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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데크의 소재 및 구조의 차이가 보행감에 미치는 영향

이혁재․정운근

태양환경개발(주) 연구소

The�Effect� of�Material� and�Structure�Differences� on� the�

Walking�Sensitivity�of�Wood�Deck

Lee, Hyukjae․Jung, Woonkun

Sun Environment & Development Co., Ltd.

ABSTRACT

The deck rods are believed to have different levels of walking satisfaction depending on what type of wood they
use for installation. Types of wooden decks include WPC (Composite Wood), Oceania timber (Hardwood), Softwood,
Engineering Wood, and Greening Wood. WPC also has different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method of manufacture,

and natural wood also has different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water and technique. Therefore, this study revealed
the effect of wood differences on the level of walking satisfaction by the general public on deck rods using various materials.

After selecting 12 sites and conducting evaluation experiments on 600 people, WPC for clip-free, clip-type construction

was considered sophisticated. From the fact that WPC has a strong sense of urban feeling and freshness, one can guess
that it might be more appropriate to be used in cities than in natural landscapes. Softwood, on the other hand, was rated
a quiet and cozy material. Softwood is thought to be a good place to be used where noise problems can occur, such as

near residential areas. And Hardwood was found not to be quiet due to the nature of walking. However, as the hardwood
is more durable than the softwood, it is well fed for use in mountains where maintenance is difficul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Hardwood, high density causes noise to occur when walking, but the noise was not measured and compared

directly, so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Key Words: Wood Deck, Material, Structure, Walking Sensitivity, Factor Analysis

국문초록

목재 탐방로는 설치시에 어떠한 종류의 목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행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재데크의 종류로는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WPC(합성목재), 남양재(하드우드), 침엽수계열의 소프
트우드, 공학목재, 개질강화목재 등이 존재하고 있다. WPC도 제조법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천연목재 또한

수종과 공법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목재를 사용한 목재 탐방로를
대상으로일반인들에 의한보행만족도를설문조사를통하여파악하여목재의차이가보행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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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주5일제에의한여가시간의증가와건강을우선적으로생각하

는 사회적 트랜드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림생태의 체험

등이대세를이루고있다. 특히올레길, 둘레길, 자락길과같은산

책로는걷기중심의여가활동의증가와함께여러곳에서조성되

고있다. 하지만, 산림의보존적측면에서보면, 많은사람들이동

시에등산이나산책을즐기는것은반갑기만한것은아니다. 도

압에의한노면의침식과개방되지않은등산로로무분별하게들

어가는행위등에의해훼손되는사례가적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장 제한과 같은 적극적

인 간섭을 하는경우도 있지만, 국립공원과 같은 곳이 아닌 이

상 적극적인 간섭은 쉽지 않다. 따라서 목재데크를 사용한 목

재 탐방로를 설치하는 것이 산림훼손과 등산로에서의 이탈을

막는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목재탐방로의경우에는하부에틈이존재하고통풍이잘되

기 때문에 식생의 단절 등의 영향이 적고, 곤충과 작은 동물들

이지나다닐수있는통로도확보되기때문에환경적으로도좋

은평가를받는다. 또한, 급경사지, 암반지역등, 안전상의문제

가 있는 곳도 목재 탐방로를 설치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도있고, 접근이 어려웠던장애인들도무장애목재탐방로의

설치로 인하여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목재 탐방로의

설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목재탐방로도설치시에어떠한종류의목재

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행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목재데크의 종류로는 2000년대부터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WPC(합성목재), 남양재(하드우드), 침엽수계

열의 소프트우드, 공학목재, 개질강화목재등이 존재하고있다.

WPC도 제조법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천연목재

또한 수종과 공법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탐방로의 보행시설에관한연구로는권태호(2001)가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 평가 연구에서 국립

공원탐방로보행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

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여 가야산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이용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용행태 및 보행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목재계단 등의 자연소재는 우수한 평가를 받

은데반하여, 철제계단은주변경관과의조화를저해하는것으

로인식하고있어자연친화적인소재로의대체등개선이요구

되는시설로평가되었다. 또한, 유기준(2007)에의한한라산국

립공원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 태도에서도 탐방로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방로 이용과 이용객의

특성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히며, 각 보행시설별경관

조화성, 자원보전성, 탐방편의성 평가에서는 목재데크 시설과

목재지주의 PP로프난간 시설과 같은 친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시설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하고 있어, 소재의 중요

성이다시한번강조되고있다. 그리고, 김경중(2017)은목재의

수종별내구성에관한연구에서정적하중시험(Brinell hardness

test), 충격하중시험(Steel ball falling impact test), 동적하중시

험(Castor wheel test), 못박기시험(Nail downtest)을 통하여

수종별목재데크재의내구성에대해측정하여,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의 실험결과를 나타내 하드우드 계열이 더 높은 밀도

를나타낸다는것을밝히고있다. 한편, 한연중(2012)은데크의

논슬립가공 표면형태 변이에 따른 마찰성능 변화 평가에서 보

행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데크의 요철무늬에 따른 마찰력 변화

를 측정하고, 미끄럼 정도를 평가하였다. 천연목재와 합성목재

두종류를사용한실험결과에서정지마찰계수의경우, 일반적

으로 천연데크가 합성데크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어, 데크로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별로 보행을 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데크

용목재의종류별로보행느낌을판단한연구의축적이적어데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지 12곳을 선정하여 일반인 600명을 대상으로 평가실험을 한 결과, 직결비스가 보이지 않는 클립형 시공을
하는 WPC는 세련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PC는 도시적인 느낌, 산뜻한 느낌이 강하다는 것으로부터
자연적인경관에서보다는도시에서 사용되는것이더어울릴수있을것이라는 추측을할 수있다. 반면에 소프트우드는

조용하고 아늑한 소재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프트 우드는 주택지와 가까운 곳과 같이 소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하드우드는 보행 특성상 조용하지 않은
소재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하드우드는 소프트우드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므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산속에 사용하면 좋을

것을 사료된다. 한편으로 하드우드의 경우, 밀도가 높아 보행 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사료되나, 소음을 직접
측정하여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제어: 목재데크, 소재, 구조, 보행감,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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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시공함에있어어떠한종류의목재를사용할지에대한기

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양한소재의목재를사용한목재탐

방로를 대상으로 일반인들에 의한 보행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여 목재의 차이가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방법

1. 대상지의 선정

목재데크가설치된탐방로를대상으로선정하기위하여서울

에서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곳을 찾아보았다. 대상지의 파악은

조달청의나라장터홈페이지를활용하여 2015년 1월 1일∼2017

년 12월 31일까지 시공된 목재 탐방로를 검색하였다. 그 중 서

로 다른 목재의 종류가 사용된 16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에서는목재데크의 종류, 폭원, 울타리설치 여부, 하부 기초공

법, 하부 골조구조를 조사하였다.

1) 목재의 종류
데크용으로사용되는목재는일반적으로침엽수계열의소프

트우드를 방부처리한 것과 남부지방의 활엽수를 제재한 하드

우드, 그리고 WPC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개질강화목

재, 고열처리목재, 공학목재 등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데크의

종류에 따라 표면의 경도 및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행감 역

시 크게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곳에서 사용된 목재는 하드우드계

열이 4곳, 소프트우드계열이 4곳, 합성목재계열이 4곳이었다.

2) 하부기초
목재탐방로의하부기초는일반적으로독립콘크리트를사용

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 하천이나저수지의경우에는파일을

항타하는 경우도 있고, 습지와 같은 연약지반에서는 스파이럴

기초, 나사말뚝, 팽이기초와같은새로운공법이사용되기도한

다. 하부기초역시보행감을결정하는데있어서큰차이점을보

일 수 있으므로 각 대상지별로 하부기초가 어떠한 형식인지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대상지는대부분이산지였기때

그림 2. WPC 그림 3. 하드우드 그림 4. 소프트우드

그림 5. 콘크리트 그림 6. 스파이럴 그림 7. 나사말뚝

그림 1. 현장 사진(상: WPC, 중: 소프트우드, 하: 하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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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하부 기초는 모두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고 있었다.

3) 하부골조
목재탐방로의하부골조는일반적으로목재구조와철물구조로

나뉘고, 철물구조는구조용각형각관로만구성된것과 H형강, 강

관과복합된구조를가지는것이있다. H형강이나강관은비교적

규모가크거나높이가높은곳에사용된다. 목재구조의경우, 가

볍고탄성이좋아보행감이가장좋을수있으나, 내구성이약해

많이 사용되지않고있으며, 구조용 각형각관은접합방식이용

접이기때문에강한강성을가지고있어내구성은 강하나, 보행

감은떨어질수있다. H형강이나강관의경우에는구조용각파이

프보다강한강성을가지지만접합방식이볼트조임형식이라탄

성이 있어 보행감은 구조용 각형 각관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대상지의하부골조는 12곳중 8곳이구조용각형

각관이 사용되었고, 4곳은 H형강에 의한 구조가 사용되었다.

목재가 사용된곳은한군데도없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목재

구조보다는 철재구조가 선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울타리는모든대상지에설치되어있었으며, 모두바닥용데

크와 비슷한 수종의 목재가 사용되었다. 목재 탐방로의 폭은

최소 1.2m에서 최대 4m까지 다양하였고, 구간마다 달랐으나,

대체적으로 1.8∼2.0m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발주, 유지관리를진행하고있는지자체의동의를

구하지못한관계로장소의표시를하지않고숫자로만구분하

기로 하였다.

2. 예비조사의 실시

보행만족감을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5점 리커드 척도를

그림 8. H형강 그림 9. 볼팅접합

그림 10. 구조용 각형각관 그림 11. 용접접합

사용하였고, 활용한 형용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추출하였다.

예비조사는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WPC, 하드우

드, 소프트우드를사용한목재 탐방로를각각 5분 정도 산책한

후 직감적으로 느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에서

사용된 형용사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형용사를 추출할 때에

는반대의의미를가지는형용사를사전에서찾아대비를이루

도록 하였다.

일반인 30명을대상으로 한예비조사의 결과, 다음의 표 1과

같은 형용사가 목재 탐방로의 보행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깨끗한-지저분한이 12번 사용되어 가장 높은 빈도

를 나타냈고, 편안한-불편한이 11개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따뜻한-차가운, 밝은-어두운, 세련된-투박한, 단순한-복잡한, 재

미있는-재미없는, 정다운-낯선, 들뜬-가라앉은, 다양한-단순한,

차분한-흥분된은 비교적 사용된 빈도가 낮고, 데크로르를 표현

하는데있어서큰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사료되어본연구에

서는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표 1과 같이 추출된 형용사는 모두

19개이지만, 목재 탐방로를 평가하는데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을제외하고사용빈도가높은 10개를최종적으로선정하였다.

사용된 형용사 빈도

깨끗한 - - - - - 지저분한 12

편안한 - - - - - 불편한 11

조용한 - - - - - 시끄러운 9

부드러운 - - - - - 딱딱한 8

안정적인 - - - - - 불안한 8

자연적인 - - - - - 인공적인 7

고운 - - - - - 거친 7

걷고 싶은 - - - - - 걷기 싫은 6

도시적인 - - - - - 도회적인 6

산뜻한 - - - - - 너저분한 6

따뜻한 - - - - - 차가운 3

밝은 - - - - - 어두운 3

세련된 - - - - - 투박한 3

단순한 - - - - - 복잡한 3

재미있는 - - - - - 재미없는 3

정다운 - - - - - 낯선 2

들뜬 - - - - - 가라앉은 2

다양한 - - - - - 단순한 1

차분한 - - - - - 흥분된 1

표 1. 사용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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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의 실시

설문조사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취지

를설명하고흔쾌히응해주는분을대상으로하였다. 참가자에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은 두지 않았으며, 외국인 참가자도 다수

있었다. 외국인 참가자에게는 영어로 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일은 비교적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 오전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는 모두 620명이나, 답변이 불성실(하나로 통일

된답변이나 2∼3개이상체크등)한 20명의결과는제외하였

다. 조사는날씨가맑고기온이단풍이들기전인 2017년도 9월

20일~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4. 통계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의결과는엑셀통계를사용하였으며, 조사결과를 1

점부터 5점까지 수치화 하여 집계하고, 조사결과의 일관성을

파악하기위하여크론바흐의알파계수를산정하였다. 크론바흐

의알파계수는신뢰성을평가하는척도로, 계수는 0∼1의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보통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

로 본다.

그 후, 엑셀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분석은 주요한 인자를 추출하고, 그 인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누적기여도가 85% 이상이 되도

록 요인수를 설정하고, 요인회전방법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

지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해석이 쉬운 Varimax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1. 대상지의 특성

대상지별로목재데크의종류, 하부구조, 기초종류, 울타리설

치 여부, 폭원 등의 특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기초의종류는모두콘크리트기초가사용되었고, 울타리역

시 모두 같은 소재의 목재 울타리가 사용되고 있어 기초나 울

타리가 주는 영향은 일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치된목재의종류를알기쉽게하기위하여WPC-1,

2, 3, 4, 하드우드-1, 2, 3, 4, 소프트우드-1, 2, 3, 4로 대상지를

명명하였다.

2. 본 설문조사의 결과

목재종류 하부구조 기초종류
울타리

설치 여부

폭원

(m)
비고

1 WPC-1 각형각관 콘크리트 설치됨 3.0

2 하드우드-1 각형각관 콘크리트 설치됨 2.0

3 WPC-2 각형각관 콘크리트 설치됨 1.5

4 하드우드-2 각형각관 콘크리트 설치됨 1.5

5 하드우드-3 각형각관 콘크리트 설치됨 2.0

6 WPC-3 H형강 콘크리트 설치됨 2.0

7 소프트우드-1 각형각관 콘크리트 설치됨 1.5

8 소프트우드-2 각형각관 콘크리트 설치됨 1.5

9 WPC-4 H형강 콘크리트 설치됨 4.0

10 소프트우드-3 H형강 콘크리트 설치됨 3.0

11 하드우드-4 각형각관 콘크리트 설치됨 1.8

12 소프트우드-4 H형강 콘크리트 설치됨 1.5

표 2. 대상지의 특성

설문조사는 20일간(휴일 제외) 실시되었으며, 남녀의 비율

(%)은 45:55으로 여성의 참여가 조금 더 많았다.

세대별집계로는 20대 이하가 60명으로 10%, 30대가 72명으

로 12%, 40대가 168명으로 28%, 50대가 144명으로 24%, 60대

가 126명으로 21%, 70대 이상이 30명으로 5%의 참여율을 보

이고있다. 40∼60대의중장년층의참여도가높았다. 그리고설

문조사에 참가한 30대중 18명은 외국인관광객이었고, 40대의

대부분(132명)이 여성이었다. 그 이유로는평일오전에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남성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본설문조사의결과는등산이나산책을취미로

하는 중장년층의 결과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의평균치를사용하여크론바흐의알파계수를

추출하였다. 크론바흐의 알파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보통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

연령별 남 여 참여빈도(명) 참여도(%)

20대 이하 19 41  60 10

30대 33 39  72 12

40대 65 103 168 28

50대 65 79 144 24

60대 76 50 126 21

70대 이상 12 18  30  5

합계 270 330 600 100

표 3. 연령별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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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것으로 보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본 설문조사의 크론바흐의 알파계수는 0.7245로 나와, 본 설

문조사의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SD법에 의한 평가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의 인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인 평가축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회전전의 고유치 스크립 로트에서 각 인자의

기여율을 보면 제3인자까지의 누적기여율이 76.45%가 넘어,

본 연구에서는제3요인까지사용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일반

적으로누적기여율은 80%이상을사용하지만, 본 연구의결과

에서는 3요인에서의 기여율이 이미 14.12%로 비교적 높지 않

아 제4요인의 추출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Varimax 회전후의각 요인별 부하량을 나타낸 표 5를 보면,

요인 1은편안한, 부드러운, 자연적인, 안정적인이 +로높은부

하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걷고싶은, 조용한이 —의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쾌적함을 표현하는 요인으로 판단

된다. 요인 2는산뜻한, 도시적인, 걷고싶은이 +의높은부하량

은 보이고 있어, 세련된 것을 표현하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조용한, 편안한이 +의 부하량을 나타내

고, 안정적인, 부드러운이—의부하량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

보아 아늑함을 나타내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목재의 소재별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Varimax 회전후의 요인 득점표(표 6)를 작성하였다. 그

요인 No. 이승화 기여율(%) 누적기여율(%)

요인 No. 1 3.554 35.54 35.54

요인 No. 2 2.669 26.69 62.23

요인 No. 3 1.422 14.22 76.45

표 4. Varimax 회전후의 요인 고유치 및 누적기여율

변수명 요인 No. 1 요인 No. 2 요인 No. 3

도시적인 0.133 0.931 —0.051

안정적인 0.737 0.026 —0.483

고운 0.696 —0.062 —0.454

깨끗한 0.650 0.260 —0.157

산뜻한 0.082 0.987 0.148

부드러운 0.830 0.192 —0.414

걷고싶은 —0.108 0.792 —0.108

편안한 0.905 —0.302 0.313

조용한 —0.097 —0.004 0.806

자연적인 0.742 0.000 0.048

표 5. Varimax 회전후의 각 요인별 부하량

No. 요인 No. 1 요인 No. 2 요인 No. 3

wpc1 0.216 0.327 —0.365

wpc2 —0.651 1.397 —1.940

wpc3(H) —1.700 1.641 0.338

wpc4(H) 2.382 1.080 1.463

소프트우드1 —0.814 —1.716 0.036

소프트우드2 0.313 —0.396 0.196

소프트우드3(H) 0.614 —0.923 0.938

소프트우드4(H) —1.776 0.108 1.678

하드우드1 0.887 0.528 —0.407

하드우드2 0.457 0.698 —0.946

하드우드3 —0.081 —1.591 —0.715

하드우드4 0.153 —1.154 —0.276

표 6. 대상공법별 요인 득점표(Varimax 회전후)

결과, WPC는 요인 2에서 모두 +를 나타내고 있어 세련된 이

미지가강한것으로사료된다. 합성목재는모두클립형으로시

공이되어직결비스가눈에보이지않은것이상기와같은결

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소프트우드는 3번요인에서모두+의평가를받고있는것으

로보아아늑함을느끼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에, 하드우드는

3번요인에서모두—의평가를받아아늑하지않은소재, 특히

조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인 1은 소재별로 일정한

평가를나타내고있지않다. 하부소재인 H형강, 구조용각관의

차이점에서도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보행에 있어

서의 쾌적함은 소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부 구조인 H형강과 구조용 각관에 의한 차이점은 요인 3

에서일정한결과를나타내고있어, H형강을사용하면각형각

관보다 아늑함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단정 지을 수 없다.

Ⅳ. 고찰

목재 탐방로는 환경 친화적인 등산과 탐방이 가능하여 여러

곳에서 조성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조성단가, 유지관리, 경관, 보행만족도 등이 달라

어떠한 소재가 목재 탐방로를 조성할 시에 적절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목재탐방로에사용되는목재의소재의차이에의한보

행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에 조성된 목재 탐방로를 대

상지로 선정하고 일반인 600명을 대상으로 평가실험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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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직결비스가 보이지않는클립형시공을 하는WPC

는세련되었다는평가를받는것을알수있었다. WPC는도시

적인느낌, 산뜻한느낌이강하다는것으로부터자연적인경관

에서보다는도시에서사용되는것이더어울릴수있을것이라

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소프트 우드는조용하고 아늑한

소재인것으로평가되었다. 소프트 우드는주택지와가까운곳

과같이소음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는곳에사용하면좋

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하드우드는 보행 특성상 조용하지 않은 소재로 파악

되었다. 하지만 하드우드는 소프트우드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

므로, 유지관리가 어려운산속에사용하면좋을것으로사료된

다. 한편으로하드우드의경우, 밀도가높아보행시소음이발

생하는것이원인으로사료되나, 소음을직접측정하여비교하

지 않았으므로 향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부 구조에 의해서는 일정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아

보행만족감에는크게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 또한,

기초의 소재는동일한소재가사용되었고, 울타리는데크소재

와 동일한 것이 사용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는 큰 영향

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연구의대상지를선정할때에는가능한비슷한경관을가

진 곳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모두 동일한 경관이라고는

할 수 없어 경관의 차이가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보다 객관적인평가를위해서는동일한경관에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장소가 한정적이고, 모형으로 제작하기

에는 부담이 크므로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한 개소당 50명의 평가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므로통계상의문제는없을것으로사료되나, 동일한 체험

자가모든곳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대상지 별로참가한 체험

자가 다르므로 평가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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