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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of urban climate change and destruction of wildlife habitats space which is becoming more serious day 

by day, has to do with the impervious area(surface area) in urban space. The destruction of natural ground and 

indiscreet soil covering due to compact development is causing urban desertification in urban residential areas. With 

biotops area ratio being variously used and extended as a pre planning index,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lements 

of biotop area ratio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order to emerge as a realistic planning index for post evaluation 

measure and not act only as a examining tool in the planning stage.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biotops area ratio to be used as a system to evaluate the outer space of apartment housings, in which 

biotops area ratio is most actively used, as a tool to secure ecological soundness of the development area after 

construction is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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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기후변화와 생물서식공간

의 괴 문제는 매년 증가되는 도시의 불투수면 (포장면

)과 매우 한 계가 있으며, 과 개발에 따른 자연

지반의 괴와 무분별한 토양피복은 인간의 거주지역이 

집된 도시공간을 사막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간계획 

단계에서 사 평가지표로서 생태  건 성 향상을 유도

할 수 있는 계획수단으로 생태면 률을 제안하 고,1) 

한 이의 활용 가능성에 한 연구성과를 기존 도시의 진

단차원과 생태 인 계획 유도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미 발

표한 바 있다.2)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생태면 률은 기존 

도시의 생태  건 성 진단은 물론 새로운 계획의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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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도시 조성 핵심기술개발 (II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

2) 2002-3년 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 회논문집, 생태  도시계획을 

한 생태기반지표 개발과 활용에 한 연구 (I), (II)

 가치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그 활용가능성을 검

증 받았으며, 한 도시계획 용시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에 한 보완과정 한 제시하 었다. 본 연구는 사 계

획지표로서의 생태면 률의 다양한 활용  확 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 에서 이를 보다 실 이며, 계획차

원의 검토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후 평가수단으로서

의 계획지표로 자리매김하고 활성화되기 하여 생태면

률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

히 생태면 률이 가장 활발하게 용되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평가에 있어 개발 

상지의 생태  건 성 확보를 한 수단으로 시공 후 

평가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로 활용 가능한가에 

하여 검토 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방법

우선 본 연구는 사 연구3)를 보완  발 하여 진행된 

내용으로 연구의 내용  범 는 공동주택 성능등  표시

제도 인증을 득한 상  재 시공이 완료되고, 입주단

3) 장 희 외 “생태면 률을 활용한 공동주택 외부공간 시공 후 평가방

안 기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0년 춘계 학술발표 회 논

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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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까지 완료된 단지를 상으로 한다. 이는 최종 인 설

계변경  입주자 수정요청 사항을 반 한 최종 인 

황의 정확한 분석을 함이며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단지에 해서는 별도의 입주자회의에 의한 설계

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입주 후 l년 이내의 단지로 

범 를 한정하 다.

연구의 방법은 공동주택 성능등  인증기 인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공동주택별 외부공간 조경분야 자체평가 

 인증보고서, 사업시행허가 도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

태면 률 인증 황을 분석하고, 시공 완료 후 계획지표의 

재산정을 통해 계획단계와 시공 이후 단계에서 생태면

률의 변경요소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의 변경원인을 분석

하 다.

본 연구는 2007년 주택성능등  외부공간 조경분야의 

인증을 받아 입주자 공고에 표시된 후 재 시공이 완료

되어 입주가 이루어진 공동주택 단지  4개 단지를 선

정하고, 이의 장조사를 통해 계획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경우의 문제 과 사후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한 한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격으로 하며, 

이를 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태면 률의 활용 황 분석 : 생태면 률의 제도  

활용 황을 분석하고, 이의 한계  개선방향 검토

- 생태면 률 인증도면 분석 : 생태면 률 산정을 한 

도면을 분석하고, 용된 공간유형 면   공법을 검

토하여 합한 지표산정이 진행되었는지 분석 (면 산

정 : AutoDesk(R) AutoCAD ver. 2010 / 면 계산 : 

Microsoft(R) Excel ver. 2007 활용)

- 장조사 :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의 장과 사

업시행도면을 비교 검토하여 장에 한 생태면 률 

재산정  변화요인 분석

2. 계획지표로서의 생태면 률 활용

도시의 계획 리를 해 용하고 있는 표 인 계획

지표에는 건폐율과 용 률이 있다. 이 두 지표는 결과

으로 개발의 한계를 규정할 뿐, 개발공간의 환경의 질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도시 생태계 괴 

문제는 공간계획 측면에서 볼 때, 무분별한 건축과 토양

피복을 제어할 수 있는 계획수단의 부재를 주요 원인으

로 지 할 수 있다. 개발공간의 생태  가치를 정량 으

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계획지표 즉, 개발공간의 환경의 

가치를 정량 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계획지표의 부재가 

재의 도시 생태문제를 야기한 공간계획 차원의 주요 

문제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생태면 률은 이러한 에서 환경친화  공간계획체

계와 수단의 개발을 한 “생태도시 조성 핵심기술개발

Ⅰ~Ⅲ(1999~2002)” 연구를 통해 도시 공간의 생태  건

성 향상을 정량 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계획지표의 

하나로 제안되었으며, 이를 토 로 도시계획에서 생태기

반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4) 이를 

바탕으로 실  용을 한 정책 과제5)을 거쳐 명칭 

한 ‘생태기반지표’에서 ‘생태면 률’로 변경되었으며, 2004

년 서울시장 방침으로 서울시의 공공건물 건립에 생태면

률 정 기 을 용하기에 이르 다. 이와 별도로 

재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 계획 기 과 

환경부와 공동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측면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다양한 지표들과 차별화하여 

조경이나 환경  측면의 단순한 지표 수 을 벗어나 건

축과 조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통합  지표이면서

도, 개별 필지로 구획되는 건축물  외부공간의 생태  

기능 확보를 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표

라 할 수 있다. 

  2.1 주택성능등  제도내의 조경분야 평가기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 주 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등 표시제도6)”에서 외부환경 분야 조경부분 계획평

가기 으로서 법률  기반을 갖춘 평가지표로 자리매김

하기 시작하 다.

그림 1. 주택성능등  인증단지 생태면 률 황

(2006～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 황, 63개 단지)

  2.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내의 생태환경 평가기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령 제244호의 친환경건축

물의 인증에 한 규칙이 개정됨과 함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생태환경분야7) 평가기 으로 생태면 률이 

활용되어 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할하고 있는 인증

제도의 통일성 측면에서 주택성능등  제도에서 활용하

고 있는 생태면 률 평가기 을 용하여 용하고 있으

며, 생태환경 평가 수 20   10 으로 배 되어 향

력 있는 기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 인 연구와 다양한 평가기 으로서의 활용

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시장의 경직화된 사고방식과 한

정된 마감소재  공법 용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가지

는 자연의 순환체계 확보  생태  기능 회복이라는 순

기능보다는 임의  용과 평가기  인정만을 한 편법

 산정으로 제도의 순수한 활용목 이 폄하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4) 김 수 외, 생태  도시계획을 한 생태기반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한 연구Ⅰ,Ⅱ, 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2, 2003.

5) 생태기반지표의 도시계획 활용방안(2004.01 서울시), 신도시 조성 등

에 용할 생태면 률 기  도입 방안에 한 연구(2005.10 환경부). 

의 연구를 통해 실화 방안을 제안하 지만, 활용기 에 따른 공

간유형  가 치 조정으로 서로 상이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6) 2004. 국회발의, 2005.01 법률 제7334호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 

7) 평가항목 : 8. 생태환경 / 8.2 외부공간  건물외피의 생태  기능 

확보 / 8.2.1 생태면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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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평가에 따른 분석사례의 생태면 률 변화표

A-1 사례 A-2 사례

B-1 사례 B-2 사례

그림 2. 틈새투수포장 공법의 시공 황

3. 시공 후 평가지표 검토 상지 분석

  3.1 검토 상지 선정

개발 상지의 생태  건 성 확보를 한 표 인 환

경계획지표인 생태면 률을 시공 후 평가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로 활용 가능한가에 한 검토를 하여 사

업시행도면 작성 단계에서 생태면 률을 인증 받은 4개

단지를 선정하 다. 이들 단지를 상으로 시공 완료 후 

계획지표의 재산정을 통해 계획단계와 시공 이후 단계에

서 생태면 률의 변경요소를 검토하고 이의 변경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진행한 4개 단지는 2006년 사업시행계획 허가를 

득하고, 2007년 주택성능등  표시제도에 의해 입주자 공

고에 생태면 률을 인증받은 단지로서 2006년  제도의 

시행 후 입주 완료된 단지들 에 포함되어 있다. 한 

이들 단지는 교신도시 조성당시 계획기 에 근거하여 

생태면 률을 40%이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지어진 단지

에 해당되어, 일정 수  이상의 생태면 률 확보를 한 

시공사의 일반 인 근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

로 단한다. 4개의 상지는 2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

었으며, 2개 단지는 생태면 률 1등 을, 나머지 2개 단

지는 2등 을 인정받은 단지이다.8) 의 그림 2∼5는 인

증 시 의 생태면 률 산정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3.2 장평가 결과  생태면 률 변동요인 분석

우선 으로 주택성능등  인증에 활용된 도면은 사업승

인도면으로 이에 근거한 분석에서 커다란 설계 변경9)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의 변경으로도 생태면 률

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장조사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모든 사례에서 기존 

8) 4개의 상지를 임의로 생태면 률 1등  사례지를 A, 2등  사례지를 

B로 구분하고, 각각 사례의 구분을 하여 A-1, A-2, B-1, B-2로 명명.

9)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벗어나는 변경사항을 지칭함

사업승인 도서와 시공 완료된 장평가 결과의 생태면

률은 모두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A-1은 

50.15%에서 47.38%로 2.77% 하락하 으며, 사례A-2는 

50.05%에서 46.92%, 사례B-1은 47.33%에서 45.98%, 사례

B-2는 44.26%에서 42.23%로 각각 3.13%, 1.35%, 2.03% 

생태면 률이 하락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조사를 통해 생태면 률의 변동에 향을 미친 요

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틈새투수포장의 공법 변경

생태면 률 변화의 가장 커다란 향을 미친 부분은 틈

새투수포장 부분으로, 포장면의 부분을 차지하는 면

으로 용면 을 인증당시의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공법과 다르게 시공된 을 들 수 있다.

4개 단지 모두 틈새투수포장 부분이 기존 설계에서 계

획되었던 부분과 달리 일반 인 블록포장공법이 용되

었으며, 이는 생태면 률의 틈새투수포장 공법의 기 에 

합당하지 못한 공법10)으로 조성되어 장평가시 공간유

형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반 인 생태면 률 하락

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0) 틈새투수면 공간유형 단기 에서 틈새는 최소10㎜이상을 확보하

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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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지 A-1 / 생태면 률 50.21% [1등 ] 

 

그림 4. 상지 B-1 / 생태면 률 47.33% [2등 ] 

그림 5. 상지 A-2 / 생태면 률 50.05% [1등 ] 

  

그림 6. 상지 B-2 / 생태면 률 44.26% [2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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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 기 집하장[B-1] 쓰 기 자동집하시설[A-1]

놀이기구 설치면[B-2] 인조잔디 설치[A-2]

그림 7. 생태면 률에 향을 미친 설계변경 사항

그림 8. 벽면녹화 공법의 시공 황

2) 사업승인도면에 표 되지 못한 미미한 설계변경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의 작성 상세 수 에 의

해 실시설계 수 에서나 결정될 수 있는 사항들의 사  

반 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미한 설계변경이 

생태면 률 변동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업승인 설계도서상이나 심지어 실시설계 도면에

서도 표 되지 못하는 시설물(쓰 기 집하장, 재활용쓰

기 처리장, 놀이터 놀이기구 등)의 설치에 따른 포장면의 

증가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포장공법 변경이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단지내 보행동선

의 원활한 연결 등을 해 계획에 반 되지 못한 샛길 

등의 조성은 미약하나마 생태면 률의 공간유형으로서의 

면 에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3) 벽면녹화 공간유형의 완성도 미흡

주택성능등  인증에서 생태면 률 1등 을 받기 해 

부분 용되고 있는 공간유형으로는 벽면녹화 공간유

형을 들 수 있다.11) 이 부분은 제도의 운 상의 단 이라

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단계에서 향후 시공 정이

라는 증빙만으로 공간유형에 한 인정이 이루어지는 

차를 거치게 되는 부분으로 향후 입주가 완료된 시 에

서도 공간유형의 완공여부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

가 부분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완공 후 기 계획안의 의도 로 장이 완성되어야 평

가의 가치가 보 된다는 사  계획지표로서의 한계를 최

소화하기 하여 동식물의 생태  기반을 확보하 는지

에 한 평가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벽면녹화 공

11) 2006년부터 재까지 인증기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한 

사례  1등 을 받은 8개 사례  8개 사례에서 모두 벽면녹화가 

용되어 있음 

간유형부분은 특히 수직면에 한 식물의 피복이 이루어

져야 그 공간유형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평가에 있어 평가시기에 가장 많은 제약을 받는 공간유

형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재 생태면 률 공간유형 단기 상에서는 등반

보조재의 설치에 따른 면 만을 성능의 요구조건으로 제시

하고 있음으로 인해 용되는 식물의 종류나 식재 도 등

에 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실이다. 이로 인해 

등반보조재를 이용하는 덩굴식물(인동, 클 마티스 등 덩굴

손을 이용하여 등반하는 식물)이 용될 경우와 달리 벽면

에 흡착하는 방식의 식물(담쟁이, 송악 등과 같이 흡반형

태의 흡착근을 활용하여 등반하는 식물)을 용할 경우 벽

면녹화를 계획한 면의 건축마감까지 고려하여야 완성도 있

는 녹화면을 조성 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이러한 면에 

해서만 공간유형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4) 수공간의 리미흡

수공간 한 벽면녹화 공간유형과 함께 1등  획득을 

해 많은 사례에서 용하고 있는 공간유형으로 최근의 공

동주택 외부공간 조경에 필수 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장평가를 수행한 모든 단지에서 수공간에 계획된 수

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무할 정도로 수공간의 활용

도  유지 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장

평가 상 모두가 우수 류조를 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수 류조와 수공간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장도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공간에 활용되는 수

가 상수도인 경우 유지 리 비용의 상승 등의 이유로 지

속 으로 수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 유지 리가 미흡한 수공간 황

4. 생태면 률 활성화 방향 검토

생태면 률은 재 법 효력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부분으로는 주택성능등   친환경 건축물 등의 인증제

도 내의 조경분야 인증도구가 유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지구단  계획내 환경 향평가 도구로 유

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

도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 내에서도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생태면 률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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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규모(㎡) 생태면 률 도입 성과

교신도시 16,429,826
성남 교지구 지구단 계획 

시행지침

주운정신도시 9,549,000 주운정 지구단  지침서

김포신도시 11,834,764
김포한강 지구단 계획 지침

김포양  지구단 계획 지침

교신도시 11,282,521
수원 교 택지개발사업 

지구단 계획 시행지침

신도시 6,776,890
도안시도시 지구단 계획 

시행지침

례신도시 11,239,000 례 신도시 환경생태계획

표 2. 신도시 환경생태계획시 생태면 률 용 성과

한 련연구12)가 진행 이다. 이는 제도가 제안된 후 

도구의 활용성이나 유용성 측면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있

다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생태면 률 산정도구는 사 계획지표로서 

조  더 환경친화 이며, 생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도시

공간을 확보하기 한 사 계획지표로서의 역할이 가장 커

다란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생태  황들을 통합 인 잣 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서는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한 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의 안이 아닌 최선의 안으로

서 생태면 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

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태면 률이 그 본연의 역할을 유용하게 감당하

기 해서는 재의 주택성능등  등과 같은 인증의 역

할을 수행할 시에는 사업시행인가의 법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도면만으로도 생태면 률 사 평가에는 무리가 없

을 것으로 단되며, 평가단계 이 인 계획단계에서 용이

하게 근하고 계획의 수정이 가능한 도면을 통한 산정

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즉, 최종 완성된 도면을 통

한 생태면 률의 산정으로 마무리되는 차가 아닌 계획

의 수정과 확인이 Feedback되며 생태면 률의 향상과 계

획도면의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보

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망한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용되는 포장면 에서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는 공간유형인 틈새투수공법 인정기 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재 권장사항으

로 진행되고 있는 투수계수 시험성 서의 첨부나 정량  

성능기 의 고시를 통한 공법간의 성능차별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공법변경시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마련이 우수한 틈새투수공법

의 보 과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망한다.

벽면녹화 공간유형에 있어서는 재 기 에는 락되어 

있지만 용하고자 하는 식재의 종류나 도에 한 사

항을 첨부하여 사용자 입주 시 최소한의 피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 의 공간유형을 조성할 수 있는 기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등반보조재가 설치된 벽면의 마감

소재 한 동시에 제안되어 향후 용식물의 피복이 가

능한지에 한 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2) 생태면 률 제도 도입 활성화 방안 연구, 환경부 자연정책과, 2010

수공간의 경우 별도의 유지 리 매뉴얼의 작성 는 유

지 리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생태형 수공간의 조성을 유

도하여 공간유형으로서의 역할 즉, 증발산기능과 동식물 

서식처의 기능 그리고 지하수 함양을 한 기능 등을 감

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최종 으로 생태면 률의 개선을 하여 공

간유형의 3차원  성능평가와 정량화를 통해 계획안의 

평가뿐만 아니라 재 공간의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 시키기 한 연구의 기 연구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재까지 공식 으로 생태면 률을 인증받고 시

공까지 이루어져 입주가 완료된 사례가 많지 않고 본 연

구의 장평가 사례 한 4개로 한정되어 더 많은 요소

의 도출이 부족했던 것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향후 계획가들의 용이한 생태면 률 산정과 Feed-Back

을 한 소 트웨어 개발을 동반함과 동시에 공간유형별 

물․에 지 수지 분석을 통한 가 치 산정 기반연구  

정책  제도기반 보완 연구 등으로 생태면 률이 온 하

고 유용한 평가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인 연

구를 진행해 나아갈 정이다.

생태면 률은 기존 환경(조경) 는 건축 어느 한쪽으

로 편 되지 않으며 두 분야를 조화롭게 구성하고 설계자

의 창의성을 최 한 존 하면서도 생태  기능의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선계획 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성을 

가진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시열섬 상과 도

시홍수로 표되는 도시기후 변화 그리고 생물서식공간의 

오염과 괴가 형 인 도시생태 문제로 지 되고 있는 

실에서 공간계획 측면에서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수단 차원의 생태면 률은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식개선과 환경을 한 투자를 제로 지속 인 보완을 

통해 온 한 계획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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