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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obtain a suitable strategy for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suburban forest by clarifying

the technique for understanding the scenic characteristic of suburban forest. Landscape Units that combined the unit of

Microscopic topography and the unit of vegetation was made by using Arc GIS to understand a spatial feature of the

suburban forest. A case study area of the suburban forest is located the Tama hill at Kawasaki city. As a result, it was

able to make 4808 Landscape Units (157 kinds, even scale) by using 18 kinds of microscopic topography units and 18

kinds of vegetation units.

Moreover, the observation characteristic of suburban forest and desirability scenery were able to be understood

quantitatively by the sampling used GPS and the scenic evaluation that used Repertory Grid Development Method. Moreover,

as analytical skill, Laddering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Landscape Units and the scenic evaluation of

the suburban forest, we took samples of photo spots. The observation characteristic of the suburban forest was classified

into four patterns, and the number of total picture was 257. Moreover, it has been understood to observe at different scenery

by differing movement patterns in the same region (p<0.05). Through this study, a method became clear that the scenic

characteristic of the suburban forest could grasp. By continuing a case study, it will be a useful metho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ny cities of the East Asia that the sprawling of the city goe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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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근교림의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는 수법을 정립하여 도시근교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시근교림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Arc GIS를 사용하여, 미지형단위와

식생단위를 조합한 Landscape Units를 작성하였다. 균등한 공간 스케일을 가진 미지형단위 18종, 식생단위 18종을 이용하여

157종, 4,808개의 Landscape Units를 작성할 수 있었다. 또, GPS를 이용한 경관샘플링과 Repertory Grid Development Method

를 이용한 호감도 조사에 의해, 도시 근교림의 경관적 주시 특성과 호감가는 경관의 샘플링 및 각 경관의 호감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GPS를 이용한 현지 조사의 결과, 도시 근교림의 경관주시 특성은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촬영수는 257장이었다. 그리고 각 그룹별(구릉지, 계곡)의 경관 주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로

검증한 결과, 5%의 유의수준으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동 루트가 다르면, 다른 특성을

가진 경관을 주시하며, 이동 루트에 따라 주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 파악 및 경관적

특성 파악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도시 근교림의 보전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주제어: 도시근교림, 랜드스케이프 유닛, 레퍼토리그리드 발전수법, 경관특성, 주시특성

Ⅰ. 서론

영국의 근대도시화과정에서 도시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산업

시설 인근에 거처함으로써 도시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

되었다. 하워드(E. Howard, 1904)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으로

건강생활을 유지하면서 도시민에게 작업과 여가의 기회를 부

여할 수 있는 전원도시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세

기 영국의 런던지역설계보고서(런던시의회, 1935)에 의하면 폭

3～4km의 녹지를 런던 교외에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런

던시의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35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

다. 처음에는 법적인 규제력은 없었으나, 토지주인에 대한 보상

과 이용제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1938년에 시의회와 군의회

는 그린벨트 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경의 그린벨트 구상(동경도,

1939)이 책정되었다. 그린벨트 구상은 동경녹지계획의 하나로,

대도시의 과대확장억제를 위하여 현재 23구에 상당하는 동경

시의 외곽에 환상녹지대(그린벨트: 약 962,059ha)를 설치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세기 초에서 1920년대에 걸쳐 확립된

유럽의 녹지계획을 모방한 것으로, 특히 1924년에 국제도시계

획회의(암스텔담)에서 제창된 대도시의 확장억제, 그린벨트의

설치, 위성도시의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한 7개조의 결의에 인한

것이다(일본 국토교통성, 2015). 그 후, 1956년에 수도권정비법

이 제정되어, 기성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장발전을 억제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외곽에 녹지지대

(10km 정도의 폭을 가진 그린벨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

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구역 내의 시가지

화를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반대 입장이 강

했고, 1965년에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되어, 기성시가지의 근교

에 있어서 계획적인 시가지화와, 녹지를 보전하는 근교정비지

대를 설치함과 동시에 그 외측의 지역에 공업도시, 주거도시

등으로 발전시키는 도시개발구역을 설치하였다(동경도 도시정

비국, 2015).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구가 도

시로집중하여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

하여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였고, 1971년 7월 30일, 서울시중심부에

서 반경 15km선을 따라 폭 2～10km의 서울․경기 땅 454.2

km2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처음 지정되었다. 또한, 1977

년 4월 18일까지 8차에 걸쳐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

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4개 도시권역

그림 1. 하워드의 전원도시구상도(E. Howard,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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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경도 그린벨트구상(동경도, 1939)

그림 3. 수도권개발제한구역(국가기록원, 2015)

에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의 각 도시들은 도시의 확장을 막고, 도시생

활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제도나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근교림을 보호하고 있

으나, 이러한 도시근교림의 이용방법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

이다.

또한 런던, 서울, 동경 등 세계 각지의 대다수의 도시 근교에

위치한 구릉지에는 도시적 환경과 농적(農的) 자연환경이 혼

재하는 도시근교림이 존재한다. 도시근교림에서는 토지이용의

제한에 의한 경관의 악화, 주민과 도시주민 간의 마찰, 커뮤니

티 형성 등의 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1970년도 이후, 도시근교림의 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이

시작되었고 그에 맞추어 정부의 행정기관과 학자들 사이에서

도 도시근교림의 역할이 주목을 받게 됨으로써(최병양, 2001),

도시근교림의 새로운 이용방법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근교림은 작은 계곡이많고, 복잡한 사면의집합으로 구

성되어 있어 미지형단위에 착목하여 토양과 식생, 그 외의 자

연환경요소와의 조합과, 그 동태를 파악해야 한다(松井, 1997).

자연과 인공이 혼재하는 도시근교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있어서는, 미지형단위와 식생단위의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그

자연환경 패턴과 특성파악에 유효하고 판단된다. 또한, 미지형

단위와 식생단위와의 대응관계에 착목한 분석은 도시근교림의

공간적 가치평가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도시근교림을 보

다 친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경관평가를 병행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교림을 케이스 스터디 지역으로 선정

하여, 공간특성을 GIS를 이용한 Landscape Units를 작성하여

파악 및 분류하고, GPS를 이용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각적인

경관 주시특성 및 호감도를 평가함으로써 도시근교림의 공간

적 특성과 경관적 특성을 동시에 파악하여,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근교림의 보전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대상지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교림의 현황을 케이스 스터디 함으로

써 도시 근교림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 및 활용 방안구축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케이스 스터디의 대상으로는 동경

의 도시근교림중 하나인 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아쇼구 쿠로

카와카미지구(神奈川県, 川崎市, 麻生区, 黒川上地区)와 그 주

변을 선정했다(이하 쿠로카와지역).

쿠로카와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가와사키시(川崎

市)의 북부의 서쪽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를 동경도 이나

기시(稲城市), 타마시(多摩市), 마찌다시(町田市)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개발이 진행된 타마구릉(多摩丘陵)에 위

치하여 잡목림, 논, 밭이 일체로 된 도시근교림 경관을 보존하

고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 調整区域), 농업 진흥지역

(農業振興地域), 농용지구역(農用地区域)으로 지정된 이 지역

은 최근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의해,

농지의 유휴지화와 전용, 개발허가 없이 자재를 방치하거나묘

지로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토지이용이 진

행되고 있다(가와사키시 도시정비국, 2007).

쿠로카와지역은 여러 도시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으며,

개발제한에 의하여 도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공간적 특성

및 경관적 특성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케이스 스터

디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2. 현황파악에 이용된 Landscape Units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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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쿠로카와 지역의 지형도

1) 사용한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토지리원(日本国土地理院)이 발행하

고 있는 수치지도와 지방행정단체가 작성한 지형도 등, 입수

가능한디지털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지형은 동경디지털맵의

동경도 축척 2500분의 1지형도(이후, 지형도), 식생은 생물다

양성 정보시스템의 자연환경보전기초조사 식생조사(이후, 식

생도)를 사용했다. GIS 어플리케이션은 ESRI사의 Arc GIS8.2

를 사용하였다.

2) Landscape Units의 작성

Arc GIS를 이용하여 지형도에서 구릉지곡두부(丘陵地谷頭

部)를 이용하여 미지형단위(微地形単位)를 검토해, 등고선의

경사변경점에서 미지형을 파악하여, Arc GIS의 도형도화기능

을 이용하여추출하였다. 그리고, 식생도를 사용하여 현존식생

도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미지형구분도와

현존식생도를 인터섹트하여 Landscape Units를 작성하였다.

3. 시각적 경관 샘플링 및 경관 주시 특성의 파악

1) 조사개요

도시근교림의 시각적 경관 샘플링은 메이지대학 학생 15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루트는 잡목림, 밭을 중심으로 한 구

릉지 그룹, 논, 집락을 중심으로 한 계곡 그룹으로 하였다.

참가자에게는 일회용카메라(27장)와 지도를배포하여 루트

를 따라 이용시켰으며, 호감 가는 경관을 자유롭게 촬영하게

하였다. 촬영 시에는 객관적인 사진, 이해하는 사진, 공간을표

현하는 사진, 전체를 표현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으

며, GPS 수신기가 부착된 PDA에 촬영 포인트를 기록시켰다.

2) GIS 데이터로 전환

그림 5. 좌: 조사 루트(적:구릉지, 청: 계곡),

       우: 경관 샘플링

그림 6. 촬영포인트 및 촬영 방향의 표시(좌: 구릉지, 우: 계곡)

촬영한 경관 샘플은 스캐너(EPSON ES-8000)를 이용하여

디지털화 하였고, 촬영방향은 키보드의 텐키와 대응시켜 속성

정보로써 활용하였다.

4.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의 실시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Repertory Grid Development Me-

thod)이란 임상심리학의 분야에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분

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수법(讃井, 1986)을 건축물이나 경관을

평가하기 위해 개량한 수법(土田, 1999)으로, 선행연구인輿水

(2000)에 의한 환경보전과 경관창출을 목적으로 한 벽면녹화

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 吉田(2000)에 의한 삿뽀로시의 어번

브릿지를 사례로 한 경관평가 등에서 사용되어 경관을 평가할

수 있는 수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샘플링된 사진 257장을 촬영장소, 방향, 색채특성 등을 고려

하여 24장의 사진을 선정하여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에 사

용하였다(그림 7).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의 수순은 우선 경관사진 24장을

설문조사 대상자(일본메이지대학 농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20명)에게 나누어주고, 호감도 별로(호감 가는(5점), 조금 호감

가는(4점), 보통(3점), 조금 호감 가지 않는(2점), 호감 가지

않는(1점)) 5개의 그룹으로 분류시켜, 각 사진의 경관적 호감

도를점수화 하였다. 그리고 분류하게 된 판단 이유인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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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쿠로카와 지역 사진 24장

그림 8. 레퍼토리그리드 발전수법에 의한 경관평가

요인(레더업)과 판단 근거인 물질적인 요소(레더다운)를 작성

시켜 도시근교림의 경관평가구조를 파악하였다.

III. 결과

1. Landscape Units의 작성결과

우선 미지형 단위는 해석 대상 범위에서 18종류, 3,593개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미지형단위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추출수와 총면적과는 정의 상관관계

인 것이 밝혀졌다(r=0.919). 이것은, 추출된 미지형단위가 그

종류와 관계없이 거의 균등하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균등한 공간 스케일을 가진

Landscape Units의 작성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식생단위는 해석대상범위에서 18종류, 150개가 추출되었다.

미지형단위와 같이 추출된 식생단위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종축에는 추출 수, 횡축에는 식생단위의 총 면적으로 산

포도를 작성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추출수와 총면적과

의 사이에서는 R=0.442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상기와 같이 균등한 공간 스케일을 가진 미지형단위 18종,

식생단위 18종을 이용하여 157종, 4,808개의 Landscape Units를

그림 9. Landscape Units

작성할 수 있었다. 쿠로카와 지역의 구조파악에는 현존식생불

명구분으로 되어있는 4종을뺀 Landscape Units 153종을 사용

하였다. 종축으로는 개수, 횡축으로 Landscape Units의 총면적

을 사용하여 산포도를 작성한 결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이 밝혀졌다(R=0.890).

쿠로카와 지역의 특성은, 동쪽에 인공지형이 펼쳐져 있고,

북서쪽에는졸참나무-상수리나무로 구성된 잡목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Landscape Units의 배치도에서도 자연과

인공의 혼재 정도가 밝혀졌다.

2. 시각적 경관 특성의 파악 결과

1) 시각적 경관주시 특성의 파악

그림 10. 구릉지 방향(좌) 및 특성(우)   

그림 11. 계곡 방향(좌) 및 특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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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관 주시 특성 (적: 구릉지, 청: 계곡)

그림 13. 촬영 방향(좌: 구릉지, 우: 계곡)

GPS를 이용한 현지 조사의 결과, 도시근교림의 경관주시 특

성은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분류되었다. 4가지 패턴으로는 논,

밭, 농도, 잡목림으로 총 촬영수는 257장이고, 논 104장, 밭 71

장, 농도 57장, 잡목림 25장이었다.

각 그룹별(구릉지, 계곡)의 경관 주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로 검증한 결과, 5%의 유의수준으로 차이가 있음이 밝혀

졌다. 즉,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동 루트가 다르면, 다른 특성을

가진 경관을 주시하며, 이동 루트에 따라 주시 방향이 다르다

는 것이 밝혀졌다.

그림 14. 도시근교림의 호감도

그림 15. 네트워크 구조도

2) 시각적 경관 호감도의 파악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을 이용한 경관평가 실험의 첫 번

째단계에서 실시한 각 사진을 5단계로 그룹화 하여점수화 한

결과, 전체적으로 논을 위주로 한 경관(R, B, Q, W, P, K)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높고, 밭을 위주로 한 경관(S, J, G, D)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의 두 번째 단계에서 호감도 별로

그룹화한 이유와 근거를 네트워크 구조도의 형식으로 정리하

였다. 우선 개인 네트워크 구조도를 작성한 후, 그것들을 통합

하여 전체 네트워크 구조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아름다운’, ‘넓은’, ‘밝은’, ‘개방적인’, ‘안락한’, ‘전원

적인’, ‘트인’이 호감 가는 도시근교림를 위한 요인(Ladder Up)

으로 파악되었고, 각 요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요소

(Ladder Down)로써 ‘풍부한 녹지’와 ‘녹음’, ‘빛’, ‘색채’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Laddering을 반복하여 호감 가는 요인

7개와 호감 가지 않는 요인 5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들과 요소들은 금후 도시근교림를 평가할 때 사

용될수 있으며, 관리 및 이용론으로의 전개 시 필요한항목들

이다.

Ⅳ. 고찰 및 과제

본 연구의 케이스 스터디 지역으로 선정한 쿠로카와 지역은

도시근교림로써 시가지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근교

정비지대, 근교녹지보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활

용 방안이 풍부하고, 대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지

역이다. 이러한 도시근교림의 보전과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징을 공간적, 경관적인 측면의 고찰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성과인 Landscape Units와 경관주시 특성 및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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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민들의 의견이 포함된 다각적인 평가수법으로 유효하

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형단위와 식생단위의 조합으로 도시근교림의 자연

환경을 파악한논문으로써는, 중지형 레벨의 연구가많고, 미지

형 레벨에서의 연구사례는 적다. 미지형 단위와 식생단위를 조

합한 Landscape Units의 사용은 자연과 인공이혼재하는 도시

근교림의 공간특성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 밝혀

졌다. 그리고 촬영포인트와 경관구성 요소에착목하여 도시근

교림의 시각적 경관을 분류한 결과, 논, 밭, 농도, 잡목림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논으로 구성된 경관이 비교적높은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거의 모든사진에잡목림이배경으로 구성되어 있

는 점으로부터 논과 잡목림이 도시근교림를 대표하는 경관이

자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논, 잡목

림으로 대표되는 도시근교림의 경관적 특성 및 호감도는 한국

의 도시 근교림 및 농촌과 비슷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의 케

이스스터디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신도시 개

발 및 지속가능한농촌개발이 가능하고, 농촌정원의 모델로도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도시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대도시는 고

도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개발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도시근교림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도시들은 그린벨트 및 시가지

화 조정지역으로의 지정 등 수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시화의 속도에못미치는 경향이 있다. 친환경적인신도시 개

발 및 기존 농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경관적 특징

을 좀 더상세하게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레퍼토리 그

리드 발전수법의 결과를 네트워크 형식으로 정리하여 추출한

형용사들과 물질적 요소들이 도시근교림 및 도시 근교림을 평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므로, 이 항목들을 척도로 사용

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도시근교림의 적절한 활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도시주민들

이 도시근교림를 지역자산으로써 인식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

께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도시근교림를 주민 및 근교 시민

의 휴식처 및 학생들의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

및 보전 패턴에 관한 분류 및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근교림의 공간적 특성인 Land-

scape Units와 경관적 주시특성, 경관적 호감도의 파악은 가능

하였으나, 서로의 관계를 파악하지못하였다. 촬영된 사진 내의

Landscape Units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써, 촬영 포인트로부터

가시공간을 버퍼한 후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공간적 특성과 경

관적 특성과의 관계가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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