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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사회적으로 공간의 공유에 대

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새로운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

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 또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

로 인한 분권화, 도시난개발, 산업화 해제, 새로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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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유휴부지의 정원조성방안

Developing Gardens in Urban Idl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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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 도시 유휴공간 유형화를 통한 도시 내 정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간 형태와 특성을 발굴하여 향후 정원 조성

시 활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그린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시의 유휴공간은 4개

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유형별 조성방안에는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재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 혜택 및 도시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시생태계서비스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귀중한 도시경관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 유휴공간은 도시생태계의

건강을 지원하고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린인프라의 역할로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유형화, 생활밀착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산업기반형

Abstract We aimed to find new space types and characteristics for creating gardens in the city through the type 
of idle space in the city, present guidelines that can be used in creating gardens in the future, and establish 
basic data for expanding green infrastructure.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idle space in the city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and it was determined that differenti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reation of each 
type. The achievements of this study can be a potential source of urban ecosystem services that can provide 
community benefits and opportunities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re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suppor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urban idle space can be a valuable resource as 
a green infrastructure that can be used to support the health of urban ecosyste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Key words : 
Type of Idle Space, Living-Friendly Idle Space, Neighborhood Idle Space, Central Urban Idle 
Space, Industrial-Based Idl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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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로 인해 도시 지역의

유휴공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간의 공유

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2]. 도시 유휴공간은 버려진 공

간, 공터, 그리고 도시구조에서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유휴공간”이라는 용어

는 종종, 버려진 빈 공간, 위험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가

지고 있으므로, 도시 내 투자를 저해하며 어두운 그림

자 및 쇠퇴를 상징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도시 거주

민들에게 부정적이며 문제점으로 자동 인식되어 왔다

[3,4]. 하지만, 유휴공간은 지역사회의 재개발을 통해 지

역 사회 혜택 및 도시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역주민

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시생태계

서비스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귀중한 도시경관자원이

될 수 있어, 유휴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기존의 도

시 토지이용에 대한 매우 중요하면서도 전문적인 노력

이며 우리는 도시 유휴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하여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5, 6].

그리고 유휴공간은 도시생태계의 건강을 지원하고 도

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린인프라의 역할로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7]. 도

시 유휴공간은 과거 및 현재 토지이용 구조 및 상태에

따라 다양한 개발방식과 접근방법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개발 방식 및 장애요소들을 이해하고 파악

하는게 중요하다 [8-10]. 그리고, 이러한 도시유휴공간

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원을 계획하는 방안이 있다.

정원은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도시내에 조

성할 공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도시 내 정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지역 유휴공간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로 어떠한 형태의 정원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

시 유휴공간 유형화를 통한 도시 내 정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간 형태와 특성을 발굴하여 향후 정원 조성

시 활용 및 그린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도시지역 유휴공간의 유형화와 정원 적용이

가능한 환경특성 지침 개발을 통해 도시 유휴공간활용

을 권장하며 도시 내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가능

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연구의 방법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도시내의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내의 유휴부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유휴부지 데이터 베이스가 확보되어 있는 지자체를 중

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권

에서 획득한 유휴부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미개발된 지역으로, 주민의 생활과는 거리상으로 멀고

사용이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의 각 구청에 협조를 요청

하여 그 중, 마포구청의 데이터가 가장 충실하여 마포

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대상지는 총

53개소로 국유지가 2개소, 시유지가 17개소, 구유지가

34개소로 파악되었다. 국유지 2개소와 시유지 17개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구유지는 마포

구청이 보유하고 있다.

2. 내용적 범위

마포구 내의 유휴공간의 주소를 파악하여 지도에 명

기하였으며, 유휴공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간의

특성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휴부지에

대한 잠재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잠재성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유휴공간의 1차 유형화

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차 유형화 결과에 대하여 전문

가 의견(FGI)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형

별 특성을 파악하여 각 유형별 정원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주성분분석에 의한 1차 유형화

PCA는 많은 변수들로부터 몇 개의 주성분을 추출하

는 방법으로 차원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성분이란

주된 성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유휴

공간의 특성을 나타낸다. 주성분 분석의 목적은 다수의

지표를 통합한 종합적인 지표를 작성하는데 있으며, 관

측대상을 유사한 성분의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기 위함

으로, 유휴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 중에 유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327-335,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29 -

한 성분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유휴공간의 변수는 양적

변수와 질적변수가 혼재되어있는데, 주성분 분석은 혼

재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와 같은 유

형화연구에서는 최적의 분석수법이다. 또한, 주성분 인

자점수는 군집분석에 사용가능하여, 각 대상지의 특성

을 수치화 할 수 있으며, 그 수치를 해석함으로써, 어떠

한 유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유휴부지의 특성을 나

타내는 항목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추출하였으며, 대

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에 관한 데이터, 주변 환경에 관

한 데이터, 인문사회학적 데이터, 주민 의견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데이터 중에 유휴

부지, 정원화와 관련이 있는 항목10개를 추출하였다. 추

출된 항목과 각 항목의 척도는 다음 표1과 같다.

4. 전문가 인터뷰(FGI)에 의한 변수추출

전문가 표적 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은 질적 연구 방법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수(5~10

명)의 전문가가 비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FGI

와 같은 연구 방법은 연구주제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

단체, 사례 등의 심층적인 시각과 인식을 수집하면서

수량화가 불가능한 가치, 태도, 인식 등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Cresswell, 1998/2005)이다. 본 연구에

서는 주성분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과 유형화에 대

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유형화를 위한 적절한 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인

터뷰는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1회차에는

2020년 7월에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2회차에서는

유형화를 위한 변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FGI 참

가자는 조경학과 대학교수 3명, 연구기관의 연구원 5명,

대학원생 4명, 조경계획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였

다.

5. 요인분석에 의한 2차 유형화

요인분석은 알지 못하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

항이나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관련된 변수들이 묶여져 요인을 이루지만 상호 독

립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어 변수들의 특성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은 18개의 항목이 서

로간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대표성을 가지는 항목

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18개 항목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여러개의 항목을 공통된 집단

으로 묶음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요인을 추출하여 자료

의 복잡성을 줄이고, 단순화하려고 실시하였다. 요인분

석의 결과로 나온 요인의 부하수를 파악하여 요인의 이

름을 명명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유휴부지의 유형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에

서는 선행연구, FGI의 결과에 의해 추출된 변수 18개를

사용하였으며, 7단계 리커드척도를 활용하여 20개의 대

상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전문가 집단

(100명)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1. 주성분분석에 의한 1차 유형화

주성분분석의 결과, 제3성분까지의 누적 기여율이

70%를 초과하였으며, 제1성분이 30.90%, 제2성분이

24.02%, 제3성분이 15.31%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그 이

하의 성분은 10%미만의 기여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2와같이 제3성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

다.

표 1. 평가항목 및 척도
Table 1. Evaluation item and scale

구분 수량화 척도

면적 1: 10~20,2:20~30, 3:30~40, 5:50~

지목 1: 대지, 2: 도로, 3:대, 4:기타

형상 1:삼각형, 2: 사각형, 3:다각형, 4 :선형

고저 1:평지 2:저지, 완경사, 3:고지, 급경사

건물유무 1:있음 2: 없음

포장 1:아스콘, 2:콘크리트, 3:블록, 4:식생, 5:기타

식생
1:관목, 2:관목,교목, 3:초화류,관목, 4:교목,

5:없음

활용여부 1:주차장, 2:녹지, 3:공터, 4:기타

도로접근성
1: 대로인접, 2:대로접근성용이, 3:이면도로상,

4: 이면도로인접 5:맹지

주변환경 1: 좋지않음~5 :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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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성분수의 추출
Table 2. Extraction of principal components numbers

성분 초기 고유값

　 전체 % 분산 누적 %

1 2.781 30.905 30.905

2 2.162 24.020 54.925

3 1.378 15.314 70.239

주성분분석의 회전방법은 성분간의 독립성을 유지하

면서 상대적으로 해석이 쉬운 회전방법인 Varimax 직

각회전을 사용하였다. Varimax 직각회전후 성분행렬을

추출한 결과, 표 3과 같이 제1주성분은 주변환경, 식생,

건물의 유무, 도로인접성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제1주성분은 도로 접근성, 주변환경과 같이 도시

의 인프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1주성분

의 이름을 인프라형 유휴부지로 명명하였다. 제2주성분

은 활용도와 포장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쉽게 사용가능

한지에 대한 항목으로 나타나 제2주성분의 이름은 생활

밀착형 유휴부지로 명명하였다. 제3주성분은 형상, 면

적, 지목과 같이 면적이 크고 4각형의 형태와 같이 대

상지의 물리적 형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3주성분

은 거점형 유휴부지로 명명하였다.

주성분 분석의 결과, 유휴부지의 유형이 3가지로 나

타났으나, 3가지 유형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

이 있다. 제1주성분으로 추출된 인프라형은 유휴부지에

대한 기능적인 면을 나타내는 반면, 제2주성분으로 추

출된 생활밀착형은 거주민과의 거리나 활용도와 같은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 생활밀착형과 인프라형에 대한

교집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3주성분으로 추출

된 거점형은 향후 이용방향에 관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

므로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과의 교집합이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성분결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

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FGI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전문가 인터뷰(FGI)에 의한 변수추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변수로는 면적, 지목, 형상, 고

저, 건물유무, 포장, 식생, 활용여부, 접근성, 주변환경으

로 총 10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나, 10개의 변수가 모

두 물리적 특성에 집중하고 있어, 대상지에 대한 특성

을 표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변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준이나 스케일에 있어서도 애매한 점이 많

아,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렸다. 특히, 동일한 대상지에

대하여 복수의 전문가의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성분 분석에 사용된 10개의 변수는 변별력

이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물리적인 특성만

이 아닌 다양한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유휴부

지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를 추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1주성분으로 추출된 인프라형에서 인프

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그린인프라와

그레이인프라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제2주성분으로 추출된 생활밀착

형은 주거지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부지의 입지적 특

성 및 주민과의 관계등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형화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인프라형과 교집합

이 발생할 수 있다. 제3주성분으로 추출된 거점형은 거

점에 대한 의미와 유휴부지에 대한 의미가 상반되는 의

미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거점

형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나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 조

성전의 대상지에 대한 유형에는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제1주성분인 인프라형과 제2주성분인 생활밀착형과 교

집합이 발생할 수 있어, 유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유형화를 위해서는 그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의 결과에 따라 진행해

야 하는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보편화하기 쉽지 않으

며, 주변환경이나 활용여부 등은 연구자의 선입견이

표 3. 주성분의 추출
Table 3. Extraction of principal components

　 인프라형 생활밀착형 거점형

주변환경 0.864 -0.147 -0.223

식생 -0.836 -0.147 0.024

건물유무 0.715 -0.048 0.204

도로접근성 0.531 -0.641 -0.245

고저 -0.232 -0.203 0.005

활용 -0.108 0.908 0.017

포장 0.266 0.900 0.168

형상 -0.105 0.129 0.703

면적 0.327 -0.146 0.700

지목 -0.136 0.197 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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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 나왔다.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표4와 같이 접근성,

안전성, 친환경성, 지역커뮤니티, 주민소득증가에 대한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정원조성에 관해서는 다양성,

경관성, 쾌적성, 생활환경개선, 상권활성화라는 키워드

가 추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상기의 10개의 키워드

이외에 연계성, 편리성, 경제성, 실용성, 지속성, 상징성,

차별성, 문화성이라는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표 4. 변수의 추출
Table 4. Extraction of variables

구분 변수의 설명

다양성 다양한 물리적 기능이 수용된 공간

연계성 도심 내 연계를 통한 교류확대가 가능한 공간

접근성 대중교통 및 시설과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

편리성 시설 및 이용의 편리한 공간

경제성 건축비 등 제반 비용의 경제적인 공간

지속성 지속가능한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실용성 개선을 통한 공적·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상징성 지역 우수 도시재생 사례의 상징적인 공간

안전성 재해, 범죄, 소방 등으로부터의 안전한 공간

차별성 타지역과차별화된 고유의 공간

문화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공간

경관성 지역 및 근린환경과 조화로운 공간

친환경성 친환경적인 소재 및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공간

쾌적성 사용하기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

지역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및 모임의 증대

생활환경개선 유휴공간 재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

주민소득증가 유휴공간 재생으로 인한 주민의 소득수준 증가

상권활성화 유휴공간 재생으로 인한 상권 확대 및 활성화

3. 요인분석에 의한 2차 유형화

18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SPSS를 활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5와 같이 제4요인까지의 회전 제곱한

적재량이 85.38%을 나타났다. 제1요인부터 제4요인까지

는 적재량이 15%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에 비하여 제5

요인부터는 기여율이 10%정도로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제4요인까지 추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분산량으

로 산출한 스크리 플롯상에서도 4개의 요인이 크게 작

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유형화를 위한 요인의

수는 4개를 추출하였다.

표 5. 요인수의 추출
Table 5. Extraction of factor numbers

성분
회전 제곱한 적재량

전체 %분산 누적%
1 3.495 23.980 23.980
2 3.181 22.725 46.705
3 2.785 21.139 67.844
4 1.884 17.537 85.382
5 1.524 11.258 96.640

표 6. 요인의 추출
Table 6. Extraction of factors

생활밀착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산업기반형
실용성 0.850 -0.056 0.390 -0.183
커뮤니티 0.823 -0.047 0.245 -0.154
생활환경 0.781 0.024 0.064 0.011
접근성 0.689 0.012 -0.015 0.251
주민소득 -0.164 0.785 -0.064 -0.028
상권활성화 0.190 0.702 0.110 -0.043
편리성 -0.021 0.681 0.170 0.042
상징성 -0.031 0.479 0.551 -0.081
경제성 -0.329 0.119 0.510 -0.201
경관성 0.007 0.149 0.489 0.205
차별성 -0.051 -0.145 0.185 0.591
친환경성 0.124 -0.116 0.100 0.521
쾌적성 0.037 0.421 0.201 0.457
지속성 -0.286 -0.095 -0.149 0.003
다양성 -0.080 -0.799 -0.163 0.117
연계성 -0.067 -0.674 -0.215 0.157
문화성 -0.480 0.278 -0.141 0.111
안전성 -0.451 0.021 0.265 -0.257

(1) 제1요인 : 생활밀착형 유휴부지(주거단지)

표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용성, 지역커뮤니티,

생활환경개선, 접근성에 대한 요인점수가 높게 나타나

주거지에 대한 인접하고 지역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생활밀착형 유휴부지로 명명하였다.

주거단지에 위치하거나 주거단지와 근접한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장, 텃밭으로 활용 중이 공간이 많으며, 정원을 조

성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

(2) 제2요인 : 일반근린형 유휴부지(주거+상업시설)

주민소득증가, 상권활성화, 편리성에 대한 점수가 비

교적 높게 나타나 주거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한 유휴부

지로 상관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일반근린형 유휴부

지로 명명하였다.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

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상인과 지역주민이 활

용하는 공간이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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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으며, 정원조성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가능

하다.

(3) 제3요인 : 중심시가지형 유휴부지(역세권,상권)

상징성, 경제성, 경관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지역을 대표하고 경제중심지로 판단되어 중심시가지형

유휴부지로 명명하였다. 역주변이나 상권이 밀집한 지

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에 자투리

형식으로 존재한다. 경관개선이 필요하며, 상권의 활성

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제4요인 : 산업기반형유휴부지(공업단지, 산업단지)

차별성, 친환경성, 쾌적성에 대한 점수가 비교적 높

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는 다르고 환경에 대한 요소가

평가되고 있으므로 산업기반형 유휴부지로 명명하였다.

공장, 공원, 빗물펌프장과 같은 인프라 시설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과 인접한 공간은 공원의 확장개

념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공장, 인프라의 인접공간은 환

경을개선하여쾌적한공간으로조성할필요가있으며, 기

능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가능하다.

4. 유형별 정원조성 방안

(1) 생활밀착형 유휴부지

주거지 안에 위치한 유휴부지로 주로 소규모의 유휴

부지가 많으며 도로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공간이

많으며, 또한, 그림 1과 같이 사유지화(주차장, 화단활

용)된 공간도 많다. 주로 아이들과 노인, 주부들이 주

이용객이다.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나

주민 주도에 의한 정원 조성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림

2와 같이 커뮤니티 정원, 학교 정원, 골목 꽃길, 상자 텃

밭등으로 조성가능하다. 커뮤니티 정원은 마을 공동체

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정원이며, 마을 텃밭,

마을 모임을 위한 휴게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형식이다. 학교 정원은 학교 내에 조성한 텃밭

및 정원이다. 정원 기반 교육 개념 및 녹색 성장과의 관

계정립을 위한 공간이며,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

모, 주민들이 공동으로 일구어 나가기 위한 통합커뮤니

티 장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며, 유지관리도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 정

원형식이 바람직하며, 마을 커뮤니티, 반상회 등 시민주

도형 정원조성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직접 정원을 조

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원 문화 함양이 기대된다.

그림 1. 정원조성전의 생활밀착형 유휴부지
Figure 1. Living-friendly idle space (Before gardening)

그림 2. 정원조성후의 생활밀착형 유휴부지
Figure 2. Living-friendly idle space (After gardening)

(2) 일반근린형 유휴부지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된 공간에 있는 유휴부지로

구도심에 분포하며, 주로 그림 3과 같이 화단이 조성되

어 있거나, 주차장으로 무단사용되는 공간이 많으며, 주

이용객은 상업시설 종사자, 사용자, 퇴근길의 주민이다.

정원 조성시 그림 4와 같이 일정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 주민과 상가 등을 활용

하는 사람이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

며, 가로정원, 커뮤니티 너셔리 하우스 등이 가능하다.

일반 근린형 정원은 도시경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에 도

움을 줄 수 있으며, 도시 내에 일반 근린형 정원이 보

다 활발히 적용되고 가치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조성 후

일정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일반 근린형 정원의 계획 및 설계, 시

공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다

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를 통해 가로녹지가 시민의 것이

라는 인식 확산으로 시민 스스로가 주체적인 관리자임

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자치구, 시민단

체, 기업을 네트워크로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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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원조성전의 일반근린형 유휴부지
Figure 3. Neighborhood idle space (Before gardening)

그림 4. 정원조성후의 일반근린형 유휴부지
Figure 4. Neighborhood idle space (After gardening)

(3) 중심시가지형 유휴부지

상업지에 위치한 공간으로 그림 5와 같이 건물앞의

공간이나 주요 역의 주변등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로 조성된 지역에는 유휴부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다. 기존의 공간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나

대규모의 유휴부지가 존재하기도 한다. 주 이용자의 형

태는 상업시설 이용자, 오피스 근로자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잠깐 머무는 공간이나 약속 장소 등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경관을 고

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림 5. 정원조성전의 중심시가지형 유휴부지
Figure 5. Central urban idle space (Before gardening)

그림 6. 정원조성후의 중심시가지형 유휴부지
Figure 6. Central urban idle space (After gardening)

공개공지와 혼동하기 쉽지만 공개공지와는 다르다.

정원의 조성방안으로는 그림 6과 같이 공동체 정원, 거

점형 정원, 옥상정원, 한평정원 등이 가능하며, 입면 혹

은 벽면에 수직 정원을 조성할 경우 외부에서 건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며, 건물 외부 외벽

의 온도를 낮추어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건축자재

의 팽창과 수축현상을 줄일 수 있으므로 건물을 보호하

는 효과가 있다. 수직정원은 식물의 증발산 작용을 통

해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하여 도심 내 열섬현상을 줄여

준다. 또한, 시민들에게 환경 교육의 효과는 물론이며,

새와 곤충 등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처 역할을 제공하

기도 한다. 유지관리는 시민정원사와 인근 지역 커뮤니

티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내 동아리, 정원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하고, 필요하다면 일정의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4) 산업기반형 유휴부지

산업기반형 유휴부지는 그림 7과 같이 공장, 도로 등

과 인접해 있고 환경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차단,

차폐, 정화, 순환 등의 컨셉을 가진 기능성을 강조한 정

원조성이 필요하다.

그림 7. 정원조성전의 산업기반형 유휴부지
Figure 7. Industrial-Based idle space (Before g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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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원조성후의 산업기반형 유휴부지
Figure 8. Industrial-Based idle space (After gardening)

또한, 그림 8과 같이 공장 등의 근로자를 위한 휴식

공간도 필요하며, LID기법과 같이 환경개선효과가 있는

공법이 사용가능하다. LID 기법, 미세먼지 방지숲 등

특수녹화공법에 기초한 정원 조성이 가능하다. 저영향

개발(LID)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강우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홍수를 예방

하고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옥상정원, 하천변 고수부지, 도로 와 인도의 투수성 포

장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생태저류지는 다양한 생물

의 서식처 기능도 있어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길 숲

등의 특수녹화공법에 기초한 정원 조성이 가능하다.

Ⅳ. 결 론

본연구는 도시 유휴공간 유형화를 통한 도시 내 정

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간 형태와 특성을 발굴하여

향후 정원 조성시 활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그

린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재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 혜

택 및 도시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시생태계서비스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귀중한 도시경관자원이 될 수 있

다. 또한, 도시 유휴공간은 도시생태계의 건강을 지원하

고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그린인프라의 역할로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휴공간의 유형별 정원조성 방안

은 도시경관향상 및 쉼터 제공할 수 있으며, 유휴공간

의 정원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가능하다. 또

한, 유형화에 따른 정원 조성계획의 개발로 다양한 유

형의 정원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도시 내 우범지대를

양성화하여 도시에 활력을 주고 볼거리, 랜드마크적 역

할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민주도형 정원조성 가이드

라인의 개발을 통해ﾠ 시민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관
리함으로써 정원문화의 함양이 가능하다. 또한, LID기

법 등을 활용한 정원조성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통한 도

시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감소, 도시홍수의 방지등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지방의 중소도시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4개로 구분한 유휴부

지도 대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지역의 중소

도시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도시만이 아닌 다양한 규모의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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