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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도시 경계선을 설치하여 생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이징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종합계획이 실시되는 기한 동안 두 그린벨트가 포함하는 지역의 
녹색 공간은 변화에 따라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시 구조체계요소’ 
및 ‘정책과 계획요소’가 녹색 공간 규모의 변화와 갖는 상관성을 연구하여, 베이징시 녹색 공간의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변량 선형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징의 두 그린벨트
를 대상으로 삼아 도시체계요소 및 계획정책요소(독립 변수)와 그린벨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증가(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인구밀집과 건설용 토지가 확장될 수 있는 동력의 영향을 받아 산지, 물가, 단위
면적당 임대료, 대중교통의 접근성, 신설된 국가 소유의 건설용 토지 등 도시체계요소는 녹색 밸트 내의 건설
용 토지의 규모 변화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그린벨트∣베이징∣도시 구조체계∣정책과 계획∣
Abstract

Green belts can help to set boundary for city growth, provide ecological protection system and 
enhance the resilience of Beijing.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current overall city planning 
of Beijing, the proportion of green space varies much among the sub-districts, villages and towns 
involved in the two green belts in the research. With this as starting point, by researching the 
correlations of ‘city system factors’ and ‘planning policy factors’ with the change in the scale of green 
space, the paper discussed the influential factors of implementing the planning of green space of 
Beijing, and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with such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classified into ‘city 
system factors’ and ‘planning policy factors’. Through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the paper tested 
the correlations of city system factors and planning policy factors (independent variable) with the 
increment in the construction land in green belts (dependent variable). Through influence to population 
aggregation and the expansion force of construction land, city system factors such as mountain land 
and water, house rent of unit area,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 and the newly-defined state-owned 
construction land generate correlation with the change in the scale of construction land in green b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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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 대비 면적 11.8%에 인구 49.7%가 거주
하고 있으며 GRDP(지역내총생산액)는 48.9%에 달한
다. 국가 인구와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서울
의 외형적 확산을 막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왔다. 또한 생태적 건전성과 생태계에서 
비롯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그 동안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그 가
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1].

중국의 베이징시는 최근 들어 시 외곽지역에 다양한 
형식의 녹색 공간 계획을 연구하고 이를 추진하여 실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도시 경계선을 설치하여 
생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베이징시의 탄성을 강화하
는 데 있다[2]. 구역형 환경도시 그린벨트인 베이징시의 
그린벨트는 1958년 도시종합계획에서 다뤄진 ‘그린벨
트 지구’에서 그 개념이 시작되어 제정되었다[3]. 그러
나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정책은 정식으로 알
려지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이징 도시계획
(2004-2020)>에 따르면, 베이징시 그린벨트는 내부 그
린벨트와 외부 그린벨트로 이루어져있다. 내부 그린벨
트(또는 제1 그린벨트)의 면적은 약 240㎢이고, 녹색 
공간이 125㎢이다. 이 지역은 주로 도시 녹지, 교외 공
원 등 공용 녹색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외부 그
린벨트(또는 제2 그린벨트)는 총 면적이 1,650㎢이고, 
녹색 공간이 1,061㎢이다. 이 지역은 주로 생태 경관, 
농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용 토지 비율이 
40% 이내로 조절되어 있다[4].

베이징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종합계획이 실
시되는 기간 동안 두 그린벨트가 포함하는 지역의 녹색 
공간은 변화에 따라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계
획 실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치제도의 요소, 계획 
방안의 요소, 도시 구조체계의 요소가 있다. 먼저 정치
제도의 요소는 계획의 실행기간 동안의 개인의 정치·경
제적 이익 및 계획주체의 역할을 의미한다. 계획 방안의 
요소는 기술의 응용, 계획단체의 유형, 계획이 보여주고
자 하는 목표, 계획체계의 특징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도시 구조체계의 요소는 인구 성장의 압력, 생활의 
질적 수준, 경제활동 등 방면의 변화를 지칭한다[5].

본 연구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시 구조체계요소’ 
및 ‘정책과 계획요소’가 녹색 공간 규모의 변화와 갖게 
되는 상관성을 연구하여, 베이징시 녹색 공간의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정치제도의 요소는 정책이 계획실행에 야기하는 간
섭, 도시성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촉진 작용이자 
억압 작용을 지칭한다. 그 외에도, 계획이 시행된 후의 
결과는 모두 계획의 관리체계의 구축과 정책 시행자에
게 영향을 준다. 계획의 관리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
은 상황 속에서 계획 시행의 결과는 또한 기층 관리자
의 재량권과 지방집단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6].

도시 구조체계의 요소는 주로 경제사회요소, 기술요
소, 자연요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경제사회요소
는 주로 인구의 규모변화, 산업 및 투자가 야기하는 건
설용 토지의 요구 심화 등을 가리킨다. 기술요소는 주
로 도시의 기초시설의 기능 개선과 이로 발생된 경제 
및 건설용 토지의 발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요
소는 강, 산맥 등과 같은 자연으로 이루어진 벽 또는 항
구 등 도시 확장에 제한적·촉진적 작용을 하는 요소를 
지칭한다[7].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와 상호 작용 메커니즘에 의
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베이징시의 
도시체계요소 및 계획정책요소의 구체적인 상호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설을 두 개 제기
하였고,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모형
구축용 독립변수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변량 선형 회귀 모형(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베이징의 두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삼아 도시체계요소 및 계획정책
요소(독립 변수)와 그린벨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증가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Ⅱ. 선행연구 및 분석

선행연구 검토 결과 그린벨트를 활용한 도시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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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들은 최근 20년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고, 내용은 그린벨트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
고 도시생태와 계획에 관한 것들이었다. 기존에 이루어
진 그린벨트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는 대도시 그린벨트의 의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도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문제, 대도시 생태적 효과의 평가, 수도권 그린벨트에 
있어 가치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부분을 소개하
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그린벨트의 성장과정 중 베이
징시에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한국에서 이미 연
구되어있는 결과에서 베이징시의 두 그린벨트의 형성
되는 과정 중 상통하는 것들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현행되고 있는 도시 종합계획이 실시되는 기한 동안 두 
그린벨트가 포함하는 지역의 녹색 공간은 변화에 따라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
다. 이는 미래 베이징시 종합계획에 영감을 줄 것이라
고 판단된다.

1. 도시 구조체계요소

1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 연구
저자 류대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내용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린벨트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
 그린벨트가 가진 잠재적인 가치를 증명하였음

2 수도권 그린벨트의 환경적 효과 분석 : 대기오염 및 
지표온도를 중심으로

저자 김희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내용
 수도권의 그린벨트의 환경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
 그린벨트와 대기오염 및 도시 표면 온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음

3 부산권 그린벨트의 생태적 효과 평가 
저자 이병철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내용

 GIS를 이용한 원격탐사(Remote sensing)방법을 사용하였음 
 부산권 그린벨트 지역, 내부 및 외부 지역의 식생조사와 경관을 

분석하였음
 그린벨트 지정후의 생태적 효과를 평가하였음 

4 울산광역시 그린벨트의 생태적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김동욱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내용

 오랜 시간 경제 개발특구로 자리한 울산광역시에서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작성하여 경관의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식생지수(NDVI)를 추출하였음

 그린벨트의 내부와 외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식생 및 경관의 
변화를 연구하였음

 경관생태학의 관점에서 그린벨트의 효과를 평가하였음 

5 최근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저자 장영호, 김중은（국토연구원，2016)

내용  고도성장기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현재의 상황에서 재평가하였음

6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연구 
저자 권용우, 변병설, 이재준, 박지희 공저(박영사출간, 2013)

내용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다루고 있음. 
 그린벨트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독자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그린벨트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제도변화 외국사례 및 연구
결과들을 매우 차분하고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음

 지리학과 도시계획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 4명이 그린벨
트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과 그린벨트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
국의 국토문제와 환경문제를 제시하였음

 그린벨트에 대해 다년간 연구를 해온 분들로 집필자를 구성하
였다는 점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하
였음 

 이론적 논의나 정책에만 치중 하지 않고 사례분석을 많이 하였
음

7 Greenbelt and Dynamic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저자  Choi Mack Joong (국토계획, 1999)

내용  도시성장 단계에 따른 그린벨트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변화

표 1. 선행연구 및 분석 

를 비교함으로써, 동태적 관점에서 그린벨트 정책과 함께 하나
의 ‘패키지’를 이루어야 하는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개발 전략을 
제시하였음 

 광역 도시공간구조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일단 기성시가지
에 대한 적극적인 재개발 정책을 통해 도시확산을 최대한 억제
할 필요가 있음

8 그린벨트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양승일 (도시행정학보, 2006)

내용

 한국의 그린벨트정책을 개발제한기, 개발보류기, 그리고 개발허
용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이해집단간의 정
치적인 게임의 장을 Wilson (1980)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해 고
찰함으로써, 시기별 상호작용의 규제정치를 연구하였음

9 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 
그린벨트정책의 개발허용기를 중심으로 

저자 양승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내용

 그린벨트정책의 변동요인을 도출하였음
 그린벨트 정책형성과정의 변동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음
 각 시기의 정책형성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인
이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 모형을 통해 고찰하였음

10 한국ㆍ영국ㆍ일본의 그린벨트 비교 연구
저자 장세훈 (한국사회학, 1999)

내용

 한국의 그린벨트는 영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달리 산업화나 도
시화의 효과, 또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인 위치
에 있는 강력한 국가가 결연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도시화를 철
저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음

 국가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개발 압력에 직면하면
서도 일본과는 달리 강경한 개발 규제 정책을 폈던 것임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독특한 위상과 기능에서 찾아보았
음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외형상 영국의 그린벨트나 일본의 근교
지대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저지한다는 도시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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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요소 
연구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자연 요소를 

선택하였다. 산지의 범주 내에서는 중심 외각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향산(香山), 백망산(百望山) 산맥을 대상
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 범위 내의 강, 그리고 강의 양 
쪽에 위치한 300m의 완충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
구범위 내에서 도출한 자연요소의 분포도는 [그림 1]
(연구자 작성)과 같다.

그림 1. 연구범위 내 산지와 물가의 분포도

1.2 경제와 기술요소
본 연구는 3가지 유형과 4가지 항목의 지표를 설정하

여 각 연구단위에 속한 경제 지역과 기술지역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3가지 유형이란 ‘단위 면적당 부동산 
임대료’[그림 2](연구자 작성-이 데이터는 2015년 9월 
GANJIWANG사이트에서 발표한 임대료와 관련된 정
보이다. 모든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한 뒤 각 사회지역 
단위 면적별 매월 임대료를 산출하였다. 각 POI 공간좌
표정보에 의거하여 GIS플랫폼에서 그려냈다.)[8] ‘대중
교통 접근 가능성(편리성)’[그림 3], ‘도시 건설용 토지 
증가’를 의미한다. 이중 대중교통 접근 가능성은 지하철
역 기준 반경 1km의 범위와 버스 정류장의 밀집도를 
포함한다.(버스 정류장 데이터는 Beijing City Lab 공
개 데이터를 이용)[9]

도시 구조체계요소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전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

면 2007-2017년 동안 ‘단위면적의 부동산 임대료’와 
‘대중교통 도달 가능성’의 변화를 보면 3가지 유형과 4
가지 항목의 지표의 정밀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문 하단에서 정량평가를 다룰 때, 그린벨트지
역의 각 연구단위를 가지고 무차원(dimensionless)한 
특징을 다루고자 한다.

그림 2. 베이징시 그린벨트에서 주택 단위면적 임대료 

그림 3. 연구범위 내의 대중교통 도달 가능성
좌: 2014년 지하철역 반경 1km 범위

우: 2013년 버스 정류장 분포도(연구자 작성)

2. 정책과 계획요소
규제계획(regulatory plan)은 베이징시의 두 그린벨

트가 법적 계획 관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중
요한 도구이다. 규제계획의 영향범위에서 보면, 베이징
의 경우 이미 제1 그린벨트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중심 
도시와 신시가지는 완전히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신시가지에서 시행된 편제 규제계획에 따라 제2 
그린벨트의 경우는 일부의 녹색 공간에만 이 계획이 시
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가 아직 이 계획
의 관리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그림 4](연구자 작
성). 이미 완성된 규제계획은 비록 공적인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계획관리 작업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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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이끌어줄 수 있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
다.

그림 4. 베이징시의 규제계획의 영향 범위

실질적인 계획관리 과정 중, “토지 재정”의 논리를 바
탕으로 한 녹색 공간의 시행 방도는 규제플랜을 녹색공
간의 시행 자본을 보여주는 도구로 만들었다. 녹색 공
간의 시행 자본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규제플랜을 조정
해야 한다. 우선 이 불확정성으로 인해 규제계획의 법
적 엄격함이 나타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불
확정성은 목표 시행에 도움을 준다. 즉 규제플랜의 ‘제
어성’을 약하게 하고 시행 목표의 ‘지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린벨트’와 ‘지역계획’의 융합에 더욱 
탄성을 부여하였고, 토지를 더욱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정책 방면에 있어서는 토지 비축을 포함하
는 토지시장에의 간섭, ‘장부사감마을(Ⅳ.1.(2).에서 설
명)’과 ‘교외공원’을 포함하는 핵심 항목의 간섭을 분석
하였다.

Ⅲ. 이론에 의한 가설

1. 상호 작용 메커니즘
자연요소 중 산지의 경사도는 효과적으로 건설용 토

지의 확장을 억제할 수 있다. 강줄기 주변에는 일반적

으로 ‘블루 라인 설치’란 보호관련 조례가 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건설작
업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산지와 물가는 효과적으로 
녹색 공간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범위 내부나 또는 주변
을 건설용 토지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

인구의 밀집정도와 토지의 자본화를 이끄는 동력을 
통해, 경제 및 기술요소는 녹색 공간의 계획 시행에 영
향을 준다. 그러나 녹색 공간의 계획 시행에 영향을 주
는 경제지역 체제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한다. 우선 녹색 
공간의 계획 시행 방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양적인 경제 지역은 더욱 토지의 임대료를 높여 녹색공
간의 시행을 위한 금전적 자본을 보장해준다. 또한 양
적인 경제지역은 더욱 많은 자금과 노동력을 끌어 모아 
해당 공간 안에서 이를 밀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면 주변의 녹색 공간 내부의 건설용 토지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구밀집과 건설용 토지의 증대와의 상관성 방면을 
살펴보면, 도시화 지역의 호적 인구수와 국가소유의 건
설용 토지(새롭게 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의 호적 인구
수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 행정단위 내의 
호적 인구수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도시 
외곽지역의 밀집된 지역에 유동인구가 몰리는 원인은 
경제적 요소(부동산 임대료), 교통적 요소(대중교통의 
편리성 정도), 심리적 요소(지연, 혈연관계), 관리적 요
소, 취업기회 등이다.

정책과 계획요소는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으로 
나뉘어 베이징 그린벨트 지역의 계획시행에 영향을 준
다. ‘거시적’ 영향체제란 법적 계획(규제계획), 정책 제
정(그린벨트 시행과 관련된 정책 문건), 시행 간섭(예: 
토지 비축 및 중점 항목)의 세 방면에서 정부가 녹색 공
간의 계획 시행을 추진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미시적’ 
방도란 각 기층(특히 촌(村)급 행정단위)의 관리자가 계
획 정책에 지닌 태도나 그들의 시행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용 토지의 변화의 결과도 다름
을 의미한다[10]. 일부 마을의 기층 관리자의 조직을 바
탕으로 녹색 공간의 포용성을 더욱 강해지도록 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뛰어난 산업 항목을 들일 수 있다. 또한 
일부 마을은 간단한 비(非)건설용 토지를 건설용 토지
로 전환하여 전통적인 지역사회 토지의 자본화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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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0].
본 논문은 두 방법 중 ‘거시적’ 방법만 살펴보았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법적 계획’과 ‘시행 간섭’이 녹색 공간
의 계획 시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종합
해보면 도시체계요소와 계획정책요소가 베이징시의 그
린벨트 시행 가능성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체제는 
[그림 5](연구자 작성)와 같다.

도시 구조체계요소 

자연요소
(산지, 하류) 

경제요소
(단위면적당 부동산 

임대료, 새롭게 증설된 
건설용 토지)  

기술요소
(대중교통의 도달 가능성) 

건설용 
토지의 
증대

인구밀도 증가

정책과 계획요소

법적계획
(제어성 상세계획)

정책항목
(토지비축, 중점 

항목)

(-) (-)

(-)
(+)(+)

(+)

그림 5. 베이징시의 그린벨트 지역의 계획시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 및 그 체제에 대한 분석

2. 가설
가설1: 자연요소, 경제요소, 기술요소 등으로 구성된 

도시체계요소를 살펴보면, 인구밀집과 토지의 자본화를 
이끄는 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계획 시행의 결과에도 영
향을 미친다. 그 중 산지나 물가는 건설용 토지의 증대
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단
위면적당 부동산 임대료, 새롭게 증설한 건설용 토지, 
그리고 양적인 대중교통의 편리성은 모두 인구가 밀집
되도록 이끌며, 또 건설용 토지의 증대를 발생시킨다.

가설2: 계획정책요소는 계획기술의 응용 및 정책 항
목 시행의 간섭을 통해 계획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 규제계획의 포괄범위 및 간섭은 효과적으로 건설용 
토지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고, 현재 낮은 효율로 사용
되고 있는 건설용 토지를 비우도록 할 수 있어서, 녹색 
공간의 계획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문에서는 앞서 상술한 두 개의 가설을 검증, 논증
하고 분석한다.

Ⅳ. 가설검정

베이징시의 그린벨트 지역의 계획시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은 제Ⅱ장에서 도출한 
도시체계요소 및 계획정책요소를 독립변수로 삼고, 또 
지역 행정단위의  크기의 연구단위 내의 건설용 토지의 
종속변수를 함수로 삼아 다변량 선형 회귀모형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을 구축할 수 
있다. 

1. 독립변수 설정 및 계산방법의 설명
（1）독립변수1:그린벨트 범위 내의 인구 
지역사회의 가도(街道) 크기의 연구단위의 범주 안에

서, 그린벨트 내의 건설용 토지에 거주하는 인구와 그
린벨트 밖의 건설용 토지에 거주하는 인구의 분포도는 
비슷하나 인구의 밀집도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인구의 
밀집도는 개발 건설의 밀집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의 분석 단위의 범주 안에서, 는 그린벨

트 범주 안의 인구를, 는 그린벨트 범위 내의 건설

용 토지의 면적을 지칭한다. 또 는 그린벨트 범주 외

의 인구를, 는 그린벨트 범위 내의 건설용 토지의 
면적을 지칭한다. K는 토지의 개발정도(용적율)와 관련
된 계수이다. 문헌연구에 근거하여 본문은 계수 K≈국
유지의 건설용 토지의 건설 강도/집단 건설용 토지의 
건설 강도≈7이라 설정한다.

2007년 의 인구수를 상대적으로 큰 통계 단위로 A, 
B, G의 3가지 벡터값에 분배하여 그래프에 그리면, 
2017년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단위 내 인구수를 
분배하고 계산할 수 있다.

원칙1: Ai값과 같은 단위의 인구의 점진적 증가수치
를 2007년 지역 A의 총 인구수로 삼는다.

원칙2: 건설용 토지의 수량에 따라 Gk값이 0인 단위
에의 7의 가중치를, Gk값이 1인 단위에는 1의 가중치
를 두어 인구를 분배한다.

인구를 분배한 후, 통계(Bj,Gk)의 2가지 벡터값이 규
정한 단위 내의 인구 총량을 통계낼 수 있다. 2007년과 
2017년의 인구 데이터는 본 연구가 다루는 연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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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결과를 반영한다.(구체적인 계산과정은 Python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단위 내의 호적과 유
동인구의 계산 결과는 [그림 6](연구자 작성)과 같다.

그림 6. 2007-2017년 연구단위 내 호적과 유동인구 변화량의
계산 결과

（2）독립변수 2: 정책과 계획요소 변수
정책과 계획변수는 베이징시의 ‘토지 비축’, ‘장부감사

마을’ 그리고 ‘교외 공원’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장부
감사마을이란 장부에 감시·감독이 필요한 중점 치안 마
을이라 등록되어 있는 마을을 지칭한다. 주로 베이징시
에서 도시와 시골이 접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유동인구가 많고, 환경이 더럽고 난잡하며, 
치안이 나쁘다는 점이 있다. 2009년 베이징시는 50개
의 시(市)급 중점 장부감사마을을 지정하였는데, 예컨대 
해전구(海淀区) 당가령촌(唐家岭村), 풍대구(丰台区) 하
가골목(夏家胡同), 창평구(昌平区) 중탄촌(中滩村), 동삼
기촌(东三旗村) 등이 있다. 2010년 베이징시 시위원회
정부는 도시와 시골이 접하는 지역의 통합과 도시화 과
정을 가속화할 정책을 확정하였다. 2010년부터 2016
년까지 도시와 시골의 접하는 지역, 위생 환경이 더러
운 지역, 사회적 치안과 질서가 어지러운 지역, 시민의 
안전감이 높지 않은 지역 등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
체적인 이주 개선작업을 시행하였다. 또 수도 도시-시
골 접합부 건설 사무실을 설립해 구체적인 시행을 이끌
었다. 이때 이 50여 개 마을은 시(市)급 장부 리스트에 
들어가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감독되는데, 이 마을들을 
‘장부감사마을’이라 부른다. 베이징 4환(环)부터 6환
(环)에 위치한 교외공원 중 대다수는 2007년에 만들어
졌으며, 수도의 생태 구성에 있어 이들은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정부는 기존의 

29개 공원에 추가하여 총 52개의 교외 공원을 신설하
여, 총 81개의 공원시설을 만들었다. 총 면적은 5,680
헥타르이다[11]. 

따라서 우선 3개 정책의 가상 변수를 대입해 3종류의 
계획 시행에 미치는 간섭을 , , 로 삼는다. 

그 중 ‘장부감사마을’은 오직 해당 마을이 장부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에만 의거하여 연구단위를 나누었다. 
‘토지 비축’과 ‘교외 공원’은 시행 간섭의 구체적인 면적
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중 =0일 때 연구 단위는 

‘장부간섭마을’을 포함하지 않는다. =1일 때, 연구 

단위는 ‘장부간섭마을’을 포함한다. =0일 때 연구

단위는 ‘토지 비축’을 포함하지 않고, =1일 때 연구

단위는 ‘토지 비축’을 포함한다. 또 =0일 때 연구단

위 내에는 아직 ‘교외 공원’이 세워지지 않았고, =1

일 때 연구단위 내에 ‘교외 공원’이 세워졌다. 이를 바탕
으로 하여 시행 간섭 면적의 독립 변수인 와 
값을 대입할 수 있다. 그 중, 2007-2017년 동안 연구
단위 내에 토지 비축을 통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진 토
지면적은 와 같은데, 이는 지역 전체에 국가소유의 
건설용 토지가 새로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7-2017년 동안 이미 세워진 교외공원의 면적은 
와 같은데, 이는 신설된 공원의 녹지 규모를 의미한
다.

（3）독립변수3: 위치 변수
제1 그린벨트, 제2 그린벨트에 맞추어 위치의 가상 

변수를 설정한다. ‘공간 인접 원칙’과 ‘동일 행정지역 내 
비(非)분할’의 원칙에 따라 제1 그린벨트 내부의 연구단
위 지역을 두 종류(한 지역의 가상변수 를 설정하
였다. 포괄 범위는 [그림 7](좌측)과 같다)로 나누고, 제
2 그린벨트 내부의 연구단위 위치을 세 종류(두 지역의 
가상변수를 와 로 설
정하였다. 포괄 범위는 [그림 7](우측)과 같다)로 나누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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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두 그린벨트 지역의 변수에 대한 설정

그 중 제1 그린벨트 내부의 연구단위의 경우, ‘공간 
인접 원칙’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소속 행정지역을 조
양구(朝阳区)와 풍대구(丰台区)의 연구단위로 삼은 2개 
조로 분할하였다. 또 제2 그린벨트 내부의 연구단위의 
경우는 소속 행정지역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두 개의 
가상 변수를 통해 연구 단위를 3개 조(1조: 창평구( 昌
平区), 해전구(海淀区), 문두소구(门头沟区), 석경산구
(石景山区). 2조: 조양구(朝阳区), 순의구(顺义区), 통주
구(通州区). 3조: 풍대구(丰台区), 대흥구(大兴区), 방산
구(房山区))로 나누었다. 

2. 모형 구축 및 계산방법
두 그린벨트는 시행정책의 유무, 시행 단계, 계획 대

상과 범위, 비(非)건설용 토지의 구성, 지역 등에 있어 
모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1 그린벨트와 제2그린
벨트의 표본을 두 개 조로 나누어 각각 회귀 분석을 진
행한다.

독립 변수의 형식과 차원을 고려하면 다변량 선형 회
귀모형을 취할 수 있다. 그 기본적인 모형의 형식은 다
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 정책의 변수, 사용된 토지 변수, 
지역 변수를 모형에 삽입하면 제1 그린벨트 내부 연구 
표본의 회귀 모형을 얻을 수 있다.
      

   
 
  

이중 는 연구단위 내 건설용 토지의 증가량을 나

타내고, 은 절편항을 나타낸다. 첫 번째 줄의 다른 
계수들은 계획 정책 요소인 독립 변수의 계수이다. 
는 시행 초기 연구 단위 이내의 건설용 토지 

면적을 지칭한다.는 시행기간 동안 연구단
위 내에 거주하는 호적 인구의 수이다. 
는 시행기간 동안 연구단위 내에 
거주하는 호적 인구의 변화량이다. 
는 시행기간 동안 연구단위 

내 유동인구의 변화량이다. 네 번째 줄의 는 위치 
가상 변수를 나타내고, Ui는 잔여항이다.

Ⅴ. 검정 결과

1.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계획 초기의 건설용 토지의 수량은 인구 규모와 강한 

선형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1 그린
벨트의 토지 사용변수 및 지역 변수에 맞추어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 계획 시행 초
기단계에서는 건설용 토지와 인구수가 뚜렷한 선형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예컨
대 상관계수>0.8인 경우, 독립변수 사이에는 다중 공선
성이 존재할 것이다. 즉, 2007년 건설용 토지의 수량과 
당시 호적 인구와 유동 인구 사이에는 강한 선형의 상
관관계가 보여진다. 계획 시행 초기의 유동인구와 시행
기간 동안의 유동인구의 변화 사이에도 또한 강한 선형
의 상관관계가 보여진다. 

구분
07년 

건설용 
토지

07년 
호적 
인구

07년 
유동 
인구

호적 
인구 
변화

유동 
인구 
변화

위치 
변수

07년 건설용 토지 1.00 0.80* 0.82* 0.11 0.69 -0.14

07년 호적 인구 0.80* 1.00 0.87 0.14 0.66 -0.08

07년 유동 인구 0.82* 0.87** 1.00 0.15 0.81* -0.13

호적 인구 변화 0.11 0.14 0.15 1.00 0.66 -0.23

유동 인구 변화 0.69 0.66 0.81* 0.66 1.00 0.04

위치 변수 -0.14 -0.08 -0.13 -0.23 0.04 1.00

(*: 상관계수는 0.8 수준에서 유의함)

표 2. 제1 그린벨트의 인구, 사용 토지, 지역의 독립 변수 간
의 상관성 매트릭스

같은 논리로 제2 그린벨트의 다변량 선형 회귀 모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6244

의 인구, 사용 토지, 지역, 규제플랜의 독립 변수간의 상
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분
07년 

건설용 
토지

07년 
호적 
인구

07년 
유동 
인구

호적 
인구 
변화

유동 
인구 
변화

위치 
변수

1

위치 
변수
2

규제
플랜 
변수

07년 건설용토지 1.00 0.66 0.59 0.25 0.58 -0.06 -0.05 -0.07

07년 호적인구 0.66 1.00 0.71 -0.03 0.48 -0.06 -0.08 -0.12

07년 유동인구 0.59 0.71 1.00 0.35 0.90 -0.09 -0.02 -0.16

호적인구변화 0.25 -0.03 0.35 1.00 0.49 -0.08 0.11 0.01

유 인구변화 0.59 0.48 0.90 0.49 1.00 -0.05 -0.03 -0.08

위치변수1 -0.06 -0.06 -0.09 -0.08 -0.05 1.00 -0.56 0.31

위치변수2 -0.05 -0.08 -0.02 0.11 -0.03 -0.56 1.00 -0.01

규제플랜변수 -0.07 -0.12 -0.16 0.01 -0.08 0.31 -0.01 1.00

표 3. 제2 그린벨트의 인구, 사용 토지, 규제플랜의 독립 변수
간의 상관성 매트릭스

2. 종속변수 계산 및 모형과 가설의 검증
(1)제1 그린벨트[표 4]
F검정: Prob(F-statistic)<0.05, 모형의 모든 변수가 

전체적으로 나타남.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토지 비축 임대규모 변수, 

인구가 사용한 토지 변수, 지역의 가상 변수는 각기 
1-10%의 사이에서 종속변수와의 뚜렷한 상관성이 드
러난다. 

이분산성(heteroskedastic) 검증: Prob.Chi-Square 
= 0.75>0.05, 모형에는 이분산성의 문제가 없다. 

D.W 검정: DW(Durbin-Watson stat) 검정값은 약 
1.77로 2에 가깝다. 이는 표본의 잔차 시퀀스
(sequence)의 자기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의미
한다. 종합해보면 제1 그린벨트의 회귀모형은 검증을 
통과했다.

(2)제2 그린벨트[표 5]
F검정: Prob(F-statistic)<0.05, 모형의 모든 변수가 

전체적으로 나타남.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토지 비축의 가상 변수, 시

행 초기 건설용 토지의 규모 및 규제플랜이 포괄하는 
녹색 공간 면적, 5%의 수준에서 종속변수와의 뚜렷한 
상관성이 드러난다. 

이분산성(heteroskedastic) 검증: Prob.Chi-Square 
= 0.70 > 0.05, “가중 최소 제곱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샘플의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D.W 검정: DW(Durbin-Watson stat) 검정값은 모
두 2에 가깝다. 이는 표본의 잔차 시퀀스(sequence)의 
자기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제2 그린벨트의 회귀모형은 검증을 통과했다.

Variable t-Statistic Prob.
C 0.768423 0.4469

 0.074270 0.9412

 -0.713720 0.4796

 1.797199 0.0801

 0.828155 0.4126

 -0.377562 0.7078

 -3.280592 0.0022**

 -2.625647 0.0123*

 4.411000 0.0001**

 -2.298391 0.0270*

R-squared 0.508125 Mean dependent 
var -58213.84

Adjusted R-squared 0.394615 S.D.dependent var 524171.1

S.E. of regression 407839.1 Akaike info 
criterion 28.85504

Sum squared resid 6.49E+12 Schwarz criterion 29.24112

Log likelihood -696.9484 Hannan-Quinn 
criter. 29.00152

F-statistic 4.476487 Durbin-Watson 
stat 1.774082

Prob(F-statistic) 0.000446 Sample No. 49

   Heteroskedasticity Test:White

F-statistic 0.592723 Prob.F(9,39) 0.7949

Obs*R-squared 5.895879 Prob.Chi-Squared(9) 0.7503

(*: 상관계수는 Prob.<0.05 수준에서 유의함; **：상관계수는 Prob.<0.01 수준
에서 유의함 )

표 4. 제1 그린벨트 모형의 회귀 결과

  

Variable t-Statistic Prob.
C 1.889578 0.0640

 -1.043131 0.3014

 -2.035902 0.0465*

 0.645840 0.5210

 2.388063 0.0203*

 1.549289 0.1269

 -1.024804 0.3099

 -0.104054 0.9175

 0.229094 0.8196

표 5. 제2 그린벨트 모형의 회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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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에 따라 각 요소가 베이징시 그린벨트의 발
전에 미치는 영향

첫째, 두 그린벨트의 범주 이내로 한정해보면, 계획 
시행 초기의 연구단위 내의 건설용 토지의 수량은 시행
기간 동안의 인구수와 뚜렷한 상관성(호적 인구0.8;유
동 인구0.5)이 나타난다. 그러나 제1 그린벨트의 경우, 
계획 초기 건설용 토지가 많을수록 시행기간 이내의 녹
색 공간이 더욱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제2 그린벨트의 
경우, 계획 초기에는 건설용 토지가 많았지만, 시행기간 
이내의 녹색 공간은 더욱 적어졌다. 이 결과를 정량분
석해보면, 두 그린벨트의 시행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끝난 제1 그린벨트의 경우 계획 
초기의 건설용 토지가 많을수록, 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빈 땅이 되는 건설용 토지가 더욱 많아져, 결국 녹
색 공간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도시화가 
시행되지 않은 제2 그린벨트의 경우 계획 초기의 건설
용 토지가 많을수록, 마을의 건설용 토지와 인구 규모
의 기수가 더욱 커져, 녹색 공간의 시행자금에 대한 요
청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또한 건설용 토지의 증대를 
위한 추진력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건설용 토지를 더욱 
많이 늘리게 된다.

인구요소의 변화의 측면을 살펴보면, 시행기간 내의 
제1 그린벨트의 호적 인구와 유동 인구의 규모 변화는 
모두 녹색 공간 내부의 건설용 토지의 증대와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2 그린벨트의 회귀 결과
의 관련 계수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제1 그린벨트

에 있어 시행기간 내의 호적인구가 더욱 많이 증대될수
록, 녹색 공간도 더욱 많이 증가된다. 또 유동인구가 더
욱 많아질수록, 녹색공간도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도시화가 가져오는 제1 그린벨트의 계
획 시행을 통해 호적 인구의 증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도시화 정도의 수준이 높고, 유동인구의 증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녹색공간이 많이 증대되는 등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제1 그린벨트의 회귀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의 
가상변수와 연구단위 내의 녹색 공간의 증가간에는 뚜
렷한 관계가 있다. =1의 표징 지역 내에서 연구단
위 내 녹색공간의 증가는 현저히 많다. 제2 그린벨트의 
회귀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의 가상변수와 녹색 공간의 
증가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0 와 
=0의 지역 내에서 상당한 수의 연구단위 내 녹색 공간
의 비율의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분석한 자연요소
와 경제기술요소의 지표를 활용하면, 녹색 공간이 많아
지거나(제1 그린벨트) 또는 감소하는(제2 그린벨트) 지
역이 지닌 도시 계수의 요소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통계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
다. 제1 그린벨트에 있어서 녹색 공간이 많이 증대되는 
지역(즉 =1을 대표로 하는 지역)은 산지와 물가 
요소의 점유 비율이 높고, 버스 정류장도 상당 수 설치
되어 있고,  단위면적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
편 신설된 국가 소유의 건설용 토지의 규모와 지하철역
의 영향범위는 다른 지역과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1 그린벨트의 범위 중, 건설용 토지가 
증대하면서 단위면적의 임대료가 낮고, 또 버스 정류장
이 많지 않은 지역은 공간적 차원에서 들어맞는다. 제2 
그린벨트의 경우, 녹색 공간의 감소량이 적은 지역(즉 
=0, =0을 대표로 하
는 지역)은 산지와 물가 요소의 점유 비율이 높고, 대중
교통의 도달 가능성(지하철역의 영향범위 및 버스 정류
장의 밀집도를 포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신설된 국
가 소유의 건설용 토지의 규모는 비교적 작으나, 단위
면적의 임대료의 경우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2 그린벨트의 범위 중, 자연요소
가 효과적으로 건설용 토지의 증대를 억제하고 있으나, 

 -0.381734 0.8196

 2.201757 0.0318*

R-squared 0.494372 Mean dependent var 780517.2

Adjusted R-squared 0.404082 S.D.dependent var 1150275

S.E. of regression 1066699 Akaike info criterion 30.74505

Sum squared resid 6.37E+13 Schwarz criterion 31.10902

Log likelihood -1019.026 Hannan-Quinn 
criter. 30.89028

F-statistic 5.475341 Durbin-Watson stat 1.832001

Prob(F-statistic) 0.000013 Sample No. 67

   Heteroskedasticity Test:White

F-statistic 0.683884 Prob.F(10,56) 0.7347

Obs*R-squared 7.291709 Prob.Chi-Squared(10) 0.6976

  (*: 상관계수는 Prob.<0.05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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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도달 가능성과 신설된 건설용 토지는 모두 
주변 녹색공간 이내의 건설용 토지의 증대를 촉진하고 
있다.

위치 변수

도시 구조체계요소의 지표

자연
요소 

경제기술요소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주택 
임대료

토지 
임대

=0 1.20% 34.54
（17.02）

37.26
（23.89）

18.24
（15.25）

2.96
（3.85）

=1 3.66% 53.22
（18.31）

35.18
（23.50）

29.02
（16.01）

2.32
（4.29）

=0
=0 14.32% 9.67

（8.45）
23.98

（20.60）
1.72

（2.86）
1.73

（3.57）

=1
=0 1.91% 11.46

（9.87）
35.08

（23.45）
1.82

（2.99）
3.11

（6.66）

=0
=1 3.01% 14.50

（12.80）
33.71

（23.83）
1.42

（2.62）
4.10

（8.28）

표 6. 위치 변수가 적용된 도시 구조체계 요소의 특징에 대한
통계 결과

‘대중교통의 접근 가능성 지수’(버스와 지하철 역의 
영향 지수의 가중치를 각 0.5로 설정), ‘주택 단위면적
의 임대료 지수’, ‘토지 임대규모 지수’를 축으로 삼으
면, 두 그린벨트 지역 내의 연구단위를 정량으로 분석
할 수 있다[그림 8]. ‘대중교통의 달성 가능성’, ‘주택 임
대규모 지수’, ‘토지 임대 규모’의 세 지수 사이에는 다
음과 같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대중교통의 접근 
가능성이 강해질수록, 토지의 임대활동도 나날이 활발
해지고, 단위면적 당 주택의 임대료도 높아진다. 그러나 
연구단위 내 녹색 공간의 점유비율의 변화는 상술한 세 
요소의 추세와의 뚜렷한 일치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도시 계수 요소를 제외하고도 녹색공간의 변화 역시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8. 연구단위 내 도시 계수요소의 특징지수의 모습(대중교
통의 접근 가능성, 토지의 임대 규모, 주택 단위 면적
(연구자 작성)

셋째, 정부는 ‘토지 비축’과 ‘중점 항목’(장부감사마을
과 교외공원)을 통해 진행한 시행 간섭은 제1 그린벨트
의 범주 내에서는 녹색공간의 증대와는 뚜렷한 상관 관
계를 보이지 않는다. 회귀 결과에 따르면, 제2 그린벨트
의 범주 이내의 ‘토지 비축’에 관한 지역은 녹색공간의 
증가가 현저한다. 규제플랜은 녹색 공간의 증가와 뚜렷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현행되고 있
는 도시종합계획의 시행기간 동안 제1 그린벨트의 녹
색공간의 증량은 주로 규제플랜의 관리를 바탕으로 한 
도시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또 제2 그린벨트 지역

변수 유형 독립변수의 함의  그린
벨트 상관성

정책과 
계획
요소

토지 비축 여부 제 2 음**

비축한 토지의 임대 규모   제 1 양*

규제플랜 의 포괄범위면적 제 2 양**

도시 
구조
체계
요소

계획시행 초기의 연구단위 내 건설용 
토지 규모 제 1 음***

계획 시행기간 내 그린벨트의 
호적인구 변화 제 1  음**

계획 시행기간 내 그린벨트의 
유동인구 변화 제 1  양***

위치 변수 제 1  -

표 7. 검증한 독립 변수 및 종속변수에서 나타나는 상관성 

의 경우 명확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녹
색 공간의 증량은 주로 ‘토지 비축’의 방식이란 시행 

간섭과 관련이 있다. 결과에 따르면, 건설용 토지의 점
유비율이 적게 된 주요 원인은 상술한 ‘토지 비축’ 또는 
‘중점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유형의 방식이 함께 
간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크기(척도)의 연구단
위 내에서 ‘토지 비축’, ‘장부감사마을’, ‘교외 공원’의 3
가지 간섭 체제는 현행되고 있는 도시종합계획의 시행
기간 동안 국지적으로 녹색 공간을 증대시키는 가장 주
요한 추진력이라 할 수 있다. 위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표 7]와 같다.

Ⅵ.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다변량 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징
의 두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삼아 도시체계요소 및 계획
정책요소(독립 변수)와 그린벨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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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첫째, 인구밀집과 건설용 토지가 확장될 수 있는 동

력의 영향을 받아 산지, 물가, 단위면적당 임대료, 대중
교통의 도달 가능성, 신설된 국가 소유의 건설용 토지 
등 도시체계요소는 그린벨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규모 
변화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 중 녹색 공간 범위 내의 
산지와 물가는 효과적으로 건설용 토지의 증대를 억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베이징시 주변에 기존의 부
실공사 토지를 활용하여 공공녹지를 조성하면 개발제
한 구역을 최대한 보전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그린
벨트를 보전할 수 있고, 공공녹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성장이 예상
되는 콤팩트 시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베이징시에서 계획한 두 그린벨트의 범주 이내
로 한정해보면, 계획 시행 초기의 연구단위 내의 건설
용 토지의 수량은 시행기간 동안의 인구수와 뚜렷한 상
관성(호적 인구0.8;유동 인구0.5)이 나타난다. 제1 그린
벨트의 범위의 경우, 건설용 토지의 증대와 단위 면적
당 임대료 및 버스 정류장의 영향력이 낮은 지역은 공
간적으로 부합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제2 그린벨트의 
범위의 경우, 건설용 토지의 증대 및 신설된 국가 소유
의 건설용 토지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공간적으로 부합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베이징시
의 도심부 관리 계획의 녹지 보존 대상 범위가 확대되
었다. 수도의 도심부 관리 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존과
는 다르게 도심부의 고유한 생태를 고려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경계적인 수단들을 통해 공공녹지 보
존의 목표를 실현한다. 동시에, 베이징 중심지역의 인구
와 기능을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며, 구역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베이징 교외 지역에 몇 개의 
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를 활용
하는 교외화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계획정책요소 또한 그린벨트 내 녹색 공간의 
규모 변화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제1 그린벨트 내의 
녹색 공간의 증대는 주로 규제플랜의 관리를 바탕으로 
한 도시화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제2 그린벨트의 
녹색공간의 증대는 현재 아직 명확한 지도 정책이 시행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주로 ‘토지 비축’과 ‘중점 항

목’의 두 방식의 간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가 도시
계획을 시행할 때 시장경제를 활용한 방법도 고려한다
면, 베이징의 그린벨트가 주변지역의 경제 성장의 수단
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역사회 및 마을 지역이란 두 척도의 연구단
위를 대상으로 국지적 공간의 자기상관 분석을 시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즉, 도시체계요소는 
연구단위 내 녹색 공간의 비율에 변화를 발생시켰고, 
국지적인 공간 내부에서 밀집되게 된다. 또 ‘토지 비축’, 
‘장부감사마을’, ‘교외공원’의 세 종류 간섭체제는 현행
되고 있는 도시종합계획의 시행기간 동안 국지적 녹색
공간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
다. 그러므로 베이징시의 행정 관리 종합계획 중 일부
의 자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ㆍ조
정이 필요하나도 판단된다. 베이징은 현재 장기 미집행 
그린벨트 계획 시설 중에서 존치 및 해지에 대한 기준
을 보다 ‘토지 비축’, ‘장부감사마을’, ‘교외공원’사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폐지를 유도하여 제2 그
린벨트 주변 마을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 향후 생태형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업의 합리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린벨트에 대한 유연한 대응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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