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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는 광의적으로 법규상 공원이나 녹지이외에 도시의 하천, 산림, 농경지까지 포함

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또는 녹화된 공간 전부를 일컫는다. 따라서 녹지란

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도시에 있어 미적, 교육적, 위락적 혹은 문화적 이용을 목적

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공원녹지와 기타

녹지로 정의할 수 있다.

숲은 나무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으로서 토양을 포함한다. 숲은 그 자체가 자연자원의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토지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침탈의 상이 되었다. 특히 산업의 발

달과 도시의 팽창으로 인하여 숲은 파괴되어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변모

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에서의 숲의 양과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각종

건설로 인한 토양의 피복으로 인하여 생태계 내에서 건강한 물질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동식물의 서식공간이 줄어들어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결국 숲과 녹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녹지가 토지적 개념이

강하다면 숲은 생물집단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즉 녹지가 하드웨어적 성경을 지니고 있

다면 식생과 숲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시 내에 산재하는 녹지와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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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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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성립된 식생을 관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녹지를 확충하고 숲

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로 두되고 있지만 실제 녹지에 조성되는

숲의 기능과 구성에 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에 한 관심과 노력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어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 생태공원의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지표의 개발 등이 화두로 등장하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내외에 숲을 조성하는가 하면, 숲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녹

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추구했던 경제성장 위주

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환경복지사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의 보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가운데 숲과 녹지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두되었다.

1996년에 수립한 순천시 지방의제인 그린순천21에서는“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도시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원칙과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당

시의 지표들은 현재 순천시의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

서 10년 만에 다시 새로운 순천시의 지방의제를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지표들을 추출하여

지속가능한 순천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숲과 녹지의 중요성과 지속가

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숲이 인간에게 주는 기능은 목재 및 부산물 공급의 경제 기능과 수자원 함

양, 국토 보전, 산소 공급, 탄소저장, 야생동물서식처 제공, 휴양 장소 제공 등의 환경보

안 기능, 그리고 문학, 예술, 종교적 배경의 문화 기능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효용은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숲의 효용을 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숲은 목재를 비롯한 자연자원의 공급처이다.

사람은 숲에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연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목재를 이용하였다. 또한 나무는 종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펄프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물, 버섯, 수실과 같은 먹거리의 생산지이며 각종 약초 및 동

물의 서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I. 숲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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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녹색 댐이다.

숲에서 만들어지는 나뭇잎, 가지 등이 썩으면서 만들어지는 부식은 숲 바닥에 있는

흙을 덩어리 모양으로 만들고 그 덩어리 사이 공간에 물이 저장되었다가 천천히 지하

로 흘러 보내주기 때문에 물의 저장능력이 뛰어나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전체 빗

물의 35%가 지하수로 흐르는 반면 숲이 없는 산에서는 10% 정도만이 지하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숲의 나무와 흙은 숲에 내린 비와 눈을 깨끗이 여과시켜 물을 깨

끗하게 여과시켜 맑고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숲은 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대기정화공장이다.

숲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은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서

몸 속에 저장하고 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중요한 지구환경문제의 하나인 지구 온

난화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잘 가꾸어진 숲 1ha는 연간 탄산가스 16톤을 흡수

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 한편 숲은 기 중에 방출되는 먼지, 황화합물, 질소화

합물, 오존 등 각종 기오염물질을 흡착하여 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숲은 국토를 보전하는 재해방지 시설이다.

숲은 나무와 풀이 층을 이루고 있고 낙엽과 부러진 가지들이 많아 빗방울이 직접 흙

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 흙 알갱이가 흩어지지 않게 하고 지표를 흘러 내리는 물의 속

도를 느리게 한다. 이를 토사유출방지기능이라 하는데 토양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

이다. 또한 숲이 울창하면 산사태, 낙석, 홍수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숲은 또한 온

도를 조절하는 능력과 바람을 막는 능력이 있어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해당 지역의 기후를 알맞게 조절하여 재해를 완화시킨다.

숲은 휴양, 건강의 증진시설이다.

숲은 등산, 산보, 트레킹, 오리엔티어링, 야영 등 다양한 휴양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장

소이다. 그리고 나무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는 삼림욕에 이용되는데 그 약리 효과와

운동량 증가효과 때문에 건강증진에 이용되고 있다. 숲의 나무에서 발산되는 피톤치

드가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숲이 지닌 다양한 물리적 환경은 무형적 혜

택을 준다. 이를테면 숲의 고요함, 자연경관, 숲의 색채, 숲의 기상, 흐르는 물, 기암괴

석 등은 인간의 심신을 평온하게 한다. 이러한 숲의 보건기능은 질병을 예방할 뿐 아

니라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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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야생동물의 서식처이다.

숲은 그 자체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생산하여 많은 곤충과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또한 숲은 야생동물의 집과 피난처로 이용된다. 숲은 하나의 생태계로서 나무

와 야생동물과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며 발달하는데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함으로

써 생태계 전체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안정에 달하게 된다. 건강한 숲에서 나타나

는 생물종의 다양성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외에도 숲은 예술과 문화의 산실이며 자연치유의 시설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숲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술행위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산림문화의 발

달은 인류문화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 숲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육림사업은 장시간

에 걸쳐 자연에 순응하고 보속적인 생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밑바

탕이라고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은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인간에게 공급하는 표적인 재생가능한 자원이다.

전통적 임업에 있어 산림의 주요 기능은 목재생산에 있었으나 이후 환경자원으로서 산림

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두되었다. 결국 과도한 자원이용에 따른 산림의 황폐와 파괴

는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두되었으며 이에 한 적극적 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

구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전체의 환

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인‘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의제 21’등을 채택하였다.

‘의제 21’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으로, 전문(前文)

과 4부, 39개 의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 세계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동의가 이뤄져『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란 일반적, 추상적인 지속가

능한 개발의 개념을 산림자원이란 구체적인 상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보편적으로“현

세 및 후세 의 편익을 위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기회의 제공과 동시

에 산림생태계의 장기적인 건전성의 유지증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

표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의 총제적인 잠재력을 최

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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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재생력, 종 다양성, 생태적 다양성을 허용수준 이

상으로 훼손하지 않고 영구히 유지하며 산지 및 산림의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이

용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다양한 편익을 영

구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산림을 보전하고 경영활동조직을 구축하며 관련 제도의 정비

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회경제적인 필요성 또는 요구의 변화에 신

속하게 처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림기본법 제 3조에 의하면“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산림의 생

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 뿐만 아니라 미래세

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

표의 설정·운영과 그 규정에 의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

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산림원칙성명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계획인 의제 21의

제11장 ”산림황폐방지”에서는 향후 산림자원의 보전과 경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명시하

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산림자원 경영의 근본기반

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 개념적, 이론적인 정립과정을 지나 산림경영단위 차원에

서의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2.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변화

산림은 유형적, 무형적 자원의 집합체로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산림에 한 국가의 정책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미래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름다운 숲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선

시 의 산림관리에 한 고증에도 물구하고 근 적 산림정책이 시행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 식민지 산림정책

일제 36년 동안 자원수탈적인 식민지 산림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ha당 임목축적량

은 1910년 45㎥이었던 것이 1943년에는 13㎥으로 폭 감소하였다. 식민통치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송계(松契), 산림계 등의 자율적 산림보호 조직

을 해체하고 토지약탈을 위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소유구조를 재편하였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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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 후 50년대 산림정책

일제로부터의 광복 이후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산림은 극심하게 황폐하게 되었

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산림의 황폐는 극심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제정(1951년 9월)하여 보호림구를 설정하고 산림계를 조직하

였다. 조림사업과 사방사업 증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과 기술을 부족으

로 그 성과는 미흡하였다.

3) 1960년대의 산림정책

1960년 에는 산림법(1961)을 비롯한 산림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67년 산림청을 발족함으로써 근 적인 산림·임업

제도가 확립되어 비로소 우리나라 고유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4) 치산녹화 산림정책

1973년 이후 제 1,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영일지구 등 집단 황폐지를

녹화하는 등 범국민적인 녹화사업이 실시되었다. 1990년 에 이르러 임도확충 등 산

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으나 10ha

미만의 산주가 96%를 차지하는 소유구조가 취약하여 임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산림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녹화된 산림을 제 로 관리하지 않아 산

림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림생태계의 건전성도 낮아졌다.

5) 21세기 산림정책

지구환경에 한 범세계적 관심이 증 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의거한 생산 및 소비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반 국민의 자연환경보전에

한 관심이 증 되고 무분별한 개발에 한 국민적 저항이 심화되었다. 삶의 질에

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산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환경보건적 기능에 한 욕구가

증 됨에 따라 건전한 산림경영이 요구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국제적 규범

으로 두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의 조기구축 압력이 가중되고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 이행을 위한 기반조성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준과 지표 채택,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증제 실시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기

술적 정비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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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 산림비전

2000년 산림청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산림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

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21세기 산림비전”을 수립하였다. 이

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해지는 산림수요, 즉 목재생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보건휴양, 생

활환경개선, 탄소고정 등을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산림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성되었

으며 산림경영의 특성상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숲과 녹지 분야

『사람과 숲이 상생·공존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구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산림자원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림산업

•국민들에게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산림환경

VISION

『사람과 숲이 상생·공존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구현

추진전략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지소득 증대 도모

•다양한 산림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산촌 조성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적정 산림면적 유지

•지구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대비 남북협력 확대

산림비전의 기본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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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숲의 중요성

1) 도시 숲의 정의

도시 숲, 또는 도시림은“도시와 그 인근에 위치하면서 도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숲”

을 말한다. 그러나 막상 도시림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면 막연하다는 느낌이 든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숲이 과연 있을 것인

가? 멀리 위치한 산에 떨어진 빗방울은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도시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 숲의 범위를 한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 숲에 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정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Urban Forestry Working Group of The Society of American Foresters

(미국 임업가 협회 도시림분과)에서는“도시 숲은 밀집된 인간의 거주지역과 그 부근

의 모든 나무들과 관련된 식생을 말하며 도시 숲은 시골에서부터 도시까지 분포한

다”고 기술하였다. 더욱 세분하면 도시 숲은 가로수, 주거지역 수목, 공원수목, 그린벨

트 수목을 말한다. 도시 숲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용지와 사유지, 교통과 전기통신

시설, 습지의 숲 등에 있는 모든 수목을 포함한다. 일본에서는 도시 숲을 都市近郊林

으로 부르며, 일본의 산림자원기본계획에 의하면 都市近郊林은 ”인구 3만 이상의 시,

정, 촌의 시가화 구역으로부터 7㎞ 이내에 있는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임정연구회가 ”도시림은 도시환경보전, 휴양 및 임업생산성 유지

등 공익적 기능과 다목적 이용 기능을 가진 산림으로써 가로수, 녹지, 공원, 그린벨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되는 시 단위 이상의 지역과 도시계획

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존재하는 산림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01

년 제정된 산림기본법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8월 4일 신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시행령 제 18조에 의하면 도시림은 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 지역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과 군의 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는 매우 넓다. 또한 법률 제 21조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규

정하고 있어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법적 토 가 마련되었다. 도시림의 조성계

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데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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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도시림의 구분 및 기능

2) 도시 숲의 효용

일반적으로 숲이 주는 효용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직접적 효용이 목재 등을 생산하

는 물질생산이라면 간접적 효용은 물, 공기, 토양, 휴양, 교육 등을 포함한 환경적 효

용을 의미한다. 도시 숲도 숲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혀용을 다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물질적 혜택보다는 환경적 혜택을 더 중시하고 있다. 도시 숲의 효용은 여

러가지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 효용을 살펴본다.

사회적 효용

개인은 숲에서 평안함, 안락함을 끼며 마을 주변의 나무는 부락 내 주민들 간 유 감

을 공고하게 한다.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 마을의 안녕을 위하여 당산나무, 마을 숲을

조성하였으며, 살아있는 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결혼, 탄생, 취업, 승진, 개업

등 의미있는 날에 나무를 심어 그 뜻을 간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도시

숲을 가꾸면서 개인 간 협력을 통한 유 관계가 이루어져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

다. 이렇듯이 도시에 조성된 숲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심리적 Well-being을 충족시켜

지역사회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건축적, 미적 효용

도시계획에 있어 나무와 숲은 공간을 차지하고 공간을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와

숲은 고유의 높이와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종종 건축적, 미적 요소로 이용된다.

도시 숲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풍경을 차단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안락

한 경관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시 숲은 도시 경관에 있어 전경

(foreground), 배경(background) 또는 주요 얼개가 되기도 한다. 한편 수목은 계절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소리, 색, 향기, 느낌 등이 있어 심리적 요소로 이용되기도 한

다. 나무는 고유의 형상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물과 공간에 이용되며 전정과 같은 적절

한 관리를 통하여 살아있는 조각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한편 도시 숲을 조성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경관 향상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숲과 녹지 분야

구 분

공 원 림

경 관 림

방풍 , 방 음 림

생 산 림

기 능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 문화의 장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 풍요로움 확보

바람, 소음, 대기오염 물질을 완화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의 확보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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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 효용

도시 숲은 기후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규모가 작아 도시의 중규모 기후와 미기

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개인의 쾌적함, 건물의 에너지 수지, 도시 미기후의 조절

로 나타난다.

✽개인의 쾌적함

태양복사, 바람, 온도, 습도 등은 개인의 쾌적함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숲은 직접적으

로는 많은 그늘을 제공하여 태양복사를 차단하고, 간접적으로는 지표면을 피복함으로서

재복사를 차단한다. 인간은 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그늘에서 더 시원함을 느끼는데 이는

태양에너지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개인의 쾌적함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데 바람을 차단하는 방풍은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바림의 길을 유도하

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방풍림은 바람을 막기 위해 예로부터 조성

되었으며, 이는 바람을 막기도 하지만 바람의 길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

로 도시 숲 내부의 습도는 숲 외부에 비해 높다. 그러나 가로수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개인의 쾌적함은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인들이 혼합되

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후요소들을 조절함으로서 증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역의 쾌적함

적절하게 조성되고 관리되는 도시 숲은 냉방과 난방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일으킨

다. 이는 경제적 효용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우선 도시 숲의 직접적 혜택으로 에너지 비

용의 절감은 여름동안의 그늘형성으로 인한 냉방비의 절약과 겨울동안의 방풍림에 의한

바람차단으로 난방비의 절약으로 구분된다. 나무는 여름기간 태양에너지의 90%를 차단

하여 건물 내부의 온도를 하강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경우 냉방비를

50%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겨울철 찬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방풍림을 조성

하는 것은 4% 내지 22%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도시 숲이 에너지 이

용에 미치는 간접적 혜택은 탄소 고정, 화석연료 사용 감소, 오염처리비용의 감소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나타난다.

✽도시의 열섬현상완화

도시의 경우 도시 내부의 온도가 도시 외곽의 온도보다 높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

다. 이는 거의 모두 도시내부에 식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표면의 피복이 풀밭

과 숲 등의 식생에서 시멘트와 콘크리트 같은 인공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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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숲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첫째 수

관에 의해 태양에너지를 차단하거나 광합성, 증산 작용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고, 둘째 그

늘 제공과 바람의 차단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

하면 미국 새크라멘토 시의 경우 도시 숲의 피복을 25% 늘리면 7월의 오후 2시 온도를

약 3℃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시 숲은 열섬현상을 방지하여 중규모

의 도시기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학적 효용

도시 숲은 기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소음을 감소하고,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도시 수

문환을 조절하는 등 공학적 효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효용들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익기능으로 평가되어 금전적으로 환산되기도 한다. 최근의 자료에 의

하면 산림의 공익기능은 2003년 기준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한 결과 58조8,813억 원으

로 평가되었으며 수원함양기능은 14조978억 원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였고, 기정

화기능이 13조2,438억 원으로 22.5%, 토사유출방지기능이 10조9,774억 원으로 18.6%,

산림정수기능이 4조9,039억 원으로 8.4%, 토사붕괴방지기능이 4조243억 원으로 6.8%

를 차지하여 숲의 공학적 효용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시 지역은 환경이 열

악하여 숲에 의해서 제공되는 환경공학적 효용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교육, 휴양적 효용

도시의 숲은 그 자체가 거 한 자연학습장이다. 생태계의 기본인 생산자인 나무가 자

람에 따라 그 숲에는 다양한 곤충, 새, 야생동물, 버섯 등이 살고 있어 생태계를 이해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공한다. 자연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효용을 높

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한편 도시 숲은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

로 활용된다. 야외 활동 중 많은 부분이 도시공원이나 도시 주변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데 잘 발달된 도시 숲은 야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3) 도시 숲에 대한 사회적 욕구

인간의 행동과 가치는 항상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화적 가치는 서로 다른 문화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에 한 문화적 가치는 인

간의 자연세계에 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를 파악

하고 도시 숲과 관련된 사회적 욕구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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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에 한 생각이 변화되면서 도시 숲에 한

사회적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욕구

도시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투입하여 유지되는 인공생태계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에가 갖는 순환과 자정작용이 거의 없어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켜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도시의 숲은 물과 공기 등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기후를 조절함으로서 도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욕구

도시 숲의 이용자들의 이용동기를 살펴보면“휴식을 위해(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및

긴장해소를 위해)”와“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

다.개인의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도시 주민들은 도시의 숲에

서 산책, 등산 등을 통해 심신을 건강하게 하려는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환경 Amenity(쾌적성)에 대한 욕구

쾌적한 환경 즉 Amenity의 개념은 아직은 제 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새롭게 두된

개념의 하나이다. 그러나 Amenity는 어떤 고정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있어

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혹은“보통 인간의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상태”등

의 일반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국에서는 도시 숲의 확장을 통하여 도시

발달로 축소되어진 자연을 회복하여 그에 따른 쾌적성 즉 도시 Amenity를 증진시키려는

사회적 욕구가 증 되고 있다.

도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다양한 정주 기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1960년 이후 산업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도시인구유입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고도화, 과밀화는 도시생태계와 생활환경을 악화시켰으며 갖가지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하였다. 도시가 팽창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는 공지의 상실, 식

Ⅱ. 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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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감소, 습지의 감소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도시녹지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까지 개발윤리에 밀려 공원녹지의 설치에 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경제발전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도시개발과정에서 울창한 숲

과 깨끗한 강과 농지 등이 택지나 산업용지로 탈바꿈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 내 녹지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90년 에 이르러 비로소 도시녹지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

여 구시,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공원녹지의 확충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고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에 푸르름을 입히는 정

책이 시행되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사정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주민의 실질적 복지수

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 및 휴양의 기회 및 수요는 점차 증가하였고, 이에 따

라 도시 내 녹지공간은 보건휴양의 장소로서, 혹은 자연자원의 보존과 도시경관의 조성

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두되어, 도시공원녹지는 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도

시의 기본시설이며, 도시의 문화 및 생활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의 도시는 도시의 확장과 고밀화가 곧 도시발전이라는 가치에 입각해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 개발에 따른 녹지 공간의 감소와 자연환경의 파괴 등의 환경·사회

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양은 여전히 적은 편이며 그 질마저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녹지를 단순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뿐 인접 공원 또는 도시 외곽의 산림과

의 연계성, 공원녹지의 질, 공원녹지의 생태적 안정성 등에 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미 조성된 공원녹지마저도 관리가 제

로 되지 않아, 수목이 고사하거나 시설물이 낡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에 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에 어려

움이 있었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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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의 효용

도시공원녹지가 지니는 기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골격형성

도시 공원녹지는 도시형태의 골격을 구성하고 도시의 발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

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의 외부에 위치하는 공원녹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 와 연접을 방지하고, 도시의 거 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발생

을 억제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도시공간을 형성시킴에 따라 시민에 하여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생활환경 개선

공원녹지는 도시 내의 귀중한 자연적 공간이며, 수림, 흙이라는 자연산물의 존재와 건

축물 등이 아닌 공간 그 자체의 존재에 의해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위 락 적 기 능

교 화 적 기 능

보 호 적 기 능

생 태 적 기 능

생 산 적 기 능

활 동 적 기 능

중 심 적 기 능

공원녹지의 기능

여가휴양기능

오락기능

생활준비기능

관상적 기능

문화교양기능

개발제한기능

안전유지기능

방지예방기능

보존기능

생태평형기능

자연순환기능

개발유도기능

체육활동기능

교통처리기능

집합기능

역사적 상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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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후의 조절

시가지 주변으로부터 중심부로 관통하는 구릉, 하천 등의 녹지는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도시의 온도상승을 억제한다. 녹지의 운동 상승 억제효과에 해서는 도시기후

학에서 실증된 예가 있으며, 특히 야간 온도의 저하에 기여하는 경우가 크다고 보고 된 바

있다.또한 주로 수림의 존재에 의한 효과로서는 방풍, 방조, 방설, 방사 등을 들 수 있다.

✽소음, 악취의 완화와 일조의 확보

수목의 존재와 함께 공간 그 자체의 존재는 도로, 공장 등의 주변에 있어서 소음, 악취 등

의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택지에 있어서는 일조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미관의 향상

공원녹지는 예전부터 도시미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서양에

서는 도시의 장식적 견지에서 배치하는 경우도 많다. 도시주변에 위치하는 도시공원은

시가지의 배경을 이루고, 도시의 전체 경관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며, 도시 내에 위치하는

공원은 문화재 등의 향토적 의의가 높은 것과 일치되어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를 구성한

다. 또한 직선적이 도시경관 가운데 수목에 의한 자연곡선은 친근감과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준다.

휴양 및 레크레이션의 장 제공

공원녹지는 운동, 휴양, 산책, 자연감상 등의 다양한 레크레이션의 장을 제공하는데

이를 위하여 공원의 종류, 이용권역, 상연령에 맞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그것을 상호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크레이션의 종류는 연령계층, 이용시간

, 권역도, 참가인원, 운동적 요소의 강약에 의해 다양하다. 레크레이션의 장소를 제

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령계층과의 응관계를 보면 아동의 안전한 유희장과 소년

의 체력향상의 장·청장년의 근로시간 이외의 운동 휴식의 장, 또는 노인들이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유지 증진이

라는 효과를 갖고 있다.

시민의 안정성 확보

공원녹지는 수목의 존재 및 공한지의 확보에 따라 도시의 방재성을 향상시켜, 재해의

억제 또는 방지를 도모하는 효과와 재해 시에 안전한 피난지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항상 긴장감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정

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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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활동장소의 제공

도시에 있어서 공공적인 오픈스페이스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이며,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이들의 기능은 현재의 표적인 오픈스페이스인 도시공원에

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도시공원녹지는 야외음악, 미술, 자연감상, 역사탐방 등

의 문화적 활동의 장과 향토적 의의와의 접촉을 통하여 시민 상호간의 커뮤니티 형성

을 도모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녹지의 관리는 수목과 놀이기구의 관리로부터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지만 도로, 하수도 등의 다른 시설과 비교해보면 시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

다. 이를 위해 노인회, 부인회 인근주민 스스로가 화초나 수목의 관리, 청소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원애호모임 등을 결성하고, 공원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연 감을 도

모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방지 기능

인구, 산업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문제는 현재 도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

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공해 책은 크게 발생원의 규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사회

자본의 충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도시공원은 후자의 지주로 되어 있다.

즉, 도시공원은 오염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확보에 따라 진동이나 소음 등의 체감효과

수림에 의한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에 의한 기의 정화효과 오염발생원의 격리에 따

른 심리적 효과를 수행한다. 이들의 효과를 유효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긴요한 부분을 공원녹지로 확보하여 공해 없는 도시환경

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녹지의 개념

도시 공간은 구조물에 의하여 건폐된 공간과 교통을 위한 공간 그리고 공원녹지(Open

Space)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앞의 두 가지는 생산이나 생활을 위한 일정한 목적을

가진 기능공간이라 할 수 있고 공원녹지는 이들 기능공간 사이에 위치하여 기능공간을

주민 생활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상태로 만드는 환경형성기능에서 보다 중요

한 가치를 갖는다. 도시녹지란 협의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공원과 녹지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이러한 법규상의

공원이나 녹지이외에 도시의 하천, 산림, 농경지까지 포함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또는 녹화된 공간 전부를 일컫는다. 따라서 도시녹지란 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도

시에 있어 미적, 교육적, 위락적 혹은 문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건강, 휴

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공원녹지와 기타 녹지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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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도시녹지에 관련된 법령과 지정목적 등은 표와 같다.

표 3. 광의의 도시녹지 분류와 관련법

숲과 녹지 분야

구 분 기 능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무질서한

도시확산방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수림·녹지보전

경관의 보호·형성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

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소규모 토지 이용,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 도모

어린이의 정서생활 함양

자연경관지, 근린주거지의 보호

역사적장소나시설물,유적·유물등을활용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

하천변, 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

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

도시의 자연환경보전·개선

공해, 재해방지와 도시경관 향상

공원·하천 ·산지의 유기적 연결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

한 이용

국가, 시·도·군의 대표적인 풍경지

보호해야 할 자연기념물이 풍부한 지역

보호가치가 뛰어난 동식물, 지질·광물

저명한 명승지, 협곡, 해안, 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의 증진

소 공 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 타

완 충 녹 지

경 관 녹 지

연 결 녹 지

국 립 공 원

도 립 공 원

군 립 공 원

생 산 임 지

공 익 임 지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공원

녹지지역

녹 지

자연공원

천 연 기 념 물

도 시 자 연 공 원

경 관 지 구

개 발 제 한 구 역

명 승

관 리 법

보전임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문화재

보호법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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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공원녹지의 법적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

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

이다.

가)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나)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공원녹지는 다시 도시공원과 녹지로 구분되며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

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도시

지역의 공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

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하면 도시 공원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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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 제 15조 2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도시공원

의 유형별 설치 및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다.

숲과 녹지 분야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

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휴식·교

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목적으로 설

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

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 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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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도시공원의 유형별 설치 및 규모 기준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
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근린공원)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
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근린공원)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
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
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
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초과하는광역
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하는근린공원)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나. 문화공원
다. 수변공원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
소에 설치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
소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
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
소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50m 이하

500m 이하

1,000m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500㎡ 이상

10,000㎡ 이상

30,000㎡ 이상

100,000㎡ 이상

1,000,000㎡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0,000㎡ 이상

10,000㎡

제한 없음

공 원 구 분 설 치 기 준 유 치 거 리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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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자

연환경·농지 및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는 녹지지역을 다시 세

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녹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법률 제 35조에 의하면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숲과 녹지 분야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

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

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1. 완충녹지 : 기오염·소음·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선형)의 녹지



26 ㅣ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세분된 녹지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완충녹지

가.공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악취 등의 공해의 차단 또는

재해 발생시 피난지 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경우 교목 또는 지피식물을 심

으며 녹화면적율이 50% 내지 80%에 달하며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

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철도ㆍ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진동 공해의 차단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난지 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경우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연속된 상의 형태로 해당 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

치할 것이며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경관녹지

가.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

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③ 연결녹지

가.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나.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

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다.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가로)공원이 되도록 할 것

라.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

은 70% 이상으로 할 것

3)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이 양호한 수림이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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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시설 중 유사 공원녹지

•유 원 지 : 시민생활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되는 오락과 휴양시설

•공공공지 : 시설물 또는 환경의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책 및 보행자통행과 시민

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

•광 장 : 사람들이 모여 휴식하는 만남의 관장으로 일반적인 계획개념

•공개공지 및 지내 조경 :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개별 건축물의 부속공간. 쾌적

한 환경유지 및 소규모 휴식공간

4.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과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내 도시지역에 하여 공

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 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 즉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

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녹화를 위

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하여 수림 보호, 식생비율증가, 해당지역 표식생 증 등을 조

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5.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체계

숲과 녹지 분야

1. 수립주체

2. 결정주체

3. 심의·승인

4. 수립여부

5. 계획대상

6. 계획성격

시장·군수

시·도지사

(도시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건교부장관 승인

수립 의무화

(10년 단위)

도시지역 전체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 성격

시장·군수

시·도지사

(도시관리계획)

지방도시계획위 심의

수립 의무화

(공원결정후 5년이내)

개별 공원

공원조성·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

시장·군수

시·도지사

(도시관리계획)

지방도시계획위 심의

필요시 수립

도시의 일부지역

특정지역의 도시녹화

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녹지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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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 산림 및 공원녹지 정책은 주로 문화경제국의 산림녹지과의 소관 업무이며 일

부 도시건설국의 건설과 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산림분야

2005년 시정백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순천시의 임야면적은 62,969ha로서 순천시

총 면적 90,733ha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은 산림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림에 관련된 사업은 조림, 육림, 산림보호단속, 산불예방, 보호수 관리, 산림경

영기반확충 등이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산림정책

순천시의 주요 산림 정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표 6. 순천시의 주요 산림정책

III. 순천시의 산림 및 공원녹지 정책

경제수 조림

특용수조림

환경조림

풀베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칡덩굴 제거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 근절

희귀수목, 자연석 채취 근절

지속적 계도 및 단속사업

산불감시초소설치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임도시설의 경영관리

산불피해지 및 생육불량지 등

떫은 감, 매실, 밤나무 등의 특용작목

도로주변 및 상사호 주변

식재당년을 포한한 3년간

목재가치가 충분한 소경목 임지

인공조림지중 간벌 이전 임지

밀생임분중 생장촉진 및 형질향상

경제수 조림지 및 도로변 경관조성

기동단속 및 수시단속

수령 100년 이상 독립수목 대상

조 림

육 림

산 림 보 호 단 속

산 불 예 방

보 호 수 관 리

산림경영기반확충

구 분 주 요 사 업 비 고



29지속가능한도시추진 지표개발종합보고서ㅣ

2) 순천시의 환경조림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림사업은 주로 장기수조림, 유실수조림, 환경조림, 봉화

산 조경조림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1996년 30만여주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이후 매년

90만주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여 지난 9년간 총 7,670,230주의 수목이 식재되었다. 주

로 도시지역에 식재하는 환경조림, 시민헌수조림, 봉화산조경조림 등은 각각 431,500

주, 38,000주, 31,050주로서 매년 꾸준하게 나무를 심고 가꾼 것은 도시 환경을 개선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표 5).

3) 민선 4기 산림녹지비전

민선 4기의 산림녹지 비전은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숲, 아름다운 녹지

로서 민관 공동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하여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다양한 사업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숲이 있는 도시녹화 사업

- 도시 관문로 가로수 터널 조성

- 도시 및 학교 숲 가꾸기 운동

- 자연친화적 수목장림 조성

- 맑은 물, 푸른 숲 조성

- 살기 좋은 산촌마을 가꾸기

- 산림자원 보호관리

- 생태숲 조성

- 자연 휴양림 조성

- 도시공원 특성화 사업

- 시설녹지 공간 조성

-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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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순천시의 조림실적 ( 1996 - 2004 )

장기수 조림 223,000주

유실수 조림 13,000주

환경조림 58,000주

시민헌수조림 11,000주

경제수 조림 840,000주

유실수 조림 30,000주

환경조림 28,500주

시민헌수조림 27,000주

장기수 조림 870,000주

유실수 조림 31,000주

환경조림 69,000주

봉화산 조경조림 20,700주

경제수 조림 850,000주

유실수 조림 40,480주

환경조림 45,000주

봉화산 조경조림 10,350주

장기수 조림 810,000주

유실수 조림 71,200주

환경조림 30,000주

경제수 조림 645,000주

유실수 조림 47,200주

환경조림 105,000주

경제수 조림 825,500주

유실수 조림 70,800주

환경조림 23,000주

장기수 조림 970,200주

유실수 조림 28,000주

환경조림 21,000주

경제수 조림 756,000주

유실수 조림 49,200주

환경조림 52,000주

경제수 조림 7,081,700주

유실수 조림 381,280주

환경조림 431,500주

시민헌수조림 38,000주

봉화산 조경조림 31,050주

연 도 조 림 실 적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305,000주

925,500주

990,700주

945,830주

911,200주

797,200주

918,800주

1,019,000주

857,200주

7,670,23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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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녹지 분야

도시녹지는 광의적으로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로 녹화된 공간이지만 협의의 개

념으로는 법률로 지정된 공원과 녹지를 의미한다. 순천시에서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지만 일부는 법률로 지정되지 않은 가로화단, 소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여 관리

하고 있다.

1) 공원관리

순천시에는 도시자연공원 5개소, 근린공원 26개소, 어린이공원 72개소, 묘지공원 1개

소 등 총 104개소 9,366㎢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 녹지 , 소공원, 가로화단

등이 있다. 그 중 도시자연공원은 7,120㎢ 으로 전체 도시공원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다.이외에 27,380㎢ 의 조계산 도립공원이 자연공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순천시의 연차별 도시공원 지정현황은 표 6에 나타내었다. 도시자연공원은 2001년 재

정비되면서 7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으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은 해가 갈수록 약

간씩 증가하였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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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차별 도시공원 지정현황

지정된 도시공원 중 2004년 현재 조성 상황은 표 7과 같다.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26개소 중 9개소만이 조성되었는데 면적상으로는 전체 1.887㎢의 7.5%인 0.141㎢만이

조성되어 있다. 어린이 공원은 지난 10년간 그 면적이 7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

이공원은 숫자상으로는 63.9%, 면적상으로는 59.9%가 조성되어 도시공원 중 조성율이

가장 양호하였다.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서는 1명당 6㎡(시가화구역은 3㎢) 이상의 도시공

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되는데 2005년

현재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상으로 할 때 순천시의 인구는 270,980명으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7.6㎢으로 산출되어 전국 평균 4.8㎢ 보다는 높았지만 조성된 도시공원

만을 상으로 하면 0.9㎢에 지나지 않아 이용가능한 도시공원면적은 단히 낮은 수준

이다. 1명당 공원조성면적은 서울(3.7㎢), 도쿄(5.1㎢), 뉴욕(22.9㎢), 시카고(10.8㎢), 런

던(24.1㎢), 베를린(24.5㎢), 파리(17.9㎢)로 나타나 외국의 경우 공원 조성율이 매우 높

게 나타났다

199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

7

7

7

5

5

5

5

7.867

7.867

7.867

7.867

7.120

7.120

7.120

7.120

5

12

16

16

17

23

23

26

0.133

0.908

0.994

0.994

1.297

1.838

1.838

1.887

40

50

61

61

61

70

70

72

0.100

0.131

0.148

0.148

0.148

0.167

0.167

0.172

1

1

1

1

1

1

1

1

0.187

0.188

0.188

0.188

0.188

0.187

0.187

0.187

53

70

85

85

84

99

99

104

8.287

9.094

9.197

9.197

8.753

9.312

9.312

9.366

구분 도시자연공원 근 린 공 원 어린이공원 묘 지 공 원 계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순천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7.6㎡ (기결정공원 상, 묘지공원 제외)

순천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0.9㎡ (기조성 공원 상, 묘지공원 제외)



33지속가능한도시추진 지표개발종합보고서ㅣ

표7. 도시공원 조성현황 2004년 현재

한편 도시자연공원은 5개소 모두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봉화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전체 공원면적은 9,179,000㎡으로 1인당 공원면적이 33.9㎡

으로 매우 높게 산출되어 공원 결정 면적만으로는 전국 평균인 23.2㎡에 비해 높은 수준

이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매우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현행 공원.녹지제도는 생태공

원이나 수변공원 등 다양한 공간을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시녹화를 위한 제도적 기

반도 거의 없다. 전라남도 주요 도시의 도시공원 지정현황은 표 8과 같다.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의 경우 근린공원의 개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면적은 거의 2.5배가 넘어

근린공원의 지정면적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신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이 매우 넓은

데 이는 봉화산이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8. 전남 주요 도시의 공원지정 현황 2004년 현재

숲과 녹지 분야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계

개소

5

26

72

103

면적(㎢)

7.120

1.887

0.172

9.179

개소(%)

0(0)

9(34,6)

46(63.9)

55(53.4)

면적(㎢,%)

0(0)

0.141(7.5)

0.103(59.9)

0.244(0.03)

개소(%)

5(100)

17(65.4)

26(36.1)

48(46.6)

면적(㎢,%)

7.120(100)

1.746(92.5)

0.069(40.1)

8.935(99.7)

전 체 조 성 미 조 성
구 분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439

51

75

72

13

61

0.949

0.100

0.178

0.172

0.024

0.126

231

18

34

26

17

27

24.734

3.215

4.406

1.887

1.216

4.019

52

6

5

5

3

3

41.971

3.402

0.982

7.120

7.686

5.610

6

1

1

-

-

1

0.905

0.059

0.574

-

-

0.156

어린이공원

(개)

근린공원

(개)

체육공원

(개)

도시자연공원

(개)

면적

(k㎡)

면적

(k㎡)

면적

(k㎡)

면적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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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도시자연공원 현황 (단위 : ㎡)

표 10. 근린공원 조성현황 (단위 : ㎡)

계

봉화산공원

향림공원

매산공원

저전공원

삼산공원

7,120,011

5,101,411

697,820

588,160

173,860

558,750

1972.04.12

1972.04.13

1972.04.14

1972.04.15

1972.04.16

미조성

미조성

미조성

미조성

미조성

구 분
면 적 지정고시일자 비 고

공원별

상삼1공원

금당공원

버드내1공원

왕지공원

동성공원

호반4공원

상삼 619외 1

연향동 1441

상삼리 690

조례동 1822

연향동 1352

연향동 1632

6개소

13,845

21,134

10,006

12,875

10,985.2

41,725

110,570.2

93.04.27

95.08.29

95.08.29

95.08.29

90.09.27

96.09.03

'93.6.30

'99.7.23

'99.7.23

'99.9.17

'92.4.30

'99.9.30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구 분
위 치 면 적 지정고시일자 준공년월일 비 고

공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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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어린이 공원 조성현황 (단위 : ㎡)

숲과 녹지 분야

계

장천공원

역전공원

풍덕공원

상풍공원

중풍공원

조산공원

인제공원

성남공원

신흥공원

저전공원

용당공원

소라공원

향림공원

고지공원

가곡공원

신기안동네공원

신기공원

은성공원

천주공원

부영1공원

부영2공원

성광공원

강남공원

구암공원

45

장천동 81

풍덕동 885

풍덕동 1287

풍덕동 1263-9

풍덕동 1283

풍덕동 1274-1

인제동 375-5

남정동 533

남정동 543-4

저전동 238-1

용당동 569

덕월동산19

석현동894-8

가곡동 962

가곡동 981

가곡동 991

가곡동 998

연향동 1356

연향동 1318

연향동 1383

연향동 1385

연향동 1392

연향동 1402

연향동1435-8

94,885.9

2,400.0

2,000.0

4,427.0

1,460.0

1,003.0

1,460.0

1,460.0

1,460.0

1,460.0

1,500.0

2,182.0

2,540.0

1,500.0

2,005.0

2,005.0

2,722.0

1,980.0

2,183.0

4,318.0

3,444.8

2,763.6

3,790.9

2,064.3

1,527.0

'78.5.15

'78.5.15

'80.5.9

'80.5.9

'80.5.9

'78.5.15

'78.5.15

'78.5.15

'80.5.9

'87.2.19

'87.2.19

'87.2.19

'89.8.3

'89.12.16

'89.12.16

'89.12.16

'89.12.16

'90.5.26

'90.5.26

'90.5.26

'90.5.26

'90.5.26

'90.5.26

'90.5.26

'66.12.31

'72.2.15

'88.12.31

'88.12.31

'88.12.31

'88.12.31

'88.12.31

'88.12.31

'88.12.31

'66.12.31

'96.1.10

'89.5.30

'91.12.30

'93.12.31

'93.12.31

'93.12.31

'93.12.31

'92.4.30

'92.4.30

'92.4.30

'92.4.30

'92.4.30

'92.4.30

99.4.28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구 분
위 치 면 적 지정고시일자 준공년월일 비 고

공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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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삼2공원

못안공원

시무골공원

가장골공원

옹기터공원

버드내2공원

신대공원

서당골공원

송정공원

동산공원

장자보공원

신월공원

호반1공원

호반2공원

율산공원

호반3공원

대석공원

제일공원

남부공원

매동공원

수매골공원

상삼리 620

조례동 1614

상삼리 612

상삼리 635

상삼리 655

상삼리 665

조례동 1657

조례동 1660

조례동 1663

조례1701-1

조례동 1717

조례1668-1

연향동1593

연향동1627-1

연향동1620

연향동1630

연향동1485

연향동1498

연향동1508

상삼리692

조례동1806

2,461.0

1,550.0

2,300.0

1,713.0

2,190.0

1,500.0

1,500.0

5,060.0

2,300.0

1,498.5

1,673.9

2,320.0

2,021.0

1,816.3

1,849.7

1,860.9

1,517.0

1,511.0

1,583.0

1,503.0

1,502.0

'90.11.10

'90.11.10

'90.11.10

'90.11.10

'90.11.10

'90.11.10

'91.9.11

'91.9.11

'91.9.11

'92.1.20

'92.1.20

'92.1.20

'92.12.21

'92.12.21

'92.12.21

'92.12.21

'96.5.7

'96.5.7

'96.5.7

'96.5.7

'96.5.7

'93.6.30

'93.6.30

'93.6.30

'93.6.30

'93.6.30

'93.6.30

'93.12.31

'93.12.31

'93.12.31

'95.12.27

'95.12.27

'95.12.27

'99.12.31

'99.12.31

'99.12.31

'99.12.31

'99.7.23

'99.7.23

'99.7.23

'99.9.17

'99.9.17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구 분
위 치 면 적 지정고시일자 준공년월일 비 고

공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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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

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구분에 따른 순천시 지정현황은 다

음과 같다.

표 12. 녹지지역 지정현황

2004년 현재 보존녹지는 15.50㎢, 자연녹지는 129.29㎢, 생산녹지는 29.49㎢으로 총

173.69㎢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보존녹지는 2001년에 처음으로 지정

되었고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2001년에 그 양이 소폭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녹지로서의 효용이 높은 곳이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의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녹지는

74개소 2,229,989㎡으로서 완충녹지가 72곳, 경관녹지는 2곳이다.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34개소 178,044㎡으로서 면적 비 8%만이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조성되어 있다.

표 13. 도시계획 녹지조성 현황

숲과 녹지 분야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소 계

110.29

110.29

174.28

174.28

174.28

173.69

보존녹지

-

-

15.50

15.50

15.50

15.50

자연녹지

90.02

90.03

129.29

129.29

129.29

128.99

생산녹지

20.27

20.26

29.49

29.49

29.49

29.20

녹 지 지 역
구 분

74 2,229,989.0 178,044.034 8 2,051,94540 92

조 성 지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미 조 성 지
개소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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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순천시 녹지 현황(지정고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00

498,180

82,122.6

305.6

1,426

1,562

113

505

2,383.6

1,040

2,334.9

982.3

992.8

7,280

5,076

2,560

6,273

1,231

3,461.9

1,093

1,961

1,405

1,392

1,842

2,864

2,149

2,331

2,097

2,152

1,706

1993.09.21

1987.02.19

1992.10.17

건교부고시

제92-720호

(연향1 지구)

1978.07.14

금당2지구

인월동경전선철도변

가곡동~서면(철도변완충녹지)

조례동 749 일원

조례동 1233-5대일원

연향동 479답일원

연향동 478-1전일원

연향동 344-13답일원

조례동 1237답일원

조례동 1258답일원

연향동 415-8답일원

연향동 417-3답일원

연향동 419-3답일원

연향동 420-11답일원

조례동 385답일원

조례동 415답일원

조례동산64-18임일원

해룡면상삼리 425답일원

조레동 450-6전일원

연향동 268-6도일원

해룡면성산리 99

연향동 276-5답일원

연향동 276-22답일원

연향동 276-30답일원

연향동 278-4답일원

연향동 278-11답일원

연향동 278-5답일원

연향동 269-1답일원

연향동 266-9답일원

연향동 334-1답일원

해룡면상삼리488-2답일원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시설녹지구분

완충
녹지

경관
녹지녹지대별



39지속가능한도시추진 지표개발종합보고서ㅣ

숲과 녹지 분야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43

16,294

13,001.3

11,317.7

12,486.7

868.2

1,973.8

31,708.3

47,728

5,059

79,561

32,627

6,941

11,428

22,100

14,477

2,940

152,770

73,140

3,720

2,750

12,570

12,300

222,960

21,560

32,460

31,230

208,800

11,320

36,250

금당2지구

왕지지구

연향2지구

율촌사단내

1979.11.29

2001.11.30

가로변앙측5m

소음차단
가로변 양측10m
2001.11.30

가로변 양측5m

해룡면상삼리산35-16임일원

해룡면상삼리산351-6임일원

조례동 1836

조례동 1845

연향동 1634답일원

연향동 1656답일원

연향동 1626-2답일원

연향동 1618-10임일원

율촌사단왜성대변(대로1-16호선변)

율촌산단대로 1-15호선변

율촌산단 1배수로변

광로2-2호선변

광로2-2호선변

광로2-2호선변

율촌산단 2배수로변

광로2-2호선변

광로2-2호선변

국도17호선우회도로변

별량봉림리철도변완충녹지

대1-1호선변(3호광장북측)

대3-1호선변

법원일원동측광로변

(광로3-3호선연향지구북측)

대로 1-15호선변

고속도로변(대로1-18호선변

광로3-3호선변(17호광장남측)

대로 3-10호선변(지방도840호선)

대로3-6호선변

국도2호선우회선도로변

(대로1-17호선변)

대1-4호선변

대로1-9호선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시설녹지구분

완충
녹지

경관
녹지녹지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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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순천시에서는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법규상 녹지이외에 가로화단과

소공원 76개소, 녹지 67개소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순천시에 조성된 소공원은 39

개소로서 총 면적은 49,030㎡에 달한다. 그 중 화단면적이 42,709㎡으로서 전체의 87.1%

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조경수종으로서 큰 나무와 관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생

울타리 또는 잔디로 조성되어 있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

○

○

○

○

○

○

○

○

○

○

○

○

46,940

12,340

11,530

3,810

13,263

5,000

2,460

18,290

2,900

72,730

183,320

5,150

29,400

5,450

가로변양측5m
가로변양측5m
가로변편도15m
가로변양측5m
가로변양측5m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선형 변경

가로변양측5m
(2001.11.30)

전남고시 제12호

2002.3.2

전남고시 제57호

85.4.12

전남도고시

제2002-21호

전남도고시

제1996-251호

대1-1호선변(3호광장남측)

대1-2호선변

광로3-3호선변(17호광장북측)

대로3-8호선변

대로1-19호선변

(농산물도매시장북측도로)

대로2-1호선변

대로 1-8호선변

낙안대로 3류1호선변

낙안주차장변

승주광로변

주암호남고속도로변

주암국도 22호선변

황전괴목리

황전괴목리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시설녹지구분

완충
녹지

경관
녹지녹지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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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순천시 가로화단 현황 (2006년 8월 25일 현재)

숲과 녹지 분야

신성가로화단

월내가로화단

도정가로화단

주암천변가로화단

요곡가로화단

비룡가로화단

장산(1)가로화단

장산(2)가로화단

쌍율가로화단

석거리재화단

불 재 화 단

용 쏘 화 단

동 내 화 단

금치가로화단

쌍림가로화단

봉림가로화단

석산가로화단

도월가로화단

노디목가로화단

오곡가로화단

검단가로화단

승주읍 신성리신성
(승주하수처리장 앞)

승주읍 월계리501-5번지외 3필
(승주~서면구간 도로변)
승주읍 도정리 축내
(월등~승주간 도로변)
주암 요곡~ 구산
(주암천변제방)
주암 요곡319-1

(주암톨게이트 주변)
주암 비룡292외1

(주암~화순간 도로변)
외서면 장산리 장산
(국도변 - 벌교방향)
외서면 장산리장산

(국도변 - 주유소 부근)
외서면 쌍율리
(평화산장주변)
외서면 장산리

(보성군 벌교읍계)
낙안면 동내리 동내
(고개마루 아래쪽)
낙안면 동내리 동내
(자연휴양림 부근)
낙안면 동내리 동내
(불재아래 곡선부근)

별량면 금치리
(벌교읍 경계)

별량면 쌍림리 649-19외3필
(국도2호선변 - 사거리부근)

별량면 봉림리 1242
(쌍림교 아래)

상사면 도월리 석산
(상사댐 공원 옆)

상사면 도월리 도월
(상사댐 도로변)

상사면 응령리 714
(상사 문화마을 입구)
상사면 오곡리 647외1

(승주골프장 ~오곡간도로)
해룡면 성산리 성산
(여수간 국도변)

485

588

4,327

8,000

503

1,157

350

242

991

130

3,050

900

1,100

1,740

1,983

500

380

815

554

250

1,960

10

11

15

48

14

2

512

498

94

14

4

115

40

17

22

400

2,000

700

30,000

30

500

38

37

52

11

700

2,800

2,200

15,000

100

70

800

300

240

2,000

명 칭 면적(㎡)위 치 조경수 관목류(철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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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 가 로 화 단

호 두 가 로 화 단

용 전 가 로 화 단

서 가 가 로 화 단

월 전 가 로 화 단

신 기 가 로 화 단

풍 덕 가 로 화 단

도 롱 가 로 화 단

산단입구가로화단

대 안 가 로 화 단

대 구 가 로 화 단

백강로가로화단

장선(1)가로화단

장선(2)가로화단

영 옥 가 로 화 단

매 곡 가 로 화 단

가곡삼거리교통섬

중앙로(1)분리대

중앙로(2)분리대

석현천변가로화단

강변로가로화단

조 곡 가 로 화 단

해룡면 호두리 구상
(여수간 국도변)

해룡면 호두리 구상
(여수간 국도변)
해룡면 용전리
(여수간 국도변)

해룡면 남가리 서가
(여수간 국도변)
해룡면 월전리
(여수간 국도변)

해룡면 월전리 신기
(와온간 도로변)

해룡면 대안리풍덕
(여수간 국도변)
해룡면 도롱리
(와온간 도로변)
해룡면 호두리
(율촌산단입구)
해룡면 대안리
(여수간 국도변)
서면 대구2리
(국도변)
서면

(순천교도소~ 공단입구간 국도변)
월등 농선장선

(괴목~월등면사무소간 하행)
월등 농선장선

(괴목~월등면사무소간 상행)
영옥(소로3-169호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매곡동(중로3-9호선등4개노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가곡동
(가곡삼거리)

가곡동 강변로 입구
(가곡삼거리~선평삼거리)

매곡동,석현동
(순천대~의료원)
석현동843-5(제)
(순천경찰서 앞)

동외동,매곡동,석현동
(강변로변)

조곡동(전라선변)

962

3,682

1,240

1,125

1,055

6,500

800

1,600

2,640

500

450

400

3,900

1,100

387

3,500

991

84

50

28

1,020

55

70

26

5

38

18

55

3

15

165

8

105

120

800

8,000

150

800

2,000

2,000

500

32,000

1,180

230

2,100

1,345

400

6,706

20,000

15,000

300

17,500

명 칭 면적(㎡)위 치 조경수 관목류(철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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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녹지 분야

강변철도변화단
강 변 화 단

역전로타리교통섬

조곡Ⓐ진입로가로화단

율 전 가 로 화 단

연향배롱나무가로화단

체육관사거리교통섬

남 산 로 교 통 섬

성신원교통섬화단

신남제길가로화단

저 전 가 로 화 단

성동오거리교통섬

신보Ⓐ배롱나무화단

청암대사거리교통섬

조례연동교통섬화단

평화로가로화단

조례사거리교통섬

운곡길가로화단

건 너 들 길 입 구
가 로 화 단

지봉로가로화단

연 향 가 로 화 단

계

조곡,(동천변)
조곡,(동천변)

조곡동
(순천역 앞)
조곡동

(금호아파트입구 진입로)
조곡동(소로2-185호선등4개노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연향동

(조달청 입구 좌측 경사면)
연향동

(팔마체육관 앞)
풍덕동

(남산초앞)
남제동

(성신원앞)
남정동 229-4

(순고 뒷편 ~ 남정정수장구간)
저전동421-3(도로)

동외동
(성동로타리교통섬)

덕월동
(신보아파트앞 철도변)

덕월동
(청암대 입구)

조례동
(쓰레기매립장입구 도로변)

조례동
( 광양선 국도변)

조례동
(조례사거리)

왕지동
(법원검찰청입구도로변)

조례동805-3(도)
(조례시영아파트 입구)

조례동1652(도)
(풍전주유소~유심천구간)

연향동
(조례사거리~부영2차Ⓐ구간 도로변)

64개소

1,325
3,000

175

247

1,500

12,320

698

154

35

160

314

1,602

300

523

1,841

450

2,000

148

800

300

88,729

245

5

133

93

100

39

18

1

3

1

110

7

200

7

10

4,253

1,400

1,500

274

5,865

20,000

8,000

900

100

2,500

2,200

8,000

3,600

1,000

3,000

20,000

8,000

3,900

259,228

명 칭 면적(㎡)위 치 조경수 관목류(철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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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순천시 소공원 현황

280

328

1,771

3,300

810

10,000

300

171

1,547

1,328

670

2,170

1,088

589

330

430

600

765

800

400

119

135

87

176

20

150

420

50

105

2

38

73

105

93

78

147

66

40

38

38

26

20

250

7,000

1,500

800

2,065

1,100

500

3,000

500

1,120

100

100

530

500

500

200

691

잔디

2,000

유평소공원

송전쌈지공원

구산소공원

우산소공원

곡천소공원

봉산소공원

금성소공원

장산소공원

가용소공원

명지동산

사랑의동산

미곡소공원

도월소공원

응령소공원

월전소공원

용두재소공원

동산소공원

운월(1)소공원

운월(2)소공원

망용쌈지공원

승주읍유평리유평
(상사댐도로변)

승주읍신성리송전
(선암사방향도로변)

주암면구산리741-4외2
(주암초교앞)

송광면우산리외장마을
(노리송어장입구)
송광면봉산리곡천

(곡천삼거리-송광사방향)
송광면봉산리곡천

(봉산가든옆)
외서면금성리중촌마을
(중촌마을앞도로변)
외서면장산리영내

(마을안쪽)
외서면반용리가용마을

(마을뒷산)
상사도월미곡
(상사댐도로변)
상사도월미곡
(상사댐도로변)
상사도월미곡
(상사댐도로변)
상사도월도월
(상사댐도로변)
상사응령713-4
(문화마을내)
해룡면월전리

(농협옆)
해룡면농주리
(와온고개마루)
서면동산리 871
(문화마을내)

월등운월노고치
(승주간도로변위쪽)
월등운월노고치

(승주간도로변아래쪽)
월등망용

산137-5(도)등3필지

면적
(㎡)

울타리
(㎡)

구 분 위 치
조경수목류(본)

조경수 관목류 초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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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녹지 분야

17

99

3,000

630

490

505

467

1,500

570

2,018

500

200

920

688

218

2,880

330

42,709 341

5

590

47

4

42

12

60

13

1

30

80

15

3

19

14

2,620

90

1,000

100

900

80

400

400

1,000

280

1,600

1,000

26,615

1,700

잔디

잔디

2,290

잔디

6,681

공마당쌈지공원

금곡소공원

의료원소공원

매곡쌈지공원

선평삼거리

쌈지공원

조곡쌈지공원

금강쌈지공원

둑실소공원

율전(1)소공원

율전(2)소공원

한사랑소공원

덕암쌈지공원

수박등길

쌈지공원

한마음소공원

남정현대쌈지공원

저전(1)소공원

저전(2)소공원

홍내소공원

오천소공원

계

금곡동116-3

(공마당)

금곡동 225-9

매곡동

(순천의료원)

매곡동425-1

(매곡동사무소앞)

가곡동

(선평삼거리)

조곡동753-1(천)

(조곡동사무소아래)

조곡동 577-1

(금강아파트뒷편등산로입구)

조곡동

(영테니스장옆)

조곡동 263-35

조곡동 263-210등4필지

덕암동220(도)

(친구주유소옆)

덕암동375-2(도)

(구,동사무소주변)

생목동28-63등3필

(생목현대아파트입구)

풍덕동852(도)

(팔마주유소옆)

남제동 513-2(구)

저전동148-2외1

저전동128-2

홍내동661-18(도)

(통천마을부근)

오천동(시도변)

(도사초교주변)

39개소

면적
(㎡)

울타리
(㎡)

구 분 위 치
조경수목류(본)

조경수 관목류 초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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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

1. 공원녹지의 조성율 미비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여 순천시의 전체 공원은 103개소, 9.179km2이 지정되어 있으

나 조성된 공원은 55개소(53.4%), 0.244k㎡(0.03%)일 뿐이다. 도시민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의 7.5%인 0.141k㎡만이 조성되어 있을 뿐이

다. 시설녹지의 경우에도 전체 74개소 2,229,989㎡중에서 34개소 178,044㎡로서 전체 면

적의 약 8%만이 조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기 미집행중인 공원과 시설녹지가 많은 것

은 특히 매입보상금액이 높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

생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기존 시설계획의 불합리,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집행 가능성의

감소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면밀한 실사가 필요하다.

2. 녹지 및 숲 관리의 미흡

공원, 녹지, 도시 숲에 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관향상

을 위한 큰나무공익조림, 육림, 도시공원 리모델링, 공원시설물 보수, 제초, 전정, 병해충

방제 등이 주요 공원녹지 관리사업에 속하지만 기 조성된 전체 공원녹지 및 도시 숲에

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공원녹지와 도시 숲은 위치에 따라 발휘하는 효

용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관리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가령 도시공원

이용객의 성향에 따라 수종 및 시설 종류가 결정되거나, 도시 기후를 조졸하기 위하여 녹

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원녹지 및 도시 숲의 체계적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있다.

3. 녹지 및 숲의 질 저하

공원녹지는 양적 확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녹지 및 숲의 양적 확보는 자칫

토지 자체의 확보에 머물러 그 토지 위에 성립되는 식생, 또는 식피의 질이 고려되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방재를 위한 완충녹지에 알맞은 수목이 식재되지 못하거나, 공원지역에

비음을 제공하지 못하는 관목이 다량으로 식재되는 경우 녹지의 질은 양호할 수 없는 것

이다. 특히 도시 숲의 경우에는 각 수목의 수관폭과 수관고를 증 시킴으로써 숲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녹지 및 숲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토양을 건강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토양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운 또는 시비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Ⅲ. 도시 숲과 공원녹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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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간 연결성 부족

순천시의 공원녹지간 연결성에 관한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공원녹지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우선 시의 한 복판에 위치한 봉화산 자연공

원은 남해고속도로와 27호 국도에 의해서 백운산과의 녹지축이 단절되었고 난봉산과는

옥천, 향림천에 의해서만 연결될 뿐이다. 기 조성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서로 단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에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가로수나 생울

타리가 조성되지 않아 녹지와 녹지 사이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또한 원도

심과 신도심의 지역간 공원녹지 배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5. 시민참여 부족

공원녹지, 가로수 등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녹지의 조성과 관리는 주로 시 행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녹지 , 소공원 등도 부분 공공부문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최근 꽃도시 조성사업과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일부 시민참여가

이루어졌다. 시민들에게 있어 공원녹지는 단순히 조성되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조성에서 관리까지 수혜자로성의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원녹지 및 도시 숲의 이용자가 시민인 만큼 조성 및 관리에 자원봉사 성경의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6. 토지소유권

부분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는 사유 재산이다. 순천시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봉

화산 자연공원이다. 봉화산은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해

마다 높아져 명실상부한 시민자연공원이자 생활권 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봉화

산 공원구역의 95% 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비록 순천시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장기 미집행시설인 봉화산 자연공원을 비롯한

공원녹지에 해 단계별 매수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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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 조성 미흡

그동안 도시림의 조성과 관리에 한 종합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관림 조성,

공익조림, 환경조림 등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림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민의 휴양활동의 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법으로 지정고시된 공원녹지 못지

않게 중요한 녹지자원이다. 봉화산, 남산, 난봉산 등은 시가지를 에워싸고 있는 중요한

도시녹지이며 조계산, 모후산, 계족산 등의 시 외곽의 산지 역시 도시기후를 완화시키는

산림녹지이다. 따라서 도시 주변의 산림, 즉 도시림을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관

리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2. 가로수 관리 미흡

순천시의 가로수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109개 노선에 총 38,564주가 식재되어 있지

만 관리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가로수는 고립목으로 심어져 있는데 식재 당시의 토양은

도로 개설에 따라 표토가 거의 없는 광물질 토양이거나 건설자재와 뒤섞인 토양인데다

도로가 포장재로 덮여 투수성이 불량하여 각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육이 더디어진

다. 한편 은행나무와 같은 일부 가로수에서는 건물이나 전선과 맞닿아 나타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강한 전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수형을 잃고 가지와 잎이 너무

빽빽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순천시의 가로수 관리는 제초와 전지 작업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육기반인 토양환경의 개선에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 미흡

소공원은 도시의 소규모 공지나 자투리땅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생

활 속에서 가깝게 이용하도록 조성된 도시공원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소

공원은 시민의 수요 충족과 녹지의 확보라는 공원의 원래 개념에 효율적 토지이용이라는

경제적 개념이 혼합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제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시의 소공원은 39개소 489689㎡ 이며 그 중 화단면적은 42,709㎡ 이다. 그러나 주거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 14개소가 설치되었고 그 중 체육,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되는 소공

원은 의료원 소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부분 경관용으로 조성된 것이다.

가로화단은 64개소 90,796㎡ 이 조성되어 도로경관용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로화단은

부족한 도시 녹지 면적을 보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로

화단의 면적은 도시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Ⅳ.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숲과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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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학교, 공공건물, 산업시설, 주택시설 등의 토지는 광의의 의미에

서 잠재력이 큰 녹지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학교 숲 가꾸기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시민들에게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통하여 도시 녹지와 숲을 가꾸기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학교나 공공건물

의 녹지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즉 숲의 양과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녹지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아직 관상위주의 정원조성에 머

물러 있는 곳이 많다.

1. 녹지확보

1) 녹지 총량의 증대

도시의 녹지의 양을 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 녹지를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녹지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 현존 녹지의 보전

우선 도시의 현존 녹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녹지는 식

생으로 피복된 지역을 뜻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원녹지 이외의 모든 녹지를 유형별

로 파악하여 보전 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녹지의 파괴

를 최소한으로 하거나 개발사업 완료 후 복원사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도시녹지의 총량을 늘리는 또 다른 방안은 도시 인근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는 것으로 도시의 자연경관 및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기할 수 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자투

리땅을 녹지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숲과 녹지 분야

Ⅴ. 녹지확보와 숲의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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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 녹지의 창출

새로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해 적극적으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원,녹지의 총량을 늘리기 위하여 새롭

게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집행공원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생활권 공원

의 하나인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소공원을 조성하되 시설위주의 공원보다

는 휴식을 위하여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학교나 공공시설의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어 소공원화하거나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일이 지속

되어야 한다.

한편 녹지활용계약을 이용하여 녹지를 확충시킬 수 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

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수림 를 보호하고

식생비율을 증 하고 표식생을 증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종 개발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의한개발

계획

2. [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

사업계획

3. [주택법]에의한대지조성

사업계획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의한정비계획

가. 1만㎡ 이상 30만㎡ 미만의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개발부지면적의 5%이상중큰면적

나. 30만㎡이상 100만㎡미만의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이상

또는개발부지면적의 9%이상중큰면적

다. 100만㎡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또는개발부지면적의

12%이상중큰면적

1천세대이상의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이상또는개발부지

면적의 5%이상중큰면적

10만㎡이상의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이상또는개발부지

면적의 5%이상중큰면적

5만㎡이상의정비계획 : 1세대당 2㎡이상또는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중큰면적

구 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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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존 도로 중 보도의 일정 면적을 보도블

럭 등의 포장재를 제거하고 흙이 들어난 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녹지에 풀이나 나무가

심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되도록 많이 확

보하여 지역환경에 어울리는 식생으로 피복하는 일은 콘크리트 공간에 푸르름을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신규 녹지를 창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생태주차장건설, 자연형하천건설, 옥상녹

화, 벽면녹화 등이다. 특히 이미 도시시설이 완비된 곳에서 새로운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도시에 산재하는 벽면을 녹화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옥

상녹화는 시공상 기술적인 제약이 있지만 도시의 열섬현상을 와화하고 건물의 냉난반 에

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숲과 녹지 분야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에의한개발계획

6.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계획

7.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사업계획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한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대하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1조의규정에의한공공녹지확보기준을적용한다.

가. 10만㎡이상 30만㎡미만의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이상

또는개발부지면적의 12%이상중큰면적

나. 30만㎡이상 100만㎡미만의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이상

또는개발부지면적의 15%이상중큰면적

다. 100만㎡이상 330만㎡미만의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이

상또는개발부지면적의 18%이상중큰면적

라. 330만㎡이상의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이상또는개발

부지면적의 20%이상중큰면적

가. 주거용도로계획된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m2이상

나.전체계획구역에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정한공공녹지확

보기준을적용한다.

가. 주거용도로계획된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이상

나.전체계획구역에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정한공공녹지확

보기준을적용한다.

구 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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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관리의 강화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의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기본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등에 의

하여 관리되고 있다. 각 법에서는 도시의 녹지와 숲을 가꾸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한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숲과 녹지 관리에 있어 녹지총량을 늘리고 신규녹지를 창출하여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도 현존 숲과 녹지를 잘 관리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 녹지의 근

간인 토양을 개량하고 도시 수목과 숲의 생육상황을 파악하여 숲과 녹지가 지니는 환경

적 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자료들을 체계화한 DB를 우선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녹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도시녹지와 숲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여 종합적

인 계획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숲의 조성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면적이 아니라 그 토지위에 조성되어 있

는 식생이다. 식생은 어떤 장소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집단을 말하는데 도시 녹지의 경

우에는 나무와 숲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잘 가꾸어진 도시 숲은 도시민에게 쾌적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보안 기능을 발휘하여 도시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주어진 토지 위에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숲의 구조적 특징의 하나인 층위를 만드

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목-관목-초본으로 구성된 층위를 만들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에 심는 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

어야 하는데 가령 음지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큰 나무 밑에 심어 결국 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조성관리계획

가로수조성관리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시장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매 10년

매 10년

매 5년

건설교통부령

조례

건설교통부령

조례

수 립 권 자법 령 기 간 수 립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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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녹지네트워크 구축

녹지네트워크는 도시에 존재하는 모든 녹지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

서 녹지는 협의의 녹지가 아니라 광의의 녹지이며 어떤 형태이든 식생으로 덮힌 모든 공

간으로 산림, 하천, 농경지 등 일반 자연생태계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녹지네트워크는 생

태네트워크, 녹지축, 녹도, 비오톱네트워크, 서식처네트워크 emdd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호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도시녹지

는 규모면에서 단위 면적이 적고, 연결성이 약하며, 단순한 형태이며, 주민의 이용과 접

근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도시녹지는 자연지역의 녹지보다 상 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며 생물종, 생태적 질도 낮다.

녹지네트워크의 관리는 보전, 복원, 창출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전관리는 녹지

의 양적, 질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복원관리는 녹지의 불량한 부

분을 개량하고 제거함으로써 환경을 양호하게 재생하는 것이며, 창출관리는 녹지간 유기

적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녹지를 적절한 위치에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전관리를 주축으로 한 복원, 창출 관리가 중요한 관

리개념으로 인식된다.

1) 도시녹지네트워크의 구성

도시녹지네트워크는 경관생태학상 그 구성요소가 조각, 가장자리, 통로, 모자이크, 바

탕 등의 경관요소로 구분되며 점(point), 선(line), 면(area)적 요소로 구분된다. 점적

요소는 크기는 작지만 징검다리와 같은 연결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원, 운동장, 옥상공

원, 화분, 소공원, 가로화단 등이다. 선적 요소는 면과 점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키는 것으로서 가로수, 녹도, 하천, 자전거도로 등이다. 마지막으로 면적 요소는 도

시림, 규모가 큰 공원, 시설녹지 등으로 녹지네트워크의 핵이나 거점으로 사용되는 것

을 말한다.

2) 순천시의 도시녹지네트워크 구축시 고려사항

봉화산, 난봉산, 순천만은 도심 지역의 생태적 거점이다. 이러한 거점들 사이에 수많

은 도시, 녹지, 하천, 가로화단, 가로수 등이 위치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도시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도시의 숲과 녹지를 최 한 활용하여 생태적 건강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도시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시에서 여러

가지 녹지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 도시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은 다음

과 같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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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조사

(2) 구체적 자료수집 및 생태정보 수집

(3) 비오톱 지도 작성

(4) 핵심 패취 및 코리더 설정

(5) 훼손지역 판별 및 복원입지 선정

(6) 도시녹지네트워크지도 작성

(7) 교육 및 홍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시 생태문제의 해결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중 하나는 환경의 오염과 환경의 훼손이다. 오염이던

훼손이던 간에 도시환경의 변화는 인간을 비롯한 생물서식공간이 변화되는 것으로 도시

의 자연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 지표를 개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도

시생태계의 균형이 교란되는 것은 도시확장 및 개발에 따른 토지피복상태가 변화됨에 따

라 나타나는 것으로서 산림 감소, 녹지 감소, 불투수포장율의 증가, 생물서식공간의 감소

등은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 중 숲과 녹지에 관한 지표는 물과 습지와 더불

어 도시의 환경생태적 잠재력을 극 화하여 도시민과 자연이 공생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녹지와 숲을 확충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여 도시생태계의 균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지표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1. 지표의 개발 방향

숲과 녹지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

지표는 그 내용이 행정수행이나 결과 평가에 있어 적용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아무리

지표가 추구하는 내용이 훌륭하다 할 지라도 그 지표를 변할 자료의 수집이 어려우

Ⅵ. 숲과 녹지 분야의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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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표의 활용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집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파악하거나

또는 새로운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시차비교가 용이할 것

지표는 현재와 미래의 도시모습을 나타내므로 단위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다양한 사업시행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미

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항목들을 추출하여야 한다. 각 지표는 단기, 중기, 장

기로 나누어 평가한 후 시차비교를 수행할 수 있다.

3) 포괄적 평가가 용이할 것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지표로 설정할 경우 도시 전체의 변화에 한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숲과 녹지의 세세한 변화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2. 지표의 검토

숲과 녹지 관련 지표

숲과 녹지 분야

부 문 주 요 관 점 정 량 지 표 비 고

공원녹지의 양

생물서식공간 양

도시 숲 관리

생태면적율

녹지네트워크지도

주민참여

도시공원 조성면적율

시설녹지 조성면적율

신규 공원녹지 지정면적

서식처 유지율

신규 서식처 조성면적

도시 숲 조성 면적

도시 숲 가꾸기 면적

가로수 관리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

가로화단 설치면적

주차장 녹피면적(잔디블럭)

투수성 포장 면적

녹지 기초조사-지도작성

연결 및 복원입지 선정 및 조성

자원봉사 횟수

근린, 어린이공원

완충, 경관, 녹도

법규상 공원녹지 외

숲가꾸기

녹 지

생물서식공간

숲

토 양

녹지네트워크

주 민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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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부문

녹지는 식생이 성립된 모든 지역이지만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은 법규상

의 공원녹지이므로 지표의 관점을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율과 새롭게 지정되는 조시공

원녹지의 면적에 두었다. 특히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공원의 조성면적이 파악되면 전체 및 각 읍면동별 1인당 도시공원면적

을 산출함으로써 균형잡힌 도시공원의 배치 및 조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1) 도시공원조성면적율

도시공원조성면적/지정도시공원면적 * 100

도시공원조성갯수/지정도시공원갯수 * 100

(2) 시설녹지조성면적률

시설녹지조성면적/지정시설녹지면적 * 100

시설녹지조성갯수/지정시설녹지갯수 * 100

(3) 신규공원녹지 지정면적 및 조성면적

2) 생물서식공간

도시발달에 따른 생물서식공간의 감소로 인해 도시생태계가 건전하지 못하게 된다.

도시 곳곳에 분포하는 생물서식공간(비오톱)을 보존하고 새로운 비오톱을 만드는 일

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서 도시의 아메니티

(Amenity)를 증진시키는 지름길이다. 산림, 공원녹지, 하천, 가로화단 등이 모두 생물

서식공간에 속하지만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현존 비오톱의 유지율과 신규 조성면적

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비오톱 면적지수

현존 비오톱 면적/ 상 토지 면적 * 100

(5) 신규 비오톱 조성면적

3) 도시 숲 부문

일반적으로 녹지가 하드웨어라면 식생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식생은 넓게 보

면 숲과 초지와 꽃밭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시 숲이 풍성하면 도시기후의 완화,

휴식 및 휴양 공간의 확충, 생물다양성의 증진, 탄소의 저장 등 많은 효용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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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가로

수의 관리 및 식재는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함을 주며, 가로 경관

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가로화단과 소공

원의 조성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도시의 푸르름과 쾌적함을 평가하는데 큰 역

할을 할 것이다.

(6) 도시 숲 조성면적

학교 숲, 마을 숲, 생태 숲 등

(7) 도시 숲 가꾸기 면적

(8) 기존 가로수 관리

(9) 가로수 식재

(10)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

(11)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

4) 토양 부문

토양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터전이며 토양이 건강해야 숲과 녹지가 건강

할 수 있으며 홍수 등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갈수록 도시가 인공피복물로 덮이기

때문에 건전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태면적율은 상 지역에서 자연

순화기능을 지닌 토양면적의 비율이다. 생태면적율을 도입한 것은 무분별한 불투수성

토양포장을 억제하고 도시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도

시의 생태면적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가로수간 가로화단

설치면적, 주차장의 녹피면적, 투수성 포장 면적 등을 파악하여 생태면적율 증진의 지

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가로화단설치면적

(13) 주차장 녹피면적

(14) 투수성 포장면적

숲과 녹지 분야



58 ㅣ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5) 녹지네트워크의 조성

단절된 녹지공간을 연결시키기는 것은 방 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야 할 일

은 녹지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

한편으로 녹지의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하여 각종 비오톱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계획

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비오톱 지도의 작성과 녹지를 연결하고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

하고 실시하는 과정의 평가가 필요하다.

(15) 녹지 기초조사-비오톱지도작성

(16) 녹지연결 및 복원입지 선정 및 조성

6) 주민참여

숲과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선 숲과 녹지에 한 주민 요구가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높아진 만큼

특히 공원녹지를 결정하고 조성하는데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조성된 숲과

녹지 관리에 있어 주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자원봉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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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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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라ㅣ순천제일대학 건축과 교수순천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가지경관의 지표개발

1.1. 의제작성 배경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가지경관에 대한 욕구 증대

- 국가 당면과제라는 경제발전과 도시화과정에서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환경의 조성

은 경제성과 기능성에 밀려 열악한 현실로 나타남

- 지형적 특성과 도시적 맥락을 무시한 채 일률적 토지이용계획의 적용과 단편적이고

2차원적 면적배분에 의한 경관관리는 기성시가지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의 도시경관

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경관과 환경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경관에 한 질적 문제가 두되면서 지역

마다 도시환경 정비계획, 경관관리 기본계획등과 같은 도시 가꾸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1. 의제작성 배경 및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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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고유의 문화나 풍습, 자연환경이나 역사환경 등 도시 및 지역공간 자체가 경쟁

의 중요 요소로서 질 높은 공간 및 환경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음

- 특히 경관은 지역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 뿐아니라 지

역간 경쟁시 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설계 및 지구상세계획 등이 부재한 가운데 단순히 가로망 체계 및 토지

이용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리 되어오던 기성도시의 경관을 도시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경관계획에 한 개선방향의 구체적

인 제시가 필요하게 됨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을 지닌 경관의 보존과 창조를 통한 도시 이미지 대한 향

상에 대한 욕구증대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써 품격 있는 도시경관 형성

- 교육문화의 도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서와 창의성을 자극하고 정신적 풍요를 느

낄 수 있는 인간성이 존중되는 살기 좋은 도시 환경

- 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관적으로는 독자성을 지니면서, 문화적으로는 역

사성을 지니는 쾌적한 창조적 도시

1.2. 의제의 가치

도시경관이 가지는 가치는 경관 스스로의 가치보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그것에

두는가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며, 때와 장소 또는 상과의 관련방식에 따라 달리 표현

되는 평가 _실제적, 현상적인 평가는 그 밑바탕에 있는 경관 가치에 관한 관점으로부

터 출발한 것이며, 그에 따라 경관계획의 상과 부문이 도출된다.

아름다움이나 쾌적함을 추구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부터, 친밀

한 도시경관, 장 한 자연, 편안하고 한가로운 전원 등의 경관은 인간 창조력의 원천

이며 이는 우리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는 심미적, 예술적 가치 및 환경의 표상이나

상징으로서 인간존재와의 관계성에 의미를 두는 철학적, 의미론적 가치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논의됨.

도시경관계획을 통해 추구되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정체성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계

승되는 원경관성과 풍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관의 창출과 디자인에 응용될 수 있

는 계획적 가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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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도시 경관의 가치 내지는 지향점으로 아름다움, 쾌

적성,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각적 도시환경에서는 이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임

경관에서 아름다움이 가지는 가치는 시각적 우수성과 조화에 관계가 있다면 쾌적함

은 물리적 기능을 위주로 한 환경의 종합적 질이고 정체성은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는

지역고유의 환경특성이라 할 수 있음

1.3. 의제의 요건

종합성 :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녹지, 건축물, 하천 등으로 다양하며, 경관을 형성

하는 행위도 창출, 보전, 복원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갖는다. 경관계획에는 이

러한 요소와 행위를 개별적으로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묶어 공간특성에 맞

춰 양호한 경관 형성을 의도할 필요가 있음

장기성 :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은 장기적인 노력과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경관계

획에 있어서도 금후의 시민의 요구나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중장

기적 전망에 의한 계획을 입안,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

공유성 : 도시경관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의식과 가치관이 그 기반이 되며, 그

런 의미에서 도시경관은 시민문화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관

계획에서는 도시경관에 한 의식 고양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시민의 다

양한 가치관을 살려 시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시민

참여와 공공과의 파트너쉽 그 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

여야 함

공공성 : 특히 공공성은 공공시설을 취급하는 경관계획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기준과 과정의 타당성, 객관성, 명시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실행성 : 경관계획의 방법이 조작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서 실천적이며

경관공학적으로 경관 상을 다룰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됨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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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가지경관의 지표개발

3.1. 목 표

다양한 매력창출의 쾌적한 도시 : 산과 물의 자연적 경관과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 도시창조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의 도시적 이미지 향상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도시 :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고부가 가치의 창출로 도시와

도시간 경쟁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의 활

성화

자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도시 : 녹지의 절 적 보존과 개발로 인한 훼손의 최소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각종규제와 유도지침 마련

지역적 특성화가 나타나는 도시 : 지역의 자연, 역사문화, 도시경관 등 총체적인 경

관자원의 활용으로 테마이벤트 등의 개발과 지역이미지 고양을 위한 특화된 도시경

관형성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 시가지 경관형성을 위해 행정과 시민이 파트너쉽으로써 키

워가는 친환경적 개발

3.2. 비전

도시이미지 향상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시민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 특히 시각적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따라서 시가지 경관의 보전과 형성은 개인의 자아실현 보장과, 생활의 질적 측면

에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가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필요함

경관의 현황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시가지경관 관리를 위한 방향제시

2. 의제 명

3. 의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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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적으로 비 해지고 현 화된 도시 환경속의 경관은 무분별한 형성을 통해 파괴

와 훼손에 의한 삭막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정체성과 독자성 상실을 가져옴

시민의 주도적 참여 방안 제시

- 경관의 질적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가꾸기 실천,

시민 경관협정체결, 경관행정에 적극협력 등 시민의 주도적 참여로 시가지경관 가꾸

기 실현이 필요함

4.1. 도시경관의 개념과 요소

4.1.1. 도시경관의 개념

□ 도시경관은 지형, 도로, 건축물등 물적요소와 역사 문화 제도와 같은 비물적요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요소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 상물로 인식되고 각 요

소가 조화롭게 결합되었을 때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며 인간의 시, 지각에 의해

‘보기 좋은’모습으로 인지된다고 볼 수 있음

□ 즉, 도시경관은 단순한 풍경만이 아닌 인간의 시·지각적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하여 상 군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도시경관은 실체로서의 객관적, 물리적 환경과 주관으로서의 인간체험이 결

합된 하나의 복합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도시 활동이나 장소

의 역사·문화적 의미 등 비시각적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도시경관은 자연환경이나 건축물, 공작물 등 인공환경의 시각적 표

현이외에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문화적 환경들의 총체적 체험과 관

련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함

□ 이렇듯 경관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되기 때문에 다의성을

띄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관은 환경이라는 실체개념보다는 관찰자가 일정한 거리

를 두고 관조하는 경우에 보여 지고 형성되는 심상 혹은 이미지라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음

□ 따라서 경관은 물리적 시설과 환경에 한 인간의 시각적 구조, 마음속에 형성되는

환경적 이미지 그리고 집합체로써 장소의 독창성들이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함

도시 경관 분야

4. 의제를 위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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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경관의 개념은 시각에 의한 공간지각이 구성됨으로써 생성되는 인식

이며, 공간상에 펼쳐져있는 여러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그림처럼 느껴지는 공

간상의 구성으로써 결국 경관의 상은 시·지각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물적공간

으로 정의하고자함

4.1.2. 도시경관의 구성요소

□ 일반적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자연지형. 오픈 스페이스, 도시기반 시

설, 도로, 건축물, 장치물 등으로 구성되는 물적요소와 역사, 경제, 문화, 제도, 행

정 등으로 구성되는 비물적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서 물적요소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선과 개조를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창조 및 소멸시킬 수 있는 것들이며 일반적으로 형태에 의해 지각되어짐

□ 이와 같은 시설물의 형태는 그 자체의 기능적 요구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응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그 형태를 결정짓는 기본요소인 시설물은 도시구성에 필요

한 사항임

□ 따라서 조화로운 경관연출을 위하여서는 하나의 건물 또는 관련 건물군에 있어서

텍스츄어의 통일이 필요하며 이것은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배적

인 텍스츄어의 흐름을 의미함

□ 또한 건물개개의 단위로 건축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건물 상호간의 통일성과 조화

를 잃어버리고 도시경관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변 환경과의 맥

락유지가 필요함

□ 결국 시각적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는데 바람직한 배경이란 그것이 현

적이든 시 적이든 독특한 그들의 개성을 희생함이 없이 현존하는 건물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공간의 움직임에 의해서 연속성을 얻을 수 있는 공간형태의 창조가 필요하

게 됨

□ 오픈스페이스는 인공요소들로 구성된 도시공간 내에서 도시인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공의 장으로써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도시의 품격이 좌우됨

□ 가로시설물은 가로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전체적인 경관을 평가하는 미적요소

로 큰 기여를 할 수 이는 시설로 취급되며 이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지

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도시경관의 중요요소로 인지되고 있는 광고물은 정보전달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가로의 미적요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바 도시의 미적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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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도시경관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미적측면

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구조물의 형태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중요요

소로 두되고 있음

4.2. 관련 법규 및 국내·외 사례

4.2.1. 국내·외 경관관련 법규

가) 국내 경관관련 법규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존의 이원적 국토의 경관관리는 도시지역

의 확산에 응한 적절한 안 마련에 미흡함

□ 국토의 난개발 문제에 응하고 체계적인 국토이용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경관구축

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도시 경관 분야

경 관 관 련 법 규 내 용법 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명시

•미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내용 포함

•주거지역 세분화 및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물의 밀도 및 규모(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규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정 및 평가 항목 지정(경관영향검토)

•문화재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

•도시공원, 경관 녹지가 도시계획(공공)시설로서 결정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광고물 정비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경관(녹지)의 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 축 법

환경영향평가법

문 화 재 보 호 법

도 시 공 원 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산 림 법

국내 경관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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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용도지구는 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세분화가 가능함

용 도 지 구 내 용구 분

•1943년부터시행된풍치지구가 2000년 도시계획법이개정됨에따라경

관지구로변경되었으며,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포함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단순한 보조제도가 아닌

실질적 제도로 변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 후퇴부분 등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

어 다양성 측면 부족

•미관지구의 건축선규정과 연계하여 가로미관향상을 위하여 가로구역

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실시함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

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대상지 전체에 일률적인 높이를 제한함으로서 적용이 용이하고 자연지

형을 강조할 수 있으나 다양성 측면이 부족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

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경 관 지 구

미 관 지 구

고 도 지 구

보 존 지 구

용도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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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경관관련 법규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관 관련법규는 공통적으로 자연경관적인 측

면과 역사경관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실행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수변, 생활, 조망권 측면에서 다양한 경관관련 법규들이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의 경관관련 법규들이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역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들이 시행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역사적 유적에 관한 경관관련 법규들이 엄격히 시행중이며, 농촌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들이 적용되고 있음

도시 경관 분야

내 용구 분 용도지구세분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자연풍치를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시계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주변경관지구 등이

있음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

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그 외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

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

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

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 연 경 관 지 구

수 변 경 관 지 구

시가지경관지구

기 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 반 미 관 지 구

최 고 고 도 지 구

최 저 고 도 지 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 관

지 구

미 관

지 구

고 도

지 구

보 존

지 구

국내 경관관련 지구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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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국내·외 사례

가) 국외 도시경관관리 사례

(1) 거시적 경관관리

① 도시 스카이라인

•영국 Oxford

- 성당, 학교 등 고건축물로 이루어진 전통적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의 고

도 규제

•미국 Boston

- 교회 첨탑과 공공건물의 돔으로 특징 지워지는 전통 유럽풍의 스카이라인

- 사무실 수요의 증 로 고층을 허용 => 형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심의를 통하

여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경관형성을 유도

•미국 New York

-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일찌기 건물높이 제한을 포기하고 용적률과 건축선 후퇴

(setback)의 개념을 도입하여 초고층이 가능하도록 함

관 련 법 규법 규

•자연경관측면 :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녹지보전법,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조례

•역사경관측면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법

•수변경관측면 : 자연공원법, 하천법

•생활경관측면 : 도시계획법

•조망권확보측면 : 옥외광고물법

•자연경관측면 : 국립공원법

•역사경관측면 : 사적법, 국가역사성보호법, 고대유물법

•생활경관측면 : 도시계획법, 시가지개발법, 건축법

•영국 : 도시농촌법 / 역사적건조물및고기념물법 / 도시전원어메니티법

•프랑스 : 역사적가구보전법 / POS(토지점용계획) / SDAU(도시기본계획)

•독일 : 도시계획촉진법 / 연방건축법 / 주건축법, 지방조례/ 지구상세계획

일 본

미 국

유 럽

용도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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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shington

- 도시의 상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연방정부 건물

이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주변 건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샌프란시스코

- 구릉지 지형을 강조하기 위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

•씨애틀

-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도심지 건물의 허용높이를 낮추는데 성공

② 경관고도규제

경관고도 규제 기법은 절 높이 규제, 조망선 규제, 전면도로 사선규제 등으로 구

분이 가능하며,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고 있음

도시 경관 분야

관 련 법 규법 규 특 성

•교회첨탑, 공공건물의 돔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적

스카이라인보존을위한고도제한

•설계심의활성화를통한스카이라인형성유도

•활발한경제활동으로고도제한폐지

•시민단체의노력으로일부지역고도제한

(Tower on a base)

•맨해튼으로의조망확보를위한수변고도제한

•연방건물의상징성유지를위한엄격한고도제한

•지형적 특성(bowl)을 고려한 외곽 부도심에 고도제

한완화

•구릉지형을 강조하여 기슭보다 정상에 더 높은 건물

허용

•높은곳에는폭이좁은고층건물유도

•고도규제에관한시민제안(CAP)을 투표로통과시킴

•매년 업무용건물의 총허가 면적을 정하고 디자인경

쟁을통하여선발함

신성한

스카이라인

번영의

스카이라인

상징적

스카이라인

우아한

스카이라인

시민제안

스카이라인

보 스 턴

맨 해 튼

워 싱 턴

샌프란시스코

씨 애 틀

용도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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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Honolulu의 절대고도규제

- 용도지역별 고도규제 : 최종 정지면에 평행한 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규

제(Height Setback시 25ft까지 허용)하여 부적절한 시설의 입지, 구조물의 설계,

토지이용으로 인한 악영향의 최소화 등을 유도

- 다이아몬드헤드(Diamond Head) 지구 : 건축 불가지역과 25ft 고도규제지역으

로 구분하여 자연적인 특성과 독특한 조망권을 보호

- 와이키키(Waikiki)지구 : 해안선에서 100ft 건축선 후퇴로 마우카마카이

(Mauka-Makai)의 조망권확보

•인도네시아 Bali의 절대고도규제

- 휴양지로서의 경관보전을 위해 야자수 높이인 9m 이하로 건축물 고도를 규제

•영국 London의 고층건물 제한구역도(Sensitivity Map)

- 스카이라인의 보존을 위하여 고층건물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

- 고층건물 제한구역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부적합 지역, 예민한 지역, 긍정

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

•미국 Denver의 Mountain View 조례

- 주요 공원으로부터 록키산맥의 조망권 확보

- 공원의 동쪽 끝에 기준점 설치하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서쪽방향(록키산맥 조망

방향)으로 100ft당 1ft의 경사면을 설정하여 관리

•호주 Canberra의 절대고도규제

- 도시의 주요 경관축을 설정하여 캐피탈언덕(Capital Hill) 정상부의 높이인

1,985ft 이하로 규제

- 시가지축에서는 캐피탈 언덕 고도인 1,985ft와 수상축 1,825ft의 중간높이인

1,905ft이하로 규제

•호주 Sydney의 사선제한

-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경관고도규제를 도시 마스터플랜에서 규정

•뉴질랜드 Wellington의 Viewshaft

- 도시 마스터플랜에서 viewshaft를 보호하기 위한 각 구역의 고도계획을 수립하

여 실천함

-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초고층을 허용하는 신 주변 주거지역은 저층을 유도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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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 분야

사 례건축물고도기준 방 법경관관리내용

제주도 중문 관광지구

하와이 농업지구, 보전지구

시애틀

Citizen's Alternative Plan

인도네시아 발리(관광지)

제주도 만장굴 관광지구

호주 캔버라 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우리나라 남산

미국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프랑스 파리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

남산 경관관리 구역
제주도 관광지구
(묘산봉, 세화,송당, 함덕, 교래)

일본 궁성 주변

영국의 런던시

도시계획구역

호주의 시드니

5층

2층

높이 125ft

야자수 높이 이하

산정상 1,985ft이하

도시주변산능선이하

산주변도로높이이하

시청사

시점에서 경관요소
방향 1.7%경사면이하

주요 조망점과
도로 연결선

궁성건물과 주변 수림
대의 연결선

주요 조망점과

랜드마크로의

조망각 확보

도로변사선

: 전면도로 기준

주요 랜드마크 주변

토지용도별

층수/높이

규제

수목 높이

이하

주요 지형

높이 이하

주요 건물

높이 이하

시점과

경관요소

연결선

이하로

규제

시각회랑

보호

일조건

보호

랜드마크

경관보호

절

대

높

이

규

제

기존 주변

환경 고려

조

망

선

규

제

사

선

규

제

용도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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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각회랑(경관축)

시각회랑(경관축)의 경우, 주요 경관요소나 랜드마크에 한 조망확보를 통해 전

체의 경관고도 의 규제 계획

•영국 London의 표준전망(Standard View)

- 1968년 28개의표준전망을설정하고이를기준으로신축고층건물의높이를규제함

- 템즈강 다리, 공원, 오픈 스페이스 등의 공공장소에서 조망되는 전망으로 파노라

마(Panorama), 시각적 원추(Visual Cones), 시각회랑(Visual Corridor)로 구분

- 고층건물의 신축허가를 위한 심사를 할 때 표준전망에서 보여주는 현황사진과

신축건물을 넣은 사업 후 사진을 비교하여 심사

•캐나다 Vancouver의 Viewcone

- 주요 산(Seymour 山-1,453m, Glause 山-1,200m)과 랜드마크(Great Vancouver

landmark)에 한 조망 및 건물 스카이라인의 관리가 목적

- 캐나다 시의회에서 주요 경관에 한 27개의 Viewcone을 채택

- Vancouver시의 Viewcone은 해당보호구역이 사진과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음

•뉴질랜드 Wellington의 Viewshaft

- 자연경관 요소(Nicholson만의 두 반도, Ma Tiu섬)와 랜드마크(The Beehive, St.

Gerards)로의 조망확보

-「Central Area Viewshaft」라는 Wellington시 조례의 한 부분으로 성문화되어 총

27개의 보호 조망선을 규정하고 있음

•미국 Austin의 View Corridor

- 텍사스 주정부 청사건물로의 조망경관 보호(Capital View corridors) : Capital

Dominance District 내 건축물 높이는 주청사 돔 높이인 해발 653ft (199m 이내

를 원칙, Capital Dom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100ft (약 30.5m)벗어날 때 4.366ft

(약 1.3m)의 높이제한 완화

Viewshaft의 보호 규정 Viewshaft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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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oston의 조망보호

- 랜드마크 조망보호(Landmark View) : 주의사당 돔, 교회의 첨탑, 고층 타워 등

시각적 랜드마크에서 방향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망의 기회 확보

- 오픈스페이스와 수변경관의 조망 : 공공진입로를 확보하고 이러한 조망을 공유

할 수 있는 건물 배치나 형태 등을 배려. North Station에서 Charles River로의

조망, Fort Point Channel Area에서 Boston Port로의 조망 확보 등

나) 미시적 경관관리

(1) 역사문화지구

•미국 Boston

- Boston시는 미국에서도 역사가 깊고 전통적인 시가지를 자랑으로 여기는 도시

로서 역사적 시가지 보전시책이 중요한 경관시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 Boston시 역사지구는 Back Bay, Beacon Hill, South End, Bay Village, St.

Botolph, Bay State Road, Mission Hill, New State 등이며, BLC(Boston

Landmark Commission)는 건축적 요소 심사에 국한해 심사

•프랑스 Avenue des Champs Elysees

- Champs Elyses 주변의 역사 기념물 보전지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의 건설, 보도확

충, 식재 재정비 등의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

- 특히 파사드는 건물정면의 리듬, 개구부의 위치, 층고의 균일화, 색채나 소재의

조화 등 을 통제

도시 경관 분야

Austin의 view corridor 주의사당으로의 조망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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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물

•미국 Boston

- 싸인조례(Sign Code) : 옥외광고물을 각 지구(주거지구/상업지구/역사지구 등)

의 상황에 따라 규제의 방법 및 내용을 달리함

- 옥외광고물규제는 싸인조례를 기본으로 건축국과 도시계획국, BRA가 긴밀히

연계하여 시책이 전개됨

•미국 San Francisco

- 시의 죠닝제도와 관련한 법령집(Planning Code) 제 6장 싸인(sign)에 근거함.

- 싸인의 종류, 설치지역, 지구, 공공시설, 특별 싸인지구(Special Sing District) 등

각 지구의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정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

•미국 Ostin의 풍경도로 주변 싸인 규제

- 경사지 풍경도로 조례(Hill Country Roadway Ordinance) : 간선도로나 주요 풍

경도로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200ft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사이트플랜,

디자인, 진입구, 싸인 등을 규제

(3) 가로시설물

•일본 姬路城

- 전통적 의미의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입간판(freestanding)

벽간판(wall sign)

상업용 깃발(commercial flag)

옥상간판(roof sign)

•대지 당 1개, 건물 폭 높이 1ft당 0.4ft제곱에서 최대면적은

64ft제곱으로 함

•최대높이는 12ft

•벽면 싸인의 최대면적은 건물높이 15ft까지 벽면면적의

10% 이내로 함

•금지

•금지

싸 인 종 류 규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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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koln

- 색채 및 형태의 통일성을 꾀함으로써 도시의 통합된 이미지 형성

(4) 건축물 외관

•미국 Boston

- 조닝제도와 더불어 디자인 심사제도는 경관컨트롤 시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면

서 개발프로젝트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심사 주체나 방법, 프로세스 등을 달리함

- 규모 개발심사와 소규모 개발심사의 이원화된 운영

•미국 San Francisco

- '도시 디자인 플랜'을 개별지구에서 실천해 가는 수법으로 '주택지 관련 가이드

라인'책정

- 주택지 가이드라인은 근린의 성격(neighborhood character)과 디자인 요소

(elements of design)로 구성됨

- 근린의 성격에서는 맥락을 3단계(맥락이 명확한 근린, 복잡한 맥락을 가진 근

린, 명확한 맥락을 가지지 않은 근린)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계획지침을 예시

로 보여줌

도시 경관 분야

··

벽돌로 쌓아올린 버스쉘터 전통적 형태의 전화부스

koln역의 시설물 시가지 내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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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 탐방로

•미국 San Francisco의 49miles Drive Road

- 관광객을 위해 도시의 명물이나 우수한 경관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제

시함

- 각종 민간단체의 스폰서를 통해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배포함으로서, 방문객들

을 위한 유용한 관광지침서가 되고 있음

•미국 Camel의 17miles Drive Road

-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자연의 절경을 17마일의 드라이브 코스로 함

-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음

- 관광객을 위한 훌륭한 자연경관 감상코스로 매우 인기가 높음

1) 국내 도시경관관리 사례

① 국내 도시경관관리 현황

광역적 규모에서부터 지구적 규모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관관리 및 형성계획이 진

행되어 왔음

특히, 2003년 1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자치단

체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신문판매소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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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 분야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가
로
축

경
관
축

녹
지
축

하
천
축

지구단위
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 1994, 1997) 서울시 도시경관 관
리방 안연구 Ⅰ, Ⅱ, Ⅲ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서울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대구광역시(2002)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Ⅰ, Ⅱ

•부산광역시(1998)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보전계획- 주요산지부
주변지역의 고도지구지정계획연구 -

•인천광역시(1998) 도시경관정비기본계획, 인천발전연구원

•광주시(1996) 광주시 도시경관보전·관리방안연구

•부산광역시(2005) 도시경관기본계획

•강원도(1994)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

•경기도(2000)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전라남도(2005) 경관기본계획

•용인시(2001) 용인경관형성 기본계획, 경기개발연구원

•경남개발연구원(1995) 도시경관정비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진주시를 대상으로 -

•안산시(1990)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안산시)

•안양시(2002) 경관관리 기본계획

•과천시(2003) 경관관리 기본계획

•김천시(2004) 도시경관 기본계획

•가평군(2002) 가평군 경관관리 기본계획. 경기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1998) 조망가로조성 사업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용인시(1997) 기흥읍 가로경관 형성 기본계획

•원주시(1989) 원일로 가로환경계획, 새암길가꾸기(1993)

•서울대학교(1999)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자연경관보전 및
경관형성연구

•서울특별시(2001)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보전계획, 시정개발
연구원

•서울특별시(2001)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보전을 위한 우면산
경관시뮬레이션

•경기개발연구원(1998) 도시경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림스카이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 방안연구

•부산광역시(1999) 부산 도시하천 경관관리방안 -수영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2000)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시정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2002) 용인 구갈3지구 경관형성계획

•인천광역시(2001) 송도신도시 경관기본계획-요약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관계획분류
경관계획
(●)

경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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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순천시 도시경관 자원

□ 순천시는 소백산맥 자락에 속해 동측은 봉화산, 서북쪽에 조계산, 비봉산, 남산 등

의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경관으로 자연형 경계를 형성하고 있음

□ 표고가 낮은 지역은 건축물에 의해 피복되고 표고가 높은 지역은 자연녹지로 배분

되는 지형기반의 건저녹고(建低綠高) 도시경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표고가 높

은 자연녹지는 시가화지역을 둘러싸고 있어 상 적으로 주변부의 산지 및 구릉지

가 도시경관의 배경이 되어있음

□ 순천시는 친수공간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분지형의 도시 형태로 조망점이 많아 각

조망점별 경관관리가 필요함

□ 건축물 높이와 밀도가 낮았던 시기에는 상 적으로 주변산지의 스카이라인이 도시

경관의 통일적 요소가 되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조망을 통해 개방된 도

시공간이나 무질서한 건축물 스카이라인이 조적으로 드러남

□ 봉화산, 남산 등을 비롯한 산악지형은 도시경관의 배경이 되며 도시가로의 방향성

을 인지하는 실마리가 되지만 병풍형의 고층아파트가 시가화 지역 주변으로 확산

되면서 능선조망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이 독창적이면서도 일체적인 경관의 패턴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난립으로 예술성이나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음

5.2. 지구지정현황

□ 현재 순천시 행정구역내 경관지구는 지정되어있지 않음

□ 순천시의 표적인 경관자원의 보전과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되는 자연, 역

사문화자원의 관리를 위한 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함

5.3. 순천시 도시경관의 구조적 특성

5.3.1. 자연경관 구조

□ 자연경계형의 도시인 순천시는 산에 의해 둘러싸여 도시 내부의 크고 작은 구릉지

가 시가지의 입면적 배경이 되어주면서 계절감과 녹지, 풍부한 경관을 제공하는

잠재적 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5. 의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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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 지형지세로 인한 구릉지와 친수공간, 하천주변의 평지간에 분명한 지형적

비로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연계성과 완충적 공간의 부족을 느끼게 함

□ 경관의 정비와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도시경관의 전반적인 틀의 존재와 원경은

양호하지만 이들 경관 잠재력을 연출하거나 끌어들이기 위한 중경으로서의 스케일

과 근경을 이루는 거점적 요소가 미약한 편임

5.3.2. 시가지경관 구조

□ 원도심부의 경우 개성적이며 활기찬 지구경관의 특징 부족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주요 난제로 되어있음

□ 동천의 친환경화로 인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공간의 활성화는 도시경관이 계

절과 시간에 따라 연출하는 표정을 즐기고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이

되고 있음

□ 풍부한 자연이 생활공간의 배경이 되는 경관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내 전

원부나 개방적인 장소와 거점간을 연결하는 녹지경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이미지를 고려하고 용도에 맞는 색채제안과 옥외 시설물등의 규제, 관리소

홀과 시민의식의 부재로 인해 시가지 경관의 무질서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5.3.3. 역사 문화경관 구조

□ 농촌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한 지역적 특성으로부터 경관에 한 정서와 의식이 시

작되었지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도시화의 진전이 자연과의 관계성에 한 의식

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도시를 벗어나면 곧 자연속의 전원과 문화 유적지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적

요소가 공간적으로 보면 도심과 주변지역의 환경의 이분화를 허용하는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됨

□ 생활패턴의 다양화, 고층화, 거 화속에 도농 중간적 위상을 지닌 순천시의 경우

도시문화적인 녹지공간이나 공원을 중시하는 심미성 의식보다는, 근린의 녹지가

자연에 한 일상적 욕구와 주변의 문화적 유산에 의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5.4. 주요 경관현황

5.4.1. 자연적 특성

□ 순천시는 소백산맥자락의 봉화산(350m)을 중심으로 한 U자형의 시가지 주변에 남

산(342m) 첨산(316m)등의 자연경관이 도시의 배경이 되어 있고, 도시의 중심을 흐

르는 동천은 도시에 여유로움을 주는 친수경관이 형성되고 있음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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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 상징적 자연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순천만은 매력적이고 부가가치 창출

및 경관적 가치가 큰 습지 보호구역으로 갈 와 조류보호 등 다양한 수변활동을

수용하는 특성화된 수변 경관축을 형성하며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5.4.2. 역사·문화적 특성

□ 문화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낙안읍성, 조계산 지구 등의 역사적 환경을 갖고 있어

테마 이벤트등이 활성화되어 있음

□ 낙안 문화축제, 남도 음식 축제, 풀벌레 축제, 팔마문화제 등은 순천시의 정체성

있는 문화축제로서 역사환경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인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있음

5.4.3. 시가지의 특성

□ 순천시는 자연적 조건이 우수하며 전체적으로 낮은 산악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시

가지는 동천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고층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음

□ 건축물의 외관이나 옥외광고물, 색채, 가로시설물 등이 특성화되어있지 않아 전체

적으로 질서감과 통일감이 결여된 개성이 없는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원도심의 공동화와 함께 협소한 가로폭, 녹지공간의 부족,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복잡하고 혼잡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의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음

□ 하천경관의 경우 동천의 정비로 인해 지나치게 인위적이며, 교량 역시 예술성이나

상징성의 부족으로 시가지 경관 형성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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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순천시 도시경관의 주요쟁점

토지이용의 무계획성과 체계성결여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시행된 택지개발

로 인한 난개발

- 이로 인해 주거지의 상업화와 상업지의 주거화라는 경관적 역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자연경관과 시가지 그리고 시민과의 단절성

- 자연경관의 급격한 훼손과 상실

- 자연경관의 흐름이 도시의 개발로 인해 맥이 끊어지면서 도시의 통경축 단절

도시지형 및 경관구조의 원형훼손
- 무계획적인 도시확산과 시가지 내외부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공간구조와 스카이라인

의 부조화

- 생태적 도시지역의 특성을 훼손하므로 인해 고유한 지역성의 상실을 가져옴

주거지경관의 황폐화

- 경관적, 환경적, 기능적 배려가 결여된 고층고밀의 공동주택이 무차별 건설되고 있음

- 고층고밀의 타워형 아파트의 집중건설로 인해 지역경관 차원에서 주거지경관의 황

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교통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로 주거근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됨

가로경관의 몰개성화와 상업화

- 간선 로변의 가로 경관관리를 위한 정책 부재

- 간선 로변의 가로내부가 경관적, 환경적, 기능적으로 부조화를 이루고 획일화 되어

있음

도시경관의 생활성, 장소성, 정체성의 상실

- 역사 문화관리의 소홀로 인해 생활문화자원의 파괴

- 역사 문화경관자원에 한 시민의식 부재와 상업적 개발주의 팽배로 인해 생활문화

환경의 질적 저하 초래

- 주요경관의 상징적 정체성의 결여

도시 경관 분야

6. 순천시 도시경관에 나타나는 주요쟁점과 잠재력



82 ㅣ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6.2. 순천시 도시경관의 잠재력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역사성을 지닌 문화·예술도시

탁월한 자연적 경관을 지닌 녹색도시

- 도시간 자연경계를 이루어주는 주변산지와 동천과 이사천 등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

이 주요한 경관축과 수계를 형성하여 도시경관의 기반이 되는 경관의 특성이 양호

하게 조성되어있음

풍부한 도심의 녹지공간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 도심공간의 공원화, 교통광장 녹화 등으로 연결되는 자연 녹지공간의 연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건강도시

양호한 생태적 경관을 지닌 생태도시

- 순천만의 갯벌과 철새도래지 등의 습지 보호지역인 순천만은 세계적 생태경관 요소

로서 이의 보존과 활용 및 정비로 인한 우수경관 확보

도시경관에 있어서 중심시가지의 경관은 도로축경관과 함께 공동주택경관, 일반 생활

경관(색채경관,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이 한데 묶여 중요 도심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

는 경관유형으로써 뿐아니라 공간적 지역적 경관단위로써 또한 인간이 도로에서 시각적

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체험하는 환경 및 요소들을 의미하기도 함

봉화산 이사천 동 천 동천(야경)

7. 주요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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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축경관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조망을 위한 계획뿐아니라 가로환경 개선

을 총체적으로 다루는데, 이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

로 지역의 특징과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

대단위 개발지구의 공동주택 경관은 일반 건물에 비하여 부지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물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는데서 통합적 도시경관관리의 대상으로 특성

을 지님

공동주택의 경관은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맥락이나 입지적 조건이 복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경관적 특성을 보유하게 되며,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그 자체가 조망

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도시가로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형성인자로 작용함

일반 경관은 생활경관으로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색채경관 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이는 도시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경관 요

소가 되기도 함

일반 경관의 경우는 행정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고 시민의식이 미흡하면 종합

적 계획 및 관리체계구축이 어려운 시급한 경관유형임

따라서 도시경관가운데 도시 이미지를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시가지경관으로

한정하여 그 가운데 도로축 경관과 공동주택경관, 그리고 생활경관중 색채와 옥외

광고물에 국한하여 1차 지표설정을 하고자 함

7.1.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지표 1 과 보조지표 : 중심시가지로써 표성을 갖춘 특화된 가로경관창출

- 생동감 있는 가로공간 형성

- 보행공간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가로경관 창출

- 통과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변지역과 일체가 되는 도로경관 형성

지표 2와 보조지표 : 단위 개발지구의 공동주택 경관 및 양호한 스카이라인 형성

- 스카이라인의 형성과 관리

- 도시 맥락적 조화로운 경관 창출

- 다양하고 친근한 경관 창출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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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과 보조지표: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이미지 향상

- 옥외광고물의 경관관리 (색채, 디자인, 크기, 형태 등 )

- 불량 옥외광고물의 정비

지표 4 와 보조지표 : 건축물의 색채 가이드라인

- 시설물의 색채관리

- 고유 이미지의 보존 및 특성화

- 지역에 따른 특화된 색채계획

7.2. 지표의 접근방법

중심시가지로써 대표성을 갖춘 특화된 가로경관창출

- 시가지의 상업 활동은 도심 내에서 필수적이며 토지 이용상으로 보면 도시 내에서

비교적 적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그 기능은 도시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시의 이미지를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도심의 시가지경관은 도시 내 각 지역의

특성을 최 한 살리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구심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 현재 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업업무지역은 야간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주거

지역에 상업 및 서비스 업종의 침투 그리고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형 건축물

의 건립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환경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음

- 지금까지의 개발형태는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무시한 채 건축물을 통해 오로지 경제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음

- 고층빌딩 위주의 점적개발로 인한 도시 스카이라인의 파괴, 각기 개성을 강조한 주

변과 어울리지 못한 건축물의 양산, 차량의 접근을 우선한 필지구획과 격자형 가로

망의 구성 그리고 기존의 특성을 무시한 재개발 등의 형태로 지역이 구성되어 왔음

- 특히 상업지 접경 주거지역에 상업기능의 침투는 주차장, 유흥업소등 과도기적 성격

의 도시기능이 자리 잡음 으로써 상업 · 업무지구의 이미지에 걸 맞는 경관조성과

관리가 요구됨

- 기존의 도심지가 갖고 있는 특성과 맥락을 유지 및 발전시키면서 경관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발 및 정비 방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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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서 가로경관 정비를 통한 방법이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간선가로변의 형 건축물 군이 보여주는 가

로경관, 내부가로 및 지역내부에 조성된 저층 상업 건축물 군으로 형성된 가로경관

에 한 검토가 필요함

- 중심시가지의 가로경관은 도시의 구조를 알기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도시의 아이덴터티를 부각시키고 가로경관 구성요소의 형태와 색채디자인에

한 지침제시와 도시 홍보물의 정비

•도시의 축을 형성하는 도로축은 특성화 도로로 정비하고 스트리트 퍼니쳐의 연출

에 의해 매력있는 도로경관 창출

- 도로에서 보이는 시각환경의 질적 향상

•가각부를 정비하고 도로의 기능에 따른 도로변 정비는 물론 중원경에 해서도 배려

•가로변의 간판이나 사인을 정리하여 쾌적한 통행공간으로 조성

- 구간에 따라 개방감과 일체감 연속감 연출

•도로별 특성이나 토지의 이용에 따라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이 되도록 가로경관의

연속감과 일체감 연출

대단위 개발지구의 공동주택 경관 및 양호한 스카이라인 형성

- 순천시는 동천을 비롯한 수변경관과 자연경관 자원이 양호하므로 주변 고층 건축군

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양호한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유도함

- 단위 택지개발지구와 도시내 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개발지구의 환경

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의 개발과 경관정비를 유도함

- 사업성위주의 고밀개발시 양호한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유도

•고층개발로 인한 조망권 확보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화로운 경

관계획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을 배제하고 지역적 맥락을 유지

•양호한 스카이라인의 형성과 열린 환경조성

•위치의 특성과 군집형태로 인해 도시경관의 훼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

•판상형 배치형태를 지양하고 다양한 패턴의 개발을 유도하여 각 지구별(단지별)

아이덴티티(배치패턴, 형태, 색채 등)를 확보

- 단위 공동주택지의 경관특성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경관의 형성방안과

계획지침마련

•단지의 배치에 있어서 주변도로를 가로막는 폐쇄형을 피하고 개방적인 배치를 통

해 열린 주거환경 조성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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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개발지구에서 나타나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경관이 아닌 다양한 경관의

창출

•현황분석을 통한 적용가능한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유도

•입지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유도

- 자연친화적인 개발개념을 적용한 공동주택지 계획지침 개발유도

•휴먼스케일이 반영된 인간적 감각의 친근한 경관 창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유도와 녹지공간의 연계방안

•보행환경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조성.

•하천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조망 및 개방감고려

•친근감 있는 자연요소들을 적극 도입하여 인공공간의 녹색경관화의 적극적 유도.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이미지 향상

- 옥외광고물의 1차적 역할은 정보의 전달이지만 현 와 같이 옥외광고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광고물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1차적 역할이외에도 도시의 외적 색채나 조

형성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도시미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이 차지하게 되는 비중은 기본건축물에 적

용되는 색채계획 못지않게 중요함

- 일반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늘어가는 옥외광고물은 제작시 광고주의 홍보적 역

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물자체의 조형성이나 색채균

형 등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음

- 그 결과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색조를 남발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도시경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광고물의 1차적 목적마저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시생활의 주체인 인간의 시각적 심리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문

제점들에 한 구체적 지침 마련과 체계적 지도가 필요함

-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위한 중요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로 형태/디자인적 측면은 가장 기본적 부분으로 옥외광고물이 가지는 조형적

색채적 면이 강조됨

•둘째는 재료적인 측면으로 설치이후 내구성과 오염노출에 한 내구성 등을 검토

해야 함

•셋째로 제도적 차원의 보조 광고물이 건축물과 같이 잘 어울리면서 나름 로 기능

적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법적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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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광고물의 크기나 부착위치 등은 물론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

는 색상이나 보행자, 통행차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설치되는지의 여부와 설치후

그 로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건축물의 색채 가이드라인

- 도시공간에서는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의 색채계획도 그러한 맥락에서 계획, 진행되어야함

- 도시의 색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도시의 색깔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임

- 과거 도시의 미적기능에 한 관심이 전무했던 시기를 지나 현 에는 보이는 상에

서 느끼는 이미지가 인간심리의 안정과 분위기를 잘 변할 수 있는 요소로서 색채

계획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 이렇듯 색채계획은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간을 주체로 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시

각적으로는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어야함

- 또한 도시 나름 로의 개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즉, 그 도시에서 생활

하는 시민모두를 위한 활기찬 거리로 품격 있고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하는 공통의

청사진이 바로 도시의 색채 계획에 있음

- 생동감 있는 가로공간

•거 화되는 인공물들이 만들어 내는 답답하고 거 해지기 쉬운 이미지를 생동감

있고 쾌적한 가로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색채계획을 수립

- 지역에 따른· 색채계획

•도시환경이 거 화되는 반면, 기능적으로는 세분화되는 각각의 공간의 특성에 따

른 색채계획이 필요함

- 고유의 이미지의 특성화

•순천시의 색채현황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가 되지 못하여 타도시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특성화지역을 설정한 색채관리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시설물관리

•교량, 육교, 스트리트 퍼니처(가로등, 벤치, 휴지통, 승강장 등)는 도시경관 형성에

악세사리로써 중요한 요소임

•이러한 구조물들은 시민들에게 고유의 기능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이외에도 구

조물 자체의 조형미로써 도시경관을 바꿀 수 있는 요소이기에 적극적 색채관리가

요구됨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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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각 가로와 구역의 기조색에 이러한 시설물들의 색채를 액센트화 함으로써 도

시경관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음

- 도시경관의 정비관점에서 주변 환경과 건물의 특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적

인 통일과 조화를 도모

•채색된 건축물(시설물)이 갖고 있는 조형적 특성과 색채적 특성이 주변경관과 부

합되지 않을 경우 시각적, 심리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변부의 건

물색, 자연경관의 배경색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통일감 있게 조성하도록 유도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이미지를 통일하고 개성 있고 독특한 도시경관을 연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장소나 채색되는 면적의 크

기를 제한하고, 고충부의 스카이라인을 살릴 수 있도록 고층부의 옥외광고물에

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번화가나 상점이 많은 지역의 저층부는 채도가 약간 높은 색채로 유도하는

것이 활기찬 거리의 연출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도시경관 차원에서 아름다운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색채와 디자인을 개선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

•도시이미지가 무절제한 옥외공고물로 퇴색하지 않도록 도시자체의 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광고물의 크기, 색상, 현태가 시각적 부담이 없도록 무절제한 옥외광고물에 한

정비

8.1. 종합적 추진전략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과 도시계획의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제도적 틀 마련

각 주체별 참여와 시가지 경관의 계획 수립시 파트너쉽 필요

모범적 사례의 공유와 현장문제점을 컨설팅해줄 수 있는 모임의 구성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교육과 적극적 홍보필요

행정적 차원에서 시가지 이미지 향상을 위한 법적규제와 인센티브의 명확한 추진

모든 집단이 함께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

8.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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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시가지경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로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와

건조물이 경관의 형성과 보전에 기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세티브 제도는 공익적 요소를 최대화하고 밀도(용적율)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가지경관의 경우 인센티브로 활용할 요소가 규제 요소가 되는 점 때문에 인센티

브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함

인센티브의 공공성 확보 : 개별필지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는 지구 전체에 대해 공

공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서 시가지의 경관형성 관련 노력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범도시차원의 경관형성 유도

경관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거나 제정된 후, 이를 기준으

로 순천시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도시경관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소유주, 설계자, 시공자나 도시

경관의 형성에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활동단체, 개인등의 표창계획

시민단체와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지원시스템의 구축

8.2. 지표의 세부적 추진전략

지표1의 추진전략

- 시가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로경관형성은 활동과 이동량이 많고 도시 구조상 전략

적 개발이 요구되는「시가지형 가로경관 형성지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내에 나

타나는 상업지역을 상으로 하는「노선형 가로경관 형성지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 및 추진 정비되어야 함

- 중심상업지로서의 표성을 갖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심상업지의 지구별, 블

록별, 가로별 특성을 부각시켜 특화된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함.

- 가로부와 결절부 상업시설들에 한 형태(높이, 외관 등)와 배치, 규모에 한 체계

적인 관리를 통해 입체적인 경관의 창출을 도모하고 도시설계적인 기법(건축선 후

퇴, 1층부 아케이드화, 입면 정리 등)을 도입하여 도시의 점적개발을 배제하는 한편

인지성이 높은 결절부(교차부, 가각부)에 한 경관관리를 강화함.

- 보행공간의 혼란스러운 요소를 제거하여 보행자들을 위한 쾌적한 경관을 창출하고,

보행공간에 녹지 환경을 최 한 확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재료와 바닥패턴의 디자인

을 유도함.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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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상업 · 업무시설에서 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도입하여 원활한 보행이 이루

어지게 하여 도시를 상으로 한 공간체험을 강화시키는 경관조성을 유도함.

지표2의 추진전략

- 단위 개발지역의 공동주택경관은 자연경관자원이 양호하고 주변과의 연계가 필요

한 지역에 있어서는 중점관리 상으로 지정하여 개발관리 및 정비를 유도함

- 또한 단위 택지개발지구와 도시 내 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어서는 일반관리 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지구의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을 정비함

•자연지형을 최 한 존중하고 주변의 공간패턴(도로, 하천)과의 조화

•자연 인접지역의 경우 배후의 산지나 하천에 한 시각적 개방감 확보

•집산및극지도로에근린생활시설을입지시켜가로변도시성을회복할수있도록함

•판상형 배치형태를 지양하고 다양한 패턴의 개발을 유도하여 각 지구별(단지별)

아이덴티티(배치패턴, 형태, 색채 등) 확보

•각 지구 내에서 주거지와 상업 · 업무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변화 있는 경관

을 창출하도록 함

•보행환경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조성

•친근감 있는 자연요소들을 적극 도입하여 인공공간의 녹색경관화 유도

•단지의 배치에 있어서 주변도로를 가로막는 폐쇄형을 피하고 개방적인 배치를 통

해 열린 주거환경 조성

- 스카이라인

•판상형으로 이루어진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의 문제점 개선

•단지 내부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왜소한 상업경관 개선

•고층아파트에 의해 둘러싸여진 중심지구 및 학교시설의 조망권과 개방감확보

- 주변환경과의 조화

•자연환경과의 단절과 부조화(연접부분 처리 문제)에서 오는 경관의 개선

•주변지역 경관과의 연계성

- 아파트단지의 차폐도와 시각적 구성관계

•조망경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경관의 조망권의 질 적 저하

•진입도로 형태를 고려한 아파트 단지 배치

•조망경관에 한 고려를 무시한 단지배치 (자연환경에 한 조망이 단절된 배치형

태- 적절할 차폐도의 설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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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망

•획일적인 격자형 가로망 구성과 일자형 배치에 의한 단위 경관의 문제점

•단지 내부 도로에 접한 보행자도로의 안전성저하

•상업지 내부도로에서의 보차혼용의 문제점

- 오픈스페이스

•사용자 편의시설 부재로 이용도가 낮은 오픈스페이스

•중심상업지 주변 녹지광장의 주차장화

- 공동주택 지

•주변 단독주택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옹벽

•단지내부와 외부사이의 옹벽설치시 친환경적 배려

- 건축물

•중심상업지역 및 아파트 단지 내부도로의 주차문제

•단독 주택지 이면도로의 주차장화

지표3의 추진전략

- 무절제한 옥외광고물의 정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형태 규모/ 색체. 재료의 조정과 조명방법 등을 제시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옥외광고물의 정비

•주변환경과 건물의 이미지를 감안하여 색체를 조정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된 경관

조성

- 독창성 있는 디자인의 옥외광고물의 정비

•상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개성있고 활기넘치는 경관의 형성

- 옥외광고물의 제작방법의 도입

•내조식을 외조식으로 조명방법을 변화시켜 옥외광고물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

며 공해물질의 발생을 줄임

- 경제적인 옥외광고물의 정비

•가로수로 인해 보이지 않는 가로형 간판을 돌출간판으로 유도하여 간판의 면적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 옥외광고물의 새로운 제도

•신축건축물은 설계시 간판의 크기와 위치, 부착방법을 정하며 색채는 건축물과 주

변환경의 조화를 이루게 함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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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4의 추진전략

- 가로특성화 지역

•지역의 특성상 유사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로변에 위치하여 평소 사람들의 왕래

가 많은 지역이므로, 일관된 틀 보다 자유로운 색채로 관리하되 너무 넓은 면적에

고채도, 혹은 형광의 색채 등이 채색되는 것을 규제하는 자체적 틀 설정이 필요함

•이용자 편의시설(택시정류소, 벤치, 쓰레기통, 펜스 등)과 기본시설에 한 색채정

비가 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성화지역의 편의를 위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자

체의 조형미와 엑센트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거리의 분위기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양한 색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이 노출되게 함으로써 특성화 지역자

체의 자유롭고 활기찬 느낌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유도

- 상업지역

•신축건물이나 재건축물의 외장은 주변색상과 조화롭게 색채를 관리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건물 색채를 유사하게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시선이 방해

되지 않도록 하며, 같은 톤 내에서의 색상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가로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함

•상업지역의 특성상 평일에도 많은 이용자가 붐비는 지역으로 각종 오염과 공해에

노출되어 지지분해지기 쉬운 단점이 있으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바람

직한 색채가 유지되도록 함

-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특성상 아늑하고 밝은 느낌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단독주택의 경우. 색상이 어둡고 강한 것이 많으므로 건축마감재료 의 변화를 통

해 밝은 기조색으로 색채를 관리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수직적 구조로 인한 위압감을 완화시키기위해 아늑하고

편안한 색조로 유도하고 배후지의 자연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색채를

관리함

8.3. 지표의 평가기준

지표 평가는 각 지표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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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지표별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2년에 한차례씩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경관향상의 정도를 파악한다

또 이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방향 그리고 순천시 경관

의 방향 설정 내지는 도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지표1의 평가기준

① 순천시의 중심 시가지로서 표성을 가지는 품격 있는 도심경관을 지향하고 가로

의 위계에 맞는 경관개발이 되고 있는가?

② 녹화공간의 적극적인 확보로 녹음이 풍부한 도시경관을 지향하고 건축물의 체계적

인 관리로 질서있는 경관을 도모하고 있는가?

③ 도심에서 느껴지는 활력과 번화함이 살아있는 도시경관을 지향하고 일반 시민이

손쉽게 접근 ·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이 되고 있는가?

④ 역사를 느끼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동참하는 문화경관을 지향하며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의미있는 역사문화 환경을 보전하고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있는가?

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시경관을 지향하고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도시공간

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가?

지표2의 평가기준

① 자연지형과 주변개발패턴(도로, 하천, 중심상업지역 등)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규

모 개발단지로써 맥락적 경관이 창출되고 있는가?

② 규모 개발지구에서 나타나는 획일적인 경관특성을 최 한 지양하여 다양한 경관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가?

③ 휴먼스케일이 반영된 친인간적 감각의 친근한 경관 창출이 형성되고있는가?

지표3의 평가기준

① 주변환경 및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의 전체적인 통일과 조화가 이루

어지고 있는가?

② 지역특성을 반영한 순천시의 상징적 요소로써 개성 있고 독특한 옥외광고물의 경

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시가지의 활성화와 다양성,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복합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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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4의 평가기준

① 순천시의 고유특성을 느낄 수 있는 색채와 디자인으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 있는가?

② 색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가로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색채관리를 통해 도시의 밝고 활기찬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가?

8.4. 지표 관리시스템의 개발

8.4.1. 필요성

□ 질 높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시가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도시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시키는 동시에 시

가지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설계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관업무의

관리와 경관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도심개발 과정에서 양호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발규모와 디자인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경관관리시스템의 존재는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8.4.2. 개 념

□ 경관관리 시스템은 경관적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사업이 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시각

적·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관관리

업무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정보시스템

□ 조망점, 경관축, 경관권역 및 경관자원 등의 경관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안별 경관

분석기능을 지원하며 디지털 지형모델과 시뮬레이션 등의 분석기법을 통하여 최적

경관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경관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 경관기본법, 경관관련조례 및 경관지구 등 경관관련 법규와 규정을 조회·분석·

해설하는 경관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강화함

8.4.3. 개발 방향

□ 경관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관련 업무분석과 기능요구사항 도출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으로서 경관관리 시스템개발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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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석과 기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공통의 경관DB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으로서 경관 관리시스템 개발

□경관에 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 참여 함으로써 지속적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개발

9.1. 경관협정제의 도입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는 그 전원의 합의

에 의해 일정구역을 정해 해당구역의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경관협정을 체결한 시민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며, 그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야 함. 경관협정에 의한 경관형성사업 추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경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관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정의 명칭

- 협정 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 협정의 목적

- 협정체결의 내용

- 협정체결자, 경관협정운영회의 이름과 주소

- 협정의 유효기간

- 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정에 필요한 것으로 조례로 정한 사항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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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시민참여 사업의 추진

경관협정제도의 활용 또는 지역 시민단체, 상가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결성

하여 그 지역의 특화된 테마경관을 조성

지역의 홍보 및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될 수있는 아이템 개발

불량 시가지경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과 의식교육, 문화행사, 경관의 보전활동에

적극적 동참

시민들이 원하는 가로수를 집 앞에 식재

–가로수의 식재는 관에서 담당하고, 이후 관리는 지역민들이 담당

시민 스스로 콘크리트마당에 화단 조성, 담장 허물기, 쌈지공원조성, 옥상의 녹화

및 휴식공간 조성, 아름다운 녹색길 조성 등의 녹화운동 시행

9.3. 시민 참여 세부계획

시민 단체, 전문가

- 순천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와 경관의 문제점을 인

식하고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 시민과 시민, 행정기관과의 약속을 이행 할 수있는 시민사회정신 필요

- 도시의 시가지 경관 훼손에 한 감시자 역할

- 순천시 역사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훼손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복원방안에

한 시민들의 연구활동 등으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킴

- 시민 자발적으로 역사 문화유적지 주변의 정비 관리에 앞장선다.

- 자투리땅을 생태녹지공간으로 함께 가꾸며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킴

- 가로경관과 옥외 광고물을 정비 관리하는데 앞장선다.

- 순천시 홍보를 위해 시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

-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과 함께하는 도시이미지에 한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실시

- 국내외 선진사례의 적극적 홍보와 행정 및 시민의 참여 유도

- 시민단체는 도시의 공익을 위한 경관의 중요성에 한 중재적 역할 수행

- 전문가는 순천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각종제안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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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할일

- 기업에서는 도시의 개발행위시 지속개발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존에

한 기본의식을 가져야 한다.

- 각종 개발사업시 녹지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방침 시행으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킴

- 형건물에는옥상녹화를 시행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

경 경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 사업계획시 기본단계부터 도시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과 형태, 색채 등을 고려

하고 경관에 한 영향을 고려한다.

- 가능한 공간에 녹지조성 및 벽면녹화를 함으로써 삭막한 도시환경을 최소화함으로

써 도시의 질을 높임

행정기관의 할 일

- 순천시의 시가지 경관과 도시이미지 향상에 한 정기 모니터링과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다.

- 시가지 경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시스템 구축

- 시민들과 행정기관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마련

- 시민단체 등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한다.

- 시가지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며, 이미지 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순천시의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싸이트의 구축

10.1. 모니터링 주체 및 평가방법

모니터링은 앞서 언급한 지표를 바탕으로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서 모니터링 주체는 의제추진 전담팀을 별도

로 만들어 팀에서 하는 방식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도시 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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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정된 지표와 목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식은 시민단체

중심뿐아니라시민, 집행부, 전문가집단이상호협조하여이해할수있는범주내에

서점검과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이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수도있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일차적 주체는 의제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서 인적 자원의 구성은 시민단체, 시민, 집행부, 전문가등이 상호 교류할 수있는

다양한 관계자의 참석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2. 모니터링 범위 및 주기

모니터링의 1차적 목표는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량적 성과를 확인하

는것만으로는 모니터링이 갖는의의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중요한 핵심적 의의

는 실천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역시 실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또는 보완점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기획, 진행, 평가과정에서 모니터링의 결과가 성과를 달성하는

데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의제목표나 추진전

략, 행정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는 후속작업과 함께

주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한 모니터링은 순천시의 자료 취합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자료와 현장을 대상으

로 하여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화된 자료와 현장답사, 그리고 사업추진 담당자와 행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형식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예

산이나 인적자원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표본을 선정하여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니터링 주기는 1년을 주기로 평가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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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평가방법

10.3.1. 보고서 작성과 설문지

보고서 작성은 정기적인(2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 지구 조건에 대한 종합적

인 이미지의 향상여부와 분석 그리고 검토를 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지역사회의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성취하는데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

해 분석한다.

지역시민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받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메

커니즘을 수립한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①지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이 수립된 목적, 목표를 성취

하는 데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실행에 대한 보고 ② 이 실행이 지역사회

의 비전과 지속가능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가의 평가에 대한 보고가 각각

있어야 하며 그 결과 시민의 시가지 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의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행보고서작성

- 행동계획에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주안점을 두고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측정한다.

- 순천시의 경관향상에 한 자료는 행정기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지

역사회에서는 비록 데이터 축적은 하지 못하더라도 변화와 향상에 한 자료수집체

계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라도 해야 한다.

- 목표달성의 성과를 지표의 수치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나 시가지 경관에 한 이미

지향상이라는 지표의 특성상, 설문을 통해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고 자료를 구성하며

자료의 신뢰도를 극 화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 가능한 한 자료작성 시 혹은 현장점검 시 의제관계자, 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 지표의 성과도는 설문을 통해 만족의 정도로 측정하며 목표에 한 달성도를 2년을

주기로 10% 만족도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경과보고서 작성

- 경과보고서는 실제로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시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에 주

안점을 두고 작성한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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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보고는 환류와도 직접 연관이 되는데 환류의 중요요건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모

든 그룹에게 적절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 둘째, 바람직한 행위에 해서는 명확한 인

센티브와 보상을 해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 셋째, 규칙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비춰볼 때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한 논의와 시범적 작성을 근거로 한 모델링이 필요할 것이다.

성과 측정

- 우선적으로 시가지 경관에 관련된 순천시의 자료를 전체 취합한다.

- 이러한 자료는 위의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하여 분석되어진다.

- 성과측정은 작성된 보고서를 근간으로 선정된 지표의 시행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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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일반사항

1. 귀하의 현 거주지는?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30세미만 ③ 30〜40세 미만

④ 40〜50세 미만 ⑤ 50〜60세 미만 ⑥ 60세 이상

4. 귀하의 학력은?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졸이상

5. 현재의 거주지에서 얼마동안 거주 하셨습니까?
① 0〜4년 ② 5〜9년 ③ 10〜19년

④ 20〜29년 ⑤ 30〜39년 ⑥ 40년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① 농업, 어업, 임업 ② 상업 공업 ③ 전문직

④ 관광업 및 서비스업 ⑤ 학생 ⑥ 주부 ⑦ 기타

순천시 경관 이미지

1. 귀하께서는 순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2. 순천의경관을전체적으로생각할때가장특징적인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순천시가 추구해야할 대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도시 ② 지역문화나 예술 활동이 왕성한 문화도시

③ 먹거리가 풍부한 맛의 도시 ④ 상업이나 서비스업이 활발한 생기 있는 도시

⑤ 호남지역의 중심도시 ⑥ 역사적 문화유산이 계승보전된 전통과 역사의 도시

⑦ 기타 ( )

숲과 녹지 분야

순천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가지경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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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경관의 문제점

1. 귀하께서는 순천시 경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초고층 아파트단지 건설 ② 개성 없고 주위와 부조화된 건축물

③ 무질서한 전신주와 전선 ④ 잘 관리되지 않은 가로수

⑤ 광장이나 소공원의 소홀 ⑥ 골목길까지 노상 불법주차

⑦ 무질서한 보행환경의 방치 ⑧ 무질서한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범람

⑨ 담배꽁초 등 쓰레기 ⑩ 보는 경관으로서 자연환경의 파괴

⑪ 무질서한 야간경관 ⑫ 역사문화유적지의 방치 ⑬ 기타( )

2. 다음 표는 순천시 도시이미지 향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해 주십시오.

3. 다음 중 순천시 경관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녹지나 가로수의 확충 ②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정비

③ 동천 등 하천변 친수공간조성 ④ 간판, 광고물의 규제

⑤ 상징적인 건물의 신축 및 정비 ⑥ 건물의 형태, 색채, 높이 등 규제

⑦ 도로나 교량 등 정비 ⑧ 전신주 등의 경관장애물 정비

⑨ 역사문화유적지와 주변경관의 정비 ⑩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 정비

⑪ 도시의 상징조형물 조성 ⑫ 공공건축물의 미화

⑬ 기타( )

자연경관의 보호 및 보전

역사 문화경관 관리 및 이용

시가지 경관의 스카이라인조화

시가지 가로경관의 특화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

시가지 공원녹지의 양과질

대단위개발 주거지역의 경관

상업지역내 경관의 특성화

시가지의 색채경관

야간경관/조명경관

공공건축물의 이미지

하천/호수 친수공간의 이미지

현재거주하시는지역의경관만족도

순천시 전체 경관 만족도

공원녹지기본계획
만족
(좋음)

조금만족
(조금좋음)

보통
(보통)

조금불만
(조금나쁨)

불만족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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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민 의식

1. 순천시의 경관형성을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⑤ 거의 필요하지 않다

2. 순천시의 가로(도로, 길) 경관환경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3. 현재 순천시의 가로경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 보도상의 불법주정차 단속

② 도시가로시설물의 디자인 향상, 통합적이고 질서 있는 배치

③ 입간판이나 상품진열, 노점상과 같은 보도상의 무단 적치물 단속

④ 보도의 포장 정비

⑤ 간판의 디자인 향상과 건축물과 서로 어울리도록 유도

⑥ 건축물 옥상의 광고탑 미관 향상

⑦ 집앞의 생활도로(12m이내) 보도를 확 하고 보도에 녹지, 수목, 화분 등을 설치

하는 도로 녹화사업 유도

⑧ 원색적인 건축물의 색채를 방지하도록 개선 및 유도

4. 순천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가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5. 현재의 옥외광고물(간판)에서 문제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옥외광고물의 색채 ② 옥외광고물의 크기 ③옥외광고물의 모양

④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⑤옥외광고물의 개수 ⑥옥외광고물의 조명

⑦ 일회성광고물(프랑카드, 창문부착형광고물 등)의 개수

⑧ 기타 ( )

6. 귀하께서는 현재 주변의 경관에서 색채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여 개선이 필요
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파트 ② 상가건물 ③ 공장시설 ④ 공공건물

⑤ 가로시설물 ⑥ 교량 및 고가도로 ⑦ 간판 및 광고물 ⑧ 안내표지판

⑨ 현수막 ⑩ 도로변 형광고물 ⑩ 공사시설물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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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1. 귀하께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순천시에서 경관가꾸기 사업
을 실시한다면 참가하거나 협력하시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협력 하겠다 ② 상황에 따라 참가 하겠다

③ 참가하고 싶지 않다 ④ 전혀 참가하지 않겠다

2.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로, 건축물 색채개선, 간판 정비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시민으로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도 제시한다 ② 가능한 한 참여한다

③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참여한다 ④ 참여하지 않는다

⑤ 잘모르겠다

3. 순천시의 고유한 경관 조성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이
루어져 귀하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 또는 변경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귀하의 생
각은 어떻습니까?
① 순천시를 위한 계획이므로 적극 참여한다

② 개인의 재산권이 더 소중하므로 협조할 수 없다

③ 순천시의 재정보조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4. 순천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

② 시민, 행정, 전문가 등이 일체가 되어 협력 추진

③ 다각적인 경관지원제도 확충으로 점진적인 유도

④ 시민의 교육 홍보를 통한 경관인식과 시민협의체 중심으로 추진

⑤ 시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이 지원

** 오랜 시간동안 협조하여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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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분

야

송상기ㅣ순천제일대학 자동차기계과 교수지속가능한 도시추진 지표개발

사람·녹색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교통은 이제 의식주와 함께 현 도시생활의 4 기본요소가 되었으며 인간 녹색 중심

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간 중심의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과 녹색중심의 중교통

및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통한 녹색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번 교통관련 지

속가능 지표 개발과 재작성을 하게 되었다.

순천시의 교통인구는 도시화의 발전과 동부지역의 중심지로서 교육도시, 교통도시, 인

근 여수·광양·고흥·보성 등의 배후도시로서 출·퇴근 인구 및 통학인구의 증가로 인

하여 교통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순천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85,410 로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지속적인 증가로 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으로 두되고

있다. 기오염의 주요인은 80년 이전에는 산업, 난방시설이 부분이었으나 90년

이후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기오염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

I. 의제작성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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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심지역의 기오염의 주요인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이며 특히 형차량의 경우 심

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의 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빈도가 많은 형시

내버스의 저공해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교

통도시의 자동차 중심 정책에서 인간·녹색 중심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순천시

교통과 관련된 민선4기의 시정목표와 순천비젼 2020의 교통관련자료 그리고 국내외 교

통관련 지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등록현황 > 2005년 12. 31

< 연도별 등록현황 >

< 건설기계 등록현황 >

대 수 85,410 58,948 6,274 19,720 468

구 분 총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화물

대 수

증 감

64,575

-

71,808

7,233

77,409

5,601

80,295

2,886

82,317

2,022

85,410

3,093

년 도 별 00 01 02 03 04 05. 12월

대 수 3,744 1,556 589 752 353 139 355

구 분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로우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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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4기 교통분야 시정목표

- 순천비젼 2020 교통자료

기본목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교통기반의 향상 및 지역별 균형화 도모

도농통합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교통망 구축

중교통 개선 및 교통환경 개선

교통 수요의 합리적 관리

기본방향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교통체계 구축

지역교통 기반의 향상 및 지역별 균형화 도모

도농통합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교통망 구축

교통애로 해소와 도로의 효율성 제고 및 친경적 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의 합리적 관리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공급 확충

교통행정 기능의 체계화

숲과 녹지 분야



108ㅣ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 순천비전 2020 교통자료 실천과제

< 순천비전 2020 >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도시내부 도로망의 정비가

29.2%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광역간선도로 교통체계 확충(21.6%), 도시권 순환고속도

로의 건설(17.2%), 첨단교통체계 등 신기술 교통관리체계 도입(10.8%)임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 •승용차 하루 안타기 운동 전개

•혼잡 통행료 징수

•버스 전용차로 도입 버스의 다양화, 고급화

•권역별 공동차고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관리

•사고다발지점 관리 •도로횡단 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 관련제도 개선 •교통안전 교육

•녹색교통망 구축(자전거도로 2007년까지 44 Km개설)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 •저공해 시내버스 도입

•교통DB구축 •교통전문인력 확보

•주차공간 확보 및 체계 개선 •보행동선체계 개선

•차량동선체계 개선

교통수요관리

강화

버스운영체계 및

서비스개선

교통안전 정책

강화

생활교통 환경

개선

정책기반 확충

도심부 교통체계

정비



109지속가능한도시추진 지표개발종합보고서ㅣ

숲과 녹지 분야

광역교통체계 구축

주가선 도로망 확충

광양만권 연계 산업도로망 구축

도농간 연계 도로망 구축

해양 관광도로 개설

철도망 정비 확충

간선도로 관리지침 및 조례제정

첨단교통체계 도입

교통결절점 교통소통 개선

주요 정체지점 관리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

버스전용차로 도입

권역별 공동차고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사고 다발 지점 관리

도로횡단 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 관련제도 개선

녹색교통망 구축

지구교통개선 사업 추진

저공해 시내버스 도입

교통 DB 구축

도심주차공간 확보 및 체계 개선

도심 보행. 차량 동선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도

시

시

시

시

국가

시

국가, 시

시

시

시, 민간

시

시, 민간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민간

시

시

시

구 분 주요추진주체단 기
(현재~2005)

중 기
(2006~2010)

장 기
(2010~2020)

- 순천비전 2020 교통자료 실천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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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수
•통근, 통학,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비율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다(연간 승용차 운행거리(KM/대)
⇒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인다(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만톤)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기분좋게 걷는 시민의 하루평균거리(M)
⇒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만족도(%)

•교통문화수준을 높인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차량비율(%)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든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만족도(점)
•교통사고를 줄인다⇒ 연간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자전거 이용을 늘린다.⇒ 가구당 자전거 보유대수(대)
•자동차 매연없는 깨끗한공기⇒ 연간자동차 증가율(%) 자동차 총주행거리(KM), 도로 이
산화 질소 농도, 도로VOC농도 배출가스단속율 및단속대수, 천연가스 버스 보급(대)

•조용하고악취없는삶의터전⇒주간및야간소음도, 소음민원건수, 악취민원감소
•보행은안전하게, 대중교통은 편리하게(보행환경개선 계획수립및추진, 대중교통수단, 분담율(%)
•두바퀴가 만드는 녹색교통도시(자전거도로 연장KM), 자전거 수송분담율(%)
•가고 싶은 곳, 언제나 빠르게(출근시간 차량통행속도(km/h)
•신나는 자전거, 가벼운 발걸음(자전거 도로길이, 보행환경 만족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문화 수준이 높은 도시(교통법규 위반건수 중 음주운전 비율,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도심내 자동차 통행을 줄인다(팡달로 혼잡시간 통행량(대)
•가장편안한대중교통을만든다.(대중교통수송분담률) = 타고 싶은대중교통을만든다.
•상쾌하게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달리게 한다.(자전거 전용도로 길이)= (수원시 3개역
자전거보관대 용량(대) 보행자가 편안히 걸을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보행환경 만족도)

•자동차로인한 대기오염을 줄인다(승용차 이용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한다.(자전거 교통 분담율)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도시내 보행자 전용도로 수)
•걷고싶은 거리만들기(차없는 거리조성,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수)
•자전거교통이용촉진(자전거도로의 연장, 자전거 수송분담률)
•대중교통여건개선(시내버스 수송분담률), (지하철 수송분담률)
•통근, 등교, 쇼핑시 평균이동거리, 도보 및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들 비율, 운송
수단별 전체 교통량, 영행 이용되는 운송수단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대중교통이용시활발한광명만들기(대중교통수송분담률, 출/퇴근자가용이용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광명만들기(자전거교통 분담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광명만들기(교통사고 발생건수, 어린이 교통사고 시상자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걷고 싶은 길을 늘린다.(촉원 80m 이상의 도로에 보도설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늘린다.(자전거 도로 확보율 km2/1만명)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화(승용차 이용률, 택시 이용률, 버스 이용률)
•걷기 편하고 안전한 군포만들기(교통사고 사망자 수, 도시계획도로 보도 설치률, 보행환경 만족도)
•자동차가적어조용한군포만들기(공영주차장유료화비율, 주간/야간등가소음도)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군포만들기(자전거 수송부담률, 버스 운행정시성)
•자동차 매연없는 깨끗한 공기(차량수(대,%), 천연가스 도입차량수(대, %)
•조용하고 악취없는 예산(걷고 싶은 거리, 타고 싶은 대중교통)
•자전거를 신나게 탈 수 있는 녹색교통도시
•보행자에 친화적인 거리•차량운행거리 및 연료소비량

일본
누마쓰시

서울의제 21

대전의제 21

인천의제21

수원의제21

경기의제21

푸른광주21

영국Bexley
council

광명시

용인시

군포시

예산시

미국 시에틀

- 순천비전 2020 교통자료 실천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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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행태, 교통안전의식, 보행행

태 및 교통환경에 한 교육과 법규 준수에 한 의식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제안하는 교

통문화지수는 운전 행태와 교통안전 교통환경 등 3개 부문의 11개 항목을 매년 조사 분

석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순천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녹색교통의 중심에는 중교통의 수송분담률과 시민들이 항상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중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중교통에 한 만족도가 높아야 되며, 또한 녹색

교통의 한 축인 자전거 도로의 새로운 개념의 개발과 보유 수로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활기차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정착하여야 한다.

사람과 녹색 교통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사람과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통하여 순천시의 주체인 시민들이 가장 편하

게 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이나 건강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레저와 건강 그리고 업

무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별 자전거 구간을 조성하며, 또한, 전남 동

부권 교통도시의 중심에 있는 순천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안전선 지키기, 안전띠 매기

등 자동차 문화 전반에 해당하는 자동차 문화 지수를 높여 자동차 문화 선진 순천시를 만

드는 것이다.

숲과 녹지 분야

II. 의제 명

III. 의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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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전 >

녹색교통의 생활화 사람존중의 교통정책

만족도 높은 대중교통 활기찬 자전거 도로 교통문화 수준이 높은 순천시

사람·녹색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서비스 질을 세분화하여 모
니터하고 유지관리함으로
써 대중교통의 만족도를 꾸
준히 높인다.

-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조
사를 매년 실시하여 지속적
으로 개선한다.

- 자전거보다는 대중교통,
대중교통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
행한다.

-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이용율을 증대시
킨다.

- 첨단교통환경 시스템을 도
입한다.

- 보도 위의 보행장애물과 노
상적치물을 없애도록 지속
적으로 단속한다.

- 모든 거리에서 자전거, 보
행자 우선 정책을 펼친다.

-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관시
설의 확충과 더불어 도로의
보도턱을 낮추고 연결성을
확보하고자전거 횡단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자전
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
진한다.

- 자전거 도로를 레저와 관광
그리고 출퇴근 용으로 개발
하여 활성화 시킨다.

-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확대
해 나간다.

- 토요일은 자전거 날을 제정
하고 자전거 이용습관을 들
인다.

- 교통안전교육을 체계화
한다.

- 신호교차로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신호위반자를 엄
중히 단속한다.

- 부설주차장 개방확대 및 시
민이용을 활성화한다.

- 교통사고 다발지역 로타리
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
통사고를 줄인다.

- 주차장 설치 확대로 불법주
차 문제를 해결한다.

-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와 단
속을 병행한다.

- 시민단체와 함께 교통문화
선진화를위한교육, 캠페인,
시책을적극펼쳐나간다.

-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통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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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존중의 교통 정책 (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지수의 개념

교통문화는 교통을 이루는 제반의 요소 즉, 교통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Shared

value), 행동태도(Behavior style), 도시사회구조(Structure), 그리고 현장의 실제적인 관

리·운영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관계가 교통문화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문화수준이 낮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어떤 것을 교통문화라고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인지에

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는 교통문화 측정 방법과 도달해야할 목표

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색교통운동은 1998년부터 교통

안전공단과 함께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한 목표설정이 가능하도록,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교

통문화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교통문화지수측정 항목을 개발하고 각 도시의 교통문

화지수를 측정·비교하는 교통문화지수 측정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통문화지수의 의의

교통문화지수 측정사업은 각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므로, 우리나

라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역적 차원 및 도시간 교통문화 수준의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도시의 교통문화수준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각 도시별 목표치를 구

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개발의 근

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교통문화

지수 측정 발표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교통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 한 안이

라 할 수 있으며 98년 조사부터 제외된 교통도시인 순천시의 교통문화지수의 기초조사를

조사하여 다른 도시와의 교통문화 지수를 비교해 교통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다.

순천시의 교통문화지수의 선진화를 위하여 순천시 자동차 등록현황, 도로현황 국제비

교, 자동차 1일 평균주행거리, 교통사고 국제비교, 5년간 교통사고 변화추이, 어린이 교

통사고 통계 그리고 순천시 교통사고 통계와 교통문화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숲과 녹지 분야

IV. 의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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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국제비교(2002년)

자료)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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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녹지 분야

- 5년간 교통사고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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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 순천시 기초 및 교통사고 통계

- 순천시의 교통문화지수 결과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41,905
39,995
33,717
32,035
28,472
28,422
30,809
29,946
26,745
23,207
23,838

-
△4.6
△15.7
△5.0
△11.1
△0.2
8.4
△2.8
△10.7
△13.2
2.7

998
890
809
932
753
592
572
588
489
461
394

-
△10.8
△9.1
15.2
△19.2
△21.4
△3.3
2.8

△16.8
△5.7
△14.5

44,398
40,562
36,229
34,667
31,305
31,493
35,360
34,252
30,823
27,141
29,435

-
△8.6
△10.7
△4.3
△9.7
0.6
12.3
△3.1
△10.0
△11.9
8.5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구 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42.7
80

55.72
93.75
78.66
10.17
289.38
1166.01
1.6
10.07
87.15
68.33

41
58
56
54
34
59
69
61
18
38
50

59/81

60.32
70.13
73.46
96.74
59.23
7.75
243.51
1103.68
5.02
3.7
91.9
73.31

15
51
67
22
70
69
75
72
67
6
15

64/81

83.28
76.72
71.36
92.97
61.89
7.94
547.48
1246.24
7.90
23.47
84.86
71.19

21
47
71
68
67
59
71
72
77
59
53

76/8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안전속도 준수율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부상자수
100미터당 불법주차 자동차대수
무단횡단율
횡단보도 신호준수율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및
교통환경

총 계

′02결과 ′03결과 ′04결과
항 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 1994년 ~ 2004년
주) 발생건수는 당사자 구분없이 산출, 어린이는 14세 이하로 구분하여 전당사자임.

주) 점수는 실태조사 결과 수치를 의미함

270,574 907.38 80,653 7.94 247.48 1,246.24

인구(명) 면적(㎢)
자동차

등록대수(대)자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자동차1만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인구10만명당
부상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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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 교통문화지수는 2003년의 73.31에서 2004년에는 71.19로 하락하였고, 순위

는 76위로 전년에 비해 12위 하락하여 전체 83개 도시 중 하위권에 속해 있다. 운전행태

영역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높아졌지만 순위가 감소한 이유는 다른 도시들의 횡

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개선된 정도에 비해 순천시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의 변화가

적었기 때문이다. 안전띠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순위가

소폭 상승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교통안전 영역에서는 전년에 비해 항목들의 점수는 거

의 변동이 없었고, 순위는 소폭 상승했다. 보행행태 및 교통환경 영역에서는 100미터당

불법주차 자동차 수가 증가해서 순위가 감소하였고, 무단횡단율과 횡단보도 신호준수

율은 전년에 비해 악회되어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2004년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 교통문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지만 광주, 전남·북 지역은 오히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전

남·북의12개 조사 상 도시 가운데 전국 20위권내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

돼 교통환경 개선과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도 조사에서

도 순천시는 운전행태(지수 38.35, 순위 47), 교통안전(지수 21.40, 순위 71), 보행행태

(지수 17.01, 순위 57)로 종합 교통문화지수는 76.76으로 전국 85개 도시에서 65위로 낮

은 교통문화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그림들은 각 항목별로 점수들의 연도별 선-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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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중심 교통환경 조성(대)

중교통은 지금까지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 속으로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의 상이 되고 있는 것

이 오늘의 현실이다. 승용차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증가와 이로 인한 교통여건의 악화

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용하는 이용객의 만족

도를 증진시키는 녹색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순천시는 11개 읍면지역과 13개 동으로 형성된 도농복합도시로 시내버스는 (합)순천

교통 등 3개사가 운행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47개 노선으로 136 가 운

행되고 있다. 또한 순천시는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카드로 승차하여 하차시

하차단말기에 인식한 후 30분이내 갈아탈 경우 1회에 한하여 무료환승, 단 동일노선으로

환승 및 타지역업체 노선과의 환승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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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역별 운행노선

(1) 도심 및 광양지역 운행노선

(2) 읍면지역 운행노선

숲과 녹지 분야

100
101
2
14
52
56
59
67
69
71
72
77
777

제일고
제일고
순천역

호반아파트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순천역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삼거동

향림현대(조비)
도사동 사무소
검찰청(대동)
둑실(금강A)
인월동

대룡동 대동
부영3차(순환)
해룡신대
광양역
광양역

60회
60회
9회

39회(10)
81회(공63)
23회(10)
60회(공59)

32회
5회

98회(공82)
9회

163회(공131)
43회

15분
15분

25분
12분
40분
15분
30분

10분

6분
25분

시내 순환

시내 왕복

광양 방면

운행횟수 운행간격방 면 노선번호
운 행 계 통

기 점 종 점

1
111
16
17
18
19
21
22
23
25
94
95
96
97
98

순천역
순천역
순천역
순천역
순천역
광 천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괴 목
유 흥

광 천(순환)
신성포
통 천
세 풍
용 전
사 곡
봉 전

애양원(도성)
하 사(순환)
와 온(순환)

32회
30회
5회
7회
5회
18회
12회
5회
9회
3회
16회
14회
22회
10회
11회

30분
30분

50분

25분

승 주
주 암
방 면

해 룡
율 촌
방 면

운행횟수 운행간격방 면 노선번호
운 행 계 통

기 점 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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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지역 업체노선

30
31
32
33
34
35
53
0-1
60
62
63
64
68
81
82
84
85
86
87

순천역
순천역

호반A(해룡)
순천역
순천역
순천역

호반아파트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순천역
순천역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제일고

운 월
운 월

죽 청(수련소)
칠 안

구 룡(산영)
구 룡(산영)
청소 심원
낙 안(읍성)

승 주
초 곡(중현)
고인돌 공원
상사응령
구 기

화 포(순환)
화 포(순환)

대 동
마 산

별 량(군부대)
금 치

7회
6회
8회
13회
11회(3)
5회(1)
15회
4회
6회
6회(3)
11회

20회(공10)
8회
7회
8회
6회
8회
10회
7회

서 면
황 전
월 등
방 면

상 사
낙 안
외 서
송 광
방 면

별 량
방 면

운행횟수 운행간격방 면 노선번호
운 행 계 통

기 점 종 점

소계

순천교통

동신교통

143

112

31

61

47

14

33

28

5

21

20

1

28

17

11

구분 총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 순천시의 천연가스 보급차량의 연차별 계획 >

압축 천연가스는(CNG : Compressed Natural Methane) 가정 및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200기압으로 압축한 것으로 압축천연가

스는 고압의 압축된 기체(비중 0.61)로 공기(비중 1)보다 가볍고 누출되어도 쉽게 확산되

며, 휘발유, 경유, LPG에 비해 안전한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하

는 천연가스 버스는 매연과 배출이 전혀 없으며, 경유 차량에 비해 탄화수소 16%, 질소

산화물 37%, 일산화탄소 41%로 저감배출된다. 소음도 낮아 주거환경에 유리하다.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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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버스는 1930년부터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러시아, 미국, 이탈리어 등 29개국에서 약

120만 가 운행되고 있으며 충전소 또한 3,00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 부분의

버스는 디젤(경유)을 연료로 사용하여 많은 공해물질을 발생시키는데 천연가스로 교체

하는 경우 발생정도가 매우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은 휘발유자동차 수준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휘발유(LPG 포함) 자동차가 전체 자동

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48%(차량 수 71%)를 배출하고 있는데 비하여, 경유자동차는

52%(차량 수 29%)로 오염비중이 상 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경유 자동차 중에서도

3% 정도에 불과한 버스·트럭 등의 형 경유차가 전체 오염물질의 36%를 배출하고 있

다.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미세먼지)은 폐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동안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에 있어 배출기준의 강화나 노상단속 등의

운행차 관리 책이 규제수단의 근간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수단은 자동차 수의 급격

한 증가에 따라 저감효과에 한계가 있어 결국 저공해차 개발 및 보급이 근본적이고 핵심

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경유차중 우선 운행빈도

가 많고 오염비중이 높은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방안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충북 청주시의 시내버스 중 60%가 2006년까지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

로 바뀌게 된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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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중심 교통환경 조성(자전거도로)

왜 자전거인가?

•자전거는 안교통수단 : 교통 혼잡과 주차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와 불편

•자전거는 녹색교통수단 : 자동차의 환경오염, 에너지과소비형 교통에 한 우려의

확산과 반작용으로서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수단이 두

•자동차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한 반성 : 쾌적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

•자전거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 보행과 자전거 : 협력과 병존, 그러나 장애인의 보행권과는 배치되는 경향 있음

- 중교통수단과 자전거 : 협력과 보완

- 상용차와 승용차 : 립

=> 자전거는 교통약자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교통수단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위주의 지금 정책과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자동차의 우위를

인정하는 도로정책이 유지되는 한 자전거도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

축될 수밖에 없음

=> 결국 자전거도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할 때 교통수단

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임.

< 순천시 주차장 조성 현황 >

361
32
19
18
19
19
63
21
29
34
21
26
19
22
19

8,353.05
384

284.05
216
228
228
2,336
792
858
1,122
693
312
285
330
285

합 계
시민주차장(노상)
금곡주차장(노상)

강남로제1주차장(노상)
강남로제2주차장(노상)
의료원R주차장(노상)
연향제1주차장(노외)
연향제2주차장(노상)
연향제3주차장(노상)
연향제4주차장(노상)
연향제5주차장(노상)
역전 R 주차장(노상)
동부 제1주차장(노상)
동부 제2주차장(노상)
동부 제3주차장(노상)

14개소
제일은행〜중소 기업은행
삼성빌딩〜금곡동사거리
의료원R〜성동 오거리
SK텔레콤〜흑산도횟집
의료원 압, 축협 앞
조은프라자 앞

주택은행〜델리 음악회
안경나라〜부동산 써브
홍천뚝배기〜미주할인마트

철탑〜군산횟집
삼남회관〜순천 농협
축협〜하나로약국
연향현대아파트 앞
연향동성아파트 앞

면 수 면 적(㎡) 계약자주 차 장 명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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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의 꿈, 두바퀴의 희망, 두바퀴의 세상

•보행자 > 자전거 > 중교통 > 자가용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

•선진국은 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

•자전거는 안교통수단 : 교통혼잡과 주차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와 불편

•자전거는 녹색교통수단 : 자동차의 환경오염, 에너지과소비형 교통에 한 우려의

확산과 반작용으로서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수단이 두

•자동차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한 반성 : 쾌적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

- 주요국가별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비

- 주요국가별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비

- 주요 도시별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비율

숲과 녹지 분야

한국

일본

독일

네델란드

120

56,680

15,000

30,000

0.003

0.549

0.245

2.040

3

25

26

43

7.3

1.4

1.4

1

국가 자전거도로(㎞) 1인당자전거도로 교통수단분담비율(%) 자전거대당인구수

중국 심양

네덜란드 그로니켄

중국 베이징

네덜란드 델프트

방글라데시 다카

서독 어랑캔

덴마크 오덴스

인도 델리

65

50

48

43

40

26

25

22

네덜란드 코펜하켄

스위스 바젤

서독 하노버

미국 맨허턴

호주 퍼스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20

20

14

8

6

3

2

1

주 요 도 시 분담률(%) 주 요 도 시 분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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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간 도로공간 이용효율의 비교

- 도시별 자전거 통행 목적별 적용성

1시간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곽 도심
도심도심
외곽 주택단지 주변
외곽 전철역 연계
주택 단지내
외곽 도심
도심도심
외곽 주택단지 주변
외곽 전철역 연계
외곽 도심
도심도심
외곽 주택단지 주변
외곽 전철역 연계
외곡 도심
도심도심

대도시
(인구 200만 이상)

지방중핵도시
(인구70만~150만)

지방중도시
(인구20만~70만)

지방소도시
(인구20만 미만)

방 면 노선번호
통 행 목 적

통근 통학 업무 쇼핑 친교



125지속가능한도시추진 지표개발종합보고서ㅣ

- 자전거 도로망 계획 과정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자전거이용자 편의시설은 간이화장실·음료 ·벤치·공중전화 및 자전거주차장등

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순천시의 경우는 자전거주차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따로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자전거주차장 (보관 )

•순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 는 모두 9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매우 부족한 실정

으로서 주차하고 업무를 보거나 산책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자전거주차장표지판과 천막(지붕)을 갖춘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숲과 녹지 분야

지 역 여 건

자전차 교통실태 조사

자전차 도로망의 구축 개선 방안 설정

실현 가능한 개선 대안 채택

년도별·대상 지역별 개선 대안 집행 모니터링

자전차 교통 문제 분석

교 통 여 건 상 위 계 획

•기후·지세
•인구 및 세 수
•토지이용
•공공 및 상업시설
•관광시설

•자전차 교통 발생지역 설정
•자전차 교통 집중지역 설정
•자전차 교통 희망노선도 구축
•자전차 도로망 구축

•사고지점 개선 방안
•새로운 노선 안 설정
•주행환경 개선 방안
•토지이용별 자전차 통행증진 방안
•자전차 주차장 계획

•자전차 이용 패턴
•자전차 교통량
•자전차 O-D(기종 점표)
•자전차 이용 경로
•자전차 주차 실태
•전철역 자전차 주차실태

•자전차 주행에 관련한 문제
•자전차 사고지점 파악
•자전차 주차상의 문제
•토지이용별 자전차 이용상의 문제 분석
•도시 교통체계상에서 자전차 문제 분석

•도로망 •철도망
•버스 노선망
•자동차 교통량
•자전차도 현황
•자전차 주차장 현황
•자전차 관련 교통사고

•도시종합교통계획
•도시기본계획
•신시가지 개발계획
•지하철 노선계획
•자전차도 계획



126ㅣ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보관 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육교 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이

경우 찾아보기도 어려움)

•보관 중에서 일부는 훼손이 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보관 의 경우 구간에 따라 전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

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구간도 있음

•보관 는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색상 등 디자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자전거도로 위의 방해 요소

-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방해요소가 민간에 의한 방해요소보

다많은실정이며이는 부분구조물이기때문에정비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임.

- 공공에 의한 방해요소

•육교 : 자전거 이동이 불가능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 초래

•버스승강장 : 기존 보도에 설치되는 승강장 구조물의 앞뒤폭이 커서 자전거도로를 잠

식하는 경우가 부분임. (일부는 자전거도로를 잠식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

음), 또 버스 승하차를 용이하게 위하여 굴곡을 주어서 설계되는 경우는 보도를 결국

잠식하게 되고, 이 구간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어지거나 기능을 하기 어려움.

•가로수와 가로등 : 보도폭이 좁은 구간의 경우 가로수와 가로등이 교차하여 설치되

는 경우가 있어 자전거도로의 이용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폭은 유지되더

라도 통행에 불편을 가져옴.

•기타 변압기, 교통제어기, 교통표지판지지 , 공중전화부스 등도 방해요소로 작용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공공공사 : 공공공사현장의 경우도 노상적치를 그 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

기공사의 경우 다른 안마련이 없이 계속 진행되어 자전거도로의 연결을 차단하

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민간에 의한 방해요소

•노점 및 노상상적치물 : 민간의 자전거도로 방해요소의 표적인 경우임. 특히 시

장의 경우 자전거로 이 지점을 지나는데 절 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

•주차차량 : 보도위에 차량 전체가 주차되어 있거나 부분 주차된 경우가 매우 많으

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물(가드레일 등)이 절실함. 또 보도를 가로질러 주차

하는 경우도 있음.

•민간공사 : 자전거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훼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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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이용실태】

자전거 주차대

숲과 녹지 분야

순천시청

▲ 천막 및 도난방비 시설, 조명등이 적절하다.

▼ 천막 및 안내표지판이 없다.

까르푸

이수중학교 육교 밑 자전거 주차대 순고오거리 자전거도로 위의 주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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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지구 내 불법 입간판 및 주정차 차량)

(왕지지구 내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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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녹지 분야

(연향지역 내 적치물 및 턱낮추기 미시공 사례)

(턱 낮추기가 되지 않아 자전거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불법 주정차차량 및 노상적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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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 대한 의견

- 자전거도로의 구간길이 자체는 많이 개설되었으나 관리측면이 매우 소홀하며, 특히

설치한지 시일이 지난 구간의 경우 시급하게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신규자전거도로라 할지라도 방치할 경우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관리

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동차를 우선시하는 시의 정

책방향이 유지되는 한 자전거도로는 계속 제약받을 것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기

하기 어려울 것임.

- 교통망의 핵심사항인 연결성측면을 특히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

고 여느 자동차도로를 설계할 때만큼의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순천시

전역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권역별, 소권역내 연계체계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도로는 이용자의 안전성측면을 매우 강조하여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점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도로를 교통수단으로서 인정할 때만이 편의시설과 표지판에 한 세심한 배

려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긴 노선의 신규구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지역별 연계성을 확보하고 편

의시설과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기존도로의 이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매우 절실

하다고 생각함.

- 자전거도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책임이 있는 바 민간부문

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

며, 최소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왕지지구 내 : 자전거 도로폭인 1.1m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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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안전네트워킹의 기본 틀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전거 통학을 위한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이용율

증 방안의 모색이 요구 됨.

•자전거 도로 확충과 자전거 이용 캠페인 차원을 확 하여 주이용 상인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 증 유도가 주요 과제

•자전거 통학의 안전성에 관한 학부형의 불안감 해소 방안이 미흡하여 종합적인 "자

전거 통학 네트워크"의 가시적인 구축이 필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증 하여 교통수단부담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

학생의 자전거통학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전거통학 안전네트워크이 시급

•자전거 통학 안전네트워크는 총중고등학교별 학구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자전거 이

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음. (자전거 통학 안전 네크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무모의

자전거 통학에 한 불안감 해소, 자전거 중심의 교통질서 구축)

자전거 통학 안전네트워킹의 필요성

•교통안전네트워크의 기본 틀

- 교통안전네트워크의 기본 틀은 안전의식, 기술적인 교통안전장치 및 합리적인 유

도방안의 3가지로 구성됨.

- 자전거 통학 안전네크워킹의 개념 및 구성

•자전거 통학 안전 네트워크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구분됨.

- 하드웨어적 측면 : 통학로의 유형별 자전거도로 시설, 천변 자전거 통학도로개설, 통

학로도로개선, 일방통행로 지정, 자전거도로 안내표시, 차량과속

방지시설, 횡단보도체계정비시설, 학교내 학생이용의 자전거 자

전거 보관시설, 자전거교차로 안전시설, 자전거 야간 안전표시판.

숲과 녹지 분야

시민의 안전의식
(미래세대 교육)

기술적 장치
(물리적 시설 개선)

합리적 규제
(제도적·조직적 차원)

자전거
안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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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적 측면 : 자전거통학로 지정, 자전거 이용 캠페인, 자전거타기 교육프

로그램 실시, 자전거 보행시행, 자전거 안전사고 책,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지원체계 구축

1) 교통문화지수

2) 대중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3) 자전거도로

- 가구당 자전거 보유 수( )

- 자전거 도로 연장(km)

V. 사람 녹색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주요 지표

교통문화
지수순위

66위 55위 45위 35위 25위 15위
5위이내
(국제비교)

년 도 2006 2080 2010 2012 2014 2016 2020

대중교통
만족도(%)

30% 40% 50% 55% 70% 80% 85%

년 도 2006 2080 2010 2012 2014 2016 2020

저전거
보유대수(대)

자전거도로
길이(㎞)

60㎞ 80㎞ 100㎞ 140㎞ 180㎞ 200㎞ 300㎞

년 도 2006 2080 2010 2012 2014 20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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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문화지수 측정 방법

1)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경찰청에 따르면 97년 보행 중 사망한 4천2백62명 가운데 3백64명(8.5%)이 횡단보도

를 건너다 희생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횡단보도 부근 30m 이내에서의 사고까지 합치

면 보행중 사망자의 10.8%가 횡단보도 상 또는 부근에서 사망한 셈으로 이는 사망원

인 중 무단횡단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정지선 준수 위반으로 승용

차가 단속될 경우 70,000원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 경찰의 단속은 유

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도로에서의 약자인 보행자 보호

의식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 차량 정지 신호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을 상으로 함.

- 자동차 앞바퀴를 기준으로 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지 않은 차량을 준수로, 정지

선을 넘어 정지한 차량을 위반으로 판단함.

- 차종, 운전자의 성별 등 운전자 관련 사항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시 횡단보도로 진입해서 운전자 성별을 확인하는 등의 정확성을 기함.

- 조사시간은 한 조사 지점에서 출근시간 (07:30-09:00), 평시(10:00-16:00), 야간시

간 (20:30-21:30) 등 3회 각각 30분씩 총 1시간 30분의 조사를 수행함.

2) 안전띠 착용율

캐나다인 들은 매년 4천여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탑승

자 규제 국민운동(NORP)」즉,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운동을 전 국가적으로 펼쳐 이 운

동이 시작된 이후 안전띠 착용률은 89년 73.9%에서 95년에는 95%로 상향되어, 지난

95년 한해 동안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함으로써 20억 캐나다달러(약 1조 2

천 8백억원)의 재산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중

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미 교통부에서는 98년도 41,480명의 사망자 중 2/3가 안

전띠를 매지 않아 사망에까지 이른 사고라 분석하며 안전띠 착용율을 70%에서 85%로

올린다면 연간 4,000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숲과 녹지 분야

VI.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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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전띠 착용은 적은 비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교통문화 측정 평가 항목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 차량 정지 신호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 중 운전자와 앞좌석 동승자를

상으로 하여 안전띠 착용 여부를 조사함.

- 차종과 운전자 및 앞좌석 동승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함.

- 차종, 운전자의 성별 등 운전자 관련 사항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시 횡단보도로 진입해서 운전자 성별을 확인하는 등의 정확성을 기함.

- 조사시간은 한 조사 지점에서 출근시간 (07:30-09:00), 평시(10:00-17:00), 야간시

간 (20:30-21:30) 등 3회씩 각각 30분씩 조사를 수행함

3) 신호 위반율

교통신호는 교통 참여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신호위반

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가장 위험한 것은 자동차 운행시 황색신호 후에 적색신호

로 바뀐 뒤에도 무리하게 그 신호주기에 통과하고자 과속페달을 밟는 경우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두 가지 유형의 교통신호

준수와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교통문화지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방법으로는

- 관찰방향에서 신호주기가 황색신호 이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뀐 뒤에도 교차로의

정크션 지 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반 단일로의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를 신호 위반으로 간주하고 전체 통과차량 수 비 위반 차량 수를 조사하였다.

- 교통량이 많아서 교차로에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출퇴근 첨두시간을 제외한(교통

경찰의 수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가 많기 때문) 평시와 야간(20:30-21:30)에 조사

를 수행하며 교통 량은 15분 교통량을 측정하고, 위반 차량 수는 30분 동안 조사

를 수행하였다.

4) 불법주차 차량대수

불법주차 차량 수는 운전행태 영역인 1)〜3) 항목과는 달리 교통환경영역에 포함되

는 항목이지만 실태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98년도 시민의식조사 결과 보

행환경에 가장 큰 저해요소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지적된 것이 보도상 불법주차임을

토 로 볼 때 불법주차는 보도의 보행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일 뿐 아니라 도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보행환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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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관적 분석을 추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 불법주차 차량 수는 지역별로 상징가로를 선정해 주요가로 양편 보도와 차도부

의 불법주차 차량 수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 가로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제외한 그 도시의 주요 상징

가로를 중소도시 3개 지점, 도시 5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였다.

- 조사시간은 점심 식사로 인한 불법주차가 급증하는 시간을 제외한 오후 2시부터 5

시까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시간 에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보도부와 차도부에 주

차된 차량을 차종별로 조사하였다.

5) 교통안전 관련 통계조사

교통안전 관련 통계는 도시간 비교나 국제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도 공신

력이 있는 지표인 자동차 1만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선정하였다. 조사는 순천경찰서 통계를 이용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이 시 행정 구

역을 넘어서는 도시의 경우 경찰서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시외계 인구와 자동차

수를 추가하여 산출하였다.

교통문화지수는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1998년 13개 도시를 상으로 처음

조사가 실시되어, 2005년 현재는 행정구역상 시로 구분된 83개 도시를 상으로 다음

표와 같은 3개영역(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총 11개 항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숲과 녹지 분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안전속도 준수율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부상자수

무단 횡단율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대표가로의 불법주차 자동차대수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및
교통환경

실태조사

통계조사

실태조사

평가 항목(11개)영 역 조 사 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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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문화지수 측정항목 선정원칙

•교통문화지수로서의 상징적인 표성을 가질 것

•항목의 수가 많지 않도록 적정한 수를 설정할 것. 가능하면 10개 항목을 넘지 않도

록 할 것

•조사 상이 되는 모든 도시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항목일 것

•측정이 용이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도시간 비교나 국제 비교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 특히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특히

• 중교통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

•이용자 행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그 변화의 패턴이 발전적, 가시적, 지속적 예

측 가능성을 지닐 것

•주관성을 배제하고 수치화, 측정 용이성, 객관성이 높은 항목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

•교통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측면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할 것

•시설 등 공급측면 보다는 교육(홍보 및 계몽 포함)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을 중심으

로 할 것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것

2. 대중교통

- 서비스의 질을 세분화하여 모니터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중교통의 만족도를 꾸준

히 높인다.

-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중교통 만족도에 한 센서스를 매년마다 실시

한다.

3. 자전거 도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

1) 공급자위주에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

2) 자전거도로의 위상강화와 그에 상응한 교통계획시설로 인정

3) 자전거도로 등 관련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 결정

4) 자전거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와 시민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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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수립과 관리의 선진화 도모

6) 순천시의 한시적 과업수행팀 구성과 전담인력의 필요성

7) 자전거에 한 교육과 홍보, 단속기능 강화

8)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

- 교통진정(traffic calming) 및 환경친화적 교통 관리(environmental traffic

management) 보행+자전거+ 중교통의 녹색교통망 추진

- Car free zone, car free day의 실시

- 구시가지 재생정책으로 자전거 정책개발

- 민간자전거 주차장 건설비 지원

- 자전거 주차장 의무제 도입

-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

자전거도로 정비 과제

- 자전거도로네트워크의 합리적 설정(도시계획도로상 광로, 로, 중로 기준)

- 자전거도로유형 및 도로정비실적 DB의 구축

(도시계획도로조서에 따른 자전거도로 유형별 정비내역 정리)

- 자전거통행안전네트워크 시범지구의 지정 및 지구별 단계적 정비 추진(자전거 통

학안전네트워크를 위한 학교주변 자전거 통학안전지구의 설정 및 일방통행노선

지정검토)

- 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터미널, 역주변 자전거 전용주차 및 관리시설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및 겸용도로 상의 주정차단속 철저 실시

- 무질서한 가로시설물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

(도시가로 및 경관정비사업과 연계추진)

- 광역적 자전거도로 연계네트워크의 조성

(레저, 위락활동을 위한 자전거이용네트워크의 구축)

-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

포켓파크(주차 , 식수 , 벤치, 화장실, 수림 등)

숲과 녹지 분야

전용도로

차도상 자전거차선 표시 겸용

보도상 자전거, 보도분리

보도상 자전거, 보도겸용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형 자전거도로

구분형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주간선 및 레크레이션 기능

간선기능

생활간선기능

지선가능

현 행 구 분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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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조례의 제정

•자전거도로의 설치기준 •자전거도로의 설계기준

•자전거도로의 안전통행기준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제도

•자전거도로 투자증 를 위한 제도 •주민 참여와 지원

•국내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적인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교통의 자

전거 교통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자전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 및 보행자를 위한 도심의 만남의 장소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

자전거도로 등 관련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 결정

- 보이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설치는 물론

이고 관리 및 홍보예산 필요

- 예산은 순천시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음

•구간신설시 도로간 연계성확보와 안전성,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신설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왕복할 수 있는 근거리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구간에 우선적 투여

•정비 상의 경우라 할지라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자전거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와 시민참여 보장

-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담아 개정

- 참여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도로개설시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도로개설시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명시 : 주민설명회, 주민제안 등

•자전거도로에 한 주민평가제 도입을 통해 참여의지를 북돋음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수립과 관리의 선진화 도모

- 민·관협의체는 자전거도로의 개설 및 평가, 관리방안에 한 토의와 안을 모색

하는 역할을 수행

•특히 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 및 정책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하므로 민·관 어느 쪽의 일방적 평가도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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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합동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공동평가는 곧 사회적 공감 형성으로 이어지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유도

- 자전거도로의 민·관 합동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 : 자전거도로의 광역성 때문에 소수 공무원으로 관리가 불가능

: 자동차도로와 달리 단속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으며 경찰 등의 협

조를 구하기도 어려움

: 장애인과 학생,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

- 방 법

•순천시차원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동별로 관리위원(주민자치위원회 등에 권한을 부탁할 수 있을 것임) : 학교 등 다

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을 것임

•민간차원의 모니터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기적인 모니

터보고서를 받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조례에 의해 비용조달의 근

거를 확보할 것

자전거에 대한 교육과 홍보, 단속기능 강화

- 법률에 근거한 로 교육과 홍보는 필수적

•순천시와 교육청이 주로 교육기관이 되어야 함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 실시 필요

- 주민을 상으로 한 홍보와 단속은 상가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할 경우 갈등을 줄이면서도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의 제정 필요성

- 자전거도로의 신설, 정비, 관리, 시민참여, 기준, 예산지원 등을 상세하게 담은 조례

로 바뀌어야 할 것임 : 조례와 시행세칙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전략

- 기존의 시설지향적인 자전거도로정비보다는 기본적인 자전거주행여건 정비(단차,

횡단시설, 안전시설 등)가 우선되어야 함.

- 생활권역에서 무절제한 자동차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근린편익시설 주변 주차공

간을 정비하고 각종 볼라드나 차량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함.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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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보다는 자전거보관시설을 우선 확충하며 아파트 단지 및 근린편익시설

출입구 주변의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난방지 기능을 갖춘 공동자전거보관

설치를 의무화함.

- 안전시설에 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자전거도로를 어던 형태로든 공간적

으로 분리(가드레일, 식수 등)하여 안전감 부여

- 자전거도로이용시설 정비를 부서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행환경정비 사업, 가로정

비사업 등 관련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시킴.

- 생활지역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통학안전네트워크 등 안전망을 단

계적으로 구축하고 중교통체계와 연계시켜며 다음 단계로 레저위락루트로서 고수

부지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정비 추진

- 자전거 이용편익시설 및 각종 정보안내시설 및 시스템 정비.

- 도시교통체계상 자전거교통의 명확한 위상을 정립하고 조례등 제도정비와 자전거교

통관련 기반투자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안의 강구

- 자전거 교통과 보행교통을 총괄하는 조직 및 시민참여활성화 기반 강화

1) 교통문화지수

(1) 순천시, 의회, 경찰서

-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여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노선체계를 개선

한다.

- 교통안전교육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 신호교차로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신호위반자를 엄중히 단속한다.

- 부설주차장 개방 확 및 시민이용을 활성화한다.

- 교통사고 다발지역 로타리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줄인다.

- 교통사업 독립채산제 정착을 기반으로 교통시설물 확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 확 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한다.

-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 합리적인 교통신호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한다.

VII. 이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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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학과 연계하여 운수종사자에 한 교육을 강화한다.

- 지방경찰제 도입과 함께 교통분야에 한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 시민단체와 함께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펼친다.

(2) 기 업

- 운수업계는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운수업체 종사자는 난폭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한다.

- 운수업체 및 종사자는 서비스 정신을 더욱 높이고 법규를 철저히 지킨다.

- 운수업체 및 종사자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 운전기사의 친절도 및 준법운행을 장려하고 모범운전자 혜택제도를 만든다.

(3) 시민, 사회단체

- 서로 웃으면서 양보한다.

-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운전 및 얌체운전을 하지 않는다.

- 보행자를 우선하는 운전을 한다.

- 보도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주차시키지 않는다.

- 횡단보도 정지선 및 차량의 그린속도를 지킨다.

-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20km이하로 서행한다.

- 차선을 지킨다.

- 운전자는 과속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운전시는 휴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끼어들기 차량은 양보를 우선으로 한다.

- 정지선을 잘 지키며 황색등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 어린이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모법을 보이도록 한다.

-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다.

-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 어린이를 안전하게 길을 건네 준다.

- 노상 주차장 및 이면도로에 노상 적치물을 내놓지 않는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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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활성화

(1) 순천시, 의회

- 자가용보다는 중교통, 중교통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버스안내시스템(BIS)을 구축한다.

- 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유지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 중교통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율을 증 시킨다.

-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확 시행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 첨단교통환경 시스템을 도입한다.

(2) 기 업

- 친절한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한다.

- 배차간격을 준수한다.

- 운행시간을 잘 지킨다.

- 버스이용객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 기업체는 자가용 이용자에 한 지원을 폐지하고 중교통이용자에 한 혜택을 확

한다.

(3) 시민, 사회단체

- 자가용 이용보다는 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시는 카풀을 이용한다.

- 버스승차시 운전자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는다.

- 시민모니터링을 통하여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 아이들을 승용차로 통학시키지 않는다.

3) 자전거도로 이용

(1) 지방정부, 의회

- 인도주차 금지, 생활도로, 이면도로의 주차를 억제하기 위한 안을 수립한다.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쌈지공원 및 도로변에 덩굴장미와 담쟁이 덩굴 그리고

꽃과 나무, 벤치 등을 조성한다.

- 보도 위의 보행 장애물과 노상적치물을 없애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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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우선 정책을 펼친다.

-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도로의 보도턱을 낮추고 연결성을 확

보하고 자전거 횡단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 자전거도로를 통학, 출 퇴근, 레저, 관광 등으로 확 해 나간다.

- 자전거 거치 설치를 확 해 나간다.

- 자전거 도로 연장길이를 자전거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보관 수를 연차별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때는 횡단, 연속성, 연계교통수단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 택지개발, 규모 주거단지 개발 등 신규 개발 사업에 자전거 도로 설치를 의무화한다.

(2) 기 업

- 아파트 단지등 주거지개발사업시에 자전거와 보행환경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계획한다.

- 상점 앞 보도에 상품진열 및 입간판을 설치하지 않는다.

- 신축공사 등 각종 공사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 사회단체, 관계기관의 해당정책을 널리 홍보한다.

- 기업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확 해 나간다.

- 공사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 주차 공간 일부를 자전거 보관시설로 바꿔 나아간다.

- 직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지원하다.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샤워실이나 탈의실을 만든다.

(3) 시민, 사회단체

- 보도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거나 보도에 주차하지 않는다.

- 자전거지도를 제작한다.

- 토요일은 자전거의 날 제정

- 아이들을 승용차를 통학시키지 않는다.

- 거리가 가까운 직장과 학교는 자전거로 출퇴근 통학한다.

- 자전거 이용 습관을 들인다.

- 자전거 지도를 제작한다.

- 순천시 거주 모든 가구가 자전거 1 이상씩을 보유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 자전거보관 설치 수를지속적으로증가시켜인구 1만명당보유 수수준을높인다.

숲과 녹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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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문화지수

- 교통안전 투자실적

•사고 많은 지점 개선 투자실적 여부 또는 형교통재난방지를 위한 투자실적을

파악 평가한다.

- 교통사고율 조사

2) 대중교통

- 중교통시설의 정비실적

• 중교통정류장 정비에는 승객 서비스 시설의 정비실적(bus-bay, shelter 등 정류

장 정비실적, 버스터미널 정비,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등 설치실적), 버스 이용 안

내시설 및 안내 체계 정비 등이 포함.

-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승용차 통행금지 구역의 지정은 도로 폭이 6m 이상이면서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자가용 이용억제를 위한 시설에는 도로를 타 용도로 전환, 특

정 도로의 승용차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카풀장소의 제공 등이 있다.

- 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천도

• 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획과 추진실적이 고려되어야 하며, 중교통의

투자실적, 통근버스이 활용 실태, 불법주차 단속 실적, 중교통정보(인터넷 등)

의 제공 수준등이 포함되어 중교통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3)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의 건설실적을 평가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구분되

므로 시설별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고, 자전거 거치 와 기타 관련시설(표지판, 노

면표시, 신호등 및 부속시설)은 인구 천명당 설치 개수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나

아가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중교통시설과의 연계수준은 자전거 이용을 높이

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한 평가를 실시

•자전거 거치 는 공로상에 설치된 것만을 상으로 평가

VIII.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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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실천도

•정비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

어 있으며 계획의 실천여부는 평가 기간 내 계획내용과 투자실적을 비교하는 방법

과 시법사업의 실시 실적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

례제정, 자전거 이용 시범루트의 지정, 교육 홍보 등의 실적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

- 보행시설의 정비실적

•보행전용 몰은 보행활동이 많은 지역의 일정한 폭(6m 이상)과 길이(100m 이상)

를 갖추되, 일반도로에서 보행전용으로 바뀐 경우에 중점을 두어 보도의 설치실

적과 보행전용도로 현황을 평가

•보행전용 몰은 보행전용도로고서, 지하상가나 고가도로 등 펑면과의 고저차가

2m 이상 혹은 몰의 폭이 2m 이상 변화되거나 신호교차로에 의해 단절된 경우는

연속적인 보행전용 몰로 보지 않는다.

•보행자 전용도로란 차도로부터 2m 이상의 폭을 가진 조역시설몰에 의해 물리적

으로 완전하게 보호된 보행자도로를 의미

- 노약자 및 장애인를 위한 교통

•교통시설 정비실적에는 보도턱 낮추기 사업 실적과 장애자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

실적(횡단신호등, 장애자용 보도블럭 등)이 포함되며, 정책의지에는 노약자 및 장

애자를 위한 교통계획, 장애자 이용루트(휠체어 이용)의 개발 등이 포함 됨.

숲과 녹지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