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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의 지속가능성
- 과천시 재건축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

The sustainability of urban forest within the apartment block
Focused on the changes after the redevelopment of Gwache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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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artment blocks of Gwacheon-si were built by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in '83 based on the

re-interpreted Neighbourhood Unit concept to form a New Town. During over the 30 years of time, the trees within the

apartment blocks and along the streets have formed many urban forests mature enough to make Gwacheon-si recognised as

one of the best well-being towns in the nation. Nevertheless, the residents’ lifestyles have changed so much that it can no

longer be accommodated within the outdated apartment units and the building structure has deteriorated fast due to the lack of

proper maintenances, therefore the city authority has permitted the redevelopment application with over twice more building

volumes than the existing ones. The current redevelopment policies allow the removal of the existing urban forests some of

which have been preserved during the initial New Town development and overlook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otect

those. Although Gwacheon city authority's urban basic policies aim to achieve the eco-friendlines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ts unitary development plan permits the destruction of the existing natural assets due to the absence of value

recognition or the protection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aw more detailed management plans regarding the

existing urban forest for its protection before the redevelopment of the apartment blocks initiates. The resulting development

pattern would be similar to the small scale urban development which has been favourably suggested in many current urban

studies for th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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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천시는 ‘70년대 말 근린주구 개념 및 전원적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계되어 ’80년대 초 건설되었고 ‘90년대 이 

후 높은 친환경성으로 국내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대내외

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친환경성은 과천시 특유의 공

동체적 정체성 형성에도 큰 기여를 했다.

’80년대까지는 콘크리트 벽체가 지배적인 황량한 시가 

풍경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 후 30여 년간 시가지 내 도시

림이 울창하게 성장하여 친환경성을 충족시켰고 주민들의 

거주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05, ‘08, 

’12년 시의 시민의식구조조사에 나타난 주거만족도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환경의 쾌적성’으로 ‘녹지접근성’, ‘주변환경 

심미성’, ‘통풍 충분성’, ‘채광 충분성’ 등 단지 내 외부공간 

즉, 녹지환경과 연관되었다.1) 하지만 동시에 노후화되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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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들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으며 설계 당시 도시

화단계와 현재의 도시화단계가 다른 만큼 변화된 주거문화

는 오래된 평면에 더 이상 수용되어지기가 어려워졌다. 이

에 ‘07, ’08년 기존 주공 11, 3단지가 각각 171%, 194%의 

용적률로 재건축되었으며 2011년 4월엔 시가 기존 용적률

을 평균 200% 이상 상향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지음에 따라 나머지 10개 주공단지도 고층 재건축이 

현재 임박한 상태이다.

시가지 내 90.5%에 해당하는 주택을 단기간 내 철거하

고 최고 250%에 가까운 용적률로 대체하는 재건축은 기존

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로 인해 기존

의 ‘친환경 근린성’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축적된 

전원적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 역사는 쉽게 사라져 신생

도시로서 재출발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 가정에 비추어 

현 재건축안의 기틀인 2020년 과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

1) 이재준,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어메니티 중요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조
경학회지, 26권 3호, 1998, p.68.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내부보다 외부의 녹지환경과 관련되는 인자가 중요함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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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을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도 기존 ‘친환경 근린성’의 보전을 위한 물리적 대상을 지

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재건축 시 조경면적만 재조성한다면 

건설편이 상 단지 내 도시림 훼손이 가능하며 정비기본계

획상 친환경 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현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지 내 도시림의 자산적 가치는 

정비기본계획의 친환경 지표상 인지되지 않으며 이는 최초 

신도시 건설 시 기존 지형과 수림을 선별적으로 보전하려

던 도시계획태도와도 크게 다르다. 

이에 본 논문은 과천시의 친환경성에 체험적으로 큰 기

여를 하는 기존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에 대한 신도시 계획 

상 착안점들과 준공 이 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08년에 

재건축된 단지와 비교함으로써 임박한 전체 재건축 이 후 

예상되는 환경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노

후화된 아파트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의 지속가능한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첫째, 생활권도시림과 관련된 국내 법규체제를 살펴보고 

생활권도시림의 친환경효과 대해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다.

둘째, 과천 시민의식조사 상 주거만족도 지표와 조사 내

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 요소

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셋째, 최초 신도시계획 상 녹지개념을 분석하고 이에 비

추어 생활권도시림에 대한 착안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넷째, 신도시계획에 따라 준공된 시가지 내 녹지와 생활

권도시림을 이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주거만족도와의 연관

성을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08년에 이미 재건축된 3단지와 기존 주공단지 

간 녹지공간의 환경적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

해 전체 재건축 이 후의 환경적 변화를 가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에 대해 지속가능성

이 높은 해외의 관련 정책 및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

에 맞는 적용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과천시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국내 신도시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지속가

능한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참조된 관련 선행 연구들은 표1과 같으며 생활권도시림, 

신도시 및 아파트단지 정주환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과천 

신도시에 관한 주제로 구분된다. 연구 분야로서는 도시, 건

축, 조경 등이 접목된다. 

먼저 생활권도시림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2000)은 신도

시 근린공원의 시설수준 대비 이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서 낮은 보행접근성을 지목했으며 기존 

자연지형과 식생을 제거 후 시설녹지를 인위적으로 재조성

하는 환경적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정순호(2006)는 국내 

생활권도시림이 개발위주의 도시행정으로 보전개념 없이 

편의시설용 개발용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

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대환경계획연

구소(2007)는 생활권도시림의 관리 주체가 분산됨을 지적하

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저 자(연도) 제 목 분류

경기개발연구원
(2000) 신도시 공원기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정순호 외
(2006)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도시림의 조성, 관리방안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2007)

도시내 공원, 녹지와 도시림의 통합적 조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인 외

(1998)
환경적 측면에서의 현 국내 주거단지 지속성 평가연구

이재준 (1998)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어메니티 중요인자에 관한 연구

강동진 외
(2005)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지표연구

이동욱 외
(2012)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녹지배치 및 식재구조 변화 연구

오충현 외
(2012) 아파트단지 조경수 적정식재밀도 연구

박영수
(1984)

과천 신도시 개발사

김태경 외
(2006)

경기도 주거편의성 비교연구

윤택림 (2008)
과천 신도시의 주민되기 - 구술생애사를 통한 지역정체
성의 형성분석

과천시청 (2005,
2008, 2012)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

<표 1> 관련 선행연구

아파트단지의 정주환경과 관련해 강동진(2005)은 환경친

화적 신도시개발을 위한 객관적 계획지표를 제시하였고 이

재준(1998)은 국내 아파트단지의 주거만족도의 중요인자로서 

'녹지환경의 풍부함', '조용함', ' 생물환경의 풍부함' 등을 

내세웠다. 이규인(1998)은 ‘80년대 이 후 국내 수도권에 조성

된 아파트단지의 개발방식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를 조사

하며 낮은 용적률과 호수밀도일수록 기존 수목의 보전과 녹

지면적율이 높아 정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

고 과천 주공7단지를 모범적인 사례로서 지목하였다. 이동욱

(2012)은 서울시내 다른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단지들의 녹지

율, 지반유형에 따라 녹지배치 및 식재구조의 특성을 고찰했

으며 오충현(2012)은 근 10년간 수도권 아파트단지의 단위면

적 당 수목밀도와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분석하였다. 

과천신도시와 관련해 박영수(1983)는 과천 신도시의 설

계배경부터 건설과정 그리고 준공 이 후의 평가를 분석, 기

록했고 김태경(2006)은 경기도 각 시, 군의 주거편의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천시민의 주거편이 만족도 상 녹지, 

조경이 가장 중요한 인자임을 밝혔다. 윤택림(2008)은 신도

시는 지역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이 부재하고 다양한 

출신과 과거를 지닌 시민들로 구성되지만 과천시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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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도시생활을 지향하는 뚜렷한 공동체적 정체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과천시청은 ‘05, ’08, ‘12년에 각각 시민의

식구조 조사를 통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세부항목

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재건축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과천시를 대상으

로 초기 신도시계획상 고려된 생활권도시림 관련 사항들과 

현 재건축 개발로 예상되는 기존 생활권도시림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국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 생활권도시림의 

지속가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생활권도시림의 의의

3.1 법적 의의

2007년 산림청의 ‘전국 도시림 현황통계’에 따르면 생활권

도시림은 표2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상 ‘도시지역의 산림과 수목’으로 분류되나 공동주택 단

지 내 녹지의 경우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기타 항목이나 생활권 

도시공원 중 소공원, 어린이 공원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정의 법률 상 구분 비 고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

하천변 녹지 -

국․공유지 녹화지 -

학교숲 -

담장녹화지 -

기타 단지 내 녹지 포함

소공원 -

어린이공원
1,500m2 이상,
250m 이하 거리

근린공원
10,000~1,000,000m

2
이상,

500m 이상 거리

역사공원 -

문화공원 -

수변공원 -

체육공원 10,000m
2
이상

묘지공원 100,000m2 이상

기타공원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기타 유원지 -

<표 2> 생활권도시림의 법규 상 구분

때문에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은 산림자원이나 도시공원

녹지로 조성, 관리가 어려우며 건축법 상 아래와 같은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Ÿ 단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 확보

Ÿ 소음방지를 위한 수림대 설치

Ÿ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조치

Ÿ 300세대 이상 단지엔 500세대 마다 녹지에 휴게시설 1

개소 설치

Ÿ 지하주차장 위 인공녹지는 0.9미터 이상 토심 확보

식재면적, 식재수량, 규격, 수종 등 세부 사항은 건축법 

42조 2항 상 행정규칙인 ‘조경기준’에서 규정된다. 

이상을 염두에 둘 때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은 공동소유 

사유지에 속해 도시자원으로서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으

로 공원 및 녹지를 지정할 경우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나 

과천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갱신하며 처음 신도시계획

과는 달리 단지 내 기존 녹지에 대한 보전 여부를 고려하

지 않았으며 전면철거식 재건축이 주를 이루는 현 경향을 

참고할 때 아직까지 국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 기존 

도시림을 보전한 경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3.2 환경적 가치

생활권도시림의 환경적 기능은 크게 수관의 음영투영, 

증발산작용으로 인한 온도저감효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음이온 효과, 심리적 이완효과 그리고 식재유형 및 밀도에 

따른 방음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 방풍효과는 주

로 강풍이 빈번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고려되기에 분지 

지형의 시가지 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본 논문에

선 제외되었다.

먼저 온도저감효과와 관련해 송국섭(2013)은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여름철 보행로의 온도가 약 1.8도 낮아짐을 규

명하였고 문수영(2012)은 15미터 정도 높이의 잎이 많은 활

엽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온도 저감효과를 보이며 다양

한 수종을 혼합식재해야 효율성이 증가함을 밝혔다. 김금지

(2011)는 수목의 그늘, 증발산작용으로 지면녹화가 옥상녹

화, 벽면녹화에 비해 약 3도 더 큰 저감효과를 보이며 아파

트단지 내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증가는 열부하를 높임을 

밝혔다.

음이온효과 및 방음효과와 관련해 김정호(2013)은 도시

지역의 녹지면적이 높을수록, 건폐율이 낮을수록 계절과 상

관없이 음이온발생수가 증가함을 밝혔고 정유진(2010)은 축

척모형실험을 통해 이중교목과 관목을 함께 식재시 방음벽

에 준하는 성능의 방음림 조성이 가능함을 밝혔다. 

김경목(2011)은 도시림 체류시 긴장,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이완효과가 자연휴양림과 동일하

게 나타남을 피험자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이상 나열된 단지 내 도시림의 환경적 가치는 단순한 경

관 및 조경 용도를 초월하며 자연림과 마찬가지로 한 번 

파괴 후 재생이 불가능하기에 재건축 전 보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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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천 아파트단지의 생활권도시림

4.1 과천시민 주거만족도

과천시는 2005, 2008, 2012년에 ‘시민의식구조조사’를 통

해 주거만족도에 대한 통계조사를 해왔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응답자의 65%가 10년이상 거주를 하여 지역애착도가 

매우 높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체감만족도는 강남구, 서초구

의 68.9, 62.0%2) 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 90% 이상으로 나

타난다. 시민들은 이러한 만족도의 가장 큰 이유로서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지목했는데 주거환경 종합만족도 상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녹지접근성’이 83.1%, ‘주변환경 심미성’, 

‘통풍 충분성’이 74.5%, ‘채광 충분성’이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통해 과천시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의 쾌적

성은 단지 내 녹지환경, 즉 생활권도시림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의 쾌적도는 ‘05년, ’08년, ‘12

년 각각 33%, 39.2%, 51.0%로 점차 증가했는데 이는 도시

림의 수령에 비례하며 도시림의 성숙도가 쾌적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천시 주거환경의 쾌적도에 영향을 주는 외

부공간 요소는 단지 내 도시림으로 녹지로의 접근성을 높

이고, 환경적 심미성, 주택의 채광 및 통풍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신도시계획 상 고려

1979년 과천도시계획 안이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구상될 

당시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은 시기였지만 

이에 준하는 세부사항들이 표3과 같이 마련되었다.3) 이러

한 공원녹지요소들은 표2의 항목에 전반적으로 대응하나 

분류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공원은 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되

나 ‘79년 도시계획 상엔 관악산, 청계산과 같이 자연공원으

로 분류된다. 

한편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에 대한 내용은 체계화되지 

않았으며 다만 아래와 같은 관련 내용들을 과천 신도시 개

발사(1984)에서 발견할 수 있다;

Ÿ 단지 내 모든 공지를 공원녹지화(153, 199 페이지)

Ÿ 기존 자연수림대를 최대한 보전(153 페이지)

Ÿ 보전녹지와 조경녹지를 명확히 구분(199 페이지)

Ÿ 조경녹지는 보행로와 연결해 녹지축 조성(199 페이지) 

Ÿ 담장 없는 전원적 녹지공간 조성(182 페이지)

Ÿ 공동주택 배치시 자연환경과의 조화 고려(183 페이지)

2) 2011년 서울서베이

3) 박영수, 과천 신도시 개발사, 대한주택공사, 198-201, 1984년

녹지 시설 비 고

어린이 놀이터 200~500m
2
크기, 보도로 1,2분 거리

유아공원 2.500m2 크기, 250m 거리

근린공원 20,000m
2
크기, 500m 거리

지구공원 50,000m
2
크기, 1~1.5km 거리

운동공원 80,000m
2
크기, 1~1.5km 거리

풍치공원 수려한 녹림지대 존치

자연공원 관악산, 청계산, 서울대공원

방풍림대 겨울철 바람막이

녹도체계 보행자 전용도로 및 수림대

시설녹지 녹도체계, 수림, 소음차단

중앙녹지대 도시 상징, 휴식, 위락

자연수림대 보존 위락, 공원시설

가로경관 특성화 가로수종별 구분

<표 3> 과천 신도시 공원녹지시설 기본구상

이를 정리하면 주차장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지는 공

원녹지로 간주되었고 도시건설 이전부터 울창했던 수목군

들은 조경녹지와 구분되어 최대한 보전되었다. 조경녹지는 

보행로와 연결되어 가로수와 함께 시가지 내 녹지축을 형

성하였고 녹지의 접근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담장 사용

을 금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지 내 공지는 풍요롭게 

녹화된 전원도시의 배경공간으로서 그려졌으며 현재의 친

환경성에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4.3 기존 시가지 현황 분석

범례

설명
놀이터/
유아공원

근린/지구
/운동공원

풍치공원 자연공원
250미터
이하범위

250미터
이상범위

<그림 1> 기존 시가지 계획상 공원분포

그림 1을 통해 재개발 이전 기존 시가지 내 공원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43곳의 어린이놀이터가 1곳(301미터)을 제

외하고는 250미터 미만 간격으로 분포되어 시가지 내에서 

약 100미터 미만으로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는 표3의 유아

공원 접근거리 250미터에 근사하다. 하지만 그 이상 규모인 

근린, 지구, 운동공원은 각 유형별 간격을 유지하기보다 통

합적으로 상호 0.8-1.3킬로미터 간격으로 분포해 시가지에

서 약 680미터 거리 내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 역시 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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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500미터 범위 안에 든다. 

주목할 점은 단지 내 총 7곳의 풍치공원을 두어 도시건설 

이전부터 존재하던 수려한 녹림을 보전한 것이다. 현재 이 

들은 매우 울창한 수림으로서 공동주택 사이에 존재한다. 

범례

설명 보행로 공원 관목담장 낮은펜스 높은펜스 낮은담장 높은담장

<그림 2> 기존 공원 접근성

반면 녹지로의 접근성을 그림2와 같이 분석해 보면 공원

을 포함한 도시계획 상 모든 지구단위가 매우 폐쇄적으로 구

획되어 출입구 외엔 상호 접근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계획 상 ‘담장없는’ 전원적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건설 및 행정 편이를 위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차량을 통한 접근성 만이 고려되어 과

천 시가지 밖 과천대로와 대공원 주차장 사이 구간의 도로

포장수준이나 보행로의 인지성이 매우 낮았다. 더불어 시가

지 밖부터 거리4)를 측정해도 주차장, 호수주변을 따라 주출

입구까지 1.2킬로미터나 돼 실질적인 과천시 생활권 내 공원

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현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 

과천시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 산정시 산입되며 이를 제할 

경우 과천시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법정기준보다 낮다.5) 

가로수의 경우 도시계획 상 가로별 차이를 형성하려 다른 

수종을 식재했으며 실제 제각각 다른 가로경관을 형성해 계

절별로 과천시의 대표적 사진촬영 명소가 되었다.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보행전용 녹도는 계획과 현황 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로수, 인접한 단지 내 조경목들과 함께 울

창한 녹지축을 형성해 도시계획상 의도를 잘 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시가지 내 가로수와 녹도는 단지경계에 접해 주거만

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요소로 인지된다. 

4) 과천 중앙공원 분수대로부터 서울대공원 과천저수지 앞 종합안내소까
지 약 2km. 중심상업지구로부터 측정시 약 2.3km. 서울대공원 주출입
구까지는 3km 이상.

5) 과천시,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 2011, p338. 과천시민 1인당 일상권
지정공원면적은 4.15제곱미터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4조의 확보기준 6제곱미터에 미달.

가로수

보행전용
녹도

가로수

보행전용
녹도

<그림 3> 가로수 및 녹지축

단지 내 녹지는 주로 판상형 공동주택을 평행배치하며 

나타나는 사잇공간에 조성되었다. 건물전면엔 주차장, 건물

후면엔 녹지가 형성되었는데 보행로에서 접근은 가능하지

만 특정 용도 없이 적정 밀도의 수목으로만 채워져 활용도

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면정

원를 비롯한 단지 내 조경목은 30여년 간 자라 메타세콰이

어, 독일가문비는 20미터 이상, 은행나무, 계수나무, 칠엽수 

등은 15미터 가까운 높이로 성장해 그림 4와 같이 일상적 

체험이 가능한 울창한 숲공간을 형성하였다.  

후면녹지 측면녹지 내부 보행로

<그림 4> 기존 단지 내 조경수림 (주공6단지 사례)

4.4 기존단지, 재건축단지 간 생활권도시림 비교

(1) 분석의 틀

우선 단지 영역의 총면적이 유사한 기존단지인 주공 5, 

6단지(총179,552제곱미터)와 재건축된 3단지 레미안슈르

(176,203제곱미터)를 선정해  수치지형도에 근거해 전체 면

적 대비 녹피면적 비율을 구분, 분석하고 항측사진 및 현장

조사에 근거해 전체 교목림의 수관투영면적비율6)을 산정하

6) 전체 단지면적 대비 단지 내 교목림의 전체수관(tree crown) 면적 비율
로 수관아래 형성되는 공간면적을 측정하려는 본 논문 취지상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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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통해 단지 내 녹지면적 만을 감안하는 현 도시

기본계획 상 간과되는 기존 단지와 재건축 단지 간 도시림

의 공간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관목의 경우 수목이

긴 하나 수관 아래 사람들이 거닐만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

아 체험 가능한 숲공간 조성의 직접적 인자가 아니기에 수

관투영면적산정에서 제외되었다.

(2) 비교 분석

그림5와 같이 기존 주공 5, 6단지의 전체 녹피면적은 약 

78,121 제곰미터이며 이를 단지면적 179,552 제곰미터로 나

눌 경우 전체 녹피율은 43.5%가 되었다. 한편 단지 내 교

목의 전체수관투영면적은 23,852제곱미터로 이는 단지면적

의 13.3%가 되었다  

녹피율 전체수관투영면적비율

43.5% (78,121 / 179,552 제곱미터) 13.3% (23,852 / 179,552 제곱미터)

<그림 5> 주공 5, 6단지 녹피율, 수관울폐율 분석도

녹피율 전체수관투영면적비율

51.2% (87,246 / 170,203 제곱미터) 10.7% (18,310 / 170,203 제곱미터)

<그림 6> 레미안슈르단지 녹피율, 수관울폐율 분석도

반면 그림6과 같이 ‘08년 재건축된 레미안슈르단지의 전

체 녹지면적은 87,248제곱미터로 약 51.2%의 녹피율을 형

성해 기존 주공 5, 6단지보다 약 8% 높았다. 하지만 교목

의 전체수관투영면적은 약 18,310제곱미터로 단지면적의 

10.7%이며 주공 5, 6 단지 보다 약 2.6% 낮았다. 이는 교목

의 수령, 식재밀도, 인공지반으로 인한 수종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주목할 점은 기존 주공 3단지 내 

보전림이 재개발 과정에서 지하주차장과 관목이 주를 이루

는 인공지반으로 변한 것인데 전체 대지의 약 3.7%에 이르

수관이 입체적으로 겹치는 부위를 가산하지 않음. 법제상 녹지는 피복
면적을 산정하는 2차원적 요소이나 수관은 나무그늘을 만들고 생태적
환경을 형성하는 3차원적 공간 요소로 주거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줌.

는 면적으로 배치 계획상 보전이 가능했을 것이며 보전했

을 경우 전체수관투영면적비율이 상승해 기존 주공단지에 

준했을 것이다.  

이상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재건축된 아파트단지의 

녹피율은 기존 주공단지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지하

주차장과 인공지반을 사용해 보다 넓은 녹지면적의 확보가 

용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인공지반 위 조경은 관

목비중이 높아 교목의 전체수관투영면적비율은 기존 주공

단지가 보다 높고 교목의 수령 역시 높아 보다 풍성한 숲 

공간을 포함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단지 

내 도시림을 거닒으로써 보다 넓은 음영, 온도저감효과, 음

이온 효과 및 심리적 이완효과를 체험하려면 단지 내 기존 

도시림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전체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

레미안슈르 단지는 ‘08년 194% 용적율로 재건축된 반면 

2015년 이 후 재건축은 이 보다 높은 용적률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장차 과천시가지 내 아파트단지 내 도시림의 

질은 기존 재건축단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신도시건설 이전의 보전림이 적지 않은 크기로 남아있는 2, 

7 단지의 경우 단지계획 여하에 따라 기존 도시림의 풍요

로움을 부분적으로나마 유지 가능할 것이다.

4.5 소결

과천시 아파트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에 대해 신도시계

획, 준공 이 후 현황, 재건축 이 후의 변화로 구분하여 고

찰하였다. 그 결과 타 신도시와는 달리 과천 신도시는 전원

적 주거환경 조성이 큰 목표로서 제시되어 단지 계획 상 

구체적 지침으로까지는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보전림을 확

보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공지의 대부분을 녹지화 함으로써 

현재의 우수한 도시림 환경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신도시계획이나 현 도시기본계획 상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된 공원녹지의 경우 어린이놀이터나 시가

지 내 근린공원은 배치 기준을 충족시키나 시민 1인당 일

상권 지정공원면적이 법적 기준보다 낮아 현재의 주거만족

도 상 높게 나타나는 주거환경의 쾌적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주거지에서 시가지 내 근린공

원으로의 접근성은 직선거리에 비해 공원의 폐쇄적 경계로 

인해 매우 낮으며 서울대공원의 경우 보행거리가 너무 길

고 시가지 밖에 위치해 근린공원으로 간주되기엔 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도시계획상 역시 중점적으로 고

려된 가로수 및 녹지축은 성공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친환경

적 도시 이미지에 큰 기여를 함을 알 수 있었다.

재건축단지와 기존 주공단지의 비교에선 현 도시계획 및 

건축법의 친환경성 지표 상 도시림의 질이나 환경적 가치 

보다는 양이나 녹화면적 만이 인지되어 초기 신도시계획보

다 기존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적 고려 및 활용도가 매우 



아파트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의 지속가능성

文化空間硏究 l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2호 _ 2015.11           161

낮음을 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재건축시 녹지면적비율은 

지하주차장과 인공지반의 건설을 통해 높일 수 있으나 단

지 내 도시림환경의 질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였다.

5. 생활권도시림의 보전방안

5.1 해외 사례

근린주구개념을 근간으로 계획된 국내 신도시 상황에 비

추어 과천시의 친환경성은 근린주구이론의 전신인 전원도

시개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전원도시개

념은 다른 도시이론과는 달리 전원을 단순한 개발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라 불리우는 영국의 현 국토개발법의 근간이 

되었다. 과천시 역시 서울시 교외의 전원에 개발되던 당시 

도시계획 상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의도한 

점에서 전원도시에 가깝다. 따라서 본 장에선 전원도시 이

론을 기반으로 도시계획법을 운용하는 영국의 도시림관련 

정책과 20세기 초 영국 전원도시이론과 미국의 근린주구이

론을 참조해 국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택지경영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후대의 국내 관련법제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도시림관련 정책 및 뉴타운 개발사례를 살펴보았다.

1) 영국 사례

영국의 경우 지자체가 수목보호명령(Tree Preservation 

Order)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이 명령은 기존 수목에 대해 

지자체 허가 없이 작업이나 멸실을 금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공방편으로 여겨지면 사유지 내 

수목에도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Ÿ 공공공간에서의 가시성 여부

Ÿ 크기와 형태

Ÿ 장래의 공공방편

Ÿ 역사, 문화적 가치와 희귀성

Ÿ 경관적 기여도

Ÿ 보존지역의 장소성, 경관적 기여도

Ÿ 기타 부수적 요인으로 자연보호목적상 중요성, 기후변

화에 대한 대비 

수목보호명령서 발행은 누군가의 요청이나 지자체 스스

로 위 조건을 검토 후 판단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전문

가를 현장에 파견하며 사유지로의 출입권을 부여한다. 전문

가는 보호대상을 개별적인 수목 또는 일정 영역으로 지정

하여 현황을 기록한다. 수목보호명령서를 받은 이는 이에 

대한 항의서를 해당 지자체에 전달 가능하며 최종 확정될 

경우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 외엔 번복이 불가능하다. 때문

에 보호수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이 후에 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허가를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수목보호명령

을 어기고 작업할 경우 430~3,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여된다.

2) 일본 사례

일본은 법제상 도시림을 도시근교림, 수림지, 도시림 등 

다양한 용어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별도의 법규를 통해 도

시 공원 외 매우 작은 단위의 녹지와 사유지 내 녹지까지 

국가적 차원의 보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 중 ‘94년 ’도시녹 

보전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녹의 기본계획‘은 주민생활환경

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도시 내 모든 녹지 및 오픈스페이

스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지자체

가 계획한다. 계획수립시 ‘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

적 방침’,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방침’과 조정을 거치며 수도권의 ‘근교녹지보전계획’，

근린권의 ‘보전구역정비계획’，고도법의 ‘역사적 풍토보존계

획’ 등과도 조정한다.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보전 및 녹화목

표’ ‘배치 방침’ 등 일정 목표 하에 도시공원의 정비，녹지

보전지구의 결정 등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와 연계

한 녹화 사업 및 관련 행사를 추진하거나 '공원, 녹화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고배의 천리, 도쿄의 다마, 요코하마의 코오후쿠 등의 뉴

타운은7) 기존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이에 맞춰 경관

녹지를 연계 개발하며 조성시 이용자의 요구조건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개발시 기존 녹지의 표토, 수변공간, 실개

천, 식생, 생태계 등 생태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보전, 재활용

함으로써 국내 신도시에 비해 생활권도시림의 이용성 및 

친환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5.2 국내 적용 방안

이상 살펴본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비해 도시 내 

모든 녹지 및 수목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호 및 관

리수단을 제시한다. 특히 사유지 내 수목 및 작은 규모의 

녹지에 대해서도 보호명령을 내려 지자체 차원의 관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국내 관련법 상 아직까지 부재한 개념이

다.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의 동원 및 이에 따른 일련의 상세한 법제정이 요구되는 

영국의 사례보다 지자체별 기본계획에 의존하는 일본의 사

례가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국내 신도시의 도시

기본계획은 지자체 주도로 수립되며 그 안의 공원 및 녹지

계획의 범위를 공동주택단지 내부까지 넓힌다면 일본 사례

에 준하는 생활권도시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할 것

이다. 더불어 아파트단지 배치의 틀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

획 상 기존 도시림 보전 및 확충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들

이 제시된다면 현재 국내 제도의 틀 내에서도 보완이 가능

할 것이다. 

과천시는 국내 초기 신도시로 목동, 상계 등의 신시가지 

및 제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이 곧 뒤따를 것이다. 이들 지

7) 경기개발연구원, 신도시 공원기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2000, 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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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공원 및 녹지개념은 보다 복합적인 것으로 단지 내부를 

관통하기도 하며 이러한 기존 환경이 재건축 시에도 보전되

려면 지구단위계획 상 구체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 과천시는 신도시계획시 기존 전원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을 제외한 모

든 공지를 녹지화함으로써 현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유도하

였다. 더불어 보행전용녹도 및 가로수 등 일상과 밀접한 공

간에 대한 도시림 계획은 주택 주변의 환경과 맞물려 쾌적

성을 가중시켰다. 반면 계획상 중점적으로 고려된 과천 시가

지 내 근린공원은 접근성 및 이용성이 낮아 현 주거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

으로 이러한 성공적인 녹지조성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시간

의 지속성이며 교목의 수령과 비례한 만족도로 이어졌다.  

재건축단지와 기존 주공단지의 녹지 및 교목림 수관의 

면적비율 간 비교를 통해선 기존 주공단지 내 녹지비율이 

보다 적음에도 수목의 성숙도로 인해 보다 넓은 숲공간이 

존재함을 파악했으며 현 재건축 행정 상 최초의 신도시계

획 시 고려된 보전림마저 파괴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구도심 재개발과 유사한 전면철거에 의존하는 건설편이적 

재건축 행정이 후대에 자리잡음에 따라 전원을 배경으로한 

도시개발시 보전적 태도가 사라지고 기존 단지 내 30년 이

상 숙성된 생활권도시림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재고 가능

성은 희박해졌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 스스로 도시기본계획 

상 표방하는 ‘친환경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치되며 장차 

신도시 아파트단지들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시 기존 도

시환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큰 퇴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도시기본계획 상 기존 

아파트단지 내 도시림에 대한 선별적 보전계획이 수립되어

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기존 도시림을 보전하며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지 내 개발 영역

을 개개 건축물 중심으로 작게 분할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

는 환경친화적 근린개발에 적합한 소단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단지형 재건축에서 소단위 개발로의 전환

은 양적성장기를 벗어나 도시정체성 확보가 필요한 국내의 

시점에 기존 도시 환경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성8)으로도 이

어질 수 있다. 이에 기존 아파트 단지 공간을 보다 작은 단

위로 해체하여 소단위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8) 권영상 외,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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