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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problems with the landscape areas of highway service

areas. The survey factors were land use, placement of green area and land coverage in terms of spatial and environmental

property. Noise and topographic structure in detached green areas were surveyed in terms of impact factor. The status

of the planting area around each service area was analysed in regards to planting structure and planting landscape. As

a result, the mean of rations of land use were 81.6% building and 18.4% green areas, which were composed of 5.4%

landscape area, 9.1% buffer area, etc. Planting areas as usable space accounted for only 0.7%, and the result of noise

measuremen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highway and service area and type of detached green area.

The mean of ratio of planting area was 18.4%, which consists of 6.7% landscape planting, 3.4% other green area, 4.6%

buffer area, 2.0% buffer and landscape area, 1.1% shade planting and 0.5% landscape and shade planting. Most planting

areas aim at landscape appreciation and areas in which visitors can relax and gain recreation were insufficient.

The planting structures of service areas were 52.2% canopy layer, 11.8% shrubs and 9.4% canopy and shrub layers,

and most of the planting areas were a single layer of green area. Multi-layered planting structures in the landscape and

buffer areas were required and a shade planting area was needed to improve amenities as planting canopy layered tree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for based environments, spatial function and planting function in landscap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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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연구는수도권에설치된고속도로휴게소 5개소를대상으로휴게소공간및환경특성, 식재현황을조사․분석하여

휴게소조경공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공간및환경특성에서는토지이용, 녹지배치, 토지피복과환경영향

요인으로 소음 현황, 분리녹지대 지형 구조를 조사․분석하였다. 식재현황에서는식재개념, 식재구조, 식생경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토지이용 현황은 건물 등 시설지가 81.6%, 녹지는 18.4%이었으며, 녹지는 경관공간 5.4%, 완충공간 9.1%,

녹음공간 0.7%이었다. 녹지 배치는 분리녹지대, 건물 좌․우측, 진․출입부, 휴게소 건물 후면에 주로 배치되어 있었다.

토지피복 현황으로 평균 불투수포장율은 79.3%, 평균 투수포장율은 20.7%이었다. 소음 측정 결과는 소음원인고속도로와

휴게소의 배치, 분리녹지대의 유형 및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식재개념 현황은 경관식재 6.7%, 기타녹지 3.4%,

완충식재 4.6%, 완충+경관식재 2.0%, 녹음식재 1.1%, 경관+녹음식재 0.5%로 조경공간 대부분이 감상을 위한 공간 위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용자의 휴식, 위락 공간 등 적극적 이용 가능 공간은 부족하였다. 식재구조는 교목층식재 52.2%,

관목층식재 11.8%, 교목층+관목층식재 9.4%로 대부분 단층구조이었다. 식생경관은 조사지점에 따라 식재밀도, 식재구조,

생육상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환경 개선 방안은 기반환경 개선, 공간기능 개선, 식재기능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반환경 개선은 휴게소 소음 개선을 위한 분리녹지대 기능 강화, 물순환 체계 개선, 비점오염

저감을위한시설물설치를제시하였다. 공간기능개선은휴게공간접근성향상을위하여건물좌우측에조성되는녹지를

건물 전면에 배치하는 휴게공간 배치 개선과 주차장 내 녹지섬 조성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식재 및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식재기능에서는 분리녹지대 완충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층형 수림대 조성, 외곽녹지

완충기능 확보를 위한 상록교목+낙엽교목+관목층의 식재구조를 제시하였다. 건물 전면과 이용 선호도가 높은 건물 좌측

공간에 녹음공간을 조성하고, 주제 설정을 통한 경관공간 식재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반환경, 공간기능, 식재개념, 식재구조

Ⅰ. 서론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생리적인욕구를충족시키는한편차량정비및주행상의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Moon, 2000). 국내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는 1971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추풍령 휴게소가

개소하였으며, 2012년 목포광양고속도로에보성녹차휴게소가

개소하여현재175개소가운영중이다(Korea Expressway Corpo-

ration, 2012b). 고속도로 휴게소는 관광과 여가를 위한 시설,

문화교류를 위한 시설로개념이 확대되고있지만(Kwon et al.,

2010), 대부분의고속도로휴게소는식사, 생리적문제해결, 차

량 점검 등을 수행하는 시설일 뿐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써의 역할이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역할은 수행

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객 증가에 따

른이용시설확충과지나친상업시설도입으로조경공간및녹

지가급속히잠식되고있으며, 휴게소 조경공간은고속도로조

경 표준도에 의한 획일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휴게소별

차별화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Lee, 2002).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간기능 및 배치에 관한 연구로 Yoo et

al.(1997)은 휴게 공간 배치 개선 및 설계지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각각의공간에맞는개선안을도출하였다. Moon(2000)

은 이용객의의식조사와선호도분석을실시하여명확한기능

및 동선 체계의 확립을 통한 이용 효율화를 모색하였다. Lee

(2002)는 휴게공간에 대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변 지

역의 문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설계

방안및설계모델을제시하였다. Yoon(2003)은휴게소의옥외

공간과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용자 만

족도분석을통해보행물, 정보시설, 조경시설은우선적인시정

이필요하다고하였다. Ma(2004)는금강휴게소의옥외공간리

모델링을 통한 휴식, 편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및 문제

점을 파악하였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

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옥외공간의 리모델링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녹지 유형 및 기능에 관한 연

구로 Lee and Kim(2011)은 고속도로휴게소녹지를이용녹지,

외주(外周)녹지, 완충녹지 등으로 분류하였고, 유형별 조성 목

적을 정의하였다. Cho(2010)는 휴게소 녹지를 이용자에게 산

책, 조망,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하였으며, 공간별로 유

도식재, 차폐식재, 녹음식재로 구분하였다. 식재 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로 구조식재에 대한 정의 및 재분류를 통해 조경수

식재지를경관식재지역, 녹음식재지역, 완충식재지역으로구

분하여 그에따른배식방법을제시한 선행연구가있었다(Kim,

1999; Jang, 2008; Han et al., 2008).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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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점지대에 해당하는 고속

도로 휴게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휴게소 환경개선을 하고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부고속도로

내 죽전(서울)휴게소와 만남(서울)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내

화성(목포)휴게소, 영동고속도로 내 여주(강릉)휴게소와 덕평

휴게소를 대상으로 공간 및 환경특성과 식재현황을 조사․분

석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반환경, 공간기능, 식재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국내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등 31개 노선 3,911km가 건

설되어이용 중이며, 휴게소는 경부선등 22개노선에 17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휴게소 조성유형은 표준형휴게소 171개

소와 간이형휴게소 4개소로 구분되고, 수도권에는 표준형휴게

소15개소와간이형휴게소4개소가설치되어있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1b). 수도권 휴게소는 19개소로 경부선과영동

선각 5개소, 중부선, 서해안선, 서울외곽선각 3개소이다. 연구

대상지는수도권휴게소중개소연도, 휴게소이용유형및본

선과의 배치를 고려하여 5개소를 선정하였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3). 개소 연도별로 1970년대에는죽전(서울)휴

게소 1개소, 1980년대에는 만남(서울)휴게소 1개소, 1990년대

에는 화성(목포)휴게소와 여주(강릉)휴게소로 총 2개소, 2000

년대에는덕평휴게소 1개소를선정하였다. 휴게소이용유형은

고속도로휴게소이용자의주된이용행태를바탕으로휴식, 만

남, 식사, 문화로구분하였다. 죽전(서울)휴게소는 1977년에 개

소하였고 경부고속도로 본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죽전(서울)휴게소는 부지 내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주이

용공간인건물과이격되어이용도가높지않았으며, 주차장과

상업시설이지속적으로확장되어건물주변녹지가 잠식된 상

태이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서울)휴게소는 1988년에 개소

Division
Gyeongbu expressway Seohaean expressway Youngdong expressway

Jukjeon(Seoul) Man-nam(Seoul) Hwaseong(Mokpo) Yeoju(Gangneung) Deokpyeong

Opening year 1977 1988 1996 1996 2007

Type of use Rest Meeting Meal Meal Culture

Type of service area Upper ground Flat Flat Flat Upper ground

The whole area(m2) 36,762 12,640 50,547 199,549 188,790

Parking area and facilities area(m2) 12,300 6,450 20,379 175,326 28,448

Green area(m2) 3,220 3,600 14,536 24,223 137,400

Planted trees
24 species,

10,041 individuals

24 species,

8,061 individuals

26 species,

14,536 individuals

26 species,

15,816 individuals

33 species,

39,437 individuals

Table 1. Introduction of study sites

한 평지형 휴게소로 2009년에 유료주차장 설치, 2011년 LPG

충전소신축등휴게소내녹지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었다.

만남(서울)휴게소는 주차장이 분리녹지대 방향으로 확장되어

분리녹지대의폭이축소되어휴게소내소음이높았고, 고속도

로본선주행경관이노출되어이용자의휴게환경이열악한실

정이었다. 화성(목포)휴게소는 1996년에개소한평지형휴게소

로 2006년 주차장 확장, 2011년 퇴역 군장비 전시시설, 2012년

중소기업홍보관 설치 등으로 녹지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있었다. 화성(목포) 휴게소는 주차장전면에양호한휴게공

간이조성되어있으나주이용공간인휴게소건물과멀리떨어

져 있어 이용도가 낮았고, 분리녹지대는 협소하고 식재밀도가

낮아완충및차폐기능이낮은상태이었다. 여주(강릉)휴게소

는 1996년에 개소한 평지형 휴게소로 호법분기점과 여주분기

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주(강릉)휴게소는 2007년 휴게

소 신관 건물 신축, 야구장 신축에따라 주변 녹지가 잠식되었

으며, 고속도로 및 주차장 확장에 따라 분리녹지대의 폭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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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ukjeon(Seoul)

4. Giheung(Busan)

3. Anseong(Seoul)

2. Anseong(Busan)

1. Mannam(Seoul)

6. Deokpyeong

10. Yeoju(Gangneung)

9. Yeoju(Seochang)

8. Yongin(Gangneung)

7. Yongin(Seochang)

11. Hwaseong(Mokpo)

12. Hwaseong(Seoul)

13. Mokgam(Seoul)

14. Mannam(Hanam)

15. Tongyeong(Icheon)
16. Hanam(Icheon)

19. Guri

17. Seohanam

18. Cheonggye

Figure 1. Location map of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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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다. 주차장은 휴게소전체면적의 50%이상으로대면적

의 불투수포장면이 조성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였

다. 덕평휴게소는 2007년에 개소한 휴게소로 영동고속도로 본

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호법분기점과 덕평나들목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Table 1, Figure 1 참조). 덕평휴게소

는 삼각형 모양으로 중정부에 정원을 조성하여 건물 주변 및

중정부 휴게공간의 접근성이 양호하였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환경조형물설치, 잔존산림활용산책로및전망대조성등다

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2. 조사분석 방법

1) 공간 및 환경특성

(1) 토지이용 및 녹지 배치

토지이용 및 녹지 배치 현황조사는 2012년 3월에 실시하였

으며, 유형별면적과비율은 Autocad 2004와 Arcview 3.3 프로

그램을이용하여산출하였다. 식생이분포하지않는지역은건

물, 주차공간으로구분하였고, 녹지는경관공간, 녹음공간, 완충

공간으로 구분하였다(Hwang, 2003; Lee and Kim, 2011). 건

물은 휴게소, 주유소, 충전소 및 캐노피 설치지역이 해당되고,

주차공간은 주차장및아스콘, 콘크리트등포장지역을포함하

였다. 녹지중 경관공간은휴게소특성을나타낼수있는공간,

공간을 특색 있게 조성하여 차별성을 나타내는 공간, 주변 경

관에운치를더하기위해조성하는공간을포함하였다. 녹음공

간은 산책 및 휴식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을 포함하였다. 완충공간은 내․외부의 차단, 차폐, 보호를 위

해 설치되는공간, 고속도로 본선과휴게시설을분리하기위한

공간, 각 시설의 상충을 방지하고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공간

을 포함하였다.

(2) 토지피복 및 환경영향

토지피복현황조사는 2012년 3월에실시하였으며, 유형별면

적과 비율은 Autocad 2004와 Arcview 3.3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산출하였다. 토지피복유형은건물공간, 녹지공간, 포장공간

으로구분하였고, 포장공간은투수포장과불투수포장으로구분

하였다. 환경영향은 소음 현황과 휴게소의 배치 형태 및 분리

녹지대 구조를 조사하였다. 소음 현황은 소음원으로부터 거리

및지형구조를고려하여측정위치를선정한후간이소음측정

기(NA-24)로 측정하였다. 소음 측정 위치는 분리녹지대 끝점

부터휴게소주출입문을일직선으로연결한축선상에주차공

간을 고려하여 4개 지점을선정하였으며(Figure 2 참조), 측정

시간은이용객이가장많은오전 10시~오후 6시에 1시간간격

으로 3회 조사하였다. 소음 평균 측정치는 조사지점마다 10회

씩 반복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조사결과는 환경정책기본법 시

행령에 의한 환경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휴게소의 배치 형

태와 분리녹지대 구조는 휴게소의 지형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휴게소 배치와 분리녹지대

높이, 폭을 조사하여 도면화하였다.

2) 식재현황

(1) 식재개념

식재개념은 2012년 3월에실시하였으며, 식재개념별면적및

비율은 Autocad 2004와 Arcview GIS 3.3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식재개념은 Kim(1999), Kim(2007), Han et al.

(2008)의 배식설계 기능분류기준을재정리하여경관식재, 완

충식재, 녹음식재로 구분하였다. 경관식재지는 성숙한 자연 식

생경관연출, 꽃, 열매, 단풍등의주제가있는경관, 목적성있

는 경관연출로 이용자의 경관적 감상 유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연출된공간을포함하였다. 경관식재지세부기준은정형

화된 수목으로 직선적, 정형적으로 배식된 지역, 열식재, 군식

재, 표본식재 등 인공구조물 주변의 식재 위주 공간이었다. 녹

음식재지는이용자의휴식및 위락공간제공, 녹음, 휴식, 레크

리에이션 등 이용자의 적극적 활동 공간, 사람들의 이용성이

강조된공간을포함하였다. 녹음식재지세부기준은수관이넓

고 지하고가 큰 수형의 교목층과 초본층으로 구성된 지역, 초

본층 중심으로 일부 교목이 식재된 지역, 휴게시설 주변의 그

늘식재 지역이었다. 완충식재지는 상충되는 행위, 공간 사이의

완충기능을하는지역, 환경보전및장해요인을완화하는지역,

수종 선발에 있어 형태보다기능이 강조된 지역을포함하였다.

완충식재지세부기준은밀도높은잎과잔가지가많아불투과

성이 높은 수림대, 이질적 공간을 가리기 위하여 식재한 지역

이었다.

(2) 식재구조

식재구조 유형은교목층수종의 식생상관(Vegetational phy-

siognomy)에 의해 교목층+아교목층+관목층식재지, 교목층+

관목층식재지, 교목층식재지, 관목층식재지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다. 식재구조 유형 조사는 2012년 3월에 실시하였으며, 유형

별면적및비율은 Autocad 2004와 Arcview GIS 3.3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 식생경관

식생경관은 녹지 공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진입공간, 건물

주변 녹지공간, 고속도로와 휴게소 사이 완충공간으로 구분한

후 공간별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식생경관을 사진 촬영하였

다. 또한 현장조사 시 각 조사지점에서 식생경관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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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eokpyeong

(Figure 2. Continued)

수종과식재구조를파악하였으며식생경관에대한현황및문

제점을 분석하였다. 조사 지점은 죽전(서울)휴게소 5개소, 만

남(서울) 휴게소 4개소, 화성(목포) 6개소, 여주(강릉) 4개소,

덕평 9개소로 총 28개소를 선정하였다(Figure 2 참조).

Ⅲ. 결과 및 고찰

1. 공간 및 환경특성

1) 토지이용 및 녹지 배치

연구대상지 평균 시설지 면적 비율은 81.6%이었고, 평균 녹

지면적비율은 18.4%이었다. 시설지비율이높은휴게소는주

차장이 넓은 휴게소로 여주(강릉), 덕평, 화성(목포)휴게소이

Sites
Ratio of facilities area

(%)

Ratio of green(%)

Total Landscape
Landscape and

shade
Shade Buffer

Buffer and

landscape

Jukjeon(Seoul) 72.7 27.3 6.4 - - 20.9 -

Man-nam(Seoul) 77.5 22.5 4.0 1.8 - 8.4 8.3

Hwaseong(Mokpo) 82.2 17.8 9.4 0.1 - 7.7 0.6

Yeoju(Gangneung) 88.0 12.0 2.4 0.6 - 7.5 1.5

Deokpyeong 87.4 12.6 5.0 1.1 0.7 1.0 4.8

Average 81.6 18.4 5.4 0.7 0.1 9.1 3.0

Table 2. Summary of land use

었다. 만남(서울)휴게소는 녹지율이 22.5%이었지만 부지 면적

이 협소하였고, 분리녹지대 등 휴게소 외곽부 녹지로 인해 높

은 비율이 나온 것으로 실제 이용 가능한 녹지는 부족하였다.

죽전(서울)휴게소는 녹지율이 27.3%이었지만 휴게소 내 조망

이 불가능한 분리녹지대 사면을 제외하면 16.9%로 평균보다

낮았다. 고속도로 휴게소녹지공간구성은경관공간 5.4%, 경

관+녹음공간 0.7%, 녹음공간 0.1%, 완충공간 9.1%, 완충+경

관공간 3.0%로 대부분 경관공간과 완충공간이었다. 완충공간

은 휴게소 분리녹지대와 외곽녹지이었고, 경관공간은 건물 주

변의 조경공간 조성 지역이었다. 고속도로 조성녹지 대부분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화성(목포)휴게소는 경

관공간 비율이 높았으나, 휴게소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용률이 낮았다. 녹지 중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용이 가능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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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경관+녹음공간은 평균 면적비율 0.7%로 낮았으며, 죽전

(서울)휴게소는 녹음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녹지 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휴게소 녹지는 대부분 분리녹지대, 건물

좌․우측, 진․출입부, 휴게소 건물 후면에 배치되어 주차장과

건물을 연결하는 주 이용동선과 이격되어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용이 불편하였다. 입구부 주변녹지는 차량이 고속으로 이동

하는 공간으로 접근이 어려웠으며, 출구부 주변녹지는 주유소,

가스충전소등이설치되어녹지가거의조성되지않았다. 분리

녹지대는 주차장, 고속도로 확장 등에 의해 폭이 협소한 상태

이었으며, 주차장 내 녹지는 덕평휴게소를 제외한 4개 휴게소

에는 조성되지 않았다(Table 2 참조).

Sites
Ratio of impervious

pavement (%)

Ratio of pervious

pavement (%)

Jukjeon(Seoul) 72.7 27.3

Man-nam(Seoul) 68.5 31.5

Hwaseong(Mokpo) 79.9 20.1

Yeoju(Gangneung) 87.9 12.1

Deokpyeong 87.4 12.6

Average 79.3 20.7

Table 3. Summary of land coverage

Sites

Noise measurement

Average In front of separation
Parking lot 1 column

(Large car)

Parking lot 2 columns

(Small cars)
In front of building

Jukjeon(Seoul) 64.6 64.4 63.1 63.0 67.7

Man-nam(Seoul) 72.3 78.6 74.4 68.1 68.0

Hwaseong(Mokpo) 71.9 76.3 71.3 69.4 70.4

Yeoju(Gangneung) 74.9 82.3 75.3 69.3 72.5

Deokpyeong 66.4 75.8 64.6 63.7 61.6

Average 70.0 75.5 69.7 66.7 68.0

Table 4. The results of noise measurement (Uni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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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ukjeon, Seoul b: Man-nam, Seoul c: Hwaseong, Mokpo d: Yeoju, Gangneung e: Deokpyeong

Figure 3. Section structure of expressway service areas and the green belt for separation

2) 토지피복 및 환경영향

토지피복 현황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평균 불투수포장율은

79.3%, 평균 투수포장율은 20.7%이었다. 평균 불투수포장율이

높은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상 대면적 주차장, 건물, 광

장때문이었다(Table 3 참조). 고속도로휴게소시설지는물순

환이 단절되어 오염물질이 하수관거를 통해 수계로 직접 유출

되는문제가발생하므로비점오염저감및물순환개선을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유출수는 고속도

로 노면 유출수보다 유해 물질 오염도가 더 높은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Kim et al., 2010).

고속도로휴게소의소음평균값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기

준(도로변지역-상업지역 기준)과 동일한 70dB이었다. 소음이

가장 심한 휴게소는 여주(강릉)휴게소로 평균 74.9dB로 기준

치보다 4.9dB 높았으며, 분리녹지대전면은 82.3dB로기준치보

다 12.3dB 높았다. 소음이 가장낮은휴게소는죽전(서울)휴게

소로측정지역전체가기준치 70dB보다낮았다. 고속도로휴게

소소음현황은휴게소배치와분리녹지대구조의영향을직접

적으로받는것으로판단되었다(Table 4, Figure 3 참조). 소음

원인 고속도로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죽전(서울), 덕평휴게

소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기준보다 낮았으며, 평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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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리녹지대 폭이 협소한 만남(서울), 여주(강릉), 화성

(목포)휴게소는 기준보다 높았다.

2. 식재현황

1) 식재개념

고속도로휴게소식재개념조사결과, 경관식재지는 6.7%, 완

충식재지는 4.6%, 완충+경관식재지는 2.0%로조성녹지의 63%

Sites

Planting concept(%)

Landscape
Landscape and

shade
Shade Buffer

Buffer and

landscape

Other

green spaces
Total

Jukjeon(Seoul) 6.3 - - 6.3 4.0 10.7 27.3

Man-nam(Seoul) 7.8 1.0 0.3 5.6 2.1 5.7 22.5

Hwaseong(Mokpo) 8.4 0.5 - 8.2 0.2 0.5 17.8

Yeoju(Gangneung) 5.9 - 0.9 2.6 2.4 0.2 12.0

Deokpyeong 5.1 1.2 4.4 0.4 1.5 - 12.6

Average 6.7 0.5 1.1 4.6 2.0 3.4 18.4

Table 5. Summary of concepts of planting

Planting

concept
Planting structure Average

Jukjeon

(Seoul)

Man-nam

(Seoul)

Hwaseong

(Mokpo)

Yeoju

(Gangneung)
Deokpyeong

Landscape

Canopy layer and understory layer with shrub 0.8 - 4.0 - - 0.2

Canopy layer and understory layer 1.0 - - - 2.9 1.9

Canopy layer and shrub 5.0 11.0 - 12.0 1.0 1.2

Understory layer and shrub 0.2 - - - - 0.8

Canopy layer 26.1 24.0 16.7 33.9 31.1 25.0

Understory layer 0.5 - - - - 2.4

Shrub 10.6 2.8 9.0 2.8 21.0 17.5

Subtotal 44.3 37.8 29.7 48.7 56.0 49.1

Landscape

+

shade

Canopy layer and understory layer with shrub 0.6 - - 3.1 - -

Canopy layer and shrub 2.1 - 7.0 - - 3.3

Canopy layer 1.5 - 2.7 - - 4.9

Subtotal 4.2 - 9.7 3.1 - 8.2

Shade
Canopy layer 6.4 - 2.4 0.1 - 29.7

Subtotal 6.4 - 2.4 0.1 - 29.7

Buffer

Canopy layer and shrub 2.3 10.1 - - - 1.5

Understory layer and shrub 0.2 - - - - 0.9

Canopy layer 26.1 23.9 42.5 47.0 17.0 -

Shrub 1.3 3.7 - - 2.7 0.1

Subtotal 29.9 37.8 42.5 47.0 19.7 2.5

Buffer

+

landscape

Canopy layer and shrub 2.5 5.4 6.4 - 0.9 -

Understory layer and shrub 0.2 - - - 0.1 0.9

Canopy layer 8.3 16.5 9.3 1.1 14.4 0.4

Shrub 4.1 2.4 - - 8.9 9.2

Subtotal 15.2 24.4 15.7 1.1 24.3 10.5

Table 6. Planting structure types by planting concept (Unit: %)

이었다. 고속도로 조경공간은대부분감상을위한공간위주로

조성되어있었으며, 이용자의휴식, 위락공간등적극적이용이

가능한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타녹지는 3.4%이

었고, 향후 식재개념을재설정하여이용이가능한공간으로조

성할 필요가 있었다(Table 5 참조).

2) 식재구조

Table 6은 휴게소의 식재개념별 식재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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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식재지에서는 교목 단층 식재지가 평균 26.1%로 가장 넓

었고, 화성(목포)휴게소가 33.9%로 다른 휴게소에 비해 경관

식재지 내 교목 단층 식재지가 가장 넓었다. 녹음식재지는 모

두 교목 단층 식재지로 평균 6.4%이었고, 죽전(서울)휴게소와

여주(강릉)휴게소는 녹음식재지가 없었다. 완충식재지는 교목

단층 식재지가 평균 26.1%로 가장 넓었고, 화성(목포)휴게소

가 47.0%로다른휴게소에비해완충식재지내교목단층식재

지가 가장 넓었다. 휴게소의 식재개념별 식재구조를 종합하면

경관식재지는 대부분 단층구조로 식재되어 휴게소의 차별성을

나타내지못하고있었으며, 특색있는경관이조성되지않아다

층구조로식재하여특색있는경관을조성할필요가있었다. 경

관+녹음식재지, 녹음식재지 식재구조는 교목층+관목층, 교목

층식재구조로되어있어공간조성목적에따른식재구조는적

합하였으나, 조성 면적이좁아향후녹음공간확대가필요하였

다. 완충식재지, 완충+경관식재지는모두단층구조로식재되어

차폐 및 완충기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다층구조

식재로개선하여고속도로에서발생하는소음, 분진, 매연등의

차폐 및 완충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3) 식생경관

죽전휴게소 진입공간의 식재수종은 스트로브잣나무, 가이즈

까향나무, 개나리, 조팝나무가식재되어있었고, 일부 지역에서

는교목층을식재하지않아수목에의한차폐기능이떨어진것

으로판단되었다. 완충공간의분리녹지대는교목층의스트로브

잣나무만 식재되어 있어 식생경관이 단조로운 상태이었다. 건

물 주변녹지는자작나무와철쭉류의식재밀도가낮았고, 단층

구조로식재되어있어후면거주지의차폐및완충기능이부족

하였다. 특화경관인 조형물 주변 녹지는 좁은 공간에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조형물이 드러나지 않았고, 혼잡스러운 경관

을 연출하였다.

만남(서울)휴게소진입공간은식재수종이스트로브잣나무와

철쭉류로 진입공간의 사인성이 낮았다. 분리녹지대는 교목 하

층의관목밀도가낮아고속도로주행차량이노출되어있었다.

건물 주변 녹지는 느티나무가 열식재되어 있었고, 생육상태는

양호하였다. 특화경관주변은소나무, 단풍나무, 철쭉류가식재

되어 있었고, 단풍나무는 녹지대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있어서

녹지대중앙으로위치조정을통해경관기능향상이가능할것

으로 판단되었다.

화성(목포)휴게소 진입공간은교목층이없었고휴게소안내

간판 하부와 우측 절토사면에 철쭉류와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

어서 교목에 의한 지표기능은 떨어진 상태이었다. 완충공간인

분리녹지대는 스트로브잣나무와 곰솔이 군식재되어 있었지만

폭과 높이가 협소하여 고속도로 주행차량이 노출되었다. 건물

주변녹지는교목층의소나무, 관목층의 철쭉류가식재되어있

었지만, 철쭉류 식재밀도가 낮아 일부 식생경관이 불량하였다.

여주(강릉)휴게소의진입공간은안내간판후면에이팝나무,

곰솔, 낙상홍으로 지표식재가 이루어져 있어 경관은 양호하였

지만 분리녹지대는 폭이 협소하였고, 단층구조의 곰솔 식재로

인해고속도로주행차량이노출되었다. 건물 주변녹지는교목

층의 느티나무 식재로 휴게공간 내 녹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화경관에서는 좁은 면적에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혼잡스

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덕평휴게소 진입공간 중 분리녹지대 시점부는 현재 조경수

를 식재하지 않아 나지가 노출되어 있었다. 진입로 절토부 하

단은 철쭉류가 군식재되어 있어서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

었다. 분리녹지대는 스트로브잣나무, 왕벚나무, 쥐똥나무가 식

재되어왕벚나무의봄철개화경관과스트로브잣나무, 쥐똥나무

의 녹음경관이 양호하였다. 화장실 건물 전면 녹지는 소나무,

목련, 느티나무, 철쭉류가식재되어쾌적한경관을나타내고있

었으며, 주차장내녹지섬에는느티나무, 철쭉류가식재되어주

차장 내 녹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건물 전면 녹지는 교목

층에대왕참나무, 관목층에 철쭉류식재를통해쾌적한휴게공

간을 조성하고 있었다. 건물 중정부는 수경시설 및 산책로 조

성지역으로철쭉류와단풍나무, 소나무, 향나무가식재되어있

었고, 수경시설 관리가 양호하여 이용도가 높았다.

3. 종합 고찰

고속도로 휴게소별 공간 및 환경특성은 토지이용 및 녹지배

치, 토지피복 및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였고, 식재현황에서

는식재개념, 식재구조, 식생경관을조사․분석하였다. 주요결

과로 5개 휴게소 내 건폐지와 포장지를 포함하는 시설지는

72.7～88.0%이었고, 여주(강릉)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았다. 녹

지배치는대부분주차장과건물을연결하는주이용동선과이

격되어 사람들의 이용이 불편하였다. 불투수포장율은 68.5～

87.9%이었고, 여주(강릉)의 면적비율이가장높았다. 소음현황

은 64.6～74.9dB이었고, 여주(강릉)가 가장 높았다. 소음은 고

속도로 휴게소 배치와 분리녹지대 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재개념 조사에서는이용자의휴식및위락공간

으로활용되는녹음기능공간의절대적부족을파악하였다. 식

재구조 유형에서는 식재개념에 맞는 식재종과 식재구조 개선

이필요하였다. 식생경관에서는휴게소주요공간별로적정식

재 수종, 식재 구조, 식재 밀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상

현황을 종합하면 공간 및 환경특성에서는 녹지율 부족, 주 이

용공간과휴게공간의이격, 고속도로소음의휴게소유입, 분리

녹지대 기능 부족이 도출되었다. 식재현황에서는 식재개념과

식재구조의 불일치, 주요 녹지 공간 중 식생경관이 불량한 지

역이 도출되었다(Figure 4, Figur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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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tio of facilities area ｂ: Ratio of impervious pavement c: Noise measurement

Figure 4. The results of fundamental environments

Figure 5. The results of concepts of planting

Legend: Landscape, Landscape and shade, Shade, Buffer, Buffer and landscape, Other green spaces

죽전(서울)휴게소는 고속도로와배치형태가상부형으로소

음도는낮았지만, 녹지율은분리녹지대사면을제외하면 16.9%

로평균이하이었다. 녹음공간은 조성되지않아사람들이이용

가능한 녹지는 없었다. 불투수포장율은 전체 면적의 72.7%로

비점오염의 잠재성이 높았다. 죽전휴게소 식생경관은 단일 수

종의 식재에 따른 식생경관의 단조로움과 저밀도 단층구조 식

재로 인해 차폐 및 완충기능이 부족하였다. 만남(서울)휴게소

는 시설지 비율이 68.5%로연구대상지 중가장낮은 비율이었

지만대부분녹지가휴게소외곽부에조성되어실제이용가능

한 녹지는 부족하였다. 분리녹지대는 폭과 높이가 협소하였고,

식재수목 생육이 불량하여 소음 완충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녹음공간은 건물 전면에 일부 조성되었으나 휴게공간

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이 아니었으며, 기타녹지 비율이 높아

기타녹지를활용한조경공간개선이필요하겠다. 만남(서울)휴

게소는 진입공간에 대한 차별화가 부족하였고, 식재개념별 식

재구조가대부분적합하지않았다. 만남(서울)휴게소분리녹지

대는 교목 하층의 관목 밀도가 낮아 고속도로 주행 차량이 노

출되어있었고, 건물 주변녹지로녹음을제공하는느티나무가

열식재되어 식생경관은 양호하였다. 화성(목포)휴게소는 경관

공간이 타 휴게소에 비해 높았지만, 건물과 떨어져 있어 이용

도는낮았다. 분리녹지대는주차장확장으로인해폭이축소되

어 소음 완충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휴게소 내 대면

적의 불투수포장면은 열섬현상과 비점오염물질의 외부 유출

등이 발생하므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반환경 개선이

필요하였다. 화성(목포)휴게소는 전체 면적의 96.9%가 단층구

조의식재지로다층형식재구조로개선이필요하였다. 화성(목

포)휴게소 식생경관은 교목층 부재에 따른 지표기능이 낮았으

며, 건물 주변 녹지는 교목층의 소나무, 관목층의 철쭉류가 식

재되어있었지만, 철쭉류식재밀도가낮아일부식생경관이불

량하였다. 평지형의여주(강릉)휴게소는분리녹지대폭이협소

하였고, 수목 식재밀도가 낮아 소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 또한 대면적 주차장으로 인해 불투수포장율이 높아

물순환 체계 개선이 시급하였다. 휴게소 진입공간은 지표식재

가 되어 있어 양호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고, 특화경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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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Fundamental environment Functions of the green spaces Functions of the planting

Jukjeon

(Seoul)

▪High proportion of facilities

▪High proportion of impervious pavement

▪Green space away from the road

▪Lack of green space in gates

▪No green space in parking areas

▪No shade planting

▪Inadequate planting structure

Man-nam

(Seoul)

▪High proportion of facilities

▪High proportion of impervious pavement

▪High noise

▪Narrow width of green belt for separation

▪Green space away from the road

▪Lack of green space in gates

▪No green space in parking areas

▪Inadequate planting structure

Hwaseong

(Mokpo)

▪High proportion of facilities

▪High proportion of impervious pavement

▪High noise

▪Narrow width of green belt for separation

▪Green space away from the road

▪Lack of green space in gates

▪No green space in parking areas

▪Lack of shade planting

▪Inadequate planting structure

▪Bad planting landscape in green belt for separation

▪Low density in planting

Yeoju

(Gangneung)

▪High proportion of facilities

▪High proportion of impervious pavement

▪High noise

▪Narrow width of green belt for separation

▪Green space away from the road

▪Lack of green space in gates

▪No green space in parking areas

▪Bad planting in green belt for separation

▪Inadequate planting structure

▪Improvement planting species in special zone

Deokpyeong
▪High proportion of facilities

▪High proportion of impervious pavement
▪Lack of green space in gates

▪Bad planting landscape in gates

▪Inadequate planting structure

Table 7. Summary of problems

은좁은공간에다양한수종이식재되어혼잡스러운경관이연

출되어식재개선이필요하였다. 외곽부 완충식재지역은식재

밀도 및 층위구조가 불량하여 보완이 필요하였다. 덕평휴게소

는 주차장 내 녹지섬 조성으로 하절기 미기후 조절 효과가 높

을것으로예상되었고, 진입공간은 나지가노출되어경관이불

량하였다. 건물과 녹지공간 사이에 조성된 완충공간은 식재구

조 개선이 필요하였고, 덕평휴게소는 불투수포장율이 높아 환

경영향저감을위한시설보완이필요하였다. 덕평휴게소진입

공간중분리녹지대시점부는현재조경수를식재하지않아나

지가 노출되어 있었지만 진입로 절토부 하단은 철쭉류가 군식

재되어 있어서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화장실 건물

전면녹지는소나무, 목련, 느티나무, 철쭉류가식재되어쾌적한

경관을나타내고있었으며, 주차장내 녹지섬에는느티나무, 철

쭉류가식재되어주차장내녹음공간을제공하고있었다(Table

7 참조).

4. 휴게소별 환경개선을 위한 증진방안

휴게소 환경 개선 방안은 기반환경 개선, 공간기능 개선, 식

재기능 개선으로구분하였다. 기반환경 개선은휴게소소음개

선을 위한 분리녹지대 기능 강화, 물순환 체계 개선, 비점오염

저감을위한시설물설치를제시하였다. 공간기능 개선은휴게

공간으로의 접근성 향상, 녹음공간 확대, 주차장 내 녹음공간

조성을제시하였다. 식재기능 개선은공간유형별식재개념및

식재구조 개선, 식생경관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기반환경

기반환경개선방안은소음감소및고속도로변오염물질차

폐를 위한 분리녹지대 기능 향상, 물순환 체계 개선, 비점오염

물질저감을위한시설물설치를제시하였다. 분리녹지대는고

속도로와휴게소사이에공간구분및차폐, 녹음, 방음을위해

조성하는시설로, 볼록형분리녹지대는폭 30m, 높이 3m, 비탈

형 분리녹지대는 폭 10m, 높이 5m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01).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분리녹지대 조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대상지 중 여주(강릉), 화성(목포)

휴게소는 주차장 확장으로 인해 분리녹지대가 축소됨에 따라

분리녹지대기능개선이시급한상황이었다. 따라서신규휴게

소 조성 시 쾌적한 휴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수립된 기

준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었고, 현재 운영 중인 휴게소의

분리녹지대는 트랠리스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발생 소음의 유

입을 예방하고, 동절기 제설제의 수목 부착과 토양 집적을 예

방할 필요가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투수포장면이넓어토양침투, 저류, 지

하수로분산이동단계가단절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어서토

양으로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물순환

체계개선이필요하였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은자연의물순환에미치는영향을최소로하여개발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환경을 개발 전 여건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연적원리(침투, 저류 등)를 이용하여홍수방지및오염물질

저감을 도모하는 개발 기법이다(Ahiablame et al., 2012; Suh

and Lee, 2013). 휴게소 조경공간에 도입 가능한 저영향 개발

시설은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등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 휴게소는 조

성대상지여건에따라분리녹지대폭, 부지내경사등이다양하

게조성됨에따라대상지여건및배수체계를고려한저영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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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proposal of Low Impact Development(LID) and non-

point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in Yeoju(Gangneung) service

area

Legend: Treebox filter, Bio retention, Bio swale,

Infiltation trench

발시설배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물순

환 체계 개선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가장 시급한 휴게

소는 여주(강릉)휴게소를 대상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의 시설 배

치를 Figure 6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존 녹음식재지는 트리박

스 필터를 설치하여 녹음기능은 유지하고, 건물 전면 및 주차

장에서나오는우수유출수및비점오염물질을저감, 주차장 내

트리박스필터를 활용하여 녹음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였

다. 휴게소 진입공간은 식생수로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본선과

진입부에서 발생되는 우수유출수와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이 필

요하였고, 분리녹지대전면은침투도랑을설치하여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간기능

공간기능 개선은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 향상, 녹지공간의

확대, 주차장내녹음공간조성을제시하였다. 기존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은 건물 전면 중앙부를 휴게공

간 위치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우측면, 좌측면, 건물후면 순으

로 선호하였다. 또한 행태조사 결과 이용객은 화장실, 식당 등

의 이용으로 이용객 동선이 건물전면 중앙부로 집중되었으며,

가판대 이용 및 대화, 휴식 등 정지고객으로 건물전면 혼잡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2a). 현행 휴게소 표준도는 휴게소 건물 주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전면에 주차공간을 배치하는 형태로 휴게소를 조성

하도록 되어 있으나,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공간을 건물 전면으로 변경하고, 주차공간을 측면으로 변

경하여 휴게공간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이용률 향상과 휴게소

건물 전면 혼잡 개선, 휴게소 경관향상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

하였다. 연구대상지토지이용현황을분석한결과, 녹음공간조

성비율은 0.7%로매우부족하였고, 연구대상지중녹음공간이

가장 많은 휴게소는 덕평휴게소로 대상지의 약 1.8%가 녹음

및 경관+녹음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덕평휴게소는 다양한

시설이 도입되어 휴게공간 이용 활성화 및 건물 주변 혼잡성

a: Current

b: Improvement

Figure 7. The proposal of the arrangement plan in expressway

service area

완화를통해쾌적한이용환경이조성된것으로파악되었다. 이

에 따라실제이용가능한녹음공간을건물주변등주이용공

간과가까운거리에조성하고, 다양한 조경시설을도입하여쾌

적한옥외휴게공간조성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었다. 고속도

로 휴게소 주차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복사열로인한표면온도와주차차량내부온도상승을일으키

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지 휴게소 주차장 중 녹음공간이 조

성된 휴게소는 덕평휴게소 1개소로 나머지 4개 휴게소는 녹음

공간이 조성되지 않았다. 주차장 내 녹지 조성은 열섬효과 저

감 뿐만 아니라(Upmanis et al., 1998; Andrade, 2007), 차량

운전자의서행유도등휴게소안전이용에도영향을미치는요

소로불투수포장면적감소, 주차장및차량내부온도상승저

감등다양한효과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었다(Figure

7 참조).

3) 식재기능

식재기능 향상에서는 녹지공간별로 적합한 식재수종 및 식

재구조를 제안하였다. 녹지공간 구분은 분리녹지대와 부지 외

곽부에 조성되는 완충식재지, 건물과 주차장 주변에 조성되는

녹음식재지, 휴게소의 특성을나타낼수있는경관식재지로구

분하였다. 현재 고속도로휴게소조경표준도에는본선분리녹

지는 차폐․녹음․방음식재, 진․출입부는 유도식재, 건물 주

위는 녹음․조화식재, 휴게공간은 녹음․경관식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1a). 본선 분리녹지대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오염

물질 비산 등을 차단하고 조성 목적인 차폐․완충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내공해성 수종을 선정하여 교목층+아교목층+관

목층의다층형수림대조성을제시하였다. 휴게소 외곽부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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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proposal of planting landscape in expressway service

area

녹지는상록교목+낙엽교목+관목층구조의수림대를조성하여

휴게소와 외부공간의 차폐효과 향상을 유도하였다. 건물 주변

진입공간 녹지대는 휴게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녹음공간을 조

성하여 교목층 위주 식재 및 교목 하부 휴게시설물 도입을 제

시하였다. 건물전면은 교목층식재를통한녹음공간조성으로

이용객에게 그늘 제공을 제시하였다.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이

설치되어 조성녹지가 부족한 진․출입부 녹지대는 주제가 있

는식생경관연출을통한이용자의경관감상유도를제시하였

고, 휴게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형적인 식재를 제시

하였다(Figure 8 참조).

Ⅳ. 결론

본연구는고속도로휴게소환경개선을위해공간및환경특

성과식재현황을조사․분석하였으며, 개선방안을기반환경측

면, 공간기능 측면, 식재기능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기반환경

개선은 분리녹지대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신설 휴게소는 한국도

로공사설계기준인볼록형분리녹지대폭 30m, 높이 3m이상

으로, 비탈형분리녹지대는 폭 10m, 높이 5m 이상으로조성할

것을제시하였다. 운영 중인 휴게소분리녹지대는목재트랠리

스 등 시설물을 활용한 분리녹지대 기능 향상을 제시하였다.

물순환 체계 개선에서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을 활용하여 이

용 중인 휴게소의 녹지 공간 및 시설물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기능 개선에서는 휴게공간 접근성 향

상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당초 건물 좌․우측에 배치하는 기준

을 변경하여, 건물 전면에 휴게공간, 건물 측면에 주차공간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물 주변 녹지는 녹음공간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주차장 내 녹음공간

조성으로열섬현상완화, 차량의 저속운행유도를통해안전한

휴게소 이용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식재기능 개선에

서는 휴게소 조경식재개념을 확대 발전시켜 분리녹지대는 교

목층+아교목층+관목층의 다층형 수림대로 조성하여 소음 및

고속도로오염물질의휴게소유입을차폐할수있는구조를제

시하였다. 외곽 완충녹지는휴게소와외부공간의완충및차폐

를 위하여 상록교목+낙엽교목+관목류의 식재를 제시하였고,

건물 전면과 주차장 내․외부는 녹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

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 개소 시

기가서로다른 휴게소별로 이용 차량 및 이용객의차이, 휴게

소설계기법의차이등에따른비교․분석연구와물순환체계

개선을위한비점오염저감방안의구체적인효과검증은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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