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理學論훌훌 저153호

(2009.3)

환경어메니티의 공간적 차이 도출을 위한

주거환경명가에 관한 연구
구홍미*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ssessment for
Deriving the Spatial Variation ofEnvironmental Amenity
Koo , Hong-Mi
요약 : 최근 친환경적이며 삶의 질이 높은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환경 계획원리들
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환경성이나 어메니티가 한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에 앞서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실제로 생활
이 이루어지는 주거단지 범위에서의 친환경성 및 어메니티에 대해서는 고려가 힘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주거공간 단위에서의 환경평가를 통하여，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평가방법 고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어메니티 개념과 어메니티 구성 지표들에 관
한 기존 연구들과 문헌을 참고하여 환경어메니티를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자연환경적 조건과 인문환경적 조건에 의해 창출

되는 쾌적성의 합’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인하여 주거환경 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추출하고 각 지표
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들을 고안하였다. 이렇게 고안된 방법들은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이전， 계획지구에 대한 정
보를 대입함으로써， 개발이 진행된 이후 각 주거단지들이 지니는 환경어메니티 정도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주거단지에 적용할 때에는 주거환경 조건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어메니티 지표들이 추가되거나
평가방법을 보완된다면 사업 시행 이후의 환경어메니티의 공간적 분포에 대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환경어메니티， 주거환경 계획， 어메니티 지표 도출， 어메니티 지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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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어메니티의 공간적 차이 도출을 위한 주거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α

: Recently, development princìples that reflect needs for lìvìng ìn an envìronment-friendly resìdentìal area are

coming ìnto the spotlìght. However, the study on how envìronment-friendly development plans affect the quality and
amenity of a residential area is not beìng carried out sufficìently yet. Especially, ‘An assessment of envìronmental impaα’ that
applìes to the plannìng sìte doesrl’ t consider envìronment-friendly attributes and amenity ìn a unìt of a housìng complex.
Therefore, this study aìms to develop GIS-based techniques to estimate and evaluate the spatial dìstribution of amenity wìthìn

a housìng development site by means of envìronmental assessment ìn a unit of a housìng complex.
In thìs research , referring to lìteratures , environmental amenity ìs defined as ‘the sum of pleasantness originated from
natural and non-natural envìronmental condìtions withìn a residentìal area' . Based on the defmition, 6 amenity ìndicators of a
residential area are derived and methods to assess ìndividual

ame띠ty

ìndicators are developed and ìmplemented ìn a GIS

envìronment. The techniques can help estimat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menity before the residential development
would be completed. Also, when they are applied to an

aαual

residential site , it helps to expect the spatial variation of

amenity more precìsely that envìronmental amenity ìndicators are added and assessments are adjusted correspondìng with
the site conditions
Key Words : environmental amenity, residential environment plan , amenity indicator derivation , amenity indicat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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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제공，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서 론

삶의 질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토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쾌적

1) 연구배경

한’ 혹은 ‘양호한’ 환경이라는 개념이 헌법(제 %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이 인간의 신체적，

조 환경권) , 도시공원법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정신적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에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

기초하여 친환경 개발계획이나 어메니티를 증진시

다(김남호 외 , 2008).

키기 위한 계획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법 령 및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Mostyn , 1979; Gobster , 1999; 신 영숙 외 , 2006; 김

고， 아직까지는 어떠한 환경이 친환경적인 성격을

남호 외， 2008). 또한 삶의 질이 높은 지역에서 거

지니고 있으며 어메니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주하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

을지니고있는지에 대한논의 및 연구는초기단계

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서， 친환경적이며 주거

에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개발계획의 원리로서

환경의 어메니티를 높일 수 있는 계획들이 증가하

친환경성이나 어메니티가 한 공간에 미치는 영향

고 있는 추세이다(Clark et aJ. , 2002; 전영옥， 2003).

에 대한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령들도 개정을 거쳐， 과거

다(이재준， 1998; 권용우 외， 200 1). 특히， 기존의

의 양적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환경

사전환경성 평가나 주거환경 만족도 평가들은 계

적으로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는 소위 지속가능

획지구 내의 다양한 인문환경적

한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이승일， 2000;

성을 무시하고 전체 대상지 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박무익， 2000).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

만 인식함으로써 실제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

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단지 범위에서의 친환경성 및 어메니티에 대해서

법률’ 제 1장 3조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는 고려가 힘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계획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경제

구의 전반적인 환경조건이나 시설현황 등을 기준

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으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거주민들이 살아가게

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

될 공간단위에서의 주거환경 조건을 간과하게 되

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교통 · 수자

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공간 내에서도 인문적

원 · 에너지 둥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

자연환경적 특

자연적 조건들에 의

1) 사업시행 전 대상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사업 시행 후의 환경변
화에 대해 예측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내용으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
등을포함하고 있으며， 전 지역을하나의 분석단위로 삼아환경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예를들어 ‘의왕시 내손지구 택지개
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살펴보면총면적 463 ，089m2의 주택용지 개발사업 전환경영향에 대한평가를시행하는데，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자연환경 조사에서는 지구 전체에서 경사도에 따른 면적의 비율 및 표고에 따른 면적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환경 조사에서는 지구 전체에서 도로， 하천， 공원， 녹지와 같은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만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자료로는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영향평가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추후 지구 내에
건설될 다양한 주거환경 조건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의왕내손지구 택지개발
사업 환경 영향평가서 , 1998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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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거주 적합성이나 거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각 지표들의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량적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주거 환경에 대

방법들을 참고하여 각 지표들의 평가방법을 고안

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주거환경 어메니티 역시 하

하파한다.

나의 지구내에서도지역에따라차이를보이며분

2.

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환경의 만족도

주요개념 및 연구동향

나쾌적성에 대하여 보다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1) 어메니티

서는 주거공간 단위에서의 환경평가를 통하여 주

거환경 어메니티의 분포특성과공간상발생하는
차별적 분포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1 ) 어메니티 개념에 관한 논의

다 2)

어메니티 (Amenity)는 라틴어의 ‘amoenitas’ 에서
기원하여 ‘친근하다’ 또는 ‘쾌적하다’ 라는 의미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를 지닌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쾌적성’ 이

란 말로 풀이되나 뉘앙스에 차이가 있어 우리말로
본 연구는 한 지역 내에서도 주거공간의 입지조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오현석 외，

건에 따라 환경어메니티가 차별적으로 분포함을

2002).

밝히기 위한선행연구로서，주거공간단위에서 적

이러한 어메니티는 역사적으로 18세기 영국 산

용 가능한 환경어메니티 평가기볍 고안에 목적을

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공중위생 및 도시환

두고있다.

경의 질 개선을 위해 확산되었으며， 본래 도시의

이를 위하여 우선 주요 개념인 어메니티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출발하였다(이

환경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대해 정리해보고，

재준， 1998; 임형백， 2001 ， 재인용). 열악한 주거환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개념과

경의 개선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영국의 1909년

평가 기준을 정 립하고자 한다. 주거환경 평가에 앞

의 도시계획법은 중산층 계급의 생활환경 개선에

서 우선적으로 지 역 간 환경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대한 어메니티 욕구를 반영하여 이상적인 도시 상

지표들의 추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주거

으로서，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이재준

환경 만족도 및 어메니티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외，

통해 검색된 문헌들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요

Ameniη Law)’ 의 제정， 1974년 ‘도시농촌어메니

인들을 정리

분석하여 주거환경 어메니티 지표

티법’ 까지 제정됨으로써 제도로서의 어메니티의

들을 정립하고자 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부터

지표들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는 영국의 어메니티 개념이 일본에서도 적극적으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평가 기준 및

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안녕(安寧)’ 과 ‘편리

1998).

이 후 1967년 ‘시빅 · 어메니티법 (Civic

2) 주거공간단위는거주활동의 주가되는공간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하나의 단지 또는하나의 통을주거공
간단위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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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利)’ 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형 어메니티가 국내

전， 관광 레크리에이션 시설이용 동의 편리성， 노

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재준 외， 1998; 임

후주택 및 불량미관의 개선， 역사적 풍토의 보존，

형백， 2001). 현대 사회에서 어메니티의 의미는 지

경관 보존 등의 광범위하고 총팔적인 개념으로 정

역의 장소나 기후 등이 매력적이거나 바람직하여

의될 수 있다(황순진， 1998). 또한 같은 맥락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칭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자연경관에서부터 역사적 건조물， 지 역 가로， 전통

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문화 더 나아가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시설， 치

인간과 자연， 인위적 구조물이 함께 하며 불편하게

안동공공서비스까지도포함하는삶의 분위기 전

느껴지는 행위의 제거 범죄와 사고 예방 등의 안

체를 나타내는 종합적 의미의 쾌적성으로도 사용

전성， 공해방지

되고 있다(사카이 겐이치， 1998).

건강관리

환경위생 등의 보건

다양한 어메니티 개념들을 정리해보면， 어메니

성， 공공시설의 질과 접근성， 오픈스페이스의 보

〈표 1) 어메니티 정의에 따른 지표 분류

•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쾌적함， 즐거움， 매력감 등 긍정적 감정
시口미넉저「

으로 작용하는 장소적 속성과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

•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감의 감각기관으로 전달되는 기분 좋
다고 느끼는 물리적인 환경의 상태 (권용우， 2001)

• 인간과 자연， 인위적 구조물이 함께하며 불편하게 느껴지는
disamenities를 제 거한 상태 (Oden et 8 1., 2007)
문 화 적

•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와 역사 기후조건 등과 같은 요소
틀(OECD ，

1999;

김선희， 2006)

티

• 지역 개발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개념(Bl õ chliger ,
켜。
저「
헤세

LI

。

.편리성

·심미성
·쾌적성

·문화재의 보전창출

•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 시설
·장소성 및 지역 고유성

어
메

0 1-7<꺼 λj

L!.. d

(윤진옥 외， 2005)

1994)
• 사람들이 실수입에 따라 거주와 노동을 하기 적합한 장소를 고르는
데 고려되는 생활환경의 질 (Mathur et 8 1., 2003)
• 농촌 체험， 경관 관람， 영화 및 TV 촬영지로 활용 등 농촌에 경제
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전병수 외， 2007)

·주택가격
·환경오염
.범죄율

·교통혼잡

·교육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및관광자원

환 켜〔저
)「

• 총체적인 환경의 질(이재준， 1999)
• 생활환경의 총합적인 쾌적함(이재준， 1999; 권용우， 200 1)

·기후조건

·환경을구성하는 ‘구성원， 구조물， 자연’의 세 요소가협력， 공생하

·일조조건

고 그 안에서 인간의 활동이 안정성을 지니며， 편리하고 매력 있는

·다양한지형

활기찬 환경 친화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사카이 겐이치，

·안전한지형

·자연경관

1998)
·주거환경 조건에서 인위적인 어메니티를 제외한 환경적 질

(McGranahan. 1999)

뉘니
F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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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쾌적환경평가항목

지역의 쾌적함과조용함

쾌
적

환

혈

|

자연과의 접촉 및 조화

가

지역의아름다움과여유

지역의 환경보전노력

출처: 성현찬 외(1997 ，

p.29 , 수정인용)

티는 어느 특정한 환경요소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

들이 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구성하

니라 종합적인 환경의 질， 또는 어떤 환경에 대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에

여 느껴지는 총체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있다. 또한심리적인 만족도뿐아니라， 지역 경제

않지만 어느 분야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메

에도움이 될수있는환경요소도어메니티로규정

니티 개념은 조금씩 달라지며， 이와 마찬가지로

지을 수 있다. 즉 어메니티는 ‘물리적

정신적 측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어메니티를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환경 상태 또는 그러

평가 · 구성하는 지표들도 달라진다. 표 1 은 심

한 환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종합

리적 · 문화적 · 경제적 · 환경적 측면의 어메니

적으로 작용하는 상태’ 로 정의할 수 있다.

티가 각각 어떠한 환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1)

(2)

성현잔 외(1 997)는 환경의 쾌적성을 평가하는

어메니티 지표에 관한 논의

대부분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지역의 쾌적함과 조용함， 자연과

것과 같이 어메니티는 특정한 하나의 요소를 지

의 접촉 및 조화， 지역의 아름다움과 여유， 지역

칭하기보다는 복수의 요소들이 모여서 형성하

의 환경보전 노력 등 4가지의 중간 평가 항목을

는 총체적인 환경의 질을 의미하므로， 어메니티

제시했으며， 이러한 중간 평가 항목 하에 공기

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요소

의 깨끗함， 일조조건의 양호， 녹지와의 접촉 및

3) 어메니티의 분류는 포함하고 있는 어메니티 정의들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 주관에 의해 분류하였으며， 추출한 문헌들에서 언급하
고 있는어메니티의 특성 및 요소들을참고하여 어메니티 구성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과정은본 연구에서 주거환경 어메니
티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추출하기 위한 선행과정으로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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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친밀도 등 15 개의

의 질 구성요소에 대해 보건성 (Health) ， 지속가능

개별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에서 살

성 (Sustainability) , 쾌 적 성 (Amenity) , 편 리 함

펴본 바와 같이 어메니티는 긍정적 감정으로 작

(Convenience) , 거주성(디veabiliη)으로 정의하였

용하는 장소적 속성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

는데， “쾌적함， 특히 거주성이 좋음을 지칭하는 경

한 문화 · 역사 · 기후조건 등과 같은 요소이자

우가 많은 어메니티”는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요소

경관경험 및 농촌체험과 같이 한 지역에 경제적

중 하나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환경적 건전성， 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하기도

속가능성， 편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주거

한다. 이렇듯 어메니티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이

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체와 통일시하여 생각할 수

며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이유로 어떠한 목적과

도 있다(사카이 겐이치， 1998).

대상을 분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개념화가 이

이러한 주거환경 어메니티 평가 및 어메니티에

루어질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환경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소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어메니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쾌
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관리되

@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한 특정 환경요소와 지가

어야 할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의 관계에 대한연구

앞의 지표들을 정리한 결과를 통해 주거환경
어메니티，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
보면 기후조건

헤도닉 가격모형 (Hedonic ModeD은 어느 상품군

지형조건 · 자연경관 조건 · 청

에서 개별상품들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품

정환경 조건과 같은 자연환경적 건전성에 포함

의 질적 특성들의 잠재가격을추정하는방법이다.

되는 요인들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환경

즉 시장 거래가격이나 비용 등으로부터 환경 요소

조건 · 생활환경의 편의성 · 지역 고유성 유지

가 지닌 효용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좀 더

및 보존 · 문화자원의 보존 및 창출과 같은 인문

좁은 범위에서 주거환경에 적용될 때에는 ‘주거환

환경적 건전성에 포함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경이나 근린의 속성에 기초하여 주택구입을 결정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한다.’ 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 방법론이다(허세

연구에서는 환경어메니티를 ‘주거환경을 구성

림 외 , 1994; Tyπ äinen , 1997; 최종일 외 2002). 주

하는 자연환경적 조건과 인문환경적 조건에 의

택구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는 주거

해 창출되는 쾌적성의 합’ 으로 정의하고자 한

환경 만족도나 지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므로

다.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환경요소와 주거 만
족도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2) 주거환경 평가

Milon et al, (1984)은 헤도덕 모형을 사용하여 특
정 환경 요소와 지가와의 관계에 관하여 평가하고
자 하였는데， 미국 Florida의 Gulf해안에 위치한

(1 ) 주거환경 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이정아 외 (2008)는 주거환경에 충족되어야 할 삶

Apalacicola Bay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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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이 가까이 위치할수록， 공간의 크기가 클

함， 교통 및 문화적인 시설 욕구 등 물리적 · 심리

수록 지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적 욕구가 종합된 광의의 총체적인 환경의 질을 의

다. Benson et al. (1998)은 부동산 시장에서 경관

미하므로 녹지나 수변공간과 같은 특정 요소별 영

어메니티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바

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자연환경적 요소， 인문환경

다， 호수， 산 등의 다양한 경관을 지니고 있는 미국

적 요소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Washington주의 Bellingham을 대상으로 경관의

필요하다고할수있다.

종류 및 질에 따라부동산의 가치에 어떠한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헤도닉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설문을 통한 특정 환경의 주거 만족도 요소 평가

하였다 그 결과 특정 경관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

에관한연구

해 기꺼이 지불하고자얀가격이 높아졌으며 특
히 높은 질의 해변 경관이 부동산가격에 60% 기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주거 만족도를 평가하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nroe et a1. (2004)은 미

는 방법은 거주 형태， 거주환경조건， 거주 지역 등

국 North Carolina와 South Carolina 에 위 치 한 세

에 따라 거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개의 뺀티를 대상으로 Open Space가 주거용 부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험자의

동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

표본을 제한하여 특정 인구집단이 느끼는 주거

구지 역은 도시화가 매우 진전된 지 역과 전원주거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Fried

지 , 도시와 전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 역을 포

et al. , 1961; Weidemann et al. , 1982; 김창완 외 ,

함하며 헤도닉 가격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

2(03).

데， 연구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공원에의 근접성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만족도를 연구한

이 주거용부동산가격에 긍정적으로작용하고 있

것으로， Türko홍lu (1 997)는 급속한 인구급증이

음을밝혀냈다.

발생하고 있는 제 3세계 도시인 이스탄불을 사례

이상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헤도닉 가격모

로 하여 계획 거주지와 불법 거주지의 거주민들이

형은부동산가격을통해 특정 요소의 가치를분리

느끼는 주거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4점

해내는 방법으로 조사자의 주관과 자의성을 피할

척도의 52개 항목이 포함된 설문을 통하여， 주거

수 있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환경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사용될 수 있다(김용주 외 ， 2어7). 그러나 자료에

요인분석을 통해 거주지의 규모 및 물리적 상태，

대한 회귀식의 적합성 여부가 빈약할 경우， 가격

직장 및 공공 편익시설에의 접근성， 사회 · 여가 ·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으며， 특정 주택 가격이 모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성 및 관리 · 유지， 사회

든 주택의 경우에 대해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적， 물리적 환경에서의 문제점， 거주지의 기후 조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배수진， 2(00). 또한 주거환

절성， 이웃에 대한 만족도 등 주거 어메니티에 영

경 어메니티는 자연과의 접촉 등 환경친화적인 어

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추출하였다. 설문 결과， 주

메니티의 욕구에 기초하는 협의의 의미와， 이를 포

거 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에 있어

함한 단지의 아름다웅이나 청결함， 편리함， 안전

서 계획 거주지의 주민들과 불법 거주지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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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끼는 만족도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

괄하는 환경적 상태에 따라 어메니티가 다르게 분

로분석되었다.

포함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수질이나

Liu(1999)는 복수의 지역에 대한 동일한 설문분

생태계 측면과 같이 주거 환경어메니티에 영향을

석을 통하여 주거환경 만족도 지표를 추출하는 연

미치지만 설문을 통해서는 측정이 불확실한 요소

구를 수행하였다. 홍콩의 세 지 역의 거주민을 대상

들을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으로 6점 척도의 설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요

인분석과 다중회귀식을 이용하여 주거환경 만족

@ 거주 후 평가{POE， Post Occupancy Evaluation)

도를 결정짓는 지표들에 대해서 파악하였는데 공

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우선인자에 대한 연구

간적 이동성， 입지적 편이성， 사생활 보호 등 주거
입지로서의 적절성， 단지 관리상태， 환경 등이 주

거주 후 평가(POE)는 강nring and Re얹1st얹1(1900)

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로 나타났다.

에 의해 이미 조성된환경에 거주하는사용자의 효용

이재준(1998)은 도시 스케일이 아닌， 보다 구체

성에 대한 평가로 정의되었으며， 거주환경에서의 거

적인 거주공간규모에서 적용되는 주거환경 만족

주자 행태를 조사하여 건축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 지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중 공동주

데 목적을 둔 평가방법 이다(강nm얹nan 앉 띠1. ， 2001;

택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어메니티의 개념과 속성

정지영， 2003). 이는거주자의 관점에서 건물이 얼마

을 규명하고， 거주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심층면적

나 적합한지를 규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평가주체

및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주거환경 어메니티

가 이용자이고 평가대상은 설계환경이며， 평가목적

의 속성 및 평가인자， 개선인À}를 추출하고자 하였

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 건물의 효용성을 의미한다

다. 수도권 아파트 지역 6개의 대표 아파트 단지를

(배수용외， 2001).

선정하여 심층면접， 거주자 의식조사， 전문가 의식

이러한 거주 후 평가(POE)는 하나의 건축물이 지

조사 등을 수행한 결과 거주자들 01 가장 중요하게

니는 효용성을 평가할 때 뿐 아니라， 거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거환경 어메니티 속성에는 녹지

느끼는 여러 환경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때

환경의 풍부함， 주택 · 단지규모와 아이덴티티， 조

도 사용되는데， 박영기(1990)는 전국 21개 지역의

용함， 공기의 깨끗함， 근린 · 생활편익시설 근접도，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물리적 환경

생물환경의 풍부함으로나타났다.

요소에 대한 불만족도 및 개선우선순위를 추출하

특정 지역이나특정 주거 환경에 대한주거 환경

였다. 총 68개의 평가요소에 대한 불만족도와 중요

만족도 평가는 방법적 측면에서 거주민들을 대상

도가 높을수록 개선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해석

으로 한 설문 및 심층 면접에 의한 정성적 접근을

하여 분석한 결과， 단지 내 환경 및 시설 중 상가시

주로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는 한 대상주거지

설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입지 및

의 만족도 및 쾌적성에 대해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주변 환경 조건 요인 중 상업시설의 이용편리성이

지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대상지역의 사회

그다음순위로나타났다. 즉유지관리， 입지 및 주

적， 인문적 요소들을고려하기에는적절하지만，한

변 환경 조건， 생활경제조건 등 거주자들의 생활에

지역 내에서 자연환경적 · 인문환경적 조건을 포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들에 대해 우선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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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디자인， 시공 및

에서 살펴 본 설문 방법이 갖는 한계를 지니고 있

노후화 등에 대한 개선우선순위는 낮게 나타났다.

기도하다 ü

박혜선 (2003)은 인천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

위에서 살펴본 주거환경 평가에 사용되는 혜도

의 중소규모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 후 평

닉 가격모형， 설문 방법， 거주 후 평가 방법들의

가를 실시함으로써 거주자들의 주거환경만족도

장 ·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도닉 가격 모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총체적 만족도를 높일 수

형은 설문이나 거주 후 평가방법 에 비해 객관적 ·

있는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정량적 평가가가능한방법이나，회귀식에따라도

체적 만족도 및 개별 설계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묻

출되는 가격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

는 5점 척도 설문을 한 결과 소음인자(실내， 실외) ,

과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주택가격의 대표성과 같

주택규모 및 평면구조(설 평수， 방의 개수， 각 실의

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설문과 거주 후 평가 방

면적배분 등) , 시공상태(내부 마감 상태， 하수배수

법은 거주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로서

상태 등) , 단지입지(교육환경， 대중교통이용 편리

특정 주거환경에서 거주민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성，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 편리성 등) , 이웃과의 환

만족도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주거환경

경(이웃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이웃교육수준 등)

평가 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나 정성적인 방법

순으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것으로나타

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자연환경적 요소에 대해

났으며， 중요도와 만족도의 개념을 조합한 개선 우

서는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선도를 지수화하여 본 결과 시공상태 , 이웃과의 환

이러한 세 가지 방법들은 모두 조사지역 전체를 대

경， 단지입지， 소음， 주택규모 및 평면구조 순으로

상으로， 또는 특정 주거유형만을 대상으로 주거 만

개선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족도를조사함으로써 모든주거 환경에 대한 일반

거주 후 평가(POE)는 현재 그 환경에서 거주하고

적인 적용이 어려우며 그에 따라 한 지역 내에서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도 공간이 지닌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만족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거주자의 만족도에 대

도 및 환경어메니티의 차별성에 대한 고려가 어렵

해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었다. 그러나

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만족도와중요도에 기반을두어 선

앞의 개념 정의에서도살펴볼수 있듯이， 어메니

정된 개선 우선 인자는 도시 환경 또는 택지 지구

티는 ‘종합적인 환경의 쾌적함， 쾌적성의 합’ 을 의

와 같이 주택을 포함한 주거 환경의 개념에 적용되

미하므로 주거환경 어메니티는 주거환경을 구성

기보다는 다소 편협한 범위， 즉 건축물 자체의 설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에 있어서 참작 또는 수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한 지역 내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강인호

에서도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발생할

외 , 1990). 그리고 거주 후 평가방법은 주민을 대상

수 있는 주거환경 어메니티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앞

서는 분석 공간 단위들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4) 주거환경 어메니티에 영향을 줌에도 설문을 통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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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들이 서로 결

객관적 · 정량적 방법이 필요하다.

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3.

주거환경 어메니티 평가지표 추훌

성현찬 외 (1997)는 경기도의 환경 쾌적성에 대
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환경지표 마련을 목

1) 주거환경 어메니티 평가지표 추출 방법

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때， 지표선정을 위해 기

존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합한 방법을
환경어메니티 평가지표를추출하는방법에는크

사용하였다. 우선 국내외의 각종 환경지표개발에

게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관한 기존 자료들과 문헌들을 토대로 쾌적성에

참고하여 선정하는 방법과 전문가 또는 대상 지역

대한 중간평가항목 및 개별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셜문과 인터뷰를 통하

경기도 지역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쾌적성

여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추출하

정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주민만족도에 관계한 물

는방법이 그것인데， 이 방볍들은개별적으로적용

적 환경요소를 대표하는 최종 쾌적성 지표들을

〈표

건설교통부 (2005)
이재준 외 (1997)
생현찬외 (1997)
이우성 외 (2007)

이재준(1998)

0

-o
-0

-0
-0
-0

Liu (1999)

-0

O

주거환경 어메니티 평가 지표

0
-0

0
-0

0
-0

0
-0

o
-0

O

-0

-0

-0

-0

-0

O

-o

-0

O

-0

-0

O

O

O

-0
-0

O

O

O

-。

연 구자

O

O

O

O

O

O

。

-0

권용우 외 (200 1)

-0

。

-0

O

O

-。

김익회 (2005)

전영옥(2003)

O

-o

T앉 rkoglu (1 997)

최용부 (2004)

O

3)

O

O

Shultz et a1. (2000)

Newman(1999)
Mitchell(2000)
Lee (1 997)
Omuta(1988)
Benson et a1. (1998)

O
。

이유미 외 (2003)

0
-。

이정아 외 (2008)

-0

-0

-0

-0

。

-0

O

-o

。

O

O

O

O
。

O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Reginster et a1.
(2005)

。

O

。

O

정순오 외 (1995)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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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지표를 추출하는 작업으로도 주거환경 어메니티

Liu(1 999)는 홍콩의 주거지역들에 대한 주거 만

를 평가하는 지표 추출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한 거주 후 평가

있다'i)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 어메니티를 평가하기

는 독립변수들은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마련하

위한 지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주거환경 평가

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Reginster et a1, (2005)은

와 환경어메니티 평가에 관한 여러 문헌에서 주요

벨기 에의 두 도시 , Namur와 Charleroi를 사례로 주

하게 다루고 있는 연구 지표들을 취합하고， 이 중

거 선택에 있어서 환경적 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추출하

여 연구하였는데， 기 연구된 자료 및 문헌들을 토

고자 한다. 지표를 선정하71 위해 참고한 논문들은

대로 녹지 및 식생 환경에 관한 지표， 대기오염에

어메니티， 쾌적성， 주거만족도， 지속가능한 도시，

관한 지표， 소음공해에 관한 지표， 그 외 불쾌감을

주거환경 쾌적 성 , liveability , quality of 1표e를 키워

주는 시설로서 쓰레기 처리장과 고압전선과의 접

드로 검색된 논문들로 연구자 별 제시하고 있는 어

근성 등의 지표들을 선정하여 환경 평가를 실시하

메니티 평가지표들은표 3과같다.

였다.
주거환경 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2) 주거환경 어메니티 평가지표 추출 결과

보다 정교하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 연구된 결과
나 관련 문헌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

주거환경 평가 및 어메니티에 관련된 총 22개의

례지역에 대한 실증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

문헌에서 , 대상 환경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로 활용

나다양한방법을통해 어메니티 지표를정립하고

되고 있는 154개의 지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있는 연구들이 특정 환경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선

지표들을 유사한 특성을 지난 것끼 리 분류하면，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석방법들이 기본적으

‘접근성’

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지표를 선정하

전성’ , ‘대기건전성’ , ‘토양건전성’ , ‘기후쾌적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 연구와

성’ , ‘정온(靜穩)환경유지’ , ‘범죄 · 재해 등 기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중요도가 높은

디스어메니티 요소 배제’ 등 9개의 집합으로 나눌

〈표

, ‘시각쾌적성’ , ‘녹지건전성’ , ‘수문건

4) 어메니티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먼도결과

5)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현찬 외(1 997) ， μu (1 999) ， Reginster et al. (2005) , 권용우 외 (2000)의 연구 뿐 아니라 꺼irkoglu (1 997) , 이재
준(1 998) ， Newman (1 999) 동의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어메니티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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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6) 각각의 특성들이 얼마나 자주 기 연구들

법으로다양한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평가한 연

에서 언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당 평

구들이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추출하

가지표들의 수와 참고 한 문헌들의 수를 토대로 빈

여 분석하는 것은 주거환경 어메니티 지표들을 보

도표를작성하였다〈표 4).

다일반화할수있다는점에서 의미가있다고판단

하였다.

9개의 어메니티 지표 특성들 중 접근성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시각쾌적성， 녹지건전성，

‘접근성’ , ‘시각쾌적성’ , ‘녹지건전성’ , ‘수문건

디스어메니티 배제， 대기건전성， 수문건전성， 정온

전성’ , ‘대기건전성’ , ‘토양건전성’ , ‘기후쾌적

환경유지， 기후쾌적성， 토양건전성 순으로 빈도가

성’ , ‘정온환경유지 , ‘범죄 · 재해 둥 기타 디스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거환경 만족도

메니티 요소배제’ 등 9가지의 어메니티 지표들중

평가에서 접근성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에서， 주거공간 단위에서 어메니티의 차별적 분포

고볼수있다.

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토양 건전성’ ,

이 연구에서 참고한 22개의 문헌들은 다양한 공

‘대기 건전성’ , ‘수문 건전성’ 지표와， 객관적 평

간 스케일에서 환경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지

가 및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 및 범죄 지표’ 를

표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

제외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지형보존 조

간 스케일을 고려하여 어메니티 지표를 선정하지

건 및 보행편이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경사

않고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공

도’ 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 , ‘소음도’ ,

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추출하는 데 초

‘기후쾌적성’ , ‘녹지건전성’ , ‘시각쾌적성’ , ‘경

점을 두고자 한다. 물론 평가하고자 하는 공간이

사도’ 등 최종적으로 6개의 주거환경 어메니티 평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도시와 같이 다른 공간 스케

가지표를선정하였다.

일에서 적용되었던 지표들을 적용하는데 타당성
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

6) 지표들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접근성: 여러 도시시설 및 자연경관에 대한 근접함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포함

@ 시각쾌적성: 자연경관의 조망성， 가치있는 경관의 유무， 위해경관의 관리와 같이 주거환경에서 가시되는 시각자원에 관련한
요인들을포함
@녹지건전성:녹지의 풍부성，녹지의 연결성， 식생의 밀도동주거공간을둘러싼녹지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나타내는요인들
을포함

@수문건전성:하천의 깨끗함，홍수예방시설의 유무，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 둥주거공간에 영향을미칠 수 있는범위 내에 존재
하는 수문환경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포함

@ 대기건전성: 공기의 깨끗함， 대기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 둥 주거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환경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을포함
@토양건전성: 기존 지형 보존 최대화，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 둥 주거공간이 입지한 지역의 토양환경 건전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을포함
@ 기후쾌적성: 향과 일조조건， 통풍등 거주자들이 느끼는 쾌적함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들을포함

@ 정온환경유지: 지역의 조용함， 도로나 공항， 상가와 같은 소음원에 관한 요인들을 포함
@기타 디스어메니티 배제: 재해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성，불쾌감을주는 시설로부터의 거리 퉁주거환경에서 불쾌함또는 위험
성 둥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배제하는 의미를 지닌 요인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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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환경 어메니티 지표 평가방법
개발

차원에서 토지이용과 교통， 도시계획， 교통계획，
교통공학， 교통지리， 입지이론 둥 여러 분야에 적

용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이용자들
주거환경 어메니티 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을 고안하는 과정으로서 , 우선 기존의 연구들에서

있고 열마나 많은 이용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가

각각의 지표들을 어떻게 평가해왔는지에 대해 살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김황배 외，

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주거환경

2(01), 즉， 접근성은 교통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내

어메니티 지표 평가 기준 및 방법들에 대해 도출하

포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만족과 효용을 위해 다른

고자한다.

재화와교환될수있는경제재의 기능을하는가하

면， 도시생활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1) 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도 하는 것이다(이춘희 외， 2006) ,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은 주로 특정 시설과
대상 지 역 간의 접근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

(1 ) 접근성 평가
접근성은 공간상에 작동하는 시간 또는 거리와

고 있다. 즉 새로운 시설을 입지시킬 경우나 시설

같은 마찰요인의 극복 정도를 의미하는 그 장소의

에 대한 이용자 편의의 형평성을 평가할 때， 그리

고유한 특성 또는 이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고 기존 시설의 입지조건에 대해 평가할 때 이러

(Ingram , 1971), 한 장소가 갖는 이점 또는 특성으

한 특정 시설과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로서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에 대한 접근

된다. 접근성 평가의 대상들은 주로 공공의 편익

성은그 지역의 가치， 그 지역에 앞으로투입되어

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거주민들의 만족도 및 필

야할경제적 ·사회적 재화와개발강도등을결정

요에 목적을 두고 건설되는 되는 시설물들로 학

하는요인으로작용하며， 이러한접근성에 의해 지

교， 공공청사， 복지 및 의료시설， 근린공원 등을

역의 공간적 분화와 개발 강도， 이동수단의 양적，

포함하고있다 7)

질적 측면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기도 한다(Wachs

Perπ(1 929)는 1 ，000-1 ，200명 의 학생 수를 가진

et al" 1973), 또한 접근성은 지역 간의 공간적 격

초등학교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인구 5,000-6 ,000

리감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에 도달하

인의 거주지역을근린주구의 일반적인규모로제

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의미함으로써(이건영，

시하고학교까지의 통학거리는 800m를넘지 않도

1992) , 지역 구성원들의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록 규정하여 평가하였다(정사희 외， 1987 , 참고)，

7) 공공도시서비스 시설의 접근성은 어떤 지점에 위치한 이용자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와 시설 간의 통행 거리 혹은 시간이 측정 지표가 되기도 한다. 공공서비스 시설에의 접근성은 이용의 입장에서 공간적 형
평성과 공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산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간적 형평성은 이용자 중에서 주요 도시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
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용자의 거주지와 주요 도시시설 간의 최대통행거리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데 이용되는 지표이며， 공간
적 효율성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도시공공시설간의 총통행거리의 합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데 이용되는 지표이다(김광식，
1987) ,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동}는 접근성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주요 도시시설 간의 최대통행거리값이 작을수록 환경어메니티
가증가하는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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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저학년)
(고학년)

5)

(2009.3)

통학거리 권장치

400
500

영국 (저학년)
(고학년)

2000
3000
400
800

3000

1000

1600

출처: 김승제(1990 ， p .168)

이러한 평가방법을 토대로 서의택 외(1990)는 부

역 등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시외버스

산시의 초등학교 입지현황을 살펴보면서 근접성

터미널，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등의 접근성이 낮게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대상지역의 30 ，3967~ Grid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교통의 접근성보다는 인구

에서 최근접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를 계산함으로

밀집도가 주요 도시시설의 입지결정에 주요한 요

써 접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반경

인으로작용함을밝혀냈다. 이와동일한방법을이

4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용하여 김황배 외 (2006)는 충남 도청후보지로 신

전체의 약 23.8%로 나타났고， 그의 두 배인 800m

청한 12개 지 역에 대해서 접근성을 평가하기도 하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가 전체의 42.5%로 나타

였다.

났다. 김승제(1990)는 전주시의 초등학교들을 대

의료 · 복지시설에의 접근성에 대하여 Love

상으로통학구현황에대해 연구를진행했는데，외

꾀'. (1995)은 일리노이주를 대상으로 1O，7967R 의 인

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표 5와 같은

구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노인인구집단과 214개의

통학거리 권장치를제시하였다.

의료시설간의 지리학적 접근성을 GIS를 이용하여

et

김황배 외 (2001)는 공공 도시시설의 하나인 공항

분석하였다. 그 방볍으로써 GIS의 버퍼기능을 이

터미널의 최적 입지를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용하여 병원으로부터 5마일 미만， 5-10마일， 10-15

는데， 삼성동， 서울역， 용산역， 동서울터미널 등을

마일， 15-20마일， 20마일 이상 거리에서 포함되는

터미널 후보지로 선정한 후 연계교통， 이용수요，

노인집단의 비율을 도출하였고， 일반 병원 뿐 아니

시설확보와 같은 입지 후보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

라 노인병과가 존재하는 병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와 함께 정량적으로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

파악함으로써 노인인구집단과 의료시설간의 접근

자 총통행시간 최소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방법으

성을 파악하였다. Fryer et al. (1999)은 교외지역에

로써， 존별 그리드별 인구와 누적통행시간을 변수

서 응급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으로

로사용하고 여기에 인구 밀도를속성으로한그리

의 접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Colorado주 외

드맴을 작성하여 통행시간 가중치를 부여한 후 단

곽 지역 인구를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1,3177R

위 그리드 면적을 곱해서 최종 접근성 값을 도출하

의 집단으로 나눈 뒤 각각의 집단으로부터 가장 가

였다. 그 결과 서울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용산

까운 의료시설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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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가장 근접한 의료 인력의 수를 인구에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법들과 같이 시설의 성

할당함으로써 이용가능성의 차원에서 접근성을

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평가

파악하였다. 손정렬 외 (2007)는 지리적 장해요인

해야 한다. 그러나 한 공간상에서 주거단지의 입지

에 초점을 맞추어 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노

조건에 따라 접근성에 의한 어메니티가 어떠한 차

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

이를 보이며 분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

선 각 시설별 이용 추정 인구에 대한 근접성을 분

한 주거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단순하지만 보다

석하기 위해， 시설별 거리에 따른가중치가부여된

일반적 인 평가방법 이 적합하리라고 본다. 즉 가변

노인인구수를 사용하여 근접성 지수를 산출하였

성이 있는사회학적 변수들을제외하고，물리적 환

다. 더 나아가 서울시 각 동별 이용자의 접근성을

경조건에만 의거하여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분석하기 위해 이용 추정 인구수와 각 동의 도형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심점 및 노인주간보호시설 간의 거리를 활용하
여 접근성 값을 산출함으로써， 단순 거리의 근접성

(2) 소음도 평가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이용혼잡도를 고려하여 접

주거 환경에서의 소음도 평가 기준은크게 정온

근성을 평가하파 하였다. 이렇게 구한 접근성 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소음을 기준으로

수들을통해 향후추가시설의 입지가필요한우선

평가하는 방법과 주거 단지 자체의 배치 에 따른 소

순위 지역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허미선 외 (19%)는 공공도시시설 중 근린공원에

대한주택공사(2004)는 주거단지 배치형태별 도

대해 이용접근권이란 개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로기점과 10m , 20m , 30m 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

적용 가능한 접근성 측정지표를 제안하고자 하였

함으로서 주거단지가 도로와 어떠한 배치 형태를

다. 이는 도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연구

이루고 있을 때 소음의 영향이 저감될 수 있는지에

로， 중계 근린공원을 사례지 역으로 하였다. 접근성

대해서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소음저감 효과는 복

측정을 위한 조건으로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두 지

합배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평행배치와 직각

역 간의 이동거리， 사람이 인지하는 두 지역 간의

배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치에 대한 연구

이동에 걸리는 소요시간， 이동을 방해하는 저항요

뿐 아니라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저감 효

인인 이동의 난이도를 고려하였다. 중계근린공원

과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 거리비가두배 될 때

이용자 112명을 설문한 결과 공원까지 걸린 시간

약 3-4dB 정도 감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가

을 산술평균한 값이 18.6분으로 1분당 40m의 거 리

단지 계획 시 적정한 소음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 환산하면 반경 744m의 유치권을 구할 수 있었

도로변으로부터 약 80m 이격하여 계획하고， 도로

으며 주로 공원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10분 이내의

와 주거단지 사이 공간은 2차 방음 기능을 위해 공

거리에서 접근하는 도보이용자였고 15분이 되면

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다(대한

서부터는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

주택공사， 2004; 김흥식 외 , 2004).

Ohrstroõm 외 (2006)는 주거지 역의 다양한 음

나타났다.

경 (soundscape) 이 거주민들의 삶의 질(불쾌감 정

각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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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면환경 등)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에 관

(2009.3)

다 9)

오규식 외 (2001)는 서울시 도심지역내 공공공간

한 연구를수행하였는데， 최대 도로소음에 노출되
H

었을 때 LAeq ，24h ) 이 45-68dB인 환경에 거주하고

의 일조현황 분석 및 개발에 의한 일조 훼손 가능

있는 956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의 다양한 공간(거

성을 일조환경 시율레이션을 통하여 예측하는 연

실， 주방， 발코니， 침실 등)에서 도로의 소음이 어

구를 수행하였다. 그 방법으로서 건물 및 공원， 보

떻게 느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행로 등의 공공공간에 대한 수치지도를 작성하고

가장 도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LAeq ，24h 이

AutoCAD Lisp 프로그래밍에 의해 작성된 그림자

60dB를 넘지 않으며 가장 도로 소음에 노출되지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심 내에 생성되는 그

않는 장소에서는 LAeq ，24h이 45dB 이하인 조건에

림자를 시간대 별로 시율레이션 한 결과를 중첩하

서 정온환경이 유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재개발 계획 이후

위의 연구들은 주거단지의 배치형태， 방음공간

업무지 역 보행로의 경우 3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

의 유무， 건물의 높이，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보하는 면적이 현재보다 7% 가량감소하고상업지

을 기준으로 주거환경 소음도에 대해 평가하고 있

역 역시 2% 정도 감소하는 등 도심지의 일조조건

다. 평가결과들은 각 조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이 현재보다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측정된 소음도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이러한그림자분석을통한방법 외에 일조조건

의하여 도출되었다. 이러한 평가방법들은 이미 주

에 대한 분석은 건물형태와 방위각에 따른 일조시

거환경이 조성된 지역들에 대한소음도를조사할

간 분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덕형 외 (2006)는

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며， 이에 따라 도출된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에 따른 일조환경에 대해

결과들은 실제 사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분석하였다. 5층， 12층， 15층， 18층의 각 3세대를

러한 결과값을 이용한다면 앞으로 조성될 주거환

대상으로 남측 건물의 스카이라인 형태와 방위각

경에서의 소음도 예측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변화에 따라 일사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된다.

IES-VE의 Suncast라는 건축환경 통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각의 조건에

(3)

서 일조권에 대해 만족하는 세대수 변화에 대해서

기후쾌적성 평가

주거환경에서의 기후쾌적성은통풍조건과 일조

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쪽에서 서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표로서 여기서는 주거

쪽으로 낮아지는 형태의 건물이 남측에 위치할 경

단지의 구체적인 건설조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우와 방위각이 0 。와 30 。일 경우가 일조시간에 있

받는 통풍 조건을 제외하고 일조 조건에 초점을 맞

어서 가장좋은조건으로분석되었으며 이와같은

추어 기후쾌적성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과 한

맥락에서 일조권 만족 세대 비율 역시 남측 건물의

8)LAeq는 퉁가소음단위로서 LAeq ，24h는 24시간동안 내는 소음의 평균을 의미한다.

9) 일조권이란법률상으로 일정한양의 일조，즉햇빛을확보할수 있는권리로서 인접 건물둥에 의해 거주공간에 태양광선이 충분
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정수연 외 2005; 전극수， 2008). 통풍
조건은 환기를 통하여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선한 공기가 주거공간에 유입될 수 있는지의 조건을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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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낮아지는 형태

로 인한 시설 배치의 변화， 인접 건축물과의 배치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및 이격거리， 건물의 향과 같이 인위적인 환경 조

최정민 외 (2005)는 강롱，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건에 의해 결정되는 일조조건 분석 에 초점을 두고

부산， 광주， 제주 등 국내 주요 8개 도시를 선정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후쾌적성 지표

여，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 인접지역의 경사도

는 다양한 조건의 주거환경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

요소를 통하여 도시 간 일조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용할수 있는요소이자본래의 자연환경적 특성에

분석하였다. 각 지점별 동지일 일조시간을 기준으

의해 영향을받는요소로제한하고자하기 때문에，

로월드램분석을실시하고 분석결과를토대로일

다양한 인문환경적 조건들을 고려한 평가방법보

조시간션도 및 일사량선도를 구축한 것을 이용하

다는 개개의 주거단지가 입지한 지형조건에 기인

여 일조권 침해 예상지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하여 평가하는 방법 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도시별 위도순서에 따라서 침해 예상면적이 나타
나며 서울의 일조권 침해 예상지역 면적을 100%

(4) 녹지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강롱이 가장 넓게， 제주가 가장

주거환경에서 공원녹지 및 자연녹지는 거주민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는 약

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성 측면에 초점

40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만 침해 예상지

을 맞추어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총체적인 환경의

역의 면적이 감소하므로 이를 통한 일조권 확보에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주효한 가

는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접지역 경사도

치를 지니는 지표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앞에서 문

에 따른 침해지역 면적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평지

헌들을 통한 지표 추출과정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

를 100%로 본다면 하향 -15 。의 침해율이 12 1. 9%로

은 연구들에서 주거 만족도， 어메니티， 지속가능성

북측 인접지가하향 경사일 때 침해 예상지역의 확

평가에 녹지 건전성 요소를포함하고 있는데， 이러

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녹지 건전성을 평가하는 세부 지표로는 녹지 면

이상의 기후쾌적성에 관한 연구들은 개발계획으

〈표

6)

적， 녹지 다양성， 녹지 연결성 등이 제시되고 있

황국웅 외 (2003)의 경관지수

클래스 면적 비율(CA)

전체 토지 면적에서 어떤 토지 피복이 차지하는 면적 비

패치 수(NP)

패치의 개수로 산림의 파편화 정도를 나타냄

평균 패치 크기 (MPS)

패치 크기의 평균으로 패치의 위축정도를 나타냄

평균형태지수(MSI)

패치 모양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경관의 형태를 정량화한 것으로

경관형태지수(LS1)

생물종의 다양성과 관련됨

평균근접거리 (MNN)

같은 종류의 패치간의 근접도를 알아보는 수치

전체 핵심지역면적 (TC에

생물종이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임계 면적을 의미

평균 핵심지역면적 (MCA)

생물종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

가장자리 밀도 (ED)

가장자리의 전체길이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생태적 잠재성 평가

출처: 황국웅 외 (2003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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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별로 40개 이상의 경관지수를 계산할

다 10)

녹지건전성은 일반적으로 녹지의 생태적 특성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도 대표적인 지리정

공간적 분포가 생태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보프로그램인 ArcView나 ArcGis 의 익스텐션

하는 접근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로

(extension) 에서 Fragstats와 유사한 패치분석 기능

경관지수 또는 경관생태지수에 의해 그 정도가 표

을 제공하고 있다 1])

현되어진다(이인성 외， 2(08). 경관 지수는 산림의

이러한 경관지수들을 이용하여 생태 및 녹지 건

모양과 같은 생태계 구성요소 혹은 생태계 과정의

전성에 대해 평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황국웅 외

측정치가 될 수 있으며， 모형화 된 교정을 통해 종

(2003)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에 활용할

합적인 환경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측정치로도 해

수 있는 생태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경관지수

석될 수 있다. 경관생태학에서 출발하게 된 경관지

를 이용하여 생태계 평가를 수행하고， 기존에 많

수는 점차 생물서식지가 파괴되고 고립되는 등 생

이 이용되던 식생의 활력도 및 건강성을 평가하는

태계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태계의 구

정규식생지수(NDVI)값과 비교함으로써 이의 활용

조와 기능을 평가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경관지수는

치화하기 위한수식에 의해 산출되기 시작했다. 이

면적지수(area metrics) , 패치 밀도 및 크기 지수

러한 경관 지수는 크게 패치 (patch) , 통로

(patch density and size metrics) , 가장자리 지수

(corridor) , 모자이크(mosaic) 의 3가지 부분으로 이

(edge metrics) , 형 태 지수(shape metrics) , 다양성

루어져 있는데， 패치는 섬과 같은 형태의 동식물

및 산재 성 지 수 (diversity and interspersion

서식처를 가리키고， 통로는 선형적 특성을 갖는 요

metrics) , 핵 심지 역 지수(core area metrics)로 분류

소， 모자이크는 상호작용하는 패치들이 모여 있는

하였다〈표 6) . 연구결과， 경관지수를 이용한 생태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녹지 경관의 연

계를 평가한 것과 정규식생지수(NDVI) 사이에 상

결성， 면적， 형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허성구

관성이 나타나지만， 경관지수를 활용한 방법이 더

외， 2007).

욱 다양한 측면에서의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관지수는 기존의 토지피복도 및 생태자연도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 환경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여 Fragstats라는 프

이 외 에도 De Clercq et a1. (2004)은 산림자원을

로그램으로 분석 가능하다. McGarigal and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단위에서 토지이용

Marks(I99S)가 개발한 이 경관 구조 해석프로그램

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은 경관구조에 관한 많은 지표산출과 지표의 해석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량적

으로부터 경관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기

으로 생태계 변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경관지수에

능을 가지고 있으며， 격자(Raster) 형태의 입력 자

의한분석방법이 효과적이라고보았다. 이러한관

료에 대하여 패치 (Patch) , 클래스 (Class) , 경관

점에서 지역 간 산림 변화 패턴을 비교분석하는 연

10) 이재준 외(1 997) ， 권용우 외 (200 1)， 전영옥(2003) 참고.
11)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r며lerst 사이트 참고 (http://www. umass. edu/l andeco/research/fragstats/fragstats.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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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TA( 전체 산림면적)， NP( 산림 패치 개수) ,

제시하고있다.

Area.SD( 평균 패치 크기의 표준편차). Shape

시각쾌적성은 경관자원의 우수성 및 경관에 대

MN(패치형태지수의 평균)， Para.MN(패치 가장자

한 아름다웅 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리 비율)등의 경관지수를사용하였다.

지표이므로 결정자의 주관적 · 감성적 판단 등에

이상의 녹지건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들은 대부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

분 경관지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목

용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로 평가하

적에 따라 적용하는 경관지수에 있어서 조금씩 차

기도 한다.AHP는 다양한 조망점 에서 바라보는 경

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관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경관

때 한 지역의 녹지 및 생태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에 대하여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사용

경관지수를 도출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되는 방법으로， 우선 가시 영 역으로 분석 된 공간적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환경의 녹지건전

범위 에서 조망점을 선정한 후 이 조망점들에서 가

성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기존 연구들과 마

시되는 조망대상들을 비교하면서 각 경관의 중요

찬가지로 경관지수들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고안

성에 대해 도출해내는 방법이다(변병설， 2뻐). 경

하파한다.

관에 대한 아름다움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을 보다
객관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SBE(Scenic

(5)

Beauty Estimation) 기법도 사용되고 있다. SBE 방

시각쾌적성 평가

시각쾌적성 즉， visual amenity는 어메니티 자원

법은 사람마다의 미적 기준 차이가 경관 평가치에

중 ‘경관’ 의 개념 하에 심미적 기준에 의해 관리되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계량화된 시각적 선호도

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장소에 대

를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 개인들의 가

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상이나 느낌을 의미하며， 그

치판단기준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개인

중 지역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디자

의 측정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표준값 (2-

인， 색채， 규모와 같은 시각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

score)을 이용하여 지표값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기도 하고， 방문자의 경험에 의거하여 어느 한

(Daniel et a1., 1976). 이 외에 ArcView를 이용한

장소가 지닌 시각적 질에 대해 평가한 결과이자，

도면중첩법을 이용하여 경관의 질을 평가하기도

시각적 쾌적감과 지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하였는데， 황순진(1998)은 부천시를 대상으로 한

적 요소들의 집합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경관 평가에서 자연요소(지형， 경사， 식생 등) , 인

(Maroochy plan , 2000; Kaikoura district council ,

문요소(토지이용， 역사문화)를 도면결합법

2005). 건설교통부(2005) 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

(Overlay Method)을 이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경관

획기준에서 경관에 관한 항목에서는 조망경관자

훼손가능성이 높은 지 역을 추출하였다.

원에 대한 시각회랑 확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

앞에서 살펴본 AHP와 SBE 평가방법은 연구자의

며 Australia의 Kaikoura 자치구의 보고서 (2005)는

주관에 의하여 평가되는 시각쾌적성을 객관화하

미적가치를 지니고 있는 조망대상의 존재여부， 조

기 위하여 모색된 방법들이나 여전히 기초자료들

망대상에 대한 가시성 등을 경관 평가의 기준으로

은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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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사실상 객관적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어

보행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자연환

렵다. 또한 경관 자체가 지니고 있는 쾌적성에 대

경적 측면에서는 기존 환경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한 평가라기보다는 여러 경관들 중 우수한 경관들

예측해볼 수 있는 요인이다.

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들이므로 실질적인 경관평

현재 환경친화적인 계획의 수립을도모할수 있

가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도면

도록 토지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여 토지용

중첩볍을 이용하여 여러 환경요소들을 함께 적용

도를 분류하여 보전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를 결

하여 경관훼손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출하고자

정하는 토지정성평가12)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했던 황순진(1998) 의 연구는 다양한 환경요소들을

(김항집， 2004). 토지적성평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

단순중첩함으로써 그 환경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

는 크게 물리적 특성요인， 토지이용특성요인 및 공

루어져야 할 요인에 대해 고려하기 힘든 문제점을

간적 입지성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물리적 특

지니고있다〈표 7) .

성요인에 경사도와 표고 요인이 포함된다(건설교

주거환경 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통부， 2004).

시각쾌적성 평가는 주거공간에서 가시되는 주변

경사도와 표고 둘 다 낮을수록 건설비와 안정성

환경 평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앞에서 제시 된 방

에 유리한 지표로서 , 경사도와 표고가 낮을수록 높

법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객관적이며 정량화할 수

은 점수가 부여됨에 따라 보존보다는 개발에 가까

있는 평가방법 이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운 환경조건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다 13)

황순진(1 998)은 경관질의 훼손가능성에 대하여

(6)

예측하는 변수로서 경사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기

경사도 평가

주거환경에서 경사도는 인문환경적 측면에서는

〈표

7)

준은 3% , 3-8% , 8-15% , 15-25% , 25%-로 본래의 대

경관평가 기준

출처 : 황순진 (1998 ， 수정)

12)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동}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
이다(최봉문， 2(04)
13) 적성퉁급의 분류(건설교통부， 2(03)

적성값의범위

|

S~500

5OO~S~700
S~700

둥급
A(보전)

I

B(중간)
C(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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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지형적 조건을 토대로

공간 단위 , 또는 주거단지에서부터 각 공급 시설까

환경적 건전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값을 도출하

지의 도로이동거리를 기준으로 공간 간의 가까운

는데적용하였다.

정도 즉， 지리적 접근성에 대해 평가하파 한다.

건설교통부(2004)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에

또한 시설의 성격에 따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대

서 개발기준으로 경사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과의 거리가 중요할 경우(예를 들어 초등학교，

경사도가 4% 내외일 때 이상적이며 25% 까지도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시설 중 근접성이 가

개발이 가능하나 10% 내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장높은시설간의 거리를기준으로평가할것이며，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Accessibility A B = Neacdist[A center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경사도의 평가기준에 대하

•

Bcα
띠
'en…
r잉
1

여 낮을수록 우수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 Accessibility뼈A:AB: A, B 지점 간의 접근성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사5:.7t 낮을

- Neacdist[A . 돼 :A지 역에서 가장 근접하게 위

수록 안정성이 높아져 개발에 유리하고 환경 훼손

치한 B지역까지의 거리를의미
-1\αnter: A지역의 중심점 l í)

가능성도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주거환경 어메니티 지표 평가방법 고안

공공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과 같이 가장 근접한

시설보다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중
요할 경우에는 서비스 시설들의 평균거리를 기준

(1 ) 접근성 평가방법 도출
지역간，혹은도시 시설과의 물리적인거리를평

으로 접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하는 개념으로서의 접근성은 도시 시설의 이용
기회에 대한지역 구성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미
치는 요인으로서 주거 환경어메니티 평가 지표로

‘4α~ssibility
-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단지와 편익시설 및
여가시설 간의 접근성을 파악하는 것은 주거생활

.Á.‘r1

ε díst[A æ’‘t앙 Br”%’1

=

..!!-1

n

- dist: 지점간거리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쾌적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너무 근접하여 위치할 경우 오히려 거주민이 불

는 편익시설과 여가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할 경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그 시설의 이용자 수요 및 시설의 공급능력에 대해

거주민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부분이므

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공간 상 주

로 여기서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어

거단지와 도시 시설들의 물리적 배치조건들을 통

메니티 역시 증가한다.’는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

하여 접근성에 대해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하였다. 세부 분석 대상은 편익시설로 교육시설，

14) 특정 지역 간 접근거리를 계산할 때 polygon 내의 어느 부분을 시작점으로， 어느 부분을 도착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값
들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그 polygon 의 대훗값으로서 중심점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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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 및 접근성 평가대상 시설
부여

의중심점도출

〈그림 1) 접근성 지표값 평가과정

공공업무시설， 상업시설， 의료복지시설로 분류하

우선 각 주거단지와 평가하고자 하는 시설의 중

여 살펴보과 한다. 이 중 교육시설의 경우 비교

심점을 도출한 후 이 중심점간의 도로이동거리를

적 넓은 학군을 포괄하며 학생들의 도보이동 조건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각주거단지들의 거리가

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덜 까다로운 중 · 고등학교

짧은 순서대로 주거단지에 우수한 순위를 부여하

를 제외하고 초등학교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

여 접근성 지표값을 도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고자 한다. 또한 녹색휴양공간으로서 도시근린공

평가 주거단지가 107~ 가 있을 경우 가장 접근성이

원과 문화체험공간으로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우수한 주거단지의 지표값은 1 이며， 가장 열악한

성을 분석함으로써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파

주거단지의 지표값은 10이 되는 것이다. 편익시설

악하파한다.

에 해당하는 4종류의 시설과 여가시설에 해당하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성

2종류의 시설 모두에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 중 공

을 평가할 때 반경거리 또는 유치권， 이동거리를

원시설에 대해서는이동거리 뿐아니라공원 면적

분석 기준으로사용하며， 세부목적에 따라서는 이

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면적이 넓을수록

용인구 및 시설의 용량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기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묘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단지와 시설 간의 도로이

해당 공원에 대한 접근성 역시 증가한다고 볼 수

동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림 1) 과 같은 절차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장근접하여 위치하고 있

따라평가하고자한다.

는 공원에 대한 조건 뿐 아니라 전체 대상지구 내

〈표

8)

소음 평가 기준

와주요도로와의 거리가 80m 미만이면서 방음공간이 있을때
.~거단지와 주요 도로와의 거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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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이상의 주요도로 추출

도로를 기준으로 80m 벼퍼， 160m

벼퍼 기준 및 방음공간 여부를 고려

버퍼 적용

하여 지표값 부여

〈그림

2)

소음도 지표값 평가과정

에서 가장 면적이 넓거나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

안하였다. 또한 어메니티의 정도에 따라 상 · 중 ·

에 대한 고려 역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주거단지

하· 없음등 4점 척도를부여하였고그기준은도

주변의 근린공원보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우수하

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 160m 이상일 경우’ ,

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으며 대상 지구 전체 거주

‘80m 이상 160m 미만일 경우’ , ‘80m 미만이면서

민들을 이용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음공간이 존재할 경우’ , ‘80m 미만일 경우’ 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한다〈표 8) .

평가방법은 우선 전체 지구 내 4차선 이상의 주

(2) 소음도 평가방법 도출
일반적으로주거환경에서의 소음도평가는주거

요도로를 추출하고， 그 도로를 기준으로 80m ,

단지의 형태， 배치， 간격，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

160m의 버퍼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2차 방음 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15) 본 연구는 현황

간의 여부도 확인한 후， 해당 주거단지가 어느 버

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퍼 범위에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입지 계획을 토대로 어떠한 지역이 기본적인 정온

하여 소음도에 따른 지표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

소음도의 지표값은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특정

해서 입지조건을분석하는데목적울두고있다.그

기준에 의한 절대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일

자 한다.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된 4차선 이상의 도

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쩨파하며， 여기서는

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길수록 어메니티가 증가

도로소음에 초점을 맞추어 4차선 이상의 주요 도

하는 특성을 보이는 지표이나， 어떠한 주거단지 지

로와의 거리를토대로설정하였다.

점과 도로 지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준 거리는 기존 연구(대한주택공사， 2004; 김

거리값이 나올 수 있으며， 또한 4차선 이상의 도로

흥식 외， 2004)를 참고하여 도로와의 최소 이격거

가 복수로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서도 다양한 거리

리 80m와 2차 방음공간의 설정이라는 조건을 감

값이 도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의 이

15) 대한주택공사(2004) ， 김흥식 외 (2004) ， 이내현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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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거리를 기준으로 주거단지 간 어메니티 지표값

조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지형조

의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건에 의한 일조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ArcGis 9.2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기서 평가기준에 포함시

의 Solar radi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킨 완충녹지의 여부는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 대상 지역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

요인이라기보다， 유무의 절대적 기준이므로 본 연

와 같은 조건을 입력한 후 지역별 일조량을 산출할

구에서는 소음도에 따른 지표값을 도출하는데 있

수있다.

9)

평가대상 지구의 위도와 지형조건 및 태양복사

어서는 특정 기준에 의한 절대적 지표값을 단지들

조건을입력하고어느시기의 일조량을분석할것

에부여하과한다.

인가에 대한 조건을 지정해 주어야 동F는데 특정 시

기의 일조량보다는 일조 조건의 경향성을 보고자

(3) 기후쾌적성 평가방법 도출
일조권의 확보는 거주민들 간에 갈등을 발생시

하는 것이므로 일조량이 많은 계절보다는 해가 짧

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주거환경에서 당연히

아지기 시작하는 하지에서부터 해가 가장 짧은 동

지켜져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지까지를 기준으로 일조량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

에 일조권 확보 및 일조조건 평가를 위한 법적， 기

렇게 도출된 일조량값을주거단지에 대입하기 위

술적 측면의 연구들이 여러 차례 수행되어 오고

해서 단지 경계 내에서의 래스터 자료에 대한 평균

있다 1(，) 일조조건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값을 구하여 이를 지표값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일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

조량의 값이 클수록 어메니티 역시 증가한다는 가

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주변 건물의 규

정 하에 산출된 평균 일조량값을 클수록 어메니티

모， 건물들간의 간격 및 배치 등에 영향을받는요

지표값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였다.

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조환

일조량을 계산하는 과정으로서 우선 해당 지역

경을 본래의 자연환경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보

의 수치지형도를 입력자료로 하여 Solar radiation

고 주거단지가 입지하는 지형적 특성이 미치는 일

분석을 수행한 후， 도출된 일조량값을 개개의 분석

〈표

9)

일조량 분석 조건

• Latitude
• Skysize/Resolution
• Time configuration-date/time settings , interval
Topographic parameters
• Z Factor
• Slope and aspect input type
Radiation parameters
• Zenith divisions
• Azimuth divisions
• Di ffuse model type
출처 :ArcGis

• Transmittivity

9.2 , Solar radiation 분석기준

16) 01 우종 외(1998) ， 전극수(2008) 퉁은 일조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오규식 외 (2001) ， 최정민
외 (2005) ， 이덕형 외 (2006)는 일조 조건 평가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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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al

Statistics를 이용， 주거단지

의 평균일조량도출

〈그림

3)

기후쾌적성 지표 평가과정

단위에 해당하는 지표값으로 변환해주기 위하여

경관 지수값들은 ArcView 3.2의 Patch Analyst를

Zonal Statistics를 이용하여 단지별 평균 일조량을

이용하여 산출해낼 수 있다.

도출하파 한다. 이 값 01 클수록 해당 단지의 기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

후쾌적성 지표값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러 경 관 지 수 들 중 에 서 CA( Class Area) 와

러한 방법은 인접 건물들의 높이나 배치와 같이 인

πA(Total Lanclscape Area)를 통하여 유역별 녹지

문환경적 조건에 의해 가변하는 기후쾌적성이 아

의 비율에 대해서 산출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

닌， 본래의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적 조

여 상대적으로 녹지비율이 높은 지역을 도출해낼

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입지조

수있다.

NP(Number of Patch)를 통해서는 녹지의 파편화

건의 주거단지에도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 방법

된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같은 면적일 때 NP값이

이라고할수있다.

높을수록 파편화 정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맥락에서 MPS(Mean Patch Size)는 패치

녹지건전성 평가방법 도출

주거환경에서의 녹지 건전성 평가는 앞서 살펴

크기의 평균을 구하는 지수로 패치의 위축정도를

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현하는 것이며 MPS가 클수록 건전성은 높다고

것과 같이 경관 지수들을 통하여 가능하다.η) 경관

판단할 수 있다. MSI (Mean Shape lndex)는 패치

지수들을 이용하면 녹지 및 산림의 면적 비율과 녹

모양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경관의 형태를 정량화

지들의 파편화 정도， 동 · 식물군의 서식지로서의

한 것으로， 패치의 모양이 불규칙할수록 높은 값을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지며 경계부에서는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이 많

녹지 환경에 대한총체적 건전성에대한평가가가

아지므로 서식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가능}는 경향

능하며， 이러한평가를위하여 필요한해당지역의

이 있다(이도원， 200 1). 이러한 생태적 잠재력을

17) 손학기 외 (200이， 황국웅 외 (2003) ， 허성구 외 (2006) ， 이인성 외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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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을 일정한 공간단위(하천유

역)로 구분 및 경관지수 산출

〈그림

4)

경관지수 결과 부여

녹지건전성 지표 평가과정

나타내는 지수로서 ED(Edge Densiψ) 역시 이용될

경관이 조망되는지， 자연환경적 또는 인문환경적

수 있는데 이는 가장자리의 전체길이를 토지면적

요인에 의하여 경관이 차폐되고 있지는 않은지의

으로 나눈 값으로 ED가 높을수록 생태적 잠재력

여부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거단지

이 높다고 볼 수 있다(황국웅 외 , 2003).

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에는 앞의 어메니티에 관

주거환경의 녹지건전성에 대한 평가 과정으로서

한 문헌연구 및 어메니티 평가지표 추출 과정에서

우선， 평가 대상 지역의 토지피복분류 자료에서 녹

도 볼 수 있다시피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자연환경

지영역을추출하고， 일정한공간단위들로녹지영

에 대한 조망이 용이한지에 대한 여부가 포함된다.

역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 후， 각각의 공간에 대하

즉， 주변에 녹지 및 수변공간과 같이 긍정적인 이

여 녹지 비율， 파편화 정도， 파편화된 각각의 평균

미지를 부여하는 환경 요소가 조망되는지의 여부

녹지 크기，가장자리 밀도， 경관형태지수등경관지

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거환경의

수를 산출하여 녹지환경의 건전성에 대하여 평가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하고자 한다. 평가지표들의 값을 합하여 최종 녹지

이다 18)

건전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각의 공간단위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자연환경 요소 중에서 시각

이 갖는 경관지수값들을 순위화 하고 그 순위들을

쾌적성을 높이는 녹지 및 산림을 조망 대상으로 보

합하여 지표값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표값

고 각 평가단지에서 조망대상이 가시되는 비율을

은 적을수록 높은 순위가 부여된 것으로 녹지건전

추출함으로써 시각쾌적성을 평가하과 한다. 이

성에 의한 어메니티 값이 높다고판단할수 있다.

분석은 “조망되는 녹지나 산림의 비율이 높을수록

거주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

가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분석툴로서

(5) 시각쾌적성 평가방법 도출
시각쾌적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주로 아름다운

ArcGis 9.2의 Viewshed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

18) 이재준 외 (1997) ， Benson et al. (1 998) , Mitchell(2000) , 전영옥(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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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각쾌적성 지표 평가과정

평가 방법으로 우선 토지피복분류를 통해 산림

해에 의한 피해를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

및 녹지영역을 추출하고 주거단지에 적당한 조망

표값이 낮을수록 어메니티를 증가시키는 요소라

점들을설정한후， 이 조망점들에서 가시되는 영역

고할수있다.

을 추출한다. 이 후， 어떠한 조망점에서도 가시되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후쾌적성 지표와 같이 경

지 않는 녹지 영역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사도도 개발계획에 의해 달라지는 요소가 아닌， 본

주거단지 내 조망점들에서 가시되는 총 영역의 비

래의 자연환경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특성으로

율을 도출하여 이를 시각쾌적성 지표값으로 사용

간주하였다. 지표값의 경우 경사도의 값이 적을수

하파한다.

록， 즉 완만한 지형조건을 지니고 있을수록 주거환
경의 어메니티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
한 경사도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ArcGis 9.2 의

(6) 경사도 평가방법 도출
경사도 요소는 생활환경 조건에서 보행의 편의

Slope Analysis를 이용하고자 한다.

성에 불편을 준다는 점 에서 , 그리고 자연환경 조건

그 과정으로서 우선 대상 지구의 수치지형도를

에서는 개발로 인한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재

〈그림

6)

입 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사도 지표 평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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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후， 각 주거단지에 적용할 경사도 지표값을

로부터의 이격거리와 방음공간의 유무를 기준으

도출하기 위하여 Zonal Statistics를 이용， 주거단지

로 지표값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기후쾌적성의 경

별 평균 경사도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경사도 지표

우 기존 연구들에서 인접 건물과의 관계나 해당 건

값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축물의 향과 같이 인위적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간주한 것과는 달리， 본래의 자연환경이

5.

요약 및 결론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보고 주거환경의 자연환경
적 입지 조건에 의해 지표값이 변화하는 요인으로

한 지역 내에서도 인문환경적 · 자연환경적 조건

보았다. 평가에 있어서도 지형적 요인에 의해 산출

에 따라 환경어메니티는 차별적으로 분포할 수 있

되는 평균 일조량을 기준으로 지표값을 부여하고

는데， 이를 주거환경에 적용한다면 각 주거단지의

자 하였다. 녹지건전성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입지 조건에 따라 주거환경 어메니티 정도에 차이

경관지수를 통해 평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

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6개의 지표

공간이 포함되도록 전체 지 역을 일정한 규모로 분

가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할한 뒤， 각 공간에 대한 녹지 비율， 파편화 정도，

것이며， 이 차이에 대하여 정량적으로표현하기 위

파편화된 각각의 평균 녹지 크기， 가장자리 밀도，

해서는 6개의 지표들에 대한 평가값이 도출되어야

경관형태지수 등의 경관지수를 산출하여， 이를 토

한다. 지표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에

대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각쾌적성의 경우， 녹지

앞서， 기존 연구들에서 각 지표들을 어떻게 평가해

및 산림과 같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환경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지표들

요소가 조망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

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

하고자하였으며 각 평가단지의 조망점에서 가시

다. 본 연구의 목적이 주거환경 어메니티의 차별적

되는 영역의 비율을 토대로 시각쾌적성의 지표값

분포를밝히기 위한선행연구라는점에 있으므로，

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사도의 경우， 여러

추후 실제 주거환경에 적용되기 적합한 환경평가

연구에서 그 값이 작을수록 개발에 유리하고 환경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표들을 평가하기

훼손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마찬

위한 방법이나 기준들이 각 주거단지들에 통일하

가지로 각 주거단지의 평균 경사도를 도출하여 그

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소 간단하지만 객관적이며

값이 작을수록 어메니티는 증가한다는 전제를 수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토대로 고안되어야

반한 평가방법을 마련하였다.

하는것이다.

지표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을 되도록 일반

지표별로 고안된 평가방법들을 살펴보면， 접근

적이며 객관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순화시킨

성 지표의 경우 주거단지와 편익시설(교육 · 상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거환경을 정밀하

업 · 공공업무 · 의료) , 여가시설(공원 · 문화) 간의

게 반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평가방법들이

도로 이통거리를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지표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주거단지의 어메니티

값으로 사용하였다. 소음도는 도로소음이 주거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똑같은 기준으

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서， 도로

로 평가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메니티가 우수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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