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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at it can be provided as a basic data to increase the sat-

isfaction with users in the placement and creation of the Green Buffer Zone. In this study, the research

was started on the Green Buffer Zone in Gwanggyo new town, which was rebuilt as the zone to use

according to the change of legal installation standard of the zon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Green

Buffer Zone in Gwanggyo new town, which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step 4 of 2016.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location and use characteristics of the Green Buffer Zon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 of all, it is categorized into two categories by Buffering / disaster prevention type

and land to use adjustment type. Second, the buffer space of commercial space and housing is satisfy-

ing, but in commercial space, there is a need for a cushioning function and housing spaces require

improvements in the functioning of the landscape. Third, the function of the Green Buffer Zone resets

to cushioning function,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landscape function, utilization function. and The

installation criteria are propos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noise abatement, and planting tr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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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the future utilization plan considering the location and use characteristics of the Green Buffer

Zone is as follows. In the planning stage, preference is given to the characteristics of use of arranging

green facility.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lanned facilities as much as possible by changing them

if necessary. Construction stage, it restrictively reflects landscaping facilities within the Green Buffer

Zone function. After stage, This study will prioritize the target areas and select necessary areas and

need to make efforts to prevent indiscriminate greenery encroachment.

Key Words：Land use planning, green space, Urban Open Space, Green Infrastructure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녹지는 녹지 기능적 측면에서 녹지를 구분하

여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나누고 있

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는 녹지들은 본래의 기

능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조성되고 있다. 그중

완충녹지는 완충·방재 기능을 목적으로 이를 충

족할 수 있는 배식방법 및 녹화 면적률 등에 대

하여 규정할 뿐 조경시설의 경우 설치 기준이

없다. 하지만 현재 도시에 있는 상업 및 주거지

역에 인접한 완충녹지들은 공원과 같은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완충녹지

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2014년 국토교통부

는 완충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

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산책로,

보안등, 의자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는 가

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2016년 국토교통부

규제 개혁 점검에서 조경시설의 설치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6). 이러한 시대적 변

화에 따라 완충녹지의 배치 및 조성 방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완충녹지의 법적 설치 기준 및 변화를 분

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 현황을 분석하여

이용행태 및 완충녹지의 기능을 분류하고자 한

다. 셋째,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의 이용 특성을

분석하여 완충녹지 이용행태 및 완충녹지 시설

에 대한 이용자 인식, 완충녹지 기능의 중요도

및 만족도, 주변 토지이용과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넷째, 완충녹지 현황 분석 및 이용

특성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완충녹지 활용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완

충 녹지의 배치 및 조성 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를 둔다.

2. 관련연구 동향

완충녹지의 기능 재설정에 관한 연구들의 동

향을 살펴본 결과 녹지의 공간 특성을 방재형,

녹지체계 공간형, 경관형 개념으로 재설정이 필

요하다고 언급되었다(Hwang, 1999). 이후 주변

토지이용 관계성과 완충녹지 구조를 고려하여

완충녹지의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되

기도 했다(Kim et al, 2008). 이와 비슷한 연구들

로 상업가로변의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을 통해 도로변 완충녹지의 사업가로 활성

화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Jang,

2012)와 녹지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중점을 두고

제1기 수도권 신도시의 녹지 입지유형 및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선형공원의 녹지의 특성을 조

사하여 선형공원으로서 녹지의 활용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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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us of Green Space in Gwanggyo new town b. status of the Green Buffer Zone in

Gwanggyo new town

Figure 1. Status of Green Space in Gwanggyo new town

안한 연구(Choi, 2013)가 있다. 완충녹지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완충녹지에 대한 주변 지

역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단순한 소음 공해

차단의 기능에서 휴식, 가로활성화 등의 긍정적

변화가 발생함을 밝혀내었다(Huh, 2013). 이처

럼 1999년 이후로 계속 완충녹지의 기능의 재설

정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녹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동향으로는 집에

서 녹지공간이 근거리일수록 더 이용이 빈번하

다는 결과를 통해 녹지공간의 거리가 녹지 이용

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된 바 있다(Coles

and Bussey, 2000; Seong, 2010). 또한 녹지공간

의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퀼리티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Jim and Chen,

2006; Lee, 2011).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보

면 접근성이 녹지 이용행태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 및 평가 방

법을 통한 연구는 상업가로 주변 완충녹지 이용

중 녹지의 접근성, 안전성, 개방성, 경관성에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Park, 2002)와 비법정

공원의 효율적 접근과 연결체계 구축이 공원 녹

지의 전체적 만족도를 높게 기여한다는 결과의

연구(Yeom and Park, 2011), 대구시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녹지 기능의 중요도의 인식이 정적 레

크레이션 기능, 환경보전 기능, 심리적 효용 기

능 순으로 나타난 연구(Jang, 2015)로 만족도 분

석을 통해 녹지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선행사들을 정리해본 결과 완충

녹지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녹지의 기능의 재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나서 점차적으로

완충녹지의 기능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연구들

이 나타났다. 이후 토지이용과 연관된 각 대상지

내에서 완충녹지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들이 나타나며 완충녹지가 주변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계속

완충녹지의 기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들이 나타나고 있다. 녹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로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나

타났고 이용자 만족도 분석 및 평가 방법을 통해

녹지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재 조성된 완충녹지의 현황 파악

및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따라 완충녹지의 기

능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I.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광교 신도시의 녹지 중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범위는 조성을 완료한

완충녹지 내 녹지 훼손, 주민의 요청 등에 따라

이용 기능을 반영해 재 조성한 완충녹지를 대상

지로 선정하였으며 주변 토지 이용과의 관계성

을 파악하기 위해 녹지 및 녹지 사이에 조성된

도시기반 시설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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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classification an administrative district area(m²)
Field

analysis
target

note

A subtotal 264,004.6 7 sites

Green Buffer Zone1 1016-12 the whole area, Iui-dong 122,088.0 √ Yeongdong Expressway

Green Buffer Zone2
san 22-4 the whole area,

Iui-dong
43,144.0 √

Yongsan~Seoul High Speed 
Road

Green Buffer Zone3 846-2 the whole area, Iui-dong 38,423.8 √ Line 43, National Route 43

Green Buffer Zone4 216-2 the whole area, Iui-dong 16,853.2 √

Green Buffer Zone5
san 59-10 the whole area,

Woncheon-dong
8,087.4 √

Green Buffer Zone6
683 the whole area,

Sanghyeon-dong
23,250.2 √

Sanghyun IC - Haitong
Road

Green Buffer Zone7
482-9 the whole area,

Sanghyeon-dong
12,158.0 √ Line 43, National Route 43

Table 1. Facility survey of the Green Buffer Zone in Gwanggyo new town

광교 신도시 녹지는 Figure 1과 같이 완충녹

지는 도로, 철도 등 원인 시설 주변의 주거 및

상가, 공공시설과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경

관녹지는 자연자원 및 개발로 인한 훼손지역 등

지구 경계부에 위치하고, 연결녹지는 일부 녹지

지축 연결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

상지인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는 총면적 437,363

㎡로 총 42개소 중 조성 완료 이후 완충녹지 내

녹지훼손, 주민의 요청 등에 따라 이용 기능을

반영해 재 조성된 완충녹지 7개소를 현황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2. 연구 방법

연구조사 방법은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완충

녹지의 기능과 변화를 문헌조사를 한 후 광교신

도시 완충녹지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이

용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활용방안

을 제시하였다. 문헌조사는 법적 제도와 국토교

통부 질의․회신 사례집, 조경설계 기준에서의

완충녹지의 정의 및 기준을 찾아보았다. 현장조

사는 2016년 10월 31일에 광교신도시 내의 완

충녹지 중 재 조성된 완충녹지의 입지 형태 및

주변 토지이용, 보도와 인접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1) 설문 조사 및 구성

연구 대상지로 선정한 광교신도시 완충녹지

를 상업공간 완충녹지와 주거공간 완충녹지로

나누어 2016년 12월 3일 토요일에 실시하였다.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1 대 1 개

별면접조사로 진행하였고, 완충녹지를 이용하

는 고등학생 이상(만 16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

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상업

공간 완충녹지 91부, 주거공간 완충녹지 84부를

회수하였으며 총 17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 2016, SPSS ver.23

을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 일반 특성, 완충녹지 이용

행태, 완충녹지 이용시설, 완충녹지 중요도-만족

도 문항으로 응답자의 일반 특성 문항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로 구성하였다. 완충녹지 이용

자 인식조사 문항은 완충녹지 주요 이용시설, 선

호하는 보행로 유형, 추가 요구 시설 및 개선사

항으로 구성하였다. 완충녹지 기능의 중요도-만

족도에 대한 내용으론 전체 만족도, 유지관리 만

족도, 녹지 기능 중요도-만족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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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완충녹지의 일반적 기능 12가지로 환경조절,

재해 발생 시 피난 지대, 자연환경 보전․경관

창출, 큰 숲․하천을 따른 녹지축 또는 생태축,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또는 이동통로, 보행통로

또는 통학로, 등산․주변 등산로 및 이동을 위

한 통로, 휴게․산책 등 소규모 가로공원, 하

천․중앙공원․호수공원 등으로 연결통로, 조

깅․걷기, 자연 접하기, 사생활 보호․혐오시설

등 차폐기능이 있다. 위의 12가지 기능을 대상

으로 중요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IPA 분

석하였다. 또한 완충녹지 기능과 주변 토지이용

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완충 녹지 기능

중요도-만족도 분석했다.

IPA 분석은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의 약자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각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

도를 평가하여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

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평가 기법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완충녹지의 기능, 설치 기준, 변화

완충녹지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다(Table 2).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변엔 완충녹지의 확보

기준을 30m 이상이며 녹화 면적률을 80%로 정

하고 있다. 고속 국도변 완충녹지대(주거 단지+

완충녹지+도로)의 경우 50m 이상, 고속 국도변

완충녹지대(주거 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의 경우 30m 이상, 고속 국도변 완충녹지대(주

거 단지+완충녹지(마운딩+방음벽)+도로)의 경

우 20m 이상의 기준을 두며 간선도로변 완충녹

지대(8차선 고속 국도변 완충녹지대 1)는 40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대(8차선 고속 국도

변 완충녹지대 2)는 20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

녹지대(8차선 고속 국도변 완충녹지대 3)는

15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대(6차선 고속

국도변 완충녹지대 1)는 30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대(6차선 고속 국도변 완충녹지대 2)는

10m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

「조경설계기준」에서는설치 장소, 규모, 녹화

면적률, 녹지시설 및 식물 등은 완충녹지의 기능

별 특성에 맞도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 기준)의 규

정에 의거 설계하고 공해 발생지역이나 오염원,

시각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주는시설을차폐또

는 은폐하고, 녹지 자체가 단위 생태계로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식물 도입이나 환경조

건을조성하도록하고있다(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지역 간 완충지역 혹은 기피시설이나 위험시

설로부터의 안전공간의 확보 차원의 개념이었

다. 하지만 2005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녹지에 연결녹지가

추가되어 완충․경관 기능에 각 지역을 도시 내

공원 및 자연공간과 연결하며 녹지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선형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더해졌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집(2015)에 따르면

2008년 국민신문고의 민원 회신을 통해 완충녹

지 내에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답

변에서 2014년엔 완충녹지에 근로자의 휴식공

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

치는 가능한 것으로 달리 답변하고 있다. 국토교

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주민 이용 편의를 위

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자, 파고라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완충녹지 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할 계획

을 검토 중으로 밝히고 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press release,

2016). 이런 법령해석의 변화는 완충녹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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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d area Function and purpose
1)Recording area ratio and
standard of establishment

note

Adjacent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Interdiction
or

sterilization
of pollution

Adjacent dwellings,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More than 50 % (4 meters
above the tree height),
hiding the causes of the

accident

Min.
10m

Disaster
zone

Emergency evacuation, etc.
accident

Over 70 %
(shrubs or grass, jipi

plants)

Security, access to security,
control of land use

Over 80 %
(tree seeds, shrubs, or

grass plants)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railroads and
highways

Interdiction
or

sterilization
of

pollution

Securing the means of transport
of traffic facilities

Over 80 %
(above planting criteria),
both sides of continuous

form
Min.
10m

Road Traffic Protection Station and Rail Safety Act

Refuge zone -

Table 2. Standards for installing and managing Green Buffer Zone

한 이용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광교신도시 현장 조사

광교신도시의 완충녹지 42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소음 방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완충 방재

형과 토지이용 조절을 위한 토지이용 조절형으

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1단계 준공(201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이용 기능을 반영하여 재

조성한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입지 형태 및 주변

토지이용, 보도와 인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

조성된 완충 녹지는 모두 완충 방재형이었다.

그중 첫 번째로 완충녹지1은 녹지의 입지유형

이 공동주택-녹지-도로이며 사면의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녹지시설론 방음벽/수목/실개천/계

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 토지 이용은 교통,

상가, 주거지로 이용이 되고 있다. 보도와 인접

여부에는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

녹지2의 녹지 입지유형은 공동주택-녹지-공원

으로 사면의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녹지시설

1) 녹화 면적률은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녹지 면적

률은 도시․군 계획 시설 면적 분의 녹지면적을 말

한다.

로 방음터널, 수목, 계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변 토지이용으로 주거지역과 공원이 있다. 보도

와 인접 여부는 인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 번째로 완충녹지3은 공동주택-녹지-도로

의 입지유형으로 지형구조는 평지이다. 녹지시

설로 방음벽, 수목, 실개천, 포장, 의자를 보유하

고 있고 주변 토지이용으로 공원하천, 교통, 상

가, 주거로 이용되고 있다. 보도와 인접 여부에

선 인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녹지4

는 도로 녹지 점포주택의 입지유형으로 마운딩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녹지시설로 방음 둑,

수목, 포장으로 녹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변 토지이용으론 교통, 상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보도와 인접 여부에선 보도와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녹지5는 도로-녹지-

점포주택의 입지유형으로 평지의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녹지시설은 수목, 포장을 보유하

고 있으며 주변 토지이용으로 교통, 상가, 법원,

주거지로 나타났다. 보도와 인접 여부는 보도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녹지6은 상가-녹

지-도로의 입지유형을 가지고 지형구조는 평지

이다. 녹지시설로 방음벽, 수목, 실개천, 포장,

의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 토지이용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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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classificati

on

Locational form Marginal land use
Coverage
statusLocation type

Tectonic
structure

Green facilities
Park
green

traffic
shopping

mall
Public
interest

Dwelling

Green
Buffer
Zone1

apartment house
-green-road
(Yeongdong
Expressway)

Slope
soundproof
walls/tree/

streamlet/stairs
○ ○ ○ ○

Green
Buffer
Zone2

apartment house
-green-park

(Yongin~Seoul
Expressway)

Slope
sound proof

tunnel/
tree/stairs

park ○ X

Green
Buffer
Zone3

store
residence-green-road

Yeongdong
Expressway)

Slope
soundproof
walls/tree/

pave
X

Green
Buffer
Zone4

road-green-store
residence

(Gwanggyo Jungangno
)

mounding
soundproof
dam/tree/

pave
○ ○ ○ ○

Green
Buffer
Zone5

road-green-store
residence

(World cup-ro)
flatland tree/ pave ○ ○ court ○ ○

Green
Buffer
Zone6

shopping
district-green-road

(Sanghyeon~Hadong)
flatland

soundproof
walls/tree/streamlet

/ pave/bench

park
river

○ ○ ○ ○

Green
Buffer
Zone7

road-green-road
(national highway 43)

flatland

soundproof
walls/tree/
Step stone
/ pave

river ○ school ○ ○

Table 3. Result of the current condition survey of reconstituted Green Buffer Zone

a. Green Buffer Zone 1 b. Green Buffer Zone 2 e. Green Buffer Zone 5 f. Green Buffer Zone 6

c. Green Buffer Zone 3 d. Green Buffer Zone 4 g. Green Buffer Zone 7

Figure 3. Changed Green Buffer Zone

원, 하천, 교통, 상가, 주거지가 이용되고 있다.

보도와 인접 여부에는 보도와 인접해있다고 나

타났다. 완충녹지7은 도로-녹지-도로의 입지유

형으로 지형구조는 평지이다. 녹지시설로 방음

벽, 수목, 디딤석, 포장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 토

지이용으로 하천, 교통, 학교, 주거지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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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도와 인접한 곳으로 나타났다(Table 3).

광교 신도시의 재 조성한 완충녹지에 변화된

이용행태 및 도입 시설은 보행통로가 추가된 완

충녹지1, 완충녹지2, 완충녹지3, 완충녹지4, 완

충녹지5, 완충녹지7지역과 휴게․산책 기능이

추가된 완충녹지6으로 구분된다. 완충녹지1의

이용행태 및 도입시설은 교통(상현 역), 상업시

설(인근 중심상가) 이용을 위한 보행통로(계단)

이며 완충녹지2는 근린공원 이용을 위한 보행

통로(계단), 완충녹지3은 상업시설(이마트)와 이

용을 위한 보행통로(포장), 완충녹지4는 점포주

택(1층 상가), 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보행통로

(포장), 완충녹지7은 학교시설 이용을 위한 통학

로(포장)이다. 완충녹지6은 산책 및 휴게를 위한

산책로(포장, 의자)를 도입하였다.

3. 완충녹지 이용현황 분석

1) 이용행태분석

완충녹지 이용행태 분석 결과 상업공간 완충

녹지 이용자는 매일 오후 7시 이후 평일이나 주

말 도보로 완충녹지를 이용하며 주로 보행통로

로 10분 이내 또는 30분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공간 완충녹지 이용자

는 2~3일에 1회 또는 매일 오후 2∼6시 평일 또

는 주말에 도보로 완충녹지를 이용하며, 주로

보행통로로 10분 이내 또는 30분 이내로 이용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이용자 인식조사

완충녹지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주로 이용하

는 시설로 상업공간은 보행통로 52.7%(48명),

주거공간은 산책로 50.0%(42명)으로 나타나 주

로 보행통로 및 산책․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

고 있었다. 녹지 내 보행통로․산책 기능을 요

구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선호하는 보행로 유

형을 조사한 결과, 상업 및 주거공간 모두 수목

사이에 놓인 녹지 내 산책로가 각각 36.3%(33

명), 46.4%(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행통로 및 산책로

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사항으

론 상업공간은 공해․소음 차단 수목 26.4%(24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공간에선 경관

향상 수목 등 22.6%(1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 결과를 토대로 완충녹지는 이용 기능을

추가할 경우 완충녹지 본래의 기능인 완충·방재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3) 녹지기능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분석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 만족 64%(112명), 보통 27.4%(48

명), 매우 만족 7.4%(13명), 불만족 1.1%(2명),

매우 불만족은 없는 것으로 만족도 평균 3.78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완충녹

지의 관리 상태는 만족 58.9%(103명), 보통

27.4%(48명), 매우 만족 10.9%(19명), 불만족

2.3%(4명), 매우 불만족 0.6%(1명) 순으로 나타

났으며, 만족도 평균 3.77로 대체적으로 만족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교신도시 완충녹지 기능의 중요도와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 완충녹지 기능 12가지 항목 중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순서로 환경조절(4.38), 자

연환경보전 및 경관 창출(4.33), 소규모 가로 공원

(4.31), 하천․공원 연결통로(4.30), 조깅․걷

기(4.26), 자연 접하기(4.25), 보행통로(4.22) 순으

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조깅․걷

기(4.27), 하천․공원 연결통로(4.19), 소규모 가

로 공원(4.18), 자연 접하기(4.06), 등산․이동통

로(4.05), 환경조절․보행통로(3.98) 순으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완충녹지는 ‘완충 기능’,

‘경관 기능’, ‘이용 기능’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

으며, ‘이용 기능’, ‘완충 기능’ 순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Table 4, Figure 4).

4) 주변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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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mportance Satisfaction

M SD M SD

Environmental control 4.38 0.79 3.98 0.87

Refuge zone 4.10 0.93 3.67 0.94

Environmental preservation · Creation of landscape 4.33 0.74 4.00 0.80

Green shaft axis · Ecological axis 4.18 0.76 3.86 0.85

Wildlife habitat · Wildlife crossing 3.86 1.00 3.52 1.02

Pedestrian path 4.22 0.87 3.98 0.88

Hiking·Traveling passage 4.20 0.82 4.05 0.83

Small street park 4.31 0.79 4.18 0.76

River 4.30 0.75 4.19 0.80

Jogging · walking 4.26 0.86 4.27 0.78

Natural contact 4.25 0.81 4.06 0.84

Shield function 4.04 1.15 3.66 1.05

Cronbach Alpha .905 .927

Table 4. Functional significance of Green Buffer Zone Importance-satisfaction

1. Environmental control, 2. Refuge zone, 3. Environmental preservation · Creation of landscape 4. Green shaft

axis · Ecological axis, 5, Wildlife habitat · Wildlife crossing 6. Walking passage 7. Hiking·Traveling passage,

8. Small street park 9.river 10. Jogging · walking, 11. Natural contact, 12. Shield function

Figure 4. Functional significance of Green Buffer Zone Importance - satisfaction

결과 상업공간 완충녹지의 중요도는 완충 기능,

이용 기능, 경관 기능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족

도는 이용 기능, 경관 기능 순으로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5). 주거공간 완충녹지의

중요도는 경관 기능, 완충 기능, 이용 기능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이용 기능, 완충

기능, 경관 기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igure

6). 이것은 앞서 조사한 완충녹지 개선사항을 살

펴보면, 상업공간 완충녹지는 공해 또는 소음

차단 수목 추가, 주거공간 완충녹지는 경관 향

상 수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보행로의 개선

사항은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완충녹지

에 이용시설을 추가해서 조성한 것에 대하여 상

업공간과 주거공간은 이용 기능에 만족하고 있

으나, 상대적으로 상업공간은 완충기능, 주거공

간은 경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다. 이 결과의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결과, 12개 항목 중 2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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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mmercial Space residential space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trail 29 31.9 42 50.0

Pedestrian Transfer 48 52.7 33 39.3

shade plant 3 3.3 3 3.6

Facilities to improve the landscape 1 1.1 1 1.2

Rest Facilities 6 6.6 3 3.6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2 2.2 0 0.0

playing facilities 1 1.1 1 1.2

waterscape facilities 1 1.1 1 1.2

comforts 0 0.0 0 0.0

guidance facilities 0 0.0 0 0.0

Lighting facilities 0 0.0 0 0

Vegetable garden 0 0.0 0 0

etc. 0 0.0 0 0

total 91 100.0 84 100.0

Table 5. Main use facilities for nearby land use

1. Environmental control, 2. Refuge zone, 3. Envi-
ronmental preservation․Creation of landscape 4.
Green shaft axis․Ecological axis, 5, Wildlife hab-
itat․Wildlife crossing 6. Walking passage 7. Hiking
․Traveling passage, 8. Small street park, 9. river
10. Jogging․walking, 11. Natural contact, 12. Shield
function

Figure 5. residential space Importance-Satisfaction

1. Environmental control, 2. Refuge zone, 3. Environ-
mental preservation․Creation of landscape 4. Green
shaft axis․Ecological axis, 5, Wildlife habitat․Wild-
life crossing 6. Walking passage 7. Hiking․Traveling
passage, 8. Small street park, 9. river, 10. Jogging․
walking, 11. Natural contact, 12. Shield function

Figure 6. Commercial Space Importance-Satisfaction

목 야생동식물 서식처 또는 이동통로, 사생활

보호 및 차폐는 t-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10개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공

간이 주거공간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앞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2개 항목이며, 주거공

간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없었다.

상업공간과 주거공간 완충녹지의 기능에 따른

중요도-만족도는 환경조절, 하천, 공원 연결통

로, 조깅․걷기 항목의 결과는 유의(p<0.01)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완

충녹지의 중요한 기능과 만족하는 기능이 다르

다는 것이다.

주변 토지이용에 따른 주요 이용시설 조사 결

과 상업공간에 주요 이용하는 시설은 보행통로

52.7%(48명)로 가장 높으며, 주거공간은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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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업공간과

주거공간 완충녹지 이용자는 보행통로, 산책로

를 주요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업공간

과 주거공간 완충녹지 선호하는 보행로 유형은

공통적으로 수목 사이에 놓인 녹지 내 산책로

각각 36.3%(33명), 46.4%(39명)로 가장 높고, 상

업공간과 주거공간 완충녹지 이용자는 수목 사

이에 놓인 녹지 내 산책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앞서 조사한 완충녹지 내 주요

이용시설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보행통로를 선호

하는 것은 이용자는 보도보다는 완충녹지를 이

용해 걷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5) 완충녹지 활용방안 제안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 현황 분석 결과, 법적

기능인 완충기능과 방재기능에 이용 기능인 보

행통로와 휴게 및 산책이 추가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에 완충녹지에 이용 기능을 추가하여

재조성한 완충녹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결과 완충·경관·

이용 기능 순으로 중요하며 이용·완충기능 순으

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변 토

지이용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

업공간 완충녹지는 완충․이용․경관 기능 순

으로 중요하게 나타났고 이용․경관 기능 순으

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공간 완충

녹지는 경관․완충․이용 기능 순으로 중요하

게 생각하며, 이용․완충․경관 기능 순으로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설정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완충녹지의 기능 및 설치

기준에 따른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계획단계에서 완충녹지 배치 시 이용자

이용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해 보행의 단절이 없도록 녹지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거나 녹지 내 보행자 도로를

중복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결녹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시설을 연결하고 소규

모 가로공원으로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다. 다만, 인접 단지와 완충녹지 조성시기 차이,

상위 계획 변경 등으로 이용자 특성을 모두 예

측해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완충녹지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는 계획

시설을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성 단계에서 완충녹지 기능을 충족하

는 범위 내에서 이용 특성을 고려한 조경시설을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용시설을 도입할 경우, 녹지의 단

절 및 파편화 등으로 녹지 본래의 기능을 충족

시키기 곤란하며,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는 완충

기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완충녹지 본래의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

에서 이용 기능을 반영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를 설

치할 경우, 이용자 간 형평성 및 공공성, 불가피

성 등 복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제한적인 설치가

요구된다. 녹지와 나란히 조성하는 보행통로 또

는 산책로를 설치할 경우, 녹화 면적률을 확보

하는 범위 내에서 수목 사이에 배치해 보행의

쾌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공해 또는 소음 차단 수목뿐만 아니라 녹

음수, 사계절 개화 수종 등 휴게 및 경관을 고려

한 수종을 선정하고 배식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조성 이후 단계에서 이용자 요구 및 녹

지 훼손 등에 따라 이용 기능을 추가하여 재 조

성할 경우에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제한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무분별한 녹지 잠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IV.결 론

본 논문은 완충녹지를 이용을 배제하는 공간

으로 계획하였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완충녹

지 일부를 이용하는 공간을 재 조성한 사례에

주목하여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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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완충녹지 법적 설치 기준을 살펴본 결

과, 완충녹지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접근을 제한

하고 이용시설 설치를 배제하도록 계획하고 조

성하였으나, 완충녹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대

적 요구를 반영하여 완충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있다.

둘째,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의 입지유형을 알

아보니 입지유형에 따라 ‘도로-녹지-공동주택’,

‘도로-녹지-점포주택’, ‘도로-녹지-상가’, ‘도로-

녹지-공공’, ‘도로-녹지-도로(철도)’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완충․방재형과 토지이용 조절형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재조성한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7개소)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완충녹지에 추가된 기능은 보행통로와 휴게 및

산책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완충녹지

의 입지 형태, 주변 토지이용, 보도와 인접 여부

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넷째,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완충녹지를 이용하면서 중요하고 만족하

다고 생각하는 기능 12가지 항목 중 완충․경

관․이용 기능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

용․완충기능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주변 토지이용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으로 구분하

여 조사한 결과, 상업공간 완충녹지는 완충․이

용․경관 기능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고 이

용․경관 기능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주거공간 완충녹지는 경관․완충․이

용 기능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용․완충․경관 기능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완충녹지의 현황 분석 및 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완충녹지의 기능 및 설치

기준을 재설정하고 완충녹지 활용방안을 제안

하였다. 완충녹지 기능 및 설치 기준은 현재법

적 기능에 경관․이용 기능을 추가하여 재설정

하고 “공해 또는 소음 차단 수목 식재, 경관 향

상을 위한 수목, 초화 등 식재, 휴게 및 산책 시

설 설치와 녹음 수목 식재, 공공시설과 연결통

로 설치”를 설치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

한 활용방안으로 계획단계는 완충녹지를 배치

할 경우,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의 단절이

없도록 배치하고 조성 단계에서 완충녹지 기능

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특성을 고려한

조경시설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조성 이후 단

계에서 이용자 요구 및 녹지 훼손 등에 따라 이

용 기능을 추가하여 재 조성할 경우에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

여 무분별한 녹지 잠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최근 조성된 신도시의 사례를 통

해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완충녹지의 기

능 및 설치 기준을 재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활

용방안을 제안하고 완충녹지의 설계 기준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고찰해 보

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다

만, 본 연구는 광교 신도시 완충녹지 일부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시의

완충녹지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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