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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conservation priorities of unexecuted urban parks in

Seoul both from an ecological and public perspective. To this end, two methodologies, ecological net-

work analysis based on graph and circuit theory and accessibility analysis, were employed in order

to assess ecological connectivity of and public accessibility to unexecuted parks, respectively. This

study applied linkage-mapping methods (shortest path and current flow betweenness centrality) of con-

nectivity analysis to an integrated map of landscape permeability. The population-weighted accessibility

to unexecuted parks was measured based on a negative exponential distance decay function.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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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oth ecological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Gwanaksan, Suraksan, and Bulamsan urban natural

parks a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rank 1-3) to be conserved. For these sites, inner park areas

with conservation priorities for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were identified.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used for giving conservation priority to the unexecuted urban parks in terms of long-term sus-

tainable urban planning.

Key Words : Betweenness, Connectivity, Ecosystem services, Graph theory, Urban natural park,

Urban neighborhood park

I. 서 론

도시공원은 도시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

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

한다. 그러나 자연형의 잔존산지나 완만한 구릉

지에 조성된 도시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된 지 10년 이상을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

원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보상 등 집행이 이

루어 지지 않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

면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면적은

433.4㎢에 달한다(MoLIT, 2016). 이는 장기미

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면적 833.2㎢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도시공원의 미집행 비율은

타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집행율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부족과 막대한 보상비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실

효시점인 2020년이 되면 집행되지 못한 도시공

원의 상당수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

이다. 대부분 자연녹지 형태로 보전되어 왔지

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정이 해제될시

일부 지역은 자칫 난개발에 직면할 것으로 우

려된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공원 내 토

지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하다(Kim, 2017). 기존 연

구를 통해 제안된 재정적 방안으로 국고 보조금

확보, 지방채 발행, 공공투자에 민간을 참여시키

는 민자유치 활성화, 시민녹화기금 조성 등이 있

다(BDI, 2010).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현실 적용

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하다. 또한 다가오

는 2020년에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제도와 같은 비재

정적 해소방안이 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미 조성된 5만

㎡이상의 규모를 갖는 도시공원의 30%에는 수

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

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부채납하는 방

식이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의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한다. 이와함께 미집행 도시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

경하여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

부채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GRI, 2015).

비재정적 제도 시행에 앞서 미집행 공원별

집행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비 방향(즉 조성, 지

목변경, 폐지)과 관련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제도적, 법적으로 충분치

못한 면이 있고,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을 연

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실질적 적용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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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계이다(Choi et al., 2008; KEI, 2017). 이

에 따라 대상지의 생태환경용량(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과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기능 및 가치평

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우선순위 대상 선정

과 재정비 방향이 주로 경제적 가치에 의해 좌

우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가치가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도

시생태네트워크의 거점인 도시공원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못한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등

공익기능 가치가 크다(Konijnendijk et al .,

2013). 결국, 개별 도시공원이 시민에게 주는 공

익적 가치와 도시생태네트워크 상에서의 통합

적 기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단지 개발 효

용성이나 주변 인구수에 따라 미집행 공원의 집

행 여부와 개발대상 부지가 선정되는 등 난개발

의 우려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전 우선순위를 생태적․

공익적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

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생태네트워크 상 중요도

를 분석함으로써, 공익적 측면에서는 각 공원에

대한 도시민들의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미집

행 공원별 집행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

선순위가 높은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서도

생태적·공익적 측면에서 중요 보전지역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서울시

미집행 공원의 집행 우선순위 설정과 지속가능

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유용한 공간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범위

서울시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미집행 도시공

원 중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묘지공원에 해

당하는 103개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1). 시․도별 미집행 도시공원 총 면적은 경기

도 74.6㎢ , 서울 57.4㎢ , 경남 54.8㎢ , 경북

52.2㎢ , 부산 42.4㎢ 등의 순이다. 행정구역 면

적 대비로는 서울 0.095, 부산 0.055, 울산 0.025,

광주와 대전 0.023 등의 순으로 서울시 미집행

공원 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MoLIT, 2016).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에는 북한산과 수락산, 남산, 아차산, 관악산 등

서울시 주요 녹지축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하여 시가지 내의 구릉지에 지정된 근린공

원과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SDI (2011)을 참

고하고 ArcGIS 10.1 (ESRI, 20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을 디지타이징

(digitizing)하였다. 미집행 도시공원 중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과 북악산과 인왕산, 안산

도시자연공원, 대모산과 구룡산 도시자연공원

등은 각각이 하나의 산림 패치(patch)이기 때문

에 개별 도시공원이 아닌 하나의 공원으로 포함

하였다. 남산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을 모두 포함하지만 하나의 연결된 산림 패치여

서 남산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하나의 공

원으로 포함하였다.

서울시 및 인접도시의 주요 녹지와 인구 분

포를 포함하여 생태네트워크 및 접근성을 광역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행정경계로부터 약 10㎞ 반경에 해당

하는 경기·수도권 지역을 공간 분석 범위로 선

정하였다(Figure 1). 행정구역 경계에 인접한 주

요 산림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산림으로 연결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구역과 같이 유역

의 분수계 또는 임의로 설정된 경계에 의해 분

석 범위를 설정할 경우, 행정구역 경계 밖의 주

요 거점녹지 또한 생태네트워크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지만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Kang et al., 2014). 서울시 외곽의

도시자연공원은 인접지역 도시민에게도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접근성 분석 범위 또한 서울시 인접도시로 확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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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with the unexecuted urban parks of Seoul depending on their

designated types (ArcGIS World Imagery map service, 2018)

2. 연구 방법

1) 생태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되

고, 경관 또는 서식지, 개체군 간 생태 흐름

(ecological flux) 연구에 있어 효율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Bunn et al. 2000; McRae et al.

2008).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에 기반 한 경

관 생태적 네트워크 모형은 주로 서식지 등의

패치가 노드가 되고, 관심 종의 이동 또는 분산

(dispersal), 유전자 흐름(gene flow)에 의해 서식

지들이 링크로 연결되는 패치-매트릭스(matrix)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복잡(complex)하

고 이질적인 경관 패턴을 보다 더 정교하게 분

석하기 위해 평면 격자(regular lattice)를 구성하

는 육각형(hexagon)이 노드가 되고 이웃한 노드

간 거리에 따라 연결성을 분석하는 비-패치 기

반의 네트워크 모형도 최근 개발되었다(Carroll

et al., 2012). 적합한 네트워크 모형의 선택을 위

해서는 연구 대상 및 목적, 가용한 공간 자료, 공

간 범위 및 해상도, 컴퓨터 성능(performance) 등

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 내

전체 경관 생태네트워크 상 각 미집행 도시공원

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개별 도시공원 내부의 주

요 연결루트 또한 도출하기 위해 육각형의 평면

격자 구조를 갖는 비-패치 기반의 생태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흐름 정도를 나타내

는 값으로 경관의 환경성․생태성에 기초한 투

과성(permeability) 개념을 적용하였다. 투과성

값이 높을수록 야생동물의 이동과 종자전파에

따른 유전자 흐름 등 기능적 연결성(functional

connectivity)이 높음을 의미한다. 투과성 계산을

위한 입력 자료로는 토지피복 유형에 따른 환

경․생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 제

공 2014년 세분류 토지피복도(1 m 해상도)와, 자

연환경의 질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15년의 국토

환경성평가지도(10 m 해상도)를, 환경공간정보

서비스(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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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EGIS: https://egis.me.go.kr)로부터 다운

받아 활용하였다.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시가

화 건조지역과 농업지역, 산림지역 등 대분류로

재분류하였고(Table 1), 이러한 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연구 대상지 전체에서 각

공원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개황을 파악한다는

연구의 공간스케일에 따라 모두 30 m 해상도로

재조정하였다. 투과성은 일반적으로 토지피복도

유형이 생태 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계산되는 개념으로 산림과 습지 등

자연경관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생물의 서식·이

동 특성과 기존의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적용하

였다(Table 1; Teng et al., 2011; Theobald et al.,

2011; Kang and Park, 2015). 본 연구에서는 국토

환경성평가지도의 1∼5등급을 가치에 따라 역

으로 점수화 한 것을 Table 1의 토지피복 유형별

투과성 값에 곱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1부터

500까지의 투과성 값을 갖도록 공간중첩 하였다.

Land cover type Permeability

Forest 100

Wetland 100

Grassland 30

Barren 20

Water 20

Agricultural area 10

Buiult-up area 1

Table 1. Weights applied to land cover data used to

represent landscape permeability

생물서식공간으로 중요한 비오톱 면적과 연구

범위, 법정 근린공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1 ha 규

모의 육각형 노드들이 분석 범위를 커버하는 생

태네트워크 모형이 적용되었다(Chae and Koo,

2004; Hugget, 2004). 1 ha 면적의 육각형 노드들

로 구성되는 격자 지도와 경관 투과성 지도를 중

첩하여 각 노드별 투과성 값을 평균하였다. 이러

한 노드별 투과성 값을 고려하여 노드 간 최소비

용거리를 기반으로 연결성을 계산하였다. 네트

워크 상 관심 노드의 최종 중요도는, 관심 노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 쌍 간의 최단경로 상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최단거리 매개중심성

(shortest path betweenness centrality) 값으로 도

출하였다(Carroll et al. 2012). 이러한 매개중심성

은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계산되며, 각 노드

가 네트워크 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중심

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아울러, McRae et al.

(2008)에서 제안된 회로 이론(circuit theory)을 기

반으로, 최단거리와 함께 다양한 대안 경로도 고

려하는 전류흐름 매개중심성(current flow betwe-

enness centrality) 값을 활용함으로써, 상호보완

적이며 종합적으로 노드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Carroll et al. 2012).

네트워크 상의 미집행 도시공원별 최단거리

및 전류흐름 매개중심성은 해당 도시공원 범위

에 포함되는 노드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또한 미

집행 도시공원에 따른 두 매개중심성 간 상관관

계를 보기 위해 Spearman 순위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두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미집행

도시공원을 탐색하고, 이 가운데 두 매개중심성

상위 3개 도시공원에 모두 포함되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확대된 스케일에서 추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매개중심성 상 중요도에 따라 선정

된 공원에서는 각 공원에 포함되는 격자 노드별

두 매개중심성 값을 지도화함으로써, 향후 토지

이용계획 수립시 공원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보

호가 필요한 주요 연결 핵심지역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경관 격자 기반의 생태네트워크 분석

을 위해 Connectivity Analysis Toolkit(Carroll et

al., 2012)이 활용되었다. 기타 공간 분석 및 지

도화를 위해 ArcGIS 10.1 (ESRI, 2012)을 사용

하였고, Spearman의 순위 상관분석에서는 R

v.3.4.0을 활용하였다(R Core Team, 2017).

2) 미집행 공원 접근성 분석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공간지리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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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내 인구분포 공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도시민의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평

가하였다. 생태네트워크 분석에서 활용된 육각

형 노드 격자 중 미집행 도시공원 분포와 중첩

되는 노드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각 노드들로

부터 연구범위 내 모든 인구분포 점 자료(point

data)까지의 유클리드안 직선거리(Euclidean dis-

tance)를 계산하고, 음지수 함수(negative ex-

ponential function)로 근교 여행 거리(close–

to-home trip distance)인 8㎞에서 0.05의 근교

여행 확률을 갖도록 설정하였다(Burkhard and

Maes, 2017). 이는 음지수 함수에 따라 8㎞ 이

상의 여행 거리도 가능하지만, 근교 여행 확률은

0.05 이하로 매우 낮음을 뜻한다. 각 미집행 도

시공원에 속하는 노드별 접근성(accessibility)은

식 (1)과 같이 근교 여행 확률과 거주인구 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가. Accessibility to nodei 




× 식 (1)

여기서 pij는 미집행 공원 내 노드(i)로 부터

인구 점 자료(j)까지 유클리드 거리의 음지수 확

률에 따른 근교 여행 확률이며, wj는 인구 점 자

료(j)의 천 단위 거주 인구수를 나타낸다.

생태네트워크 분석과 같이 미집행 도시공원

별 접근성은 각 도시공원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노드들의 접근성 값의 합으로 구하였다. 접근성

이 높은 도시공원은 최단거리와 전류 흐름 매개

중심성 또한 높은지 검증하기 위해 Spearman 순

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상위 10개 미집행 도시공원을 탐색하고, 두 매개

중심성 상위 3개 도시공원에 모두 포함됐던 공

원들에 대해서는 각 도시공원 내 개별 노드의

접근성 값을 세부적으로 지도화하여 도시공원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다.

인구분포 공간자료는 거주인구 분포의 전반

적인 특징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자료로서 2011

년 기준 ㈜비즈지아이에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100 m 간격의 추정치를 활용하였다

(http://www.biz-gis.com/XsDB/). 본 접근성 분석

에서도 ArcGIS 10.1 (ESRI, 2012)과 R v.3.4.0

(R Core Team, 2017)을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분석결과, 대상지 전체에서 육각형 노드

284,592개로 구성된 격자 형태의 생태네트워크가

도출되었다. Figure 2는 기하 간격(geometrical in-

terval)을 활용하여 최단거리 매개중심성과 전류

흐름 매개중심성 값을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

으로붉은색 계열의지역들이 연구 대상지수도권

광역 네트워크에서 연결성 중요지역을 나타낸다.

최단거리 매개중심성을 기반으로 서울·수도권 지

역 자연 경관을 연결하는 주요 생태축(Figure 2a)

이 도출되었고, 전류흐름 매개중심성을 기반으로

생태축의 대안 연결경로로서 중요한 지역들

(Figure 2b)을 도출하였다.

서울과 주변 수도권 지역 생태네트워크의 중

추적 경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환형(ring-shap-

ed)을 이룬다(Kang and Park, 2015). 수도권 지

역 북쪽과 남쪽의 경관은 서울시 도심 내부를

통해 잘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서울시 도심 내부

공원들로 뻗어 들어온 지축형태의 경로들 또한

확인할 수 있다(Figure 2). 따라서 서울시 외곽뿐

만 아니라 내부의 도시공원들 역시 생태네트워

크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부족과 집행계획 부재로 서울시 미집행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시 서울시 도

심 내부의 경관 연결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

려된다. 서울시 도심에서 경관 연결성이 미약하

거나 단절된 곳,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으면

서 병목지점(pinch point)에 해당하는 곳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제한된 연결성

을 보완하거나 새로이 연결시켜 주는 복원 전략

이 필요하다. 주요 생태축 경로이지만, 도로 등

에 의해 단절된 경로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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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inkage areas, connecting natural lands according to graph-based (a) shortest path and (b) current flow

betweenness centrality (BC) in the study area

경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

태통로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미집행 도시공원의 두 매

개중심성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pearman's rho=0.91, N=103, P<0.01). 이러한

결과는 최단거리 매개중심성이 높은 노드를 포

함하는 미집행 도시공원은 전류흐름 매개중심

성,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대안경로 기능

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최단

거리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미집행 도시

공원은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아차산

도시자연공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서울 국립

묘지공원, 까치산 근린공원, 북악산과 인왕산,

안산 도시자연공원,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하늘

근린공원, 노을 근린공원, 명일 근린공원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3a; Table 2). 전류흐름 매개중

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미집행 도시공원은 수락

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이어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북악산과 인왕산, 안산 도시자연공원,

아차산 도시자연공원, 대모산과 구룡산 도시자

연공원,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우면산 도시자연

공원, 서울 국립 묘지공원, 이말산 근린공원, 남

산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순이었다(Figure

3b; Table 2). 이와 같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도시

공원으로는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과 관

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는

면적이 큰 도시자연공원뿐만 아니라 도심 내부

의 서울 국립 묘지공원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매개중심성 상위에 해당되는 도시공원들은 광역

수도권의 경관 생태적 네트워크를 보전함에 있

어 중요하며 따라서 보전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상 중요한 상위 10개 미집행 도시공

원 가운데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과 관

악산 도시자연공원은 최단거리와 전류흐름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은 상위 3개 도시공원에 포함

되었다(Table 2). Figure 5에서는 수락산과 불암

산 도시자연공원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각각의

내부에 대한 두 매개중심성의 분포를 본 것으로,

최단거리 매개중심성의 경우 패치의 내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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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hortest path and current flow betweenness centrality (BC) of unexecuted urban parks in Seoul. The

number indicates the rank of each park, with a ranking from 1 to 10. See Table 2 for park names

Figure 4. Accessibility to unexecuted urban parks in
Seoul. The number indicates the rank of
each park, with a ranking from 1 to 10. See
Table 2 for park names

심으로, 전류흐름 매개중심성의 경우 서울시 도

심에서 먼 지역일수록 매개중심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집행 도시공원의 접근성은 최단거리 및 전

류흐름 매개중심성과 각각 높은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최단거리 매개중심성, Spearman's rho

=0.71, N=103, P<0.01; 전류 흐름 매개중심성,

Spearman's rho=0.85, N=103, P<0.01). 이러한

결과들은 도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미집행 도시

공원은 경관 연결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도시민 접근성이 높은 상위 10개

미집행 도시공원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북악

산과 인왕산, 안산 도시자연공원, 수락산과 불암

산 도시자연공원, 아차산 도시자연공원, 대모산

과 구룡산 도시자연공원, 남산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서울 국립 묘지

공원, 매봉산과 지양산 도시자연공원, 초안산 근

린공원 순이었다(Figure 4; Table 2). 매개중심성

결과와 같이, 접근성이 높은 도시공원에는 관악

산 도시자연공원과 북악산과 인왕산, 안산 도시

자연공원 등 면적이 큰 도시자연공원뿐만 아니

라 도심 내부의 서울 국립 묘지공원, 초안산 근

린공원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공원들은 접근성

이 높기 때문에 도시민에게 어메니티 및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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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Shortest path BC Current flow BC Accessibility

1 Suraksan and Bulamsan urban
natural parks

Suraksan and Bulamsan urban
natural parks

Gwanaksan urban natural park

2 Achasan urban natural park Gwanaksan urban natural park Bugaksan, Inwangsan, and Ansan
urban natural parks

3 Gwanaksan urban natural park Bugaksan, Inwangsan, and Ansan
urban natural parks

Suraksan and Bulamsan urban
natural parks

4 Seoul National Cemetery’s park Achasan urban natural park Achasan urban natural park

5 Kkachisan neighborhood park Daemosan and Guryongsan urban
natural parks

Daemosan and Guryongsan urban
natural parks

6 Bugaksan, Inwangsan, and Ansan
urban natural parks

Cheonggyesan urban natural park Namsan urban natural and
neighborhood parks

7 Cheonggyesan urban natural park Umyeonsan urban natural park Umyeonsan urban natural park

8 Haneul neighborhood park Seoul National Cemetery’s park Seoul National Cemetery’s park

9 Noeul neighborhood park Imalsan neighborhood park Maebongsan and Jiyangsan urban
natural parks

10 Myeongil neighborhood park Namsan urban natural and
neighborhood parks

Choansan neighborhood park

Table 2. The top 10 unexecuted urban parks in Seoul, with the highest shortest path betweenness centrality (BC),

current flow BC, and accessibility

Figure 5. Shortest path and current flow betweenness centrality (BC) of and accessibility to (a) Suraksan and

Bulamsan urban natural parks and (b) Gwanaksan urban natur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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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매개중심성이 모두 높은 상위 3개 미집행

도시공원에 포함되었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은 접근성에 따른

순위에서도 상위 3개 도시공원에 포함되었다

(Table 2). Figure 5에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과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각각의 내부

의 접근성 분포를 크기 순서에 따른 4개의 분위

수(quantile) 그룹으로 등급화한 것으로, 공원 내

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서는 도심과 인접하고

표고가 낮은 곳일수록 사유지 비율이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Eum, 2015). Eum (2015)에서 제

시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소유현황 분석 결

과와 비교해보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접

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유지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사유지 일부 지역은 최단거리 매

개중심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상 중요도와 접근성이 높아 보전 우선

순위, 즉 집행 우선순위가 높은 도시공원에 대해

서는 향후 소유현황 공간정보와의 중첩 분석을

통해 공원 사유지 내부에서도 개발허용지역과

보전지역의 설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악산과 인왕산, 안산 도시자연

공원은 네트워크 상 중요하면서도 접근성이 높

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용도계획 상 안산 도시

자연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전체가 주

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Eum, 2015) 도시계

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타 공원에 비해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미

집행 공원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생

태적 네트워크(매개중심성) 및 공원으로 이용요

구(접근성)가 높은 우선지역에 대한 대책이 보

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건강한 삶에 대한 추구로 도시공원을 찾는 도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공원 활동 또한 다양하

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Marmot, 2015).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적으로 조성

된 크고 작은 도시공원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나

아가 도시 생활권 내 도시공원의 기능 확장을

위해 유기적인 도시공원 녹지체계, 즉 네트워크

유지·증진 및 접근성 향상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도시공원이 장기미집행으

로 남아있고 2020년을 기점으로 입지·개발 관련

규제를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 보호막이 사라지

게 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미집행 공원의 기능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집행계획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

공매입 또는 효과적인 비재정적 제도가 시행되

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미집행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도시생태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생물다양성과 생

태계 건전성, 접근성이 약화되고(Kong et al.,

2010; Ratih and Febrianto, 2016), 결국 이는 인

류의 복지와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MA,

200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미집행 도

시공원을 대상으로 생태네트워크와 접근성의 정

량적인 평가를 통해 보전 우선순위를 제안하였

다. 이를 통해 미집행 공원의 집행 우선순위 설

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서울시를 포함하는 광역 수도권

의 생태네트워크는 서울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연결하는 환형의 중추적 경로를 바탕으로, 지축

형태의 대안 경로가 서울시 도심 내부 공원들을

중심으로 뻗어 들어온 구조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 외곽뿐만 아니

라 내부의 공원 패치들 역시 생태네트워크 상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간분포 상에서

도출하였다. 생태네트워크 상 최단거리 및 대안

경로를 고려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매개중심성과

도시민 접근성은 모두 Spearman의 rho (ρ)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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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시민

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요구도가 높은 곳은 동시

에 생태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

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순위를 보면,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 생태네트워크

및 접근성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보전 우

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보

전 우선순위가 높은 미집행 도시공원들을 확대

된 공간스케일에서 분석한 결과, 매개중심성 및

접근성에 따라 중요지역이 이질적으로 나타나,

공원 내에서도 패치 내부의 주요 생태공간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 및 자연경관지역과의 공간

관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보전 및 개발지역

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연구 결과들은 미집행 공원의 우선순위 설정

과 재정비 방향 결정에 있어 공원의 공시지가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생태적 연

결의 온전성(integrity) 측면도 복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보전 우선

순위가 높은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네트

워크 연결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토지소유현황

및 공시지가 공간정보와의 중첩 분석을 통해 미

집행 공원 내부 사유지 중에서도 개발을 규제하

고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간을 보다 더 종

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능적인

생태 흐름이 경관 투과성에 기반 한 생태네트워

크에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즉, 향

후 실제 종 분포 및 이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과 피복형태, 도시생태계의 질(quality)

에 따른 중요 보호 야생생물의 이동성과 민감도

(sensitivity)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생태네트워크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미집행 공원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도시공

원 접근성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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