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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개념을 적용한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방안

이 예 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본 연구는 도시쇠퇴 및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1기 신도시의 녹지 재생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1기 신도시 가운데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린인프라스트럭처의 기능을 적용한‘녹지 재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활용하여 전문가 의

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평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녹지 재생 대안들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AHP 설문을 위한 계층구조는 총 3단계로 1단계 상위기준은 평촌신도시에 

고려되어야 할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 세 가지로 구성된다. 2단계 하위기준

은 상위기준의 세부요인으로 각 기능별 세 가지의 하위기준을 둔다. 3단계 대

안은 그린인프라 개념을 적용하여 평촌 신도시의 공원ㆍ녹지를 재생할 수 있

는 대안으로 구성되며 총 4개의 대안으로 구성된다. 설문 대상은 평촌신도시

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27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답변의 일관성 

비율이 떨어지는 4인의 답변을 제외하고 23개의 답변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설문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위기준에서는 ‘환경ㆍ생

태적 기능’이 0.391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상위기준의 가중치

값과 하위기준의 가중치 값을 곱하여 도출된 총 가중치는 ‘생물다양성 증진

(0.166)’, ‘여가공간 제공(0.163)’, ‘대기질 완화(0.128)’의 순으로 나타났

다. 대안의 중요도는 대안별 도출된 가중치 값에 그린인프라 기능 하위요인의 

총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촌 녹지 재생 대안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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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는 ‘녹지 연결성 확대(0.377)’, ‘커뮤니티 가든(0.229)’, ‘소생물 서

식공간(0.209)’, ‘저류 및 침투 시설의 조성(0.185)’ 순으로 나타났다. 

평촌신도시의 녹지 재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및 인터뷰

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촌은 계획 당시 녹지는 환경ㆍ

생태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고 단순한 형태로 계획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녹지 연결성 확대’를 통해 녹지 면적의 증가 및 대기 환경 개선, 생물다양

성 증진 등의 환경ㆍ생태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전문가들은 ‘여가공간 제공’이 그린인프라

스트럭처 기능 중 우선순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평촌신도시의 기존 

녹지가 공동체 활성화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에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가든 조성’의 방안을 적용하여 평촌 내 여가 공간

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고밀도 방식으로의 재개발이 주를 이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린

인프라 개념을 활용한 재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1기 신도시들의 도시

재생 필요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재생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도래할 2, 3기 신도시의 재생을 대비해서도 필요한 논의라고 사려된다. 

그러나 도시의 노후화 문제는 녹지의 단일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녹지 이외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을 포함한 녹지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
주요어 : 1기신도시, 평촌신도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녹지재생
학   번 : 2018-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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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국토 및 지역

개발과 서울 등 대도시 문제해결의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 중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주택난과 인구 밀집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

도권에 대단위 주거단지를 건설하면서 지어진 도시를 1기 신도시라 한다. 이

들은 이전보다 발전한 대규모 주거단지,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및 편의시설, 

풍부한 오픈스페이스 등 다양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을 확보한 매력

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윤정중 외, 2013). 그러나 30

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의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도시문제들에 대해서

도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거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부동산 가치 등

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도시쇠퇴가 우려되는 바이다(남재형, 2018). 

더불어 현재 사회는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고도성장기

에서 정체기로 전환되고 사회적으로도 인구성장률 저하 및 고령화, 정보화, 

다원화, 환경과 삶의 질 중시 등 다차원적인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윤정중 외, 2013).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대단위 재개발과 같은 방

식은 쇠퇴가 우려되는 도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

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남재형, 

2018). 

그린인프라스트럭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구조적 요소로서 물

리적 녹색공간의 네트워크이자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도시

기반시설(Anderson, R. C. and Lash, J. 1999)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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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대표적 요소로서 녹지의 개념은 과거 한정된 도시기반

시설에서 최근에는 산, 하천, 옥상녹화, LID시설 등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

며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외에도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방재의 

역할과 교육, 커뮤니티 형성, 토지 지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가치와 같은 복합

적 편익을 제공한다(최희선,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고려가 부족했던 1기 신도시 중 평촌을 대상으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

을 도입한 녹지 재생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시쇠퇴 및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1기 신도시의 녹지 재생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데 목적이 있다. 

1기 신도시는 일부 노후화 현상이 제기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제외

하고는 아직 도시 전체가 가시화될 만큼의 쇠퇴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윤정중 외, 2013). 그러나 신도시가 쇠퇴 현상이 나타날 만큼 노후화 현상 및 

도시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예견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적 처방을 통해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개선

하는 방안보다는 평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을 파악

하고, 이를 적용한 녹지 재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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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평촌신도시로 한정한다. 수도권에 건설된 1기 신도

시는 [표 1-1]에서 볼 수 있듯 목적에 따라 외곽지역의 대규모 신도시와 기존도

시 인접 시가지로 구분되며 개발밀도, 용적률, 공원녹지율 등이 차이가 난

다. 그 중 평촌은 ‘기존도시 인접 신시가지’의 형태로 개발되어 용적률이 

204%로 재개발기준1)에 부합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고밀도로 계획된 도시로서 새로운 녹지 용지의 확충이 어렵고,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분당ㆍ일산에 비해 공원녹지율이 낮으며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또한 적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평촌은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을 

적용하여 녹지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을 포함한 도시 내 다양한 녹지 공간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녹지의 다기능성을 발현시키는 녹지 재생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분 평촌 산본 중동 분당 일산

면적(ha) 510.6 420.3 545.6 1,963.9 1,573.6

인구(인) 165,188 167,896 165,740 390,320 276,000

개발밀도(ha/인) 795 844 678 489 425

용적률(%) 204 205 226 184 169

공원녹지율(%) 12.9 15.9 9.1 19.4 23.5

특성 기존도시 인접 신시가지 외곽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표 1-1] 평촌신도시 공원녹지 면적 및 녹지유형별 분포도

자료: 장윤배(2011)참고 재작성

1)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같으나, 재개발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음을 의미하며, 리모델링은 기존의 내력벽은 유지하고 증축ㆍ보
강하거나 일부 구조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공 이후 가격상승의 가능성은 재개발이 더욱 크다. 
그러나 재개발은 건설 후 30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엔 15년만 지나도 가능하다. 재
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200%를 넘어갈 경우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재건축 규제에 주
목받는 리모델링,”https://www.yna.co.kr/news?site=bread_crumb, (검색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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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는 평촌 전역을 대상을 하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

면 생태네트워크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 및 녹지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안양

시 내 갈산동, 귀인동, 신촌동, 범계동, 평안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의 8개 동

을 의미한다.

[그림 1-1] 수도권 신도시 위치도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녹지의 개념을 단순히 법적으로 정의되는 공원ㆍ녹지뿐만 아

니라 비법정 공원과 기타 녹지들을 포함하는 도시 내 다양한 녹지 공간의 개

념으로 보고자 한다.

도시에 그린인프라스트럭처가 주는 기능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환경ㆍ생태

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경제적 기능은 그린인프라

스트럭처의 다양한 기능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공간의 조성만

으로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최근에

는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환경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으로 그린인프라가 떠오르면서 기후변화 적응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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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촌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기능은 

환경ㆍ생태적, 사회적, 기후변화 적응 기능으로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개념을 적용한 녹지 재생 대안들을 마련

하고 그린인프라 기능을 기준으로 대안별 중요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로 계량화

하였다. 설문 결과를 통해 기능별 가중치와 이를 적용한 대안 간의 상대적 중

요도를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평촌에 고려

되어야 할 그린인프라의 개념 및 기능을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하

고, 도출된 기준들의 계층구조를 만들어 AHP기법으로 계량화하였다. 둘째로 

그린인프라 개념을 활용한 녹지 재생 대안들에 대하여 AHP기법을 적용하여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에 따른 대안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층

구조는 그린인프라 개념을 적용한 네 가지의 녹지 재생 대안과 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촌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기능을 세 개의 상위기준

과 각 기준별 세 가지 세부요인으로 총 9개의 하위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계층화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

하였다. AHP 기법은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 정성적 요인에 따른 효과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방철호, 2018).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비율척도로 평가함으로써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항목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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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과정

연구의 과정은 크게 이론적 고찰, 평촌신도시의 녹지 현황 및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 녹지재생 대안 마련을 위한 AHP 기법 적용, 인터뷰 및 결과의 해

석으로 진행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GIS 공간분석, 통계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다.

[표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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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신도시 녹지 고찰

1.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사 

신도시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의거하여 330만㎡ 이상의 규모

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가 특별

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해방 이후 전후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인 시가지 

확장이 이루어지다 196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과 함께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신도시 건설은 크게 국토 및 지

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건설과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 건설의 두 가지 

정책 목표에 의해 추진되었다(김유훈, 2012). 이에 1970년대에는 국토 성장 극

대화를 위한 공업단지 조성 및 그 배후도시로서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 

공업 도시들이 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서울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수도권

의 5개의 신도시 등이 건설되었다. 당시 건설된 수도권의 분당, 일산, 평촌, 산

본, 중동 5개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1기 신도시라 부른다(김현수, 2007). 1기 신

도시는 서울로 집중된 인구의 분산, 주택가격 안정, 양질의 주택공급의 측면에

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국토의 불균형 개발 심화, 대규모 건설 사업으

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도시의 고밀화 등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1기 신

도시에 대한 비판이 일자 신도시 건설 붐이 주춤하고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

과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하여 대안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방

2)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택지개발촉진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강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되고, 
이것이 도시의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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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오히려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

제 발생시켜 신도시 개발 계획은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속화로 인한 주택 공급의 확대 필

요, 쾌적한 주거 환경 요구 증대, 주위의 난개발 방지 등의 이유로 2기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판교백서, 2001). 2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의 전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세우고 

2005년「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광교, 판

교, 위례, 운정 등의 2기 신도시는 앞선 신도시 개발의 미흡했던 점을 바탕으

로 이전 도시개발 방식과의 차별화, 지속가능성을 장래 도시환경이 지향해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자연순응형 개발, 에너지 이용 및 자원순환, 생태적 

환경 조성 등이 계획되어 1기 신도시에 비해 공간적, 계획적으로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다(김현수, 2007; 윤정중 외, 2018). 

최근 정부에서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

안」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

양 등 5개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였다. 3기 신도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라

는 점에서 기존 1, 2기 신도시와 목적이 비슷하나 변화하는 도시환경의 요구

와 사회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도시로의 계획 중에 

있다(윤정중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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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녹지계획 개요

우리나라 공원녹지는 1967년 「공원법」의 제정으로 자연 풍경지의 보호 

및 보건, 휴양, 정서생활 향상의 목적을 가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로 여겨졌다. 이후 1980년 「도시공원법」의 제정과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제화되면서 공원녹지 부분이 하위계획으로 포함되어 법적인 틀에서 공원녹

지계획이 시작되었다(채진해, 2014). 2005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로 전면 개정되면서 2002년 제정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

설로 규정되던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개

념이 확대되었다(오창송, 2017). ‘공원녹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의 한 종류로 취급되어 개발보단 지정에 가까웠던 도시공원이 시급히 설치 정

비되어야 할 시설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원녹지의 범위 확대, 녹지활

용계약, 녹화계약,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새로운 개념의 도입 및 공원녹지기본

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추가되었다(이경재, 2008).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지역 

내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계획 지표를 준용하여 도시 가능성 제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구현과 도시가 지향하는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

다(여정호, 2013).

[그림 2-1] 신도시 개발사 및 공원녹지계획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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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 녹지 개요

(1) 수도권 신도시 공원녹지계획

도시개발 초기의 공원 및 녹지 시설은 단순히 도시 내 기반시설로 인식되

어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급격한 도시화에서는 소홀하게 대해져 왔다. 그

러나 국민소득 증가, 생활 수준 및 의식의 향상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도시 내 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원 

및 녹지는 그 위상 및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원녹지계획은 1980년에 「도시공원법」이 제정되면서  

1기 신도시 계획에 최초로 반영되었다. 1기 신도시 계획에서 공원녹지는 생활 

편익시설로서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형

성하는 공간으로 이전 도시에 비해 개념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평균 19%의 

공원녹지율과 7.1㎡/인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확보하여 양적으로도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유영우, 2017). 그러나 단순한 점적, 면적인 시설로서 각각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물량 위주의 공급으로 기능적인 측면이 떨어지고 획일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비판적 평을 받았다. 

2000년대에 들어 1기 신도시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국토해양부, 2007)」이 

수립 되었으며,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추가되어 2기 신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 2기 신도시의 공원녹지는 면적 비율

이 25~35%의 수준으로 향상되고, 1인당 공원녹지면적도 26.7㎡/인으로 향상되

었다. 또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린네트워크의 형성, 물순환시스템의 도입, 

생태적 환경 조성 등의 녹지의 생태적, 환경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물리적 환

경계획 수법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2기 신도시의 공원녹지는 1기 신도시에 비

해 양적인 증대는 물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공원녹지의 질적인 면

도 향상되었다.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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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도시, 인간과 자연의 공생 도모,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며 외부 변화에 회복탄력적인 도시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계획,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증대, 친환경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확충, 그린 블루 네트워크 구축,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윤정중 외, 2018).

구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개발 시기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2023년(예정)
2018년~

위치 
수도권 평촌,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광교, 판교, 

한강 등 및 지방 아산, 

대전 등 12개

수도권 왕숙, 교산, 

계양 등 5개 

공원녹지율 12~25% 25~35% 30%

1인당 

공원녹지 

면적 

7.1㎡/인 26.7㎡/인 -

공원녹지 

계획

녹지축 형성과 생활권 

단위 공원계획

그린네트워크, 

생태공원, 경관계획 등 

개념 도입

쾌적한 정주환경

공원녹지 

유형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

[표 2-1] 신도시 간 공원녹지 특성 비교

자료: 윤정중 외(2018) 재구성

* 3기 신도시에 관한 내용은 ‘신도시 추진 발표자료(2019)’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계획수립 

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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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신도시 공원녹지 현황

수도권 신도시 녹지현황 파악을 위해 1, 2기 신도시의 공원녹지율 및 녹지

율을 비교하여 녹지 양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1기 신도시의 평균 공원녹지율

은 19%, 2기 신도시의 평균 공원녹지율은 31%로 2기가 1기보다 향상된 공원

녹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녹지율의 경우는 1기 신도시가 6.14%, 2기 신도

시가 5.66%로 1기 신도시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지역

사업

기간
전체면적

공원녹지

면적
공원녹지율 녹지면적 녹지율

합계 50,140 9,548 19% 3,081 6.14%

1

기

신

도

시

분당 89~96 19,639 3,810 19% 1,176 5.99%

일산 90~95 15,736 3,075 24% 1,317 8.37%

평촌 89~95 5,106 801 16% 162 3.17%

산본 89~95 4,203 649 15% 296 7.04%

중동 90~94 5,456 583 11% 130 2.38%

합계 124,241 38,343 31% 7,036 5.66%

2

기 

신

도

시 

동탄(1) 01~18 9,035 2,526 28% 508 2.63%

파주운정 03~17 16,678 4,528 27% 1,327 7.96%

성남판교 03~16 8,922 3,351 38% 352 3.95%

광교 05~16 11,304 4,949 44% 770 681%

김포한강 06~16 11,744 3,639 31% 209 1.78%

양주 07~18 11,170 3,219 29% 500 4.48%

동탄(2) 08~16 24,015 7,518 31% 1,911 7.96%

위례 08~17 6,733 1,779 26% 208 3.07%

고덕 08~20 13,419 3,439 26% 908 6.77%

인천검단 09~23 11,181 3,395 30% 343 3.07%

[표 2-2] 1, 2기 신도시 녹지율 (단위:㎡)

자료: 김주옥(2016) 재인용

공원녹지의 경우 2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토대로 사업지구 규모에 따라 조성해야 할 공원녹지율이 지정되어 있어 1기 

신도시보다 공원녹지율 측면에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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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기 신도시 관련 선행연구

(1) 1기 신도시 재생

1기 신도시의 건설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고, 그에 따른 노후화와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 방안은 

많은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및 제시되어왔다.

특히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된 바 

있다. 조성희 외(2009), 권성실 오덕성(2009)은 1기 신도시의 고층·고밀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노후화 문제점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생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이지은(2015), 최재필 외(2016) 등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및 쇠퇴의 대응 

방안으로 주택 리모델링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윤정중· 김은미(2014), 

장윤배 외(2011) 등의 연구자들은 1기 신도시의 조성 당시와 현재 실태를 

비교하여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1기 신도시의 변화와 노후화에 대한 정비 및 재생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신도시 공원녹지

1, 2기 신도시의 공원녹지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의 수립과 법

정계획으로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질적 양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1, 2기 신도시의 공원녹지를 다양한 방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혜경(2016)은 1, 2기 대상 신도시의 공원

녹지계획의 차이를 비교하여 도시 경관 특성에 기여하는 바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김주일(2013)은 가로체계를 중점으로 공원녹지체계의 경향과 변화를 진

단하였다. 두 연구는 1, 2기 신도시 모두 공원녹지를 도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체계로서 지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2기 신도시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채택함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1기 신도시 공원녹지체계의 부족한 

점을 녹지의 연결성으로 보고 엄상근(2008)은 주민들의 이용률에 근거한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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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박향춘(2008)은 녹지네트워크 연결성 분석을 

통한 녹지 연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개선 방안에 관련한 연구로는 유은주

(2013)의 위성영상, 토지이용유형을 통해 도시녹지가 조성 이후 그 기능을 하는가와 

개선방안 마련 연구와 이경재(1995)의 분당을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생태적 

연결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 1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만족도 및 환경의 질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유일, 

2011), 1기 신도시에 설치된 시설 녹지의 설치 유형 및 공간특성을 분석한 

연구(최동아, 2014), 공원녹지계획이 신도시의 장소적 이미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정호은,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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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신

도

시 

재

생 

아파트 

단지재생

조성희 외 

(2009)

1기 신도시 고층 고밀 아파트 단지의 재생을 위한 개발 

현황 분석

권성실 

오덕성

(2009)

수도권 1기 아파트 고층고밀아파트 단지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리모델링 

제안

이지은

(2015)
거주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방안 연구 

최재필 외

(2016)

리모델링을 대비한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의 대표 

유형 연구

도시재생 

제안

윤정중 

김은미

(2014)

우리나라 신도시의 인구 및 주거 특성 변화

장윤배 외 

(2011)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시재생 관리방안 연구

공

원

녹

지

공원녹지

체계 

하혜경 외

(2016)

1,2기 신도시(산본, 김포한강신도시)의 공원녹지 체계 비

교

김주일 외

(2013)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신도시의 

계획경향 파악

만족도

김유일

(2011)
공원녹지 만족도 및 환경의 질 만족도간의 관계 분석

박지은

(2002)

전체 공원녹지체계 보다는 도시 내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만족성 연구

접근성
엄상근

(2008)

1기 신도시의 주민들의 이용률에 근거한 녹지 접근성 모

형을 설정 및 계획의 개선방향 설정

연결성
박향춘

(2008)
녹지네트워크 연결성 분석을 통한 녹지연결방법 제안

[표 2-3] 신도시 개발 및 공원녹지 관련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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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녹지 재생 고찰

1. 녹지의 정의 및 범위

(1) 법적 정의 

우리나라 법률상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개선하고, 공해

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에서는 녹지를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개념에 포함한다. 

용도지역으로서 ‘녹지 지역’은 자연환경 녹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완

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

의하고 있다(제36조 1항).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에 

따르면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나무와 잔디 등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 법률상 녹지는 시설녹지로서 완충

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되며, 도시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

원 등 생활권공원과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 주제공원으로 구분된다. 

(2) 학술적 정의 

녹지는 연구의 목적이나 적용 관점에 따라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까

지 다양하게 정의된다(이우성, 2010). 협의의 개념으로서 녹지는 사전적 의미

로 초본, 수목 등 식생이 피복된 지반을 의미하며 이는 식생 피복뿐 아니라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은 

주로 연구의 주제 및 목적이 수목에 의한 도시환경의 개선이나 세부적인 보전 

대상을 규정할 때 이용한다(신예나, 2015).

광의의 개념으로서 녹지는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건물 및 

구조물에 의해 피복되지 않는 모든 토지, 포장된 도로와 광장, 하천 등 현실적

으로 수림대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신예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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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로 김귀곤(1994)은 법규상의 도시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하천, 산림, 

비오톱, 농경지까지 포함한 오픈스페이스 또는 녹화된 공간 전부를 의미하였

다. 이양주(2009)는 공원녹지를 오픈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용어로 산림, 하천, 

농경지 등 건축선 후퇴공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3) 녹지의 범위

녹지의 법률적 의미 및 학술적 의미 분석을 통해 녹지의 정의 및 범위는 법

률적 측면에서 지역지구의 개념과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녹지의 개념이 혼용

되어 사용되며, 학술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에 의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촌신도시의 녹지를 재생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녹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식생을 기반으로 한 공간뿐만 아니라 녹지의 역할이 가능한 여

러 자원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정의되는 모든 공원 공간

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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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재생의 정의 및 고찰

최근 친환경 도시의 건설, 생태 공간의 중요성 강조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건물 내부의 녹지 공간 조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도시 내 기개발지를 녹지 공간으로 전환

함에 따른 다양한 환경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이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녹화 사업은 도시의 대기환경, 수환경, 미기후 개선 등의 환경적 이점이 

있으며,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의 생태적 이점을 제공

한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기회 제공, 복지 향상 등의 사회적 이점, 도시의 

난개발 방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경제적 이점 등이 있다. 

도시 내 녹지 공간은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줌에 

따라 도시 녹화를 통한 녹지 재생은 노후한 도심 재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혜은 외, 2009). 녹지 재생 용어는 주로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도시 내부의 쇠퇴한 산업지구나 

노후한 기반 시설 등을 녹지 공간으로 재창조시켜 도심 환경을 정비하고, 개

발 잠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용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맨해튼

의 폐고가철로를 녹지보행공원으로 재생한 ‘하이라인파크(High Line Park)’ 

등이 있다. 국내에는 최근 서울시에서 철도 부지를 활용한 선형 숲길 공원으

로 ‘경의선·경춘선 숲길’, 마포 석유비축기지 부지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문화비축기지’, 노후된 서울역 고가를 시민들이 쉬며 거닐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사람길로 재탄생시킨 ‘서울로7017’ 등이 있다. 이러한 녹지 

재생 산업은 대부분 산업도시의 쇠퇴와 함께 인구감소, 도시의 공동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도시의 재생을 위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지인 평촌신도시는 계획도시로 산업도시와는 맥락을 

달리하며 아직까지 눈에 띄는 쇠퇴현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산업시설을 재생하는 방식의 녹지 재생보다는 도시 전반의 녹지를 개선하고 

다기능성을 구현하는 방안의 녹지 재생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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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고찰

1.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개요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이하 인프라)는 크게 사회인

프라, 회색인프라, 그린인프라, 블루인프라로 구분한다. 이러한 인프라는 도시

의 뼈대를 구성하고 이들의 균형이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바람직한 도시 환경

을 조성한다(양홍모, 2011). 그 중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는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의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녹지를 보전 조

성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혜택들을 얻

는 계획 기법”의 의미로 사용된다(서혜정 외 2015). 

그린인프라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적 범위부터 강우유출을 최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의미한다. 지역적 범위의 그린인프라는 자연 생태

계의 가치 및 기능을 보전하는 녹지 지역의 연결과 생물들을 위한 토양, 수공간, 

대기 등의 제공을 의미한다. 국지적 의미의 그린인프라는 공원, 가로, 광장 등과 

같은 공공공간과 주변 및 생태 자원을 연결한다. 특히 강우유출을 관리하는 레

인가든, 식생수로, 투수포장, 가로수 등의 생태공학적 시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분 내용 

사회인프라 병원, 학교, 우체국 등

회색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등 

그린인프라

광의

Hubs: 공원(근린, 지역, 도시, 광역), 녹지, 습지, 산림, 농지, 야생

동물보호구역, 그린벨트, 하천, 하천변녹지

Links: 녹색길(greenways), 공원연결로(parkways)

협의
녹색가로(green streets), 레인가든(rain garden), 식생수로(swale) 

등 강우유출수 정화 시설 

블루인프라 하천, 강 등

[표 2-4]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

자료: 한국조경학회, 『녹색인프라의 이해와 구축 방안』(도서출판 조경, 2014),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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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 구성요소는 핵심지역(core), 보존지역(hubs), 연결망(links)으로 

이루어진다. 핵심지역은 네트워크의 중점지역으로 서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보존지역은 핵심지역을 완충시키는 지역으로 산림, 습지, 공원, 오픈

스페이스 등이다. 연결망은 핵심ㆍ보존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녹색로, 

공원연결로, 하천 등을 의미한다(Mark A. Benedict & Edward T. McMahon, 

2002; 양병이, 2011). 그린인프라의 구축은 기존의 허브와 더불어 새로운 허브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허브들을 연결하는 연결망 구축 또한 

중요하다. 독립된 허브보다는 허브 간에 연결망으로 이어질 때 그린인프라의 

환경ㆍ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과 효과가 증가한다(Erickson, 2006; 양홍모 

2011). 

[그림 2-2] 그린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자료: Heartlands Conservancy(2013). A Roadmap for Gree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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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개념 및 정의

(1)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용어의 등장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는 ‘Green’과 ‘Infrastructure’

가 합성된 신조어로 1990대 후반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1999년 미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의 5대 

전략 중 하나로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제시하였으며, 그 개념을 “생명을 지

속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 대기권

역, 유역, 산림, 야생생물 서식처, 공원 등의 자연 지역의 네트워크”라 정의하

였다. 또한 이러한 편익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자연의 자

원과 어메니티의 지역 시스템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회복하기 위해 장소에 기

초한 접근법을 장려해야 한다.”3)고 주장하였다(김승현, 2014; 20. 재인용).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Mark A. Benedict와 Edward T. McMahon은 저

서‘Green Infrastructure: Smart Conservation for the 21st Century’를 통해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정의를 “자연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고 인간

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상호 연결된 녹색 공간의 네트워크 ”로 정립하였다. 

또한 2006년 발간한 ‘Green Infrastructure: Linking Landscape and 

Communities’를 통해서 그린인프라스트럭처는 인프라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

듯이 도로, 하수시설,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건강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을 주장하였다(김승현, 2014). 

비슷한 개념으로 영국에서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을 “자연적이고 생

태적인 과정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필수적인 기

존의 공간과 새로운 공간, 도시와 교외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다기능적인 녹

지공간의 네트워크이다.”4)라고 자연환경 정책에 관련한 ‘Planning Policy 

3) Martin A. Spitzer(eds.), Towards a Sustainable America: Advancing Prosperity, Opportunity, and a 
Healthy Environment for the 21st Century (Darby: DIANE Publishing, 1999) p. 64, 김승현, 도시물순
환 관리를 위한 빗물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2014, p.20에서 재인용

4)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Planning Policy Statement 12: Creating Strong Saf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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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12’를 통해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네트워크가 또한 자연

적이고 생태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필수적이라고 서술하였다. 2009년 영국의 Natural England 보고서에서는 

앞선 PPS12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그린인프라를 “폭넓은 범위의 그린스페이

스와 다른 환경적 요소들의 특징으로 구성된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제공되는 

네트워크”5)라고 정의한다.

(2)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새로운 양상

20세기 후반부터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은 보다 다양한 개념들이 추가

되고 특히 물의 선순환을 촉진시키는 우수관리, 홍수 예방 등의 효과가 강조

되는 양상을 보인다(강성우, 2018).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지역은 건물 및 도로와 같은 불투수층을 증

가시키고 하수관 등을 통해 빗물을 배수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빗물의 침투ㆍ저류를 방해하고 하수관을 통한 하천으로의 유출 등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변화시킨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 등은 도시의 홍수,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가중시킨다. 

2000년대에 들어 미국 등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에 

우수관리, 홍수예방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수유출수를 침투, 증발산, 재사용하는 

자연적인 물의 순환과정 및 이와 비슷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나 기술6)”로 정의하기 

시작하였다(EPA, 2009). 이처럼 최근의 그린인프라의 개념은 빗물관리, 저영향개발, 

물순환 등 도시 물관리 측면이 강조되면서 기후변화, 도시홍수, 도시열섬현상, 대기

오염 등과 같은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된다(조세환, 2009). 

그린인프라는 빗물이 떨어진 지역에서 증발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의 물순환 방식과 유사하게 만들어 도시의 물순환 

Prosperous Communities through Local Spatial Planning (London: TSO, 2008), p. 5.

5) Natural England and Landuse Consultants, Green Infrastructure Guidance (Report NE176, 2009), p. 7.

6) “What is Green Infrastructure?”, 
https://www.epa.gov/green-infrastructure/what-green-infrastructure(검색일: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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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념은 지역 단위부터, 도시, 단지, 건

물, 가로까지 다차원적인 규모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린인프라는 옥상녹화, 빗

물정원, 생태수로, 중앙분리대 녹지, 투수성 포장 등의 기술을 포함하며 녹색

기반시설,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 등으로도 불린다.

그린인프라의 개념은 과거의 단순한 녹색공간의 물리적 공간과 이를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에서 우수관리 등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을 폭넓은 범위로 포함

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물 순환, 홍수조절과 같이 생태계 서비스의 

제공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이나 기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

화하고 있다(한제현, 2019).

[그림 2-3] 회색인프라스트럭처와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자료: GEORGETOWN CLIMATE CENTER,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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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도시에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의 바탕에는 그린인프라

가 주는 다양한 편익이 존재한다(Mell, 2009; 김동현, 2015). 그린인프라는 기본

적으로 녹지가 제공하는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삶의 질 향상, 대기 질 완화 

등의 다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생물서식지의 제공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증진,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등 회색인프라가 제공할 수 없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김승현, 2014). 그린인프라의 기능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많은 연구

에서 크게 환경ㆍ생태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 환경ㆍ생태적 기능은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공원 및 녹지는 수자원, 

대기질, 토양 등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생물 서식처 제공 등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Cirillo and Podolsky, 2012; CNT, 2010, 

EPA, 2010; 김승현, 2014; 강성우, 2018). 

[그림 2-4]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다양한 효과

출처: The Value of Green Infrastructure: A Guide to Recognizing in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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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린인프라를 통한 낙후된 지역의 재생 및 이

를 통한 친환경 일자리의 증가,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소비 감소, 토지 가치 증

가, 에너지 소비 저감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England, 2009; Cirillo and 

Podolsky, 2012; European Commission, 2013; 김동현, 2014). 세 번째로는 여가

ㆍ휴식 공간의 제공, 도시민의 삶의 질 증대, 도시 미관의 개선, 보행자 및 자

전거 통로 제공, 커뮤니티 화합의 증대 등을 통한 사회적 기능을 의미한다

(Cirillo and Podolsky, 2012; European Commission, 2013). 

최근에 들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환경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에 대한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활용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불투수면적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 물순

환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에서의 환경친화적이고 건전한 물순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다양

한 기능과 세부요인들을 [표 2-4]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 분 세부구분 내 용

환경ㆍ생태적 기능

수자원 보전 수질 개선 및 강우유출 저감, 지하수 함양 등

대기질 완화 미세먼지 등 대기 중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서식처 및 먹이자원 등의 제공

사회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여가ㆍ휴식 공간 제공 및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 미관개선 녹지의 심미적 기능을 이용한 경관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향상과 공동체성 강화

경제적 기능

친환경 일자리 제공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의 친환경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통한 지역 및 경제 활성화 

토지 가치 증가 물리적, 환경적 여건의 개선을 통한 가치 증진

기후변화 적응 

기능

도시홍수 저감 도시 물순환 기능 개선을 통한 홍수 위험 완화

열섬효과 완화 복사열 차단 및 대기 온도 저감을 통한 기온 저감

탄소 저감 녹지를 통한 탄소 흡수 및 대기질 완화

[표 2-5]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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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진행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연구는 적용 및 구축 방안의 제시, 정

책적 제언, 실증적 효과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로 인

한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을 그린인프라로 보고 적용 및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강정은(2011)은 기후변화 현상의 증가로 도시공간을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로 변화시키고자 그린인프라를 정책을 점검하고 홍수저감적 측면에서 그린인

프라의 방재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혜민(2018)은 

서울을 대상으로 홍수민감지역을 도출하고 규모에 따라 그린인프라 계획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통합 디자인 매트릭스를 제안하였다. 강성우(2018)는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을 그린인프라로 구축하여 공원녹지 면적으로 확보하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승현(2014)은 그린인프라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요소와 계획 및 실천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조성될 용산공원을 대상으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다차원적인 

그린인프라 전략을 제시하였다. 도시 홍수 및 물순환을 위한 그린인프라 전략 

외에는 김원주(2018)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적용 방안 연구와 

박채연(2017)의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하기 위한 그린인프라 전략 제시 연구 등

이 있다. 이처럼 그린인프라의 개념이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홍수, 열섬현

상,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 문제를 저감시키고 건전한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방

안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린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를 재생 및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

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환(2009)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

라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보고 오픈스페이스율을 높이고, 

도시 구조물 및 토지이용의 녹지ㆍ생태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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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기성(2017)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활성화 방안으로 그린인

프라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왕준아(2019)는 도시재생 및 

공원의 조성ㆍ연결이 필요한 네 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린인프라를 활용하

여 리모델링하는 설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기후

변화 

및 

도시

환경 

문제 

해결

M.A.Benedict & 

E.T.McMahon

자연 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보전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그린네

트워크

England(2009)
녹지 연결을 통한 생물 서식처 제공 및 버퍼 형성으로 서식처 보

전 제안

EPA(2009)
수관리, 홍수예방의 개념으로 우수유출수의 침투, 저류 및 재사용 

등의 과정으로 물의 자연 순환과정과 비슷하게 만드는 방안 제시

환경부(2009)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형 그린인프라 구축 방안 및 정책을 

위한 물순환 관리, 옥상녹화,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장수환(2009)
신도시 개발사업에서의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녹지의 설

치를 통한 빗물의 침투 및 저류 방안 제시

강정은(2011) 
그린인프라의 홍수피해저감 효과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부산시 남

구와 연제구를 대상으로 적용

김승현(2014)
도시지역에 물순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그린인프라로 보고 사례

분석을 통해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에 적용

이혜민(2018)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그린인프라로 보고 특히 홍수조절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 제시

강성우(2018)
아파트 단지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김원주 외 (2018)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그린인

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도시

리모

델링

조세환(2009)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해 도시재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장, 녹지의 생태적 기능 강화 방안 제시

김기성(2017)
인천을 대상으로 중앙공원의 리모델링, 커뮤니티의 구축 등 다양

한 그린인프라 개념을 활용한 도시활성화 방안 제시

왕준아(2019)
도시재생 및 도시활성화 방안으로 녹색인프라를 활용하여 리모델

링하는 조경설계전략 제시

정책

제언
한제현(2019)

서울시의 물순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 및 한계 검토로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물순환 정책 제언

[표 2-6]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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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ㆍ외 적용 사례

(1) 시애틀, High Point Redevelopment

시애틀에 조성한 하이포인트 주거단지는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자연 배수 

방식을 적용한 미국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이포인트 지역은 시애틀에

서 연어가 산란을 위해 거치는 하천이 지나는 구역으로 수질 보호가 중요한 

지역이다. 자연 배수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대형 배수관을 활용하여 

비점오염물질, 살충제 및 기타 오염물질, 유출된 기름 등을 거리에서 중앙 여

과대로 우회시켰다. 그러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 우

수 배수 시스템(Natural stormwater drainage system)을 도입하였다. 단지 내 

도로, 가로, 녹지공간 등을 활용하여 식생수로, 빗물정원, 저류연못, 투수성 포

장 등의 자연배수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이 저류, 침투, 여과 및 저장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하이포인트 지역에 빗물의 침투율을 70~80%까

지 향상시키고, 65%의 강우유출수를 저감시켰다. 또한 조성된 식재 공간은 환

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하이포인트 

재개발은 보행친화도시로 주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활동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5] 시애틀의 자연배수 시스템(natural drainage system)입면도

자료: https://highpointseattle.com/ (검색일:2020.11.27.)

https://highpointsea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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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틀랜드, Green Street

포틀랜드는 유역 관리 계획Portland Watershed Management Plan (PWMP)의 

일부로 그린 스트리트(Green Street) , 에코 루프(eco-roofs) 등의 그린인프라를 

활용하여 유출량을 감소 및 지연시키며 수질 보호 및 유역을 보호하고 있다. 

그 중 그린스트리트 프로그램은 가로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변의 주차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연석을 제거

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그림 2-6] SW 12th Avenue 그린스트리트

자료: Portland’s Green Streets, SW 12th Avenue, Kevim Perry, Bureau of Environmental 

Services Portland, Oregon, USA

포틀랜드 주립 대학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웨스트 12번가(SW 12th Avenue)

의 그린스트리트는 기존 가로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녹지공간을 재조성하여 

강우유출수를 저류ㆍ여과ㆍ침투 될 수 있도록 강우플랜터로 조성하였다(김승

현, 2014). 그린스트리트는 경사를 따라 4개의 연속된 강우플랜터로 구성되어

있어 강우 시에 빗물은 제일 위쪽 플랜터에서 가장 아래쪽 플랜터로 흐르게 

된다. 가장 아래 플랜트에 도달한 빗물은 저류 및 침투의 과정을 거친다. 플랜

터가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여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저류 용량을 초과

한 빗물은 다시 도로를 따라 두 번째 플랜트로 유입되어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우스웨스트 12번가는 연간 681의 전체 강우유출량의 

70%를 처리할 수 있다(김승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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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트리트를 통한 강우플랜터, 길 모퉁이 습지, 빗물정원, 투수성 보도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시의 녹지공간을 늘리고, 대기질의 개선, 지하수의 보충, 

하천 수질 개선, 도시 온도 저감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또한 주위 강, 하천과

의 연결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행ㆍ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통해 지역주

민들의 커뮤니티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7] SW 12th Avenue 그린스트리트 평면도

자료: ASLA 2006 Profession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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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푸른 대구 가꾸기 

대구광역시는 분지 지역의 특성상 여름철 무더운 기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구에서는 숲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푸른대구가꾸기’7)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6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06년까지 11년간 1,093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이후 2, 3차 사업을 통해 총 3,9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였

다. 이를 통해 대구의 가로수는 사업 시작 전보다 2.6배 이상 증가하여 여름철 

기온이 과거 30년 전보다 평균 1.2℃ 가량 낮아져 폭염 극복 도시로 탈바꿈하

고 있다. 이러한 대구의 식재 사업은 녹지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과 폭염 완화, 미세먼지의 분산 및 저감 기능을 해 도시를 질적으로도 개선하

고 있다.

가로수의 식재와 더불어 대구시는 도시숲 조성, 생태하천 조성 및 친수공간 

확대, 주택지 주변 공지 및 폐선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 등 도시민들에게 

교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담장 허물기 사업,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내 나무 갖기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2-8] 달구벌대로의 가로수 [그림 2-9] 옥상녹화 사례(서구청 옥상)

자료: “위클리 포유”, “컬러풀뉴스룸”기사

7)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은 ‘일류 녹색 도시, 숲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의 창출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1차 사업 당시 
1,093만 그루 식수, 2차 사업 당시 1,208만 그루 식수, 3차 사업 당시 1,164만 그루를 식수하였고, 
2021년까지 진행 예정인 4차 사업에서는 2019년까지 675만 그루를 식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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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산 신도시, 물 순환 도시

아산신도시는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일원을 대상으로 계획된 2기 신도시8)

로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물 순환 도시로 계획되었다(서혜정 외, 

2015). 도시 전반에 걸쳐 적용된 분산형 빗물관리체계는 건축물이나 단지가 아

닌 도시 단위에 적용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 주목 받았다. 침투도랑, 식생수로, 

인공습지, 옥상녹화, 빗물저류조 등의 L.I.D시설의 설치는 연평균 강우량9)의 

60%에 해당하는 빗물을 침투ㆍ저장시키며, 저장된 빗물은 조경용수, 도로 청

소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한다. 옥상녹화의 경우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도심 내 빗물이 흐르는 도랑, 연

못, 수생비오톱 및 생태학습공간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

한 도시 전반에 빗물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아산신도시는 도시 온도의 저

감, 여름철 냉방비용, 도심 내 녹지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100억 원 가량

의 비용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0] 아산 탕정지역 LID 빗물관리 계획

자료: “워터저널”, Part03. LID 도시계획과 개발(2017)

8) 우리나라의 2기 신도시는 수도권의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신도시와 충
청권의 아산, 도안신도시로 총 12개의 신도시가 2000년대에 들어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9) 아산신도시의 연평균 강우량은 1,313mm로 60%에 해당하는 750mm의 빗물이 침투 및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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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대안 선정을 위한 

AHP 기법 적용

1절 분석의 틀

1. 분석 방법

계층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구성

하는 의사결정요인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

출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이다. AHP 기법은 불명확한 의사결정 문제 또는 다양

한 평가 기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

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비율척도로 평가함으로써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항목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대영, 2019).

[그림 3-1] AHP 표준계층

AHP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요소를 ‘최종목

표(Goal)-평가기준(Criterion)-대체안(Alternative)’이라는 관계로 보고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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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든다. 그리고 최종목표에 대하여 평가기준들 간 쌍대비교를 통해 그 중

요도를 구하고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 대체안들 사이에 쌍대비교를 해 그 평가

치를 구한다. 그 후, 최종목표에 대하여 각 대체안의 종합 평가치를 계산한다. 

AHP는 그 평가과정에서 총괄적인 쌍대비교를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2. AHP 분석 개요

본 절에서는 녹지 재생 방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촌 녹지 현안을 바탕으로 

그린인프라를 개념을 도입한 네 가지 대안을 설정였다. 그 이후 이들 간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안들 간의 우선

순위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각 기능 및 대안의 상대적 가중치를 계량화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3-2] 분석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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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설문을 위한 계층구조는 총 3단계로 1단계 상위기준은 평촌신도시에 

고려되어야 할 그린인프라 기능 세 가지로 구성된다. 2단계 하위기준은 상위

기준의 세부요인으로 각 기능별 세 가지의 하위기준을 둔다. 3단계 대안은 그

린인프라 개념을 적용하여 평촌 신도시의 공원ㆍ녹지를 재생할 수 있는 대안

으로 구성되며 총 4개의 대안으로 구성된다.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모집단은 평촌신도시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며 공원

녹지에 대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학계, 연구원, 공무

원, 일반기업의 전문가 27인을 선정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박사급 또는 기술사

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설문을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부록-1>에 

첨부하였다. 설문 분석은 R.ahp survey package와 Excel을 이용하여 각 평가

항목 간 중요도, 일관성 지수(CI), 일관성 비율(CR)을 도출하였다. 응답의 일관

성 비율10)은 0.15를 초과하게 되면 답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제

외하고 분석하였다. 

10) 계층분석과정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쌍대비교가 이루어진다. 이 때 중요도를 비교하
는데 있어서 전이적 일관성(transitive consistency)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AHP분석 과정에서는 일
관성이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관성 검증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
를 경험적 자료에서 얻은 평균 무작위 지수(Random Index: RI)로 나눈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하여 검정한다(송근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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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평촌신도시 녹지 개요

1. 평촌신도시 일반현황

(1) 평촌 신도시 개요 및 입지 여건

평촌 신도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

등과 인구 밀집이 심화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 대량 공급 방안

으로 건설되었다. 당시 건설된 5개의 1기 신도시는 서울 근교의 20km 권역 내

에 위치하며 각각의 개발 목적과 특성 부여를 통해 자족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평촌신도시는 서울 남쪽의 안양시 내 평안동, 귀

인동, 범계동, 갈산동 등 8개 행정동 일대로 총 5,106천㎡의 면적에 168,188명

의 인구 수용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주거 중심의 시가지로 생활편익시설과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3-3] 평촌신도시 위치도 및 행정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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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도심과의 상호보완적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자

족적 생활권 형성을 위한 편익시설 배치로 근린성 및 거주성을 확보하고자 하

였으며 안양도시권의 중심상업 및 업무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중심상업용지

와 일반상업용지를 배분하였다(김중은, 2016). 평촌신도시는 주거용지가 전체 

면적의 37.8%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그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98.5%로 

의 모든 부분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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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생태 자원

평촌신도시는 안양시 내 평탄한 농경지로 주위보다 1~2m 가량 낮은 저지대

에 조성되었다. 평촌 남쪽에 위치한 양호한 수림의 구릉지 1개소만 생태자연

도 2등급에 해당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는 근린공원(자유공원)으로 지정되

어있다. 평촌신도시 내에는 이러한 구릉지 및 학의천을 제외하고는 자연자원

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안양시 내의 관악산, 삼성산 등의 산림과 안양

천 등 자연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림 3-5] 생태자연도

(4) 공원ㆍ녹지 체계

평촌신도시의 공원ㆍ녹지 체계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평촌 내 공원 및 녹지는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완

충녹지 및 경관녹지 16개소, 공공공지 2개소가 위치하며 공원녹지율은 전체 

면적의 12.4%로 기존 도시와 비교하여 양적 측면에서 향상된 수준을 보인다.

평촌 북측 학의천변의 학운공원, 중앙공원, 남측의 자유공원이 남북 녹지축

을 형성하고 있으며 생활권 내 녹지를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녹지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및 외곽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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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하였으며 일부 공공공지와 경관녹지가 존재한다.

[그림 3-6] 공원ㆍ녹지현황

구분 개소 면적(㎡) 구성비(%)

계 49 666,754.3 100

공원
근린공원 6 400,957.8 60.1

어린이공원 25 103,025.5 15.15

녹지
경관녹지 1 628.6 0.1

완충녹지 15 14,256.6 2.1

공공용지 2 19,685.8 3.0

[표 3-1] 평촌신도시 공원ㆍ녹지면적 및 녹지유형별 분포도

자료: 평촌신도시개발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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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자원 및 수체계

평촌신도시는 북쪽으로 안양천의 지류인 학의천이 흐르고 있다. 학의천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의천 생태하천복원사업’11)을 실시하여 콘크

리트 호안과 하천변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하여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수질12)은 2000년 기준 BOD 5.0

㎎/L에서 2017년 1.3㎎/L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어류의 종이 5종에서 12종으

로, 조류의 종이 13종에서 21종으로 증가하는 등 수생태계 또한 개선된 모습

을 보여 도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재창조되었다.

하천 이외의 수 공간으로는 중앙공원 내 분수대와 인공 실개울이 조성되어

있다. 여름철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즐기러 오는 여름철 인기 장소이지만 

별도의 투수시설이나 사용된 물을 재사용하지는 않아 평촌의 물순환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7] 자연형으로 복원된 학의천 [그림 3-8] 중앙공원 내 인공 실개울

*자료: 환경부 장관, 안양시 ‘학의천’생태하천 복원현장 점검, 환경부 보도자료(2016), 경기관광포

털사이트, 안양평촌 중앙공원 분수 물놀이, 아이들의 여름천국

11) 학의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사
업이다. 학의천은 안양천 유역 중 수질이 양호한 편이며, 수량이 풍부하고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생태
복원 사업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안양천 유역 지천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하였다(검색일: 
2020.10.28.)

12) 국내 하천 수질 등급 기준표에 따르면 BOD 5.0㎎/L 이하일 경우 3급수에 해당하며, BOD 1.0㎎/L 
이하일 경우 1급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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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구조 및 도로 체계

1기 신도시는 페리(C.A.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 의해 대로(大路) 이상으로 

구획되는 대가구(大街區, Super Block)를 근린생활권의 기본단위로 설정하였다

(김중은 외, 2016). 특히 평촌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전형적인 배치계획을 가

지고 있다(장윤배, 2011). 1기 신도시의 슈퍼블록은 도시구조 블록 내에 초등

학교와 어린이공원을 배치하고,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등 하나의 생활권으로 

계획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형태의 슈퍼블록은 주위와의 

연계성을 떨어트려 더욱이 폐쇄적인 모습을 띤다.

평촌신도시의 도로 체계는 슈퍼블록을 분할하는 형태의 격자형으로 구성되

어있다. 도로의 체계는 폭원이 25m 이상인 대로의 비율이 27%, 40m 이상의 

광로의 비율이 22%로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인 도로가 약 50%로 주위와의 단

절을 심화시킨다13). 

[그림 3-9] 도로현황도

자료: 네이버 지도 로드뷰

13) 도로의 규모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광로: 폭 40m 
이상, 대로: 폭 25m 이상, 중로: 폭 12m 이상, 소로: 폭 8m 미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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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 구조

평촌신도시 인구는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19

인구 157,186인 154,825인 151,017인 143,719인 138,611인

고령화율 4.65% 5.40% 6.29% 7.56% 9.63%

인구

구성

비율

(%)

[표 3-2] 평촌신도시 인구구성비율 변화(2000-2019)

자료: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30~49세의 중년층과 5~19세의 아동 

및 청소년 비율이 높았으나 2019년으로 갈수록 20-29세와 40-59세 인구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도시 형성 초기에 취학자녀를 가진 중장년

층 가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후 

2, 3기 신도시의 개발과 도시 노후화 등으로 인해 30, 40대 유입인구가 감소한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평촌 내에 유명 학원들이 몰려있는 학원가

(街)가 위치해 있는 특성상 청소년층의 꾸준한 유입으로 청소년층은 비율 변화

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고령화율은 점차 증가하여 2000년도에 4.6%였으나 

2019년도에는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5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고령화율 15.5%와 수도권 고령화율 13.5%보다는 적지

만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평촌의 도시 활력 저하 및 쇠퇴가 우려되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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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촌 녹지의 현안 및 과제

(1) 녹지 확충의 어려움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18)’에 따르면 평촌신도시가 포함되는 

평촌호계생활권의 공원조성률은 92.7%로 매우 높은 조성률을 보여준다. 평촌

호계생활권에는 평촌신도시 외에 호계권역에 대한 내용도 해당되기 때문에 실

제 평촌신도시는 100%에 가까운 공원조성률을 보일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도

시공원일몰제로 인하여 실효 대상이 될 장기미집행 공원은 없지만, 일몰제로 

인한 공원의 추가 및 확충 계획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평촌신도시는 택지개발로 인해 전체 면적이 시가지화 되어있어 내부적

으로 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양적인 

확충보다는 기존 녹지의 연계성 강화, 입체적 녹화, 자투리 녹지 조성 등을 통

한 녹지 면적의 확대 방안과 다원화되는 녹지의 기능을 도입한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윤정중 외, 2013). 

연도 인구수
공원결정

면적(㎡)

1인당공원

면적

공원조성

면적(㎡) 

1인당공원

조성면적 

공원조성율

(%)

2018년 221,967 871,401.1 3.9㎡/인 808,120 3.6㎡/인 92.7

2030년(예정) 261,700 875,509.7 3.3㎡/인 874,502.2 3.3㎡/인 99.9

[표 3-3] 평촌ㆍ호계생활권 1인당 공원면적

자료: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18)

(2) 녹지의 단절 및 단순화된 기능

평촌신도시의 녹지는 녹지축을 고려한 공원 배치 등 체계화된 녹지체계, 향

상된 공원녹지율 등 기존 도시와 비교하여 양적 측면에서 향상된 수준이다. 

그러나 공원 및 녹지의 배치가 거점형식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연계된 녹

지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린생활권 내에 배치된 어린이공원은 생활권 내의 

사람들의 접근은 용이하지만 슈퍼블록으로 구성된 평촌신도시의 특성상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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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1기 신도시 공원 및 녹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이용성 

등을 주 고려사항으로 조성되었다. 과도한 불투수성 인공포장이나 인공수로 등 

녹지의 환경·생태적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2012). 

[그림 3-10] 과도한 불투수성 포장 [그림 3-11] 방치된 인공형 생태수로 [그림 3-12] 자연지반의 훼손

자료: 환경부(2012)

(3) 유지관리 및 새로운 수요

‘안양시 2030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평촌 거주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

식 변화 및 관심 증가와 소득 증대 등에 따른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시간 

및 공간 이용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으로 보인다. 문화적 질적 생활환

경의 추구, 환경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요구 

증대. 늘어난 여가시간과 소득을 생산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소비하기 위해 녹

색 여가 문화 공간 수요 및 쾌적한 녹색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평촌 거주민들은 녹지 여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조성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충분하지 

못함과 운동, 휴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 천변공원 등의 

부족을 아쉬워하고 있다(윤정중, 2013)‘녹지와 공원의 확충’ 등을 요구함으

로써, 주로 녹지, 하천 등의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정비하도록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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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촌 공원녹지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1) 2030 안양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2010)

국내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능동적인 대응을 담은 종합적인 도시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안양시는 도시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담은 2030 안양 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자연, 문화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초록 문화도시 안양’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지식산업

도시, 문화예술도시, 인간중심도시, 녹색환경도시를 기본 목표로 한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목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만들기,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녹색도

시 가꾸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등을 세부 전략으로 한다. 특히 ‘녹색

도시 가꾸기’전략의 실천 방안으로 1) 안양천 중심의 도시재생, 2) 바람길 조

성, 물순환 건정성 확보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 구축 3) 공원녹지 확

충 및 경관 개선 4) 자연재해에 안전한 도시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어 공원녹

지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안

양시의 비전 및 중장기계획인 만큼 구체적인 조성 방안 등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2) 203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2017)

대규모·신규 국토 개발 수요 감소, 지역 쇠퇴 우려, 사회의 저성장, 고령화,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기본계획의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3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은‘창의, 융합의 

인문도시 안양’을 미래상으로 시민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실현, 지역특화 및 

인문산업 발굴과 육성, 안전한 안양, 젊은 도시, 교통 및 생태환경 개선을 핵

심 목표로 삼았다.

공원녹지계획은 ‘Nature is Art!, 안양의 자연은 예술이다’를 목표로 문

화·예술·삶의 융합이 되는 공원, 공원녹지의 확충, 주민참여에 의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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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창출, 열린 생태·문화공간으로서의 하천 등을 세부 전략으로 한다. 공

원, 녹지, 하천을 연계하여 그린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폐

지될 미집행공원의 확보를 위한 계획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 환경보전계

획 및 경관계획을 통해 우수한 생태경관의 보전 및 관리,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 경관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의 세부전략을 마련하였다.

[그림 3-13] 보전축 구상 [그림 3-14] 공원녹지 종합구상도

(3)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의 전면개정으로 인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의 의무화로 ‘202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11)’이 수립되었으나,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래로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2030 안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2018)’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의 재

정립과 장기적 발전 방향 수립 및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의 공원녹지 미래상을 도시 여건의 변화상 파악 및 상위계획에서 제시하

고 있는 미래상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건강한 자연이 공존하는 ‘Nature Connection’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Amenity park’

-안양의 모습을 담은 ‘Greenish Blending’

세부 전략으로는 산과 하천, 공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계획, 벽면

녹화, 학교숲 등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 주민참여를 통한 자발적 관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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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스템 제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공원기본계획

공원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도래에 따라 재정집행을 통한 공원 확

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재정적 집행계획에 의한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에 개발사업에 의한 확충, 기존공원의 연접부 및 국공유지 확

장, 자투리 공원 확충 등을 통해 97,349.1㎡의 공원면적을 확보할 계획을 제시

하였다. 

▮ 녹지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에서는 산림(구릉지) 및 하천변 녹지의 보전·관리 및 친환경

적 활용 방안을 제안한 보전계획과 정비 및 신규 시설녹지 설치 및 확충계획

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원, 생태축, 하천축 등의 연계를 통해 안양시 그린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린네트워크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의 도입, 다층식재, 녹도, 보행자도로 등의 연계를 통해 

녹지 체감률 증가 및 지역 커뮤니티 확장을 기대한다. 이외에도 녹도계획. 보

행 및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생태통로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15] 안양 그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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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촌 복합문화형 공원 조성 계획(2019)

안양시는 2019년 시청사를 중심으로 중앙공원, 평촌공원을 단절 없이 연결

하고 녹지를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민대로와 평

촌대로로 단절되어 있어 이용효율이 떨어지고 녹지의 단절이 생기던 중앙공

원, 미관광장, 평촌공원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본 계획은 시

청사부지 6만㎡를 비롯하여 평촌공원 3만 9,000㎡, 미관광장 1만 8,000㎡와 중

앙공원 12만㎡ 및 평촌대로와 시민대로를 포함하여 총 28만㎡의 면적이며, 이

는 이전과 비교하여 4만 3,000㎡의 녹지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조성안으로는 시청사 뒤편의 시민대로를 약 200m 정도 폐지하여 

평촌공원과 연결 시키고, 바닥 분수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장기적

으로는 청사 광장과 미관광장 사이 시민대로를 구간 지하화를 통해 양안을 차

량 통행 없이 상시 오갈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전략이다. 이외에 분수대, 힐링 

온실, 정원, 테마산책로, 체험형 놀이공간, 소규모 공연장, 파크카페 등이 설치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복합문화형 공원은 평촌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

심 속 힐링시설의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6] 평촌 복합문화형 공원 마스터플랜

자료: 안양시, 뉴욕엔 센트럴파크, 안양엔 복합문화형 공원이, 보도자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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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평촌신도시의 녹지는 양적인 확보나 생활권 단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이 

배치되는 등 기존 도시보다 발전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계획되는 도시들에 

비해서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부족하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도시의 

노후화,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거주민들의 인식 변화 등 변화하는 사회적 여

건들 또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평촌신도시 현황 및 상위계획을 통해 공원 및 녹지, 환경, 경관에 관한 목표 

및 세부계획들을 조사해보니 녹지 측면에서 확충 및 연계를 통한 그린 네트

워크의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바람길 조성, 물순환을 

위한 저영향개발시설(Low Impact Development; L.I.D)의 도입, 생태통로 조성, 

다층식재 등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관점으로 녹지의 다기능을 위한 계획 요소

들을 도입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시가화율이 98%이상에 이르는 평촌신도시는 공원 및 녹지를 새롭게 조성할 

공간이 협소한 현황이다. 따라서 녹지의 확충보다는 기존 녹지의 연계성 강화, 

입체적 녹화, 자투리 녹지 조성 또는 녹지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다기능성 

확보 등 질적인 면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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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녹지 재생 방안

1절 녹지 재생 방안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모형 구축

1. 평가기준 선정 및 계층구조 모형 개발

도시 내 여러 가지 규모의 도시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한 녹지의 연결

은 인간과 야생생물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녹지 공간의 나무와 식생은 대기질의 정화, 빗물의 처리 등 자연적 해결책으

로서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로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평촌신도시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진 도시로 급속한 경제성

장과 함께 개발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평촌 내 

녹지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도시들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이

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원의 역할인 도시미관 개선, 경관 향상 그리고 도시

민들이 이용 및 휴식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 한정되어있다. 

그린인프라스트럭처는 1기 신도시 이후 국내에 활발하게 도입된 개념으로 

녹지 간의 연계, 생물서식처 조성, 식재의 다층구조화 등 녹지의 환경생태적 

기능이 강화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촌신도시에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개념을 적용하여 녹지를 개선해보고자 하며, 평촌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을 고려한 녹지 재생 대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식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기능은 문헌연구 및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전반적인 그린인프라의 기능은 

환경생태적 기능, 기후변화 적응 기능,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경제적 기능은 다른 기능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공간의 개선을 통해서는 그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평촌에 고려되어야 할 그린인프라 기능을 [표 4-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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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구분 내 용

환경ㆍ생태적 기능

수자원 보전 수질 개선 및 강우유출 저감, 지하수 함양 등

대기질 완화 미세먼지 등 대기 중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서식처 및 먹이자원 등의 제공

기후변화 적응 

기능

도시홍수 저감 도시 물순환 기능 개선을 통한 홍수 위험 완화

열섬효과 완화 복사열 차단 및 대기 온도 저감을 통한 기온 저감

탄소 저감 녹지를 통한 탄소 흡수 및 대기질 완화

사회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여가ㆍ휴식 공간 제공 및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 미관개선 녹지의 심미적 기능을 이용한 경관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향상과 공동체성 강화

[표 4-1] 평촌신도시 현황을 고려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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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모형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촌신도시 녹지의 현안과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개념을 도입한 네 가지 대안을 설정하였다.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녹지 공간의 

네트워크’,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 ‘생물 다양성 증진’, ‘강우 유출수

의 침투 및 저류’, ‘공동체 삶의 강화’, ‘삶의 질 증대’ 등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키워드 중 평촌의 녹지 현안을 반영하여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대안을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을 고려한 서식공간 조성’, ‘커

뮤니티 가든 조성’, ‘공원 내 저류 및 침투 시설 조성’의 네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녹지 연결성 확대

녹지의 연결은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녹지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향상시키

는 네트워크도 의미한다. 이는 생태, 환경, 경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능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대안들 간의 독립성을 위해 녹지 연결

성 확대를 통해 얻는 기능을 환경적 기능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평촌의 근린공원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단

순히 도시계획 시설로서 계획되어 기존 자연자원과의 연계나 녹지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평촌은 기개발된 도시로 새로운 녹지 공간의 확보

가 어렵다. 때문에 연결녹지, 가로수, 오픈스페이스 등을 활용하여 녹지의 실

제 물리적 연결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기 질의 정화, 기온 저감 등의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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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생물을 고려한 서식공간 조성

도시개발 단계에서 녹지의 양적 감소, 훼손 및 파편화 등으로 인해 도시는 

생물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도시 내 녹지를 활용

한 비오톱의 조성, 소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생태연못 및 다공질 공간 등

의 설치, 먹이자원을 고려한 유실수 등의 수목 식재 등은 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평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은 적으나 학의천이 지나고 있고, 도시 

외곽으로 관악산, 삼성산, 모락산 등의 산림이 위치하여 있다. 또한 조성된 공

원ㆍ녹지가 오래됨에 따라 생태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생물을 고려한 서식 환경의 조성은 평촌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과의 공생이 가능한 도시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3) 커뮤니티 가든 조성

도시 내 녹지 공간은 단순히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

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도시민의 커뮤니티를 지원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 가든이란 공동체를 의미하는 커뮤

니티(Community)와 정원(Garden)의 합성어로 ‘공공텃밭, 동네정원, 도시농

업’등을 의미한다. 주거 단지에 조성된 커뮤니티 가든은 이웃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이러한 커뮤니티 가든은 청소년과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평촌 주민들의 공

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교육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아

파트의 비율이 높은 평촌에 지역주민 세대 간의 교류와 공감을 통한 사회적 

교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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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 내 저류 및 침투 시설 설치

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도로, 건물 등의 불투수층과 회색인프라를 

통해 배수되는 빗물 관리 시스템은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도시 내 

녹지 공간은 빗물의 침투 및 저류를 도와 자연적인 물 순환 기능 개선의 역할

을 하며 홍수와 같은 위험을 감소시킨다. 

평촌은 전역이 시가지화되어 있어 불투수율이 높은 도시이다. 공원들 또한 

불투수 포장으로 되어 있어 자연지반이 훼손된 상태이다. 또한 계획 당시 강

우유출수의 저류 및 침투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의 지속적 발생 시에 도시홍수 등에 취약한 도시이다. 

이러한 평촌 내 공원ㆍ녹지에 저류 및 침투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시홍수

의 위험 저감뿐만 아니라 빗물의 재이용, 에너지 이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대 안 내 용 

대안A 녹지 연결성 확대 

광폭 도로로 단절된 녹지들을 연결하고 거점 역할을 하는 

공원들 간의 연계성을 높여 평촌 내 녹지 네트워크를 강

화하는 방안

대안B
소생물을 고려한 

서식공간 조성 

신도시 내 기존 녹지 내에 생물들의 서식환경 및 먹이자

원을 고려한 비오톱 식재 및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의 관

악산, 모락산 등과 서식처를 연계하는 등의 방안

대안C 커뮤니티 가든 조성 

평촌의 신도시 내 이용도가 떨어지는 공원 및 시설을 주민

들이 직접 관리하는 커뮤니티 가든이나 참여형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교류 활성화 유도 방안 

대안D
도시 소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높은 시가화율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넓은 평촌 내 녹지 

공간 중 연못, 도랑 등 자연형 저류 및 침투시설을 설치하

여 도시 내 물순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

[표 4-2]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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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계층구조의 모형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린인프라 개념을 적용한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방안

을 위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 및 대안에 관한 의사결정 계층구조 모형은 

[그림4-1]과 같다.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조 모형을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상위기준으로 평촌신도시에 고려되어야 할 그린인프라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상위기준의 세부요인으로 각 세 가지의 하위

기준을 두어 총 9개의 하위기준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그린인

프라 개념을 적용하여 평촌 신도시의 공원ㆍ녹지를 재생할 수 있는 네 가지 

대안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1] 최종 계층구조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는 크게 상위, 하위기준을 7개 비율척도로 나누어 쌍

대비교를 실시하고, 9개의 하위기준의 관점에서 각 대안의 중요도를 같은 분

류기준으로 쌍대비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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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관성 검증

AHP기법은 설문 응답자 답변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응답

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CR) 검정을 통해 응답의 

일관성 검토가 필요하다. 일관성 비율(CR)값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CI)를 무작위 지수(Random Index:RI)로 나누어 산출한다. 산출된 CR값은 

작을수록 일관성이 크며,  0,1 이하일 경우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CR값

이 0.1~0.2일 경우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0.2 이상일 경우에는 논리적 일

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응답을 수정하거나 폐기한다(Satty, 1990).

그러나 ‘0.1’이라는 기준값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경험치로서 과

거에 시도된 적 없는 탐색적 연구의 경우에는 0.15 또는 0.2까지 완화하여 사

용한다(민재형, 2015; 김소연, 2018). 본 연구에서는 회신 된 27부 설문지 응답 

중 일관성 비율이 0.15(15%)이상인 4부를 폐기하고 23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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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AHP를 통한 녹지 재생 방안의 우선순위 설정

1. 전문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 대상자는 평촌신도시에 대해 이해가 깊으

며, 공원ㆍ녹지에 대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이에 학계, 공기업ㆍ공

무원, 평촌에 위치한 엔지니어링,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지는 2020년 11월에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총 27부가 회수

되었다. 그 중 답변의 비일관성 지수가 높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3부를 분

석에 이용하였다. 

조사 방법 이메일, 직접 방문

설문 기간 2020년 11월 10일 – 12월 20일

설문 대상 평촌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표 4-3]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그림 4-2] 응답자 일반적 특성 분포

설문에 응한 표본의 직종은 일반기업이 30%, 연구원이 26%, 공무원ㆍ공단 

및 학계가 17%, 기타가 7% 등의 분포를 보인다. 전공 분야는 조경이 47%로 가

장 많고 생태(21%), 도시 및 환경(13%), 건설(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

ㆍ40ㆍ50대가 21%로 동일하였다. 경력은 26년 이상이 2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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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촌 녹지 재생 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식 분석 

평촌 녹지 재생 대안의 우선순위는 ‘평촌 녹지에 고려되어야 할 그린인프

라 기능’의 세 개의 상위기준, 상위기준별 세부요인에 해당하는 세 개의 하

위기준의 중요도 그리고 상위기준 요인의 중요도와 하위기준 요인의 중요도를 

종합한 전체 9개 하위기준별 중요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4]와 같다. 

상위기준

요인 

중요도
하위기준 요인 중요도(b)

총 가중치

(a) 순위 (a*b) 순위

환경ㆍ생태적 

기능
0.391 1

수자원 보전 0.249 0.0974 6

대기질 완화 0.327 0.1279 3

생물다양성 증진 0.424 0.1658 1

기후변화 

적응 기능
0.286 3

도시홍수 저감 0.218 0.0623 9

열섬효과 완화 0.435 0.1244 4

탄소 저감 0.346 0.0990 5

사회적 기능 0.323 2

여가공간 제공 0.506 0.1634 2

도시 미관개선 0.267 0.0862 7

커뮤니티 활성화 0.227 0.0733 8

계 1.0000

[표 4-4]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의 계층요인별 중요도

(1) 상위기준 요인 간 중요도 분석결과 

‘평촌 녹지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을 구

성하는 상위기준의 중요도 분석 결과, ‘환경ㆍ생태적 기능(0.391)’이 가장 

중요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으로 파악되었으며, ‘사회적 기능(0.323)’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기후변화 적응 기능(0.286)’이 세 가지 기능 중 가

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평촌신도시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홍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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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효과 등의 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하위기준 요인 간 중요도 분석결과 

하위기준 요인 간 중요도 분석은 우선 상위기준 내 하위요인 간 분석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환경생태적 기능의 하위기준 요인의 중요도는 

‘생물 다양성 증진(0.424)’, ‘대기질 완화(0.327)’, ‘수자원 보전(0.24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평촌은 생물 서식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도시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평촌 내에는 하천을 포함한 수공간이 적어 수자원 보전에 대한 중

요도가 비교적 적게 인식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능의 하

위요인의 중요도는 ‘열섬효과 저감(0.435)’, ‘탄소 저감(0.346)’, ‘도시홍

수 저감(0.218)’의 순서로 나타났다. 열섬효과 저감이 탄소저감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응답자들이 콘크리트나 불투수면적으로 인한 복사열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보다 중요도를 더욱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도시홍수 

저감 요인에 대해서는 환경ㆍ생태적 기능의 수자원 보전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수공간 및 수자원이 적어 홍수에 대한 위험이 적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의 하위요인은 ‘여가공간의 

제공(0.506)’, ‘도시미관의 개선(0.267)’, ‘커뮤니티 활성화(0.227)’의 순으

로 나타났다. 여가공간 제공의 필요성은 도시 미관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요

인에 비해 월등하게 중요도가 높다고 도출되었다. 평촌 내 공원ㆍ녹지가 많이 

분포해 있지만 이들이 도시민들의 여가의 기능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전

문가들이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평촌 녹지 재생에 대한 상위기준과 하위기준의 중요도 분석을 종합한 9개의 

전체 그린인프라 기능의 중요도는 [그림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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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린인프라 기능의 중요도는 상위기준과 하위기준의 가중치 값의 곱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전체 개별 요인 중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환경ㆍ생태적 

기능의 ‘생물다양성 증진(0.1658)’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

여 여가공간의 제공(0.1634)’이 후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환경ㆍ생태적 

기능의 ‘대기질 완화(0.1279)’순으로 가중치 값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 세 

개 값 중 두 개가 환경ㆍ생태적 기능에서 도출되어 전문가들은 평촌의 녹지에 

해당 기능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3] 상위기준 요인과 전체 요인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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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촌 녹지 재생 대안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본 인터뷰는 실제 평촌신도시 내 녹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 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함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평촌의 계획에 참여하였거나, 거주지 또

는 근무지가 평촌인 전문가 5인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크게 1) 녹지

의 양 및 연결성, 2) 녹지의 기능 및 구조, 3) 기타로 구분하였다. 

조사 방법 직접 면담 설문

설문 기간 2020년 11월 16일 – 11월 20일

설문 대상 학계, 연구원, 엔지니어링 등 박사급 혹은 기술사 이상 전문가 5인

[표 4-5] 전문가 인터뷰 개요

(1）녹지의 양 및 연결성

평촌 내 공원을 포함한 녹지의 양에 대해서는 생활권 별로 잘 분배가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어진 도시들에 비

해서는 양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어 더 많은 녹지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결성 측면에서는 녹지의 연결 개념이 계획 당시 고려되었으나, 보행자 도

로 위주의 연결로 물길이나 바람길의 연결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와 공원ㆍ녹지와의 연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외

곽 녹지와도 연결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촌의 오픈스페이스는 교과서적으로 배치가 잘 되어있고 각 공원을 연결

하는 녹지축 개념이 적용된 초기 도시이지만 녹지의 비율은 이후에 지어진 

도시들에 비해 5~10% 정도는 부족한 편이에요.”

[학계, 50대]

“평촌은 외곽의 산림 등의 녹지와는 연결이 부족하고 내부적으로도 보행자

도로 위주의 연결만 되어있을 뿐 물길이나 바람길 연결은 고려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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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부의 녹지와 공원녹지와의 연결도 부족한 편입니다.”

[학계, 50대]

“평촌의 녹지는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굳이 문제라면 간선도로들로 인해 

내부의 녹지 및 보행자도로가 단절되는 점이 있겠네요.”

[학계, 60대]

(2）녹지의 기능 및 구조

평촌의 녹지는 도시의 미관개선, 여가 장소 제공 등 전통적인 녹지 기능이 

강조된 형태로 최근에 강조되는 녹지의 생태적, 기후변화 적응 측면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에 식재의 구조를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개선하고, 탄소 저감 

혹은 생물 서식 기능을 하는 수종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식재피복 면적, 혹은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저

류공간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추가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공

원 내 에너지 자립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평촌의 녹지들은 이용적 측면의 강조로 환경적, 생태적, 기후변화 적응 측

면의 고려가 부족하고 전통적인 여가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재 구조도 근대 공원의 형태로 대형 수목들이 듬성듬성 배식되

어 밀도가 떨어지는 등 생태적인 고려나 열섬 현상 완화, 홍수 저감 등 그

린인프라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밀도를 높이고 탄소저감 기능

이 있는 수종이나, 생태적 기능이 있는 수종으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학계, 50대]

“평촌 내 공원은 전적으로 도시경관과 여가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고 획일화되고 단순한 

공원 형태를 가지고 있어 공원들 간의 특색이 없어요. 포장 면적도 너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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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포장 면적을 줄여서 열섬저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식생 피복 면적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50대]

“평촌은 완충녹지가 잘 조성되어있는 편입니다. 소음감소나 비산물질 차단 

같은 환경적 기능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 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

는 주거단지와 붙어있어 완충녹지의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

니다. 아파트 단지의 완충녹지는 다층구조로의 개선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소생물 서식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류기능 등이 도입되면 좋겠네요.”

[연구원, 50대]

“평촌은 놀라운 게 자연 자원이 부족하고, 포장비율이 높은 것에 비하여 

중앙공원에는 집비둘기보다는 산비둘기의 비율이 높아요. 이는 중앙공원이 

도로 가운데에 고립되어 있고, 주위에 자연자원이 없어 자연성이 낮아 보여

도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저는 평촌에 생태연못이나 도시림 같

은 것이 들어와서 학생들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고, 태

양광이나 전기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

요.”

[엔지니어링, 40대]

(3）기타

이외에는 평촌에 하천과의 연결이나 수공간 부족 등 물순환 체계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평촌의 문제점으로 많이 거론되는 주차

장 문제도 언급하며 주차장을 조성하고 생태수로 같은 시설을 넣어 생태적 측

면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가화 과정에서 선형으로 변형된 하천의 복원이 필요하며, 하천과 공원 

연결성 및 하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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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60대]

“평촌뿐만 아니라 다른 1기 신도시가 다 그렇듯 건조한 도시예요. 수 공간

이라고 할 것이 이용 위주의 분수, 실개울인 경우가 많아 도시 전체의 수순

환이 잘 안되고 있어 이런 점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네요.”

[엔지니어링, 50대]

“평촌에 거주하면서 느낀 점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설

치하고 옥상을 옥상정원으로 만든다든가 생태수로 같은 시설을 도입해서 생

태 주차장으로의 만든다든가 하는 고려가 필요합니다. 혹은 공원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연구원, 50대]

[그림 4-4]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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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방안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된 대안의 중요도는 각 대안의 가중치 값에 그린

인프라 기능 하위요인의 총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촌 녹지 재생 대안의 우선순위는‘녹지 연결성 확대(0.377)’, ‘커뮤니티 

가든 조성(0.229)’,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0.209)’, ‘저류 및 침투 시설의 

조성(0.1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평촌 내 녹지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의 설문을 보완하였다.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촌신도시의 녹지는 양적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을 

받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등 환경ㆍ생태적 기능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

은 판단한다. 평촌신도시의 계획 당시에는 녹지의 기능이 이용적 측면과 도시 

미관 개선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평촌 내에는 평

촌 북쪽으로 지나가는 학의천과, 중앙공원의 수경시설 외에는 수공간이 없어 

생물서식처가 될 수 있을만한 공간들이 부재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평

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녹지 연결성 확대’ 방안

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녹지 연결 

확대 방안은 대기질 완화, 생물다양성 증진, 열섬효과 완화, 탄소 저감 등 다양

한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수종의 개선, 식재구조의 다층화, 수공간

의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가들은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기능 중 여가공간 제공의 기능이 

평촌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기능 함께 중요한 우선순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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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촌신도시의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 및 여가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

나 공동체 활성화의 역할을 하기 어렵고 획일화 되고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

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커뮤니티 가든 조

성’방안이 우선순위 중 두 번째로 중요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커뮤니티 가든 

조성 방안은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중요도가 특히 높게 도출되었으며 그 중에

서도 여가공간 제공 기능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중요도를 보였

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로 평촌의 녹지는 대부분 

여가 및 휴식 제공의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

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최근 녹지의 

환경ㆍ생태적 기능 및 기후변화 적응 기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공원ㆍ녹지에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 대안의 우선순위 그래프

반면 평촌신도시의 경우 평촌을 지나는 학의천의 범람 위험이 적어 도시 홍

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

는 저류 및 침투시설 조성의 우선순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녹

지연결성 확대 방안에서도 수자원 보전과 도시홍수 저감 기능에 대한 중요도

가 낮게 나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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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녹지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시설

수자원 보전 0.024 0.018 0.009 0.046

대기질 완화 0.062 0.030 0.019 0.016

생물다양성 증진 0.058 0.068 0.020 0.020

도시홍수 저감 0.013 0.009 0.006 0.035

열섬효과 완화 0.063 0.022 0.016 0.024

탄소 저감 0.051 0.018 0.016 0.014

여가공간 제공 0.051 0.023 0.073 0.016

도시 미관개선 0.037 0.011 0.030 0.009

커뮤니티 활성화 0.019 0.010 0.039 0.006

합계 0.377 0.209 0.229 0.185

우선순위 1 3 2 4

[표 4-6] 총 가중치를 계산한 대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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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1960년대부터 지속된 급격한 도시개발 속에서 공원녹지는 도시 내 기반시설

로서 소홀하게 대해져왔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 사람

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녹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기와 2기 신도시 공원녹지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계획 당시 녹지는 단순한 점적, 면적 시설로서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2기 신도시에 들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녹지의 양적 증대 뿐만 아니라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의 

도입으로 녹지의 다기능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기 신도시는 현재 

건설 이후 30여 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및 도시 쇠퇴가 우려되고 있으며, 다가올 

도시 문제에 대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1기 신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도시경쟁력 확보

를 위한 방법으로 녹지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평촌신도시의 녹지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양

적인 확보나 배치 등이 기존 도시보다 발전된 수준이나 최근의 계획 도시들에 

비해서는 양적ㆍ질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의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녹지에 기대되는 환경, 생태, 기후변

화 적응, 사회적 기능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계획도시로 시가화율이 98%

이상에 달하는 평촌신도시는 녹지의 추가 면적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

서 공원 녹지의 확충보다는 기존 녹지의 연계성 강화, 녹지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다기능성 확보 등 질적인 면을 우선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한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해 평

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녹지 재생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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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설문을 위한 계층구조는 그린인프라의 기능을 바탕으로 평촌에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기능을 추려 ‘환경ㆍ생태적 기능’, ‘기후변화 적응 기

능’, ‘사회적 기능’ 세 가지로 상위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위기준은 각 상위

기준의 세 가지 세부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총 9개의 하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경ㆍ생태적 기능’은‘수자원 보전’, ‘대기질 완화’, ‘생물다양성 증

진’의 하위 기준을 둔다. ‘기후변화 적응 기능’은‘도시홍수 저감’, ‘열

섬효과 완화’, ‘탄소 저감’의 하위 기준을 둔다. ‘사회적 기능’은‘여가

공간 제공’, ‘도시미관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의 하위 기준을 둔다. 

녹지 재생 대안은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

해 도출된 키워드들 가운데 평촌의 녹지 현안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대안은 

다음과 같이‘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을 고려한 서식공간 조성’, ‘커

뮤니티 가든 및 도시 농업 공간 조성’, ‘공원 내 저류 및 침투 시설 조성’

의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설문지는 7개 비율척도로 나누어 쌍대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위ㆍ하위기준과 9개의 하위기준의 관점에서 각 대

안의 중요도를 쌍대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은 평촌신도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27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답변의 일관성 비

율이 떨어지는 4인의 답변을 제외하고 23개의 답변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설문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위기준에서는 ‘환경ㆍ생태적 

기능’이 0.391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상위기준의 가중치 값과 하

위기준의 가중치 값을 곱하여 도출된 총 가중치는 ‘생물다양성 증진

(0.166)’, ‘여가공간 제공(0.163)’, ‘대기질 완화(0.128)’의 순으로 나타났

다. 대안의 중요도는 대안별 도출된 가중치 값에 그린인프라 기능 하위요인의 

총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촌 녹지 재생 대안의 우

선순위는 ’녹지 연결성 확대(0.377), ‘커뮤니티 가든 조성(0.229)’,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0.209)’, ‘저류 및 침투 시설의 조성(0.18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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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신도시의 녹지 재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및 인터뷰

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평촌신

도시의 녹지는 단순한 수종과 생물 서식을 위한 수 공간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보아 녹지의 환경ㆍ생태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한 채 계획되었다. 이에 전문가

들은 평촌의 녹지가 ‘녹지 연결성 확대’의 대안을 적용하여 녹지의 면적을 

늘리고, 대기환경의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전문가들은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의 다양한 기능 중 ‘여가공간 제공’기능이 평촌 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고 보고 있다. 이는 평촌신도시의 기존 녹지가 공동체 활성화의 역할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가든 조성’의 방안을 적용하여 평촌 내 여가 공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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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1기 신도시들은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 사업으로 

건설되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 이는 노후화 등으로 인한 도시재생 

필요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개발 방식으로 

여겨지던 도시를 고밀화시키는 방안에서 벗어나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녹지 재생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도래할 2, 3기 

신도시의 재생을 대비해서도 필요한 논의라고 사려된다. 

둘째, 녹지 재생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기개발시설을 녹지로 

재창조하거나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공원 리모델링, 소규모 녹지 조성 등으로 

이해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전체 녹지를 대상으로 재생 방안을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셋째, 평촌신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등 평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지 재생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이

는 평촌신도시의 특징에 맞춰 대안이 적용될 수 는 있으나, 타 1기 신도시들

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공원을 포함한 녹지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도시의 노후화 문제는 녹지의 단일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

는 아니며 녹지 이외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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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평촌신도시 녹지 재생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예솔입니다. 바쁘

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답하여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최근 도시는 고도화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환경문제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인프라스트럭

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는 2021년에 준공 후 

30년에 도달하는 1기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그린

인프라 개념을 적용한 녹지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에 본 설문에서는 1기 신도시 중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그린인프라

스트럭처가 주는 기능을 고려한 ‘네 가지의 녹지 재생 대안’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설문내용은 익명으로 다뤄지며 학술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은 총 13문항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정성껏 답변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계획연구실

석사과정 : 이 예 솔

지도교수 : 손 용 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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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구조

 설문에서 묻는 지표의 구조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기능을 대표하는 상위기준 세 가

지와 해당 상위기준을 설명하는 하위기준 및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평촌 신도시의 녹지 

개선 방안을 위한 적용 대안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과 대안에 대

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설명을 읽고 우선적으로 평촌신도시에 적용되어야할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을 쌍대비교를 통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

다. 

1)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상위 기준）

 환경ㆍ생태적 기능: 도시 내 공원 및 녹지는 도심 속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아갈 수 있는 서식환경을 만들어주며 수자원, 토양, 대기질 등의 조절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기능

 기후변화 적응 기능: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홍수,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의 

도시문제 및 재해에 대한 저감ㆍ완화의 역할 등의 기능

 사회적 기능: 도시 내 공원 및 녹지는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을 통해 도시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관 향상을 통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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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기능(하위 기준)

구 분 세부구분 내 용

환경ㆍ생태

적 기능

수자원 보전 수질 개선 및 강우유출 저감, 지하수 함양 등

대기질 완화 미세먼지 등 대기 중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서식처 및 먹이자원 등의 제공

기후변화 

적응 기능

도시홍수 저감 도시 물순환 기능 개선을 통한 홍수 위험 완화

열섬효과 완화 복사열 차단 및 대기 온도 저감을 통한 기온 저감

탄소 저감 녹지를 통한 탄소 흡수 및 대기질 완화

사회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여가ㆍ휴식 공간 제공 및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 미관개선 녹지의 심미적 기능을 이용한 경관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향상과 공동체성 강화

 아래 설명을 읽고 평촌신도시에 적절한 녹지재생 대안을 쌍대비교를 통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적용 대안

대안A “녹지 연결성 확대”

광폭 도로로 단절된 녹지들을 연결하고 거점 역할을 하는 공원들 간의 연계성을 높여 

평촌 내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

대안B “소생물을 고려한 서식공간 조성”

신도시 내 기존 녹지 내에 생물들의 서식환경 및 먹이자원을 고려한 비오톱 식재 및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의 관악산, 모락산 등과 서식처를 연계하는 등의 방안

대안C “커뮤니티 가든 및 도시농업 공간 조성”

평촌의 신도시 내 이용도가 떨어지는 공원 및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커뮤

니티 가든이나 참여형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교류 활성화 유도 방

안 

대안D “도시 소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높은 시가화율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넓은 평촌 내 녹지 공간 중 연못, 도랑 등 자연형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하여 도시 내 물순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



- 80 -

 설문 응답 방법

  설문 응답은 쌍대 비교(1:1비교)를 통해 2가지 비교 대상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

다고 인식되는 대상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되며, 비교 대상의 중요도가 같을 경우에 ‘1

점’을 주시면 됩니다.(각각의 값은 1:동등, 3:약간 중요, 5:중요. 7:매우 중요 그리고 

사이의 값은 각각의 중간 값으로 평가하도록 함）

<작성 요령>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할 경우 ‘연봉’이 ‘복지’보다 3배(약간 중요) 중요하고, ‘출퇴근 거리’

가 ‘복지’보다 5배(중요) 중요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배수로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매우중요-중요-약간중요-동등’에 주목해주십시오.

*단,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A>B, B>C 라면 반드시 A>C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연봉 ● 복지

복지 ●
출퇴근 

거리

I. 평촌 내 녹지 재생 방향 설정을 위한 질문

 상위기준

1. 귀하는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평촌의 공원녹지 재생’의 방향에서 상위기준인 ‘환

경ㆍ생태적 기능’, ‘기후변화 적응 기능’ , ‘사회적 기능’을 서로 비교할 때, 각 항

목이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환경생태

적 기능

기후변화 

적응 기능
환경생태

적 기능

사회적

기능
기후변화

적응 기능

사회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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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기준

2. 귀하는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평촌의 공원녹지 재생’의 실천을 위해  ‘환경ㆍ생태

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할 때 하위항목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수자원 

보전

대기질 

완화
수자원 

보전

생물다양

성 증진
대기질 

완화

생물다양

성 증진

3. 귀하는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평촌의 공원녹지 재생’의 실천을 위해  ‘기후변화 대

응’을 강화하고자 할 때 하위항목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도시홍수 

저감

열섬효과 

완화
도시홍수 

저감
탄소 저감 

열섬효과 

완화
탄소 저감

4. 귀하는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평촌의 공원녹지 재생’의 실천을 위해 ‘사회적 기능’

을 강화하고자 할 때 하위항목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여가공간 

제공

도시미관 

개선
여가공간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미관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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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5. 귀하는 ‘수자원 보전’의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6. 귀하는 ‘대기질 완화’의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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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는 ‘생물다양성 증진’의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8. 귀하는 ‘도시홍수 저감’의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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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열섬효과 완화’의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10. 귀하는 ‘탄소 저감’의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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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는 ‘여가공간의 제공’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12. 귀하는 ‘도시 미관 개선’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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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는 ‘커뮤니티 활성화’의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항목
(7) (5) (3) (1) (3) (5) (7)

녹지 

연결성 

확대

소생물 

서식공간 

녹지 

연결성 

확대

커뮤니티 

가든

녹지 

연결성 

확대

저류 및 

침투 시설

소생물 

서식공간 

커뮤니티 

가든
소생물 

서식공간 

저류 및 

침투 시설
커뮤니티 

가든

저류 및 

침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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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응답자의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

다음은 일반적 설문 사항입니다. 아래의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학술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항목당 한 개만 표시해주세요.

1. 귀하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조경관련 분야 ② 환경관련 분야 ③ 생태관련 분야 
④ 건설관련 분야 ⑤ 도시관련 분야 ⑥ 기타  (       )

2. 현 분야에 종사하신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년

3. 귀하가 종사하시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계 ② 연구원 ③ 공무원 및 공단 
④ 일반 기업 ⑤ 기타 (         ) 

4. 응답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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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generation of Park Green Area in

Pyeongchon New Town by Applying Green Infrastructure

RHEE YES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sustainability and secure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the regeneration of 

green areas in the first phase of the new city, which is feared to cause 

urban decline and decline in competitivenes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identify the priority of green belt regeneration alternatives that can be 

applied to Pyeongchon through expert awareness survey using AHP. The 

hierarchy for AHP surveys is a total of three stages, and the first-phase 

higher standard consists of three green infrastructure func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yeongchon New Town. The two-step sub-base is a detailed 

factor of the higher criterion, with three sub-base for each function. The 

three-stage alternative consists of an alternative that can regenerate parks 

and green areas in the Pyeongchon New Town by applying the concept of 

green infrastructure and consists of a total of four alternative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selecting 19 experts with a high understanding of 

Pyeongchon New Town, and 15 answers were analyzed except for the four 

who had a low consistency rate of answers. The results based on the survey 

are as follows: On a higher basis, the ‘social benefit’ was derived with 

0.405 value, the highest importance. The total weights derived by multiplying 

the weights of the higher criteria by the weights of the lower criteria were 

Increasing Biodiversity (0.166)’, ‘Providing Leisure Space (0.163)’,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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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Quality(0.128)’. The importance of the alternative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weighted value derived by the alternative by the total weight 

of the green infrastructure function sub-factor. The priorities of the 

alternatives to regenerate the green areas in Pyeongchon were ‘Expanding 

Green Connectivity (0.377)’, ‘Community Gardens (0.229)’, ‘Wildlife 

Habutat(0.209)’ and ‘Infiltration Facilities’ (0.185).

The analysis results of expert awareness surveys and interviews to prepare 

alternatives to green regeneration in Pyeongchon New City shall be as 

follows: First, Pyeongchon was planned in a simple form with a lack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the plan. Experts 

say that the top priority is to increase the green area, improve the 

atmosphere environment, and improve biodiversity through "expanding green 

connectivity." Secondly, experts believe that "providing leisure space" is the 

most necessary among green infrastructure functions. This means that the 

existing green areas of Pyeongchon New Town are not enough to serve as a 

community revitalization. Experts believe that the improvement of leisure 

space in Pyeongchon is necessary by applying the "Creation of Community 

Garden" pla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ed the sustainability of the city 

by suggesting regeneration measures using the concept of green 

infrastructure, away from the way redevelopment into high-density methods 

used to be the main focus. In addition, the need for urban regeneration in 

the first new cities built around the same time is likely to occur 

simultaneously, which can lead to confu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which 

is time to prepare for it. At this poin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measures to regenerate using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it is considered a 

necessary discussion in prepar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the second and 



- 90 -

third new cities in the future. However, the problem of urban obsolescence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improved by solving a single problem in green 

areas and complex factors other than green areas should be considered.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considered only green areas, including parks.

………………………………………
Keywords : Newtown, Pyeongchon New Town, Green

regeneration, Green Infrastructure
Student Number : 2018-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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