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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농촌지역 내 정주생활권 단위의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연구
- 전라북도 고창군을 대상으로 -

이 동 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한국의 농촌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촌락

공동체의 쇠퇴, 낙후성 등의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방면으로 농촌개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물리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

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농간의 주택, 기반시설, 문화 등 지역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기반 부문에서 도농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건 및 정주기반 생활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소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도 주민들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 녹지공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차희 외(2019)는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차원에서 생활환경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에서 제공되는 관리된 녹지공간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 1인당 녹지 면적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으나 생활권 차원에서 도보로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은 부족하다. 이는 농촌지역 토지용도가 체계적으로 지정되고, 관리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토지용도의 체계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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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없기에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때까지 간과되었던 농촌지역 녹지에 관한 연구로 주민조

사 및 GIS 공간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녹지공간 유형분류와 이를 통한 농촌공

간 계획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공간분석에서 

용도지역을 통해 농촌지역 공간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흥덕면, 무장면, 상하면 

소재지 생활자에게 라이프스타일, 이동패턴, 이용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분류 및 개념화를 진

행하였고,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토지이용과 녹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

을 실증하였다. GIS를 활용하여 용도지역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농촌지역 

공간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감싸고 있었고, 녹지지역과 계획관

리지역에 논, 밭과 같은 농경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 

토지이용 계획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농촌

지역 토지이용과 녹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시 필요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제시하였

다.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바탕으로 GIS와 현장조사를 통

해 확인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과 생활자조사를 통해 도출된 그린오픈스페

이스 유형을 비교하여 농촌중심지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유

형을 분류하였고, 개념화하였다.

셋째, 이용자 분석을 통해 시·군 단위에서 자연 녹지자원 관리와 녹지공간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창군은 뛰어난 녹지자원

이 많고, 계획관리지역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나타나는 녹지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면 중심지 또는 지정된 거점에서 산재해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분석과 공간 활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생활자가 다양한 녹

지공간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공간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하고, 생활자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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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그린오픈스페이스를 유형화하고 개념화함으로써 농촌지역 녹지공간 

계획 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농촌계획, 지역계획, 농촌 활성화, 농촌중심지, 녹지공간, 
         그린오픈스페이스
학  번 : 2020-2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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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 농촌사회는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와 촌락공동체의 쇠퇴, 고령화, 낙후성 등의 오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다(김경호와 정성호, 2018). 고질적인 농촌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

방면으로 농촌개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물리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

지만,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 기반시설, 문화 등 도농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배승종 외, 2019).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도시로 이주하는 역 귀농‧귀촌 현상

이 발생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삶터로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상황이다(변혜령 외, 2019). 이러한 현상이 일

어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부문에서 도농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제 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

본계획1)’에서는 농어촌서비스 기준 정주생활기반(H/W), 경제·일자리, 문

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대부분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생

활 여건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말하고 있고, 보건의료, 주거·

생활 SOC 등 기초생활기반에서 도농간 격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농어촌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2)’를 살펴

보면 보건·복지 부문 다음으로 정주기반 부문의 대중교통, 생활 서비스, 생활 

인프라 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 농어촌 삶의 질을 제고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며, 4차 계획에는 ‘전 국민
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농정 철학을 반영

2) 농어촌 주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7대 정책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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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 시설을 농촌지역에 제공해야 하며, 

특히, 보건 및 정주기반 생활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정주기반 생활서비스 중 녹지공간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성록(2021)은 중소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녹지공간과 생태계서비스 관

리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차희 외(2019)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 및 중요도 분석’연구에서 농촌다운 주

거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시설의 중요도 평가를 시행했을 때, 농촌중심지에

서는 공원놀이시설, 문화복지시설, 가로교통시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

촌 마을의 경우 마을 숲, 문화복지시설, 생태하천/습지/연못이 중요하게 나타

났다. 따라서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차원에서 생활환경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녹지공간이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 1인당 녹지 면적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주생활권 차원에서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부족하다. 고차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국·도립공원, 유원지, 테마공원형 녹지는 많이 존재하

나, 중차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근린공원, 저차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어린이놀이

터, 포켓파크는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지역은 읍·면 소재지 일부 지역

만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체계적으로 토지의 용도

가 지정 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녹지공간 및 공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정주생활권 단위에서의 녹지 분류와 그에 맞는 

농촌지역 녹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도시와 같이 공원녹지로 명확

히 제공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 시설을 포함하여 생활자가 녹지

로 인식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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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정주생활권 단위에서 그린오픈스페이스 현황을 파악하

고, 대상지 내에서 생활하는 생활자3)들의 라이프스타일, 이동패턴, 공간구조 

등을 분석하여 도출된 공간이 그린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읍·면 소재지 단위에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생활권 단위에서 제공되어야 할 녹지공간 유

형을 분류하고, 농촌지역 내에서 다양한 생활자들을 위한 녹지공간 계획 방향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때까지 간과되었던 농촌지역의 녹지에 관한 연구로 GIS 공간분

석을 통해 농촌지역 녹지공간 유형분류와 이를 통해 농촌공간 계획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용도지역과 위성지도, 오픈스페이스 현황 분석을 통해 도

시와 다른 농촌의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농촌지역 생활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이동패턴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셋째, 정주생활권 단위에서 생활자들이 이용하고, 인식하는 녹지공간을 발굴

하여 분석한다.

넷째, 농촌형 그린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는 다른 형태의 녹지자원 분포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농촌지역 특성에 따라 그린오픈스페이스의 유형 분류를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녹지공간에 대한 분석과 유형 분류는 이후 농촌 공간 계획의 한 부분

으로 지속가능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등 농촌계획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로써 연구에 의의가 있다.

3) 여기서 말하는 생활자란 거주민(거주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생활자(거주민이 아닌 지역
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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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농촌지역 정주생활권 단위에서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그린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발굴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픈스페이스

의 유형 중 녹지자원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농촌지역 취락구조는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로서의 공간이 

일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구조(한이철, 2021)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공간의 확장

으로 인해 난개발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와 다르게 정확한 토지이용구획을 

기반으로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법률적으로 농촌지역 일부 공

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어 공간 계획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그린오픈스페이스 내용적 범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하여, 법률상 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녹지뿐만 

아니라, 법률상 녹지지역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린

오픈스페이스’의 범위를 오픈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공간 중 녹지자원과 밀접

한 공간을 기본적인 범위로 설정하고, 이용자의 연구범위는 고창군에서 거주

하는 거주자와 타지역에 거주하지만 고창군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모두 포함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공간적 범위

연구 대상지인 전라북도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운곡 

람사르 습지, 고인돌 공원, 선운산 등 생태적으로 매력적인 공간과 다양한 관

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넓은 평야와 아름다운 농촌다움의 경관을 가지

고 있고, 복분자, 수박 등의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여 농촌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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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력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다양한 농촌 경제 및 공간 활성화에 대한 사

업,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과 마을 주민들이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 2021년 고창군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유채꽃 경관지구 조성,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매력적인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많은 녹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1 전라북도 사

회조사’에서 주거환경 만족도 부문의 녹지공간 만족도가 83.9%로 전라북도 

시군별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고창주민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하지만 정주생활권의 중심지 내로 보았을 때, 생활자에게 중심지에

서 도보접근이 용이한 그린오픈스페이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이에 연구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고창군 내 위치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고창군 내의 군청과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주거지역이 밀집해있는 

읍·면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촌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나

타나고 있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지와 창고 등 다양하게 이용

되고 있어 잠재적인 녹지공간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계획이 수

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창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연구에서 제시된 4

개의 생활권역에서 중심 읍·면을 선정하고, 선정된 읍·면의 정주생활권 범

위에 포함되는 중심지를 행정리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읍면동 대상 마을 읍면동 대상마을

고창읍

교촌리, 월곡리

흥덕면

흥덕리

읍내리, 월암리 동사리

석교리, 석정리 교운리

무장면
무장리

상하면
하장리

성내리 장산리

[표 1-1] 연구 대상지의 읍면 중심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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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도시에서 분류된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시행하였고, 그린오픈스페이스 인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인 인터뷰

를 실시하였고, 그린오픈스페이스 공간의 입지특성과 토지용도를 확인하기 위

해 GIS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중심지, 생활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자 하는 단어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농촌지역 토지이용 현황을 고찰하여 

농촌지역 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국내 외에서 진행된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도시

지역에서 분류되는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확인하고, 그린오픈스페이스 개념, 범

위, 기능을 정의하였다.

셋째, GIS를 활용하여 고창군의 용도지역과 위성지도를 비교하여 농촌지역

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지도화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용도지역 별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분류하였다.

넷째, 생활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라이프스타일, 이동패턴, 녹지 유형

을 조사하여 농촌지역의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 및 개념화 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1-2]는 공간분석 및 통계에서 사용한 자료 목록이다.

자료유형 자료 출처

공간자료

수치지형도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https://www.nsic.go.kr

토지피복도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

임상도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유통서비스

http://www.forest.go.kr/

연속지적도, 토지특성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표 1-2]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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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과정

연구 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이론적 고찰

농촌지역 생활권과 농촌중심지

문헌 연구농촌지역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녹지 및 그린오픈스페이스 정의

제3장

고창군 

오픈스페이스 

분석

연구 대상지 분석 : 전라북도 고창군

문헌 연구

GIS 분석
정주생활권과 중심지 분석

종합분석

제4장

고창군 생활자 

분석

인터뷰 개요

GIS 분석

심층적 

인터뷰

라이프스타일 및 이동패턴

그린오픈스페이스 조사

종합분석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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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1. 관련선행연구 흐름

본 연구는 농촌지역 그린오픈스페이스에 관한 연구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정주 환경에 관한 연구, 둘째, 농촌지

역 녹지 및 공원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현재 농촌지역 정주 환경에 관련해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농

촌 주거환경 실태를 진단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농촌마을단위의 정주 환경

진단지표 개발(김대식 외, 2010), 농촌마을 유형별 평가지표체계 구축(김영택 

외, 2014), 충청남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오용준, 2017) 등은 농

촌지역의 다양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 농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실

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

는 연구는 미흡하다. 즉, 현재 농촌 주거환경 실태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주 환경 계획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농촌지역 경관 분야에서는 농촌 마을단위 경관진단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송희중과 김대식, 2013), 농촌경관계획 대상요소의 도출 및 분류 개선에 

관한 연구(신정숙과 최만진, 2014) 등은 경관의 진단지표를 만들어서 마을 단

위로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농촌다움이라는 개념의 적용을 통해 농촌 마을 

경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 마을 경관을 

계획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 녹지 및 공원과 관련된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테마공

원에 관한 연구(리신호 외, 2011), 농촌테마공원 실태분석을 통한 창원단감테

마공원 활성화 방안(최영완 외, 2017) 등 일반적인 공원과는 다른 의미의 농

촌테마공원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농촌테마공원은 농촌지역

에 농촌자원을 주체로 자연경관 훼손을 줄이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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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시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을 의미한다(리신호 외, 2011). 

하지만 농촌테마공원은 농촌지역에서 정돈된 녹지 공간 조성에 의미가 있지

만, 농촌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도시민들의 관광을 목적

으로 위해 만드는 공간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농촌 주민의 관점에서 주거 공

간 내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

할 수 있다.

[표 1-3]은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출처 연구 목적

정주환경 

김대식 외

(2010)

농촌 마을단위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 정주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목적이 있음

송희중과 김대식

(2013)
농촌 마을단위에서 경관진단을 위해 경관진단 지표를 제시

신정숙과 최만진

(2014)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에서 정하는 경관 대상요소에 

관한 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김영택 외

(2014)

농촌 마을 단위에서 다원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을유

형별로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해 마을 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오용준

(2017)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에 건

강주구 형성 및 귀농‧귀촌 특성을 반영한 농촌주거공간 조성

을 통해 한계마을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정책

이차희 외

(2019)

농촌지역의 과소화를 완화하고 귀농귀촌과 같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 및 중요도 도출

녹지 및 

공원 

리신호 외

(2011)

농촌테마공원을 정의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테마공원의 

바람직한 조성방안을 제시

최영완 외

(2017)

농촌테마공원의 실태를 분석하여 대상지에 적용해 매력도를 

제고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 수립

최성록

(2021)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녹지공

간의 경제가치를 평가

[표 1-3]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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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연구의 착안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녹지공간에 관련된 연구로 정주환경과 녹지공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농촌지역 정주 환경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현재 농촌지역 정주 환경

에 대해 진단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

주 환경 진단지표에 있어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에 관련된 지표는 거의 포

함되지 않고 있다.

둘째, 농촌지역 녹지공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테

마공원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 관광객 유입으

로 경제활성화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주 환경 측면에서 거주민

들을 위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착안점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농촌지역 녹지공간에 관

한 연구로 도시보다 자연환경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주생

활권 단위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자들이 인식하고 자주 이용하는 그린오

픈스페이스 유형을 발굴하고, GIS 분석, 생활자 인터뷰를 통해 농촌지역 녹지

공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처럼 근린공원 역

할을 하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생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린오픈스페

이스 공간 위주로 도출하여, 새로운 형태의 녹지자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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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농촌지역 생활권과 농촌중심지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정주생활권 단위로 그린오픈스페이스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농촌지역 생활권과 농촌중심지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농촌지역 생활권

(1) 일반적인 생활권 개념 및 범위

생활권은 “통근‧통학, 쇼핑, 오락, 사회적 관계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나

가는 공간적인 범위이며, 시대나 장소 및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특

성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4) 오병록(2012)은 모든 사람은 다양한 목적

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므로, 이동과 목적지에서 행위에 따른 활동 

범위를 생활권이라고 정의한다. 

생활권 범위는 공간행태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소, 중, 대 생활권으로 나눈

다. 소생활권은 최소한의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배치된 

권역이다. 중생활권은 지역의 중심지로서 소생활권에서는 경제적 측면으로 

성립되기 힘든 시설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합리성에 관한 이론적으로 경험적 

지식체계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한다. 대생활권은 생산과 소비활동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완결된 도시체계를 

갖춘 범역으로 구분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오병록, 2012). 소생활권

은 1차 생활권 혹은 근린생활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생활권 규모는 보행

가능한 범위로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처럼 기본적인 공공시설 또는 초등학

교를 이용하는 범위로 설정된다. 중생활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0~1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경찰서,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범위에 해당하

4)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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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고등학교의 통학 범위에 해당하며, 주거 위주가 아닌 지역 중심이 존

재하여 몇 가지의 혼합적 토지 용도가 있는 범위이다. 대생활권은 광역생활

권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완결된 공간적 체계를 가지는 범위이다. 통근이 

가능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이 동시에 고려되어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

양한 전문지식에 기반할 것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개념적인 기준이며, 각 생활권의 규모에 인구 기준

뿐 아니라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기준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되

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 생활권일 경우 도시보다 더 적은 

인구수와 공공시설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2) 농촌지역 생활권 개념 및 범위

농촌지역 생활권은 도시와 다르게 정의된다. 김정연(2019)은 ‘농촌지역 생

활권’을 “도농통합시 및 군 지역에서 중심지인 동‧읍‧면 소재지와 배후지인 

농촌 마을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상생활 행동권”이자 “중심지와 배후 농촌 

마을을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권역”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농촌지역 생활권은 앞서 보았던 일반적인 생활권의 개념 

및 범위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소생활권, 1차 생활권의 

단어와 비슷한 의미인 정주생활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정주생활권(Human Settlement Area)이라는 개념은 1981년 농촌개발에 대한 

방법론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된 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 

1991)에서 지역생활권 계획이 도입되고, 수정계획에서 종래의 성장거점 전략

에 근거하여 단핵구조의 국토 공간 형성에서 벗어나 지역성을 강조하고 지방

의 정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윤원근, 1999: 임형백 2013에서 재

인용). 시간이 지날수록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대안적 개발방식

으로 지방 정주생활권 개발론과 농촌 중심권 개발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

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정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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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반에 정립된 정주생활권5) 정의는 정주 장소로부

터 최소거리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단위(최양부, 1982), 하나의 중심지가 최소거리 내에서 갖는 자체의 생활

권, 하나의 중심지를 생활의 중심으로 하는 모든 주민의 1일 생활권(노세희와 

강인호, 2018)이다. 송미령 외(2008)는 정주생활권 영역을 주민의 생활패턴(통

학, 시장이용, 각종 생활편익시설 이용 등의 생활기준)과 지역 내 주요 생산

물 또는 자연 자원의 분포특성이 반영된 동질생활권과 자연환경 조건, 행정

구역 기준 등을 바탕으로 거주지와 중심지 간 버스 이용 기준을 1시간으로 

보았다. 즉, 16km 내 지역으로 보았다.

(3) 생활권과 관련된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1980년대 도입된 ‘농촌 정주생활권 전략’이 농촌지역 생활권 

범위를 포함하여 오늘날까지의 농촌지역개발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 마을과 그 중심도시 간의 기능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 1980년대와는 다

르게 현재 농촌 주민의 다양화, 농촌이 지닌 다원적 가치의 보전‧활용의 중요

도 등 변화하는 제반여건에 따라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다양해지는 

농촌지역의 변화되는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적 농촌 공간 개발, 관리방

안을 수립하고, 생활권을 구분하는 전략계획과 우선 생활권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을 시작하였다.

농촌지역 생활권과 관련된 연구는 중심성에 관한 연구, 생활권에 관한 연

구, 공공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성근과 이관률, 2009). 

농촌지역 생활권을 결정하는 요인을 중심성에 집중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5) 정주생활권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77~1986)」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지역
생활권 개발기조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지역생활권이란 지역의 중심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하고, 
특정 생활권 내에서 거주민이 균등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지역 인구의 유출을 방
지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따라서 지역생활권은 거점개발이론에 대비되며,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역개발전략으로 볼 수 있다.(미래도시연구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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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그와 더불어 생활 서비스(S/W), 인프라(H/W) 등을 활용해 농촌생활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촌중심지에 관한 중심지 기능 연구는 농촌지역의 특성 및 분석 유형화

(김정연 등, 2014),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농촌중심지 기능 제고방안(원광희, 

2014),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충청북도 농촌중심지 계층에 관한 연구(심재헌 

외, 2020) 등이 있다. 김정연 등(2014), 원광희(2014)는 농촌지역의 중심성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비스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심재헌 외(2020)

는 충청북도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측정지수를 도출하여 농촌중심지 계층을 

분석하여 정주체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농촌중심지의 공간구조 변

화에 관한 연구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성주인 외, 2013)와 한

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성주인 외, 2018) 등이 진행

되었다. 성주인 외(2013)는 농촌 소생활권의 범위와 기능, 인근의 중심도시와

의 연계권 분포현황을 분석하였고, 성주인 외(2018)는 농촌생활권 차원에서 

중심지 기능, 주민 구성, 지역 경제여건 변화를 살펴보며, 농촌중심지 정주계

층 특성에 따라서 커뮤니티 및 경제활동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차별화되고 있

음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중심지 사업에 관련된 연구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계획안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이시영, 2019),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김성록과 김지석, 2017) 등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지역 생활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김현호 외(2009)는 생활 서비스를 생

활 여건이라 말하고, 유형은 사회적 기능의 관점·서비스 수혜범위·중심지 

위계에 따른 구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초 생활 서비스를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외(2010)는 농촌중심지를 중심지에서 제공되어야 할 생활 서

비스 유형을 서비스 수혜범위, 사회적 기능, 서비스 수요계층, 공급 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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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및 필수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소영과 박진경(2014)은 중

심지 위계에 따라서 계층성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공급권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승석과 정환영(2020)은 농촌 생활 서비스를 분류하여 

읍면서비스권역, 읍면확대서비스권역, 시군중심지서비스권역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즉, 생활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연구와 수요자 중심의 연구 및 

분석이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주민 생활의 범위를 도출하여 농

촌지역 정주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농촌지역 생활권에 관련된 개념과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주로 농촌중심지

의 기능, 공간변화, 생활서비스 등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 외, 농촌지역 생

활권 범위는 실질적인 주민 생활의 범위와 중심지 위계에 맞추어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설정된 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주민 조직

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 사업체, 귀농·귀촌인 조직, 각종 지역

사회 동아리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송미령, 2019). 또

한, 생활 서비스에 관련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교통 서비

스 등의 부문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녹지공간 기능, 녹지

체계 내 공간구조 등 생활서비스 측면에서 녹지공간 연구는 미비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2-1]은 농촌지역 생활권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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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연구 목적

농촌

중심지 

성주인 외

(2013)

농촌의 읍·면 단위의 소생활권의 범위 및 기능, 인근에 위치

한 중심도시와 연계권 분포 현황 분석

김정연 등

(2014)

충청남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살

펴보고, 지역유형 구분 후 지역유형별 특성을 파악

원광희

(2014)

도내 읍면별 계층구조를 살펴보고 계층구조와 기능지수에 따

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농촌 중심지 기능제고 방

안을 제시

김성록과 김지석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도입 이후 농촌중심지에 관한 정책

의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안

성주인 외

(2018)

농촌생활권 차원에서 중심지의 기능, 주민 구성, 지역 경제여

건 변화를 살펴보며, 농촌중심지의 정주계층 특성에 따라서 

커뮤니티 및 경제활동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분석

이시영

(2019)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 분석하고 사업에 대한 개선방

향 고찰

김정연

(2019)

농촌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권 변화를 분석하고, 농촌지역 생

활권 관련 정책 및 시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촌지역 생활권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 제시

심재헌 외

(2020)

충청북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측정지수

를 도출하여 농촌중심지 계층을 분석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생활

서비스 

김현호 외

(2009)

생활서비스를 생활여건이라 말하고, 유형은 서비스 수혜범위

에 따른 구분,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 따른 구분, 중심지 위계

에 따른 구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초생활서비스를 분류하여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을 제시

이재준 외

(2010)

농촌중심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서비스 유형을 사회적 

기능, 서비스의 수혜범위, 공급 주체별 생활서비스 및 필수성 

여부, 서비스 수요계층 총 4가지로 분류

이소영과 박진경

(2014)

중심지 위계에 따라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스 기능을 

고려해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

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식을 제시

한승석과 정환영

(2020)

농촌 생활서비스 관점으로 농촌공간의 생활서비스권역을 분

석할 수 있는 기준 제시

[표 2-1] 농촌지역 생활권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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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중심지

(1) 개념 및 범위

농어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서 시와 군 지

역 중 ① 읍·면의 지역 ② 동 지역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보전녹지, 

생산·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에서는 농촌을 주민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역이나 마을, 농가가 모여있는 마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농업을 통해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고 통합된 하나의 마을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농림축산식품부, 2016)로 표현할 수 있다. 농촌지역

은 [그림 2-1]과 같이 시, 읍과 같은 농촌중심도시와 읍, 면 소재지와 같은 소

도읍, 마지막으로 배후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마을이 있다(최양부와 정철모, 

1984).

[그림 2-1] 농촌지역 범위 및 체계

자료 : 최양부·정철모(1984)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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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농촌지역에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는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중심지에 관한 연구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거점면·소도

읍·소도시 등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농촌중심지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농촌중심지의 규모에 관해 진행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남궁용근과 양병이(1972)는 농촌중심지의 범위를 중심 시가지에서 반경 1~ 

1.5 km 내 최소 인구 1만이 모여서 최소한의 도시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정의

하였다.

여홍구(1981)는 군청, 읍,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장터가 있는 41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능 및 구조를 분석하여 인구의 규모가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5

천명 미만, 5천명 이상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최양부와 정철모(1984)는 농촌중심지를 농촌중심도시(소도시) - 농촌중심지

(소도읍Ⅰ) - 농촌중심지(소도읍Ⅱ) - 마을로 제시하고, 인구 규모에 따라 소

도읍Ⅰ(3000~10000명)과 소도읍Ⅱ(1000~3000명)으로 정의하였다.

이정환 외(1988)는 도시 정주체계의 최하단에 위치함과 동시에 농촌 정주체

계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중심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중심지로서의 읍, 

면 소재지를 2계층 중심지로 설정하고 배후지는 15,000명 정도의 인구가 되

도록 구성하고, 중심성이 있는 배후농촌지역을 선정해 제3계층 중심취락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희연(1996)은 시장이 포함되는 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는 취락이며 주

변 지역주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정주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지방소도읍육성법(2001)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 설치된 읍지역과 도시

계획구역 또는 3km²이내에 3천명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고영구 외(2003)는 인구의 규모가 2,000~50,000명 수준에서 지역의 중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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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는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에 형성된 곳으로 배후지역을 대상으

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농림부(2006)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10,000명 이상일 경우 사업에서 제외

하고, 5,000~10,000명 규모는 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5,000명 이하

인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제안하였다.

임창수 외(2009)는 농촌지역을 중심도시(시) - 중심도읍(읍급 도시) - 중심

지(면급, 중심마을) - 배후마을로 총 4단계 구조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공간

구분론을 통해 공간구조분석을 시행하였다.

김정연 외(2010)는 도농복합시, 군지역에 있어 주변 배후 농촌지역에 대해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읍·면 소재지와 시청소재지와 군청 소재지까지 

농촌중심지로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오형은과 김용근(2015)은 도농통합적 생활권 중심지로 소재지와 주변 마을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교통, 통신, 인력교류 등의 

혁신거점으로 정의하였다.

노세희와 강인호(2018)는 해당 지역의 거주민뿐만 아니라 배후 농촌지역 주

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농촌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며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농촌중심지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진행된 선행연구는 분류기준으로

써 인구, 거리, 계층, 기능 등을 통해 농촌중심지를 유형화하는 시도를 하였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와 같은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정의하였

다, 결론적으로 농촌중심지는 농촌지역의 행정중심지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범위는 읍소재지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의 면 소재지까지 포함할 수 있다. [표 2-2]는 농촌중심지 개념과 범위의 선

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 20 -

연구자
설정 

기준
개념 및 범위

남궁용근, 

양병이(1972)

거리 1km ~ 1.5km

인구 10,000명 내외

기능 농림지역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시설을 갖춘 지역

여홍구

(1981)

정의 정기시장 개설지역을 대상으로 기능 및 구조 분석

인구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5,000명 이상

최양부, 

정철모(1984)

계층
농촌중심도시

(소도시)

농촌중심지

(소도읍 1)

농촌중심지

(소도읍 2)

인구 20,000 ~ 100,000명 3,000 ~ 10,000명 1,000 ~ 3,000명

이정환 외

(1988)
내용

1계층

(중심도시)

2계층

(읍면소재지)

3계층

(배후농촌취락

(인구규모 15,000명))

이희연

(1996)
정의

시장이 포함되는 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는 취락지구,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정주 공간

지방소도읍

육성법(2001)

거리 시·군 지역에 설치된 읍지역과 3km²이내 또는 도시계획구역

인구 3,000명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

고영구 외

(2003)

인구 2,000 ~ 50,000명의 지역에 중심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농촌지역

기능 배후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

농림부

(2006)

인구 10,000명 이상 5,000 ~ 10,000명 5,000명 이하

사업방향 사업 제외 면소재지 활성화 생활환경 정비사업

임창수 외

(2009)
계층 중심도시(시) 중심도읍(읍급) 중심지(면급) 배후마을

김정연 외

(2010)
기능

도·농복합시, 군 지역에서 배후농촌지역에 중심기능을 수행하

는 경우 읍·면, 동, 군청소재지까지 농촌중심지에 포함

오형은, 

김용근(2015)
기능

도농통합적 생활권 중심지로 소재지, 주변 마을 주민에게 생활

서비스, 경제, 교통, 통신, 인력교류 등의 혁신거점으로 정의

노세희, 

강인호(2018)
기능

해당 지역의 거주민, 배후 농촌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

간으로 농촌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표 2-2] 선행연구 농촌중심지 개념 및 범위 정리

자료 : 김용진(2018)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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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및 특성

농촌중심지는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규모가 작아 정주(도시) 체계상에서는 

하위에 위치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중·대도시들과 유사하게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김정연 외, 2010). 이에 농촌중심지가 도시와 배후 

농촌지역과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많은 역할과 기능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중심지 기능 및 역할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홍경희(1976)는 농촌지역의 군·읍·면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업종 기능유형

별 보유율을 계산하여 사분위분석을 실시한 뒤 농촌중심지 기능의 계층을 구

분하고, 그것들의 입지에 따라 중심지로서 의미를 해석하였다.

여홍구(1986)는 읍·면 소재지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기능의 집적 성향을 

분석했으며, 1,000명, 3,000명에 따라 출현하는 업종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문종(1997)은 공주시 면 소재지의 기능체 변화 분석을 통해, 존재하는 대

부분의 면 소재지가 기본적인 수준의 농촌중심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업종의 증가와 영세화를 지적하였다.

고영구 외(2003)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의 주요 기능으로서 경

제·행정·정주기능을 정의하였고, 농촌지역으로의 도시화를 저지하는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한상욱 외(2006)는 농촌중심지의 기능으로 상업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교육·금융·사회·복지·농업기능·종교·제조을 수행해야한

다고 정의하였다.

행정안전부(2009)는 배후농촌에 대해 서비스 제공, 농촌과 도시의 완충, 경

제기반의 거점, 교통 및 통신의 결절로 정의하였다.

오형은과 김정연(2014)은 읍·면 소재지는 도시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변 농촌지역, 배후 농촌지역의 거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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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노세희와 강인호(2018)는 농촌중심지의 기본 기능인 생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더불어 배후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 다양한 농촌 경제활동의 중심지

로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농촌중심지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3가지로 배후 

농촌지역 중심지로서의 중심 기능, 농촌 정주생활권 사회 경제적 발전을 자

극하는 거점 기능, 도시지역과 배후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결

절 기능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시, 농촌

중심지 개념에서 기능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중심지 기능 

중에서 녹지에 관련된 기능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었다.

최근 도농교류 확산으로 마을 인구 구성이 다양화되고, 전통적인 농촌 특

성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중심지는 단순히 생활서비스 공급의 중심지

가 아닌 다양한 농촌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속적

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노세희와 강인호(2018)는 기존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과 같은 시설 중심 기능에서 정주·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 지역역량 

강화 등으로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농촌중심지를 거리가 아닌 행정리를 기준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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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농촌지역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1. 농촌지역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

토지이용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토지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활동 또는 그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한 밀도, 유형, 용도 등과 관련되어 있다. 토지이용은 도시적 토지이

용과 농촌형 토지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엄수원 외(2020)는 도시적 토지이

용은 도시 내에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여러 활동 간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이용 잠재력(use potential)이 핵심이 되고, 토지의 외부조건(입

지, 접근성, 환경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며, 농촌형 토지이용은 인간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하는 생산 잠재력(production potential)이 핵심

이 되고 토지의 내부조건(토질, 토양, 토지의 특성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

하고 있다.

현재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기초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과거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로 구

분하고,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

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2003년에 

일원화하여 전국을 [표 2-3]와 같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2003년에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농촌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

적이었다. 하지만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와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 등이 있

다(박시현 외, 2012). 즉,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구역 면적의 50%이상

이 계획관리지역일 경우 구역 일부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

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위를 확대시켰고,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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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유보, 보전으로 용도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시켰다. 이는 농촌지

역에서 계획적 개발행위를 위한 제도적 완화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되며, 자연환경보호지역도 『자연

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해생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등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 하지만 개별적인 법률 내용은 농촌 공간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만 규정하고 있고, 공간적 계획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박시현 외(2012)는 농촌지역에 바람직한 국토계획제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촌 토지이용관련 사항, 취락지구 운영실태, 지구단위계획내용의 농촌특성 

반영, 농촌 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국토계획법과의 연계성 등이 검토되

고 실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이철(2020)은 용도지역상 농촌 공간 대부분

을 차지하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세분화된 관리체

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은 미개발지 또는 도시‧
산업 개발을 위한 ‘빈터’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심재

헌 외(2019)는 농촌다움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 수단과 농촌 공간 저

용도지역 지정대상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

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

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
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표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구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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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 및 보전 적지 평가방법론, 일터로서 농지 감소 

대응 및 통합적 농지 관리, 쉼터로서 산지 감소 대응 및 통합적 산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다.

2. 농촌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농촌지역 공간에 관한 연구에 앞서, 농촌지역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정책

과 연구를 살펴보았다. 현재까지도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계획되어 관리

되는 공간이 일부 읍·면 중심지로 한정되며,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농촌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

고, 특히 늘어난 관리지역을 관리할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난개발이 일어나

고,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이를 보아, 농촌지역에서 녹지공간에 관한 관리체

계가 존재하지 않고, 용도지역과 공원녹지 간의 관계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

이 수립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계획은 좁은 공간에 미래지향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

기 때문에 도시의 사회‧경제‧환경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발

전하였다. 그에 반해보다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에는 도시와 

같은 공간 및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다. 최근 농촌 공간 

인식이 식량 생산의 공간에서 농촌다움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많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고, 농촌은 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창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농촌공간계획에 

관련된 계획‧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다운 경관, 농촌다운 

공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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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녹지 및 그린오픈스페이스의 정의

1. 녹지의 개념 정의

1) 녹지의 개념

녹지의 개념은 법률적 측면과 학술적 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되고 있

다.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지’를 법률 제2조 제5호의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을 말하고,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식생이 자라

는 공간을 의미한다. 법률상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되고,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된다.6)

학술적 정의로 녹지는 크게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포함하는 넓은 범

위의 광의의 개념과 특정 녹지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녹지 비율 등 협의의 개

념으로 구분된다(엄상근, 2008). 협의의 녹지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가 식생으

로 피복된 지반의 의미로 사용되고, 식생 피복지와 식생생육 잠재력이 있는 

지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조현길, 1999; 이관규, 2003). 반면에 광의의 녹지 개

념은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피복되

지 않는 모든 토지 및 수면, 그리고 포장된 도로와 광장 혹은 하천 등 현실적

으로 수림대의 조성이 불가능한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Goodman and 

Freund, 1968). 이는 식물이 자라는 공간과 식물이 없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공

지를 포함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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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정의

국내

김수봉과 

김용수(1992)

현재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가진 지역에 건물이 채워지지 

않은 모든 토지와 물

한국환경과학연

구협의회(1992)

“Open space"로서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피복되지 않은 모

든 토지 및 수면과 포장된 도로, 광장, 하천 등 현실적으로 수림

대의 조성이 불가능한 공간과 수목, 초본 및 농작물 등에 의해 

피복된 토지 혹은 그 잠재력을 구비한 토지

김귀곤(1994)
도시공원과 녹지뿐 아니라 하천, 산림, 농경지, 비오톱까지 포함

한 오픈스페이스 또는 녹화된 공간 모두

안영희(2001)

정원과 같이 소규모로 조성된 개인적인 녹지공간과 가로수, 공

원, 묘지 등의 공공녹지, 농경지와 같은 생산녹지, 산림, 숲과 같

은 자연녹지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김수봉(2004)

그린스페이스를 공원녹지 또는 도시녹지로 지칭하면서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공원 또는 녹지와 같은 제도권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소유에 상관없이 하천, 산림, 농경지, 자투리땅 등의 비제도권 

공원녹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

손용훈과 

윤문영(2011)

독일의 Grünfläche의 개념과 같이 광의의 개념의 녹지를 말하며 

공원녹지, 가로녹지, 단지녹지, 하천녹지 등 이외에 농지 및 수

림지 등을 포함한 개념

신예나(2015)
광의의 녹지 개념을 사용하여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산지, 농지, 

하천등과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한 폭넓은 개념

국외

Tunnard and 

Pushkarev(1963)

구조물이 없는 녹지공간으로서 휴양 및 오락적 이용 측면에서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한 공간

Goodman and 

Freund(1968)

건물 또는 구조물에 의해 피복되지 않는 모든 토지 및 수면과 

포장된 도로, 광장, 하천 등 현실적으로 수림대의 조성이 불가능

한 공간

Bonsignore

(2003)

식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외부공간이며, 자연적, 인위적 공간

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

London 

Authority(2004)

광의의 녹지는 건축물 혹은 구조물보다 현저하게 개발되지 않은 

토지이며 그 범위는 모든 유형의 오픈스페이스로서 공유지, 사유

지, 공적으로 제한되거나 그렇지 않은 공간까지 포함

[표 2-4] 선행연구 녹지의 개념 정리

자료 : 이우성(2010), 신예나(2015)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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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용어 정의

앞서 살펴본 [표 2-4]과 같이 고찰한 문헌을 토대로 각 문헌의 녹지의 개념

을 살펴보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마다 개념과 범위 설정이 개별적이다. 

용어가 공원녹지, 도시녹지,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그린스페이스(Green 

Space) 등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용어는 

다르나 녹지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겹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으

며 연구 진행에 있어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2002년 영국 최초로 전국의 녹지공간을 조사하여 유형을 나누었을 때, 도시

의 오픈스페이스를 녹지공간(Green Space)과 시민 공간으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다.7) 이는 오픈스페이스 범주가 그린스페이스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녹지의 개념이 정의되었던 도시와는 다른 

농촌지역을 대상지로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원녹지 공간보다 자연공간이 더 많은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오픈스페이스의 개념에 녹지의 기능을 하는 의미를 

추가하여 ‘그린오픈스페이스(Green Open Spa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7) Urban Green Spaces Taskfor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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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내외 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그린오픈스페이스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에서

의 녹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국, 내외 문헌에 나타난 다양한 

녹지 유형을 고찰하였다.

1) 국내 문헌 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

국내 문헌에서는 오픈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아닌 녹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

용하며, 목적에 따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살펴보면, 사공정회(2004)

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

공하는 ‘수치토지이용도 분류체계’를 근거자료로 산림지역, 초지, 수역, 시

가화지역 공원녹지, 생산녹지, 시가화지역 대지내 녹지, 교통시설녹지 등 7개

의 항목으로 대분류하였다. 박은진 외(2007)은 사례조사를 통해 도시공원녹지, 

단지 또는 대지 조경녹지, 가로변녹지, 수변녹지 등 4개의 항목으로 대분류하

였다. 엄상근(2008)은 도시민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한정하여 도시녹지, 도시공

원, 광장, 하천, 생활권 녹지, 외부녹지 등 6개의 항목으로 대분류하였다. 이우

성(2010)은 법률적 기준을 바탕으로 공원녹지, 시설녹지, 산림녹지, 생산녹지, 

기타녹지 등 6개의 항목으로 대분류하였다. 민경찬(2013)은 도시민들이 이용하

는 생활권 단위의 녹지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와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로 분류했고,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는 하천녹지, 산책로, 생활

도로, 아파트 녹지, 학교 녹지 등을 포함하였다. 신예나(2015)는 법률적으로 명

시되는 녹지자원 외에 녹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도출하여 활용 가능

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유형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에 미포함 되는 유형으로 나누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미포함 되는 유형은 

산림, 수공간, 농지,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문화재,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2-5]은 위의 내용과 각 문헌에서 분류된 세부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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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문헌 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

국외 문헌에서는 오픈스페이스 및 그린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형

을 분류하였고, 공원녹지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살펴보면, Hough (1971)은 

오픈스페이스 자원을 중심상가 도로변, 주거지 도로변, 공공공지, 골프장, 묘지 

및 교회소유지, 수변, 도로, 철로, 공지 등으로 유형을 소분류까지 세분하여 설

정하였다. Francis(1987)은 기존의 통상적인 오픈스페이스 분류를 포함하고, 커

뮤니티 오픈스페이스, 근린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정원, 중심상가 도로, 

보행로, 장터, 산책로, 미개발 공지, 수변 등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Carr et 

al.(1992)은 공원,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 쇼핑센터, 파머스 마켓, 놀이터, 가로

변, 그린웨이, 도심 속 야생공간, 아트리움, 근린공간, 워터프론트 등 커뮤니티 

공간과 쇼핑센터와 같은 공간도 포함하여 오픈스페이스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CABE space와 London Authority(2009)는 지방도시의 오픈스페이스 전략을 제

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보고서이며, 유형의 분류는 공원과 정원, 어메니티 

녹지, 녹지회랑, 어린이·청소년 녹지, 묘지와 교회용지, 농지‧도시농장 및 시

민농장, 도시외곽의 접근가능한 농촌지역, 도시민 공간으로 지역의 모든 오픈

스페이스를 분류하였다. Dover District Council(2013)은 영국 도버시 오픈스페

이스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기 위해서 만든 시단위 오픈스페이

스 전략 보고서이다. 유형은 자연 및 반자연 개방 공간, 접근 가능한 녹지공

간, 야외 스포츠 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커뮤니티 정원 및 할당 등 크게 5가

지로 도시 내의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각 문헌에서 세부적으로 분류된 유형을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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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공정회(2004) 박은진 외(2007) 엄상근(2008) 이우성(2010) 민경찬(2013) 신예나(2015)

연구의 목적
경관생태적 측면에서 새로운 

녹지연계망 구축모델 도출

녹지의 유형별 설계 방향을 제 

안하여 녹지의 물순환 

기능제고

도시민의 이용성을 반영해 

주거지, 녹지의 배치형태와 녹지 

이용성 간의 관련성 분석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 해 녹지환경 평가 및 

계획방향 설정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를 

이용특성, 물리적 환경을 평가

법률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녹지자원을 발굴하여 활용 

가능성을 고찰

녹지 유형 분류

산림지역

일반산림, 도시자연공원

초지

자연초지

수역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시가화지역 공워녹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원형조성녹지

생산녹지

전답, 수목생산지

시가화지역 대지내 녹지

초‧중‧고교, 대학캠퍼스, 기타 

교육기관, 관공서녹지, 상공 

업건물녹지, 종교건물 녹지, 

고층주택녹지, 일반주 택녹지 

텃밭, 나대지, 운동 시설녹지

교통시설녹지

중앙분리대, 가로변녹지

도시공원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기타 

주제 공원

단지 또는 대지 조경녹지

단독주택 조경, 아파트단지 

조경, 상업지역 조경, 공공 

기관 조경, 학교숲과 조경

가로변녹지

가로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녹도, 

가로공원

수변녹지

하천부지

도시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 

녹지 중 도보권 근린공원 

규모(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도보권 근린공원(3만 

제곱미터) 이상

광장

광장

하천

저수지, 하천

생활권녹지

도보권 소규모 녹지공간

외부녹지

대상지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용이 가능 

한 녹지

공원녹지

도시공원, 유원지

시설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 

녹지, 공공공지 및 광장

산림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 

원, 산림

수변녹지

하천, 호수, 저수지, 습지

생산녹지

논, 밭, 과수원, 기타재배지

기타녹지

학교녹지, 골프장, 건축물 

부속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 

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 

공원, 시설녹지(완충, 경관, 

연결녹지), 

일반녹지(도로변 녹지), 

수벽, 수림대, 마을마당

기타 생활권 공원녹지

하천녹지, 산책로, 

생활도로, 아파트 녹지, 

학교 녹지, 도시 경작지, 

옥상정원, 공개공지

공원녹지기본계획 포함 유형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가로수,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옥상녹화, 

생태통로

산림

산림, 초지

수공간

하천, 호수, 저수지, 습지

농지

논, 밭, 과수원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공공문화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기타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대규모 

운동시설

문화재

문화재 및 주변 

오픈스페이스

특징 및 기준
‘토지피복지도분류 체계’와 

‘수치토지이용도분류 체계’를 

근거자료로 활용

도시 녹지공간을 물순환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류

녹지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도시 

민이 이용 가능한 녹지공간이나 

시설로 한정하여 유형화

학술적, 법률적 기준을 토대로 

녹지 유형 분류

자치구 단위에서 생활형 

공원녹지를 고려해 공공성과 

이용성을 중심으로 분류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관리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

[표 2-5] 국내 문헌 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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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Hough(1971) Francis(1987) Carr et al.(1992) CABE Space, London Authourity(2009) Dover district council(2013)

녹지 유형 분류

중심 상가 도로변

주거지 도로변

공공공지

골프장

묘지, 공공기관, 

교회소유지

사유공지, 건축한계선

수변

도로

철로

공지

상하수도/수자원 관련시설

통경축/경관축

미래 개발 가용지

통상적 분류

근린공원, 놀이터

산책로, 광장

새로운 분류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

근린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정원

중심상가 도로

보행로

장터

산책로

미개발 공지

수변

PUBLIC PARKS

Public/Central Park, Downtown Park, 

Commons, Neighborhood Park, Mini/Vest 

pocket Park

SQUARES AND PLAZAS

MEMORIALS

MARKETS

STREETS

Pedestrian Sidewalks‧Mall, Transit Mall‧R 
estricted Streets, Town Trails

PLAYGROUNDS

Playground, School yard

COMMUNITY OPEN SPACES

Community Garden/Park

GREENWAYS AND LINEAR PARKWAYS

URBAN WILDERNESS

ATRIUM/INDOOR MARKETS

Atrium, Marketplace/Downtown 

Shopping Center

FOUND/NEIGHBORHOOD SPACE

WATERFRONTS

Waterfronts, Harbors, Lakefronts, Beaches

공원과 정원

자연, 반자연 도시녹지

woodlands, urban forestry, scrub, 

grasslands, wetlands, wastelands, 

derelict open land and rock areas

녹지회랑

river, canal banks, cycleways

야외 스포츠 시설

tennis courts, bowling greens, golf 

courses, athletics tracks and school and 

other institutional playing fields

어메니티 녹지

green spaces in and aroung housing, 

domestic gardens, village greens

어린이 및 청소년 녹지

play areas, skateboard parks, basketball 

hoops, hanging out areas, teenage shelters

농지, 공동체공원, 도시농장

묘지, 교회마당

도시외곽의 접근 가능한 농촌지역

도시민 공간

civic and market squares, other hard- 

surfaced areas designed for pedestrians

자연 및 반자연 오픈스페이스

protected nature reserves, common land 

and habitats

접근 가능한 녹지공간

parks and gardens, amenity open space, 

green corridors, village greens, informal 

kick-about areas, informal playable 

space and closed churchyards

야외 스포츠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equipped play space, multi-use games 

area and skate parks

커뮤니티 정원 및 할당

특징 및 기준
‘시가화 된 도시공간’내에서 이용 측면에 따라 녹지를 포함한 

오픈스페이스 자원을 분류

커뮤니티, 쇼핑센터 등의 공간도 

오픈스페이스 자원으로 포함해 유형화

도시의 모든 오픈스페이스를 정의 및 유형화 

하며 공공, 개인적 이용의 특성을 반영함

도보로 접근 가능한 모든 녹지 범주를 

유형화

[표 2-6] 국외 문헌 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

자료 : Mark Francis(2003)에서 재인용, 박은진 등(2007)에서 재인용, 신예나(2015)에서 재인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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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오픈스페이스 범위

앞서 정리한 국내, 외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

린오픈스페이스의 범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2002년 영국의 경우 도시의 모든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하여 새롭게 유형을 

분류했을 때, 오픈스페이스를 크게 녹지공간(Green Space)과 시민 공간(Civic 

Space)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녹지공간(Green Space)은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전제로 하여 공간을 나누었다.

Lachowycz와 Jones(2013)이 정의한 녹지공간(Green Space)은 잔디, 식물 또

는 나무와 같은 자연 식생이 있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도시공원과 같은 건축 환경 특징과 산림 및 자연 보호 구역을 포함

하여 덜 관리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Ambrey와 

Fleming(2014)는 녹지공간(Green Space)을 공공 공원, 커뮤니티 가든, 묘지, 운

동장, 국립공원과 야생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공간적 범위는 농촌중심지

에서 잔디, 나무와 같은 자연 식생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전제로 생활자가 

공개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앞서 [표 2-5]와 [표 

2-6]에서 분류한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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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창군 오픈스페이스 분석

1절. 연구 대상지 분석 : 전라북도 고창군

1. 자연·인문사회 현황

(1) 고창군 기본 현황

전라북도 고창군은 1895년 고창군, 무장군, 흥덕군으로 개칭하였으며, 1941

년 4월 1일 고창군, 무장군, 흥덕군이 통폐합되었고, 1955년 7월 1일 고창면을 

고창읍으로 승격되었다. 고창군 지리적 위치는 [그림 3-1]과 같이 전라북도 서

남단에 위치하여 전남과 전북을 잇는 요충지의 역할을 하며, 정읍시와 부안군

에 접해있다. 또한, 서북쪽은 서해에 면하고, 동남쪽으로는 노령산맥이 이어지

면서 전라남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고창군 행정구역은 1읍(고창읍), 

13면(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면적은 607.72km²

이며, 전라북도 총면적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그림 3-2]와 

같이 구분된다.

[그림 3-1] 고창군 지리적 위치 [그림 3-2] 고창군 행정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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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특성

고창군은 노령산맥의 서부와 접하고 있으며, 동남부와 북부에 일부 분포하

는 산간 지역의 고도가 여타 평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고창군 동부와 북

서부 두 산지 사이에 위치한 고창읍·고수면·성송면·대산면·무장면·공음

면·상하면에 해발고도 100m 미만의 구릉지와 충적평야가 분포하고 있다. 동

남부는 노령산맥이 중첩하여 높은 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북부지역에는 낮

은 평야가 나타난다([그림 3-3] 참조).

고창군 지형은 동남쪽의 표고가 높기에 수계는 대부분 북쪽 또는 서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주진천과 무장천이 합류하여 주요 하천인 인천강을 이루고 있

다. 2016년부터 아산면 주진천, 부안면 용산천, 흥덕면 갈곡천, 해리면 해리천

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수면 고수천, 고창읍 외

정천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장면 죽림천·정거천, 흥

덕면 복룡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저수호안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다층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4]는 저수지와 하천의 분포이며, 주

변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수지가 위치한다.

[그림 3-3] 고창군 경사도 현황 [그림 3-4] 고창군 수계, 저수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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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식생 현황은 [그림 3-5]와 같이 산림식생 군락의 비율이 약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소나무군락이 16.8%로 고창군 산림식생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선운산 도립공원은 남부지방에서 생태적 극상을 이룬 

삼림이 잘 보존된 지역이며, 송악자생지, 동백숲, 선운사극상림, 참당암 송림과 

습지, 풍천 등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그림 3-5] 고창군 식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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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사회환경 특성

2022년 2월 기준으로 총 53,269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라북도 인구 중 약 

3%를 차지하고, 전라북도 내에서 인구 순위는 10위이다. 고창읍 인구는 총 

21,017명으로 [표 3-1]와 같이 고창군 전체 인구 중 39.45%가 거주하고 있어 

고창군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인다. 하지만 [표 3-2]와 같이 1995년 이

후 유아, 청년, 중, 장년층에 걸쳐 모두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읍·면 남자(명) 여자(명) 계(명)

고창 10,405 10,612 21,017

고수 1,138 1,062 2,200

아산 1,327 1,269 2,596

무장 1,342 1,356 2,698

공음 1,212 1,252 2,464

상하 1,161 1,217 2,378

해리 1,319 1,362 2,681

성송 871 886 1,757

대산 1,597 1,614 3,211

심원 1,215 1,209 2,424

흥덕 1,525 1,585 3,110

성내 993 917 1,910

신림 1,045 1,121 2,166

부안 1,291 1,366 2,657

[표 3-1] 고창군 읍․면단위 인구현황

연도 인구(명) 14세 이하 15~64세 65세이상 고령화율(%)

1995 85,173 15,003 59,738 10,432 12.20

2000 74,104 11,439 50,309 12,356 16.70

2005 63,676 8,755 40,569 14,352 22.50

2010 60,861 7,018 37,726 16,117 26.50

2015 60,046 5,820 36,570 17,656 29.40

2020 54,529 4,574 31,173 18,782 34.40

[표 3-2] 고창군 인구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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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총 4가

지로 나뉘고 있으며, 전체면적 607,783,219m² 중 도시지역은 약 5.34%를 차

지하고, 관리지역은 45.17%, 농림지역은 42.3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7.14%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고창읍,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 무장면, 해리면, 흥덕면, 부안면의 읍·면 소재지로 확인되고, 나머지

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다.

[그림 3-6] 고창군의 용도지역 현황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2,461,878m² 274,554,438m² 257,372,135m² 43,394,768m²

5.34% 45.17% 42.35% 7.14%

[표 3-3] 고창군 용도지역 현황



- 39 -

2. 생활권 현황

(1) 생활권 구분

「전라북도 기초생활권 유형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연구」에서 고창

군 기초생활권은 [그림 3-7]과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 고창·부안 기초생활권

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창·부안 기초생활권을 분류한 

기준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생활 여건, 산업경제, 관광, 추진계획 및 사업 총 4

가지 분야를 통해 선정되었고, 고창군 내에서는 1읍 13면으로 고창읍 소재지

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져 있다.

「고창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연구」에서 고창군 권역별 발전 방향은 

[그림 3-8]과 같이 도심권(고창읍, 고수면, 신림면, 아산면), 북부권(부안면, 흥

덕면, 성내면), 서부권(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남부권(무장면, 공음면, 대산면, 

성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설문조사를 통해 도심권은 일터기능

을 강화와 삶터기능 보강, 북부권과 남부권은 일터기능을 강화하고, 서부권은 

일터기능 강화와 놀터기능 보강을 제시하고 있다. 일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농

림어업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도심권의 경우, 서비스업의 보완을 말하고 있고, 

놀터 조성은 체험 및 휴양시설 관련, 삶터 조성은 생활인프라 확충과 관련하

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 두 자료를 통해 고창군의 소·중·대생활권을 분류하면, 고창군의 대생

활권은 고창·부안의 기초생활권으로 말할 수 있다. 고창군에서 도심권에 위

치하는 고창읍 소재지가 중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13면의 면 소재

지와 주변의 배후마을이 소생활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주생활권은 소

생활권과 같은 개념으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배후마을들을 포함하는 범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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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라북도 지역여건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

출처 : 전라북도 기초생활권 유형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 연구 

(2009)

[그림 3-8] 고창군 공간구조 발전방향 조사결과

출처 : 고창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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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및 접근성

고창군은 남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동서로 고창담양고속도로, 서해안면으로 

국도 22번, 내륙을 이어주는 국도 23번 등이 있어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인 교

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림 3-9]는 고창군 읍면별 고속도로 접근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동부권역에 비해 서부권역의 경우 광역적 접근성에 있어서 취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서부권역에 위치하는 면들은 부족

한 생활서비스 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고창읍에 오기에 불편함이 존

재하고,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9] 고창군 읍면별 고속도로 접근시간

출처 : 고창군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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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시설 밀집도

고창군 주요시설 밀집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GIS건물통

합정보를 사용하여 관광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지도화하여 주요시설 밀집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3-10]과 

같이 주요시설은 각 읍·면 소재지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남

부권에 주요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창읍이 중심에 위치하는 동부

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대다수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3-10] 고창군 주요시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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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스페이스 현황

(1) 오픈스페이스 유형 재분류

고창군에 위치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를 분류하기 위해 먼저 2-3장에서 살펴

보았던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표 3-4]는 국, 내외에서 

나타난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나열한 것이다.

국내 오픈스페이스 유형 국외 오픈스페이스 유형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시설녹지

(완충, 경관, 연결녹지)
공원과 정원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

산림 초지 근린공원, 소공원 공유지

하천

(국가, 지방, 소하천)
호수, 저수지, 습지 가로변녹지 산림

논, 밭, 과수원, 기타 

재배지
골프장 초지 하천, 호수, 저수지

운동시설 녹지 초, 중, 고교 운동장 워터프론트 습지

학교녹지, 학교숲 대학 캠퍼스 연안서식처 농경지

기타 교육기관 내 

녹지
건축물 부속 녹지 도시텃밭 시민농장

관공서, 공공기관 

녹지
상공업건물 녹지 야외 스포츠 시설 골프장

종교건물 녹지 녹도, 가로공원 학교운동장 가로수

고층·일반주택 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옥상정원 도시민 공간

자전거도로 문화재 및 주변
어린이 놀이공간 및 

청소년 녹지
장터, 쇼핑센터

생태통로 나대지 묘지, 교회용지 개인정원

옥상녹화 도시 경작지 보행로, 산책로 녹지회랑, 그린웨이

미래개발지 가로수 유휴지 미래개발 가용지

중앙분리대 가로변녹지 주거지 도로변 중심상가 도로변

[표 3-4] 국내·국외 문헌에서 나타난 오픈스페이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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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열되었던 오픈스페이스 유형에서 농촌지역 그린오픈스페이스 공간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도시에서 분류된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인하여 녹지와 

관련된 공간을 추출하였다. 신예나(2015)는 법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

되는 공간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공간은 도시공원, 시설녹지, 옥상녹화, 

녹도, 보행자전용도로, 생태통로, 자전거도로이다.

둘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산림, 초지, 하천, 습지, 논, 밭, 과수원 등의 자연환경

② 학교 녹지, 학교 숲, 초·중·고교 운동장, 대학 캠퍼스, 기타 교육기관 

내 녹지, 관공서, 공공기관 녹지 등의 교육·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③ 고층·일반주택 녹지, 개인정원 등의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④ 상공업건물 녹지, 건축물 부속녹지, 종교건물 녹지, 장터, 묘지, 교통관련 

녹지 등의 기타 오픈스페이스

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같은 대규모 운동시설

⑥ 문화재 및 주변

⑦ 유휴지, 미래개발지, 나대지, 미래개발 가용지 등의 유휴지

정리된 오픈스페이스 유형은 도시지역에서 제시되는 오픈스페이스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하는 농촌지역과는 특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표 

3-5]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는 초기 연구 진행 시 참고

사항으로 분류한 것이며, 최종으로 제시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형이 농촌 특성에 따라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경우 오

픈스페이스 공간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될 수도 있으며, 산림청(2013)에서 제시

되는 생활권마을숲, 전통마을숲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오픈스페이스가 추가될 

수 있다. 즉, 분류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물리적인 특성과 생활자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새롭게 재분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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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분류 오픈스페이스 유형

공원녹지기본계획 

포함 유형

도시공원

시설녹지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가로수 -
옥상녹화 -

생태통로 녹지회랑, 그린웨이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녹도

산림
산림 -

초지 -

수공간
하천, 호수, 저수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습지 갯벌, 염전

농경지

논 -

밭 도시텃밭

과수원 시민농장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초, 중, 고교 운동장, 학교녹지, 학교숲, 

대학 캠퍼스, 기타 교육기관 내 녹지, 

어린이 놀이공간. 청소년 녹지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관공서 녹지, 공공기관 녹지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공동주택, 일반주택 녹지, 개인정원

기타 오픈스페이스

상공업건물, 종교건물 녹지, 도시민공간, 

장터, 묘지, 교회용지, 건축물 부속 녹지, 

교통 관련 녹지

대규모 운동시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재 문화재 및 주변 -

기타 유휴지 나대지, 미래개발지, 유휴지, 미개발공지

[표 3-5] 재설정된 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

(2) 고창군 오픈스페이스 현황

고창군 오픈스페이스 현황을 보기 위해 앞서 분류하였던 오픈스페이스의 구

분을 GIS 상에 지도화하였다. 산림, 수공간, 농경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요소는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추출하였고, 각 읍·면 소재지 내 공원녹지와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문화재 등의 오픈스페이스 요소는 고창군 지적도를 통해 위성

지도와 비교하여 폴리곤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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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수공간, 농경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고창군에 산림, 수공간, 농경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주거지역이 있는 마을 

주변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그림 3-11]은 고창읍의 중심지 주변 GIS 사진이

다. 고창읍 중심지 주변 대지 이용은 대부분 농경지, 산림 등 자연환경이 대부

분 대지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의 공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읍 소재지 내에 작은 면적으로 농경지가 포함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수공간 중 하천의 경우 농경지와 읍소재지를 가로지르는 모습

을 보이고 있고, 저수지는 대부분 농경지와 산림 사이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다.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고창 학원농장의 메밀밭, 청보리밭은 체험

시설로 주변 농경지를 활용하여 고창 거주민, 관광객들에게 오픈스페이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도 제공하고 있다([그림 3-12], [그림 3-13] 참

조). 도시와는 다른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 특성을 사용하여 기존 

농경지의 기능을 벗어나 메밀밭, 청보리밭과 같은 새로운 형태 오픈스페이스 

공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 고창읍 산림, 수공간, 농경지 오픈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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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고창 메밀밭

출처 : https://mnetv.com

[그림 3-13] 고창 청보리밭

출처 : https://blackpt.tistory.com/91

❚ 공원녹지, 문화재,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고창군에 공원녹지는 [표 3-6]와 같이 아산면에 조성된 도립공원을 포함해 

총 22개가 조성되어 있다. [그림 3-14]에서 보이는 고창읍에 대부분 공원녹지

가 조성되어 있다. 아파트, 주택에 관련된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 내 오픈스페이스, 초·중·고등학

교의 학교 운동장 등 교육시설 내 오픈스페이스가 존재한다. 실내체육관, 게이

트볼장, 공설운동장,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운동시설과 기타 오픈스페이스로 

교회와 같은 종교용지, 주차장 공간 등이 있고, 고창읍성과 무장읍성과 같은 

넓은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하는 문화재 및 주변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창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 중심지에는 다양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고, 공원녹지와 같

은 녹지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자연공원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고창읍 - 11 4

흥덕면 - 2 -

아산면 1 - -

대산면 - 2 -

고수면 - 2 -

[표 3-6] 고창군 공원녹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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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고창읍 공원녹지, 문화재,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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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정주생활권과 중심지 분석

1. 도심권

(1) 행정현황

도심권에는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 아산면 총 4개의 읍·면이 포함된다. 면

적은 고창읍은 42.51km², 고수면은 42.58km², 신림면은 40.90km², 아산면은 

74.76km²로 약 200.75km²를 차지하고, 고창군을 기준으로 약 3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고창읍은 21.017명, 고수면은 

2,200명, 신림면은 2,166명, 아산면은 2,596명이 거주한다. 수치로 확인했을 시, 

고창읍에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고, 아산농공단지가 있는 아산면이 인구가 많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개의 읍·면 중 도심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

는 곳은 고창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5] 도심권 행정현황 및 중심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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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창읍 중심지의 용도지역

고창읍은 고창군 도심권에서의 중심 거점으로 각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다. [그림 3-16]와 같이 용도지역을 살펴보

면, 주거지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지정되고,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

산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적을 확인했을 시, 고창읍 중심지의 도시계획구역은 

14.33km²로 적은 면적을 보이고, 녹지지역이 11.92km²로 대다수 면적을 차

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심지 내에 공업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녹지지역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3-17]을 보면, 도시공원이 녹지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연녹

지지역 내에 농경지가 위치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배후마을과 창고, 공장 등 다

양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고창 공설운동장, 석정힐CC와 같은 대규모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녹지지역과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논과 밭 등의 농경지들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6] 고창읍 중심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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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고창읍 중심지 위성사진

(3) 생활 서비스 시설 현황 및 마을 모습

고창읍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다양한 생

활 서비스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교육시설인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7개의 시설과 10개의 어린이집이 제공되고 있고, 공공시설은 고창군청,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고창경찰서, 고창우체국, 고창군법원, 청소년문화센터, 

교육지원청,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기업은행 등의 금융시설이 읍내 곳곳에 위치하고, 다양한 

음식점과 편의점, 마트,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상업지역 내에 

고창 공용 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고창전통시장이 위치한다. 고창읍에는 동리

시네마와 고창 판소리 박물관, 군립도서관이 면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문화생

활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문화재로는 고창읍성이 있고, 공원

으로는 총 7개로 고창읍성 앞의 모양성 공원, 자유중학교 위쪽으로 생활체육

테마공원,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근린공원, 2개의 월곡공원, 월곡1공

원, 웰파크시티의 외정공원이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체육시설로는 고창군 

공설운동장과 바로 옆에 군립체육관, 야구장과 축구장을 포함한 고창스포츠타



- 52 -

운이 있고, 청소년 문화센터 옆으로 실내체육관이 제공되고 있다([그림 3-18] 

참조).

[그림 3-18] 고창읍 중심지 생활 서비스 시설 현황

고창읍의 풍경은 농촌의 모습보단 도시의 모습에 가깝다.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깔끔히 정리된 상점의 외관, 5층 정도 높이의 건물과 아파트, 많은 녹지

공간, 정돈된 가로수 등 여유로운 읍내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 도로도 깔끔

하게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주도로와 골목길의 수많은 불법주차가 좋지 않은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19] 참조).

a : 고창읍 주도로 풍경
출처 : 2022.05 카카오맵 로드뷰

b : 골목길 불법주차 모습
출처 : 2022.05 카카오맵 로드뷰

[그림 3-19] 고창읍 중심지 마을 모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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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창읍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고창읍 중심지는 도시계획구역 주변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지

방하천인 고창천은 고창읍 중간을 가로질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활자가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두었다. 고창읍 중심지는 면적이 넓고,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요소가 있어 고창천을 중심으로 3면으로 나누어 확인하

였다.

첫째, [그림 3-20]과 같이 고창천 북쪽은 산림, 공공시설 내 오픈스페이스, 

교육시설 내 오픈스페이스,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종교용지, 공원, 체육용

지, 주차장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고창군청, 교육지

원청과 같은 공공시설에 녹지가 포함된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초·중·

고등학교의 운동장과 같은 넓은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4개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거시설 내에 놀이터, 공터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제공되고, 종교용지 내 건물을 제외하고 주차장과 함께 오픈스페이스가 제공

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근린공원과 체육공원도 오픈스페이

스 역할을 제공한다([그림 3-21] 참조).

[그림 3-20] 고창읍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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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창군청 오픈스페이스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b : 고창고등학교
출처 : https://blog.naver.com/naruluiha

c : 고창읍내휴먼시아아파트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d : 고창중앙교회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e : 근린공원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f : 생활체육테마공원
출처 : 디지털고창문화대전

[그림 3-21] 고창읍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사진(1)

두 번째, [그림 3-22]와 같은 고창천 남쪽은 북쪽보다 제공되는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시설 내 오픈스페이스 면적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

신 문화재로 분류되는 고창읍성이라는 큰 오픈스페이스와 그 앞에 조성된 모

양성 공원, 월곡 1공원 등 면적이 넓은 범위의 오픈스페이스가 많은 녹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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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제공되고 있다([그림 3-23] 참조).

[그림 3-22] 고창읍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현황(2)

a : 고창읍성
출처 : 디지털고창문화대전

b : 모양성 공원(전경)
출처 : 2021.06 연구자 촬영

c : 월곡 1공원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d : 고창육아종합지원센터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그림 3-23] 고창읍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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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3-24]와 같은 고창천 동쪽은 웰파크시티가 조성된 곳으로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와 공설운동장, 골프장, 공원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가 제공되고 있다. 웰파크시티 내 석정온천휴스파, 석정힐CC, 외정공원, 아파

트 단지 내에 녹지가 포함된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제공되고 있고, 고창군 공

설운동장은 운동장, 야구장 외에 이용자들이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운동장 뒤로 마련되어 있어 체육 공간과 녹지공간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5] 참조).

[그림 3-24] 고창읍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현황(3)

a : 외정공원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b : 공설운동장 녹지공간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그림 3-25] 고창읍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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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부권

(1) 행정현황

북부권에는 부안면, 흥덕면, 성내면 총 3개의 읍·면이 포함된다. 면적은 부

안면은 53.30km², 흥덕면은 33.27km², 성내면은 30.83km²로 약 117.40km²

를 차지하고, 고창군을 기준으로 약 19.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부안면은 2,657명, 흥덕면은 3,110명, 성내면은 1,910명

이 거주한다. 수치로 확인했을 시, 흥덕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성

내면이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다. 따라서 북부권의 3개의 면 중 중심지 역

할을 하는 면은 흥덕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6] 북부권 행정현황 및 중심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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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덕면 중심지의 용도지역

[그림 3-27]을 보면, 흥덕면 중심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도

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면적을 확인했을 시, 도시계획구역은 3.01km²

의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녹지지역이 2.36km²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27] 흥덕면 중심지 용도지역

[그림 3-28] 흥덕면 중심지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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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을 보면, 도시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녹지지역이 주

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녹지지역 내에 농경지가 위

치한다. 도시계획구역 주변으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에는 흥덕농공단지, 창고, 배후마을 등이 조성되어 있다.

(3) 생활 서비스 시설 현황 및 마을의 모습

흥덕면 중심지도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교육시설은 흥덕초등학교, 흥덕중학교, 고창북고등학교 총 3개가 있고, 공

공시설은 119안전센터, 파출소, 우체국, 종합터미널, 행정복지센터 등의 시설이 

제공된다. 금융시설인 농협, 신협이 면 소재지 중심에 위치하고, 의료시설인 

흥덕보건지소가 흥덕초등학교 옆으로 위치한다. 상업지역 내에 편의점, 병원, 

흥덕전통시장, 하나로마트, 흥덕할인마트, 음식점, 세탁소, 철물점 등의 편의 

시설이 위치한다. 녹지공간은 배풍산 근린공원과 행정복지센터 옆의 운동시설

이 포함된 작은 공원, 고창북고등학교 앞의 작은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

한, 흥덕문화복지관, 흥덕면 농업인상담소 등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도 위치

하고, 마을의 입구에 주유소가 있다([그림 3-29] 참조).

[그림 3-29] 흥덕면 중심지 생활 서비스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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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면 중심지의 전체적인 풍경은 마을 정비사업을 통해 깔끔한 모습을 보

여주고 있으며 건물의 높이는 낮고, 가게들이 일렬로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고, 마을이 구릉지로 되어 있어 일부 구간

에 경사들이 존재한다. 또한, 면 소재지 내 4개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들이 길가에 주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

로의 경우 일부 구간에는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만, 주도로를 제외하고는 차도

만 있을 뿐 인도는 볼 수 없다([그림 3-30] 참조).

[그림 3-30] 흥덕면 중심지 사진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흥덕면 중심지는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

도록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생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마을의 풍경은 깔끔하지만, 불법주정차가 많고, 보차분

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골목이 많아 산책 및 도보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4) 흥덕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흥덕면 중심지는 북서쪽으로 배풍산이 위치하며, 중심지 주변으로 논, 밭과 

같은 농경지 등이 펼쳐져 있고, 동남쪽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 흥덕면 중심지

의 오픈스페이스 유형은 [그림 3-31]와 같이 공공시설 내 오픈스페이스, 교육

시설 내 오픈스페이스,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공원, 종교용지 등이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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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흥덕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현황

흥덕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요소는 교육시설인 학교 운동장이 마을의 입

구, 마을의 중심, 배풍산 앞 총 3개소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면적이 크고,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을 

분산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면 소재지 안쪽으로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인 저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는 행정

복지센터의 쉼터로 확인할 수 있다. 공원녹지는 행정복지센터 옆 흥덕문화마

을 공원과 배풍산 체육근린공원이 위치한다. 기타 오픈스페이스로 종교시설인 

벧엘교육관 시설 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조성되어 있

다. 마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이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공영주차장 내 마을 정

자와 같은 공간들로 볼 수 있다. 흥덕면 중심지의 특징 중 하나는 행정복지센

터 주변의 흥덕문화마을과 배풍산 주변 외곽 주택의 거주민들이 개인 정원과 

텃밭을 가꾸어 아름다운 전원주택의 경관을 만든 것이며, 이는 녹지에 관한 

수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그림 3-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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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흥덕초등학교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b : 배풍산 체육근린공원
출처 : 디지털고창문화대전

c : 경로당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d : 주택정원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e : 벧엘교육관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f : 공원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그림 3-32] 흥덕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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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부권

(1) 행정현황

남부권은 무장면, 공음면, 대산면, 성송면 총 4개의 면이 포함된다. 면적은 

무장면은 43.78km², 공음면은 50.06km², 대산면은 43.84km², 성송면은 36.2 

6km²로 약 173.94km²를 차지하고, 고창군을 기준으로 약 28.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무장면은 2,698명, 공음면은 

2,464명, 대산면은 3,211명, 성송면은 1,757명이 거주한다. 수치를 확인했을 시, 

대산면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성송면이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와 잠재적인 자원을 고려하여 남부권의 4개의 

면 중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면은 무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3] 남부권 행정현황 및 중심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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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장면 중심지의 용도지역

[그림 3-34]을 보면, 무장면 중심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도

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면적을 확인했을 시, 도시계획구역은 2.06km²

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녹지지역이 1.70km²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4] 무장면 중심지 용도지역

[그림 3-35] 무장면 중심지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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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를 보면, 고창읍·흥덕면 중심지처럼 녹지지역이 마을을 둘러싸

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나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

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흥덕면 중심지와 같이 배후마을과 창고, 

공장 등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이용되고 있다.

(3) 생활 서비스 시설 현황 및 마을의 모습

무장면 중심지도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교육시설은 

무장초등학교, 영선중학교, 영선고등학교 총 3개소가 있고, 공공시설인 119안

전센터, 파출소, 우체국이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입구에 보건지소와 주유소가 

위치한다. 터미널과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위치하고, 옆으로 테니스장이 위치한

다. 금융시설인 농협, 신협이 중심에 위치하고, 농협과 하나로마트가 함께 위

치한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 외에 카페, 음식점, 철물점, 마트,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무장재래시장 옆으로 의료시설이 위치한다. 문화재인 무

장읍성과 보건지소 옆으로 아이들을 위한 무장 모두 놀이터가 있고, 마을 주

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체육 문화센터가 위치한다([그림 3-36] 참조).

[그림 3-36] 무장면 중심지 생활 서비스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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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면 중심지 풍경은 대부분 낮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을 정비사업으

로 인해 깔끔한 간판과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골목에 있는 주

거지는 경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많다. 마을의 주도로에 차도와 인도

가 분리되어 있지만, 일부 도로에만 가로수가 심겨있으며, 현재 심겨있는 가로

수도 전정으로 인해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흥덕면

과 같이 면 소재지 내에 2개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주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있다. 현재 무장면 행정복지센터와 무장

터미널 사이에 생활자를 위한 작은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무장읍성 또한 

서쪽을 복원하는 중이다([그림 3-37] 참조).

[그림 3-37] 무장면 중심지 사진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무장면 중심지는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좁지만, 교육, 의료,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들이 다 제공되고 있다. 또한, 마을에 추가적인 녹지공간을 조성

하는 등 주민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도로의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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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마을 골목 내 주거 정비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무장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무장면 중심지는 흥덕면과 비슷하게 주변에 논, 밭과 같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무장초등학교와 무장체육문화센터 사이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 오픈스페

이스 유형은 [그림 3-38]과 같이 공공시설 내 오픈스페이스, 교육시설 내 오픈

스페이스, 문화재, 체육용지, 종교용지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8] 무장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현황

무장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요소는 고창읍, 흥덕면에 비해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넓은 면적을 가진 공간은 학교 운동장과 문화재인 무장읍성으로 

확인되고, 무장읍성 옆으로 공공시설 내 오픈스페이스인 행정복지센터가 위치

한다. 마을 내에는 대부분 낮은 주택이고, 텃밭과 같은 작은 공간들이 조성되

어 있다. 체육용지는 무장체육문화센터와 게이트볼장이 위치하고, 경로당과 마

을회관을 포함하여 총 4개소가 위치한다. 특별한 장소로는 지암수목원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는 조경수를 판매하는 수목원으로 마을 내 특별한 경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3-39] 참조).



- 68 -

a : 무장읍성
출처 : 디지털고창문화대전

b : 무장초등학교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c : 텃밭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d : 정거리 마을회관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e : 무장면 행정복지센터
출처 : 2021.12 연구자 촬영

f : 무장체육문화센터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그림 3-39] 무장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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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부권

(1) 행정현황

서부권은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총 3개의 면이 포함된다. 면적은 상하면은 

33.03km², 해리면은 39.53km², 심원면은 39.83km²로 약 112.39km²를 차지

하고, 고창군을 기준으로 약 18.5%의 면적을 차지한다. 인구는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상하면은 2,378명, 해리면은 2,681명, 심원면은 2,424명이 거주한다. 

수치로 확인했을 시, 해리면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상하면에 가장 적게 거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와 잠재적인 자원을 고려했을 시, 

서부권의 3개의 면 중 중심지 역할을 하는 면은 상하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40] 서부권 행정현황 및 중심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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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면 중심지의 용도지역

[그림 3-41]을 보면, 상하면 중심지는 앞선 고창읍·흥덕면·무장면의 중심

지와 다르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중심지의 용도지역이 지

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1] 상하면 중심지 용도지역

[그림 3-42] 상하면 중심지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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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면 중심지에 필요한 면사무소, 보건소, 학교, 

은행, 시장, 실내체육관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은 

조성되어 있다. [그림 3-42]를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논, 밭 등 농경지가 포

함되고 있고, 주변에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지정되어 인접해 있다.

(3) 생활 서비스 시설 현황 및 마을의 모습

상하면 중심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으

로 지정된 공간이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은 제공되고 있다. 

교육시설은 상하초등학교, 상하중학교 총 2개소가 위치하고, 공공시설인 상하

보건진료소, 상하치안센터, 상하우체국, 상하면사무소가 한 곳에 함께 위치한

다. 공공시설 아래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상하실내체육관과 상하 

파크골프장이 위치하고, 상하복지회관이 위치한다. 또한, 면 소재지 중심에 새

마을 금고, 농협, 하나로마트, 상하정기시장, 상하주유소 등의 주요 생활 서비

스 시설이 제공되고 있고, 새마을 금고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철물점, 세탁소 

등의 시설이 위치한다([그림 3-43] 참조).

[그림 3-43] 상하면 중심지 생활 서비스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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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면 중심지 풍경은 낮은 건물들이 일렬로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원해주는 마을이기 때문에 낮지만 깔끔한 

간판들과 건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하면의 차도와 인도는 제대로 분

리되어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2개소만 있어 길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있고, 그늘을 만드는 가로수가 주도로에 식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길가에 가

게의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 경관적으로 문제가 되고, 통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그림 3-44] 참조).

[그림 3-44] 상하면 중심지 사진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상하면 소재지는 제공되는 생활 서비스 시설의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면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인구의 수도 적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

는 시설은 체육시설인 상하 파크골프장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제공되는 시설

보다 고차원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창읍 소재지나 타 

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그린오픈스페이스 현황

상하면 중심지는 마을 내부에 논, 밭과 같은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학

교 앞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 오픈스페이스 유형은 [그림 3-45]와 같이 공공

시설, 교육시설 내 오픈스페이스, 체육시설, 종교용지 등의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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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상하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현황

상하면 중심지는 다른 면 소재지와 다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오픈

스페이스 요소가 매우 적지만 읍·면 중심지에 필수적으로 위치하는 학교 운

동장과 행정복지센터의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있다. 상하면의 실내체육관과 외

부의 넓은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있고, 마을회관의 공간이 있다. 오픈스페이스 

위치를 보면 마을 내부의 건물이 많은 곳이 아닌 논, 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6] 참조).

a : 상하초등학교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b : 상하실내체육관 외부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그림 3-46] 상하면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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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종합분석

1. 생활권 중심지 용도지역

고창군 지역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창군 생활권의 읍·면 중심지 용도지

역을 확인하였다. 용도지역을 확인했을 시, 기본적인 농촌중심지 역할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

반적인 도시지역과 비교했을 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이 농촌중심지를 감싸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녹지지역과 바로 인접하여 계획관리지역, 농

림지역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하면의 경우, 면 중심지임에도 불

구하고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성사진을 확인했을 시, 주거지역에 공원녹지가 포함되어 있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논, 밭과 같은 농경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내에 공원녹지기본계획 범위의 공간들이 포함되고, 논, 

밭과 같은 농경지는 농림지역 또는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되지만, 농

촌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고창군은 공간 계획이 부재하여 일반적인 도시지역과 비교했을 

시, 용도지역 내에 공간들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녹지지역 내에 

논, 밭과 같은 농경지가 포함되고, 추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

성이 있는 곳인 계획관리지역에도 논, 밭과 같은 농경지와 공장, 창고, 배후마

을, 체육시설, 학교 등의 시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린오픈스페

이스도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계획적으로 조성 및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창군의 읍·면 중심지는 자연지역이 주거지역

과 상업지역을 감싸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특성에 맞춰 그린오

픈스페이스 조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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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고창군 오픈스페이스 분포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고창읍, 흥덕면, 무장면, 

상하면 중심지의 오픈스페이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창읍 중심지의 오픈스페이스 유형은 도시지역만큼 다양하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창읍성, 월곡1공원, 학교운동장, 체육공원 

등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오픈스페이스 요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생활자

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성 또한 좋은 것으

로 확인된다. 하지만 고창읍성 뒤편의 노동저수지, 고창자연마당, 고창군 공설

운동장처럼 읍 중심지 외곽에 위치하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두 번째, 흥덕면 중심지는 학교 운동장이 마을 전체에서 접근하기 용이하게 

분포되어 있고, 마을의 입구와 배풍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경로당

과 마을회관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있고, 저층아파트가 있지만 놀이터 같은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점은 행정복지센터 근처, 배풍산 주변의 전원

주택들과 흥덕문화마을로 인해 주택 내에 사적인 정원, 텃밭이 존재하며, 이는 

농촌 마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오픈스페이스 관점에서 잠재

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및 관리가 부족하여 경관유해시설로 보

이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세 번째, 무장면 중심지는 문화재인 무장읍성과 무장초등학교, 영선중학교, 

영선고등학교의 학교 운동장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마을 내부에는 마을회

관, 경로당과 주택 사이의 텃밭들이 있고, 공원녹지가 없다. 마을 내부에 버려

진 공간을 이용하여 생활자를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상하면 중심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면적이 큰 학교 운동장과 체육용지가 논, 밭과 같은 농경지와 접해있고, 생활

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정자와 같은 작은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많이 없

다. 마을 내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그 공간에 소규모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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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과 같은 넓은 면적의 녹지를 포함한 오픈

스페이스가 각 읍·면 중심지마다 위치하고,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은 주민들

의 커뮤니티 시설과 마을 공간 내의 버려진 공간에 잠재적인 오픈스페이스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시와 공간의 유형은 다르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공간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표 3-7]은 농촌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유형(중분류) 소분류

고창읍

중심지

공원녹지
근린공원, 월곡공원, 월곡1공원, 모양성 

공원, 외정공원, 체육테마공원 등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학교 숲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군청,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도서관, 유아종합지원센터 등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아파트 녹지, 주택 녹지(텃밭, 정원)

기타 오픈스페이스
실내외 체육시설, 종교용지, 주차장, 

공설운동장 등

문화재 및 주변 고창읍성

흥덕면

중심지

공원녹지 배풍산 체육공원. 공원(흥덕문화마을)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학교 숲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아파트 녹지, 주택 녹지(텃밭, 정원)
기타 오픈스페이스 종교용지, 주차장

문화재 및 주변 -

무장면

중심지

공원녹지 -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학교 숲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주택 녹지(텃밭, 정원)

기타 오픈스페이스 주차장, 체육문화센터

문화재 및 주변 무장읍성

상하면

중심지

공원녹지 체육테마공원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학교 숲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주택 녹지(텃밭, 정원)

기타 오픈스페이스 주차장

문화재 및 주변 -

[표 3-7] 농촌중심지 오픈스페이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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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별 오픈스페이스 특징

앞선 분석에서 고창군 읍·면 중심지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

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따라서 읍·면 중심지의 도시지역과 계획

관리지역의 오픈스페이스 특징을 분석하였다.

(1) 도시지역

고창읍 중심지는 도시지역처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종교용

지, 체육용지, 공원녹지, 문화재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주변에 오픈스페이스 요소가 분포하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공원녹지가 분배되어 위치한다. 산림과 하천, 초지, 논, 밭 등의 경

우는 녹지지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흥덕면 중심지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공공기관 내 오픈

스페이스, 교육기관 내 오프스페이스, 종교용지, 공원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가 분포하고 있다. 고창읍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오픈스페이스는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고창북고등학교가 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무장면 중심지는 도시지역에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교육기관 내 오픈

스페이스, 종교용지, 체육용지, 문화재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분포하고 있다. 무

장면은 특이하게 주거지역 내에 행정복지센터와 마을 내 텃밭만 포함된다. 학

교 운동장과 체육용지, 문화재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녹지지역에 분포하고 있

으며, 주변의 논, 밭과 함께 가까이 인접해 있다.

(2) 계획관리지역

고창읍 중심지는 계획관리지역에 고창군 공설운동장과 웰파크시티, 종교용

지, 산림, 하천, 논, 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과 농경지의 자연적인 오픈스



- 78 -

페이스와 대규모 운동장, 골프장,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가 토지 용도의 구

분이 없이 하나의 용도지역에 속해서 분포되어 있다.

흥덕면 중심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농공단지 주변 녹지, 산림, 논, 밭, 과수원

을 포함하고 있다. 무장면 중심지의 계획관리지역은 논, 밭, 초지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하면 중심지는 도시계획구역 없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 운동장, 체육용지, 행정복지센터, 논, 밭, 하천, 산림, 종교용지 등

이 오픈스페이스 요소로 분포되어 있다. 면적이 큰 오픈스페이스 요소가 제공

되고 있고, 소규모의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3) 소결

고창군의 읍·면 중심지 도시계획구역에 나타난 오픈스페이스 유형은 실제 

도시지역에 비해 적은 면적과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

녹지의 경우 일반적인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으로 포함되지만, 연구 대상지

를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 녹지지역과 관계없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녹지지역에 공원녹지 공간보다 논, 밭과 같은 농경지가 다수 포함되

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학교 운동장, 행정복지

센터, 체육용지와 같은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시지역보다 수와 

유형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파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밭, 산림, 하천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에 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창군의 용도지역에 관한 

공간 및 관리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유형이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논, 밭, 하천, 산림, 구릉지 등의 자연환경이 바로 인접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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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픈스페이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8]은 앞서 확인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오픈스페이스 유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4장에서 각 읍·면 소재지 생활자들의 조사를 통해 고창

군의 그린오픈스페이스의 유형 분류 및 정의를 내린 후, 농촌지역의 그린오픈

스페이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

분류 오픈스페이스 유형(중분류) 소분류

주거지역

공원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아파트 녹지, 주택 녹지(텃밭, 정원)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학교 숲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군청, 읍·면 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오픈스페이스 종교용지, 주차장, 체육용지

상업지역
문화재 및 주변 고창읍성

기타 오픈스페이스 주차장

녹지지역

공원녹지 근린공원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주택 녹지(텃밭, 정원)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학교 녹지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면 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오픈스페이스 주차장

문화재 및 주변 무장읍성

자연환경 산림, 하천, 저수지, 농경지(논, 밭), 구릉지

계획관리지역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주택 녹지(텃밭, 정원)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면 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오픈스페이스
실외 체육시설, 골프장,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주변 녹지

자연환경 산림, 농경지(논, 밭), 구릉지

[표 3-8]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오픈스페이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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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창군 생활자 분석

1절. 인터뷰 개요

1. 인터뷰 대상 기준

농촌지역도 도시와 같이 각 읍·면 중심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지역거주민

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

다. 첫째로 지역거주민은 고창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나오는 라이프스타일과 

농촌지역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오래된 공간들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타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휴게시간에 이용하는 공간, 

근무지 주변에 필요한 새로운 공간에 관한 내용이 도출될 수 있다. 셋째로 귀

농·귀촌인은 도시에서 거주하다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이지만 다

른 라이프스타일과 이동패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정돈된 녹지공간

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새로운 공간 유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

터뷰 대상자는 지역거주민, 귀농·귀촌인, 지역생활자 모두를 포함하여 인터뷰 

대상지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인터뷰 대상지

앞서 3장에서는 GIS와 현장 조사를 통해 고창군 오픈스페이스 분포와 현황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생활권인 고창읍 중심지에는 다양한 유형이 분포하

고 생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소생활권인 흥덕면 

중심지, 무장면 중심지, 상하면 중심지에는 마을 내에 필수적인 오픈스페이스 

유형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생활권에서 생활자의 라이프스

타일과 실제로 이용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알아보고자 흥덕면·무장

면·상하면 중심지에서 생활하는 생활자에게 심층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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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조사 항목

생활자 인터뷰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농촌지역 생

활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이동패턴을 조사하였고, 두 번째로 정주생활권 단위에

서 이용하고, 인식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적 인터뷰 세부 내용으로 생활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서 생활 습관과 농촌 마을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였고, 여가시간, 휴게시

간에 방문하는 공간, 방문하는 목적, 방문 방식, 개선점, 불편 사항에 관해 질

문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이용하고, 인식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조

사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자주 이용하는 녹지공간 유형, 방문 빈도, 방문 목

적, 개선점, 불편 사항, 마을 내에 필요한 녹지공간 유형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터뷰 시, 생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오픈스페이스라는 단어 대신 녹지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분류 조사 항목 세부 조사 항목

라이프스타일 

조사항목
여가·휴게 시간 시

방문하는 공간

방문하는 목적

방문하는 방식

방문하는 지역

개선점 및 불편사항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조사항목

여가·휴게 시간 시

방문하는 녹지공간 유형

방문하는 목적
방문하는 빈도

방문시 체류 시간
개선점 및 불편사항

정주생활권 단위 내 조성되었으면 하는 녹지 공간 유형

[표 4-1] 인터뷰 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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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라이프스타일 및 이동패턴

1. 라이프스타일

(1) 농촌지역에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

농촌지역은 예부터 마을 사람과 마을의 모든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쉬운 예로 품앗이와 두레가 있다. 품앗이는 파종, 밭갈이, 논

갈이, 모내기 등의 농사일과 집짓기와 수리 등 생활할 때도 마을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농촌 마을의 문화이다. 두레는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농촌 

주민들이 마을 또는 부락 단위로 둔 공동 노동 조직이다. 즉, 농촌지역에서는 

넓은 면적의 농경지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마을의 주요 활동에 마을 사람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그림 4-1] 참조).

특히 품앗이와 두레 등의 문화가 마을의 농사일을 함께하는 것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었

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동체적 성격의 문화가 사라지고 개인적인 성격의 

문화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유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

존주민의 경계심과 폐쇄적인 성향 때문이다. 둘째로 젊은 사람이 하는 농사일

은 경작지의 면적이 매우 넓어 마을 사람과 함께하기보다는 기계를 이용하여 

혼자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4-1] 두레와 품앗이

출처 : https://hhcho1999.tistory.co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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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농촌지역에는 품앗이라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어요. 이 품앗이가 좋은

게 마을 일도 같이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다 같이 챙겨주는 인심 좋은 농촌 마을의 모습을 보여줬죠. 시골 인

심이라는 말도 공동체 문화가 있어서 생긴 말이죠.”(응답자 A)

 “최근에 보면 농촌 마을에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

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부모님 생신일 때는 집에서 음식을 해서 마을 사람들

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고 축하했다면, 최근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외식하

고, 집에 와서 조용히 잠만 자고 가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

들이 적으면 5만평, 많으면 10만평 정도 넓이의 땅에 사람을 쓰질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니 더더욱 개인적인 문화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요.”(응답자 A)

개인적인 성격의 문화가 농촌지역에도 자리 잡으면서 함께하는 생활이 익숙

했던 농촌 마을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하면 하장리 한 마을에서 

만난 부녀회장 얘기에서 공동체 문화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 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부분 나이가 많고, 농사일만 하고 살

아오셨어요. 그래서 농촌 마을이 더 낙후되고 발전이 없었겠죠. 저도 부모님이 

이곳에 거주하고 계셔서 귀촌했는데, 마을을 살펴보니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마을도 너무 낙후되서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다행히 젊은 분들이 마을에 많이 이사오셔서 젊은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마

을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밥도 먹고, 일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죠. 또, 제가 풍물 

자격증이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풍물도 가르쳐 드리고, 마을 행사처럼 풍물하면

서 마을 한 바퀴를 돌기도 했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하니까 정말 어

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구요.”(응답자 B)

상하면 중심지 5분 거리의 작은 마을에 공동체 문화가 소멸되어 활기가 사

라지던 농촌 마을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마을 사람들을 함께 모아 점심을 

먹고, 풍물을 치는 마을 행사도 하니 다시금 활력이 돋기 시작했다. 과거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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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역은 공동체 문화를 통해 경제활동과 여가문화를 함께 즐기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공동체 문화를 이

어갈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해지

고 있으며, 개인적인 성격의 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농촌지역에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촌 마을의 하루

농촌 마을의 하루는 농사가 주 직업인 분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일찍부터 시작된다. 새벽 일찍부터 집에서 나와 자신이 일해야 하는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출발해서 가운데 새참을 먹어가며 이른 저녁 전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 농번기 등 논, 밭일이 매우 많을 때는 더 오랜 시간 일하기도 하고, 

대신 무더운 여름날에는 어르신이 많은 농촌이니까 마을회관, 노인당 등의 공

간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주며 무더위를 피하게 해준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요.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새벽

에 마을 사람들이 불쑥 불쑥 찾아와서 놀랬어요. 그리고 일찍 일을 시작해서 일

찍 일을 끝내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는 밤이 일찍 찾아오죠. 그래서 도시와는 다

른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고, 농촌 마을의 밤이 일찍 어두워지죠.”(응답자 A)

도시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고, 정해진 직장에 정해진 시간에 다니기 때

문에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유를 즐길 수 있지만, 농촌 마을은 농사의 일 특성

상 해가 뜨는 시간에 시작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하기 때문에 도시

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농촌 마을에는 농

사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하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농촌 마

을 밤이 늦어지고 있고, 여유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여가시간에 이용할 수 있

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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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패턴

흥덕면, 무장면, 상하면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는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기

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제한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더 많

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읍 지역 또는 타지의 시내로 이동한다. 흥덕면의 경우 

고창읍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고, 무장면의 경우 고창읍과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광주 시내로 많이 이동하고, 상하면의 경우 고창읍과 서쪽의 상하농원, 

구시포항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저는 친구들 만날 때나 산책, 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고창읍으로 가는 

편이예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흥덕면에는 젊은 인구도 별로 없어서 제가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흥덕면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읍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응답자 D)

 “저는 아이가 있어서 여가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예요. 보통은 마을 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려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나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공간을 가고 싶어 하면 고창읍 또는 광주시내

로 나가는 편이예요. 제가 사는 마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없어서 

차량을 타고 외부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응답자 E)

 “저는 일이 있으면 보통 읍내를 나가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방문할 때는, 

아무래도 상하면에서는 상하농원, 구시포항 쪽이 맛집과 카페 등이 많고, 가깝

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예요.”(응답자 B)

흥덕면은 고창읍 다음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주변의 부안면, 신림면, 성내면

에서 점심에 식사하러 오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 중심지 생활자가 읍

내와 타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 면 중심지 내에는 생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와 문화 시설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녹지공간도 마찬가지이다. 고창읍 지역에는 공원,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고

창읍성 등 다양한 공간들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면 중심지 단위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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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의 기본적인 녹지공간이 제공되고 있지만, 고창읍 지역

과 타지에 비해 적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휴게시간이나 여가시간에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또는 자

연적인 공간을 많이 방문하는 편이예요. 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무장면에는 

무장읍성을 제외하고 다양한 공간이 많이 없어서 주로 구시포항, 동호해수욕장, 

선운산 또는 심원면 쪽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예요.”

(응답자 F)

 “저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을 때, 아무래도 면 소재지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운곡 람사르습지, 고인돌 공원과 같은 곳을 방문해요.”(응답자 

G)

 “저는 고창읍에서 일하고, 거주는 상하면에서 하고 있어요. 평소 여가시간에

는 아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주 가는 편이예

요. 하지만 제가 사는 마을에는 학교 운동장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상하농원, 학원농장의 청보리밭 등의 넓은 

공간이 있는 곳으로 대부분 가는 편이예요.”(응답자 H)

위의 인터뷰와 같이 여가시간에 대부분 자연적인 공간을 많이 방문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거주지에 위치하는 녹지공간을 가는 것보다 아이들

이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곳, 자전거와 같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방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동패턴을 확인했을 시, 면 중심지에도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와 녹지공간이 제공되고 있지만, 생활자의 수요를 많이 충족시키지 못해 읍내

와 광주와 같은 타지, 그리고 고창 내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녹지공간들

을 차량을 통해 방문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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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면 중심지의 이동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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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그린오픈스페이스 조사

1. 그린오픈스페이스 인식 및 이용 실태

(1) 그린오픈스페이스 이용 현황

농촌 마을 생활자는 대부분 산책 및 운동을 목적으로 그린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한다. 먼저 학교 운동장을 방문하여 산책하거나, 마을 내 작은 운동공간, 

체육공원, 체육시설 주변에 둘러서 조성된 산책길 등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농

촌지역에 있는 자연 자원인 저수지와 뒷산을 자주 이용한다. 최근에 농촌 마

을의 저수지나 뒷산을 가보면 대부분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해놓은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산책 또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는 주로 마을 내에서 산책할 때, 마을 뒷산에 조성된 배풍산 근린공원을 

많이 방문하죠. 보통 농촌지역에는 마을에 뒷산과 저수지가 대부분 존재해요. 

요즘에는 뒷산과 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해서 마을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응답자 I)

 “저는 집 주변에 동림저수지 둘레길이 있어서 산책하러 자주가죠. 그리고 노

인 일자리 사업으로 배풍산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일하러 올 때마다, 청

소하고, 한 바퀴 산책도 하고, 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 올라가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요.”(응답자 J)

 “저는 상하면 소재지에 위치한 실내체육관 옆에 파크골프장에 자주 방문해요. 

파크골프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많이 방문하고, 파크골프장 주변에 산책길도 있

어서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도시로 치면 일종의 공원처럼 큰 공간을 조성해놓

아서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어요.”(응답자 K)

고창군 농촌 마을의 녹지자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을 주민이 떠올리는 공

간은 수백년된 보호수 아래의 쉼터이다. 고창군의 표어인 ‘한반도의 첫 수도 

고창’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때문에 수백년된 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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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있다고 한다. 상하면, 해리면, 대산면 등 대부분 

마을에 보호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 그 보호수 아래로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다([그림 4-3] 참조).

 “고창군의 마을에 특별한 녹지자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느티나무, 

이팝나무와 같은 수백년된 보호수들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대부분 마을에 

오래된 보호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우리 마을에도 회관 앞에 600년된 느티나무

가 있었는데 죽어버려서 내가 10년 정도 된 느티나무를 가져다가 심어놨죠. 아

무튼 그런 큰 나무들 밑에 쉴 수 있는 정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서 얘기도 하고, 쉬기도 하죠.”(응답자 A)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집에 자신만의 정원을 꾸며놓은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 내부에 개인 정원을 꾸미는 이유가 사실 농촌지역

은 공원과 같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 내에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공공녹지에 대한 수요를 해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4-4] 참조).

 “마을에 보면 자기 집 안에 정원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골에 공원과 같

은 공간이 만들어지기는 힘드니까 자기 집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런 녹지공간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응답자 B)

[그림 4-3] 마을 보호수 아래 쉼터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그림 4-4] 개인 집의 정원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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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오픈스페이스 인식 현황

농촌지역 생활자는 도시처럼 잘 정돈된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차

량을 이용하여 농촌지역 곳곳에 있는 테마 공간으로 이동하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생활자가 인식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는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테마 공간과 마을에서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실제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마을에 있는 뒷산, 하천, 저수지, 논, 밭 등

의 공간과 아이와 함께 놀고, 운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과 실

외 체육시설이 있는 공간을 그린오픈스페이스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흥덕면

에서는 배풍산 근린공원, 무장면에서는 무장읍성, 상하면에서는 파크골프장과 

같은 공원과 문화재 주변 공간을 그린오픈스페이스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마을 곳곳에 있는 마을 정자와 큰 나무 아래 공간, 주차장, 아파트 녹지, 

개인 정원 등의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경관적 측면에서 생활자가 인식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이다. 마을 

내에 작게 들꽃이 식재되어있는 곳과 큰 교목들이 심겨 그늘을 만들어주는 공

간을 그린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푸르게 펼쳐진 논, 밭

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산책하기도 한다.

셋째,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마을 주변에 위치하는 뒷산, 하천, 논, 

밭, 몇 그루의 큰 교목들이 어우러져 있는 농촌 마을 자체가 하나의 큰 그린

오픈스페이스라고 느낀다고 한다. 집 안의 정원, 집을 나오면 보이는 뒷산과 

주변의 논, 밭, 마을 내에 있는 큰 교목들이 모두 다 자연환경이고 그것이 바

로 그린오픈스페이스라고 말한다.

 “나는 생각해보면 그냥 농촌 마을 자체가 하나의 자연녹지 공간이라고 생각

이 들어요. 집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뒷산, 논, 밭, 저수지,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있는 교목까지. 하나하나 그런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과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자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응답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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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오픈스페이스 수요

농촌지역 생활자가 원하는 공간으로써 먼저 면 중심지를 둘러보면 가로수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로수가 없어 거리에 그늘이 없으며, 이에 

마을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가로수가 없어서 마을

의 분위기가 삭막해 보이기도 하고, 경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마을에서 산책할 때, 그늘이 없는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마을의 

모습을 생각해서라도, 거리에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가로수가 심어졌으면 좋겠

어요.”(응답자 L)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

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이는 스케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활동

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을 제외하고 조성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읍내나 타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

이가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저희 아이들은 스케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탈 때, 마을에 있는 공영주차장

에서 타요. 이게 마을 내에 그런 공간들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차들

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몇 개

의 마을을 묶어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응답자 E)

농촌 마을 사람은 농촌에 많은 마을에 많은 자연 자원들을 이용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 주변으로 그린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입구, 통로, 마을회

관 옆에 국화, 철쭉, 칸나, 튤립 등의 계절별로 아름답게 피는 들꽃들을 심어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큰 교목을 

몇 그루 심어 마을 사람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 밑에서 휴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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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들을 만들어주는 것,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쉽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운동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린오픈스페이스라고 얘기한

다. 다음으로 면 중심지, 마을 주변에 있는 작은 뒷산, 저수지, 하천 등을 연계

하여 생활자가 운동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농촌지역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녹지공간은 국화, 철쭉, 칸나, 튤립 

등과 같이 계절별로 아름답게 피는 꽃들을 마을의 입구, 통로에 심어 경관적으

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보통 마을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하

나씩 있는데 이 공간 주변으로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

네요.”(응답자 A)

 “면 소재지, 마을에 거주하시고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허리가 구부정

하시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응답자 B)

 “대부분 면 지역에는 하천, 산, 저수지 등의 자원들이 하나씩은 주변에 존재

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이랑 연계해서 주민들이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

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응답자 G)

 “농촌지역은 도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면 단위에서는 사유지도 많아서 함

부로 건들지 못하고, 그러다보면 경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와 같은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촌만의 새로운 공간을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응답자 H)

결론적으로 농촌지역 생활자가 원하는 공간은 마을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

고, 마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쉴 수 있는 커뮤니티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주변

에 퍼져있는 자연 자원들을 이용해서 인위적이지 않은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생활자가 스스로 작

은 들꽃들을 마을에 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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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종합분석

1.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및 정의

(1) 정주생활권 단위 그린오픈스페이스

앞선 심층적 인터뷰의 이동패턴에서 고창군 사람들은 면 중심지나 마을에 

있는 그린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이용 목적에 따라 고창군 내에 파

편적으로 나타나는 상하농원, 학원농장, 고인돌공원과 같은 테마 녹지공간을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

욕장, 선운산, 방장산, 운곡 람사르습지 등과 같은 자연적인 공간들도 많이 방

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관광객을 위한 공간인 상하농원, 학원농장, 고인돌공원과 같은 테

마공원과 구시포해수욕장, 선운산 등의 유명한 자연 녹지공간을 고창군에서 

생활하는 거주민과 생활자들도 자주 이용하는 걸 알 수 있었다. 방문 목적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공간을 방문한 걸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관광객이 아닌 생활자들에게도 테마공원의 이용률이 

높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중심지 그린오픈스페이스

앞선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고창군 중심지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그

린오픈스페이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마을의 뒷산, 저수지에 조성된 둘레길

② 배풍산 근린공원과 같은 마을 근린공원

③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

④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동장

⑤ 무장읍성과 같은 문화재 및 주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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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하면 파크 골프장, 실내체육관 주변과 같은 운동시설

⑦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⑧ 공영주차장의 넓은 공간과 주변의 쉼터

⑨ 가로수와 수백년된 보호수 아래 쉼터

⑩ 개인 정원

⑪ 들꽃으로 꾸며진 마을의 경관

정리하면, 첫째, 근린공원, 운동시설, 둘레길 등 운동과 산책을 목적으로 공

간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다. 둘째, 마을회관, 경로당, 보호수 아래 등 나무나 

들꽃이 일부 있고, 커뮤니티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그린오픈스페이스로 인식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마을의 입구나 통로, 회전교차로에 들

꽃을 심는 것을 보아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리된 공간 요소의 위치를 [그림 4-5]와 같이 대상지에 지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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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연구 대상지 그린오픈스페이스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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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에 지도화된 그린오픈스페이스 요소와 위치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흥덕면은 10개의 경로당과 3개의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근린공원과 교육시설, 주거시설, 마을 정자 등 다양한 그린오픈스페이스 요소

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이 부

족하고, 중심지에 그린오픈스페이스 요소들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장면은 무장읍성과 2개의 학교 운동장이 넓은 그린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해주

고 있고, 무장체육문화센터와 무장모두놀이터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주

택녹지와 공원녹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고, 현재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보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하면은 상하테마체육

공원과 학교 운동장, 몇 개의 정자를 제외하고, 중심지에는 거의 그린오픈스페

이스 공간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변의 구릉지와 저수지 주변을 활

용하여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GIS와 인터뷰에서 도출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비교

3장에서 정리한 오픈스페이스 유형과 생활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공간을 

반영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생활자들이 인식하는 그

린오픈스페이스 요소에 차이가 있다. 인터뷰에서 새롭게 도출된 공간은 테마

공원, 가로수, 뒷산의 둘레길과 마을의 보호수, 논, 밭과 같은 농경지, 마을 정

자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 공간들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을 

토대로 도출되었고, GIS를 통해 분석한 내용에서 도출되었던 농경지도 생활자

들은 그린오픈스페이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GIS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하천변 산책길은 인터뷰에서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하천을 산책과 운

동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농업용수로 기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두 분석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옥상녹화, 생태통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기타 유휴지는 그린오픈스페이스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걸 확인

하였고, 최종 유형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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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류 GIS로 본 그린오픈스페이스 요소 인터뷰로 도출된 그린오픈스페이스 요소

공원녹지기본계획 

포함 유형

도시공원, 시설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가로수 - 가로수

옥상녹화 - -

생태통로 - -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

산림
산림 - 둘레길, 보호수

초지 - 구릉지

수공간
하천, 호수, 저수지 하천변 산책길, 저수지 둘레길 저수지 둘레길

습지 운곡습지 둘레길 운곡습지 둘레길

농경지

논 -

농경지를 그린오픈스페이스로 인식함밭 -
과수원 -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교육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학교 숲, 어린이 놀이터 학교 운동장, 학교 숲, 어린이 놀이터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군청, 읍·면 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군청, 읍·면 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주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아파트 녹지, 주택 녹지(텃밭, 개인정원) 아파트 녹지, 주택 녹지(텃밭, 개인정원)

기타 오픈스페이스 종교용지, 주차장 종교용지, 주차장, 마을 정자

대규모 운동시설
골프장, 실내외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주변녹지
골프장, 파크 골프장, 실내외 체육시설

문화재 문화재 및 주변 고창읍성, 무장읍성 고창읍성, 무장읍성, 흥덕향교

기타 유휴지 - -

[표 4-2] 도출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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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및 개념화

GIS로 본 그린오픈스페이스 요소와 연구 대상지에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그

린오픈스페이스 요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분류한 고창군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은 아래의 [표 4-3]과 같다.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요소

공원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가로수

주거시설 그린오픈스페이스 아파트 녹지, 주택 녹지(텃밭, 개인 정원)

교육시설 그린오픈스페이스 학교 운동장, 학교 숲, 어린이 놀이터

공공시설 그린오픈스페이스 군청, 읍·면 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그린오픈스페이스 종교용지, 공영주차장, 마을 정자

대규모 운동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골프장, 공설운동장

문화재 및 주변 문화재

자연환경

산림 마을의 뒷산(둘레길), 구릉지, 보호수

수공간 저수지(둘레길), 하천

농경지 논, 밭, 과수원

[표 4-3] 고창군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 분류

공원녹지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중심지 내에 식재된 가로수 

등이 있다. 주거시설의 요소로는 아파트 녹지와 쉼터, 주택에 개인 정원과 텃

밭이 있고, 교육시설의 요소는 중심지에 위치하는 학교 운동장, 학교 숲, 어린

이 놀이터가 있다. 공공시설의 요소로는 군청, 읍·면 사무소, 경로당, 마을회

관 주변의 녹지공간들이 있고, 기타로는 종교용지, 공영주차장, 마을의 작은 

체육시설, 골프장, 마을 정자 등이 포함된다. 문화재는 무장읍성, 고창읍성과 

같은 공간이고, 흥덕면의 흥덕향교가 포함된다. 마지막 자연환경으로는 둘레길

이 조성된 마을의 뒷산, 저수지와 하천이 포함되고,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

경지도 포함되며, 마을 주변의 구릉지와 마을 내의 보호수를 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린오픈스페이스 개념은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들꽃, 잔디, 나무

와 같은 자연 식생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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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 마을 주민들이 운동, 산책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고, 커뮤니티

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마을 주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제하에 녹지가 포함된 오픈스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그린오픈스페이스 종합분석

본 연구는 GIS 공간분석과 현장 조사,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고창군 생활자

들이 이용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분류하였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

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을 넘나들며 필요한 여가활동을 위해 테마 공간을 이용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에는 농촌테마공원, 자연녹지공간 등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테마 공간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연구를 진행하며 지역생활자도 취미활동을 위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생활자를 위한 상하농원, 학원농장과 같은 테마형 공원 조성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연녹지 공간의 이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녹지 공간이 많

은 농촌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자가 주변의 저수지, 마을의 뒷산, 구릉지, 습지, 

갯벌 등의 다양한 공간을 방문한다. 따라서 흥덕면의 배풍산 근린공원, 상하면

의 장자산과 같이 둘레길을 조성하여 생활자가 산책 또는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의 자연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저수지, 습지 등의 자연녹지 공간의 지속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중심지 내 그린오픈스페이스의 유형 중 근린공원, 문화재,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의 넓은 면적을 가진 그린오픈스페이스 이용도가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무장면의 무장읍성과 같은 넓은 문화재를 생활자가 그린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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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로 인식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이와 어른 모두 학교 운동장을 

주로 이용하고, 중심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

활자가 근린공원, 문화재,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과 같은 넓은 그린오픈스페이

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하면의 파크골프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체육시설 유입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활자가 농촌 마을 내 가로수, 보호수 아래, 마을 정자 아래, 개인 정

원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공

간들은 집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공간이고,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조성하고,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심층적 인터뷰에서 마을에 아이를 위한 광장 조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면 중심지에 있는 학교 운동장은 대부분 잔디와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 스케이트보드 또는 자전거를 타기에는 맞지 않은 공간이다. 현재 아이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공영주차장에서 활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

서 현재 마을에 있는 주차장 일부는 광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

용하는 방법 등의 계획을 세워서 공간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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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다른 농촌지역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녹지공간의 유형

을 살펴보기 위해 용도지역을 통한 농촌지역 공간분석과 도시에서 분류된 오

픈스페이스 요소의 분포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읍 중심지가 아닌 면 중심지에서 실제 생활하는 생활자의 심층적 인터뷰

를 통해 농촌지역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이동패턴 등을 조사하였다. 앞

선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용하고 인식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요소를 

도출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토지이용과 녹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GIS를 활용하여 용도지역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농촌지역의 

공간을 분석하고, 특징을 확인한 결과, 고창군의 1읍 13면 중 8개의 중심지만

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면 중심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

다. 고창군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 약 16.04%를 차지하는 주거지역, 상업지

역을 약 80.71%를 차지하는 녹지지역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논, 밭과 같은 농경지가 혼재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 토지이용 계획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시 필요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제시하였

다. 국, 내외 논문에서 분류된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바탕으로 GIS와 현장조사

를 통해 확인한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과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그린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분류하였다. 도출된 유형들을 비교하여 농촌중심지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그린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최종적으로 분류하였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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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셋째, 이용자 분석을 통해 시·군 단위에서 자연 녹지자원 체계적인 관리와 

녹지공간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창군은 전체가 

유네스코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 녹지자원이 뛰어난 공간이 다수 있

으며, 관광객과 지역생활자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 단위에서 자

연 녹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창군에는 계획관리지역

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나타나는 녹지공간이 많이 존재한다. 각 면 중심지 또는 

지정된 거점에서 산재해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분석과 공간의 활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생활자가 다양한 녹지공간을 차량으로 쉽

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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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용도지역을 통한 농촌지역 공간적 분석과 분류된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지도화하여 농촌지역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공간적 특징을 확인한 

후 농촌지역 생활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그린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심층적 인터

뷰를 통해 농촌지역 그린오픈스페이스를 유형분류 및 개념화하였고, 분석을 바

탕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농촌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고창군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고, 다른 농촌지역의 공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고

창군은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농촌지

역에 비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일반적

인 농촌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여 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창군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 면 중심지를 지정해서 

생활자들에 관한 정성적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다른 면 중심지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들의 의견을 담을 수 없었다. 따라서 나머지 면 중심지와 배후마을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들의 조사와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주민이 이용하

는 그린오픈스페이스 공간과 원하는 공간을 더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농촌지역

의 녹지공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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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reen Open Spaces types of

the Residential Living Areas unit in Rural

Areas
- Focus on Gochang-gun, Jeollabuk-do -

DONG-CHAE,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ural areas in Korea have social problems such as rapid population 

reduction, aging, decline of village communities, and backwardnes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but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re being promoted in various ways. But Releasing, rural population is 

constantly decreasing and Regional Disparity in housing, infrastructure, and 

culture is constantly going on. The reason why this phenomenon occurs is 

that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large in the basic living base 

sector in rural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inimum 

basic living infrastructure that the people need in rural areas, and in 

particular, improvement in health and regular life service infrastructure is 

essential.

Recently, the need for green spaces has been raised in small and 

medium-sized urban and rural areas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and 

settlement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Lee Cha-hee et al. (2019) argued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at the public level, 

not in the private area.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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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rganized green spaces provided in cities in rural areas. Currently, the 

green area per capita in rural areas is evaluated to be higher than that of 

urban areas, but there is a lack of green space that can be easily accessed 

and used on foot in terms of living areas. It can be seen that this is a 

phenomenon that occurs because the land use in rural areas is systematically 

designated and not managed. Therefore, since rural areas do not have 

systematic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land use, parks and green spac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s a study on green areas in rural areas that have 

been overlooked so far,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classification of green spaces in rural areas and rural space 

planning through resident surveys and GIS space analysis. In the GIS spatial 

analysi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use area, and lifestyle, movement patterns, and green open spaces used 

were investigated by residents in Heungdeok-myeon, Mujang-myeon, and 

Sangha-myeon. Through this, green open space type classification and 

conceptualization were conducted, and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was proved that there was no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land use and green areas in rural areas. The space of the rural 

area identified through the use area and satellite images using GIS was 

surrounded by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and agricultural land such as 

rice paddies and fields were mixed in the green area and planned 

management area. This can be thought of as a spatial characteristic of the 

absence of a land use plan in rural areas, an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land use and green areas in rural 

areas.

Second, the types of green open spaces necessary for planning the 

revitalization of rural center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types of open 

spaces classified in previous studies, the types of green open spaces 

identified through GIS and field surveys and the types of green ope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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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through life surveys were compared, and the types of green open 

spaces actually used in rural centers were classified and conceptualized.

Third, through user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it is necessary to manage 

natural green resources at the city and county level, and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green spaces. Gochang-gun has many excellent 

green resources, and there is a green space scattered in fragments in the 

planning management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cessibility of green spaces scattered in the center of the myeon or 

designated bases and check the utilization of the space, and to establish a 

plan so that local residents can easily visit various green spac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as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planning green spaces in rural areas by deriving characteristics through 

spatial analysis in rural areas and categorizing and conceptualizing green 

spaces in rural areas through life surveys.

Keywords : Rural Planning, Regional Planning, Rural Revitalization,   
             Rural Center, Green Space, Green Open Space
Student Number : 2020-2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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