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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ydrologic cycle environment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a linear city park, in order to improve hydrologic cycle systems in urban areas. The method of

the study is the Biotope Area Ratio and the Permeable ratio survey. The study subject is the Gyeongui

Line Forest Park, created in 2016 as a linear park in Seou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iotope Area

Ratio improved by 31.2% (31,927m2) from 35.7% (36,480m2) in 2000 to 66.9% (68,407m2) in 2019

on a site area of 102,117m2. Next, the Permeable ratio improved by 43.8% from 29.0% to 72.8%,

and the impermeable ratio decreased by 43.8% from 71.0% to 27.2%. The Biotope Area Ratio ex-

ceeded the target ratio of 60% by 6.9%, se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ratio of green space

exceeded the target ratio of 60%, by 4.0%. And so the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hydro-

logic cycle by the creation of the Gyeongui Line Forest Park. Urban parks need to exceed the Biotope

Area Ratio and the green area ratio of the legal standards, especially when creating large parks of over

100,000 square meter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lant tre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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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where trees can be planted,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ydrologic cycle system

and urban heat island effect by conducting three-dimensional

Key Words : Green space ratio, Linear park, Park facility ratio, Biotope Area Ratio weight, 
          Biotope types

I. 서 론

1970년대 우리나라의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40%였으나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92%가 도

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1).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면적이 확대되고, 건축물의 밀

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교통량 증가, 쓰레기 문

제, 주택 공급, 범죄, 소음 및 오염, 열섬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심화되었다. 도시화로 인한 녹

지의 축소와 불투수 포장면적의 증가는 빗물의

토양 내 침투 및 저류량 감소, 지하수 함량 및

지하수위 저하, 하천의 건천화 등 도시 내 물 순

환 체계의 교란도 가져왔다(Park et al., 2007).

서울시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비율은 29.2%

이며, 이를 제외한 도시 지역은 불투수 포장률

이 70%에 달해 서울은 물 순환 환경이 훼손된

일종의 도시 사막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Seoul city, 2016). 국토환경정보센터(NEINS)는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기후 전망에서 서울시

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사회기반시

설 피해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따라서 서울시는 불투수 면적 증가와 기후변화

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앞으로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물 순환 관련 피해가 커질 것

으로 예측된다.

지구에서 물은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

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물

도 원활하게 순환해야 지구가 건강한 환경을 유

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20. 4. 20 검색)

2) 국가환경정보센터 http://www.neins.go.kr/ltr/CCAS/

ccas04.asp (2020. 4. 10 검색)

지할 수 있다(Lee, 2009). 자연에서 물은 증발

(Evaporation), 증산(Transpiration), 응축(Conden-

sation), 강수(Precipitation) 등의 과정을 통해 순

환한다(Kim, 2012). 이러한 과정을 물 순환 체

계(Hydrologic cycle)라고 한다. 물 순환 체계는

지표면 유출과 토양 침투 및 저류, 식물의 증발

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Han and Choi,

2005). 주거 단지에서 녹지를 조성할 때는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 순환 체계를 고려

하여 계획 및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에서도 물 순환 체계를 고려한 기반시

설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Choi and Kim,

2009).

도시에서 물 순환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출하

는 지표로 생태면적률이 있다(Seoul city, 2018).

생태면적률(Biotope Area Ratio)은 전체 개발 면

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 순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면적 비율이다. 생태면적률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이 평가에서

자연 순환 기능이란 토양 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 질 개선 기능, 물 순환 기능, 동물과 식물

의 서식처 기능을 말한다. 즉, 토양 내 수분 증

발산과 빗물의 투수 및 저장을 통해 지역의 미

기후 환경을 개선하고,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

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며, 유해 물질의

여과 및 완충 등과 같은 환경정화 기능을 수행

하는 등의 총체적 환경 유지 기능을 말한다

(Seoul city, 2018). 생태면적률은 개발지에서 잠

재적 투수 가능 면적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

러나 투수 가능 면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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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배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위적 배수체계와 분리하되, 상호보완될 수 있

도록 배수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Park

et al., 2007).

생태면적률에서 말하는 토양 환경 유형은 자

연지반 녹지, 수공간, 인공지반 녹지, 투수 포장

면, 옥상녹화, 벽면녹화, 부분 포장, 전면 투수

포장, 틈새 투수 포장, 침투시설 연계면, 포장면

으로 구분된다. 자연지반 녹지는 훼손되지 않은

원 토양기반에서 식물이 살아가는 녹지와 절성

토 기반에 조성되었지만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갖는 녹지를 의미한다(Korea Institute of Con-

struction Technology, 2019)3). 수공간은 물과 관

련된 공간으로 연못, 습지, 수로 등으로 구분되

며, 투수와 차수가 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인

공지반 녹지는 자연지반과 분리된 구조물 상부

의 녹지이다. 옥상녹화는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조성된 녹화 공간이다. 벽면녹화는 건축이나 구

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 포장은 식물 생장이 가능하도록 자연지반

을 부분적으로 포장한 경우를 말한다. 전면 투

수 포장은 포장면 전체를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을 활용하여 포장함으로써 식물 생장은 불가능

하지만 빗물은 투수가 되는 포장면을 말한다.

틈새 투수 포장은 포장재 사이에 간격을 확보하

여 틈새 투수가 가능하게 만든 포장으로 인터로

킹 블록 등을 사용한 공간이다. 침투시설 연계

면은 침투나 저류시설에 물도랑을 연결하여 빗

물이 원활하게 토양 속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처리한 연계 면을 의미한다. 포장면은 불투수

포장면을 말하는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

장하여 빗물이 전혀 스며들 수 없는 포장면 등

을 말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생태면적률은 토양 표면의 투수성과 빗물순

환을 계량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전

3) 한국건설기술기술연구원 https://www.kict.re.kr

(2019. 4. 12 검색)

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사업에서 생태

면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실시설계 이전 단계에

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 후

의 생태면적률과는 다르다는 한계와 평가의 정

확성 부족이 문제가 된다(Park et al., 2018: Lee

et al., 2011). 따라서 생태면적률 계산을 정확하

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형공원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접근성과

생태네트워크적 가능성 연구(Park et al., 2013:

Lee, 2017), 사용 종료된 선형 기반시설의 공원

부지 가능성 연구(Karl, 2012),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Han, 2018:

Cho, 2017: Lee, 2017: Lee et al., 2017, Choi,

2013: Park, 2011), 선형공원 조성 효과 연구

(Oh, 2017: Park, 2013), 선형공원 대두 배경 연

구(Park et al., 2013: Karl, 2012), 선형 공원 내

부 시설물들에 대한 연구(Yoon, 2017), 가로 녹

지로써 녹화 평가에 관한 연구(Jeong and Lim,

2019) 등이 이루어졌다.

선형공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선형공원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태네트워크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원임을 알 수 있다. 선

형공원이 가지는 이런 특성은 기본적으로 물 순

환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형이라는 특성

상 공원이 통과하는 다양한 지역의 물 순환 환

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선형

공원이 가지는 물 순환 환경에 대한 연구는 많

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형공원이 가

지는 물 순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이

를 바탕으로 선형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물

순환 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대표 선형공원인 경의선숲

길을 대상으로 생태면적률과 투수율 산정 방법

을 적용하여 과거(2000년)와 현재(2019년)의 물

순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내 물 순환 체계 개선에 대한 대안을 도출

하여 도시공원 조성 관리를 통한 물 순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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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map of Gyeongui Line Forest park(Seoul city, 2019).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지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우리나라 대표 도시 서울의 선

형공원으로 2011년부터 2016년에 걸쳐 조성된

경의선숲길이다. 경의선숲길은 연남동 구간부터

원효로 구간까지 6.3km로 면적 102,117㎡로 경

의선숲길 조사는 총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Figure 1). 7개구간은연남동(1,130m), 와우

교(366m), 신수동(390m), 대흥동(760m), 염리동

(142m), 새창고개(627m), 원효로(330m)이다. 공원

주변 이용권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의 3개구

가직접이용권이다. 경의선숲길은법적으로도시

공간 시설인 근린공원에 해당한다4).

과거 경의선은 일제 강점기(1906년)에 군사 목

적의 산업철도로 개통이 되었다. 1950년 한국전

쟁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1951년부터 2009년까지

통근열차로 운행이 되었다(Seoul city, 2015). 도심

내 철길이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

어 폐선이 되고, 지하 하부에 경의선(지하 10~

20m)과 공항철도(지하 30~40m)가 복선으로 건설

되었다. 철도의 폐선에 따라 경의선 주변이 본격

적으로 슬럼화가 진행되었고 주민들의 공원에 대

한 요청으로 오늘날의 경의선숲길로 조성되게 되

었다(Seoul city, 2011).

2. 연구 방법

물 순환 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정량적 산출

방법으로 생태면적률 조사, 투수 포장 비율 조

4) 국가공간 정보포털 http://data.nsdi.go.kr/dataset/

15153 (2020. 4.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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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type

Biotope
Area
Ratio

Weight

Status of target
site

in 2019

Biotope type5)

in 2000

1
Natural ground

Green
- 1.0

Planting-site,
Grass, Soil

E4,
H1, G2

2

Water space

Can be permeable 1.0
Wetlands,

Rain garden

3
Waterproof

(Impermeable)
0.7 Pond, Waterway

4

Green artificial
ground

90cm ≦	 Soil depth 0.7

Green area on the
upper part of
underground

structures, such as
underground

parking garages

D2,
C14,
C15

5
40cm ≦	 Soil depth

<90cm
0.6

6
10cm ≦	 Soil depth

<40cm
0.5

7

Rooftop greening

30cm ≦	 Soil depth 0.7

8
20cm ≦	 Soil depth

<30cm
0.6

9
10cm ≦	 Soil depth

<20cm
0.5

10 Wall greening

Climbing aids, wall
attachment type,

self-climbing type,
etc.

0.4

11 Partial pavement Partial pavement 0.5
Grass blocks,
Grass mats

12

Entirely permeable
pavement

Permeable ability 1 0.4
Entirely permeable
pavement, Plants

cannot grow

13
Permeable ability

grade 2
0.3

Decomposed
granite soil,

Gravels, Crushed
stone, Sand,

Permeable blocks

14
Cracked permeable

pavement

Fine aggregate filling
with more than
10mm of crack

0.2
Cracked

construction
pavement

A7,
A5

15
Surface connected to

undercurrent and
penetration facility

Surface connected to
undercurrent and

penetration facility
0.3

Roads connected
to undercurrent
and penetration

facility

16 Paved surface Paved surface 0.0 Concrete, Asphalt
D3, D1,

B7, B1, A1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Recreated.

Table 1. Category and the weight of space types for applying Biotope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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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행했다. 물 순환 체계 변동 사항을 비교

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조사하여

QGIS 3.12와 AutoCAD 2019를 이용해 분석하

였다. 과거 자료는 2000년도 서울시 도시생태현

황도 및 항공사진(Vworld map)을 바탕으로 분

석하였고, 현재 자료는 경의선숲길 조성 후인

2019년도 실시설계 도면인 녹지구적도, 포장계

획도, 포장 단면 상세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면적률을 계산하였다.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은 환경부 생태면적률 지침(Ministry of

Environment, 2016)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생태

면적률 산출 방법 및 산출을 위한 공간 유형 구

분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면적률 산출 방법

생태

면적

률

=

자연지반녹지 면적 + Σ(인공화 지역

공간 유형별 면적 × 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Equation 1)

연구 대상지에 대한 2000년도 생태면적률은

2000년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 유

형을 바탕으로 하였다. 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은

A1~H1까지 13가지의 유형이 나타났고 비오톱

등급은 1~5등급, 토양 포장도는 0~98%까지 나

타났다. 이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면적률 가중치

를 적용하였다. Table 1과 각주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도의 경의선 숲길의 비오톱 유형

E4(조경녹지 비오톱), H1(산림지 비오톱), G2

(경작지 비오톱)는 자연지반(녹지)에 해당하며

생태면적률 가중치는 1.0에 해당한다. D2(교통

시설 비오톱), C14(공업지, 도시기반 시설지 비

오톱), C15(공업지, 도시기반 시설지 비오톱) 포

장률이 16% 이하에 속하는 비오톱 유형으로 생

태면적률은 0.7을 적용할 수 있다. A7(주거지

비오톱)과 A5(주거지 비오톱)는 포장률이 83%

이하로서 생태면적률은 0.2를 적용할 수 있다.

D3(교통시설 비오톱)과 D1(교통시설 비오톱),

B7(상업지 및 업무지 비오톱), B1(상업지 및 업

무지 비오톱), A1(주거지 비오톱)은 포장율이

98% 이하로서 포장률이 100%에 근접하여 생태

면적률은 0.0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과거

도시생태현황도(2000년)를 통해 생태면적률을

산출하였다.

물 순환 체계 조사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투

수 비율 조사이다. 투수 비율은 녹지율과 포장

지역의 투수포장면적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하

였다. 현재의 투수 비율은 실시설계 도면을 통

한 녹지면적과 투수 가능 면적을 합산하였고,

과거의 투수 비율은 도면 자료가 없어 2000년

도시생태현황도의 속성자료인 투수 포장과 불

투수 포장면적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2) 물 순환 체계의 목표 기준 

경의선숲길공원의 물 순환체계 달성 기준은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의한 법률의 도시공원 시설률을 목표 기준으

로 하여 분석하였다(Lee, 2013).

가) 생태면적률 적용기준6)

5) 비오톱 유형의 특성(2000년 서울특별시 도시생태

현황도) http://urban.seoul.go.kr

·A1: 주거지비오톱, 토양포장도 92%, 비오톱 4등급

·A5: 주거지비오톱, 토양포장도 81%, 비오톱 3등급

·A7: 주거지비오톱, 토양포장도 83%, 비오톱 4등급

·B1:상업지및업무지비오톱, 토양포장도 83%,비오

톱 5등급

·B7:상업지및업무지비오톱, 토양포장도 94%,비오

톱 5등급

·C14:공업지,도시기반시설지비오톱,토양포장도 9%,

비오톱 3등급

·C15:공업지, 도시기반시설지비오톱, 토양포장도 4%,

비오톱 2등급

·D1:교통시설비오톱,토양포장도 90%,비오톱 4등급

·D2:교통시설비오톱,토양포장도 16%,비오톱 2등급

·D3: 교통시설 비오톱, 토양포장도 98%, 도로

· E4: 조경녹지비오톱, 토양포장도 0%, 비오톱 2등급

·G2: 경작지비오톱, 토양포장도 0%, 비오톱 2등급

·H1: 산림지비오톱, 토양포장도 0%, 비오톱 1등급

6) 환경부 https://www.me.go.k2 (2020. 4.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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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tandard Criteria

A
Type of development project Standard ratio of biotope area

Development of tourist sites 60%

B
Park category Park area Park facility ratio

Neighborhood park More than 100,000m
2

Less than 40%

A: Biotope Area Ratio application standard of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B: Application standard of the park facility ratio in urban parks. http://www.law.go.kr

Table 2. Application standard of Biotope Area Ratio and the park facility ratio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은 Table 2의 (A)를

보면 공원에 해당하는 관광단지의 개발 기준인

생태면적률 60%가 목표 기준이다.

나) 도시공원 내 시설률 적용기준7)

경의선숲길의 면적은 102,117m
2
로 100,000m

2

이상에 해당하는 근린공원이다. Table 2의 (B)에

따라 100,000m
2
이상인 공원 내 시설률은 40%

이하이며 녹지율은 60% 이상이 목표 기준이다.

따라서 경의선숲길의 물 순환체계 목표 달성

기준은 환경부(2016) 적용 기준에 따라 생태면

적률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율 6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Ⅲ. 결과 및 고찰

1. 2019년 물순환 현황

1) 2019년 경의선숲길 생태면적률

2019년 실시설계 도면(Seoul city, 2019)을 통

해 시공된 포장면을 확인하였고 공간 유형별 가

중치를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조사하였다. 시

공된 포장면은 부분 포장은 잔디매트, 잔디블록

등이 사용되었고 가중치 0.5를 적용하였다. 전

면 투수 포장에는 투수블록, 쇄석, 자갈, 모래,

마사토 등이 사용되었고 가중치 0.3이 적용되었

다. 틈새 투수 포장으로는 사고석, 침목, 디딤돌

등이 사용되었고 가중치 0.2를 적용하였다. 그

외 주보행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가중치

0.0을 적용하였다.

포장면의 하부 토양층으로는 잔디매트 포장은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20. 4.

20 검색)

두께(이하 T로 표현)31mm 잔디매트, T30mm 잔

디, T150mm 마사토 포설, 원지반 다짐을 하였다.

잔디블록 포장은 T40mm 잔디블록, 부직포, 원지

반 다짐을 하였다. 마사토 포장은 T150mm 마사

토 포설, T150mm 혼합골재, 원지반 다짐을 하였

다. 쇄석포장은 T100mm 쇄석, 부직포, 원지반 다

짐을 하였다. 침목 포장은 T150mm 침목, T40mm

의 모래, T150mm 혼합골재, 원지반 다짐을 하였

다. 디딤돌 깔기 포장은 T100~150 자연석, 원지반

다짐을 하였다. 콘크리트포장은 T100mm 콘크리

트, T90mm 혼합 골재, 원지반 다짐을 하였다. 아

스팔트 포장은 표층(아스콘), 택코팅, 기층(아스

콘), 프라임 코팅, T300mm 자갈을 시공했다

(Figure 2).

생태면적률 산출 결과 부지 면적 102,117㎡

중 녹지율은 64.0%(65,393㎡)이며 생태면적률은

66.9%(68,407㎡)이다. 부분포장은전체대지면적

중 0.5%(468㎡)이고, 생태면적률은 0.2%이다. 전

면 투수포장은 전체의 3.1%(3,138㎡)이며 생태

면적률은 0.9%이다. 틈새 투수포장은 4.0%(4,120

㎡)이며 생태면적률은 0.8%이다. 투수 포장면은

부분 포장과 전면 투수포장, 틈새 투수포장을

합한 수치로 전체의 7.6% (7,726㎡)이며 생태면

적률은 1.9%(1,998㎡)이다. 불투수 포장인 포장

면은 전체 면적의 27.1%( 27,713㎡)이며 생태면

적률은 0.0%이다. 시공된 면적을 살펴보면 불투

수 포장면(27,713㎡)이 투수포장면(7,726㎡)에

비해 3.5배 이상 넓게 시공되었다(Table 3).

2) 2019년 경의선숲길 투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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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type

Biotope
Area
Ratio

Weight

Area (m
2
)

Area ratio
(%)

Biotope area (m
2
)

Biotope Area
ratio (%)

Materials
constructed on

site

Natural
ground
(Green)

- 1 65,393 64.0 65,393 64.0
Planting-site,
Grass, Soil

Water
space

Permeable
function

1 388 0.4 388 0.4
Wetlands,

Rain garden

Waterproof
(Impermeable)

0.7 897 0.9 628 0.6
Pond,

Waterway

Partial
pavement

Partial
pavement

0.5 468

7,726

0.5

7.6

234

1,998

0.2

1.9

Grass mat,
Grass block,
Vegetation

block

Entirely
permeable
pavement

Permeable
ability

grade 2
0.3 3,138 3.1 941 0.9

Pitcher block,
Crushed stone,
Gravel, Sand,
Decomposed
granite soil

Cracked
permeable
pavement

Fine aggregate
filling with
more than

10mm of crack

0.2 4,120 4.0 823 0.8
Sandstone,

Sleeper,
Stepping stone

Paved
surface

0.0 27,713 27.1 - -
Concrete,
Asphalt

Total 102,117 100 68,407 66.9

Table 3. Biotope Area Ratio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in 2019

Figure 2. Soil profile diagram and Biotope Area Ratio Weight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in 2019

(Seoul city, 2019)

2019년 경의선숲길의 투수 비율은 72.8%이

다. 투수 비율은 녹지율과 투수포장 면적률을

더한 값으로 녹지율은 64.0%(65,393㎡)이며 투

수포장 면적률은 8.8%(8,986㎡)이다. 불투수 면

적률은 27.2%(27,775㎡)이다. 투수 비율이 높은

구역은 신수동 82.0% >원효로 79.4% >와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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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Land
area
(m2)

Area
ratio
(%)

Permeable ratio*
Impermeable

ratio
(%)

Green area
(m

2
)

Green
space ratio

(%)

Permeable
area
(m2)

Permeable
ratio
(%)

Yeonnam-dong 34,359 33.6 22,778 67.0 23,968 69.8 30.2

Waugyo 8,649 8.5 5,380 63.0 6,685 77.3 22.7

Sinsu-dong 9,470 9.3 5,927 64.0 7,761 82.0 18.0

Daeheung-dong 17,453 17.1 11,226 66.0 11,568 66.3 33.7

Yeomni-dong 4,820 4.7 2,481 52.0 3,567 74.0 26.0

Saechang-gogae 19,579 19.2 12,152 64.0 14,670 75.0 25.0

Wonhyo-ro 7,787 7.6 5,449 72.0 6,185 79.4 20.6

Total 102,117 100 65,393 64.0 74,404 72.8 27.2

* Construction drawings of Gyeongui Forest Line Park(Seoul city, 2019).

Table 4. Permeable ratio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in 2019

Space type Biotope type

Biotope
Area
Ratio

Weight

Area (m2) Area ratio (%)
Biotope area

(m
2
)

Biotope
Area

Ratio (%)

Green artificial
ground

Transportation
facility

0.7 49,780 48.7 34,846 34.1

Entirely
permeable
pavement

Industrial area,
urban-based
facility area

0.4 4,084 4.0 1,634 1.6

Paved surface

Residential area 0 1,822

48,253

1.8

47.3

- -

Commercial &
business facility area

0 8,435 8.3 - -

Transportation
facility

0 37,996 37.2 - -

Total 102,117 100 36,480 35.7

Table 5. Biotope Area Ratio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in 2000

77.3% >새창고개 75.0% >염리동 74.0% >연남

동 69.8% >대흥동 66.3% 순으로 나타났다. 녹

지면적 비율은 원효로 72.0% >연남동 67.0% >

대흥동 66.0% >신수동 64.0% >와우교 63.0%

>새창고개 64.0% 순으로 나타났다.

7개 구간별 면적 비율은 연남동 33.6% >새창

고개 19.2% >대흥동 17.1% >신수동 9.3% >와

우교 8.5% >원효로 7.6% >염리동 4.7% 순이다.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구역은 연남동(33.6%)으

로 녹지율은 67.0%(22,778㎡) 투수 비율은 69.8%

이며 불투수 비율은 30.2%로 조사되었다. 가장

낮은 면적은 원효로(7.6%)이나 녹지율은 가장

높은 72.0%(5,449㎡)이며 투수 비율은 79.4%

(6,185㎡)이고 불투수 비율은 20.6%로 나타났다

(Table 4).

2. 2000년 물 순환 현황

1) 2000년 경의선숲길 생태면적률

2000년의 도시생태현황지도(Seoul city, 2000)

를 통해 비오톱 유형, 유형 범례, 토양 포장도,

평가등급, 서식지 등급을 종합 분석하여 생태면

적률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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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Area
(m2)

Area
ratio
(%)

Permeable ratio Impermeable ratio

Permeable
pavement

ratio
(%)

Green
space ratio

(%)

Other
ratio
(%)

Total
(%)

Building
coverage

ratio
(%)

Impermeable
pavement ratio

(%)

Total
(%)

Residential area 1,823 2 0 7 0 7 73 20 93

Mixed area 7,432 7 0 5 0 5 70 25 95

Commercial &
business facility
area

1,002 1 0 2 0 2 63 35 98

Transportation
facility area 87,776 86 16 16 - 32 - 68 68

Bare land 4,084 4 0 0 100 100 0 0 0

Total 102,117 100 3 6 20 29 41 30 71

Table 6. Permeable ratio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in 2000

Figure 3. The biotope types map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in 2000

산출한 결과 생태면적률은 35.7%(36,480㎡)이

다. 2000년 당시의 생태면적률은 목표 기준인

60%에 비해 24.3% 부족한 수치를 보인다. 녹지

율은 48.7%(49,780㎡)로 목표 기준인 60%에

11.3%가 부족한 상황이다.

비오톱 유형 중 교통시설인 인공지반 녹지는

면적이 48.7%(49,780㎡)이고, 생태면적률은 34.1%

(34,846㎡)이다. 전면 투수포장은 공업지 및 도

시기반 시설지가 4.0%(4,084㎡)이며 생태면적

률은 1.6%(1,634㎡)이다. 포장면은 주거지(1,822

㎡)와 상업 및 업무지(8,435㎡), 교통 시설지

(37,996㎡)가 47.3%(48,253㎡)이며 해당 지역

생태면적률은 0.0%이다. 불투수 포장 면적 비율

은 47.3%로서 투수포장면적 비율 4.0%에 비해

11.8배 높게 나타났다(Table 5, Figure 3).

2) 2000년 경의선숲길 투수 비율

2000년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Seoul city,

2000)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유형에따른 투수 비

율과 불투수 비율을 조사한 결과 투수 비율은

29.0%이다. 이 중 녹지율은 6.0%이며 투수포장

률 3%, 기타 비율(나지)은 20.0%이다. 불투수 비

율은 71.0%이며 이 중 건폐지 면적비율이 41.0%,

불투수 포장을 한 면적비율이 30.0%이다.

투수 비율이 높은 순서는 나지 100.0% > 교통

시설지(철길) 32.0% > 주택지 7.0% > 혼합지 5.0%

>상업업무시설지 2.0%순이다. 토지이용면적의

구성은 교통 시설지 86.0%(87,776㎡) > 혼합지

7.0%(7,432㎡) > 나지 4.0%(4,084㎡) > 주택지

2.0%(1,823㎡) > 상업업무 시설지 1.0% (1,002㎡)

순으로 나타났다.

불투수 비율이 높은 순서는 상업업무 시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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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2000 2019

Biotope
Area
Ratio

Space type Weight Area (m
2
)

Area
ratio
(%)

Biotope
area
(m

2
)

Biotope
Area Ratio

(%)
Area (m

2
)

Area ratio
(%)

Biotope area
(m

2
)

Biotope
Area

Ratio (%)

Natural ground
(Green)

1 - - - 65,393 64.0 65,393 64.0

Water
space

Permeable 1 - - - 388 0.4 388 0.4

Impermeable 0.7 - - - 897 0.9 628 0.6

Green artificial ground
(Less than 16% of

pavement ratio)
0.7 49,780 48.7 34,846 34.1 - - -

Rooftop greening 0.7~0.5 - - - - - -

Wall greening 0.4 - - - - - -

Partial pavement 0.5 - - - 468 0.5 234 0.2

Entirely
permeable
pavement

Permeable
grade 1

0.4 4,084 4.0 1,634 1.6 - - -

Permeable
grade 2

0.3 - - - 3,138 3.1 941 0.9

Cracked permeable
pavement

0.2 - - - 4,120 4.0 823 0.8

Paved surface 0.0 48,253 47.3 - - 27,713 27.1 - -

Sum 102,117 100 36,480 35.7 102,117 100 68,407 66.9

Permeable
ratio

Land area
(m2)

Permeable ratio

Impermeable
ratio (%)

Permeable ratio
Impermea
ble ratio

(%)

Permeable
pavement
ratio (%)

Green
space
ratio
(%)

Permeable
ratio (%)

Permeable
pavement
ratio (%)

Green space
ratio (%)

Permeable
ratio (%)

102,117 23 6 29 71 8.8 64.0 72.8 27.2

Table 7. Improvement of hydrologic cycle in Gyeongui Line Forest Park

Figure 4. The map of permeable pavement on Gyeongui Line Forest Park in 2000

98.0% > 혼합지 95.0% > 주택지 93.0% > 교통

시설지 68.0% > 나지 0.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Figure 4). 토지이용 면적비율은 교통

시설지가 86.0%(87,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이 지역의 투수비율은 32.0%, 불투수 비율

은 68.0%이다. 경의선 숲길 조성 전 대부분의

면적은 교통 시설지로서 불투수비율이 68.0%로

높게 나타났다.

3. 2000년과 2019년의 물 순환 개선 효과

경의선숲길의 생태면적률과 투수 비율을 비

교 분석해본 결과, 부지면적 102,117㎡ 중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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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otope Area Ratio B) Permeable ratio

Figure 5. Comparison of Biotope Area Ratio and Permeable ratio

A) Aerial photography in 2000 (Vworld map)

B) Aerial photography in 2019 (kakao map)

Figure 6. The changes of Yeonnam-dong, part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in 2000 and 2019

면적률이 35.7%(36,480㎡)에서 66.9%(68,407㎡)

로 31.2%(31,927㎡)로 개선되었다. 투수 비율은

29.0%에서 72.8%로 43.8%가 개선되었다. 불투

수 비율은 71.0%에서 27.2%로 43.8% 개선되었

다. 생태면적률은 환경부 지침상 목표 기준인

60%를 6.9% 초과 달성했다. 녹지율 목표 기준

인 60%는 4.0% 초과했다. 목표율에 도달하였으

므로 경의선숲길이 조성됨으로써 물 순환 체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생태면적률이 증가된 부분은 자연지

반(녹지) 64.0%(65,393㎡), 수공간 1.0%(1,016㎡),

부분 포장 0.2%(234㎡), 전면 투수포장 0.9%(941

㎡), 틈새 투수포장 0.8%(823㎡)가 증가되었다. 생

태면적률이 감소된 부분은 포장률이 16% 이하에

속하는 비오톱유형 34.1%(34,846㎡), 전면 투수포

장 1.6%(1,634㎡)이다. 불투수 포장면은 생태면적

률이 0으로 동일하나 면적률에서 과거보다

20.2%(20,540㎡) 감소되었다(Table 7, Figure 5).

경의선숲길의 한 부분인 연남동 지역의 시계열

적 물순환 체계 변화를 항공사진(Vworld map, ka-

kao map)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사진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경의선 열차가 운행

중이며 철로와 쇄석, 잡초들이 자라는 나대지가

전 구간에 걸쳐 있었다. 2019년에는 경의선숲길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녹지와 잔디, 수공간(연못)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Seoul city, 2015). 공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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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토양과 수목 등을 통한 물순환 환경이 과

거에 비해 개선된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경의선은 1904년부터 1906년에 건설된 철도이

다. 대한제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현대까

지 철도로 이용되던 경의선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이후 지하화되었다. 경의선 지하화

이후 지상공간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되어 2016년 공원이 개장되었다.

본 연구는 공원 조성전 지상철도가 운영되던

2000년과 공원 조성 이후인 2019년의 생태면적률

과 투수 비율을 조사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

과공원조성전에비해생태면적률은 31.2% 개선

되었고, 투수 비율은 43.8% 개선되었다. 이와 같

은수치는공원의경우관광지개발사업에해당하

는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인 60%를 6.9% 상회

하는결과이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린공원 녹지율 60%(시설율

40%) 기준역시 4.0% 상회하였다. 이와같이경의

선 숲길은 법적으로 정한 생태면적률과 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대상지 주변 지역의 물 순

환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경의선 숲길은 과거 철로와 쇄석,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투수효과

가 컸던 지역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원 조성

에 따라 생태면적률이 과거에 비해 31.2%, 투수

비율은 43.8% 개선된 것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

생태면적률과투수비율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공원,

특히 10만㎡ 이상의대형공원은생태면적률과 녹

지율모두 법정기준보다훨씬더상회할수있도

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녹

지면적이 넓은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도시열섬

현상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를확대하기위해잔디밭등을숲으로조성하

는 교목 두 배 심기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Los

and Grimshaw, 2010: http://www.newsmaker.

or.kr). 따라서 경의선 숲길의 경우 선형공원이 가

지는바람통로로서의바람길역할수행과미세먼

지흡수와바람길의효과를높이기위한생태면적

률과 녹지율 상향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태면적률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 전 생태면적률 비중이 높은 공간은 조성 후

최대한 존치 및 활용하고 자연지반 녹지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투수 포장면은 넓은

면적을 시공해도 생태면적률 가중치가 0.0이므로

전체 공간 내 생태면적률을 크게 감소시킨다. 따

라서 포장면은 가능한 생태면적률 가중치가 높은

투수성소재들로시공하고, 불투수성소재 사용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나 아

스팔트 등의 불투수성 포장을 최대한 적게 하고

식생블록, 투수블록, 쇄석 등을 활용하여 투수 포

장율을 높인다면 생태면적률과 물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있다. 이미시공된 경의선숲길의 경

우도녹지와투수가되는수공간을최대한확보하

기 위해 향후 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불투수

포장면과 불투수 수공간(분수, 물길 등)을 투수

포장면과 투수성 수공간(진흙 다짐 수공간 등)으

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

목을식재할수있는공간에는지속적으로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이나구조물 등에옥상녹화와벽

면녹화가 가능한 공간은 입체녹화를 시행하여 생

태면적률과 녹지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Choi DA. 2013. A study on characteristic and uti-

lization of urban green facilities as linear

park: based on first generation metropolitan

new towns.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18 김미후․오충현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hoi HS and Kim KG. 200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Water Circulation system

for the Eastern Pangyo New Tow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12(3): 49-58.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ho YD. 2017. A Study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Linear Park: A Case Study

of GyeonguiLine Forest Park. Master dis-

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Han NR. 2018. An effect analysis of urban forest

formation on disused railway yards on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in the surrounding

area: focused on Gyeongui-Line Forest Park

in Yeonnam-dong and Greenway Park in

Gwangju.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Han YH and Choi YK. 2005. Maintenance of water

cycle for ecological urban development: fo-

cusing on decentralized rainwater man-

age-ment. Anyang: institute of national

territory. (in Korean)

Jeong MS and Lim HJ. 2019. A Study of

Evaluating Streetscape Green Environments

to Improve Urban Street Green Spaces: A

Case Study of Jeonju City. Jour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22(3): 55-71.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ullmann, Karl. 2011.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

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Lee GG · Lee SH · Kim GH and Lee JH. 2011.

Improvement of Biotope-Area-Ratio-

Indicator and Appraisal System Applicable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s. Jour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14(5): 113-125. (in Korean with English sum-

mary)

Lee JE. 2017. The Investigation of Residential

Area Changes by the Provision of Urban

Linear Park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p. 20.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Lee MH. 2009. Application of planning methods

for the housing complexes using natural wa-

ter cycle. Master dissertation, Semyung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sum-

mary)

Lee SY. 2013. A Study on Naturality of Urban

Buddhist Temples in Modern Times applying

Biotope Area Rate. Master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

8-10.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Lee YS · Cho DB and Ryu YK. 2017. Study on

Urban Spatial Changes in Adjacent Area of

Linear Urban Park Regenerated from

Abandoned Railroad: Focused on Changes of

Streets, Estates, Buildings, and Use of Area

Adjacent to Gwangju Greenway.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8(5): 93-109.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Los, F. and Grimshaw, T. 2010. Fifty million trees:

Ontario has an ambitious plan to reforest the

most populated part of Canada - despite the

fact that it got out of the business of planting

trees. Canadian Geographic. 130(3): 52-63.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Guidelines for

Application of Ecological Area Ratio. (in

Korean)

Oh HJ. 2017. The difference between residents



119생태면적률과 투수포장 비율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경의선숲길의 물 순환체계 특성 분석

and visitor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sat-

isfaction in urban linear park: a case study

of t he Gyeo ng u i - l i n e fo re s t p a rk ' s

Yeonnam-dong section.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sum-

mary)

Park EJ · Kang KY and Lee HJ. 2007. Improving

the Function of Urban Green Space for

Stormwater Managem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07(11): 3-9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Park GH · Kim JC and Lee TW. 2013. A Study

on Functionality and Accessibility of Linear

Parks based on the Concept of ‘Park

Welfare’. Anya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p.6. (in Korean)

Park HG. 2011. Study on the Use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in Gwangju

Greenway Park. Master dissertat 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Park JH · Lee DK · Kim HM · Sung HC · Jeon

SW · Choi JY · Lee CS and Hwang SY.

2018. Analysis of the Status and Limitation

of the Biotope Area Ratio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21(1): 55-71.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eoul City. 2000. Urban Ecological Status Manual.

(in Korean)

Seoul City. 2011. Gyeongui Line Park Construct-

ion Project. Basic plan service report. (in

Korean)

Seoul City. 2015. Gyeongui Line Forest Road Park

Construction Project. (in Korean)

Seoul City. 2016. Guidelines for operation of

Biotope Area Ratio. (in Korean)

Seoul City. 2018.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Review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p. 32-33.

(in Korean)

Seoul City. 2019. Construction drawings of

Gyeongui Forest Line Park. (in Korean)

Yoon DW. 2017. Study on the Change of

Adjoining Building and its Outdoor Space

at Gyeonguilineforest.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in Korea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2019.

Detailed Rules for Operation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pp. 44. (in Korean)

http://data.nsdi.go.kr/dataset/15153

http://kosis.kr

https://map.kakao.com/

http://map.vworld.kr

http://urban.seoul.go.kr

https://www.kict.re.kr

http://www.law.go.kr

http://www.newsmaker.or.kr

https://www.me.go.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