 교량 하부공간의 슈퍼그래픽 등 도시 속 숨은 

공간들이 공원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시설녹지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 녹지공간으로서 기존 위해요소 저감

(완충녹지) 및 경관보전 기능(경관녹지)에 더해 2005년 도시 공원 및 자연환

경을 연결하는 녹지 체계로서의 기능(연결녹지)이 추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설녹지의 생물 서식처 및 생태 네트워크 기능, 공원적 기능 등의 복합적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식재기법 및 시설녹지의 세부분류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다. 이경재 등(2008)은 ‘완충녹지의 도시민의 레크레이션이나 산책, 유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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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시경관 향상과 같은 도시공원 기능도 중요시 

되고 있어 완충녹지의 다양한 기능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황재훈(1999)은 시설녹지의 계획차원의 지정과 더불어 관리적 차원에서 구체

적 현황파악과 주변상황에 따른 공간활용 계획 수립 필요성을 주장한다. 사

공영보·이수동(2007)은 시설녹지의 한 분류인 완충녹지에 대하여 생물이동통

로의 기능을 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시설녹지와 관련한 연구들

은 연결녹지 뿐 아니라 완충 및 경관녹지 또한 다각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

시설녹지는 현 법정 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륭, 2013년 4월 기

준)에 의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되지만, 실제 국내 도시지역

의 시설녹지 양을 살펴보면 완충녹지가 대부분(76.6%)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

관·연결녹지의 비율은 매우 낮다.1) 시설녹지의 대부분이 ‘재해방지를 목적’으

로 설치되고 있으며, ‘경관적 향상’ 또는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녹지’로

서의 조성되는 공간은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

도로 및 철로변, 주거단지 외곽, 도시경계부, 상업공간 전면 등에 조성되는 

시설녹지는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조성되는 공원보다 더욱 일상차원의 도시 

경관을 이루는 녹지공간이다. 사적공간으로 사유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토지이용과 비교하여 시설녹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한 개

발압력에서 비켜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 도시의 변화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적 도시 시설이자, 도시의 건조

환경 속에서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綠)으로서 시설녹지를 다각적으로 

고찰해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1)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시설녹지의 총 면적은 181.9㎢(17,541개소)이며, 이 중 완충녹지가 139.4㎢

(12,439개소)로 전체 시설녹지 양의 76.6%를 차지함. 경관녹지는 37.3㎢(4,302개소)로 20.5%, 연결녹지

는 5.1㎢(800개소)로 2.8%의 비율로 구성.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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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시계획차원의 시설녹지의 기능에 더해, 보다 도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도시 공공 녹지공간으로서의 시설녹지 모델을 찾고자 한다. 도시 사

이사이에 위치한 녹지는 완충기능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공간이용에 대한 욕

구도 크다. 따라서 도시계획의도가 드러나고, 기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이용 

행태를 관찰 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

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존 시설녹지의 입지분석을 통해 

제1기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입지유형 별 선형공원으로서의 특성 및 잠재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

공원의 기본공간요소를 중심으로 시설녹지를 분석한다. 셋째, 선형녹지로서 

시설녹지의 형태에 주목하여, 선형공원의 개념에 기반한 시설녹지 활용방안

을 제안한다.

각 장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과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구성과 방법 등을 밝힌다. 2장에서는 

시설녹지와 선형공원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각 용어의 개념

과 이슈를 명확히 하고 3장과 4장의 연구의 진행방향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1980년대 계획된 제1기 수도권 신도시 5개 지역의 시설녹지를 대상으로 녹지

의 입지유형과 유형별 공간적 현황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시설녹지 관련법

과 신도시 시설녹지 현황을 비교분석한 후 선형공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

녹지의 새로운 활용대안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앞서 진행되었던 연구의 결

과 및 한계점을 정리하고, 추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개 가능한 연구방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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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1980년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1기 수도권 

신도시 5개 지역의 시설녹지로 한정한다. 제1기 수도권 신도시는 1980년대 

주택보급을 목적으로 경기도 권 시가지(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

시) 내 일부지역들을 신도시 계획범위로 지정하여 주택중심으로 조성되었다.

5개 신도시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면적은 4.2㎢에서 

19.6㎢로 다양하며 시설녹지의 비율 또한 0.68%에서 6.96%로 그 비율을 달리

한다.

구 분
사업면적
(㎡)

개발기간
(년)

시설녹지
(㎡)

시설녹지/사
업면적 (%)

분 당 19,639,008 1989~1996 1,176,525 1.36 

일 산 15,735,711 1990~1995 1,317,285 6.39 

평 촌 5,105,904 1989~1995 162,143 2.79 

산 본 4,258,000 1989~1995 296,208 6.96 

중 동 5,439,028 1990~1996 130,563 0.68 

[표 1-1] 제1기 수도권 신도시 및 시설녹지 개요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시설녹지로 지정된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

활용 및 인접공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설녹지와 시설녹지 양측에 인

접한 도시공간, 시설녹지 사이에 조성된 공원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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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1기 수도권 신도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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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구성과 방법

▼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기존 시설녹지의 정의와 관련법의 변화, 선행연구 등 검토

⦁선형공원의 개념 및 사례 1차 분석(사례 개별 분석)

⦁선형공원의 주요 공간요소를 기반으로 분석의 틀 마련 

▼

Ⅲ. 

선형공원으로서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 특성

⦁국내 신도시 개발약사와 수도권 신도시 공원·녹지 체계 이해

⦁수도권 신도시 5개지역 시설녹지의 입지유형 분석

⦁입지유형 종합 후 유형별 공간특성을 세부분석  

▼

Ⅳ.

선형공원으로서 

시설녹지의 활용 

⦁시설녹지 관련법과 신도시 시설녹지 현황의 비교 

⦁시설녹지의 활용대안으로서 선형공원의 개념 도입

⦁선형공원의 사례 2차 분석(공간별 분석)을 통해 활용가능한 대안 수

집

⦁입지유형별 활용대안 제시

▼

Ⅴ.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론, 한계, 정책적 제언

[표 1-2]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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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1. 시설녹지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1. 시설녹지의 개념

1.1.1. 시설녹지의 정의

시설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도시

계획시설 중 하나로서,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된다. 1980년에 

제정된 『도시공원법』에서 시설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분하고 있

으며, 2005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

면 개정되면서, 연결녹지가 추가 되었다. 현재 시설녹지의 법적 정의는 다음

과 같다.

Ÿ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

는 녹지

Ÿ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Ÿ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

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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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조경설계기준』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녹지시설은 ‘공공공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을 포함하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녹지내부가 생물서식

공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생태 

네트워크(ecological network)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뜻한다. 완충녹지는 ‘공장·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해 방지, 또는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경관녹지는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공공

공지는 ‘도시 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

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녹지의 법적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각 완충·경관·연결

녹지의 각 설치 지역에 따른 녹지기능과 식재 수목의 종류, 녹화면적률 및 

녹지율2),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각 시설녹지의 설치지역 별 

기능 및 세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의 내용과 같다. 법적 기준에 의

하면, 완충녹지의 기능은 완충녹지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한 소음차단 

및  은폐기능, 재해 등의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원인시설의 접근억제 

및 상충되는 토지이용들을 조절하는 기능이며, 교통시설의 원활한 운행을 위

한 시각적으로 조절 기능을 겸한다. 경관녹지의 기능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

나 주민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연결녹지는 소규모 

가로공원으로서 기능하며 상징적 녹치축 및 생태통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

다. 각 녹지 별 기능에 따른 식재방법은 교목과 관목, 잔디 및 지피식물 등의 

수목의 종류와 녹화면적률 등에 의해 결정된다.

2) 녹화면적률은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녹화율은 도시·군계

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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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녹지
설치지역 기능/목적

최

소 

폭

최소 

녹화

면적률

식재방향

완 충

녹지

1 . 공 장 ·사

업장등의유

사시설인접

지역

전용주거지,  교육 및 연구

시설 주변 소음차단, 원인시

설 은폐

1 0

m

50%

교 목 ( 다 자 란  

나무높이가 4m 

이상)

재해발생시  피난지대 70%
관목  또는 잔

디, 지피식물

원인시설 접근억제 및 상충

되는 토지이용 조절
80%

교목  또는 잔

디, 지피식물

2. 철도·고

속도로 등 

교 통 시 설 

인접지역

교통기관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차광·명암순응·시선유

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1.에 의한 식재

80%

연속된  대상의 

경우 양측 균등

하게 설치

경 관

녹지
-

자연환경 보전

- - -주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

연 결

녹지

1.  큰숲 

또는 하천 

인접지역
산책 및  

휴식을 위

한 소규모 

가로공원

상징적  녹지

축, 생태통로

1 0

m

녹지율 

70%
-

2. 주거지

역 · 상 업 지

역·학교 등 

공 공 시 설 

인접지역

각  시설 연결

망형성

[표 2-1] 시설녹지 관련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참고, 연구자 재구성)



- 10 -

1.1.2. 시설녹지의 변화

1980년에 제정된 『도시공원법』이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기 전까지 시설녹지의 세부분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2가지로서, 주로 도시 내 지역의 기피시설 및 위험시설로부터의 안전, 방재,

경관보전 등의 개념이었다. 포괄적인 의미의 방재는 ‘도시의 자연적 또는 인

공적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사태를 대비한 이격공간의 

준비, 홍수를 대비한 하천변의 녹지’등이 여기에 해당된다.3) 기존 시설녹지는 

도시 내 완충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위해요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경

관녹지를 확보함으로써 개발에 의해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재·

안전·보호·경관 등의 의미이다.

그러나 2005년 시설녹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설녹지의 하위분류에 연

결녹지가 추가되면서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

型)의 녹지’의 기능이 시설녹지에 추가되었다. 단순 완충 및 경관 기능에 한

정되어있던 시설녹지는 각 지역을 도시 내 공원 및 자연 공간과 연결하며 녹

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선형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더해졌다. 도시 녹지체계

로서의 시설녹지의 역할은 기존 완충 및 경관의 기능에서 공원적 이용을 포

함하는 것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설녹지의 변화는 도시 녹지에 대

한 현대적인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황재훈, “청주시 시설녹지 공간유형과 활용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18(2), 1999,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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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설녹지의 역할변화

그러나 단편적으로 연결녹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연결녹

지를 제외한 완충 및 경관녹지 또한 도시 내 다양한 공간들과 접합하면서 서

로 상충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동안 일반상업지역이면서도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충녹지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는데, ...”4)

“(완충녹지에) 주민 통행이 빈번한 관계로 과거 침목과 석재료를 이용해 통행로를

설치했으나 노후하고 미끄러워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5)

“서울연구원은 ‘좋은연구 시민공모’ 연구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 연구아이디

어 6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우수상을 수상한 건화의 문형택씨는 ‘도심

완충녹지공간의 재활용방안’을 제안했다....유씨는 이공간을 도심 MTB(산악 자전거)

코스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6)

4) 중청일보 기사(2012.10.03.), ‘도고온천역 완충녹지 일부해제’

5) 아시아 뉴스통신 기사(2012.12.29.), ‘김포 사우동 완충녹지 통행로 새 단장’

6) 건설경제신문 기사(2012.10.26), ‘노후지역에 컨테이너 하우스’·도심 완충녹지에 산악자전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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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완충녹지가 상업공간과 접하면서 공

간을 가로지르거나 머무는 것과 같은 상업활동을 제한한고, 인근 거주민에 

의해 발생하는 작은 단위의 동선을 반영하지 못한다. 완충녹지에 설치에 의

한 토지이용 간의 상충은 단순히 추가적인 개발제한에 의한 문제이기 보다는 

특정 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도시공간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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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녹지 관련 선행연구

1.2.1. 완충 및 경관기능 개선 관련연구

조우(1998)는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의 완충녹지와 공공공지를 대상으로 녹지

의 형태와 식재구조를 조사, 소음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우(1998)는 주거단지 

내 완충녹지가 소음 및 대기오염의 저감기능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2m 이상

의 마운딩 조성이 소음완화에 큰 역할을, 지엽이 치밀한 복층식재구조(교목,

아교목, 관목을 조합하여 울폐도가 높게 하는 것)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

지만,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의 완충녹지의 경우 목동을 제외하고는 완충기능

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당시의 방향과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연구의 결과로서 제안하는 완충녹지 배식기법은 주변 자연림의 식생구조를 

기본모델로 하고 인근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라, 공단주변에는 오염에 대한 내

성이 강한 수종을 밀식하고 주택단지 주변에는 화목과 산책로를 첨가하는 등

과 같이, 조금씩 다르게 설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송영배(2006)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설치되는 완충녹지의 단일면적이 일반적인 도로변 선형녹지

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것에 주목하여 시화공단과 시화 신도시(주거지역)사

이에 위치한 폭 175m, 길이 3.5km, 높이 10m로 성토되어 있는 의 완충녹지

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송영배(2006)는 대규모 완충녹지가 기후생태적 자정

작용과 대기위생학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시화공

단 완충녹지 및 주변지역에 76개의 지역에서 이산화질소(NO2)와 아황산가스

(SO2)를 측정·분석을 진행한 결과, (평지대와 비교하여) 완충녹지대에 의한 

오염물질 차단 및 저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7) 송영배(2006)의 연구

7) 송영배(2006)의 연구에서는 NO2 등의 농도오염분포는 완충녹지의 여부보다는 거리와 지형,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남. 오염물질이 도로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산되다가 반경 250m내외

에서 저감되는 경향을 보였고, 해풍 및 북서계절풍 유입이 원할한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 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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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뒤이어 시화공단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조수준·김학민(2009)은 대기오염 저

감기능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수준·김학민(2009)은 완충

녹지대의 성토높이를 10m에서 30m로 증고하여 녹지대의 구조를 변형시킨 

후 오염물질 이동현상을 재검토 하였다. 연구결과, 녹지대 성토고 증고에 따

라 통과되는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

었으나 악취물질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여 감각적으로 저감여부를 감지하

기 힘들어 30m성토가 추가공사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보완방안임을 밝힌

다. 한봉호 외 3인(2010), 강현철(2007) 등이 있다. 한봉호 등(2010)은 국내 해

안매립 도시 내 대규모 완충녹지8)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완

충녹지 설치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점을 파악하

고, 해안매립도시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효과적인 완충녹지 식재기법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일본 고베시 로코아일랜드 임해매립지의 완충녹지 

식재기법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관녹지와 관련하여 권전오(2010)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경관녹지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권전오(2010)는 경관녹지의 법정 정의와 일반적 인

식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통해 개념의 재정립과, 세부 공간유형(맹지, 자투리 

녹지, 조경수 식재녹지, 숲복원, 습지복원, 시설경관, 소공원 등)에 따라 유형

별 사업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2. 환경·생태적 기능향상 관련연구

환경·생태적 기능향상과 관련한 연구로는 우선 박은영·유병림(2004)의 연구

가 주목할 만하다. 박은영·유병림(2004)은 당시 도시공원법상 지정된 완충녹

원할한 반면, 바람이 약하거나 무풍일 때 완충녹지대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정체되는 경향을 보임.

8) 1999년 인천광역시 공항신도시 폭 80m, 길이 3.2km의 완충녹지, 2000년 안산시 고잔신도시 폭 100m,

길이 3.5km의 완충녹지, 2000년 시흥시 시화신도시의 폭 180m, 길이 3.5km의 중앙완충녹지가 조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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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9)를 대상으로 완충녹지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재해우려지역

에 대한 개선목적으로 설치되는 녹지라는 정의’에서 환경친화적 완충녹지의 

개념을 더하여, 완충녹지 내에서 다시 세부기능(분리, 저감, 경관, 생태)을 나

누어 요소별 식재기준을 제안한다. 박은영·유병림(2004)은 기존 완충녹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구 분 내용

목적과 기능

Ÿ 완충녹지의 목적이 불분명
Ÿ 시각적 차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Ÿ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도 약함
Ÿ 공해 차단 및 재해의 피난으로서 기능이 불충분
Ÿ 생태회랑으로서의 역할 부재

배치와 형태

Ÿ 급경사지가 많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확보되
지 못함

Ÿ 주로 평면식재로 조성
Ÿ 불필요한 보도·자전거 길이 중복으로 설계

수목과 소재

Ÿ 전반적으로 단순한 편
Ÿ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지역별 차이가 없음
Ÿ 완충녹지의 설치방향에 수종의 차이가 없음
Ÿ 밀도와 녹화면적율이 기능발휘에 부족
Ÿ 초화와 지피류의 다양성 부족

법규와 시행
Ÿ 현행법규에서 완충녹지 관련 지침이 불분명
Ÿ 수림대 조성을 위한 수종·밀도 규정이 부재

[표 2-2] 기존 완충녹지 문제점(자료:박은영,유병림(2004))

박은영·유병림(2004)의 연구의 시사점은 완충녹지의 세부적인 설치방향(또

는 세부적인 기능)이 각 지역에 따라 달라야 함을 본 연구와 같이 공통적으

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태·소재·

시설물의 항목을 정하고 있어 세부기능의 중첩되는 곳에 대한 내용이나 실질

적인 공간적 대안과 관련한 내용이 부재하다. 사공영보·이수동(2007)는 완충

녹지의 생태적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가 도시내부 및 임해매립지에 

조성된 공원·녹지의 현황파악 및 식생모델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것을 지적

하고, 전체 도시차원에서 조성되는 녹지의 생태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

9) 박은영·유병림(2004)에서 분석한 결과 2004년 당시 조성되어있던 완충녹지의 유형은 고속도로변, 청도

변, 공장주변, 하천변 등 4개의 유형만 존재했으며, 이들이 주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정온을 요하는 

시설과 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 져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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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보·이수동(2007)의 연구는 거제시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비오톱 유형을 구

분하고 방형구법(Quardrats Method)을 이용하여 생태계 구조를 분석한 후 

완충녹지 본래의 위해요소 완화기능에 도시생태계 측면의 생물이동통로 역할

을 더하여 생태적 구조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2.3. 공원적 이용 및 기능 재설정 관련연구

완충녹지대의 공원적 이용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재설정하는 

연구로는 김신원·허준(1999)과 이경재 외 3인(2008), 김영용 외 3인(2008) 등

이 있다. 김신원·허준(1999)은 일산구 1호 완충녹지 중 백마역-애니골간 

1.1km구간을 대상으로 경관, 교통 및 동선, 녹지이용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

용자 설문조사 분석을 병행하여 근린 주민의 이용요구를 반영한 공간구성 및 

기본계획을 진행하였다. 이 구간은 기존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휴게공

간 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조깅 및 산책,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것을 분석

되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대상지 이용 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편의시

설 부족(41%)과 그늘 부족(19%)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녹

음식재(18.9%)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20.1)%, 휴식, 편익시설 확충(13.5)등

의 주민요구가 있었다. 김신원·허준(1999)의 연구는 완충녹지의 기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력있고,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기억될 수 있

는 새로운 녹지대’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 ‘소리에 의한 경관

연출(soundscape), 향기있는 정원(허브가든), 조형경관 연출(artscape), 주민의 

화합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벤트 공간’등을 구상하였다. 이경재 등(2008)

은 해안 매립도시인 안산시 철도변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간기능과 식재개념에 적합한 식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경재 등(2008)은 기

존 완충녹지의 위해요소 저감기능과 동시에 생물서식처 및 이동통로, 도시경

관 향상, 도시공원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음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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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완충녹지의 완충기능 뿐 아니라 도시녹지로서 경관, 녹음, 생태 등의 기

능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공간별 기능 재설정과 기능별 식재방안을 제안한

다. 김영용 등(2008)은 과거 영향저감기능 위주의 완충녹지에서 다양한 도시

녹지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완충녹지로의 변화가능성에 집중하여 고층아파

트, 상업업무, 도시부양시설, 공원, 학교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및 남부순환로 완충녹지를 대상지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김영용 등(2008)은 기존 완충식재(다층, 단층구조) 및 경관식재를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완충+경관, 완충+녹음, 완충+생태, 경관+완충’ 등과 같이 

기능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거주자를 위한 휴식·운동·산책공간, 야생조류 

이동통로, 특색 있는 녹지경관’ 등의 세부사항으로 보완 가능한 식재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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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형공원 개념 및 사례분석

2.1. 선형공원의 개념

선형공원(linear park)는 사전적으로 “폭에 비해 길이가 상당히 긴 공원( A

linear park is a park that is substantially longer than it is wide)”10)을 말

하는 것으로 평면적 형태에 기반한 개념이다. 선형공원은 철로공간의 변형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인공수로, 하천, 전선(electrical lines), 고속도로, 해안선 

등의 측면 공공공간에 조성된다. 선형공원은 도시 거주지역에서 죽택의 전면

도로 및 후면에 위치하며 보행로, 수목, 초본류 등을 포함한다. 형태에 기반

한 공간으로서 산책로(promenade), 녹도(green way), 수변공간(waterfront),

공원도로(parkway), 공원(park), 그린벨트(green belt) 등의 유사개념이 존재

하며, 도시마다 선형공원 사례 또한 다양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선형공원(linear park)은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으며, 선형공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 주

목할만한 연구로서, 김진환(2009)은 청계천, 하이라인, 샌 안토니오 리버워크,

뉴욕 허드슨리버파크 재생계회 등의 선형공원의 사례분석을 통해 선형공원의 

개념, 유형, 공간구조, 특성과 가능성을 규정한바 있다. 김진환(2009)은 선형

공원을 ‘큰 규묘의 공원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없는 폭을 지닌 세장비의 차

가 현저한 개별적인 선형오픈스페이스’로 정의하고, 선형공원의 특징으로서 

‘연접성, 근린성, 관통성, 연결성, 접속성’을 파악하였다.

최근, Karl Kullmann (2011)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20개의 선형공

원11)을 분석하여 선형공원의 특징을 파악하고, (포스트)인프라스트럭쳐 사이

10) “선형공원” 항목,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

11) 1)Topographie des Terrors, Berlin / 2)Place d’Youville, Montreal / 3)Gabriele-Tiergit Promenade,

Berlin / 4)Foch Promenade, Metz / 5)Highline Stage1, New York / 6)Olympic Sculptur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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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적용 가능한 선형공원의 유형을 제안하였다. 얇은 공원(Thin parks)이자 

두꺼운 경계(Thick edges)로서 한쪽 변이 긴 선적 형태에 의해 커다란 면적

을 가지는 공원과는 다른 특징 가진다. 선형공간은 공간과 공간사이, 또는 공

간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한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전이지대이

자 다양한 공간의 다른 요소들이 만나는 곳이다. 선형공간의 설계방식에 의

해 인접하는 공간들의 특징과 연결방식이 달라진다.

선형공원은 경계(edge)로서 하나의 공간 테두리를 결정한다. 도시 또는 자

연에서 경계란 유효공간이 0에 수렵하는 추상적인 선(line)이나 방향(vector)

이 아니다.12) 경계들은 지도에서 실질적인 공간으로 드러나는 순간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일정 두께를 가지며 생물적·인문적 행태가 벌어지는 장이 된다.

이러한 경계공간들은 도시에서 가로, 고속도로, 수변, 생태통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나타난다.

미국 조경가 켄 스미스(Ken Smith)는 현대조경에서의 장소와 비장소의 이

중성을 특징짓는 단어로 ‘chuncks'와 ’strip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잘

게 쪼개진 공간 조각(strips)인지,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는 커다란 덩어리

(chunks)인지에 따라서 선형공간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선형의 공간 조각(strips)들은 무시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끝자락으로 밀려난다.

... ‘덩어리(chunks)’는 가장 좋은 수행도구(commissions)로서 사고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많은 조경 생산물의 현실이며, 가장자리(남겨진 지역, 사이지역, 양

쪽의 경계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찰의 노력이 계속에서 증가한다.”13)

Seattle / 7)SW Corridor Park Section1, Boston / 8)Unter den Linden, Berlin / 9)Mauerpark,

Berlin / 10)Panhandle, Sna Francisco / 11)Rose Kennedy Greenway, Boston / 12)Passeig

Maritime, Barceloneta / 13)La Promenade Plantee, Paris / 14)The Mall, Washington DC /

15)Chrissy Field, San Francisco / 16)Central Waterfront, Toronto / 17)Mandela Parkway, Oakland

/ 18)Commonwealth Mall, Boston / 19)One North Park, Singapore / 20)Guadalupe River Park,

San Jose

12) Karl Kullmann,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201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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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Kullmann(2011)는 각국의 산책로(promenade), 녹도(green way), 수변

공간(waterfront), 공원도로(parkway), 공원(park) 등의 분석을 통해 얇은 공

원(thin park)의 특징을 19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얇은 공원(thin parks)의 특징
1. 비율적 정의(Proportional definition)

2. 모든 경계(All edge)

3. 크기의 제한(Limits on size)

4. 인접성 vs. 교차연결성(Contiguousnes vs. cross-connectivity)

5. 측면의 투과성 vs. 불투과성(Lateral porosity vs. impermeability)

6. 에코톤의 부재(Absence of ecotones)

7. 선형 통과공간(Linear transit)

8. 좁은 시야(Tunnel vision)

9. 기하학적인 경직성(Geometric rigidity)

10. 페닌슐라 효과(Peninsula effect)

11. 간결한 동선(Compressed circulation)

12. 디자인의 연속성(Design continuity)

13. 프로그램의 독점성 vs. 다층성(Programmatic exclusivity vs. layering)

14. 프로그램의 끼워넣음(Programmatic shoehorning)

15. 구경거리의 인큐베이터(Incubators of spectacle)

16. 유형적 취약성(Typological vulnerability)

17. 모호한 정체성(Evasive identity)

18. 깨지기 쉬운 계통학(Fragile genealogies)

19. 원칙적인 소유(Disciplinary possession)

[표 2-3] 얇은공원(thin parks)의 일반적 특징(자료:Karl Kullmann (2011))

13) Smith, K. Linear Ladnscapes; Corridor, Conduits, Strips, Edges, and Segues. Harvard Design

Magazine Winter-Spring:77, 1999.

Karl Kullmann,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2011, p.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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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형공원 사례분석

선형공원의 사례는 선형공원으로 여겨지는 공간 중 시설녹지의 폭과 유사

하게 10~50m의 폭을 가지는 국내외 작품을 대상으로 8곳을 선정하였다. 선

형공원은 좁은 폭으로 조성되면서 다양한 조건을 가진 도시공간들을 서로 조

화롭게 엮어주면서 공원자체의 정체성도 가진다. 본 사례분석에서는 도시공

간을 활성화 시키는 녹지공간으로서 선형공원을 바라보고, 선형공원의 주요

공간요소 및 키워드 중점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구분 사례

1 청계천, 서울

2 광주푸른길, 광주

3 플레이스 듀빌, 몬트리올

4 프롬나드 플랑테, 파리

5 하이라인, 뉴욕

6 블루밍데일 트레일, 시카고

7 만델라 파크웨이, 오클랜드

[표 2-4] 선형공원 사례선정

2.2.1. 청계천

1958년부터 복개된 청계천은 2003년 7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천이 복원되고 선형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새로 조성된 

청계천은 개장 후 457일 동안 4천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현재 청계천

은 청혼의 벽, 수상패션소, 추억의 판잣집, 생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계천 방문자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정현철의 연구

(2010)에서는 청계천 마케팅 요소로서 차량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녹색교

통 접근성, 수질 및 대기질 개선효과, 친수공간조성, 녹지 및 녹지축 확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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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로 및 보행환경 조성, 여가·문화시설, 이벤트 및 축제, 도시경관, 주요 관광

지와 인접성, 랜드마크, 역사유적지,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14개를 분석하였

다. 청계천 이용자 행태분석을 진행한 황지영 등(2011)은 청계천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내부요인으

로는 앉을 수 있는 공간, 벤치나 물가주변, 다리아래 등 시설물이 많은 곳,

외부요인으로는 주변토지이용, 도로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수, 진출

입로 설치구간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2] 청계천

2.2.2. 광주푸른길

광주 푸른길은 1899년에 개선된 경인철도 중 일부구간(광주역~효천역)이 

폐선화되고,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선형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교통체증, 인명사고증가, 양쪽 시설녹지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의 문제로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은 기존 철로의 이설을 요구하였고,

1999년에 결성된 ‘도심철도폐선부지 푸른길시민회’의 운동에 의해 녹도조성이 

결정되었다. 푸른길 공원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원

칙으로 하고, 공원 인접지역의 성격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미래의 

푸른길, 생명의 푸른길, 빛의 푸른길, 청소년문화의 푸른길, 생태환경의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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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컨셉으로 조성되었다. 푸른길을 대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을 통한 도십

재생방안을 연구한 최재은(2011)은 푸른길 조성이후 지구단위구역 일대 건물

이 물리적·기능적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전문가조사를 통해 공원

의 좁은 녹지폭을 보완하기 위해 인근 자투리 공간 및 공공공간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그림 2-3] 광주푸른길

2.2.3. 플레이스 듀빌 (Place d’Youville, Montreal)

플레이스 듀빌 대상지는 500년의 역사를 가진 몬트리올 도시의 랜드마크로

서 마거릿 듀빌(Marguerite d’Youville)수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을 설계한 조경설계가 클로드 코미에(Clude Cormier)는 퀼트 이불을 컨

셉으로, 목재, 콘크리트, 화강암, 석회석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서, 도시의 박물관과, 오피스, 레스토랑, 인접 거주민들을 위한 접

근로의 짜임(weaving)을 제안하였다. 설계가에 의하면, ‘고고학적인 영감의 

층위를 구성함으로서 가독성 있는 장소성을 만들어냈으며, 대상지를 뒤덮은 

역사적 재료와 질감은 올드 포트(Old Port)지역의 역사와 연계되었다’14)

14) 플레이스 듀빌, http://www.claudecormier.com/project/place-youvil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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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플레이스 듀빌

2.2.4.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é, Paris)

1859년부터 1969년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용되던 4.5km의 철길은 

1986년에 전개된 도시주변구역 개량계획에 의해 프롬나드 플랑테로 계획되었

다. 철도 구조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상부에는 보행자들을 위한 녹지휴게공간

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공예워크숍, 갤러리, 가구전시실, 레스토랑, 카페 등의 

상가로 개조되었다. 프롬나드 플랑데는 뉴욕 하이라인 공원의 모티브이자, 시

카고의 블루밍데일 트레일, 필라델피아의 칼로우힐, 시애틀 프리웨이 공원 등 

유사공원들의 선진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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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프롬나드 플랑테

2.2.5. 하이라인(High Line, New York)

하이라인은 1980년에 열차운행이 중단된 후 약 20년간 방치된 고가철로를 

재생하여 만들어진 선형공원이다. 하이라인은 총 길이 2.33km, 평균 폭 

10cm 정도의 좁고 긴 선형공간으로, 하이라인 주변의 다양한 컨텍스트와 맞

닿아 있다. 하이라인 남단의 갠스부트 상업지역 및 육류포장지역은 레스토랑 

및 디자이너스 부띠끄들이 들어서 있으며, 하이라인 중간 지점인 웨스트 첼

시에는 갤러리와 스튜디오 등 중소규모 예술관련시설들이, 하이라인 북단에

는 헬스키친과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허드슨 야드 지역이 위치해 있다. 

1999년에 결성된 비영리 시민단체인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Friend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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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ine)’은 2003년 철로공간의 재생을 위하 하이라인 아이디어 국제설계

경기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당선된 필드오퍼레이션(Field Operation)의 안이 

설계되었다. 당선안이 제출한 2차 제안서의 부제는 “What will grow here”

로, Ecosystem, Program, Habitats, Atmospheres, Micro-Climates, 

Connections, Nocturnal Life, Economics, Communities로 구성된 9가지 종류

의 ‘경작할’ 대상을 제안한다. 하이라인은 소프트한 표면과 하드한 표면의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산책, 야생화관찰, 예술작품전시, 도시 및 강변조망과 

인공 백사장에서의 일광욕 등의 하이라인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철로의 재활용을 통해 선형공원으로 변모한 하이라인은 도시 속에 숨겨진 

공간에서 ‘재발견된 새로운 경관’15)이자 ‘이질적인 도시공간들을 연결·화합시

키는 오픈스페이스’로서16) 기능한다. 

[그림2-6] 하이라인 과거(좌)와 현재(우)

2.2.6. 블루밍데일 트레일(Bloomingdale Trail, Chicago)

15) 정욱주, “AGRI-TECTURE-하이라인 오픈스페이스 설계경기”, 환경과조경, vol.05, 2005

16) 윤희연, “웨스트 첼시개발과 하이라인의 역할에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성격”, 한국조경학

회지 38(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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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블루밍데일 트레일 기본계획

블루밍데일은 18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용되었던 폐선부지에 만들

어진 선형공원으로서 하이라인의 사례와 유사하다. 블루밍데일의 기본계획은 

시카고 교통부(CDOT), 시카고 공원지구(CPD), 공공토지단체(TPL), 프렌즈 오

브 블루밍데일(FBT) 등의 파트너쉽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공원의 디자인은 

조경가 마이클 반 발켄버그에 의해 설계되었다.

2.7mile(4.3km)에 달하는 블루밍 데일 고가철도는 시카고의 다양한 커뮤니

티를 교차하며, 개인소유의 건물들과 바로 인접해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자전

거도로 설치를 통해 도시의 간섭에서 벗어난 여행코스를 조성하고, 주변을 

둘러싼 식재와 넉넉한 쉼터, 경관조망의 기회 등을 통해 느린 보행경험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블루밍데일에서 공원으로의 새로운 접근로들은 고가철로 

공간으로는 부족했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의 

컨텍스트 및 커뮤니티를 반영한 다양한 경험체계를 제공한다.

[그림 2-8] 블루밍데일 트레일 설계안

(마이클 반 발켄버그(Michael Van Valkenbu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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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만델라 파크웨이(Mandela Parkway, Oakland)

만델라 파크웨이는 1993년 오클랜드의 사이프레스(Cypress) 고속도로 교체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파크웨이 전체적인 외관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 활성

화 자극을 목적으로 한다. 식재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곳에서 자란 재료로 

구성된다. 만델라 파크웨이의 폭은 65ft~100ft(20m~30m)정도이고 길이는 18

개의 블럭을 포괄하는 1.3mile(2.09km)이다. 기존의 교통신호 시설물과 횡단

보도, 조형 등은 재배치시키고, 파크웨이 양쪽 측면을 따라 2개의 자전거도로

를 계획하였다. 중앙의 3m(10ft)정도의 폭으로 조성된 콘크리트 보행로는 전

체구간에 이어져있으며, 전반적으로 웨스트 그랜드 에비뉴(West Grand

Avenue)로의 출입경관을 형성한다.

[그림 2-9] 만델라 파크웨이(14th~18th Street, 18th Street to West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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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시설녹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완충녹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았으며, 완충·경관·연결녹지가 각기 다른 기능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완충녹지 내 경관 및 공원이용 기능을 포함하는 등과 같이 기능 간 

구분이 모호하고 서로 중첩되는 경향도 보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시

설녹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충 및 경관녹지의 법정정의 및 설치기준의 불명확함에 대한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완충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성토높

이 및 밀식정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경관녹지의 경우 법정정의와 일

반적 인식이 불일치함에 따라 시설녹지의 전반적인 개념재정립과 실효성 있

는 설계지침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둘째, 환경·생태적기능, 공원적 이용, 전반적인 기능 재설정 등 시설녹지공

간의 복합적 기능 및 이용에 대한 연구는 입지유형 및 폭에 따라 각기 다른 

설계방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완충·경관·연결 등 단일기능에 의한 시설녹지

의 분류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련사례를 살펴본 결과, 선형공원은 공원의 중심축인 보행공간, 대상지의 

형태 및 장소성을 활용한 이용공간, 공공공간·주거공간·접근로와 같이 다양한 

조건으로 관계 맺는 공원의 인접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10] 선형공원의 공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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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행공간 특성 이용공간 특성 인접공간 특성

청계천

∙수변 양쪽으로 보행

공간 조성

∙보행공간 양측 초화

류 식재

∙선큰 공간의 벽면 및

수경시설 활용

∙벤치, 교량하부 등 가

로시설물 이용이 활발

∙인근 카페, 레스토랑

등 상권 활성화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교통시설 인접공간

에서의 이용이 활발

광주

푸른길

∙자전거도로와 보행공

간 조성

∙광주시민 및 인근주

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조성

∙인근 건물 개선

∙좁은 폭을 보완하기

위해 자투리 공간 연계

필요성이 제기

플레이스

듀빌

∙목재, 콘크리트, 화강

암, 석회석 등 다양한

재료 활용

∙특징적인 지피식재패

턴 활용

∙보행공간 양옆 벤치

시설 설치

∙박물관, 레스토랑, 주

거지 등 다양한 토지이

용을 고려하여 동선위

주의 패턴설계

프롬나드

플랑테

∙고가철로-교량-녹도

가 연속적으로 배치

∙화관목, 장미터널 등

식재활용

∙고가철로 하부공간

아뜰리에∙카페 등으로

활용

∙높은 관목으로 위요

된 휴게공간 조성

∙높은 고가철로에 의

해 독립적인 공간으로

조성

하이라인
∙특징적인 페이빙 모

듈 사용

∙벤치, 잔디, 전망대

등 페이빙모듈과 연속

적인 디자인 기법 활용

∙고가철로로 접근이

제한적

∙진입공간을 활용하여

광장형으로 조성

[표 2-5] 선형공원 사례의 종합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구성되는 보행공간은 공원의 각 구간을 연결해

주고 특징적인 디자인을 통해 전체공원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기능

한다.

이용공간은 좁은 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선형공원의 특징

적인 공간으로 벽면, 교량, 분절점의 광장, 인접공공공간과의 연결, 식재패턴 

등으로 나타난다.

인접공간과의 관계는 선형공원의 조성이 인접상권이나 건물개선 등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하고, 교통시설이나 상업시설과 같이 인접공간의 조건에 따라 

선형공원의 이용행태와 이용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선형공원은 이런 관계

에 의해 독립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인접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조

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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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데일

트레일

∙보행전용도로와 자전

거-보행 복합이용도로

를 구별하여 설계

∙다양한 휴게공간 및

전망공간 유형 제안

∙벽면 공원안내판으로

활용

∙인접공원 및 자투리

공간과 연계하여 진입

로 및 공간조성

만델라

파크웨이

∙중앙으로 구불구불한

보행전용공간 확보

∙공원 양측으로 자전

거도로 조성

∙세계 곳곳의 다양한

식물 재료 활용하여 휴

게공간 조성

∙양쪽 도로에 의해 진

입 제한

∙교차로 부분 광장조

정

시설녹지와 유사한 형태의 공간은 선형공원(linear park), 랜드마크

(landmark), 트레일(trail), 파크웨이(parkway) 등으로 불린다. 10~50m의 폭의 

녹지공간은 고가철로의 상하부공간을 이용하거나 지하철 선로를 활용하여 통

근동선을 형성하는 등 기존 대상지의 특성을 살린다. 동선을 중심으로 인접

공간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식재 디자인에 의해 구간별 특징을 부여

한다. 현대 시설녹지의 역할변화에 따라 시설녹지는 이용이 전제된 선형공간

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도시의 다양한 틈새를 구성하는 시설녹지는 완충과 

경관 등 단일기능으로 분류되기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공간과 접하면서 지

속적인 상충을 불러일으킨다. 시설녹지는 도시 틈새에 위치한 선형의 공간으

로서 도시의 다양한 컨텍스트를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잠재적 선형공원(linear-park)의 사이트로서 

시설녹지의 보행공간, 이용공간, 인접공간을 나누었다. 1차적으로 5개 신도시 

시설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를 토지이용에 따라 입지유형을 구분하고, 2차

적으로 입지유형별 현장답사 및 도면분석을 통해 보행공간, 이용공간, 인접공

간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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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도시 시설녹지 입지유형 구분

분석대상 분석요소 분석방법

신도시 시설녹지
∙공동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상업지

역, 도로 등 토지이용
∙도면분석

▼

2차: 입지유형별 공간특성 분석

분석대상 분석요소 분석방법

보행공간 ∙보도, 자전거도로 등 ∙현장답사 및 도면분석

이용공간

∙공원시설물: 휴게벤치, 퍼골라, 자전

거보관소 등

∙도시기반시설: 지하철, 정류장, 주유

시설

∙현장답사 및 도면분석

인접공간
∙주택단지 내 녹지, 상가 등 연계가

필요한 녹지 인접공간의 유형분석
∙현장답사 및 도면분석

[표 2-6]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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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형공원으로서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 특성

1. 수도권 신도시 공원·녹지 개요

1.1. 국내 신도시 개발사

국내 신도시 개발의 목적은 크게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와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960년대 공업화 및 경제개

발정책과 더불어 광주대단지,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의 도시규모의 지역개발

이 진행되었고, 1970년대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대덕 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

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등 임해지역의 산업기지도시들과 공단 배후

도시들이 생겨났다. 1980년대, 서울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수도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대단위 주택

단지 및 주택보급을 목적으로 한 신도시 5개 지역(제1기 수도권 신도시)이 

계획되었다.17) 이 때, 「도시공원법」이 1980년에 제정되면서 도시공원과 녹

지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체계 또한 확립되었다. ‘도시공원’과 ‘녹지’가 큰 골

자를 이루는 이 체계는 5개의 신도시 계획의 ‘공원·녹지계획’으로 반영된다.

1990년대 이후, 신도시는 성남판교, 화성동탄, 김포한강, 파주운정, 위례, 고덕

국제화 등의 수도권 신도시(제2기 수도권 신도시)와 아산, 대전도안 등의 지

방 신도시 등, 안정적 택지공급, 성장거점기능, 첨단·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고 있다.

17) 『분당 신도시 개발사』, 1997,, 50~5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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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개발사례

1960년대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최초 건설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1970년대 산업기지도시, 신공업도시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1980년대
주택중심의 도시 내 신도시

목동과 상계동

제1기 수도권 5개 신도시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1990년대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 -

2000년대7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제2기 수도권 신도시

[표 3-1] 국내 신도시 개발사

1989년 개발을 시작하여 1996년에 완료된 제1기 수도권 신도시 5개 지역은 

국내에서 인간 정주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룬 최초의 신도시로서, 후기 신도시 

건설의 모델이자 발판이 되고 있다. 국내의 기존 도시, 또는 경기도 전역과 

비교하여 새로 계획된 신도시들의 시설녹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잠재적 개발에 대비해 공공공지로 용도를 지정한 시설녹지 유사공간을 포함

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제1기 수도권 신도시의 시설녹지 비율18)을 

살펴보면, 산본신도시가 7.0%, 일산신도시가 6.4% 등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녹지와 같은 분류로 유사하게 계획되고 있는 공공공지를 포함하

면 그 비율은 최대 8.4%(일산신도시)로 커진다.

18) 계획시점에서의 시설녹지 비율을 말함. 단편적으로 현재 일산신도시의 경우 많은 면적의 공공공지가 

완충녹지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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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요 시·도와 제1기 수도권 신도시의 시설녹지 비율

(자료: 통계청, 2011, 연구자 재구성)

그러나 개발이 매우 제한적인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성된 시설녹지는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녹지로서 한계가 있었다. 분당과 일산은 계획 이후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많은 면적을 공공공지로 지정하였으며, 중동의 

경우 공공공지만으로 녹지를 계획하고 있다.

1.2. 수도권 신도시 공원·녹지 현황

수도권 신도시 5개 지역의 공원·녹지는 크게 도시공원과 녹지·기타로 구분

된다. 도시공원은 생활권역 구분을 중심을 근린공원(500m~2km)과 어린이공

원(250m이하)이 계획되고, 녹지·기타에는 시설녹지를 중심으로 공공공지, 미

관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가로수 등이 함께 계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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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공원·녹지 체계

각 신도시 별 녹지 및 공공공지의 계획구상을 살펴보면, 그 설치양상이 조

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당의 경우 완충녹지로 지정된 곳이 없는 

대신, 경관녹지와 공공공지를 중심으로 녹지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공공

지는 따로 지자체 조례19)를 마련하여 도시 녹지를 관리한다. 일산은 초기 계

획에서 분당과 유사하게 완충 기능을 겸하는 공공공지와 경관녹지를 중심으

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토지이용 상 공공공지는 완충녹지로 전환되어 추가적

인 개발 및 시설물 등의 설치가 어려운 상태이다. 평촌은 도로와 주거지역,

개발지역 경계부, 소음원인시설 등 대부분 시설녹지 용지에 완충녹지를 배치

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공지와 경관녹지가 적은 양으로 계획되어있다. 산본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완충녹지가 설계되었으며, 도시 외곽의 절개사면을 중심

으로 경관녹지가 배치하며, 중동신도시는 완충 및 경관녹지가 없이 공공공지

만 계획되었다. 계획구상내용을 종합해보면, 경관녹지는 개발용지 경계에, 완

충녹지는 도로와 인접한 주거·학교·공공청사 등 경계부에 설치되는 유사한 

경향은 보이지만, 일정부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시설녹

지를 대신하여 공공공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된 공공공지는 해당 

19) 성남시는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공공공지를 경관형, 이용

형, 생태형, 환경·완충형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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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자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하여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추가개발

을 막기 위해 완충녹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등 관리차원에서의 차이를 보인

다.

[그림 3-3]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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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지유형

분당 도로 및 주거지변, 고속도로변, 택지개발경계부,

일산
중심가로 입지형, 택지계발경계 가로입지형, 단독주거 가로입지형,

철로변, 개발경계

평촌
집단에너지시설, 공장주변, 40m이상 광로변 주거지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 보호수목 주변, 40이상 광로변 상업지역

산본 도로변, 지구내간선도로변, 기존수림지, 절개지, 부지외곽

중동 중심지구, 단독주택지변, 공동주택단지변

[표 3-3] 신도시별 시설녹지 입지유형

구분
면적 (비율)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총면적
19,639,008

(100)
15,735,711

(100)
5,105,904

(100)
4,258,000

(100)
5,439,028

(100)

공원
2,665,479

(13.6)
2,388,691

(15.2)
503,982

(9.9)
601,710
(14.1)

391,698
(7.2)

녹
지

시설녹지
266,456
(1.4)

1,005,985
(6.4)

142,456
(2.8)

296,208
(7.0)

36,858
(0.7)

공공공지
910,069

(4.6)
311,300

(2.0)
19,686
(0.4)

0
(0.0)

125,819
(2.3)

[표 3-2]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 현황

2.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 입지유형

수도권 신도시 녹지는 주로 입지 유형에 따라 녹지의 폭과 조성방향이 결

정된다.

앞서 수도권 신도시 녹지의 입지유형을 종합해보면, 주로 주거지역과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그 외 철로 및 고속도로변 완충녹

지, 택지계발 경계부 경관녹지 등이 있다. 도시 별 입지유형을 구체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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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주거지역은 공동주택단지와 연립 및 단독주택지로 나눌 수 있고, 주

거지역과 인접하여 학교 및 공공시설, 상업시설, 공원 및 운동시설 등이 분포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별 구체적으로 분석할 입지유형은 2개 이상의 

신도시에 해당하는 유형이거나 면적이 큰 유형을 중심으로 하였고, 분석 표

본이 적은 대상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2.1. 분당신도시

분당신도시는 자연지형에 순응, 지역간 도로망 체계화 및 연계, 도시의 장

래성장 고려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북서-동남축의 도시중심축을 중심으로 이

와 수직방향으로 선형의 중심상업지구를 배치하고 있다. 토지이용은 생활권

을 중심으로 광역, 대, 중, 소생활권을 구분하며,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한 곳

이 대생활권, 북부, 중부, 남주의 중생활권, 각 중생활권별 자연지형에 따라 

전철역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는 소생활권을 구성한다.

공원·녹지계획은 청계산-중앙공원-불곡산을 잇는 대형 녹지축을 중심으로 

하여 소생활권별 공원을 두도록 하며, 자연지형 등 보존대상이 되는 녹지를 

우선적으로 공원화하였다. 남북으로 이어진 탄천변 고수부지는 정비하여 운

동공원화 하였고,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변에는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녹지

를 두고, 보행자전용도로와 녹지체계를 연계한다.

분당신도시의 녹지는 경관녹지(10개소)와 공공공지(39개소)로 구성되며, 완

충 및 방음과 같은 시설녹지의 기능을 공공공지가 대신하고 있다. 경관녹지

는 주로 택지개발경계부의 기존수림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며, 경관녹지 주

변으로는 주로 주거단지가 분포하도록 한다. 공공공지는 하천변, 도로 및 주

거지변·고속도로변, 택지개발 경계부 등 다양한 곳에서 각 입지특성에 따른 

개발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하천변에는 오픈스페이스및 하천 경관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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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시설녹지 면적 (단위 ㎡)
완충녹지 입지유형 경관녹지 입지유형
B1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 - L1 도로-경관녹지-하천 -
B2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 - L2 도로-경관녹지-논밭 -
B3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 - L3 도로-경관녹지-산 106,381
B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 5,238 L4 아파트-경관녹지-산 -
B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5,439 L5 연립주택지-경관녹지-산 92,231
B6 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 3,355 L6 학교-경관녹지-산 6,902
B7 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가철로 -
기타
E 기타 44,161 총 263,708

[표 3-4] 분당신도시 시설녹지 입지유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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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로 및 주거지변·고속도로변에는 보행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고

려, 택지개발 경계부에는 개발지와 미개발지간의 상충을 완화하도록 개발된

다.

2.2. 일산신도시

일산신도시 계획의 기본골격은 정발산을 보전, 지역적 간선도로망 수용,

장래성장 고려 등의 기본원칙을 기본으로 한 토지이용, 도로망체계, 공원·녹

지체계, 공공시설, 공급·처리시설 계획 등의 기본구상으로 구성된다. 토지이

용은 크게 도시중심축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구분하며, 이와 유사한 방힉으로 

공원계획이 수립되었다. 생활권은 대·중·소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분되며, 생활

권에 따라 근린공원(광역생활권, 지역생활권, 근린생활권, 근린주구)과 어린이

공원이 계획된다. 대생활권은 크게 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도시계획 구

역을 넘어서는 광역지역의 주민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광역생활권 공원으로

서 대규모 호수공원이 계획되었다. 중생활권은 정발산과 도심을 중심으로 나

누어진 남북간 2개의 중생활권과 지하철 노선을 따라 서비스축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도보권 내 일상적 이용과 휴양을 위해 중앙공원(정발산)과 축형공

원이 조성되었다. 소생활권은 실질적인 도시형태와 이용거리에 따라 9개로 

구분되며, 소생활권 내 대로에 의해 세부적인 근린 생활권으로 나뉜다. 각  

근린분구에는 어린이 놀이 및 주민 상호 교류를 위한 최소단위의 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인근 근린생활권과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연결된

다.

일산신도시 공원·녹지체계는 정발산(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남북축인 ‘고봉

산-정발산-호수공원’과 동서축인 ‘운동장-지구공원-근린공원-중앙공원(정발산)-

지구공원-근린공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부적인 녹도체계는 차륜동선과 분리

된 녹도망구성하고 지하철역과 학교, 편익시설, 공원 등 녹도체계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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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산신도시 초기 녹지계획은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22

개소)로 구성되지만, 현재 신도시 구역 내 모든 공공공지는 완충녹지로 전환

된 상태이다. 계획내용에서는 동남쪽경계의 경의선 철로주변의 30~50m 폭의 

완충녹지와 도시내부 거주 및 상업지역 주변의 10~15m 폭의 공공공지, 도시

외곽의 경관녹지가 계획되어있다. 녹지계획상에서 완충녹지는 방음방풍효과 

및 단지외곽부 강조와 함께 휴식공간 제공기능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공지는 

중심가로입지형, 택지개발경계가로 입지형, 단독주거 가로 입지형 등으로 나

누어 폭과 계획개념,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등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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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시설녹지 면적 (단위 ㎡)
완충녹지 경관녹지
B1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 142,832 L1 도로-경관녹지-하천 63,874
B2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 140,146 L2 도로-경관녹지-논밭 113,298
B3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 17,010 L3 도로-경관녹지-산 -
B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 16,725 L4 아파트-경관녹지-산 -
B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 L5 연립주택지-경관녹지-산 -
B6 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 - L6 학교-경관녹지-산 -
B7 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가철로 217,169
기타
E 기타 23,557 총 734,624

[표 3-5] 일산신도시 시설녹지 입지유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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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촌신도시

안양 평촌지구의 도시설계는 크게 건축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성된다. 건

축부문은 주거지역 및 상업업무지역으로 나뉘고, 공공부문은 교통시설물, 가

로시설물, 도시사인 시스템, 공원·녹지, 광장 등을 포함한다. 공원·녹지가 포

함된 공공부문의 도시설계목표는 ‘도시이미지 구성’, ‘효율적 교통관리’, 공공

공간의 장소성 부각과 활성화‘이다.

공원·녹지계획의 기본방향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이용권을 설정하여 배치하고 있다. 생활권은 광역생활권(2km이상), 지역

생활권~근린생활권(2km)내외, 근린주구(1km)내외, 근린분구(500m내외)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각 생활권 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위치와 면적을 

결정한다.

평촌신도시의 녹지계획은 완충녹지(14개소), 경관녹지(1개소), 공공공지(2개

소)로 구성된다. 완충녹지는 간선도로, 집단에너지시설 주면 및 지구 외곽의 

공업지역 인접부에 15개소를 설치하고, 경관녹지는 단독주택지 내 200년생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1개소를 계획하였다. 집단에너지시설 및 공장주변

으로는 폭 10m의 완충녹지를, 40m 이상 광로변 주거지역에는 폭 15m의 완

충녹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는 11~20m의 완충녹지를 설치한다. 40m

이상 광로와 상업지역이 맞닿은 곳에는 15m 폭의 공공공지를 설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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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신도시 시설녹지 면적 (단위 ㎡)
완충녹지 경관녹지
B1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 93,199 L1 도로-경관녹지-하천 -
B2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 15,727 L2 도로-경관녹지-논밭 -
B3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 5,799 L3 도로-경관녹지-산 -
B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 12,130 L4 아파트-경관녹지-산 -
B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6,591 L5 연립주택지-경관녹지-산 -
B6 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 3,738 L6 학교-경관녹지-산 -
B7 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가철로 -
기타
E 기타 3,382 총 140,566

[표 3-6] 평촌신도시 시설녹지 입지유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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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본신도시

산본신도시의 공원녹지계획은 인근 수리산의 자연경관 및 산림자원을 활용

하고, 신도시 중앙에는 홍수조절기능을 가지며 운동, 휴게, 편익 등의 종합적 

성격으로 개발하는 중앙공원(근린공원11호)이 위치하며, 각 지구별 휴게, 모

임, 운동 등의 시설을 도심한 평지형공원(근린공원 1호)와 주변 수림을 보존

하고 완경사부분을 개방하여 체력단련 및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자연공원

의 성격으로 개발한 산지구릉형공원(근린공원 2, 3, 5, 6, 7, 8, 9, 10호),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진 소규모 호수공원(근린공원4호)등이 배치된다. 어린이공원은 

각 근린분구의 중심 또는 입부부분에 접근성과 식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단지 내 주요 보행로와 연결한다.

산본신도시의 녹지는 완충녹지(14개소)와 경관녹지(13개소)로 구성된다. 완

충녹지는 방음효과 증진을 위해 인공동산을 조성하고 가로경관 향상, 자전거

도로 연결 및 휴게공간 조성, 산책로 및 휴게소, 지형을 고려한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을 설계기본방향으로 한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

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지외곽 개발이 곤란한 급경사지나 기존의 양호한 

수림지, 택지조성에 의해 생기는 절개사면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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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신도시 시설녹지 면적 (단위 ㎡)
완충녹지 경관녹지
B1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 61,999 L1 도로-경관녹지-하천 -
B2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 8,037 L2 도로-경관녹지-논밭 -
B3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 - L3 도로-경관녹지-산 22,029
B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 10,811 L4 아파트-경관녹지-산 35,364
B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2,614 L5 연립주택지-경관녹지-산 23,853
B6 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 - L6 학교-경관녹지-산 29,609
B7 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가철로 39,121
기타
E 기타 63,091 총 296,529

[표 3-7] 산본신도시 시설녹지 입지유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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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동신도시

중동신도시 도시설계는 도시경관구상과 중심지구 및 공공부문 개발방향으

로 구성된다. 경관계획은 도시의 식별성 증진, 장소성 향상, 심미적 제공을 

목적으로, 중동지구 내 구역별 경관구상을 한다. 시설녹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동서 및 남북간 주 간선도로는 도시 골격을 이루는 상징적인 

경관으로서 체ㅈ계적이고 명확한 경계요소로 조성하며, 중심지구의 경우 부

천시 중심적인 도시경관으로서 상징적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한다. 기존시

가지와 상충이 일어나는 곳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송내 역세권의 

지구 초입부에는 상징성, 방향성을 부여한다.

중동신도시 공원계획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거리 및 인구수를 고려한 

생활권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어린이 공원은 보행자전용도로축 및 학교시설

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개발방향은 지구전체의 일관된 체계를 갖도록 함과 

동시에 공원 별 위치 및 주변환경에 따라 독창성을 가지도록 하며, 광역적인 

공원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체험선택을 가능하도록 한다.

중동신도시의 녹지는 공공공지(7개소)와 시설녹지(25개소)로 구성하며, 시설

녹지 내 경관 녹지와 완충녹지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공공공지와 시설녹지

는 주로 도로변에 위치하며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래 환경변화

에 대응하여 변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공공지와 시설녹지를 구분하

고 있다. 시설녹지는 10m, 12m 등의 폭원으로 경관 및 차계, 차폐 및 방음,

경관 및 휴식 기능으로 조성되고, 도로의 위치에 따라 수림대 조성과 산책로,

휴식공간을 배치한다. 공공공지 또한 10m와 15m 등의 폭원으로 경관 및 휴

식, 차폐 및 방음 기능으로 시설녹지와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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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신도시 시설녹지 총면적
완충녹지 경관녹지
B1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 7,691 L1 도로-경관녹지-하천 -
B2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 17,745 L2 도로-경관녹지-논밭 -
B3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 - L3 도로-경관녹지-산 -
B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 3,396 L4 아파트-경관녹지-산 -
B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 L5 연립주택지-경관녹지-산 -
B6 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 14,182 L6 학교-경관녹지-산 -
B7 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가철로 -
기타
E 기타 1,527 총 44,540

[표 3-8] 중동신도시 시설녹지 입지유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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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입지유형의 종합

신도시 5개 지역의 시설녹지의 입지유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5개 신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은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이었

으며, 분당을 제외한 4개신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은 ‘도로-완충

녹지-공동주택단지’,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이었다. 분당, 평촌, 산

본 3개 신도시에서는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의 유형이 발견되어,

기존 완충녹지의 법정 입지유형과 다른 유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관녹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으며, 하천, 논밭, 산지 

등과 같은 도시외곽 자연녹지지역과 접한 부분이 많다.

구분 입지유형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총계

완

충

녹

지

B1
도로-완충녹지-공동
주택단지

- 142,832 93,199 61,999 7,691 305,721

B2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

- 140,146 15,727 8,037 17,745 181,655

B3
도로-완충녹지-상업
공간

- 17,010 5,799 - - 22,809

B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

5,238 16,725 12,130 10,811 3,396 48,300

B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 - 6,591 2,614 - 9,205

B6
도로-완충녹지-에너
지공급시설

3,355 - 3,738 - 14,182 21,275

B7
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가철로

- 217,169 - 39,121 - 256,290

경

관

녹

지

L1 도로-경관녹지-하천 - 63,880 - - - 63,880
L2 도로-경관녹지-논밭 - 113,298 - - - 113,298
L3 도로-경관녹지-산 106,381 - - 22,029 - 128,410
L4 아파트-경관녹지-산 - - - 35,364 - 35,364

L5
연립주택지-경관녹지
-산

92,231 - - 23,853 - 116,084

L6 학교-경관녹지-산 6,902 　- - 29,609 - 36,511
기

타
E 기타 49,600 23,557　  3,382 63,091 1,527 135,718

총계 263,708 733,607 140,566 296,529 44,540 1,478,950

[표 3-9] 시설녹지 입지유형의 종합(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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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지유형별 공간특성

3.1. 완충녹지

3.1.1.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 입지유형은 일산, 평본, 산본, 중동 4개 신도시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도로와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한 완충녹지 공

간은 보도와 녹지로 이루어진 유형1, 보행 및 자전거 공용도로와 녹지로 이

루어진 유형2, 보행과 자전거도로가 녹지로 분리되어 있는 유형3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 142,832㎡ 93,199㎡ 61,999㎡ 7,691㎡

[표 3-10]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_면적

유형별 공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1은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전반적으로 

보이는 유형으로 보도의 폭이 2~3m로 좁고, 녹지는 대부분 2~4m 정도 성토

되어있다. 성토되어 있는 녹지를 중심으로 보도 반대편에는 주택단지 내 주

차장 및 녹지공간과 인접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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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평촌)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벤치, 버스정류장, 진입동선
도로, 주택단지 내 녹지, 

주차장

[그림 3-4]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_유형1

유형2 또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공통으로 확인되는 유형으로 보행과 

자전거 공용도로로 동선의 폭이 5m로 비교적 넓고, 녹지부분은 2~3m정도 

성토되어 있다. 녹지는 주로 수목으로 이루어져있고, 하부식재는 보도 쪽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사면을 집중적으로 식재되어있다. 성토가 낮은 구간은 단

지 내 녹지를 사용하여 차폐기능을 높인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주택단

지의 보조출입구가 녹지사이에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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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평촌)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벤치, 진입동선, 버스정류장
도로, 주택단지 내 녹지, 

주차장

[그림 3-5]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_유형2

유형3은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녹지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유형으로 주로 

일산신도시와 산본신도시에서 나타났다.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나누는 녹지의 

폭은 일산신도시가 3~5m로 넓으며, 산본신도시는 1m 내외의 낮은 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산신도시의 유형3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길을 중

심으로 벤치, 퍼골라 등의 휴게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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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일산)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중앙자전거도로
퍼골라, 벤치, 버스정류장, 

진입동선, 자전거보관소

도로, 주택단지 내 녹지, 

주차장

[그림 3-6]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_유형3

3.1.2.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의 입지유형은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연립주택은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계획되어 있고 연립

주택필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설계되어 있다. 단독주택은 분당과 일산

에 계획되어 있고, 일산 단독주택지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분당의 경우에는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어 분석 범위에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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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 140,146㎡ 15,727㎡ 8,037㎡ 17,745㎡

[표 3-11]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_면적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주변으로 계획된 완충녹지의 공간유형은 연립주택과 

전면에 위치한 유형2가지와 단독주택 후면에 위치한 유형1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완충녹지-연립주택의 첫째 유형은, 연립주택 1층이 주로 상점이 

들어선 곳이 많아 마운딩으로 조성되기 보다는 대부분 평지로 조성된 곳이

다. 평지형의 녹지에는 울타리를 제거하여 건물입구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열

어두었으며, 벤치와 함께 퍼골라, 자전거보관소와 같은 규모가 큰 노변시설물

이 설치되어 있다. 상점 전면에는 개별적으로 화분을 놓아두거나 텃밭과 같

이 작물을 심는 행태가 벌어지는 곳이 있었으며, 지반고가 낮은 배수로 위에

는 널빤지 등의 가설물로 상점 진입로를 만들고 있다.

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퍼골라, 통과동선 도로, 상점

[그림 3-7] 도로-완충녹지-연립주택_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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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연립주택건물과 녹지가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는 경우로, 마운딩

의 높이가 1m 내외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택 외부 보차공용도로 또는 주차

공간이 녹지와 접하고 있다. 보차공용도로와 외부 보도를 연결하기위해 녹지

에는 장변 00m간격으로 통과보도가 조성되어 있다.

현황1(평촌) 현황2(평촌)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벤치, 진입동선 도로, 주차장

[그림 3-8] 도로-완충녹지-연립주택_유형2

도로-완충녹지-단독주택의 유형은 일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와 단독주

택 사이에 위치한 완충녹지는 대부분 건물의 후면 또는 측면과 닿아있으며,

주택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목 및 관목을 밀식하여 심고있다. 단독주택

의 입구는 필지 내부로 향해 있어 녹지 내 통과동선이나 주민이 이용하는 공

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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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 도로, 주택정원, 건물후면

[그림 3-9] 도로-완충녹지-단독주택_유형1

3.1.3.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

상업시설과 도로 사이에 지정된 완충녹지는 일산과 평촌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초기에 공공공지로 지정되었던 일산 상업지역 전면 녹지는 계획이후 고

양시에서 완충녹지로 전환하여 추가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평촌 상업지역 

전면 또한 공공공지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상업지역에 한하여 완충녹지가 설

치되었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일산 평촌

면적 - 17,010㎡ 5,799㎡ - -

[표 3-12]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_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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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전면 완충녹지 유형은 일산과 평촌 각 도시별 2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일산의 상업시설 전면 녹지는 여러방향의 동선 편의를 

위해 광장형 공간에 벤치플랜터를 중앙에 조성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플

랜터가 아닌 녹지기반을 한가운데 두고, 벤치시설을 녹지 사방으로 배치하는 

곳도 있다.

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벤치플랜터, 벤치 도로, 상점

[그림 3-10]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_유형1

두 번째 유형은 평촌 상업시설 전면 완충녹지로, 오피스텔 1층 상점 전면

에 1m정도로 성토되어 있고, 1층 필로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폭을 

두고 옹벽을 처리하였다. 주택지변 완충녹지와 비교하여 녹지의 폭이 좁으며,

성토된 식재 중앙에는 건물로의 진입을 위해 계단형태의 통과보도가 설치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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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평촌) 현황2(평촌)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벤치, 진입동선 도로, 상점

[그림 3-11] 도로-완충녹지-상업시설_유형2

3.1.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과 도로 사이에 설치된 완충녹지는 5개 신도

시 전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주로 주

택단지가 들어선 필지 안에 포함되어 입지한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단지 및 

연립·단독주택지에 입지한 완충녹지 유형과 유사하게 드러난다. 주택지에 입

지한 완충녹지와의 차이점은 녹지와 인접한 운동장, 교내 공터, 녹지 등의 인

접하고 있는 교내시설의 유형과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시설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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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5,238㎡ 16,725㎡ 12,130㎡ 10,811㎡ 3,396㎡

[표 3-13]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_면적

첫 번째 유형은 5개 신도시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으로 

1~3m정도로 성토하고,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한쪽 측면으로 배치되어 있다.

녹지와 인접하여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녹지의 폭을 줄여 버

스 정차공간 또는 보도 내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주로 보도 측 녹지에 관목 

밀식하고, 낮은 울타리로 교내 운동장 및 주차공간과 녹지를 구분한다.

현황1(평촌)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벤치, 버스정류장
도로, 학교녹지, 주차장, 

운동장

[그림 3-12]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_유형1

두 번째 유형은 일산과 산본의 공동주택단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보도

와 자전거도로가 녹지로 분리된 유형과 유사하다. 녹지는 평지형으로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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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퍼골라와 벤치시설이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녹지와 

인접한 교내 시설은 녹지, 벤치, 운동장 등으로 운동공간과 보행공간을 분리

하기 위해 3m내외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현황1(평촌)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중앙자전거도로 벤치, 퍼골라, 버스정류장 도로, 학교녹지, 운동장

[그림 3-13]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_유형2

세 번째 유형은 낮게 성토된 녹지공간과 학교 건물후면이 맞닿아 있는 공

간으로, 건물후면의 공터에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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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평촌) 현황2(평촌)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벤치, 버스정류장 도로, 건물후면

[그림 3-1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_유형3

3.1.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완충녹지는 공원 및 운동장과 인접하여 설치되기도 한다. 평촌과 산본 신

도시에는 주거단지 사이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주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간유형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 - 6,591㎡ 2,614㎡ -

[표 3-14]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면적

첫째 유형은 평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으로 연립주택지 사이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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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는 완충녹지 공간형태이다. 녹지의 폭은 10m 정도로 

낮게 성토되어 있으며, 녹지 한쪽측면은 보행 및 자전거 도로가 계획되어 있

고 다른한쪽측면은 주차공간을 겸하는 도로가 위치해있다. 녹지의 끝부분은 

자연석쌓기와 보도로 둘러싸여있다.

현황1(평촌) 현황2(평촌)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벤치 주차장, 도로, 공원녹지

[그림 3-1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_유형1

두 번째 유형은 평촌과 산본 신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녹지를 중

심으로 한쪽측면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다른 쪽 측면에는 어린이 공원 

내 녹지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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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산본)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벤치, 버스정류장, 진입동선 도로, 공원녹지

[그림 3-16]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_유형2

3.1.6.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주변으로 계획된 완충녹지는 분당, 평촌, 중동신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주변 완충녹지는 주로 성토한 10m폭의 

녹지와 보도로 구성된 한 가지 유형으로 드러난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3,355㎡ - 3,738㎡ - 14,182㎡

[표 3-15] 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 면적



- 65 -

보도 쪽 측면은 관목식재를 군식하고, 에너지공급시설 쪽은 울타리를 사용

하여 앞서 살펴본 입지유형 중 시각적인 차폐정도가 가장 높다. 주거지와 인

접하여 통행이 많은 곳에는 부분적으로 쉼터를 조성한 곳도 있다.

현황1(평촌) 현황2(평촌)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벤치 도로, 녹지, 주차장

[그림 3-17] 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_유형1

3.1.7.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가도로

철로 및 고가도로 같은 대형 교통시설과 도로 사이에 입지한 완충녹지는 

일산과 산본 신도시에서 드러난다. 일산 신도시 북동쪽에는 경의선이 도시 

외곽을 따라 지나가고 있으며, 경의선과 도시 외곽도로 사이에 30~50m 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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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형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다. 산본 신도시 북단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가 고가도로의 형태로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어 주거단지 외곽도로를 따라 

30~50m 폭으로 사면형태의 완충녹지가 둘러져 있다. 일산 철로변 완충녹지

와 산본 고가도로변 완충녹지는 경사의 정도와 이용형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

난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 217,169㎡ - 39,121㎡ -

[표 3-16] 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속도로 면적

우선, 일산신도시 경의선변 완충녹지는 전반적으로 평지형태로 자전거도로

와 산책로, 녹지가 섞여 있어 녹지 전반적으로 공간이용도가 높게 나타난다.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곳이나 자전거도로 주변에는 퍼골라와 벤치 등의 휴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광장과 같이 넓은 포장공간을 형성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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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중앙자전거도로

벤치, 퍼골라, 산책로, 광장, 

자전거보관소, 버스정류장, 

잔디

도로, 철로

[그림 3-18] 도로-완충녹지-철로_유형1

반면, 산본 신도시 고가도로변 완충녹지는 경사도가 높은 사면으로 암반과 

식재로만 조성되어 있다. 30~50m정도의 폭을 가진 사면 중 공동주택단지 후

면과 가까운 일부구간에는 완충녹지와 함께 경관녹지가 20m정도의 폭으로 

인접하여 설계되어 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현재 농구장, 테니스장, 조깅

트랙 등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완충녹지 중 한 부분에는 통과동선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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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산본)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진입동선 도로, 고가도로

[그림 3-19] 도로-완충녹지-고속도로_유형1

3.2. 경관녹지

경관녹지는 주로 신도시 개발경계부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경계에는 도시

가 개발되기 이전의 논밭 경작지나 하천, 산림 등의 녹지환경과 도시 내 도

로, 주거지 등의 건조환경이 만나는 곳이며, 이 사이에 경관녹지가 설치된다.

신도시에서 경관녹지의 입지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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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3.2.1. 도로-경관녹지-하천

신도시 외곽에 위치한 도로와 하천사이에 위치한 경관녹지는 일산에서 확

인된다. 일산신도시에서 또한 경관녹지는 도시 개발 경계부에 위치하며, 경관

녹지 유형은 크게 ‘도로-경관녹지-하천‘과 ’도로-경관녹지-논밭‘ 2가지로 구분

되는데, 이 두 가지 유형모두 폭이 넓은 곳에는 체육시설이나 농업체험공원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 63,880㎡ - - -

[표 3-17] 도로-경관녹지-하천 면적

도로-경관녹지-하천의 첫 번째 유형은 폭이 10~40m로 비교적 좁은 곳으로 

성토되기 보다는 보도와 접한 쪽은 평평한 잔디로 식재하고 외곽 하천지대와

는 사면을 형성하여 고저차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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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벤치, 잔디, 버스정류장 도로, 녹지, 하천

[그림 3-20] 도로-경관녹지-하천_유형1

폭이 50~70m 정도로 넓은 공간에는 경관녹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이나 주유소 등과 같은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때 실질적인 녹지의 

폭은 10m정도로 줄어드며, 건물 외부공간은 퍼골라나 광장, 외부 주차장 등

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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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체육센터, 광장, 퍼골라, 

벤치
녹지, 하천

[그림 3-21] 도로-경관녹지-하천_유형2

3.2.2. 도로-경관녹지-논밭

도로-경관녹지-논밭 또한 일산신도시 경관녹지에서 확인되는 유형이다. 보

도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곳과 보도가 없이 식재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곳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 113,298㎡ - - -

[표 3-18] 도로-경관녹지-논밭 면적

첫째로 보도가 녹지와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는 유형은 보도부분 식재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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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잔디초화류로 구성되어 있고,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이 있는 곳을 주변으

로 벤치, 퍼골라 등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도시 외곽 쪽 경관녹지 경

계는 수로-보도-논밭 순으로 조성되어 있어, 외곽 보도에서 식재 경사면을 확

인할 수 있다.

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측면자전거도로 잔디, 버스정류장 도로, 수로, 논밭

[그림 3-22] 도로-경관녹지-논밭_유형1

두 번째 유형은 보도가 없이 녹지 양쪽으로 도로가 위치한다. 녹지는 수목

으로 밀식되어 있으며, 녹지 양쪽으로 수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유형에서 경

관녹지 내에서의 특징적인 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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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 - 도로, 수로, 논밭

[그림 3-23] 도로-경관녹지-논밭_유형2

보도가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녹지의 면적이 큰 경우 묘목장과 

같이 활용되기도 한다. 경관녹지와 인접하거나 나란한 위치에 이처럼 면적으

로 활용되는 공간으로는 농업체험공원, 휴게공원, 주유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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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일산) 현황2(일산)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 묘목장, 주유소 도로, 수로, 논밭

[그림 3-24] 도로-경관녹지-논밭_유형3

3.2.3. 도로-경관녹지-산

도시개발경계부의 외곽 도로와 기존 수림대 사이에 위치한 경관녹지는 분

당과 산본신도시에서 확인된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106,381㎡ - - 22,029㎡ -

[표 3-19] 도로-경관녹지-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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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내에는 주로 외곽도로와 인접하여 주거지가 계획되어 있어, 도로 

외곽으로 최소한의 보행이 가능하도록 좁은 폭의 보도가 조성되어 있다. 보

도와 경관녹지는 경사도에 따라 옹벽 또는 사면으로 처리된다.

현황1(산본) 현황2(산본)

현황3(분당) 현황3(분당)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측면보도 - 도로, 기존수림대

[그림 3-25] 도로-경관녹지-산_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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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공동주택단지-경관녹지-산

공동주택단지 후면으로 조성된 경관녹지는 산본 신도시에서 일부 발견된

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 - - 35,364㎡ -

[표 3-20] 공동주택단지-경관녹지-산 면적

경관녹지 경계부는 3m정도의 옹벽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경관녹지와 인접

한 공터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이 설

치된다.

현황1(산본)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 자전거보관소 주차장, 기존수림대

[그림 3-26] 공동주택단지-경관녹지-산_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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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연립주택-경관녹지-산

연립주택 후면에 위치한 경관녹지는 분당과 산본 신도시에서 확인된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92,231㎡ - - 23,853㎡ -

[표 3-21] 연립주택-경관녹지-산 면적

분당신도시의 경관녹지는 비교적 경사도가 낮고 연립주택 후면공간은 도로

와 주차장을 겸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현황1(분당) 현황2(분당)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 - 도로, 주차장, 기존수림대

[그림 3-27] 연립주택-경관녹지-산_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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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신도시의 연립주택 후면 수림대는 경사도가 높고 높은 옹벽이 설치되

어 있다. 분당과 유사하게 연립주택 후면은 주차장과 도로를 겸하고 있으며,

경관녹지 공간을 할애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현황1(산본)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 주차장, 벤치 도로, 기존수림대

[그림 3-28] 연립주택지-경관녹지-산_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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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학교-경관녹지-산

도시계발경계부에 위치한 학교와 기존 수림대와 맞닿아 있는 곳에도 경관

녹지가 설치된다. 이와 같은 유형은 분당에서 3개교, 산본에서 9개교로, 산본

에서 더 빈번하게 드러난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6,902㎡ - - 29,609㎡ -

[표 3-22] 학교-경관녹지-산 면적

학교-경관녹지-산 유형은 시설녹지 유형중 보행 및 이용행태가 가장 드러나

지 않는 곳으로 울타리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건물 후면과 맞닿아 있는 경우

가 많다. 건물 후면 공터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기타교내 시설물이 설

치되어 있고, 식재패턴은 기존 수림대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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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산본) 현황2(산본)

평면 단면

보행공간 유형 이용공간 유형 인접공간 유형

- - 주차장, 기존수림대

[그림 3-29] 학교-경관녹지-산_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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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선형공원으로서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 특성

신도시 5개 지역 시설녹지를 분석해본 결과, 입지유형은 크게 13가지(완충

녹지 7, 경관녹지6)로 구분되었으며 입지유형별 보행공간·이용공간·인접공간

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보행공간의 경우 전체 13개 유형 중 10개 유형(완충녹지 7, 경관녹지3)에서 

보도가 녹지와 나란히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7개 유형(완충

녹지7, 경관녹지1)에서 측면 및 중앙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시설

녹지 측면 보행공간은 신도시에서 시설녹지가 도로와 나란히 설계되는 경우 

대부분에서 확인된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측면이 아닌 녹지 사이사이에 

계획된 경우도 일산, 산본 신도시에서 발견된다.

이용공간은 크게 휴게를 위한 시설(벤치, 퍼골라, 벤치플랜터)와 동선관련시

설(진입동선, 통과동선, 산책로), 기타시설(잔디, 광장,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주유소, 자전거보관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도가 설치된 대부분의 완충

녹지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가진 철로변 

완충녹지에는 공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산책로과 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였다. 주택지나 공원 근처에 설치된 완충녹지 사이에는 진입을 위한 

계단 및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점이 들어선 연립주택 1층 및 상업전

용지역에는 통과동선을 고려하여 평지형으로 조성하거나 벤치플랜터를 활용

하여 동선을 열어두고 있다. 이외 도시 내 이동에 필요한 시설(버스정류장,

주유소, 자전거보관소)등 또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었다.

수도권 시설녹지의 한쪽 측면은 대부분이 도로와 인접하여 있다. 총 11가

지 유형(완충녹지 7, 경관녹지5)가 한쪽 측면이 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나머지 다른 측면은 각 토지이용에 속해있는 녹지 및 건물, 기타시설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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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충녹지 입지유형 경관녹지 입지유형
B1 B2 B3 B4 B5 B6 B7 L1 L2 L3 L4 L5 L6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공동
주택
단지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연립
 및 
단독
주택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상업
시설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학교
 및 

공공
시설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공원
및

운동
시설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에너
지

공급
시설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철로
및

고가
철로

도로
ㅣ

경관
녹지
ㅣ

하천

도로
ㅣ

경관
녹지
ㅣ

논밭

도로
ㅣ

경관
녹지
ㅣ
산

아파
트
ㅣ

경관
녹지
ㅣ
산

연립
주택
ㅣ

경관
녹지
ㅣ
산

학교
ㅣ

경관
녹지
ㅣ
산

보

행

공

간

측면보도 O O O O O O O O O O

측면자전거도로 O O O O O O O

중앙자전거도로 O O O

이

용

공

간

벤치 O O O O O O O O O
퍼골라 O O O O O
벤치플랜터 O
산책로 O
잔디 O O O
광장 O O
진입동선 O O O O O
통과동선 O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O O O O O O O O
자전거보관소 O O O

인

접

공

간

도로 O O O O O O O O O O O
고가도로 및 철로 O
주택단지 내 녹지 O
공원녹지 O
학교녹지 O
기타녹지 O O O
주택정원 O
상점 O O
건물후면 O O
보도
주차장 O O O O O O O O
주유소 O O
운동장 및 체육시설 O O
하천 및 수로 O O
논밭 O
기존수림대 O O O O

[표 3-23] 시설녹지 공간특성의 종합

주) 진입동선은 계단, 경사로 등 통과로를 조성해 놓은 경우를 말하며, 통과동선은 상

점 전면 등 필요에 의해 녹지전체를 열어두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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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형공원으로서 시설녹지 활용

1. 선형공원으로서 시설녹지의 개념

1.1. 시설녹지 관련법과 신도시 시설녹지 현황의 비교

신도시 5개 신도시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된 시설녹지의 입지유형은 완충녹

지 7가지와 경관녹지 6가지로 드러났으며, 각 유형별 공간의 형태와 이용양

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도시에 지정된 완충녹지의 입지

유형을 살펴보면, 주거지와 학교 및 공공시설, 공원 등 근린시설과 도로를 완

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경관녹지는 주로 신도시 개발경계를 따라 

조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신도시 시설녹지의 입지경향은 관련법에

서 규정하는 시설녹지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고 반영되는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입지유형 별, 평지와 사면, 물리적 차폐와 개방,

적극적인 공간조성과 소극적인 공간이용 등의 차이에서 제도적으로 단일한 

기능이 지정되는 녹지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5장에서는 입지유형과 공간활용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법과 신도시 시설

녹지의 현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관련법과 현황의 비교는 신도시 시설녹지

에 선형공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대입하기에 앞서, 시설녹지 제도의 재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의 방향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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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공간 설치기준 및 조성방향

관련

법 

시행

규칙

완
충
녹
지

1. 공장·사업장-완충녹지-전용주거지역 

및 교육·연구시설
∙공해 차단·완화, 원인시설 은폐

2. 공장·사업장-완충녹지-(공통)
∙재해발생시 피난지대, 접근억제 및 상
충되는 토지이용조절

3. 철로·고속도로-완충녹지-(공통)
∙공해 차단·완화 및 피난지대, 교통기관
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

경
관
녹
지

1.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곳
∙자연환경 보전

2. 주민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곳
∙조경시설 설치가능

연
결
녹
지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

나 하천을 따라 조성
∙녹지축, 생태통로, 가로공원 

2. 도시 내 공원 및 녹지와 공공시설

의 연결

구분 입지유형 조성현황

신도

시 

시설

녹지

완
충
녹
지

1. 도로-완충녹지-공동주택단지
∙보도와 자전거도로+녹지성토

∙벤치, 퍼골라 등 휴게시설 

2. 도로-완충녹지-연립 및 단독주택
∙보도와 자전거도로

∙통과동선을 고려한 평지녹지

3. 도로-완충녹지-상업공간
∙보도와 자전거도로+평지녹지

∙휴게시설과 통과동선을 고려한 벤치플

랜터 설치

4. 도로-완충녹지-학교 및 공공시설
∙보도와 자전거도로+녹지성토

∙버스정류장과 휴게시설 조성

5. 도로-완충녹지-공원 및 운동시설
∙보도와 자전거도로+녹지성토

∙공원녹지와 인접

6. 도로-완충녹지-에너지공급시설
∙보도와 녹지성토

∙부분적으로 휴게공간 조성

7. 도로-완충녹지-철로 및 고속도로
∙보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

경
관
녹
지

1. 도로-경관녹지-하천
∙보도+평지녹지, 체육시설 조성

∙개발경계부는 경사조절

2. 도로-경관녹지-논밭
∙보도, 자전거도로+평지녹지

∙주유소

3. 도로-경관녹지-산 ∙보도, 기존수림대 연결

4. 아파트-경관녹지-산 ∙옹벽과 주차장, 단지 내 공공시설물

5. 연립주택-경관녹지-산 ∙옹벽과 주차장, 휴게공간조성

6. 학교-경관녹지-산 ∙옹벽과 추자창, 접근제한

[표 4-1] 시설녹지 관련법과 신도시 시설녹지 현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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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에서 규정하는 각 녹지의 설치기준과 신도시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완충녹지는 시행규칙에서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철로·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을 원인시설로 하여 원인시설

로부터의 공해차단과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신

도시에 설치된 도로변 완충녹지는 주거지를 포함한 근린시설과 인접한 경우

가 많다. 주거지는 전용주거지역 뿐 아니라 1층을 상가로 쓰고 있는 복합용

도 건물도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시설로는 상업시설과 학교, 공원, 운동시설 

등 통행과 이용이 활발한 공간이다. 이 때, 완충녹지를 따라 대부분 보도가 

나란히 계획되고, 각종 노변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벤치, 퍼골라, 버스

정류장, 자전거 보관소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또한 완충녹지는 인접공간의 

성격에 따라 진출입 및 통과동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폭이 넓은 경우 주민의 

요구에 의해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신도시 

완충녹지는 관련법에서 지정하는 완충을 위한 공간 뿐 아니라 휴게공간과 진

출입에 필요한 동선공간, 기타 시설물을 위한 여유공간으로서 활용된다.

경관녹지의 경우, 관련법에서는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곳’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곳‘으로 지정하고 있는

데, 신도시 5개 지역에서는 주로 도시외곽을 따라 자연환경과 도시개발지 사

이에 위치한다. 경관녹지가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완충녹지와 같이 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지만, 도시 내부에 위치한 완충녹지와 비

교하여 시설물 설치수가 적게 나타나고 잔디공간이 많다. 외곽 도로를 끼지 

않고, 주택지와 인접한 경관녹지 경계는 옹벽으로 처리되고 옹벽 전면은 주

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경관녹지는 완충녹지와 달리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거지와 인접한 경관녹지는 가파른 사면으로 조성된 곳

이 많아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드물다.

이와 같이 완충녹지는 법적으로 이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용되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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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도 하고, 경관녹지는 이용을 전제하고 있지만 위치적·지형적 여건으

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시설녹지가 단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도시의 여러 입지 유형에 따라 복합적인 기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1.2. 선형공원으로서 시설녹지의 개념설정

1,2.2. 선형공원형 시설녹지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시설녹지의 대안으로 선형공원 개념을 살펴보

고자 한다. 선형공원은 법적 정의가 확립되거나 대상자체에 대한 담론이 활

발하게 진행된 개념이기 보다는 프롬나트 플랑테와 하이라인과 같이 많은 파

급효과를 일으킨 프로젝트들에 의해 알려진 개념이다. 특징적인 형태에 기반

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형공원은 산책로(promenade), 녹도(green way), 수변

공간(waterfront), 공원도로(parkway), 그린벨트(green belt) 등 다양한 선형의 

녹지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공간의 구성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

이는 시설녹지는 녹지의 적절한 변형을 통해 시설녹지의 기본기능과 공원의 

기능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선형공원형 시설녹지는 시설녹지의 기능을 담은 

공원형 공간으로 보행 및 이용이 활발한 지역의 완충 및 경관녹지에 적용가

능하다.

[그림 4-1] 선형공원형 시설녹지의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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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선형공원 개념의 활용

선형공원의 구성은 대체로 디자인 요소의 반복에 의존하며, 파편화되어 있

는 외부의 컨텍스트 속에서도 전체공간의 통합성을 유지한다.20) 선형공원형 

시설녹지의 유형은 통합적인 보행환경의 디자인과 연속적인 공원경험 생성이 

적절한 모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형공원의 개념은 녹지의 측면

으로 밀려있던 보행로를 녹지 내부로 끌어와 시설녹지의 기능과 보행에 필요

한 환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데 적절하다.

선형공원은 큰 면적의 공원과 비교하여 동선체계가 단순하고, 일정한 폭의 

공간을 가진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동선 디자인은 시설녹지 설계의 중심축으

로서 연속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각 유형은 동선을 중심으로 양쪽 공간

의 식재를 조절하여, 지역별 특징적인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하다.

[그림 4-2] 선형공원 유형의 반복

선형공원의 개념에 기반한 시설녹지는 완충과 경관향상 등의 단순기능으로 

이루어진 시설녹지에 기능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앞서 살펴본 신도시 시설녹

지의 입지유형 및 공간특성에서 완충녹지는 입지유형에 따라 휴게공간으로 

설계되기도 하고, 차폐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보행의 접근이 없는 완충녹지

는 공원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완충기능에 집중한 식재의 밀식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보행이 활발한 상업공간이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어있는 평지형 

20) Karl Kullmann,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2011,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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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는 동선체계와 연계한 공원적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완충 및 

경관기능은 녹지의 입지유형에 따라 녹지의 공원적 이용과 함께 설계될 수 

있다.

[그림 4-3] 선형공원의 기능조절

2. 선형공원으로서 시설녹지의 활용

2.1. 공간별 활용 가능한 선형공원 사례

활용가능한 선형공원 사례를 보행공간, 이용공간, 인접공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공원에서 보행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포장패턴을 

활용하는 방법과 보행공간 주변 식물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보행공간은 

도시 내 다양한 맥락을 가진 공간들을 연결하고 연속적인 공원경험을 이어주

는 중심축이자, 걷기, 산책하기, 쉬어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 각종 노변

활동의 배경이 된다. 하이라인의 포장모듈이나 플레이스 듀빌의 포장패턴 등

과 같이 보행공간의 포장만으로도 특징적인 장조성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시설녹지는 화관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롬나드 플랑테와 세계의 다양한 

식물재료로 공간을 구성한 만델라파크웨이와 같이 식재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도 보행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녹지 내 수목 뿐 아니라 관목과 지피초화

류의 구성을 달리하는 것은 녹화면적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시설녹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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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포장

패턴

활용

특징적인 모듈사용(하이라인)
목재, 콘크리트, 화강암, 석회석 등 

다양한 재료와 패턴(플레이스 듀빌)

식재 

활용

지피식물활용

(하이라인)

화관목과 장미터널

(프롬나드 플랑테)

세계 곳곳의 다양한 

식물재료

(만델라파크웨이)

[그림 4-4] 보행공간의 사례

둘째, 선형공원의 이용공간은 좁은 폭에 적합한 벤치형태의 휴게공간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다. 프롬나드 플랑테는 높은 관목을 활용하여 선

형공원 내 독립적인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하이라인은 포장모듈과 디자

인기법이 같은 형태의 벤치를 설계하여 선형공원의 장소성을 부각시켰다. 하

이라인에는 벤치와 함께 썬 데크 및 잔디를 활용한 휴게공간으로 변화를 주

고 있으며, 블루밍 데일 트레일에서는 잔디와 자연석을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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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공간

(벤치)

높은 관목으로 위요된 

휴게공간 조성

(프롬나드 플랑테)

포장모듈과 비슷한 형태의 벤치와 썬 데크

(하이라인)

휴게

공간

(잔디)

잔디쉼터(하이라인) 잔디와 자연석 활용(블루밍데일 트레일)

전망

공간

전망대(하이라인) 여러 가지 전망유형(블루밍데일 트레일)

벽면

활용

공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식재스크린

(블루밍데일 트레일)

안내 시스템

(블루밍데일 트레일)

시민참여 소망의 벽

(청계천)

[그림 4-5] 이용공간의 사례

조성하였다. 고가철로를 활용한 전례가 많은 선형공원은 전망공간을 조성하

거나, 좁은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면을 활용하기도 한다. 옹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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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녹지

와 

연계

인근 공원녹지와 연계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연결(블루밍데일 트레일)

 

교차

공간

과 

연계

교차로 부분 광장형 

공간으로 조성

(만델라 파크웨이)

넓은 교차공간을 

공연장으로 활용 

(하이라인)

교차로에서 포장재료를 

연속적으로 활용

(플레이스 듀빌) 

진입

공간

과 

연계

공원 초입의 자연스러운 연결

(블루밍데일 트레일)

진입공간 광장으로 

조성

(하이라인)

진입부 

청계광장으로 조성

(청계천)

[그림 4-6] 인접공간의 사례

설치되거나 높게 성토된 시설녹지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도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셋째, 선형공원은 공원과 인접한 공원 및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주요 접근

점을 형성하거나 공간효율을 높일 수 있다. 블루밍데일 트레일은 선형공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5개의 공원과 진입로를 연결하거나 공간적으로 통합

하여 설계안을 제한한다. 공원과 같은 형태의 녹지가 아니더라도 선형공원은 

교차공간의 공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만델라 파크웨이는 도로에 의해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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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교차공간마다 광장형태로 조성하여 공원의 진입공간을 형성하였

고, 하이라인은 고가도로의 넓이 확장하여 공연장으로, 플레이스 듀빌은 선형

공원의 포장패턴을 교차공간에서 적용하여 연속적인 공간경험을 가능하게 하

였다. 시설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출입로 또한 면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으로,

블루밍데일 트레일, 하이라인, 청계천에서 공원으로의 진입 공간을 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2. 선형공원으로서 신도시 시설녹지 활용

앞서 분석한 선형공원의 사례는 신도시 시설녹지 입지유형에 따라 적용범

위가 달라진다. 주로 포장패턴 및 식재를 활용하여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방

법은 통행이 많은 주거지 및 근린시설과 인접한 완충녹지에 적용가능하다.

도시 내 주거지 및 근린시설 변에 설치된 10m폭의 완충녹지는 좁은 폭으로 

벤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잔디를 활용한 휴게공간은 10m보다 넓은 폭으로 조성되는 도시외곽 경관녹

지가 적합하며, 이 때 보행공간 또한 잔디공간과 연계하여 식재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경관녹지로서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망공간

은 주로 주거지 외곽에 사면으로 조성되는 경관녹지에 부분적으로 사용가능

하며, 벽면활용공간은 높게 울타리가 세워지는 학교 운동장과 인접한 공간 

또는 철로 및 고가철로 변 완충녹지에서 활용가능하다. 좁은 폭의 시설녹지

는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 교내 녹지, 공원녹지 등의 녹지 또는 교차공간 및 

진·출입 공간과 연계하여 규모가 큰 휴게공간이나 주요 접근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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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충녹지 입지유형 경관녹지 입지유형

B1 B2 B3 B4 B5 B6 B7 L1 L2 L3 L4 L5 L6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공동
주택
단지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연립
 및 
단독
주택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상업
시설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학교
 및 

공공
시설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공원
및

운동
시설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에너
지

공급
시설

도로
ㅣ

완충
녹지
ㅣ

철로
및

고가
철로

도로
ㅣ

경관
녹지
ㅣ

하천

도로
ㅣ

경관
녹지
ㅣ

논밭

도로
ㅣ

경관
녹지
ㅣ
산

아파
트
ㅣ

경관
녹지
ㅣ
산

연립
주택
ㅣ

경관
녹지
ㅣ
산

학교
ㅣ

경관
녹지
ㅣ
산

보 행

공간

포장패턴의 

활용
O O O O O O O △ △ △ - - -

식재의 활용 △ △ △ O O △ O O O O - - -

이 용

공간

휴게공간(벤치) O O O O O O O △ △ - - - -

휴게공간(잔디) - △ - - O - O O O - - - -

전망공간 - - - - - - - - - - △ △ △

벽면활용공간 - - - O O - O - - - - - -

인 접

공간

인 근 녹 지 와 의 

연계
△ △ - △ O - - △ △ △ - - -

교 차 공 간 과 의 

연계
△ △ △ △ O - O - - - - - -

진 입 공 간 과 의 

연계
△ △ △ △ O - O △ △ △ - - -

[표 4-2] 선형공원으로서 신도시 시설녹지의 활용

(O적극활용, △일부활용, - 활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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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녹지공간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신도시 시설녹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설녹지의 입지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5개 신도시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은 완충녹지 7가지와 경관녹지 6가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완

충녹지는 주거지와 학교 및 공공시설, 공원 등의 근린시설과 도로 사이에 설

치되었고, 경관녹지는 주로 신도시 개발경계를 따라 조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시설녹지의 입지유형별 공간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련법상의 시설녹

지의 설치기준은 신도시 시설녹지의 현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주로 

도로와 정주환경 사이에 설치되는 완충녹지는 통행과 이용이 활발한 공간으

로 대부분의 완충녹지를 따라 보도 및 자전거 도로가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이 때 완충녹지는 인접공간의 성격에 따라 진출입 및 통과동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폭이 넓은 경우 주민의 요구에 의해 산책로 및 휴게공간이 적극적으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도시개발경계부에 위치한 경관녹지의 경우에는, 도시내부

와 비교하여 급경사지가 많고, 도시 내부와 비교하여 접근빈도가 떨어져 이

용공간이 드물게 나타났다. 즉, 법적으로 이용을 배제하고 있는 완충녹지에는 

보행 및 휴게공간이 조성되고, 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경관녹지는 실질적으

로 이용도가 떨어진다.

셋째, 각 입지유형에 따라 시설녹지의 보행, 이용, 인접공간의 유형이 다르

게 나타났다. 주택지와 인접한 완충녹지는 통행과 휴게에 필요한 공간이 주

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상점과 인접한 완충녹지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성토하

지 않고 평지형으로 열어두거나, 벤치플랜터를 설치하였다. 철로 변 넓게 조

성된 완충녹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휴게공간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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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성되어 있다. 경관녹지의 경우 6가지 유형중 3가지 유형에서만 보행공

간이 따로 조성되어 있었고, 주거지 및 학교 후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면인 

경우가 많아 옹벽으로 처리하고 면적인 이용이 제한적이다.

넷째, 시설녹지의 대안을 선형공원의 개념을 도입해본 결과, 신도시 시설녹

지 중 보행이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이용·인접공간을 활용하여 선형

공원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선형공원의 중심축이 되는 보행공간은 

포장패턴과 식재를 활용하여 공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공간의 경우,

폭이 좁은 완충녹지에서는 벤치와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고, 인근 토지이용

에 의해 발생하는 녹지, 교차공간, 진입공간 등과 연계하여 면적 공간으로 활

용가능하다. 통행이 비교적 적은 개발경계부 경관녹지는 평지형인 경우 포장

패턴보다는 잔디와 지피초화를 이용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사면형인 경우 

보존기능만을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전망공간으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는 5개 신도시의 시설녹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입지유형 및 

공간특성을 중심으로, 단일기능으로 분류된 시설녹지가 정주환경을 구성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논문의 공간유형이 특정 시설녹지를 

모두 대변할 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현장을 통해 상

향식 방식으로 고찰 해보았다는 점,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현황과 관련법의 

설치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 선형공원의 개념을 통해 시설녹지의 활용대안

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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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 and Utilization of Urban 

Green Facilities as Linear Park

-Based on first-generation metropolitan new towns

Advised by Professor. Wook-Ju Jeo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A Choi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various functions green space can serve

as, and primarily conducts research on “green facilities”. After the City

Park Law was enacted in 1980, facility green have comprised the city's

green space without much change for the past 30 years (aside from the

addition in 2005). However, cities today differ greatly with cities from 30

years ago, creating conflicts with existing city areas or requiring

renovations in certain areas. Under such circumstances,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existing

institutional devices.

The green facilities in new towns targeted for research is comprised

of buffer green zones and landscape green zone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size and proportion of the 5 new town areas, the general

locational types of the 5 areas could be observed. The following facts

were observed based on the 7 types of buffer green zones and 6 types of



- 100 -

landscape green zones that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locational

types.

First, buffer green zones restricted from use by law tend to be

installed near residence and community facilities, with sidewalks, bike

paths, resting space and access roads. Meanwhile, landscape green zones,

on which landscape facilities can be constructed on, are usually located

near development boundaries. They have low accessability and some are

created on steep slopes, resulting in low utilization of the areas.

Second, the green facilities' walking, utilizing and neighboring space

differ based on their locational types. Green facilities near residences are

created centered around rest and accessability, while commercial areas

used bench-planters for passage. In addition, buffer green zones spread

across railroads are being actively utilized for resting areas and walkways,

while landscape green zones have retaining wall designs with limited use

due to its location on sleep slopes.

Third, applying the concept of linear parks into green facility

alternatives showed that the walking, utilizing and neighboring areas in

new city green facilities usable for walking can be used as linear parks.

The walking areas in linear parks can provide park-like experience

through decoration patterns and materials. In the case of utilizing areas,

resting facilities such as benches can be used in narrow buffer green

zones. The areas can also be fully utilized by connecting the areas with

greens, intersection and entrances of adjacent lands. Finally for landscape

green zones near development boundaries, which have relatively less

passage, grass and flowering plants can be used instead of decoration

patterns on flat lands while slopes can either maintain its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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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r partially utilize the land as landscape area.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repeating patterns from area type

analysis, so it cannot represent all green facilities in new towns. However,

it has studied the institutionally-restricted urban planning on the spot,

through which gaps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installation

standards were discovered. In addition, green facility utilization

possibilities were explored through the linear park concept. Such

observations from green facilities will benefit urban planning in the future.

■ Keywords : Linear Park, Buffer Green Zone, Landscape Green Zone,

Urban Green Facility, New Town

■ Student Number : 201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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