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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압축도가 지하철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역세권의 토지이용특성을 반영하여 지하철 수요를 분석하
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이라는 이름으로 자가용통행을 줄
이고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는 개발전략이 연구되었다. 대표
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분석을 위해 역세권의 토지
이용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역세권의 토지이용특성을 다각
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TOD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이슈와 함
께 교통에너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결점점을 중
심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교통체계와 토지이용의 연계
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세권 토지이용에 대한 관심은 역세권 범위의 설정
과 역세권 전체적인 총량적인 관심의 범위에 머물러 있다. 역
세권 안에서의 보다 세부적인 토지이용형태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역세권 개발이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형태인지 
또는 지하철 역에서 먼 역세권 경계부근이 집중 개발된 형태
인지에 따라 지하철 수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시 범위에서의 공간적 압축과 확산이 교통에너지 효율에 주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에서의 지
하철 역을 중심으로 한 압축적 개발형태가 지하철 수요에 주
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서울시 역세권의 토
지이용 연면적 자료를 총량적으로 적용했던 기존 연구들을 배
경으로 자료구축의 정도를 세분화하여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건축연면적의 분포형태가 압축적인지 확산적인지를 측정하는 
역세권 개발압축도지수(development compactness index)
라는 척도를 제안하고 개발압축도를 활용하여 지하철 수요를 
분석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첫째 역세권의 개발압축형태도 지하
철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토지이용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기존 총량적 연면적 변수를 포함시킨 상황에서도 추가
로 반영한 역세권 개발압축도가 지하철 수요에 유의한 토지이
용특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세권 개발압축도 중에서 상업
용도 역세권 개발압축도가 지하철 수요에 영향이 큰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총량변수의 영향에서도 상업용도 총연
면적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주목하여 용

도별 개발압축도를 반영하였을 경우에 상업용도 역세권 개발
압축도가 가장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선행연구에
서 주목한 토지이용혼합도의 경우 용도별 면적과 개발압축도 
등으로 토지이용변수를 세분화할 경우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
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역세권 내부에도 권역과 용도에 따
라 지하철 이용 효과가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거점 영향권 내에서도 거점에 더 가까운 인접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지하철 역 초인
접 지역에서 혼합적 토지이용이라는 이유로 상업지역에 허용
되지 않는 공동주택형태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 배
치를 권장하고 이를 TOD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
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영락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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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지방화 연구 

  오늘날 지방은 양적 성장의 한계로써 대두된 발전의 지
역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누적․심화되는 인구위기
를 감내해야 하는 공간적 단위가 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위기
는 미래가 아닌 현재다. 오늘날 지방에게 인구 늘리기는 마치 
적자생존의 문제와 같고, 인구는 반드시 스스로 고민해야 하
는 정책 대상이자 필히 증가시켜야만 하는 정책 목표가 되었
다. 인구문제가 더 이상 국가 단위로나 국가 차원에서만 이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인구정책의 지방화이다. 국가가 아닌 지
방, 그리고 인구정책을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현 시점에서 부
상한 지방의 움직임이 그간의 국가중심적 흐름에서 차별화의 
지점을 형성하였고, 그것이 인구정책을 통해 가시화되어 나타
났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정책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기 위
해 필요한 역량 형성에서부터 정책의 실질적 구현, 그리고 향
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타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지방
의 통치 양상을 관통한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는 지방으로 하여금 관
할 지역 내 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나름의 통치 주체로써
의 역량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지역의 이해를 최우선으
로 시대현안에 대응하는 지방의 자치권 발현은 중앙집권적 정
책 구도 하에서 여전히 국가중심적 성향을 보이지만, 과거와 
달리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관계는 아니다. 오늘날 지방
은 인구센서스의 분화, 사회지표의 생산 등 지식과 정보의 지
배를 통한 지식국가적 면모를 답습하는 동시에 법적 위상 제
고, 자율적 조직 및 예산 편성 등 제도적 정책 역량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 인구정책은 국가와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지
방의 인구정책은 자연적 출산을 강조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인
구의 사회적 유입 및 유출을 촉진하고 단속하는 과정이다. 즉, 
주민등록인구라는 행정적 인구 범주를 핵심으로 인구가 가진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그것의 연쇄적 반응을 유도하고 기대하
는 지방공무원, 주민 등 여러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끊임없
이 고려되는 지점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은 국가보다 한발 앞
서 정책 추진을 감행하기도 하고, 기존 공간스케일을 교란하
는 스케일의 정치를 구사하기도 한다. 

셋째, 인구감소시대 지방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공유와 축
소, 도시재생 등 공간정책과의 결합을 강조하며 외연을 확대하
고 있다. 현 지방의 인구 늘리기의 실질적 목표는 인구감소세
의 완화로 인구늘리기의 목표수치는 선언적 가치에 불과하다. 
지방의 대안적인 인구정책 모색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주민등
록인구가 아닌 지역의 공간경험을 공유하는 유동인구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광의의 인구정책으로서 도시재생은 유용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지방은 스스로 인구를 읽고 다루는 통치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인구문제의 소재지이자 해결사로서 
지방의 역량 및 성과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중앙집권적 구
도 하에서 지방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거시
적으로 발전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지만, 지방의 정책 목표
는 양적 성장이 지배적이다. 지난 국가의 총량적 성장의 한계
로 배태된 지역의 인구위기가 양적 성장 방식의 인구 늘리기
로 재현되며 발전의 패러다임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
할 상황만은 아니다. 지방은 새로운 발전의 양상이 동시 출현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인구와 발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열려 있다. 

최민정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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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선형계획법 적용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해역의 이용을 일정 수준 제한한 공간을 말
한다. 국내에서 해양보호구역은 최근까지 지정 면적이 꾸준하
게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해양에서 생
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어업활동에 대해서
는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조차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
다. 따라서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적으로 질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업권을 국가가 매입하여 어
업의 영향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해양
보호구역 지정의 수단으로 경영학이나 군사학에서 의사결정
기법으로 활용되어온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원
하는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만족하면서 어업권 매입에 따른 비
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최적안을 시나리오별로 
탐색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갯벌에서 중요한 저
서생물 군집의 분포에는 저질의 자갈함량, 분급도, 평균입도, 
조위고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해만 
저서생물군집에 대한 집괴분석 결과 5개 생물군집의 그룹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함해만 갯벌에서는 조위와 퇴적상을 갯
벌의 생물군집 분포를 대신하는 환경변수로 설정할 수 있었다. 

둘째, 선형계획법을 통해 최적안 탐색과정에 해양보호구역 
후보지의 둘레길이를 함수식에 포함하여 되도록 모여 있는 모
양을 최적안으로 선호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해양보호구역 
후보지의 조각 개수가 달라지면서 비용과 면적에 있어 계단
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조각의 개수를 필요에 따라 사전에 설
정할 경우 각각에 대한 최소 매입비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최적지를 시나리오별로 탐색하
였다. 우선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서식
처 특성만을 만족하는 경우, 여기에 어업권 보상에 따른 공간
적 선호가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보호생물이 출
현한 지역을 포함한 경우로 나누었다. 어업권을 고려해 해양보
호구역 후보지를 탐색한 결과, 어업권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후보지역의 면적은 약 5% 정도 늘기는 했으나, 어업권 보
상 비용은 1/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보호종이 출

현하는 지역을 추가하여도 면적과 비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최적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업권을 처음부터 고려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동일한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함에
도 불구하고 비용의 측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
처럼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선형계획법을 도
입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만족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어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
구역 후보지를 공간상에서 제안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도
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보전적 측면에
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업권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나 보호구역 모양과 같은 관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생
태적 목표 달성에 있어서나 재정 소요의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육근형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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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체계 및 지하철역 접근성에 따른

건축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중교통지향형 개발’과 지하철망에 의한 ‘도시 내 중심지 
체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역세권’과 ‘중심지’로 설정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활발한 개발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이용이 ‘부동산 개발 체제’와 ‘도시 계획적 의도’
에 부합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건
축허가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 체계’ 및 ‘
역세권 개발 전략(TOD)’에 따라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실증분석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도시 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시의 ‘건축허가 자료’
를 ‘편집지적도’와 결합하고, 2008년 이전까지 개통된 서울시
의 지하철역을 ‘2011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에 따
라 유형화였다. 다음으로, 각 허가 건에서 가장 인접한 지하철
역을 식별하고, 역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최종 data set구축하
였다. 이와 같이 구축한 data를 이용하여 중심지 체계 및 지하
철역 접근성에 따른 건축 활동 양상을 개발 총량, 규모, 밀도, 
용도의 측면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개발밀도를 종속변수
로 설정한 회귀분석으로 중심지 체계와 지하철역 접근성 및 그 
밖의 요인들이 개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의 총량’은 개발이 활발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로서, ‘개발 빈도’와 ‘개발의 총면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
다 적절하다. 개발 빈도의 측면에서는 상관관계가 미약하거나 
없지만, 개발의 총면적의 측면에서는 중심지 위계에 따라, 그
리고 역세권에서 보다 활발한 개발이 일어났다. 상위위계의 중
심지와 역세권과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에서 보다 활발한 건
축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높은 지가와 타 지역에 비해 
이미 개발이 고도화 되어있어, 빈번한 개발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의 규모’는 허가건의 연면적 평균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중심지의 위계 및 역과의 거리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필지규모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중심지 체계와 지하철역과의 
거리, 역세권 여부에 따라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다. ‘개발밀도’는 중심지 위계가 높을수록, 지하철역에 
인접할수록 높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단, ‘도심지역’ 보다는 ‘

부도심’에서 보다 개발규모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발용
도’는 상위위계의 중심지와 역세권에서는 비주거용 개발이 우
세하고, 중심지 위계가 낮고 비역세권에서 주거용 개발이 활
발하였다. 개발밀도에 대한 지하철역 접근성과 중심지 위계의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 역세권 해
당여부는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과의 거리가 멀
어질수록 개발밀도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았다. 중심지 위계의 영향력도 크지 않은데, 도심에 해당하
는 경우는 오히려 개발밀도가 감소하였다. 중심지 체계와 지
하철역 접근성보다 용도지역, 개발용도 지가의 개발밀도에 대
한 영향이 월등히 컸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기능별로 위계 지워진 도시
중심지체계’, 도시내부지역의 밀도 높은 토지이용을 추구하
는 ‘압축도시’와 같은 개념이 바람직한 도시계획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지만, 개별 건축 활동 양상의 실증분석 결과, 개별 건
축 활동에 대한 도시계획의 목표와 그 운용상에는 괴리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향후의 도시계획에서는 계획목표와 실제개
발에 대한 도시계획적 규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박현영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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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유가구의 주택개량행태와 결정요인

최근 정부는 기존 주거지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한 주택
은 주택소유가구 스스로 개량하도록 하는 점진적 주택개량방
식을 도입하였고, 노후지역은 물론 그 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공급하고 있다. 나아
가 주택소유가구의 경제적 여건 및 그 입지 등과 관계없이 주
택개량에 소요되는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점차 그 예산 및 사
업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주택소유가구가 무
슨 원인에 의해, 주택을 어떻게 개량할지에 대한 이해 없이 사
업이 추진될 경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공자금을 투입하고도 정작 정책목표인 
노후주택의 개량･정비는 도모하지 못한 채 향후 정비사업추진
을 막는 등 부작용만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구는 “2014 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우리나라 단독주
택 소유가구의 주택개량행태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단독주택 재고상태는 매우 노후하나 주택개
량의사가 있는 가구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노후 단독주택들이 소유가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개량되기 보다는 주로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정비되어 왔으며, 그만큼 개별적 주택개량은 그
리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한 단독주택 소유가구의 연령증가와 점차 낮아지는 가구소득
은, 앞으로도 이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
능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주택개량은 그 수준에 따라 대수선 이하, 증･개축 이
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때 대수선 이하 수준의 
주택개량은 시간경과에 따른 주거만족도 하락을 해소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시간경과에 따라 그 개량행태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
면 대수선 이하의 주택개량행태는 주택 경과년수가 약 25년
이 될 때까지 증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소되는 역U자 형
태를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반면, 
증･개축 이상 수준의 주택개량은 주택상태가 노후해질수록 꾸
준히 증가한다. 

셋째, 증･개축 이상 수준의 주택개량은 가구주의 연령이 낮
고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주택의 상태가 노후할수록 활발히 
일어난다. 또 지가 대비 임대료가 낮거나 혹은 임대료 대비 지
가가 높은 지역, 그리고 주변 주택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
한 지역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 그러나 대수선 이하 수준의 
주택개량행태에서 이러한 영향력은 유효하지 않으며, 특히 지
역 인프라의 상태는 증･개축 이상은 물론 대수선 이하 수준
의 주택개량행태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
한 특성들로 인해 입지잠재력이 매우 낮거나 지역의 전반적 
주택상태가 매우 노후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증
개축 이상의 주택개량확률이 현저히 낮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두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양극화
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관련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그 곳에 정비기
반시설을 공급하기보다는 지역특성별 사업구역을 선별･지정
하고, 동시에 입지잠재력이 낮은 지역은 공공주도의 주택개량
을 검토하거나 주택개량행태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및 계획적 요소의 발굴이 필요하다. 

임윤환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북한 산림경관 생태적 복원모형 개발

유재심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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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역의 상업화 과정과 장소성 인식 변화 

문화 자원 및 활동들이 밀집되어 형성되는 문화지역은 문화
적이며 독특한 장소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심화되
고 있는 상징소비와 상품화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외 여러 문화지역들이 상업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지역에서의 상업화의 특성 및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 삼청
동과 신사동의 가로들을 사례로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업시설 
유형의 변화와 장소성 측면에서 장소성 인식의 변화를 통시적
으로 실증분석하였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상업시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물 
용도의 변화, 상업시설 유형별 공간분포의 변화, 상업시설 유
형간의 변화관계, 상업시설 유형별 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으
며 주요 분석결과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지역에
서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독립상점’과 ‘표준화상점’의 비
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상업화 초기에는 ‘독립상점’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관련시설’의 비중이 감소
하지만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표준화상점’의 비중이 급증하고 
나머지 상업시설 유형은 모두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문
화지역의 상업화 과정에서 ‘독립상점’이 증가하는 현상은 방
문객 대상의, 상징소비에 기반한 독특하고 고급스런 상점이 증
가하는 것으로서 ‘상업시설의 고급화’와 관련된다. 그리고 ‘독
립상점’과 ‘표준화상점’이 증가하는데 반해 ‘문화관련시설’이 
감소되는 현상은 문화지역의 상업화로 인해, 소비공간이 증가
하는 대신 문화지역의 기반이 되는 문화생산의 공간이 감소하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업시설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성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로부터 높은 위계로 변화되며 그 
반대의 변화양상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지역의 상업
화로 ‘표준화상점’과 같이 위계가 높은 상점이 입지하게 되면, 
위계가 낮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상점이 입지하기 어려워
짐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지역의 상업화에서 나타나는 상업
시설의 변화 특성은 서구도시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업적 젠트리피케
이션에서 제기되는 상점들의 계층적 강제이주와 주민의 사회
적 배제 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소성 측면에서 장소성 인식 변화는 블로그와 신문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지역에 대한 방문객의 장

소성 인식이 ‘지역전체’의 총체적인 것에서 ‘개별상점’을 통
해 느끼는 개별적·분절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문화지역 상
업화 과정의 토지이용과 장소성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상
업화로 인해 증가된 표준화상점이 표준화·획일화된 특성으로 
인해 문화지역의 장소성을 분절화·파편화시키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둘째, 신문의 문화지역에 대한 장소인식은 ‘지역전
체’에서 ‘개별상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대중매체의 장
소인식의 변화는 방문객의 장소성 인식변화와 관련되는 것으
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토지이용과 
장소성의 변화를 함께 실증분석함으로써 문화지역이 상업화
되면서 상업시설이 변화되고 이것이 장소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화
지역 장소성의 보존·육성을 위해서 표준화상점과 같은 상업시
설 업태에 대한 규제·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국내 문화지역의 상업화와 서
구도시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유사점을 밝힘으로써, 국
내 문화지역의 상업화가 서구를 중심으로 그 개념 및 이론이 
발전되어온 젠트리피케이션의 일환으로서 논의될 수 있는 단
초를 제시하였다.

김희진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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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ling avian taxonomic, functional, and phylo-

genetic diversity in relation to 3-D forest structure

The complex 3-D structure of forests is a major 
determinant of species diversity. The seminal work 
by MacArthur and MacArthur(1961) was the start-
ing point of an ongoing debate in ecology about 
the role of pure physiognomy versus plant species 
composition in determining the diversity of birds. 
In general, such finding is in line with the habitat 
heterogeneity hypothesis predicting more different 
species with increasing variability in structure. The 
second closely related hypothesis is the species-
energy hypothesis predicting more species with 
more energy availability. The early studies were 
restricted by the effort in the measuring the 3-D 
structure of forest. However, LiDAR(Light Detec-
tion and Ranging) shed light on the investigation 
of relation between the vegetation physiognomy 
and fauna diversity. Meanwhile, ecologists also im-
proved their ability to measure new perspectives 
of biodiversity. Quantifying biodiversity beyond 
species has been developed to focus on ecological 
differences; the two major aspects of diversity are 
functional diversity and phylogenetic diversity. In 
spite of the remarkable advances in both sides over 
the last decade, the response of avian functional or 
phylogenetic diversity to the forest structure was 
not examined yet.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st influential structural attributes 
on bird species diversity assumed to be closely re-
lated remains unexplored. 

In this dissertation, the chapter tw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vegetation volume as one 
surrogate of available energy for the forest bird 
species and prevalent vertical complexity indices 
across temperate mixed forests. The response pat-
terns of prevalent multiple vertical complexity in-
dices to vegetation volume were contrasting from 
each other and could be clearly classified into posi-
tive, negative, or hump-shaped patterns. Although 

the vegetation volume and vertical complexity were 
closely rel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generally 
assumed should be reconsidered. Additionally, the 
usage of vertical complexity indices should be very 
careful since same plots could be shown as very 
heterogeneous or homogenous plots depending 
on the chosen index for the study. Considering the 
dependent biological meaning of foliage height di-
versity subdivision on the study area, the vertical 
complexity indices such as vertical distribution ra-
tio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of vegetation height 
could work as more global indices. 

The chapter three assessed standardized meas-
ures of forest structure by LiDAR and standardized 
measures of functional and phylogenetic diversity 
from four forests of three continents in order to 
investigate how forest structure shapes the dif-
ferent facets of breeding bird diversity and their 
mismatch in temperate forests of the Northern 
Hemisphere. Within temperate forest bird assem-
blages, canopy density better determined taxo-
nomic, functional, and phylogenetic diversity than 
vertical complexity. The relationships between 
multiple avian diversity facets and forest structure 
were non-linear. Functional and phylogenetic di-
versity of breeding birds may be fostered by very 
open and dense forest stands, in contrast to taxo-
nomic diversity which may be fostered by medium 
dense stands. However, the vertical complexity 
proxy over forest structures of different height di-
vision needs to be studied in the future. The dif-
ferent responses of multiple diversity facets to en-
vironmental gradients could lead to new insight in 
understanding community assembly mechanisms 
and strategies for conserving biodiversity.

배소연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2015년 8월 환경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2015년 8월 박사학위 논문 요지

104

JES

자연재해 피해의 결정요인 및 경제적 파급효과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관리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자연재해 피해 규
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의 직접피해액의 규모를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직접피해액을 다지역 연산일반
균형모형에 적용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의 파급효과
도 살펴보았다. 

227개 시군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결
정하는 요인을 고찰한 결과, 연강수량, 1인당 주민세액, 하천
면적, 불투수면 면적, 지방정부 방재예산 변수는 양(+)의 부
호로, 재정자립도 변수는 음(-)의 부호로 유의미하게 자연재
해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강수량 
변수의 추정계수가 가장 커 기후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연재해 관리 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피해액 추정하기 위
해 16개 시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특성을 반영
한 강수 예측자료를 통해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을 추정하였
다. 2015년 기준 현재가치로, 연간 자연재해 피해액은 최소 3
조 880억 원에서 최대 12조 200억 원의 범위를 갖으며, 전라
남도의 피해액이 3조 6,5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 그 뒤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의 피해액이 최대 2조 원 
이상의 피해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한 직접피해액의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을 다지역 연
산일반균형모형에 적용하여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불투수면 면적 저감에 대한 정책실험을 모의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총생산은 0.54% ~ 2.06% 감
소하며 금액규모는 4조 6,000억 원 ~ 17조 5,500억 원에 달
한다.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이 최대 6% 이상 하락하고 이는 
6조 84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산업별로는 주로 농림수산
업, 건설업, 제조업의 생산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투수면 면적 저감에 따른 직접적 편익은 최대 8,280억 원, 
간접적 편익은 최대 1조 5,18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호남권
에서 불투수면 저감에 따른 편익 규모가 가장 낮았다. 

결론적으로 기후 요인이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 자연재해
로 인한 직간접피해액이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
하여 직접피해액을 추정하고 다지역 다부문 연산일반균형모
형에 적용한 점에서 과거 자연재해 피해액을 단일지역 다부문 
연산일반모형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
와 차별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차원에서 자연재
해 관리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
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자연재해 관리 정책에 간접적으로 시사
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미연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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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근린공원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건강불평등과 환경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 서비스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지
원하는 녹색복지 수단으로서 형평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공
원 형평성은 생애주기, 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지
위에 따른 상대적인 공원 필요도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공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원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어린이, 저소득 계층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 
계층이 필요로 하는 양적·질적 공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공원 서비스가 인구집단 및 지
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형평적으로 분배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
한 현실적 대안인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형평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는 행정동 단위에서 볼 
때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전체 서울시민의 60% 이상은 법
적 확보기준인 일인당 3㎡ 미만의 도시공원을 가진 동네에 살
고 있다.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70%가 넘는다. 총
량을 증가시키면 시민 각자의 몫이 커질 것이라는 공급자 위
주의 정책을 통해 목표공급량은 달성했을지 모르나 공정한 분
배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둘째, 도시공원 정책이 공원 공간의 양적 확충에 무게중심
을 둔 사이 질적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이 발
생했다. 151개 근린공원의 질을 평가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신
체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자연경관요소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근린
공원별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는 평균 한 개 미만인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어린
이,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가운데 노후화된 시설과 열
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이용자가 없이 방치된 다수의 근린공
원들이 존재했다. 이는 양적 확충 위주의 서울시 도시공원 정
책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근린공원을 ‘과정으로서의 장소’
가 아닌 ‘완료된 공간’으로 보는 태도는 이용자의 변화하는 여
가욕구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필요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
한 무기력하고 정체된 녹지를 양산시켰다. 

셋째, 양적, 질적 공원서비스 모두의 문제를 가진 서울시는 
기존 근린공원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와 공원녹지 예산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가용부지 제
한과 재원 문제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적 도
시공원 서비스가 결핍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가운데 질적 수준이 낮은 관리열등공원과 질적 수준이 높은 관
리우수공원의 공원이용밀도 및 방문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
과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개선은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의 결
핍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 어린이, 저소득 계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라 필요로 하는 질적 공원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노인들은 ‘신체활동’, ‘사회적 유대감’, ‘휴식’, 어린이
들은 ‘가족 유대감’, ‘놀이’, ‘교육’, 저소득 계층은 ‘신체활동’, 
‘휴식’,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공원이용 및 방문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주민들의 공원이용과 
방문만족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평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질
적 요인으로는 매력적인 자연경관요소와 레크리에이션 시설,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도출되었다. 관습적이고 
정형화된 패턴을 벗어나 현대 도시민들의 여가 트렌드와 이용
행태가 반영된 자연 및 레크리에이션 환경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 가치 상승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유료의 문
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지역 근린공원에서
의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 증진과 웰빙, 사회적 통합 등의 공원 
편익을 제공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국 (협동과정 조경학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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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스템 연구

자발적 환경협약이란 정부가 환경기준과 그와 관련한 통
제와 규제수단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해 왔던 명령과 통제
(Command and Control)에 기반을 둔 기존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환경 규제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 목적과 범위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
안을 결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친환경적 행태를 유도하
는 방식이다. 특히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시스템(Volunatry 
Sustainability Standard)은 ‘Eco’나 ’Sustainability’이라
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태적인 면이나 지속가능성 분야를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영향평
가와 같은 골프장 조성과 관리에 대한 환경규제와 함께 각 골
프장의 자발적인 친환경적 노력을 장려하고 평가하여 시상하
는 녹색경영골프장 선정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
장 인정계획을 발의하였으나 시행예고에 그친 상태다. 그러
나 환경정책당국이 주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규제기관이
라는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민간 환경단체 지적과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 들였던 골프산업 이해 당사자들 반대 때문에 제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친환경 골프장이라는 용
어 사용과 환경정책당국이 주도한 녹색경영골프장 선정은 규
제대상인 골프장들로 하여금 위장환경주의라 부르는 그린워
싱 Greenwashing과 같은 다각적이며 애매한 친환경적 주장
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
과 관리에 비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유지관리방식을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유도하고 비골퍼들의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
각을 완화할 수 있는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시스템이 필요하
며, 이를 활용하여 골프장산업분야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골프장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자발적 지속가

능성 표준시스템은 골프장 조성과 운영단계에 종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둘째, 골프장 조성과 운영단계에 
지속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년차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문헌 분석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 6개 평가부문, 
15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6
개 평가부문에는 생태환경 및 경관,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 관
리, 에너지 관리, 재료 및 자원, 환경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가 
있으며 15개 평가항목에는 생태환경 및 경관부문에 생태적 가

치, 수환경 보전 및 적정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대, 건강한 
녹지가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에 2개 평가항목, 수자원관리에 
2개 평가항목, 에너지관리에 2개 평가항목, 재료 및 자원 3개 
평가항목, 환경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에 2개 평가항목이 있으
며, 생태환경 및 경관분야에 7개 평가지표를 비롯하여 환경오
염방지 등 분야 1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셋째,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나 골프장환경규제관련 법규
를 바탕으로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지침을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지표간 상대적 중요도를 AHP 분석결과 도출된 가중치에 
따른 평가지표별 배점을 부여한 골프장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골프장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
성 표준시스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골
프장 표준시스템으로 인증을 받은 2개 골프장에 본 표준시스
템을 적용하고 검증하였다. 각 골프장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
층 인터뷰를 통해 기존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시스템 도입이 
각 골프장 지속가능성 개선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를 확인하였다. GEO Oncourse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 인증 
취득후 3년 후 재인증을 받은 두 곳의 해외 골프장에 대한 재
인증 전후 지속가능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골프장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시스
템은 첫째, 향후 500개 이상 골프장이 조성 및 운영될 예정인 
상황에 환경정책당국은 각 골프장이 골프장 조성과 관리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골프장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
성 표준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각 골프
장을 감독할 수 있으며 그 동안 투입된 시간과 인력낭비를 해
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골프장산업분야는 골프장 조성과 
관리에 본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규제기준 이상의 지속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골프장 각 분야 지속가능성 증감요인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골
프장의 경제적 생존력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국제적
인 표준시스템인 ISEAL 연합 표준제정 코드시스템에 따라 제
정된 GEO 표준시스템을 참조한 본 골프장 조성과 관리를 위
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시스템은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시
스템으로 본 표준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을 인정받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주영 (협동과정 조경학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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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이 완료된 도시의 환경
적 문제는 오래된 이슈이다. 도시의 생태적 기능회복과 생태성 
확보가 문제 해결의 대안임을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고, 
실천에 옮기는 도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 
생태성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용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그린인프라스트럭처(GI)는 실천성과 선언적 개념을 모두 포괄
하는 용어로서 주목받고 있다. 

GI는 형태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녹지의 연결망
을 갖추도록 하며, 녹지의 기능적 연결성을 포함한다. 이미 선
진국은 기상이변 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으로 각종 공간계
획에 GI를 적용, 제도적,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GI를 위한 공간적 대상에 대한 판별방법론이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기성시가지에서 높은 물 순
환성을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GI 적용 장소를 판별하는데 주
목했다. GI와 연관된 재해현상으로 물 순환성 단절에 의해 도
심에서 증가 추세인 지표수 침수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정했다. 
지표수 침수의 근본적 원인은 집중호우에 따른 강우유출수의 
과다한 지표면 누적이다. 이 침수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우유출수 발생을 지표면에서 제어하기 위한 공
간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공간에 대한 공
간적 특성을 전산화하여 적지를 판별 할 수 있는 GIS 기반 모
형을 개발했다.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 이며, 각 연구목적에 따
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목적은 강우유출수의 공간적 분포를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한 가상지형 구축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모
형을 위해 ArcGIS 명령어를 새로 조합하고 데이터 입력과정
을 추가한 프로세스를 구성했다. 이 프로세스는 건축물과 도
로의 위치정보와 등고선에 의한 높이정보를 결합한 것이 핵
심으로서 결과적으로 도시에 특화된 지형(SUDEM)을 구현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 두 번째 목적은 도시 특화 지형정보와 수
문분석을 결합한 모형을 통해 높은 정밀도의 강우유출수 관
련 수문정보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SUDEM을 공간입력변수
로 사용한 ArcGIS 와 ArcHydro의 수문분석 과정을 조합했
고, 도시지형에 특화된 유역, 강우유출수의 흐름분포, 최장흐
름의 위치, 배수지점을 결과값으로 얻을 수 있었다. 각각의 결
과는 일반 DEM을 사용한 결과 대비 정밀도가 높았고 결과도

면의 공간적 특성이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었다. 
세 번째 목적은 강우유출수 수문정보, 수문학적 토양특성, 토
지피복상태를 변수로 활용해 GI 적용대상지역과 유형 판별 방
법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세 종류의 공간변수를 물 민감성
과의 특성과 관련시켜 코드화하고 중첩한 결과가 높을수록 물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모형을 설계했다. 모형 적용 결과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GI 적지공간 판별결과를 도면자료로 
생성할 수 있었다. 

개발된 GI 적지판별 모형을 실제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침수취약지역과 침수취약지역이 포함
된 소유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으로 GI 판별모형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또한, 침수취약지역의 취약성을 저감하기 위한 방
법으로 통합유역관리의 개념과 GI 적지판별모형을 결합한 방
법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침수의 원인을 제
공하는 상류지역의 명확한 공간적 경계를 판별할 수 있고, 침
수 원인제공 지역을 대상으로 GI 적지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높은 효율성을 갖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됐다. 

향후 연구로서 GI 도입에 따른 효과검증을 주제로 GI의 인
문-사회적 데이터를 GI 적지판별모형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한
다면, 이용자의 GI의 침수저감 효과에 관한 인식변화 등의 추
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GI 적지판별 모형결과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침수취약지역에 
관한 인센티브, 규제 등의 기준과 GI에 관한 주민인식을 활용 
가능한 계획 자료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기
후변화 관련 현상을 다루기 위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
다. 관련현상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는 원인지역과 피해
지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 차원의 
공공적 관리와 이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단
지규모에서부터 광역적인 규모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본 모
형은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은석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