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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    약

좁은 국토에서 최적의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지형인자와 유비

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환경인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최적의 생태마을 인자를 도출하고자 인

간의 구체적인 정착 생태공간을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자연적인 실제 정착 공간 분석과 비교하여 

최적의 생태마을조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웰빙 공간구성과 더불어 생태적인 요인과 결합되어져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삶의 공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가능한 새로운 방법으로 실측함으로써, 전 국토의 크고 작은 마을 단위의 

생태마을 조성에서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최적생태마을, 공간정보, 지형분석,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웰빙공간 

ABSTRACT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building optimal eco-villages in a narrow territory. To 

derive a new optimal eco-village factors by combining environmental factors from 

ubiquitous sensor network and topography factor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ecological spaces of specific human settlements, to compare those with the spatial 

analytical results on natural real settlements, and to draw a construction plan for an 

optimal ecological village. This study presented a new milestone for building eco-villages 

in the large or small village units of the entire country in the fact that we can find a 

living space to make natural healing possible by integrating ecological factors and 

wellbeing spatial configuration using more healthy natural space. Also,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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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a practical method to do so.

KEYWORDS : Optimal Eco-Village, Geospatial Information, Terrain Analysis, Ubiquitous 

Sensor Network(USN), Wellbeing Space

서  론

최근 웰빙 및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과 국토이용에 대

한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많은 시민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태

마을의 조성과 그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전원마을 단지조성 사업

을 통하여 풍광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조성과 상하수도 및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를 추가로 연결하여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조성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

구인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최적의 생

태마을 선정방법을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함으

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한 마을이 갖추어

야 하는 최적의 지형적인 요인과 환경 인자를 

첨단의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방식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국내 여러 곳에 조성된 생태마을 단지를 

방문하여 공간배치와 기반시설의 유입과 연계

를 살펴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과

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합리적이고 비경

제적인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가 생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라면 미래는 생태환경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에 맞서 환경성이 확보

되고 강화된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으로 진

입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대응방

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생태마을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

의 모습 구현과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삶

을 위해서, 근본적인 지구환경 보존과 거주환경

의 생태적 복원을 위해서, 그리고 생활환경 개

선과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그 가치를 실

현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의 하나로 생태마을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자연 지형 

인자와 환경 인자를 고려한 최적의 생태마을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생태마을 개요 및 연구동향

현대도시의 발달과 복잡함은 인구증가에 못

지않게 교통량의 증가와 수질과 대기환경의 오

염으로 나타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초래하

였고, 국제적으로도 지구 온난화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첨단기능의 현대도시의 오염된 생태환

경을 녹색의 자연생태환경으로 변화시켜는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 지속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고, 자연 재생이 

가능한 무공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적의 생태마을

은 꾸준한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지형적인 분석과 사회문화의 환경적

인 요인이 잘 결합되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융합디자인 기술과 융합 

IT 및 좋은 복지에 대한 연구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대도시

를 경험한 유럽과 독일 등에서 현대도시의 많

은 문제점을 경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유럽과 독일을 중심으로 자연 

생태마을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미 훼손된 도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현대의 정보통신 및 여러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매우 빠르게 생태마을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마을과 더불어 

생태하천 복원 등의 크고 작은 많은 연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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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소규모의 최적 생태마을의 기본조건을 도출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Yoon, 2008).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자

연과 가장 밀접한 지형의 특성과 환경요인을 

첨단 IT기술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고 이를 적

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위한 좋은 

실험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지형적 특성에 맞게 형성되어진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쾌적한 정주조건을 갖춘 최적의 생태

마을 조성에 다양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계속되어질 것이며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미래도시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생태마을에 관심과 실천은 유기농업 중심의 생

태적 삶을 지향한 1960년대 덴마크의 코하우

징 커뮤니티가 그 시초이며, 이후 독일,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생태마을이 조성

되었다(Han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이후 주거와 생활환경의 개선, 사회복

지의 증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도시는 환경성이 강화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건강

한 웰빙 개념의 생태마을을 추구하고 있다. 객

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에 의한 후보지 검

토과정 없이 계획가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입지결정이 생태마을 조성 실패의 원인 중 하

나라고 지적되고 있다(Na and Cheon, 2007).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마을은 자연의 생태적 원

리와 고유한 전통양식을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응용하며 주민들의 활동과 생활 속 전반에서 

생태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마을이다. 

생활과 생산의 공동체로서 주거지는 자연친화적

이며 환경보전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생태적 용량

이 고려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주민활동은 

주민 스스로가 자원절약, 자원순환, 저소비의 생

태적 생활을 실천하며, 의사결정은 의사교환, 의

사수렴 등 주민합의에 기초해 이루어지도록 한

다. 이러한 생태마을은 현대도시의 문제점을 완

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의 마을 구성이며, 

이상적 최적의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

적인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다(그림1, 2).

FIGURE 1. Beautiful landscape of 

Cheung-Pung

FIGURE 2. Wild flower’s village guide

2. 생태마을조성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일반적인 생태마을의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

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한 방안으로 제시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생태마을 조성 내지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혼용

되고 있는 녹색도시, 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

시, 에코시티, 에코폴리스 등의 용어들은 모두가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 또는 유기체로 파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Han(2011)은 계층적 분석과정과 GIS분석 모

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주거지 개발의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시도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입지선

정을 위해 공간분석방법을 계층화 하였으며, 단

계별 효율적 결과도출을 위해 GIS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Kim and Jung, 2013).

생태마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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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자연과 생명

사상의 지향이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풍요, 양적 풍요가 아닌 질적 풍요를 보다 중시

한다. 삶의 수단은 소박하지만 목적은 풍요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신념과 철학을 갖는다. 둘째, 

생태적 삶의 지향이다. 생태계와 조화․균형을 이

루고 동화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그 가치

에 대한 추구를 중시한다. 공동체 스스로가 자

족적인 규모(20호~300호)의 조건을 갖추고 생

태적인 생활과 활동을 실천하며, 자유롭고 민주

적인 의사교환과 합의에 의한 생태적 삶의 방

식을 갖는다. 셋째,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적극

적인 주민참여이다. 생태마을 조성 전 과정에 

계획 초기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와 협력

하는 주민참여설계를 지향한다(그림 3).

FIGURE 3. Kings landing village map of 

Fredericton

  

Lee and Yoo(1993)는 효율적인 데이터베

이스 관리, 예측계획을 위한 사전정보의 제공, 

그리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토지정보체계와 전문가기

법을 이용한 하수용량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은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구온난화로 인

한 대기의 불안정과 사막화 현상, 오존층 파괴

와 산성비로 인한 피부암의 증가, 생물종의 감

소 등 지구차원의 환경피해는 더 이상 방치해 

두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산림녹지조성, 생태

마을의 조성 등과 같은 목표들을 경제성의 논

리 앞에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

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바꾸고 실천

해야 할 개념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이지

만 현대사회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지

구환경 내지 정주환경의 악화 속에서 우리 삶

의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우선적으로 요

구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

시화 과정을 겪어 왔다. 생태적인 요인과 결합

할 수 있는 맑은 공기와 물과 바람 등의 환경

인자를 복잡한 대도시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가치체계 아

래에서는 도시공간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

게 되는 녹지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하고 있다. 

생태도시, 녹색도시, 환경집약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등은 모두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을 제창

하는 개념들이다. 그와 무공해의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생태건축과 생태도시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었고(Han et al., 2005), 이를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의 최적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가

기 위하여 최적의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

를 지원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첨단 기술과 접

목된 유비시티의 개념이 미래의 신도시 건설 계

획에 반영되고 있다(그림 4).

FIGURE 4. The ubiquitous concept of new 

Song-do

본 연구에서는 생태마을의 기본 요소인 물과 

흙과 바람이 지형적인 요소와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자연적인 지형분석을 통하여 최

적의 생태마을의 기반 조성과 공간배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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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도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충북내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실험대

상지역을 선정하여 입체적인 지형분석과 모델링

을 실시하고 몇 가지 비교요소를 적용하여 최적

의 생태마을의 조건과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생태마을 지형분석 비교분석

대부분의 생태마을은 도심지보다는 농촌이나 

산촌마을에 적합한 용어가 될 것이다. 비교적 

자연환경이 풍부한 농촌지역에서 생태적인 조

건을 이미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만 지원되어 조성이 된다면 매우 

우수한 생태마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인구

가 밀집되어있는 대도시나 공장지대에서는 녹

지조성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

태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생태마을조성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하는 물과 흙과 바람이 만들어지

고 순환되어져야 하는 지형적인 조건이 없으므

로 인위적인 대규모의 녹지의 지형을 조성한다

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자연지형적인 조건이 결부되어

져야만 비로소 생태마을이 조성되고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녹지공간이 우수한 서울

시의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주변을 살펴보면 

대형건물과 작은 공원이 연결되어 인근 주민들

에게 산책과 좋은 전망을 제공하지만 물과 흙

이 어우러져 우수한 생태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그림 5).

FIGURE 5. New national central library 

near Seocho-dong

따라서 최적의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자연지형과의 조화이기 

때문이다(Baek, 2008).  

인위적으로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과정

에 필요한 자연적인 생태적 요건을 조성하고 

꼭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사회문화적인 요

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적인 시설이 어우러

져 만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적의 생태마을

을 개발할 때 자연지형과 경관의 훼손을 최소

화하고 비옥한 토양, 우수한 수자원, 식생 환경

이 양호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

라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다. 그러므로 생태마

을이 지역 계획가에 의해 계획되고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생태마을은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

이며 오랜 세월동안에 자연적인 시련을 겪으며 

생존과 싸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마을공동체

가 바로 최적의 생태마을이라는 것을 본 조사

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적어도 2백년이상을 견디어 온 생태마을 공

동체가 보여주는 역사적인 마을의 모습은 바라

보는 이로 하여금 그곳에 정착하여 그들과 함

께 살아보고 싶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진천에서 발견한 농촌마을과 뉴브런스윅의 

19세기에 형성된 호수마을 공동체가 바로 최적

의 생태마을 공동체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

였다(그림 6). 

FIGURE 6. Kings landing historical 

settlement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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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마을 조성실험 

우선적으로 자연생태마을을 3곳과 외국의 인

구 10만 규모의 도시를 가진 곳에서 최적의 자

연정착지로 선정된 1곳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에 선정된 생태마을에 대한 지형조건과 지리

적인 요인을 자연지형과 사진영상을 이용하여 

지형분석과 주변 환경을 비교 해석하여 최적의 

공통의 지형요건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통행과 토양 및 수질, 식생에 대한 자료

를 적용하여 그 분포도와 더불어 환경적인 주

요 인자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에 

의하여 일정시간동안 자동 수집하도록 하여 지

형과 식생과 환경이 융합된 최적의 생태마을을 

구상하도록 하였다. 국내의 현장조사 대상지역

으로는 생태마을로 알려진 진천, 증평 좌구산 

일대, 괴산, 충주 지역의 여러 곳을 답사하여 

직접 사진을 촬영하였다. 외국은 캐나다의 뉴-

브런스윅의 주도인 프레드릭톤에 있는 이미 백

오십년전에 조성되어 정착하여 형성된 역사생

태마을인  Kings Landing Village를 방문 조사

하여 최적의 생태마을의 기본적인 요소를 비교

하였다. 국내외 현장 방문조사에 의한 조사와 

원격탐사 디지털 공간영상분석에 의한 컴퓨터 

처리작업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형분석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태마을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한 요건을 적용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인 요건을 확인하였다(그림 7~9). 

FIGURE 7. Eco-village layout as satellite 

image map

FIGURE 8. Natural eco-village analysis

 

FIGURE 9. The comparison for natural eco 

space vs artificial ecosystem village

 

본 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작업진행을 위한 

주요 생태마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지의 특성

과 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건축물과 같은 인

공구조물의 입체적인 디지털정보 수집을 위하

여 레이저 방식의 디지털스캐너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인자 도출을 위하여 접근이 용

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3차원지형복원에 의한 

USN 방식으로 실험적인 측정을 실시하였다

(Yeon and Hong, 2002; HETRI, 2006; 

Gang et al., 2012). 즉, 기본적인 지형분석의 

기본인자를 확인하여 지형의 토지피복도와 지

형의 경사, 방향, 표고분석을 통하여 마을의 도

로 및 수로, 풍향의 세기, 계절별 온도 및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인자와 결합하여 사

회생활 및 건강을 통한 최적의 자연치유조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생태마을 현장에서 건설중인 

현장과 자연상태에서의 USN 측정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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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단말기를 통하여 환경인자를 취득하여 

비교분석하였다(Yeon and Lee, 2013). 

그 결과, 측정지점에서의 온도, 습도, 조도, 

적외선양 등의 환경인자의 자동 취득을 위하여 

간단한 단말기의 연결방식을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값을 간단한 그래픽 뷰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그림 10~13).

FIGURE 10. 3D Laser scanner and building 

scanning

  

FIGURE 11. The results of spatial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USN measuring

FIGURE 12. The result of realtime USN 

graphic view processing

FIGURE 13. The application results for 

composed of optimum eco-village

결  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최적의 생태마을 조

성을 위한 지형인자와 환경 인자를 결합한 새

로운 최적의 생태마을 인자를 도출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착공간을 선정하는 방법을 적용하

였다. 인간의 지속성장 가능한 삶의 정착공간을 

건강하고 행복한 자연 생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웰빙과 더불어 최적의 생태환경요인과 

결합된 자연치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한 삶

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생태마을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생태마을 계획의 초기단계의 최적지 구성과정

에서 공간시스템의 새로운 정보과 환경 USN 

센서의 적용으로 새로운 첨단기술이 부분적으

로 의사결정에 좋은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실험하고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미래

지향생태마을 구성과 계획수립에 효율적으로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최

적의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지형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적인 환경과 교

통의 편리성, 위생적인 시설, 생태 마을의 문화

전통을 이어가는 인문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한 

요소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언제나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계곡이나 하천이 마을 

중간을 고루 흘러가고, 푸른 산림과 녹지가 주

변이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태마을

의 정착을 위하여 자급자족의 식량조달이 가능

한 농토와 축사시설이 있어야 하며, 서로의 물

품을 교환하거나 팔고 살 수 있는 작은 장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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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이 마을의 한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또한, 

전통과 휴식이 있는 문화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회당과 종교시설 및 작은 학교도 마을단위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국토의 크고 

작은 마을 단위의 최적의 생태마을 조성에서 

좋은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까지의 효율성 위주의 단순한 평면비교방식에

서 다차원의 보다 입체적인 지형분석과 다양한 

환경요인의 조사 분석으로 소규모 단위에서도 

최적의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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