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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 가로는 녹화 시설과 건물공간이 어우러진 개창지대로서 

주민들이 식생 경관과 시각적으로 접촉하는 공공장소이기도 하다. 도시 

도로 시스템이 점점 완벽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가로 녹화의 

질이 외출 환경에 중요한 가치를 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녹도 경관을 구축하는 것이 이미 현실적인 

요구가 되었다. 따라서 한정된 토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가로 녹화 

구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주민들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녹지의 서비스 기능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후지역 도로 녹화를 대상으로 녹시율 결과의 변화에 

의한 녹지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통적 

녹시율(Visible green index)은 녹색공간 감지에 대한 직관적 

평가기준으로, 전통적 연구의 녹시율은 평면 영상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 3차원 공간에서의 녹색량에 대한 주관적 감각을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VR 파노라마 영상을 바탕으로 

파노라마 녹시율 개념을 제시했다. 파노라마 카메라로 구면 파노라마 

사진을 획득하여 등방형, 등직각 투영을 원통 등적 투영으로 전환하고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식생구역 면적을 식별하며 

파노라마 녹시율을 계량화하였다.  VR기술이 보유한 전자동, 고정도의 

입체영상이 지니는 이점은 특히 식생 등 3차원 공간구조를 갖추고 

입체형태의 불규칙한 정보구축에 적합하여 도시 녹지 연구를 입체로 

확대하는 중요한 적재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VR 기술을 가로 

녹시율 계산에 적용해 도시 녹지의 시각적 가치를 정량화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활용의 지대한 잠재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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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동성구 련풍후퉁를 연구 대상으로 디자인 전후 후퉁 길의 

파노라마 녹시율을 계산하고 비교한 결과 a, b, c, d 4개 위치의 파노라마 

녹시율은 7.1%, 13.6%, 0.8%, 10.5%에서 27.5%, 39.6%, 31.5%, 13.2%로 

증가하여 녹시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일본 학자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의 5급 녹시율 평가 기준을 

간단하게 전환하여 360도 녹시율 평가기준을 얻었으며, 평가기준은 

파노라마 녹시율 11.5% 이상은 녹색량 감지가 비교적 강하며, 파노라마 

녹시율 11.5% 이하는 녹색량 감지가 비교적 약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파노라마 녹시율의 인식, 계산, 평가는 관련 연구에 새로운 

발상을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빠른 녹시율 측정 평가를 실현할 

수 있다. 

 

키워드 : 노후 가로, 녹시율, 파노라마 영상, 계산법, 평가 기준 

학 번 : 2019-2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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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과거 도시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환경은 더욱 더 메마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시민인식의 확산과 반작용으로 도시관리의 주요 주제는 양적 

성장과 개발보다 질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 도시 미관의 개선 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발전 상황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조정하여 

토지 이용을 위한 최대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 

이론을 적용하는 진취적인 방식으로 도시의 재생 발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도시생활에서 편리성 또는 안전성을 추가하여, 평온함과 적당한 

온도 및 습도를 갖춘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식물이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로수 등 도로의 녹지는 공원이나 하천의 녹지와 함께 

도시환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도로의 녹지는 

종래의 사고방식을 계승하여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의 다양성 또는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녹음이 풍부하고 쾌적한 

기후가 유지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도로 녹지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녹화 시책의 전개가 필요해졌다. 

도시 공간의 녹지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인 녹시율(Visible Green 

Index)은 1987년에 일본 학자 靑木陽二에 의해 제기되었고 2004년에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녹화 지표로 규정되었다. 사람이 환경에서 받는 

정보의 90%는 시각으로 들어오기에 도시 녹시율 적용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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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경우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도시의 녹화 건설 수준을 알 수 

있다.
1)
 

 

2. 연구 목적 

사회의 진보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류는 매일 생존을 위한 

환경의 질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경의 골목인 

‘후퉁(胡同)’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후퉁 안의 공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도로가 좁아 심각한 녹화 부족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호한 생태환경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경 골목인 ‘후퉁’의 녹화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녹화 수단을 발굴하고 제한된 ‘후퉁’ 공간의 녹시율을 개선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녹시율은 시야의 평면적인 범위에 기초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식생 비율은 사람이 공간을 둘러볼 때 확인되는 

가시적 녹색량의 실제 수준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녹시율 집계에 

의존하는 사진의 각도, 렌즈 초점 등 지표가 주관적이고 불확실하기에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파노라마 영상기술은 시청자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며 360°파노라마 영상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시율 연구의 새로운 데이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연구에서의 녹시율 측정은 여전히 스트리트 전경도의 

가로 시각 범위를 캡처하여 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2차원적인 평면 연구라고 생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녹시율의 측정을 바탕으로 360°파노라마의 녹시율을 측정하는 방안을 

                                                             
1) 緑 視 率 調 査 ガ イ ド ラ イ ン 平 成 25 年 8 月 大 阪 府 Japan: Osaka.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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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다.  

또한 360도 파노라마 상태에서의 녹시율을 계산한 것이기에 전통적인 

연구의 녹시율 기준은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의 녹시율 5급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기준을 간단하게 전환하였고 이 기준을 

제시한다.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후퉁의 녹시율 개선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파노라마 녹시율 계산법으로 전후를 비교와 결과를 분석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영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녹시율에 

기초하여 파노라마 녹시율 개념을 제시하여 해당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파노라마 녹시율은 고정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면 

360°이므로, 구면 시야에서 가시적 녹색의 양이 구면 시야 면적의 

백분율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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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연구 범위 및 대상  

 

❙내용적 범위 

- 중국 국내외 녹시율 연구 현황 조사 

- 현재 가로 주요 문제점 도출 

- 한국 국내외 노후 구역의 가로 설계 사례분석 

- 설계프로세스와 설계요소 도출 

- 설계안 도출 및 파노라마 녹시율 계산법을 제시 

- 파노라마 녹시율 평가기준 제시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북경시 경산구역 련풍후통이며 전체 길이는 269m이다. 

련풍후퉁은 경산구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북경의 명소인 남라고

항(南锣鼓巷, 난뤄구샹), 경산(景山)공원, 고궁(故宫)에서 걸어서 30분 정

도밖에 걸리지 않아 매일 많은 관광객들이 이 후퉁을 지나다닌다. 

련풍후통의 도로 양쪽에는 공공 녹화지가 없고 큰 나무 몇 그루만 있

어 주민들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경관이 부족하다. 또

한 경관은 연속성과 통일성이 없고 특색이 뚜렷하지 않으며 녹색 공간

의 양이 현저히 부족하고 주변 집들은 낡아 건물 간격이 좁으며 녹지 

공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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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기본적인 녹시율은 시야의 평면적인 범위에 기초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식생 비율은 사람이 공간을 둘러볼 때 확인되는 가시적 

녹색량의 실제 수준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녹시율 집계에 의존하는 

사진의 각도, 렌즈 초점 등 지표가 주관적이고 불확실하기에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시율 개선의 요구조건과 설계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녹시율 계산법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설계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국내외 도시 재생과 

녹시율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주안점을 확고히 하였다. 둘째, 

후퉁 설계의 주요 설계요소와 개념을 확정하였다. 중국 구시가지의 후퉁 

설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설계요소를 도출하고 대상지 

현황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설계 개념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링을 만들어 언리얼 엔진을 통하여 설계된 모델에서 파노라마 

녹시율을 계산한 후, 녹시율을 비교하고, 녹시율이 더 높은 것을 

도출하여 설계 목적을 달성한다.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후 구역 가로의 녹시율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설계전 파노라마 녹시율과 비교하여 설계 효과를 

검토한다. 

 

1. 파노라마 녹시율  

최근 몇 년 전부터 등장한 파노라마 촬영 기술(panoramic 

photography)은 특정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파노라마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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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는 촬영 기술로,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포착하고 기록할 수 있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파노라마 영상의 획득은 일반적으로 멀티카메라를 통해 직접 

획득하거나 또는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영상 통합처리를 

통해 파노라마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촬영 영상을 웹 스트리트 뷰 서비스 및 

파노라마 VR, 촬영 전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파노라마 이미지는 

녹시율 연구에서 새로운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컨대 

학신화(郝新华)등
2)
웹크롤러를 통해 텐센트 지도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획득할 때 표본점의 전후 좌우 4방향의 평면 영상을 획득하여 녹시율의 

평균치를 산출했다. 또한 최철(崔喆)등
3)
 Python 스크립트를 통해 지도 

API의 이미지를 대량으로 다운받아 표본점의 전후 좌우 4방향의 

스트리트 뷰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HSV 

컬러공간으로 변환 후 그 중의 녹색 부분을 추출하여 녹시율을 

계산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 같이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사용하여 도시 

가로의 녹색량 등의 지표를 분석할 때 주로 스트리트 뷰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캡처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은 

본질적으로 2차원 평면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파노라마의 구면 범위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전한 파노라마 

영상을 기반으로 등적 투영 전환을 통해 파노라마 이미지에 대한 

                                                             
2) Hao Xinhua, Long Ying. Street Greenery: A New Indicator for Evaluating Walkability. 

Shanghai Urban Planning Review, 2017（1）： 32-36，49 

3) Cui Zhe;He Mingyi;Lu Ming An Analysis of Green View Index in Cold Region City: A Case 

Study of Harbin. Journal of Chinese Urban Forestry, 2018, 16（5）：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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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의 식별과 측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영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녹시율에 

기초하여 파노라마 녹시율 개념을 제시하여 해당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파노라마 녹시율은 고정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면 

360°이므로, 구면 시야에서 가시적 녹색의 양이 구면 시야 면적의 

백분율을 지칭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파노라마 녹시율 = (시야구면 내 녹색 식물이 차지하는 면적/시야 구면 

총 면적)×100%（식 1） 

 

그림 1 파노라마 녹시율 원리 Schematic diagram of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파노라마 녹시율은 전통적인 녹시율에서 사용하는 2차원 이미지 대신 

파노라마 구면 영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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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녹시율 지표에 비해 파노라마 녹시율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1) 파노라마 녹시율은 지정된 장소에서 360°로 둘러보는 녹시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의 주관적인 시각적 감각과 일치하고, 

주변 환경의 가시적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2) 파노라마 촬영 과정은 카메라 렌즈 방향, 초점 크기, 가시적 범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기에 평가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2. 파노라마 녹시율의 측정 및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영상을 기반으로 파노라마 영상 획득 방법, 

파노라마 영상 투영 변환, 가시적 식생 면적 계산이 포함된 파노라마 

녹시율의 계산 방법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1 파노라마 영상 획득 방법 

파노라마 영상의 획득은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멀티 렌즈 

파노라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적인 카메라로 각 표본점을 촬영하고, 수평방향으로 동일 각도 

간격으로 1회씩 촬영하여 표본점을 다양한 시각적 각도로 취합하고 

콜라주하여 영상을 형성한다. 이는, 시각적 특징에 근거하여 사진의 

조합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후기 콜라주처리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2) 멀티 렌즈 파노라마 카메라와 같은 파노라마 전문 촬영 장비로 

촬영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직접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편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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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공 조건에서 다양한 시각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VR과 영상 업계가 지속 발전하여 파노라마 

장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파노라마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것이 

추세이다. 

 

2.2 합리적인 조사 시간의 선택 

도시 녹화 최적 상태의 녹시율을 집계하기 위하여 조사 시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녹시율은 동태 변화의 파라미터로 식물의 생장 

주기, 도시 녹지 건설 주기, 식물의 일상 유지 등 요소에 따라 측정 

결과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도시가 명절 및 휴일, 

대규모 집회 기간에 있을 때, 가로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시 녹시율 

측정에 불리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물경관의 효과가 가장 좋고 

식물이 가장 울창하며 외부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시간대의 녹시율을 

측정하기에 보통 6~7월을 선택한다. 열대 지방에 위치한 도시의 경우 

조사 연구 시간의 선택 범위를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2.3 파노라마 영상 투영 전환  

파노라마 카메라 또는 관련 장비로 획득한 파노라마 영상은 

일반적으로 등방형, 등직각 투영(equirectangular projection)이며 투영 

전개도는 2:1의 직사각형 영상이다. 등방형, 등직각 투영도에서 투영 

                                                             
4) 岡田穣 외. キャンパス景観の構造と評価からみた好ましい動線ルートの作成を目的とし

た基礎的研究専修大学情報科学研究所所報2015(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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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동일한 구역의 실제 면적과 동일하지 않다. 이에 파노라마 

영상은 정확한 면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원통 등적 투영(cylindrical 

equal-area projection)방식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우선 기본 정거원통 투영을 구면 좌표로 변환한 후 구면 

좌표를 원통 등적 투영으로 바꾼다. 

 

2.3.1 등방형, 등직각 투영을 구면 좌표로 전환 

등방형, 등직각 투영은 원통 투영면이 지축과 평행하고 경선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경, 위선망을 원통 면에 투영한 후 모선을 

따라 쪼개어 평평하게 전개하는 투영방식이다. 이러한 투영의 위선 

간격은 실제 거리와 동일하기에 경선과 위선이 서로 수직인 등거리 

평행직선으로 변환된다.
5)
  

 

그림 2 등방형, 등직각 투영 Equirectangular projection 

등방형, 등직각 투영을 구면 경선, 위선 좌표로 전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λ = x 1 /（cos ϕ1）+ λ 0 （식 2） 

ϕ = y 1 + ϕ 1 （식 3） 

                                                             
5) Peng Rencan. Zhang Zhiheng. Dong Jian. Chu Yonglei. A Method for Plotting Great Circle 

Route on Equidistance Cylindrical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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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에서λ은 구면 좌표의 정점이 위치하는 경도이고, ϕ는 구면 좌표의 

정점이 위치하는 위도, ϕ 1 은 구면 좌표의 표준 위선, λ 0 은 구면 좌표의 

중앙 경선, x1 은 등방형, 등직각 투영 위치의 수평 좌표, y1 은 등방형, 

등직각 투영 위치의 수직 좌표이다.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등방형, 등직각 투영을 전환하게 되면 파노라마 

구면이 생성된다.  

    

그림 3 파노라마 구면 Spherical panorama 

2.3.2 구면 좌표를 원통 등적 투영으로 전환 

원통 등적 투영은 파노라마 구면 적도와 접하는 원통에 등면적 

조건에 의해 투영하는 방법이다. 이 중 경선은 등거리 평행선이고, 

위선은 경선에 수직으로 배치되며 간격은 위도의 증가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평행선이다.  

 
그림 4 원통 등적 투영 Cylindrical equal-area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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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구면 좌표를 원통 등적 투영으로 전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x2=（ λ —λ 0）cosλ 0 （식 4） 

y 2=sin ϕ /cosλ 0 （식 5） 

공식에서 λ 은 파노라마 구면이 위치하는 경도, ϕ 는 파노라마 구면이 

위치하는 위도, λ 0 은 파노라마 구면의 중앙 경선, x2 는 원통 등적 투영 

위치의 수평 좌표 , y2 는 원통 등적 투영 위치의 수직 좌표를 나타낸다. 

 

2.4 가시적 식생 면적 계산 

파노라마 영상을 원통 등적 투영으로 변환한 후 각 부분의 투영 

면적을 직접 측정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면적을 알 수 있으므로, 등적 

투영 영상 중 식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녹시율을 계산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파노라마 녹시율 = (등적 투영 이미지 중의 식생 면적/등적 투영 

이미지의 총 면적)× 100% （식 6） 

투영 영상에서의 식생 면적은 일반적으로 그리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기에 녹시율의 자동 인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NU Image 

Manipulation Program, Adobe Photoshop 등의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RGB 또는 HSL 채널에 기초한 임계치를 설정한 후 녹색 픽셀 

정보를 선별하고 추출하여 이를 식생 부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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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hop 은 사진 속의 녹색 식물의 윤곽은 추출할 수 있고, 그중에서 

다채로운 식물, 연못, 먼 곳에 있는 초록색의 산세 등 모두 계산 범위에 

있으며 식물의 줄기 및 식생을 막는 구조물, 자동차와 행인 등은 계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후 도수분포도(histogram)로 변환 후 화면의 

녹색 비율을 확인한다. 이러한 방법은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지만, 

효율성은 높지 않다. 

 

그림5 Photoshop 계수율 예시                그림6 GIMP 그리드 통계 예시 

 

GIMP 소프트웨어는 그리드 통계에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촬영

된 이미지를 40×40으로 나누고 반올림 방법을 사용하여 녹색 블록이 

차지하는 비율을 집계한다. 이런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일정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6) 

이번 설계를 진행하는 대상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의 녹시율을 photoshop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6) Doi, Masaki. Analysis of Economic Value of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A Case S

tudy of the  Kobe Area. The University of Toky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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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진행과정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도시 재생 이론 선행 연구 및 현재 가로 시야각 

녹시율 선행 연구 

사례분석 

대상지 현황 

분석 및 

설계 요소 

북경 후통 일반현황 대상지 선정 및 현황 

후퉁 녹화 전략 도출  

 

 

연구 내용 요약  

연구 한계점 및 미래가능성   

녹시율 비교  

및 결과 

분석 

설계전후 파노라마 녹시율 계산 및 비교   

결과 분석    

 
후통 녹시율 개선에 대해 설계  

설계안 도출  

모델 작업 및 360 도 파노라마 이미지 도출   

서론 

이론적고찰 

및 사례분석  

 

대상지 

설계안 도출 

결론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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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제 1 절 선행 연구 및 현재 가로 시야각 문제 

 

1. 용어 

해외 도시 재생 이론과 적용을 분석하면 도시 재생의 폭이 넓기에 각 

단계에 대한 각각의 다른 표현이 있다. 예컨대 도시 복원(Urban 

Reconstruction), 도시 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 도시 리뉴얼/재생

(Urban Renewal), 도시 재개발(Urban Redevelopment),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 도시 부흥(Urban Renaissance）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

기 표현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미 상으로는 유사하며, 일반적으

로 도시 리뉴얼/재생 (Urban Renewal)은 기존 도시 환경에서 도시 발전

의 요구사항과 도시 주민의 안락한 삶의 수요에 따라 건축, 공간 환경 

등 필요한 부분을 조정과 개선을 하여 선택적으로 보존, 보호,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작업

을 의미한다. 

 

2. 중국 국내외 도시재생의 이론과 실천 

2.1 서양의 도시재생 

서양에서는 대규모의 도시 개조 계획을 폐기하고 점진식(漸進式), 소규

모 재생을 통하여 도시의 재부흥을 실현하였다. 서양의 재생 이론은 현

대주의의 도시 대규모 개조를 비판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도시 건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에 유의해야 하며, 도시 건설과 개조의 경우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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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간 척도(人間尺度)
7)
’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소 

상업과 도시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8)
 소규모 도시 발전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9)
 또한 중소 규모의 다양한 기능을 포용하는 개조를 진행하

여 대규모, 단일 기능, 신속한 개조를 대체하고 중소 규모의 상업과 문

화 시설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역사보호구역 내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10)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유

기적인 콜라주'로 여기는 도시여야 역동성이 있고 도시계획 목표도 실행

과 조정이 쉽다고 지적했으며
11)
, 또한 작은 프로젝트가 도시 부흥에 긍

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12)
 이에 식별 가능한 도시 공간으

로 전통적인 도시를 복원하여 파편화 되고 실추된 건물을 보완하며 다

목적 혼합과 저렴한 상업 공간 보존을 강조하는 동시에 점진적 삽입 건

축의 개발 정책을 통하여 기존 커뮤니티의 환경 및 사회 구조를 보호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이처럼 점진식(漸進式, piece-by-piece), 삽입식

(插入式, plug-in)의 도시 설계 방법은 도시 촉매 역할을 보유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도시 환경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4)
 

1980년대 베를린 국제건축전람회(IBA)는 가장 유명한 서양 도시들의 

재생 실천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무대 중 하나였다. 도르트문트대학교 교

                                                             
7) Mumford, L.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 and its Prospect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1961. 

8) Jacobs, J.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1961. 

9) Schumacher, E.F. 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New York: Harper 

& Row, 1973. 

10) Alexander, C. The Oregon Experi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11) Rowe, C., Koetter, F. Collage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1978. 

12) Gratz, R.B. The living city: how America's cities are being revitalized by thinking small 

in big way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9. 

13) TiesdeII, S. Oc, T. Heath, T, RevitaIizing Historic Urban Quarters. Oxford: Architectural 

Press, 1996. 

14) Lang, J. Urban Design: A TypoIogy of Procedures and Products. Oxford: Architectural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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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제프 파울 클라이휴즈 (Josef Paul Kleinhues)는 그들이 마련한‘신

중하고 조심스러운 재생’(Behutsame Stadterneuerung)과‘비판적 재구성

(Kritische Rekonstruktion)'을 설계 근거로 하여 도시 재생사업을 제시하

였다. 이에 건축가들은 원래의 도시 공간 구조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 하

에 각자가 이해하는 대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창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건축가들은 손상된 가로변 건물을 보수하고 가로 공간의 연

속성과 다원성을 구하였으며, 또한 옛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 

지은 전각 건물과 정원 건물을 통하여 기존 길거리 건물을 재구성하며 

도시 공간의 유형을 보완하고 도시의 활력을 다시 되찾도록 하였다.15) 

1990년대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 재개발을 도

시 재생으로 전환하였다. 도시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 외에 합리적

인 방법이나 보다 포괄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더욱 발

전시키고 도시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를 강조하였다. 예컨대 전략

계획을 행동에 포함시켜 지역활동을 증강하고, 건축 환경은 규모에 맞게 

조절하며 역사적 건축 문화재의 보존을 요구하였다. Fairbanks는 개발 예

정 지역의 사회경제와 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시문제를 종

합적으로 조화시켜 해결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취지라고 지적하였다.16) 

21세기에 접어들어 도시는 쇠퇴와 재생을 반복하며 도시재생이 빠르

게 진행되었지만, 특정지역에서는 전체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

한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도시 재생을 추구하며 역사적 건축물과 환경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공익성을 강조하였다. 건설은 민간 자금 투입 위주 

및 정부의 자금 보조하는 형태에서 지방 위주 및 구역에서의 자금 보조

                                                             
15) 李振宇，刘智伟. IBA 新建内城住宅的设计启示：1984-1987 年 柏林国际建筑展回顾. 建

筑师，2004（2）：29-33 

16) Fairbanks R.B. The Texas Exception: San Antonio and Urban Renewal, 1949-1965.  

Journal of Planning History, 2002, 1(2):18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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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합된 다단계 개발 계획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도시 재생은 

양보다는 질을, 겉모습보다는 실속을 중시해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

다. 

 

2.2 한국의 도시 재생  

한국의 도시 재생의 경우 1960년대 후반,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전략과 참여자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7)
 1단계는 1950년대 ‘불도저 시대’이다. 재개발을 위하여 주택이 

대량 철거되었으나 정부는 강제 이주된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단계는 1960년대와 70년대이다. 철거 방치가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되어 정부는 대응하는 해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집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철거된 주택의 가족을 수리된 집에 배치하였다. 원 

주소지 리모델링, 자가재건 허용 또는 재건축 위탁 등의 조치도 

진행하였다. 3단계인 1980년대에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였다. 4단계인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도시 재생은 주로 지역사회 건설과 발전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다. 

2.3 북경 노후 구역 후퉁 녹색 경관의 발전 변화——역사 발전의 변천 

중국 8대 고도(古都) 중 하나인 북경은 역사문화의 함의가 깊으며 

도시 구역에 엇갈리며 서로 연결되는 후퉁은 옛 북경의 생활상을 가장 

                                                             
17) Stouten P. Sustainable urban renewal. Iahs, 2005, 102(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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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18)
 원나라부터 북경의 후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거주지역은 네모난 방형으로 구성되어 가로는 바둑판처럼 

보이게 되었다. 사합원은 척도가 통일되고 배치가 잘 되어 있어 후퉁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이루었고 주민들은 자기 집의 정원 공간에 

자발적으로 녹색 경관을 조성하며 수많은 사설 정원을 만들었다. 명나라 

시기의 사합원은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되었으며, 

사합원의 건축면적 제한을 타파하여 후퉁과 사합원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사설 정원 또한 다채롭고 성대해지며 장관을 이루었다.
19)
 

청나라 시기에는 북경성의 가로, 후퉁의 구조 배치가 거의 완성되었으며 

전체적인 배치는 한자 '凸'의 모양으로 되어 남북 축선이 도시 전체를 

관통하였다. 이러한 결과 사설 정원 조성 또한 전성기에 달했다.
20)
 

근대에 북경성은 청나라의 기본 구조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현대화 건설의 변천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후퉁 텍스처가 훼손되고 주거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다.
21)
 이처럼 시대가 흐르며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사합원 공간은 이미 대량의 주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면적을 증대하기 위해 후퉁과 

정원 중간에 추가 건설을 진행하여,
22）

 한 가구가 살 수 있었던 

사합원은 10여 가구, 심지어 수십 가구가 공유하는 '대잡원'이 되며 

안마당의 녹색 경관 공간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다원적 공유의 주거 

                                                             
18) Guo Xuan Wang Chuqi Li Guanheng Investigation between the Plant Landscape and 

Regional Culture within Beijing's Second Ring Road. Architecture & Culture, 2018(08): 

124-125. 

19) Jia Jun. Private Gardens in Beijing in Yuan and Ming Dynasty. Hua Zhong Architecture, 

2007, 25(4): 102-104. 

20) Jia Jun. Record of Private Garden in Beijing, 2009 

21) 闫有喜. 解读中国古都——北京城. 今日科苑，2009(19):162-131. 

22）Zhao Xing. The Systemic Strategies Research on the Protecting and Organic Renewal 

of Historic Residential Area in Old Beijing. Tsinghua Uni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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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아래, 정원 안이나 후퉁의 공공공간에서 분산된 자발적 녹색 

공간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통일된 녹화 계획과 관리 부재로 

후퉁의 녹색 공간의 조성, 재생부터 관리, 유지까지 거의 모든 과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녹색 공간 패턴은 북경 

노후 구역에 특유의 경관 패턴을 구성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도시 재생 요구에 따라, 사람들은 노후 구역의 주거환경의 

악화와 역사적 가로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 구역 

후퉁의 녹색 경관 환경의 보호 발전과 환경 향상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경 노후 구역 안의 후퉁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녹색 경관을 

이어주는 것은 옛 북경의 인문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 중 하나이며 

오랜 세월이 축적된 녹색 공간과 다원화된 후퉁 생태의 보존이다. 

 

3. 현재 도시 경관의 시야각에 존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도시 경관의 유사성  

케빈 린치(Kevin Lynch) 는‘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the City)'에서 

거리, 속도, 밤낮을 불문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표지는 복잡하고 

변화된 도시를 느낄 때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버팀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조감으로 살펴보거나 직접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는 

소수민족의 독특한 구조물이나 자연 풍광 차이가 큰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는 본질적인 차이를 판단할 수 없다. 

(2) 시각적 경관의 차단  

현재 수많은 새로운 도시 경관과 기존 시각 환경 간의 상호 조화 관

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커다란 시각의 충돌로 인하여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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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이 훼손되어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체성은 사라져가

고 있다. 신축된 경관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특색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못해 어수선하기에 조화로우며 통일된 시각적 인

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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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녹시율 선행 연구 

 

녹시율에 관한 연구는 환경 심리학 하위 분과에서 비롯되었으며, 연구

에 따르면 사람의 심리적 감각은 처한 환경의 녹색 공간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연구되었다. 일본 학자 梅棹忠夫(うめさおただお, 1969)의 

연구 중에서는 식물의 초록색이 시각을 통해 사람의 두뇌를 자극할 수 

있고 냄새는 사람의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23)
 1974년 石田基裕

는 처음으로 제도 방식을 채택하여 실내에서 가로의 녹색 공간의 양을 

평가하여, 가로의 녹색 공간의 양과 사람의 심리 활동이 연관성이 있음

을 실증하였다.
24)
 1981년에 일본국립환경연구소에서는 정량 통계 분석 방

법을 활용하여 특정 심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자극원에 

대하여 분석 시도를 시작하며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느끼도록 하는 

녹색공간의 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8)
 1987년 이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靑木陽二는 "녹시율”이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녹시율은 측

정 가능한 물리량으로 사람의 시야에서 녹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

며 효율적인 녹색 경관 평가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29)
 

이후 靑木陽二의 녹시율에 관한 기본 정의는 일본에서 연용되었으나 

일본의 각 지방 정부에서 발표한 녹시율 조사 보고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교토 시 녹지 건설 기본 실시 계획(2011)에서는 

녹시율을 사람의 육안에서 보이는 녹색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처마 밑의 생화, 수풀 담장, 잔디밭, 멀리 떨어진 

                                                             
23) 梅棹忠夫 외. 環境，思想の科学事典. 日本 : 勁草書房 ,1969: 757. 

24) 石田基裕. 都市問題に関する考察. 道路建設 , 1974(320): 13-16. 

28) 環境知覚研究の勧め－好ましい環境をめざして. Japan.(2007-07-25). 

29) 青木阳二. 視野の広がりと緑量感の関連. 造园杂志 , 1987, 5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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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맥, 연못 등을 포함하는 입체적인 녹색 계량 지표이다.
30)
 오사카 

부에서 발표한 녹시율 조사 연구지도(2013)에서는 넓은 의미로 녹시율은 

녹색 개방 구역과 수역 구역에서 시각적으로 직접 구별할 수 있는 

나무(나무 줄기, 가지 포함), 잔디, 수풀 담장, 잔디밭 등의 녹색 대상이 

시야에 들어오는 백분율을 지칭하며, 시야에 나타나는 인조식물과 녹색 

인공 구축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조사 지역별로 다소 

기준의 차이가 있으나 녹시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시야에서 수풀, 

연못, 산 등의 자연경관의 녹색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가리킨다. 

녹시율은 일본 도시 발전 건설에서 과거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984-1993 년 동안 일본 학자는 공원 녹지의 녹시율 측정방법, 도시 

녹색공간의 식물 배치 효과에 대한 지표화 평가, 도시 공간의 녹화 

건설에 대한 성과와 인간의 심리적 감성과의 관계 등의 녹시율 지표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다. 2004년에 일본 정부는 

‘경관녹삼법(景観緑三法)’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였고 녹시율을 녹색 

경관 평가 체계의 기본적인 지표로 지정하였다.
31)
 

녹시율 구분 

녹시율 구분 근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람이 시각에서 보이는 녹색에 대한 편안함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녹색이 사람의 시각에 25%를 차지할 때 사람은 가장 편안하고 생리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32）

. 또한 사람의 시각에 녹색 비율이 

                                                             
30) 第 1 次京（みやこ）のみどり推進プラン（本編）. Japan Kyoto. (2011-05). 

31) 折原夏志. 緑景観の評価に関する研究——良好な景観形成に向けた緑の評価手法に関す

る考察. 調査研究期報, 2006(142): 4-13. 

32）Wu Zhengwang. Shan Hainan. Wang Yanhui. Visual Ecological Design of High-density 

Urban Residential Area Based on Green Seeing Rate:Taking Beijing as an Example. Huazhong 

Architecture, 20116, 34(4):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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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보다 높으면 자연감이 향상되고, 시각에서 녹색 비율이 15% 이하일 

때는 인위적으로 건설한 흔적이 눈에 띄게 된다. 두 번째는 녹시율이 

질병과 잠재적으로 연관돼 있어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높은 지역에서 시각 중의 녹색 

비율은 15% 이상
33)
이다. 녹색 비율이 5% 이하의 지역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녹색 비율이 25% 이상인 지역보다 절반 이상 

높았다
34)
. 세 번째는 도시개발의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교토 시는 

도시 녹화에서 녹시율을 도시 건설 지표로 도입했다. 이후 2011년 

시내의 37개 지점을 선정해 측정했고 녹시율이 10% 이하인 13개 지점은 

2015년까지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했으며, 다른 

도시계획의 투자유치 과정에서도 비슷한 녹시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녹시율이 25%를 넘으면 건축 용적률과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35)
. 구체적인 기준에서 일본 학자인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는 

녹시율을 5급 기준으로 구분했고 해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그리고 중국 학자인 학신화(郝新华)와 용영(龙瀛)은 녹시율을 4급 

기준으로 분류했다 (표2 참조). 

  

                                                             
33) Wei Yikai. Research on Visible Green Index Evaluation of High Density Urban Area on 

Macau Peninsula. 2016 

34) Wu Lilei. Wang Yun. The Green Looking Ratio of Urban Roads and its Major Factors

——Example as Zhangjiagang City. Journal of Shanghai Jiaotong University(Agricultural 

Science), 2009, 27(3): 267-271 

35) 日本引入‚绿视率‛指标推进城市绿化工作. Science & Technology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2, 2012(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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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의 녹시율 5급 기준 

Table 1. Natsuji Okiwara Index of Greenness Five Standards 

녹시율 구분 비율(％) 

녹색량 감지가 나쁘다 ≤5 

녹색량 감지가 비교적 나쁘다 (5-15] 

녹색량 감지가 중간이다 (15-25] 

녹색량 감지가 비교적 강하다 (25-35] 

녹색량 감지가 강하다 >35  

 

표2. 학신화의 녹시율 4급 기준 

Table 2. Hao Xinhua Index of Greenness Four Standards 

녹시율 구분 비율(％) 

푸르지 않다 ≤20 

일반적으로 푸르다 (20-40] 

푸르다 (40-50] 

아주 푸르다 >50 

지점별 녹시율 계산을 통해 연구 구역 내 입체 녹색량 수준과 

도시녹화 경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 

녹색량 효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사람의 시각 중에 녹색을 기반하고 

인간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시각 중의 녹화의 질을 반영하는 직관적 수치로서 도시 입체 

생태환경 조성에 중요한 참고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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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례분석  

 

도시 재생은 도시 설계 개선과 관련된 활동이며 도시 가옥의 보수 및 

개조와 공원, 가로, 녹지 등의 환경 개선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가로의 

녹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국의 노후 가로 경관 재생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작은 공간의 이용과 경관 특색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출발하여 접근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설계 요소를 

활용하여 련풍후퉁(連豐胡同) 현황분석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대상지 선택하는 기존은 련풍후퉁처럼 주변 건물은 

노후되고 건물 간격이 좁아 녹지 공간이 없는 가로를 선택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중국 북경 양매죽사가(楊梅竹斜街), 중국 북경 

차어후퉁 ‘월계화 플랜'(茶兒胡同‘月季計劃') 2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설계적 요소를 도출한다. 

 

1. 북경 양매죽사가 경관 재생 및 골목길 공공 공간 조성 사업 

Yangmeizhu Xiejie Environmental Renovation Plan and Mixed-courtyard 

Public Space Design, Beijing 

북경의 따자란
36)
(大柵欄, 대책란) 지역에 위치한 양매죽사가는 

대표적인 구시가지 거리이다. 최근 몇 년간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때 북경의 도시 텍스처를 구성했던 후퉁 대부분이 사라졌으나 

양매죽사가는 드문 역사의 조각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도시화의 

영향으로 양매죽사가는 지속적으로 침식(侵食)을 당하고 있다. 

                                                             
36) 따자란은 북경 천안문 남쪽에 자리한 상점가다. 명, 청나라에 형성돼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상점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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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자란은 북경 천안문 남쪽에 자리한 상점가다. 명, 청나라에 형성돼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상점이 

수두룩하다. 

 

그림7. 양매죽사가 위치 

 

2012년 무계경관스튜디오에서 북경 양매죽사가의 경관 재생과 이에 

따른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 사업은 북경의 원래의 도시 

텍스처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업그레이드와 리모델링을 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 상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12년 4월부터 무계경관스튜디오는 가로 입면, 교통, 녹화, 포장(鋪

裝), 시설, 조명 등 13가지 측면에서 가로 경관을 재생하고 배열 조합의 

방식으로 맞춤형 개조를 실시하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남긴 공간을 

녹색 공공 공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꽃밭, 계단 등의 보수 공사를 통

해 후퉁의 공공생활을 건물과 연결시켜 후퉁의 공공공간을 보존하고 확

장했으며, 통기성과 통수성이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소기후（중국 기준）

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며 어메니티를 효과적으로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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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양매죽사가 경관 재생 전후 

2012년 10월~2015년 6월 무계경관스튜디오는 조사를 통하여 후퉁 개

조에 대한 원주민의 태도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배 행위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후반작업에서는 주민을 위한 설계 방향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꾸었다. 

2015년 여름에 무계경관스튜디오는 양매죽사가 66~76번지의 골목길에 

대한 커뮤니티 조성을 진행하였다. 이 골목길은 수백 년 동안 다양한 건

축물의‘확장과 압출'로 이루어진 66m 길이의 불규칙한 공간이며, 이 중 

가장 넓은 곳은 4m미만이었고, 가장 좁은 곳은 1m이며 사실상 한 골목 

당 5가구가 공유하는 통로이다. 여러 차례 조사한 후 5가구 20여 명에게

‘화초당(花草堂) 공유'라는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

다. ‘화초당 공유'는 화초 재배에 대한 공동 취미를 제공하며 이웃과의 

울타리를 허물고, 아름다운 생활과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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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골목길 경관 설계                 그림10.입면 경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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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경 따자란 차어후퉁의 ‘월계화 플랜' 

‘월계화 플랜'- 베이징 국제 디자인위크 실천  Beijing Design Week 

차어후퉁은 북경 천안문 남서쪽에 위치해 인프라가 낡았으며 교통체

증이 심하고 혼잡하며 인구 밀도가 높다. 주민들이 어수선한 후퉁에 풍

부한 식물을 심어 식물이 후퉁 공간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는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다. 후퉁 주민들은 고도의 도시화된 역사공간 속에서 

자발적으로 적응적 경관전략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의 자발적 녹

화 행위는 실제 생존 만족도를 충족시키려는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전통 

가로의 경관 녹화화는 주민들에게 각종 융통성 있고 능동적이며 효과적

인 방법을 제공했다. 주민들이 선택한 녹화 전략은 사용자 수요에 따른 

경관 선호를 반영하여 지역 특색과 생활 모습을 반영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설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첫째는 바닥 공간 

점용 제어이고 둘째는 후퉁 경관의 난맥상을 정리하며 셋째는 식물 경

관을 통한 후퉁 각각의 특색 형성이다. 이에 입체녹화에 집중하여‘월계

화플랜'이라는 설계 개념을 제시했다. 북경시의 시화인 월계화라는 식물 

소재를 이용하고 수직 녹화라는 공간 점유율이 극히 적은 재배 방안을 

채택해 차어후퉁의 특유의 식물 경관 특색을 형성하여 후퉁에서 도시의 

소규모 녹색 회랑을 구성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화분대 장치를 모듈화하여 후퉁에 유연하게 설

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 건축물의 문과 창문, 건축 장식물의 크기를 

측정하여 후퉁 내 상용 공간을 70cm로 확정하고 각 모듈별 유닛의 크기

를 결정하였다. 화분대 조형설계의 개념은 자연계의 나무에서 유래하였

다. 나무 줄기를 근본으로 이미지를 간략하게 하여 두 가지 기본 모듈을 

설계하였다. 이 두 모듈은 서로 다른 조합을 할 수 있으며, 벽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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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원활하게 조합할 수 있어 후퉁의 복잡한 벽면 공간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분대 장치와 덩굴식물의 결합은 생생한 녹색경관

을 형성하여 가을, 겨울에도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11. 화분대 장치를 모듈화 

 

전통적인 후퉁은 매우 다양하고 너비의 차이가 크며 높이와 너비에 따

라 재배 장치의 복잡도가 다르다. 따라서 장치 조합의 차별성과 식물종 

선택의 차별화를 통해 후퉁마다 개성화된 경관을 형성하여 후퉁 각자의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림12. 높이와 너비에 따른 장치 조합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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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상지 현황 분석 및 설계 요소 도출 

 

제 1 절 북경 후통 일반현황 

 

1. 북경 후퉁의 역사 

북경의 후퉁은 대부분 13세기의 원나라에서 형성된 것으로 현재 70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나라에 북경에서 도성을 세운 이래로 중

축선
37)
(中軸線)의 구조 중 황제는 정가운데에 있으며 백성들은 황성(皇城)

을 둘러싸며 주변의 직사각형 형태의 사합원
38)
(四合院) 주택에 거주하였

다. 이 때 왕래의 편의를 위해 사합원과 사합원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는

데 이것이 최초의 골목인 후퉁을 만들었다. 이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북경의 후퉁은 더 이상 원나라 시기의 통일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기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점차 현재의 난잡한 후퉁 경관으로 발전

해 왔다. 그리고 명, 청나라 때는 후퉁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지 않았으

며, 현재 북경의 대부분 후퉁은 명, 청나라 때 구축된 것이기에 후퉁의 

폭 변화가 매우 크다.
39)
  

2. 기존 후퉁의 수량 및 보존 현황 

북경시계획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경 구시가 지역의 후퉁의 

보유량은 1949년의 3250개에서 1990년의 2257개로 줄었으며, 1980년대 

말 90년대 초, 몇 차례 대폭적인 개혁 및 철거를 거쳐 2003년에 후퉁은 

                                                             
37) 중축선은 중국 고대 건축군 평면에서 전체를 통솔하는 축이다. 

38) 사합원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다. 가운데에 있는 마당을 담장과 건물이 사각형으로 

둘러싼 형태이다. 

39) Wang Yao. The Conservation and Renovation of Landscape of Historic Sites in Old City. 
Beijing Forestry University,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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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개만 남았고 2007년에는 1243개 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 당시 4년동

안 매년 평균 80여 개의 후퉁이 사라졌다.
40)
  

 

3. 후퉁의 유형 

후퉁의 너비에 따라 후퉁을 1m 이하, 1~3m, 3~6m, 6~9m, 9m 이상의 5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m 및 1m 이하 너비의 후퉁은 교통수요를 만족

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퉁에 녹화 설계 가능 공간이 거의 없다. 2~3m급 

후퉁의 경우 녹화 조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가로수가 매우 적고 큰 

나무도 한 그루 없는 후퉁도 많이 있다. 물론 녹지도 거의 없는데, 단지 

일부 후퉁들만 약간의 덩굴식물과 소량의 분재 식물이 있으며, 이런 유

형의 후퉁은 대부분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에 있다. 3~6m급 후

퉁은 북경 후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녹화 수준이 매우 불균형하다. 

6~9m급 후퉁은 도시지로와 좁은 후퉁 사이에 속하며, 앞에 언급한 4 가

지의 후통에 비해 폭이 훨씬 넓다. 또한 도로 양쪽과 건물 사이에 녹지 

조성 공간이 충분하여 대부분은 녹지 수준이 높고 개조가 가능한 녹지

공간이 많다. 9m 이상의 후퉁은 대부분 도시건설 등의 수요로 인하여 도

시지간로가 되었으며, 녹화수준도 도로 녹화기준 요소를 상당수 부합하

여 전체적으로 녹화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다(표 3). 

  

                                                             
40) Shen Dongli. Study o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Traditional Hut in Beijing. Xi'an 
University of Architecture and Technolog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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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차량 주차 녹화 공간 

3m 이하 

보행 또는 무동력 차

량 통행 
無 나무 無, 소량의 꽃밭 

3~6m 

소량의 동력 차량 통

행 혹은 동력 차량 

통행 불가  

개별주차  
일렬의 나무 또는 나무 

無  

6~9m 혼행 일방주차  일렬 또는 양렬 나무 

9m 이상 

혼행, 일부 후퉁에 보

도 설치 

양방주차  일부 구역에 양렬 나무 

 

표3. 각종 너비의 후퉁과 녹화 공간 상태 

  



 

- 35 - 
 

제 2 절 대상지 현황 분석 

1. 경산구역 

면적이 1.6 km
2
이며, 인구 수가 43,700명 정도의 경산구역(景山片区)은 

북경 구도심의 전형적인 전통 가로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구의 빠른 

증가와 사유재산권의 변화로 인해 단일 가족이 거주하던 사합원은 혈연

관계가 없는 수많은 가정들이 뒤섞여 사는 공간으로 변하였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중저소득 세입자가 몰리면서 경산구역의 공공공간 이용 

수요도 늘었다. 그러나 공공공간을 점령한 다량의 무허가 건물과 잡기로 

인해 경산구역은 후퉁을 중심으로 공공공간이 줄어들고 쇠퇴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림13. 대상지 위치 

2. 북경 노후 구역의 문제점 

봉건통치가 끝나면서 사합원은 과거 단일 가구가 소유하고 점용하던 

것을 현재와 같이 세분화하여 많은 가구가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부대시설을 추가하며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후퉁 안의 거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북경시 평균 인구 

밀도의 3배
41)
에 달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인 평면 방향으로의 삽입식 

확장으로 인해 고밀도, 저용적률, 많은 불법 건축물 등 공간적 특징이 

                                                             
41) 魏立志.北京居住型四合院及胡同微改造研究.北京建筑大学,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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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어 일부 주민은 1인당 거주 면적이 5㎡미만인 상태로 

생활하며 기본 인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건물의 

밀집율로 인하여 철거비용이 비싸고, 계획된 공공 개방공간과 

개방녹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은 일상적인 여가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문화시설과 개방공간조차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후퉁은 과거의 정갈한 모습을 잃었고, 후퉁 

안의 환경 조건이 매우 좋지 않으며, 후퉁 안에는 임의로 늘어놓은 

잡동사니와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게 되어 식물을 장식할 수 있는 

가로 내에 규모화된 공공 녹화 즉, 쉴 수 있는 녹색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북경 노후 구역의 가로와 후퉁은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공공공간으로, 

원주민과 다원의 족군(族群)의 일상생활이 어우러지며 전통과 현대의 

특색 있는 공공공간이자 문화매체이다. 

 

       

그림 14 북경 노후 구역 건물 용적율          그림 15 북경 노후 구역 건물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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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경 따자란 가로 PSPL 조사 및 빅데이터 

 

또한 따자란 가로, 동사(东四) 역사적 구역 들의 노후 구역은 건축 

밀도가 높고 부지개발 강도가 낮은 건축환경에 속한다. 최근 몇 년 간 

따자란 구역은 노후 구역 재생의 대표적인 부지로 부상되었으나 

동사구역이 비교적 재생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기에 본 연구에서는 

동사구역의 련풍후퉁(連豐胡同)을 대상으로 설계한다. 

 

3. 경산구역 련풍후퉁 

련풍후퉁은 경산구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북경의 명소인 남라

고항(南锣鼓巷, 난뤄구샹), 경산(景山)공원, 고궁(故宫)에서 걸어서 30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매일 많은 관광객들이 이 후퉁을 지나다닌다.                                

2019 년 북경시의상주 인구 밀도는 1,312 명/km
2
였으나, 련풍후퉁이 위

치한 경산구역의 상주 인구 밀도는 26,646 명/km
2
인 상황이다. 이런 상화

이다 보니 현재 후퉁의 가장 큰 부족 중 하나는 공공 활동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후퉁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함에 따라 공공공간

이 줄어들어 주민들은 부지점거 등의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휴식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휴식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 이웃끼

리 사귀는 따뜻한 분위기가 사라졌으며, 후퉁 안 공공공간과 녹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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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늘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잡동사니들과 차량으로 인해 원래의 

정원은 좁은 통로로 바뀌었다. 또한 주변 건물은 낡아 간격이 좁으며 녹

지 공간이 없다. 이에 련풍후퉁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한 녹지 지역은 매

우 적으며 전체 가로에 드넓은 규모의 공공녹화가 부족하여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나무 그늘 공간이 결여되어 있다. 

 

 

 

그림16. 인구 밀도 

 

 

 

그림17. 이동경로 분석 및 주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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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부지 점거와 후퉁의 잡동사니 자발적 녹화, 통일성과 연속성 결여 

  

 

표4.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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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후퉁의 유형 중 후퉁의 너비에 대한 정리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련풍후통의 너비를 분석하였고 이를 제시하면 그림18와 같다. 

련풍후통은 전체 길이가 269m로 남북으로 뻗어나가며 중간 부분은 

굴곡진 공간으로 되어 있고 가장 좁은 곳은 2.2m에 불과하여 후퉁 안의 

공간이 협소하고 공공 공간은 여러 개인물건으로 점유되어 있어 규모 

있는 녹화 공간이 형성할 수 없다.  

 

그림 18. 련풍후통 도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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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퉁 녹색 공간의 유형과 조직 패턴 

후퉁 안에 기존하는 녹색 공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완전한 주민 자발 재생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면적이 

크지 않고, 형식이 자유로우며, 자기 집 앞의 녹화 공간 재생을 위주로 

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는 후퉁의 녹색 공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큰 나무들이 후퉁에 산재해 있는 

공간이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 건설 재생 과정과 결과는 주민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기에 상층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의 자발성으로 인해 그 자체의 한계가 

있는 것도 결정하게 되며 주로 전반적인 경관의 난립, 불법 건물 건축, 

통일성이 있는 관리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조직화된 커뮤니티 녹색 공간의 조성은 오랜 전의 것이라서 체계적이지 

못하게 됐다. 

 

5. 후통내 식물 경관 특징 

노후 구역 중의 식물 경관은 식물의 수가 적고, 장소 환경과 가끔 

괴리가 있으며, 재배 규모가 공간 제한으로 재배 패턴이 단일한 것이 

특징이다. 련풍후퉁에서 식물 경관 유형은 주변 장소의 성격과 생장 

상태에 따라 정원 점경형(点景型)과 용기 장식형으로 세분화된다. 

정원 점경형은 일반적으로 사합원에서 사용되며, 고식 나무(孤植树)를 

심는다. 일반적으로 수관이 크고 그늘이 많으며 식물 자세가 잘 펴지는 

나무 품종을 선택한다. 식물이 자라면서 담장에 내밀어 가로의 이색적인 

식물 경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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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장식형의 경우 후퉁이 토양 여건, 장소 공간 제한 등으로 직접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용기에서 재배하는 식으로 후퉁 장식과 공간 

녹화를 한다. 용기 장식형의 식물은 허브나 화관목이 대부분이며, 용기 

재배의 이동성으로 인해 후퉁 녹화의 조작 가능성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다. 

 

그림19. 련풍후통 녹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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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물 생장 환경 

후퉁 안은 일상생활의 영향으로 토양염류화, 밀도 향상, 통기성 저하, 

경질 면적 과대가 발생되어 국부 온도 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 북경의 

시내 중심지(二环) 내 노후 구역-련풍후퉁의 연구 범위를 고려하여 식물 

경관 생장 환경을 녹지형, 경질지형, 화단형으로 구분한다. 

녹지형의 경우 련풍후퉁은 길이 좁고 분포가 밀집된 특징이 있으며, 

식물은 후퉁 한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교통상황으로 인해 땅이 

다져지며 통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식물 뿌리의 성장을 방해받아 식물 

수관이 수축되어 식물의 정상 생육을 방해받으며, 녹지 분산을 진행하면 

통제 관리하는 데 유리하지 않아 인공적인 유지보수 빈도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화단형 같은 경우는 주로 아래 3가지 상황에서 나타난다. 첫째, 

조경의 필요로 인해 소형 나무와 허브 식물로 경관 노드식 재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 도로에서 행인의 활동으로 인해 지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나무 식물을 많이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재배 경계를 

확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 후퉁의 재배 환경은 폐쇄적이며 공간이 

부족하고 배수가 불리하여 토지의 토양염류화를 야기하기 쉽다. 

경질 지형의 경우, 련풍후퉁의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큰 면적의 경질 포장은 대지 표면의 통기성을 

저하시켜 식물 생장 공간을 제한하고, 식물의 뿌리 생장 시 도로 포장을 

압박하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경관을 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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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퉁 녹색 공간 재생에 직면한 챌린지 

첫째,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녹화 수단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련풍후퉁의 도로는 폭이 5m미만이며 후퉁 내부 여러 건축물의 난립과 

차량들의 무단 주차 점도로 인해 후퉁에서 녹화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후퉁의 녹화 또한 

제한되어 있어 많은 종류의 녹화 방식은 후퉁의 현실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후퉁의 특정 환경에 적합한 녹화를 

어떻게 적절히 탐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둘째, 녹화가 ‘경관화'되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분리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들어 정부 주도의 후퉁 가로 공공 녹화가 어느 정도 후퉁 

환경을 미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단일한 ‘경관화'의 재배 방식은 

후퉁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녹화 형식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삶의 실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퉁 전통 경관 문화의 전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녹화 재생 과정에서 커뮤니티 생활의 본성과 이어져온 문화의 숨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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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후퉁 녹화 전략 

후퉁 녹화의 생활성과 관상성, 전시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가? 

후퉁에서의 생활은 후퉁의 생명력과 역동성이자 영혼이다. 후퉁이 전

달하는 문화는 간단한 건축, 꽃, 나무등의 요소들로 꾸며진 단순한 전시

가 아니라 삶과 하나로 융합되는 삶의 상태, 체험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다. 관광을 위한 관상성과 전시성은 후퉁의 주민들의 삶의 기초, 관습, 

특징 등과 연결되어야 하며 현대의 표현 수단과 수요에 적절히 연결되

어야 한다. 

후퉁 녹화의 생활성과 관상성 간에는 대립하면서도 통일된 관계가 있

어야 되며 이 중 어떤 것도 무시한다면 이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녹화의 실용성만을 중시하고 관상성을 등한시하면 후퉁의 녹화에 실

속과 예술적 효과가 결여될 것이며, 반면에 관상성을 과도하게 중시하고 

녹화 자체의 실용성을 간과하는 것은 근본이 되는 것을 버리고 세세한 

것을 쫓는 것이 되어버린다. 

무엇이 좋은 후퉁 녹화 방식이며, 우리는 어떤 후통 녹화 방식을 창도

해야 할까? 

양호한 후퉁 녹화 방식은 후퉁의 전체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후

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며 후퉁의 생활, 생태, 교류 환경을 개선하여 

특색 있는 후퉁 경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녹지 설계 전략: 녹지 설계 ‘점정화’(点睛化)——녹색 경관으로 장식

하여 풍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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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녹색 경관 증가는 후퉁 녹화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후퉁의 

녹화 잠재력을 갖춘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후 

남은 공간과 후퉁 길모퉁이, 담장 밑 등 작은 공간 등을 통합하고, 시민

들이 좋아하는 생활 식물 및 후퉁의 전통 경관 요소를 선택하여 경관 

공간 조성이나 녹화 장식을 진행하며 녹화 경관의 향상을 통해 후퉁의 

옛 녹지 풍모를 환원하여 시민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돌려준다.  

후퉁에 교목을 심을 수 있는 공간에 교목을 심어 후퉁의 그늘을 증가시

키고 후퉁 안 녹색의 기준을 잡으면 녹시 경관이 늘어나 관상성을 제고

하게 된다. 일부 후퉁의 공간이 비교적 좁은 점을 고려하여, 덩굴식물과 

전통 프레임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녹화를 진행하여 후퉁의 녹시율을 향

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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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지 설계안 도출 

제 1 절 노후 후통 공간 재생의 조작 프레임 

잔여공간의 발굴과 설계 

잔여공간은 면적이 작고 자주 소홀히 되지만 점용되는 구석과 

끝자락을 지칭한다. 잔여공간이라는 패러다임의 소규모, 점진식의 

이념과 부합하며, 커뮤니티에서 조성한 언어 환경 중 주민과 생활 

공간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잔여공간 재생은 투자금액이 적고, 

효과가 빠르며, 커버 구역이 원활하여 건설도가 높고 공공공간이 부족한 

경산구역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잔여공간의 공공공간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후퉁의 잔여공간은 후퉁 공공공간의 중요한 부분으로 분산성, 미세성, 

일상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잔여공간은 반점의 형태로 후퉁 

곳곳에 있어 비교적 분산되어 있고 면적이 크지 않으며 건물과 후퉁 

가로 간의 공공공간에 의하여 존재하는 작은 척도의 공공 공간이다. 

면적은 미미하나 잔여공간에 대한 재생과 설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환경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해당 공간의 이용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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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잔여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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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녹화 방식 

- 덩굴 녹화 

후퉁 안에 적당한 경관용 프레임을 증가시키기 위해 담벼락에 

간단한 선반을 세운다. 여기에 경관용 프레임과 선반을 이용하여 

포도와 호리병박, 유홍초 등의 덩굴식물을 심는다. 심지어 후퉁 안 

전봇대와 가로등 기둥도 이런 식물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프라의 기능에 방해하지 않도록 이런 

식물이 자라며 높아지는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 입체 재배, 수직 녹화 

이러한 녹화방식은 주로 후퉁의 담이나 벽면을 이용한다. 덩굴식물을 

건물 외벽과 결합하거나 키가 낮은 식물을 화단, 초화박스 등과 

결합하여 벽면 장식 녹화와 생태 공간 전체를 조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퉁의 입체 효과와 후퉁의 녹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벽체를 이용한 녹화의 경우 입체 녹화에 사용되는 부지가 

가장 적고 녹화 면적이 가장 많은 방식이며 후퉁의 모습과 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창문 녹화 후퉁 바닥 녹화 



 

- 50 - 
 

 

      

그림 21. 녹화 방식 유형  

후퉁 안에는 녹색 공간의 위치가 다양하고 유연성이 뛰어나다. 지붕, 

창턱, 벽면, 정원 공터, 도시 회색 인프라(예: 전기 분배기) 등은 모두 재

배 공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식물 재배 가능한 공간의 위치에 따라 

후퉁 녹지를 표 5와 같이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후퉁 상공 녹화 벽면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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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유형 방법 용도 

A. 처마끝 녹화 중식 가옥 처마 밑에 덩굴식물을 심거

나 화분을 걸어 놓는다. 

장식, 식용 

B. 후퉁 상공 녹

화 

양측의 건물을 넘나드는 골조를 세우

고 덩굴식물을 심는다. 

식용, 그늘 

C. 옥상 녹화 지붕에 대나무 틀을 이용해 덩굴식물

을 심거나 기와 틈새에 직접 식물을 

심는다. 

장식, 그

늘, 식용 

D. 벽면 부속물 

녹화 

식물을 심는 방식을 통하여 벽면의 부

속물(에어컨 실외기, 전기 분배기 등)

을 가린다. 

장식 

E. 벽면 녹화 덩굴식물과 대나무류 위주로 후퉁의 

회색 벽면에 식물을 장식한다. 

장식, 식용 

F. 사합원 문 녹

화 

사합원 문 안팎에 재배지, 분재, 덩굴

식물 등으로 장식한다. 

장식 

G. 창문 녹화 창문에 분재를 걸어 놓거나 덩굴식물

을 심는다. 

장식, 식용 

H. 후퉁 바닥 녹

화 

후퉁 바닥에 식물 용기나 화분을 놓는

다. 

장식 

 

표5. 후통 녹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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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성 방식 

조성 방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생활 기능 융합형 

기능이 추가되는 작은 화원의 경우 관상성과 생태성을 보유하는 것을 

기초로 운동, 물건 방치, 빨래 건조, 대화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성을 

융합시켜 공간 활용도를 크게 확대하고 구역 내 자발적,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옛 북경의 생활문화적 정취를 반영할 수 있다. 

（2）대상(帶狀) 화단형 

일반적으로 띠처럼 좁고 길게 생긴 통로의 양쪽에 생성되며 선형 

공간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꽃 상자나 화단, 밭 재배 등의 형태로 띠처럼 좁고 길게 생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작은 정원은 형태가 정돈되고 통일성이 비교적 강하며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3）덩굴식물 화분 받침대형 

주로 화분 받침대 형태의 축조 구조에 담쟁이덩굴, 덩굴장미, 덩굴, 

호리병박 등의 덩굴식물을 심고, 이를 수직으로 꼭대기 공간까지 

확장하여 그늘막의 온도 저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루하거나 보기 

싫은 담장을 미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유형의 화원은 북경 노후 구역의 

후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인상적인 척도와 녹색 식물로 둘러싸이는 

듯한 느낌은 사람에게 친근하고 느긋한 공간 감각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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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후퉁 재배 공간과 재료 선택의 특징 

4.1 재배 공간의 유연성과 다양성 

후퉁의 극히 제한된 공간에는 전통 녹화에 얽매이지 않고 틈새에 

녹색 식물을 심어 유연하고 다양한 재배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배 위치에 따라 벽면 녹화, 공중 녹화, 

창문 녹화, 바닥 녹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바닥 재배 화단 이외에 집 사이에 프레임을 만들고, 

벽면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세운 후 식물을 매달아 놓는 

식의 수직 공간을 활용한 녹화 패턴은 후퉁의 입체 녹화라고 할 수 

있다. “입체 녹화” 패턴은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덩굴식물 재배를 통해 더 많은 녹시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후퉁의 전반적인 경관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후퉁의 잠재적 

공간을 찾아내며, 작은 틈새에도 녹화 재배를 하여 보기 흉한 공간의 

전환에 매우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벽면의 에어컨 실외기, 

가로의 소화기, 비를 가린 창턱 등과 같이 가로 중 놓치기 쉬운 공간 

또한 작은 식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4.2 식물 재료의 지역성과 생활성 

주민들은 후퉁의 고밀도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녹색 식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식물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도 위안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덩굴식물을 이용해 

그늘을 만들고 햇볕이 쬐는 것을 막아주는 등의 변화를 통해 소기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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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생장 조건에서 보면, 후퉁은 밭 재배가 가능한 공간이 적어 

얕은 뿌리를 가진 교목은 심기에 적합하지 않아 적응성이 강한 향토 

식물인 월계화, 담쟁이덩굴 등이 이러한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한, 식물이 내포하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는 특수한 식물 문화전통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대추와 석류는 모두 '다자다복(多子多福)', 모란과 

작약(芍藥)은‘화개부귀(花開富贵)', 등나무는 ‘자기동래(紫氣東來))'를 

의미하기에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식물로 후퉁 속 식물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북경 후퉁 특유의 지역적 특성이 될 수 있다. 

 

4.3 주민의 경험을 참고하여 혁신 실현 

현지 주민들은 흔히 전문적인 설계사보다 더욱 예리한 관찰력과 더욱 

실용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녹색공간의 재생 과정에서 주민의 

경험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참고하여 값싸고 견고한 건축재료와 

아름답고 자연스러우며 생활에 재미를 갖춘 화초식물을 선택하고 

잔여공간을 창의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잔여공간의 혁신적인 

디자인, 집약적인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디자인, 부정적 공간의 전환 및 

활용 등이 있다.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자주 병이나 대야로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아 식물에 물을 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물이 넘쳐 바닥의 습기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벽체 위에서부터 

연결된 재미있는 재배 방식으로 떨어진 물을 효과적으로 모아 활용하면 

원래의 부정적인 현상이 긍정적인 경관으로 바뀔 수 있다. 또한 후퉁의 

빨래 건조 공간과 여가, 헬스 공간, 심지어 분리수거 공간까지 녹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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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해 집약적 설계를 하면 더욱 

종합적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예를 들어 후퉁 문에 자주 걸려 

있는 폐기된 신문 박스, 우유팩 

등은 작은 식물을 조금만 활용해도 

후퉁에 푸른빛이 더하는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이 섬세하게 

관찰하고 잔여공간들을 활용하면 

녹색 공간 재생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림 22. 공간의 창의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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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일조 분석 

북경은 동경 115.7°—117.4°, 북위 39.4°—41.6°, 온난대 반습윤 

지역에 위치하며 기후는 온난대 반습윤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북경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에는 바람과 황사가 많고,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으며, 가을에는 맑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춥고 바람이 세다. 이 

중 봄과 가을은 한 달 정도로 짧고 여름과 겨울은 각각 5개월로 길다. 

연평균 기온은 약 13.1°C이고, 가장 추운 달(1월) 평균기온은 -2.9°C, 

가장 더운 달(7월) 평균기온은 26.9°C이다. 극단적 최저기온은 

-33.2°C(1980년 1월 30일 포예딩에서 측정), 극단적 최고기온은 

43.5°C(1961년 6월 10일 방산구에서 측정)였다. 시내의 극단적 

최저기온은 -27.4°C(1966년 2월 22일), 극단적 최고기온은 

41.9°C(1999년 7월 24일)였다. 

북경의 연평균 일조시간은 2000~2800시간 사이로, 여름은 장마철을 

맞아 일조시간이 감소해 한 달에 일조 시간 수는 230시간 정도이며, 

가을의 일조 시간이 봄보다는 적지만 여름보다는 많아 한 달에 일조 

시간 수가 230~245시간이고, 겨울은 일조 시간 수가 연중 가장 적은 

계절로 일조 시간 수가 200시간 미만인 170~190시간이다. 

본 연구는 일조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식물의 생태 습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일조 조건에 따라 후퉁 녹지의 식물을 과학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한다. 련풍후퉁의 건물은 높이와 밀집도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시각의 음영도 비슷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조를 

겨울(기준일1.30) 오전과 오후, 여름 (기준일7.30)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분석한다. 



 

- 57 - 
 

   

    

   

여름 오전 9 시 

여름 오후 3 시 

겨울 오전 9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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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조 분석 

련풍후퉁의 전체의 일조 상황에 대해 4개 시간대의 일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옅은 오렌지색은 연중 일조량이 충분한 

곳이고, 짙은 오렌지색은 여름에만 일조량이 충분한 곳이며, 옅은 

파란색은 연중 일조량이 비교적 평균적인 곳이고, 짙은 남색은 일조량이 

부족하며 음지가 항상 있는 구간이다(완전히 일조량이 없는 것이 아니며 

연중 내내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적은 곳이다. 이 구역은 겨울철 

아침과 오후에 일조량이 없고, 여름에도 오후에만 비쳐 오전에는 대부분 

음영 상태이다). 

겨울 오후 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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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일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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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식물 배치 유형 

노후 가로 공간은 최대한 복합적인 식물 재배를 하고 수직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노후 가로가 좁은 공간의 침범을 줄여야 하며, 길모퉁이, 

후퉁 입구 등 후퉁의 모서리 공간에 작은 녹지를 만들어 주민들이 

자연과 친숙하게 지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물의 유형과 다층형 배합도 가로의 기존 공간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북경 노후 가로 공간 중 큰 교목의 경우 길이 넓은 곳에는 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포켓 녹지공간이나 불법 건물, 시정시설 

이전으로 생긴 공터의 경우 식물 재배를 할 수 있다. 재배 방식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주로 단측, 교착된 양 측, 반점 형태를 위주로 하며, 

재배 품종은 북경의 토종 나무를 위주로 한다. 소교목과 관목은 주로 

가로 모퉁이, 후퉁 입구, 건물 입면 등의 작은 공간에 심을 수 있다. 

수직 녹화는 건물 입면이나 툇마루 프레임 등 구조물 표면에 설치가 

가능하며 식물의 양생, 음생 특성에 따라 구역을 나눠 심어야 한다. 

지피 식물은 주로 대교목, 소교목, 관목으로 하층 공간에 재배되거나 

단독적으로는 사발, 분재 등의 형태로 배치가 가능하며 식물의 종류는 

대부분 음생식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조각 형태의 녹지와 

미시적 식물 선택의 공동 작용을 통해 노후 구역 공간의 녹화 전략을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하여 북경의 독특한 후퉁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 

기존 한 쪽의 교목 수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교목재배 

간격을 넓히고, 여유 있게 교목을 교차 재배하여 양쪽 가로수길을 

만들어 보행자가 느끼는 보행공간의 쾌적함을 개선한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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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으로 형성된 대량의 음영 구역 아래에는 내음성을 가진 관목을 

심기에 적합하고, 나무 아래 공간의 식물 종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가로 공간에 대교목을 심을 수 없으나 의자와 결합하여 상자 

화분을 설치하면 관상용 소관목과 지피꽃 등을 심을 수 있다.  

그리고 쉼터 가장자리에는 차양을 설치하고, 설계된 천막에 양생 

덩쿨식물을 심어 두면 공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그늘막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화단 의자의 재료는 목재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가벼우며,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도 좌석은 뜨겁지 않고 비가 온 후에도 즉시 건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식생의 종류와 풍부한 식생의 차원성을 형성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기분 좋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나무의 수관 덮개 구역은 공기 온도를 낮추고 태양 조사를 막아 

일시적으로 국지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제 7 절 식물 성격분석 

후퉁 내 식물의 재배 가능한 형식에 따라 교목, 관목, 덩굴식물, 초본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식물 선택의 기본 원칙과 식물의 내한성, 내건성, 

내풍성, 미관성, 조광 조건 등의 생태인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후퉁에 적합한 토종 수종을 그림과 같이 선택하였다. 

북경 거주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관목의 종류가 다양하고 상록의 품목

이 많으며 꽃, 잎, 형태를 위주로 감상한다. 색이 풍부하며 높이가 

0.5-1m에 집중되어 있어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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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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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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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덩굴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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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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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수종 선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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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디자인 위치 선정 

후퉁 공간은 매우 길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는 후퉁 안의 a, b, 

c, d 네 지점만 선정하여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을 전후로 비교하며 같

은 위치에 설계를 통해 녹시율을 증가시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그림 30. 디자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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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설계 전후 및 평단면 표시 

 

 A 

설계 

전 

 

설계 

후 

 

표 6. A 지점 설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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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설계 

전 

 

설계 

후 

 

표 7. B 지점 설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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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설계 

전 

 

설계 

후 

 

표 8. C 지점 설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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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설계 

전 

 

설계 

후 

 

표 9. D 지점 설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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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 단면도 

A 

  

B 

  

C 

  

D 

  

표 10. 평면도 및 단면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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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최종 master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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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 분석 

5장은 설계 전후의 녹시율을 계산하여 비교하고, 설계 효과를 

검토한다. 

제 1 절 파노라마 영상 촬영 기간 

파노라마 영상 촬영 기간은 2020년 10월 하순으로 이 기간에는 

관광객이 비교적 적어 촬영 중 측정에 대한 방해를 줄일 수 있다. 촬영 

당일 평균기온은 16도이고 광량 조건이 양호하며 정원에 낙엽수의 잎이 

아직 안 떨어져 촬영 여건이 양호했다. 

련풍후퉁 안의 녹색 공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녹색 공간마다 

360도의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총 24개의 촬영 지점의 사진을 

획득하였다.  

 

제 2 절 파노라마 영상 획득 

파노라마 촬영 장비는 insta 360 ONE X와 GPS 스마트 리모컨을 

사용했다. ONE으로 촬영한 사진의 해상도는 6912 x 3456이며, GPS 스마트 

리모컨과의 매칭을 통해 GPS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의 지리 좌표를 기록할 수 있으며 360도 

파노라마의 녹시율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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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영상 데이터 인식 및 계산 

영상 데이터를 획득한 후 기본 영상의 등방형, 등직각 투영을 원통 

등적 투영으로 변환하고, photoshop을 사용하여 파노라마 영상의 녹색 

식물 부분을 식별 분석하고 계산한다. （표11） 

 

표 11. 설계 전 파노라마 녹시율 계산 결과 

Tab 11.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identification 

위치 파노라마 영상 식별 후 영상 녹시율 

A 

  
7.1% 

B 

  
13.6% 

C 

  
0.8% 

D 

  
10.5% 

나무 부분의 식별에 관련하여 본 연구는 나무 줄기가 차지하는 

범위를 모두 식생 부분으로 식별하며 줄기, 잎 사이의 틈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나무 줄기의 틈이 많이 있는 파노라마 영상에서의 

녹시율 계산 결과가 전통적인 녹시 면적 판별 방법에 의한 인위적인 

측정 수치보다 5%~15%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식별은 식생 간 

작은 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절의 잎의 수량, 색상, 형태 

변화에 따른 식생의 영향을 줄여 다른 계절에 식별과 평가 결과의 

일치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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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녹시율 픽셀 계산법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인 포토샵(Photoshop)은 그림 한 장 및 그림 

중의 임의 형상(선정 구역)의 픽셀 수를 집계할 수 있어 임의 형상의 

면적과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 이에 녹시율 계산이 필요한 그림을 

포토샵에서 실행하고, 히스토그램을 통해 전체 픽셀 값을 확인하여 해당 

이미지의 총 픽셀을 도출한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레이어 위에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 그림 속 녹색식물이 차지하는 

부분을 수작업으로 같은 색을 입힌 다음, 히스토그램에서 새로 만든 

레이어의 픽셀 값을 살펴본다. 이 수치는 그림 중의 녹색 부분의 

픽셀이다. 마지막으로 녹시율 계산 공식을 통해 그림의 녹색의 비율을 

계산하며, 이 수치는 그림이 대표하는 관찰점 촬영 방향의 녹시율 

값이다. 

북경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도시이고 거주지역 내의 식물경관은 

계절 변화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경관을 보인다. 짧은 봄철에는 잎의 

싹이 트고 여러 가지 꽃이 피면서 한여름에는 식물이 울창하게 자란다. 

가을에 다양한 유색 (有色) 수종이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붉은 잎, 노란 

잎들이 서로 앞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내며, 겨울은 휴식으로 대부분의 

식물이 휴면 상태에 빠져 잎이 떨어지고 적은 양의 상록수들이 

초록색으로 뿌옇게 보이는 겨울을 장식한다. 이처럼 계절에 따른 

녹시율의 변화가 뚜렷하다. 또한 식물경관도 지역적인 영향을 받는다. 

녹시율은 식물의 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식물 잎의 울창한 

정도 또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녹시율 지표도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photoshop을 이용해 사진의 녹색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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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의 녹시율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경관 디자이너에게 경관 디자인은 각종 식물의 계절적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하고 식물 형태, 색상의 특징을 활용하여 계절별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효과를 발휘해 거주지역에서 사계절 내내 녹색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절 녹시율 구분 

제2장 제 2절의 녹시율 선행연구를 설명한 부분처럼 구체적인 

기준에서 일본 학자인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는 녹시율을 5급 

기준으로 구분했고 해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그리고 중국 

학자인 학신화(郝新华)와 용영(龙瀛)은 녹시율을 4급 기준으로 분류했다 

(표2 참조). 

표1.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의 녹시율 5급 기준 

Table 1. Natsuji Okiwara Index of Greenness Five Standards 

녹시율 구분 비율(％) 

녹색량 감지가 나쁘다 ≤5 

녹색량 감지가 비교적 나쁘다 (5-15] 

녹색량 감지가 중간이다 (15-25] 

녹색량 감지가 비교적 강하다 (25-35] 

녹색량 감지가 강하다 >35  

 

  



 

- 78 - 
 

표2. 학신화의 녹시율 4급 기준 

Table 2. Hao Xinhua Index of Greenness Four Standards 

녹시율 구분 비율(％) 

푸르지 않다 ≤20 

일반적으로 푸르다 (20-40] 

푸르다 (40-50] 

아주 푸르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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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파노라마 녹시율 구분 

본 연구는 360도 파노라마 상태에서의 녹시율을 계산한 것이기에 

전통적인 연구의 녹시율 기준은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학자는 녹시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일본 학자는 상대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일본의 긴키 지역의 

정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녹시율 지표에 관하여 도시 건설 관리 조례를 

도입하였다. 일본 학자의 이론은 큰 메리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일본 학자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의 

녹시율 5급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기준을 간단하게 전환하였고 이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a, b, c, d의 네 가지 위치의 기본점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본 연구는 b지점을 선택하였다.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와 같은 초점 거리 50mm의 일반카메라로 

b지점의 사진을 찍어 이 사진의 녹시율을 계산하고, 동시에 어안렌즈 

카메라로 b지점의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총 8장의 사진을 확보한다. 

이후 사진 8장의 평균 녹시율을 계산해 b지점의 평균 파노라마 

녹시율을 얻는다. 

b지점의 일반 사진의 녹시율과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의 5급 

녹시율 기준을 대조해 b지점이 어느 등급에 있는지 확인하면 b지점의 

평균 파노라마 녹시율은 이 등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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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녹시율 기존 전환 

이를 통해 파노라마 녹시율과 일반 녹시율 기준의 대조 기준선을 얻을 

수 있다. b지점의 파노라마 녹시율 11.5%이상은 녹시율, 녹색량 감지가 

비교적 강하며, b지점의 파노라마 녹시율 11.5%이하는 녹시율, 녹색량 

감지가 비교적 약하다. 

상기의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평가 기준을 통해 설계 전후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의 등급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설계 후 녹시율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안렌즈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사진 두 장마다 20~25%씩 겹쳐 

첫 사진의 1/4이 두 번째 사진에 나오도록 해야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여러 장의 사진을 용이하게 파노라마 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후퉁 안의 공간이 좁아 360도 회전 촬영으로 사진 4장을 찍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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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는 것이기에 본 연구는 8장의 사진 중 서로 연결된 사진 4장을 

선정하여 평균 파노라마 녹시율을 계산한다. 

 

표 12. 설계 후 파노라마 녹시율 계산 결과 
Tab 12.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identification 

위치 파노라마 영상 식별 후 영상 녹시율 

A 

  
27.5% 

B 

  

39.6% 

C 

  
31.5% 

D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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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녹시율 비교 결과 분석 

표 13. 설계 전후 파노라마 녹시율 비교 

위치 설계 전 파노라마 녹시율 설계 후 파노라마 녹시율 

A 
 

7.1% 
 

27.5% 

B 
 

13.6% 

 

39.6% 

C 
 

0.8% 
 

31.5% 

D 
 

10.5% 
 

13.2% 

 

본 연구는 파노라마 촬영으로 얻은 등방형, 등직각 투영을 좌표 

변환을 통해 원통 등적 투영으로 전환하여 설계 전후 녹색 구역의 

녹시율을 측정했다. 설계 전후 비교 결과 보면, a, b, c, d 4개 위치의 

파노라마 녹시율은 7.1%, 13.6%, 0.8%, 10.5%에서 27.5%, 39.6%, 31.5%, 

13.2%로 증가하여 녹시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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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전망 

본 연구는 도시 재생에 위한 노후 구역 가로의 녹시율 최적화 전략과 

파노라마 녹시율 계산 방법을 정리한다. 

1. 연구 성과 및 혁신점 

기본적인 녹시율은 시야의 평면적인 범위에 기초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식생 비율은 사람이 공간을 둘러볼 때 확인되는 가시적 

녹색량의 실제 수준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파노라마 영상기술은 시청자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며 360°파노라마 영상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시율 

연구의 새로운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연구에서의 

녹시율 측정은 여전히 스트리트 전경도의 가로 시각 범위를 캡처하여 

하는 것으로 사실은 여전히 2차원적인 평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촬영 기술을 기초로 하여 전통 

녹시율을 바탕으로 하여 파노라마 녹시율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으로 얻은 등방형, 등직각 투영을 좌표 변환을 통해 원통 

등적 투영으로 전환하여 식생이 해당 지역에 차지하는 면적을 측정하고, 

전통 녹시율 판정 기준 전환을 통해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판정 

기준을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성과와 

혁신점이 있다고 본다. 

1) 360도 파노라마 상황에서의 녹시율의 계산법을 탐색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파노라마 이미지는 보통 등방형, 등직각 투영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그림에서의 면적은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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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노라마 영상을 원통 등적 투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확한 

면적 비율을 측정하는 선결조건이다. 본 연구는 파노라마 영상을 원통 

등적 투영으로 변환함으로써 이미지 면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미지 내용의 식별 용이성을 유지하여 후속 판별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2) 혁신적으로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기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제시했고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의 등급을 쉽고 빠르며 

명확하게 하여 파노라마 녹시율의 식별 결과를 평가의 의미가 있도록 

만들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이 11.5% 이상일 

경우 더 많은 녹색을 느끼기 시작하고, 5~11%일 경우 경관 평가 등급이 

낮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3) 지역 내 a, b, c, d 네 위치를 선정해 디자인하여 설계 전후의 

녹시율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의 녹시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부족과 전망 

  현재 도시 도로 시스템이 갈수록 완벽해지면서 도로 체계는 도시의 

교통 운송만이 아니라 나날이 복잡해지는 도시 도로 시스템이 도시의 

형태 구조와 경관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행인들의 이동 방식과 사교 

공간을 은연중에 변화시키고 있다. 도시민들의 이동과 활동을 담은 

개방지대로서의 도시 도로는 건축공간 외에 자연경관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일상활동 장소이다. 따라서 도시 가로 녹화의 시각적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거환경 녹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지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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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된다. 

파노라마 VR 촬영 기술은 전자동, 고정밀도의 입체 촬영의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식생 등 3차원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입체형태가 

불규칙한 정보 획득에 적합하며, 도시 녹지 연구를 입체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3차원 입체영상 기술은 가로 녹시 면적 

계산 연구에 사용하고 도시 녹지의 시각적 가치 정량화 표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적용에 지대한 잠재력을 보였다. 

정밀도가 높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작성이 강한 측정 수단으로서 360도 

파노라마 가로 녹시율 계산법은 가로 녹지 면적을 정확히 판단하는 

동시에 도시 녹지 서비스 수준이 부족한 지역을 인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 360도 도로 녹지의 합리적 배치와 공간 최적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녹지 계획 설계, 주거지역 시각생태 설계 등의 작업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응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동시에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 진일보하도록 보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연구에서 보면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계산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물 배치, 

교목-관목-덩굴 식물-초본의 복합녹화 설계 구조의 파노라마 녹시율에 

대한 개선만 고려했으며, 생물계절별 식물의 줄기, 잎의 소밀도, 

녹색공간의 위치분포, 건물차단, 촬영거리가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계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평가 기준 제정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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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파노라마 녹시율 측정을 위해 오리하라나츠시(折原夏志)가 제시한 

5급 녹시율 기준을 간단하게 전환하였고, 360도 파노라마 녹시율에 

적용할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확히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며 도시 녹지 계획 설계, 가로 시각 생태 설계 

등의 작업을 위한 과학적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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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Green Space in Old Street and 

Measurement of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of Urban Renewal 

- Focused on the Design of Lianfeng 

Hutong in Beijing Jingshan Area 
 

LI BOWE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rban streets are open areas where green facilities and architectural spaces 

intermingle and public spaces where residents have visual contact with the 

vegetation landscape. Along with the increasing improvement of the urban 

road system, people have gradually started to realize the important value 

of street greening quality to the travel enviro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user-friendly urban greenway landscape has become a real demand. 

Therefo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study how to use limited land 

resources to guide the layout of street greening more reasonab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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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ly so that residents can better enjoy the service functions brought 

by green space during the travel process.  

 

This study takes the road greening of old districts as the research target 

and proposes to evaluate the greening level based on the change of the 

visible green index. However, the traditional visible green index is used as 

the standard to directly evaluate green space perception. In traditional 

research, the visible green index is mostly calculated based on 2D images 

and cannot fully reflect the subjective feelings of people about the green 

biomass in a three-dimensional space. Based on the VR panoramic images,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the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It 

obtains spherical panoramic photos with a panoramic camera, converts an 

isometric cylindrical projection into an equal-area cylindrical projection, and 

uses image recognition software to identify the area of vegetation to 

measure the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VR technology has the advantage 

of fully automatic, high-precision stereo imaging. It is especially suitable for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with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and 

irregular three-dimensional forms such as vegetation. It is gradually 

becoming an important carrier to promote a new perspective for the 

quantified expression of the visual value of urban green space, thus 

demonstrating great potential for application.  

 

Taking Lianfeng Hutong in Dongcheng District of Beijing as an example, 

the thesis has calculated and compared the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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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oads in this are before and after the design and the results show: 

the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of the four locations of a, b, c, and d 

increased from 7.1%, 13.6%, 0.8%, and 10.5% to 27.5%, 39.6%, 31.5%, and 

13.2% respectively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evel of the visible green 

index.  

 

By simply converting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five segments of the 

green visible index proposed by the Japanese scholar Natsuji Okiwara, the 

thesis has arrived at the evaluation criteria applicable to the 360-degree 

visible green index: when the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is above 11.5%, 

the 3D green biomass perception is stronger and when the panoramic visible 

green index is below 11.5%, the 3D green biomass perception is weaker.  

 

The identification, calculation, and evaluation of the panoramic green visible 

index can provide new ideas for related research to achieve objective, 

accurate, fast, and convenient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he green 

visible index.  

 

keywords : old streets; visible green index; panoramic image; 

calculation method; evaluation criteria 

Student Number : 2019-2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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