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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등산객·등산복의 물결 속에 살고 있다. 대중교통은
등산객으로 가득하고, 등산로 초입은 등산객과 차량들, 노점들로 북적거
린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의 변화에 주목하고, 등산의 파급효과가 도시
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때, 도시공간은 행위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 물음은 여가의 양상과 의미를 규명하고 여가공간
의 실재를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등산로 초입 공간은 등산인구의 집적으로 인해 새
롭게 탄생되는 도시공간이다. 먼저, 본 연구는 등산로 초입 공간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 도시, 여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등
산로에 대한 선행연구 및 등산로의 현황 고찰을 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
로 ‘등산로 초입’을 이라는 용어에 대해 등산 과정에서 본격적인 자연 탐
방 행위 이전과 이후의 활동이 일어나는 도시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도
시공간으로서의 등산로 초입에 대한 연구는 도시적 현황에 대한 광역적
분석과 도시 형태론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대상지는 북한산
우이동기점, 진관동기점, 청계산 원지동기점으로 선정하였다. 도시 형태
분석은 이 세 지역에 대해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시간적인 변화
를 관찰하여, 요소 사이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각각 대상지의 도시조
직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대상지 서로 간의 비교뿐만이 아닌, 기존의 시
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시 등산로 초입 공간의 범위와 특성을 규명
하였다. 이로써 등산로 초입 공간을 포함한 도시 여가공간 계획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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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등산로 초입 공간이란, 하나의 점으로 형성되는 공간
이 아닌 복합적인 활동을 수용하는 중심가로라는 점, 또한 등산로와 직
접적으로 연결된 곳에 한정된 것이 아닌 교통 인프라를 따라 인프라의
결절점에 형성되는 도시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곳의 건축
행위들이 가설건축과 같은 건축요소로 필지를 최대로 점유하여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등산로 초입 공간은 가로 위계를 조정하여 지역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중심가로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시작점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통 인프라를 따라 도
시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이 협소한 경우 적절한 버스노선을 통해
공간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등산로 초입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등산로 초입 공간이 도시
여가공간 계획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것
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현재의 도심 여가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도
시적 불연속성은, 등산로 초입 공간을 형성하는 다양한 내·외부 공간이
만들어내는 가로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로변 건축물의 외부공간계획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등산로 초입에서 일부 관찰되는
상업 프로그램의 다층화는 도시의 용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변화를 예
측 가능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 요 어 : 등산, 여가, 등산로 초입 공간, 여가공간, 도시계획
학
번 : 2011-23303

- ii -

목

차

1.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3

2. 등산로 초입 공간의 형성배경 ···································· 7
2.1 도시와 여가공간 ····································································· 8
2.1.1 도심 녹지와 여가공간 ··········································································· 8
2.1.2 서울 내 녹지-여가공간의 변화 ························································· 13
2.1.3 등산 활동에 따른 도시-녹지에 대한 인식 전환 ··························· 16

2.2 여가의 변화 ··········································································· 19
2.2.1 여가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9
2.2.2 현대 한국 여가의 특징 ······································································· 22
2.2.2 도시 등산의 성격 ················································································· 26

2.3 등산로 초입에 관한 고찰 ·················································· 28
2.3.1 등산로 초입 공간을 형성하는 도시적 기반 ··································· 28
2.3.2 등산로 초입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사업 ····································· 34
2.3.3 등산로 초입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 ··········································· 37
2.3.4 등산로 초입의 정의 ············································································· 38
2.3.5 등산로 초입 도시조직의 이해 ··························································· 42

3. 등산로 초입의 도시 공간 분석 ································ 45
3.1 북한산 우이동기점 ······························································ 45
3.1.1 대상지 형성 배경 ··············································································· 45
3.1.2 대상지의 도시적 상황 ········································································· 47

- iii -

3.1.3 도시조직 구성요소 분석 ····································································· 51
3.1.4 도시조직의 특성 ··················································································· 55

3.2 청계산 원지동기점 ······························································ 58
3.2.1 대상지 형성 배경 ··············································································· 58
3.2.2 대상지의 도시적 상황 ········································································· 69
3.2.3 도시조직 구성요소 분석 ····································································· 60
3.2.4 도시조직의 특성 ··················································································· 77

3.3 북한산 진관동기점 ······························································ 71
3.3.1 대상지 형성 배경 ··············································································· 71
3.3.2 대상지의 도시적 상황 ········································································· 73
3.3.3 도시조직 구성요소 분석 ····································································· 75
3.3.4 도시조직의 특성 ··················································································· 80

4. 등산로 초입 공간의 의미 ·········································· 83
4.1 등산로 초입의 도시 공간구조 ·········································· 83
4.1.1 복합적인 활동을 수용하는 중심가로 ··············································· 83
4.1.2 교통 인프라를 따라 형성되는 도시공간 ········································· 87
4.1.3 필지를 최대로 점유하는 건축 ··························································· 90

4.2 도심 여가공간 계획의 단서 ·············································· 94
4.2.1 도시조직의 연속성을 고려한 단지 계획 ········································· 94
4.2.2 상업 프로그램의 다층화를 고려한 용도 계획 ······························· 95

5. 결 론 ············································································ 97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1
- iv -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1
2
3
4
5
6
7
8

목

차

여가공간에 대한 분야별 연구 양상 ···················································································· 8
도시와 녹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녹지의 역할 ······························································ 9
도시-녹지-여가의 관계 ······································································································· 13
시기에 따른 서울 내 공원녹지의 형성 ············································································ 14
여가문화의 변천특징(강남국,2002) ···················································································· 21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관한 신문기사 정리 ···································································· 31
탐방로의 개념 세분화(오구균 외, 2005) ·········································································· 39
지역별로 다른 방향으로 특성화 된 등산로 초입 공간들 ············································ 89

그림 목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2
3
4
5
6
7
8

서울 내 산의 분포 ·············································································································· 2
북한산의 등산로 초입들과 본 연구의 대상지인 진관동기점과 우이동기점 ·········· 3
청계산의 등산로 초입들과 본 연구의 대상지인 원지동기점 ···································· 4
연구의 흐름도 ······················································································································ 6
E.Howard의 전원도시 ········································································································ 9
<아테네 헌장>을 기반으로 한 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 계획안 ·················· 11
코니아일랜드의 ················································································································ 11
잠실야구장은 주변 상권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여 현재 돗자리 노점만이 경기 관
람을 마친 관중들의 상업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15
9 롯데월드는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내부를 구성하였으나 그 결과 도시와 단절이
되었다. ································································································································ 15
10 왼쪽에서부터 ·················································································································· 16
11 여가의 포괄적 개념 요소 (김광득, 2003) ·································································· 20
12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 ···································································· 27
13 등산로 입구는 등산객의 차들로 주차 난을 겪는다. ··············································· 28
14 관악산 도로변을 점유한 차량들(왼쪽)과 북한산성 입구의 가로형 주차장(오른쪽)
·········································································································································· 31
15 청계산 입구 원터골에는 옆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거나(왼쪽), 고가
옆에 노변 주차를 하거나(가운데), 상업시설이 합동으로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
수요를 충당한다. ············································································································ 31
16 북한산 동쪽사면에 자리한 ·························································································· 31
17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사에는 주말마다 시장이 조성된다. ································· 33
18 청계산 주변 교통 인프라와 등산로. 청계산 좌우에 남북으로 뻗어있는 교통인프라에

- v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9
20
21
22
23
2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5
26
27
28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9
30
31
32
33
34
35
36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7
48
49
50

등산로들은 많은 접점을 만든다. ·················································································33
오구균(외, 2005)의 탐방로 분류 도식을 바탕으로 표시한 등산로 초입 ············ 40
북한산 우이동기점 등산로 초입 공간 대상지 범위 ················································41
청계산 원지동기점 등산로 초입 공간 대상지 범위 ················································42
북한산 진관동기점(북한산성 입구)의 등산로 초입 공간 대상지 범위 ···············43
해동지도(양주목)의 우이동(우이천) 일대 ··································································45
간판 정비 사업 전(위)과 후(아래)의 도선사길. 근린 상업 시설과 등산 관련 상업
시설이 가로의 스케일에 맞게 적절히 조화된 모습을 보인다. ···························· 46
우이동기점의 용도지구 및 지역 ··················································································47
북한산 동쪽 사면의 등산로 초입 공간들 ··································································48
강북구의 교통 인프라와 북한산 등산로 초입들의 위치 ········································48
수유역에서 우이동기점을 향하는 간선버스 노선상의 상가들. 일반 상가는 버스
노선을 따라 대부분 형성되어 있고, 등산 용품과 관련된 상가도 노선 상에 발견
된다. ··································································································································49
수유역 노스페이스 본사직영점 ····················································································50
우이동 버스 정류장 옆 등산 용품 매장 ····································································50
우이동기점의 가로 위계 ································································································52
우이동기점의 중심가로의 필지 ····················································································52
최근 15년간 우이동기점 지역 건축물 배치의 변화 ··············································52
간판정리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두 등산 용품 매장 ··········································54
필지의 한계선까지 가설건축을 통해 내부공간을 확보한다. ·································55
이면으로 향한 외벽을 철거한 후 가설지붕을 설치함으로써 내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 ···························································································································55
우이동 등산로 초입의 상업 시설 ················································································56
가로필지를 점유하며 형성된 주차장. ·········································································56
중심가로에서 시각적으로 개방된 이면 블록. ···························································56
우이동 중심가로의 프로그램 종단면 다이어그램 ····················································57
청계산을 경계로 5개 시의 행정구역이 구분된다. ···················································58
서울시 지방세 징수 합계 ······························································································58
양재역 버스정류장 앞 등산 용품 관련 잡화점 ························································59
서초구의 교통 인프라와 청계산 등산로 초입들의 위치 ········································60
청계산입구역 주변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여 상업가로 형성이 불가능하다. 60
상업가로 형성된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등산로가 보일만큼 중심가로의 거리가
짧다. ···································································································································60
원지동기점의 가로위계 ··································································································61
원지동기점 중심가로의 균질한 필지 ··········································································62
북단(신원동지역)에 남아있는 기존의 주택들 ···························································62
원지동의 신규 작성 건물. “남원새집추어탕”이란 글자의 자국은 선명하게 남아

- vi -

그림 51
그림 52

그림 53
그림 54

그림 55
그림 56
그림 57
그림 58
그림 59
그림 60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그림 71
그림 72
그림 73

있다. 2006년 신규로 등록되어 남원새집추어탕 -> 산골짝의다람쥐(음식점,2009)
-> 우진종합건설(2010-2012)을 거쳐 2013년 현재 카페 OYNO가 비로소 자리
잡았다. ······························································································································ 63
최근 15년간 원지동기점 지역 건축물의 변화 ························································ 63
1970년대의 일반단독주택 평면(왼쪽, 권용찬 2006에서 재인용)과 원지동기점 토속
음식점 <뜰아래>의 1층 평면배치(오른쪽). 방 하나의 규모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하다. ·························································································· 64
부속건축을 증축하고 가설건축까지 설치한 두꺼비 산장(위)과 가설건축을 옥상과
외부에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소담채(아래) ····················································· 64
원지동기점 천막들의 모습(왼쪽). 왼쪽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담채(옥상과
외부), 청계산양고기(외부데크), 국보두부(외부), 뜰아래(주차장 위 데크). 원터골
남쪽 옛골의 옛골토성 천막의 내부. ·········································································· 65
관찰자에 따른 등산 용품 매장의 간판 변화 ···························································· 66
원지동기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되어있다. ····················································· 67
중심가로에서 뻗어나가는 이면가로들은 내리막을 형성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68
균질한 도시조직에 따른 상업시설의 이면블록 진출 ·············································· 69
원지동의 최근 3년 간 프로그램의 변화 ···································································· 70
북한산성 이주사업 이전의 진관동기점의 모습. 북한산의 주요봉우리들이 공용
주차장에서 한 눈에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조성된 모습과는 다르게 대형
상가 위주로 가로가 조성되어있다. ··········································································· 71
북한산성 이주사업 전(위, 2008)과 후(아래, 2013)의 모습. ··································· 72
은평구의 교통 인프라와 북한산 등산로 초입들의 위치 ········································ 73
은평뉴타운과 등산로 초입들 ························································································ 73
북한천 건너의 음식점군. 가설다리와 연결되는 지역은 주차장이다. ··················74
등·하산 및 출입구 차이에 따른 가로위계와 활성지역의 변화 ···························· 75
진관동기점 중심가로의 필지 현황 ·············································································· 77
진관동 가로 횡단면. 가로마다 고저차가 발생한다. ················································ 77
진관동기점의 최근 5년 사이의 건축물 변화 ···························································· 77
금강산장(왼쪽)과 만석장(오른쪽)의 외피를 활용한 전통 이미지 구현 ··············77
직통계단과 테라스를 이용하여 가로에서 2층으로 직접 진입하는 방식(왼쪽, 라
푸마)과 1, 2층의 내부공간을 뒤로 물림으로써 필로티공간을 반외부 식사공간으
로 활용하는 방식(오른쪽, 옛골토성). ········································································ 78
진관동기점의 상업시설의 분포 ···················································································· 79
이주사업 이전의 터줏대감이었던 북한산 내츄럴파크 상가는 점차 도태되고 있다.
·········································································································································· 80
중심가로에서 바라본 주차장과 상업가로의 모습. 건축물들이 정면이 아닌 후면이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81

- vii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74
75
76
77

그림 78
그림
그림
그림
그림

79
80
81
82

그림 83
그림 84

신림동 관악산 입구를 형성하는 ‘만남의 광장’(주차장)과 대형 복합 상가 ······· 83
등산로 초입 도시공간의 다이어그램 ··········································································84
긴 건물이 경사지형의 가로와 만나는 경우 방향에 따라 연속성이 달라진다. · 85
우이동기점의 대로와 맞닿는 교차로. 모퉁이를 돌면 정비사업 이전의 간판들로
이루어진 가로가 바로 다시 나타난다. ······································································86
우이동기점의 실질적 등산로 초입 공간의 범위. 진한 부분은 직접영향권, 빗금 친
부분은 간접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 ···········································································87
관악산 서울대정문기점의 확장된 등산로 초입 공간 ··············································87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안양 예술 공원 등산로 초입 공간 ······································90
우이동기점의 중심가로(위)와 진관동기점의 중심가로(아래). ·····························92
원지동에서는 가로에 면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가설건축들로 인하여 가로의 연
속성이 확보된다. ············································································································93
우이동기점 맞은편의 북한산 더 파인트리(왼쪽)와 원지동기점 맞은편의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단지(오른쪽) ··························································································94
청계산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상업시설들. 왼쪽에서부터 모범택시의 행렬, 그릇
가게, 의상실. ···················································································································95

- viii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여가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여가
가 자리 잡고 있다. 도시에서 나타나는 여가행위를 관찰해보면 여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맺는 복합적인 행위”라는 것을 어렵
지 않게 알게 된다. 그러나 현재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여가공간은 이러
한 여가활동의 복합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현재 한국에 여러 가지 여가활동 중에서 등산이 중요한 여가형태로 자
리 잡고 있다. 현재 한국의 등산은, 한국의 지리적·사회적 특징을 바탕으
로 한 레저스포츠의 의미에 최근 일어난 웰빙(Well-being)에 대한 추구
가 결합되면서 나타난 독특한 여가형태로 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대한민국의 등산인구는 1800만 명, 아웃도어 시장의 연 매출은 3
조원을 돌파했다고1) 할 만큼 현재 대한민국에는 현재 등산 열풍이 불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시에서의 여가공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녹지를 제공하
는 것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진 만큼, 현재의 도시계획에서 다양한 여가활
동의 구체적인 성격과 특성은 논의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에서 단순한 하나의 행위로 인식되는 수준
에 머무르고 있는 여가에 주목하여 복합적인 여가활동을 수용하는 여가
공간으로서의 등산로 초입을 다루고자 한다.
등산 활동으로 인한 여가공간의 변화는 주로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경
계에서 일어난다. 그 공간이 등산로 초입인데, 여기에서는 도심에 비해
변화가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 더구나 등산 인파가 대규모로 집적되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 도시공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여가공간으로서의 등산로 초입에 대한 관심은 의미가 있다.
1) 마운틴, 2011년 10월호
1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등산객의 집적으
로 인하여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나는 도시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아 등산
로 초입이라는 특정 도시공간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로써 등산로
초입의 도시조직이 가지는 특징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향후 일어날 변화
에 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나아가 이를 포함한 일반적인 도시 여가공간 계
획의 단서를 찾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그림 1 서울 내 산의 분포

2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소위 ‘수도권 6명산’이라 꼽히는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수
락산, 불암산, 청계산 중에서 강북권의 대표산으로서 북한산과 강남권의
대표산으로서 청계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등산로
인 북한산의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길기점(이하 우이동기점), 강남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화하는 청계산의 서초구 원지동 원터골기점(이하 원지
동기점),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주사업으로 형성된 북한산의 은
평구 진관동 북한산성기점(이하 진관동기점)을 구체적인 대상지로 선정
한다.

그림 2 북한산의 등산로 초입들과 본 연구의 대상지인 진관동기점과 우이동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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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인 등산로 초입 공간은 등산인구의 집적으로 인해 새
롭게 탄생되는 도시공간이다. 따라서 그 형성의 주요 배경인 도시, 그 속
에서의 녹지와 여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다. 다음 등산로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등산로의 현황 고찰을 통해 등산로 초입에 관한 기존의 시각을
정립하고, 등산로 초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한다. 대상지 분석은 도시적
현황에 대한 광역적 분석과 도시 형태론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도시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시간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요소 사이의 관계
를 통해 각각 대상지의 도시조직적 특성을 도출한다. 대상지 서로 간의
비교뿐만이 아닌, 기존의 시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시 등산로 초입
공간의 범위와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등산로 초입 공간을 포
함한 도시 여가공간 계획과 도시계획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3 청계산의 등산로 초입들과 본 연구의 대상지인 원지동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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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 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등산로 초입의 도시공간이 형성되는 배경을 도시-녹지-여
가의 관계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여가에 관한 고찰을 통해 등산이 현대
여가의 특성을 수용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등산로 초입의 형성기반
과 여기에서 행해지는 공공사업을 통하여 분석한 현황을 기반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와 기존의 시각을 설정한다. 이는 기존 연구와 도시형태 분
석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은 ‘등
산로 초입 공간’이라는 용어의 정리 및 연구의 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다.
3장에서는 도시적 상황을 통해 도시 등산로 초입 공간의 광역적 성격
을 살펴본다. 도시형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지의 도시공간을 분석
함으로써 각각의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관계
에서 나타나는 대상지별 도시조직적 특성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등산로 초입의 특성을 종합하고 기존 시각
과의 비교를 통해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나는 도시공간 변화의 의미를 살
펴본다. 이어서 대상지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바탕으로 실제 등산로 초입
도시공간의 범위와 특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적 단서를 제공
한다. 또한 그것을 토대로 도심 여가공간 계획의 단서도 함께 제시한다.

5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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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산로 초입 도시공간의 형성 배경

등산로 초입 공간은 두 가지 도시·건축적 이슈가 맞물려 나타난다. 하
나는 도시와 녹지가 만나는 경계점으로서의 이슈이고 또 하나는 여가공
간으로서의 이슈이다. 여가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는 2000년 초부터 활발
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는 주5일제에 따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가공간의 수요와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연
구는 여가학, 관광학, 체육학, 경영학, 조경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각 분야마다 연구의 초점은 조금씩 다르다.
여가학·체육학에서의 연구 초점은 주로 여가 내적인 부분에 있다. 이
때 연구는 노인과 청소년 등, 여가공간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그들의 특
성을 분석한 후 새로운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경학의
연구 초점은 주로 도시 공원 및 생태공원이다. 한편, 건축학·경영학·관광
학에서는 주로 워터파크, 리조트와 같은 교외의 대규모 위락시설이나 호
텔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위한 공간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여가공간 전
략,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각 분야별 연구는 이론적 고찰 또는 수요 등의 조사를 통해서 시작한
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 도달점은 크게 차이가 없다. 즉, 이론 면에서 여
표 1 여가공간에 대한 분야별 연구 양상
연구
분야
여가학
체육학
조경학

초점

여가
내적 요인
공원
프로그램

건축학
경영학
관광학

차별화
개선

결론

연구 사례

새로운
여가공간
제시
새로운
공원 제시
공간,
프로그램 제시
새로운
전략 제시
시사점 도출

김희경, 청소년 여가공간의 구성을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연구, 2010
한광걸, 등산 참여경험과 여가정체성 및 심리
적 웰빙의 관계, 2007
김수진, 실버층의 공원프로그램 선호도 분석,
2013
박준경, 리조트호텔 외부공간계획의 차별화에
관한 연구, 2004
김홍유 외, 테마파크 운영 효율성 분석 및 평
가에 관한 연구, 2011
심창섭, 도시여가공간으로서 복합쇼핑몰의 사
회문화적 의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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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그 자체의 단일 행위로 본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건축물이나 건물군에 대한 제안 혹은 방법론의 제시에 머물고 있다는 점
이다. 그러므로 현재 실제로 도시 도처에서 나타나는 여가형태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여가형태
는 뒤에 언급할 여가의 일반 고찰에서 보여지 듯, 단순 여가활동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닌 몇 가지 사회적인 성격으로 인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여가공간은 ‘하나의 행위를 위한 단일 공간’으로서가 아
니라 ‘복합적인 행위를 위한 도시적 집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1 도시와 여가공간
2.1.1 도심 녹지와 여가공간

도시란 원래 존재하던 자연에 인간이 선을 그으며 형성된 것이다. E.
Rich는 그것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어 원래 틈이 없는 연속체인 곳
에 우리들은 인공적인 경계로 여기저기를 상처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한다.2) 사람은 도시 속에서 삶을 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
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
안 잊혀졌던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연이 재조명되어 돌아왔다. 또한 과거
시벽(市壁)으로 인해 명료했던 도시와 자연의 관계는 인간행동이 다방향
성으로 나타나면서 점차 각각의 영역이 애매해져갔다.3) 과거 자연속에
경계를 만들고 자리잡던 도시는, 현대에 들어 오히려 특정 목적을 위해
도시 속에 녹지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 도시와 자연의 관계가 반전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도시와 자연에 관한 담론들을 토대로 도시와 녹지의 이
분법적인 관계가 점차 변화하면서, 도시 속에서 녹지가 가지고 있는 위
2) 保坂陽一郞, 진경돈 역, 『경계의 형태』, 집문사, 1991에서 재인용.
3) 保坂陽一郞,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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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와 녹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녹지의 역할

E.Howard

배경
산업혁명으로

위치
교외

방법
용도에 따른 지역

녹지
블록 내 공동정원,

1898

인한 주택난,

분리 자족적인 도시

주변부 환상 농업

전원도시론

위생관리에 관한

CIAM

문제 해결
주거환경개선,

용도 분리와

생활권에 따라

1933

노동으로부터의

마천루를 활용한

서로 다른 위치와

아테네 헌장

재충전

도시의 거대공원화

규모의 계획녹지

Koolhaas

거대 여가

도심

자연적인 실체를

도시화된 녹지

1977

인파의 밀집으로

(섬)

대체하는 기계들

코니 아일랜드

인한 자연자원의

C.Waldheim

고갈
정보화 사회로의

도심

근대 산업 구조물을

낙후된 도시환경

1994

전환으로 인한

대체하는 조경

회복 수단으로서의

Landscape

근대기반 시설

Urbanism

처리

용지
도심

녹지

치와 역할이 변화하는 것을 살펴본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가 점차 발달하면서 녹지는 점차 외곽으로 물러나
게 되었으나, 도시에서 발생한 주택난과 위생 관리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서 녹지가 부상하게 되었다. E. Howard는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외
곽, 교외를 중심으로 한 <전원도시론>을 주장하였다(1898). <전원도시
론>은, 전원적 도시환경을 창출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도시에 자생능력을
부여하는 한편 도시규모를 엄격히 규제한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주변부
에 영구적 환상녹지를 설정한 것으로, 당시로선 혁신적인 도시계획이었
다.4)
전원도시계획에서 형성되는 녹지는 블록 내의 공동정원과 외곽의 농
업용지로 분류된다. 이때 녹지는 위생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제시된 개념
으로, 농지와 일부 시설(소년원, 요양원 같은)이 해당될 뿐5) 아직 여가에
4) 최병선, 1981. 김추윤 외, 『최신 도시계획학』, 도서출판 신라, 1995에서 재인용.
5) P. Hall, 안건혁 외 옮김,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한울 아카데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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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Howard의 전원도시

관한 논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여가개념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도시학자 L.
Mumford의 견해를 인용하면 도시란 사람들의 행위 및 교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땅 혹은 셸터(shelter)와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 구성된 사회
적 교류(social intercourse)를 위한 극장(theater)6)이다. 여가란 도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CIAM의 <아
테네 헌장>에서는 여가활동이 도시적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다.(1933)
CIAM은 <아테네 헌장>에서 기능적 도시를 위한 4가지 요소로 교
통, 주거, 노동과 함께 여가(Loisirs)를 주목했다. 이 때 여가는 “기계문
명이 발달하여 제공되는 노동으로부터의 재충전 시간”을 의미하는데,7)
여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CIAM은 공지(空地)로 본다. 이 여가공간으로
서의 공지가 도심과 떨어져 있는 것은 도심의 혼잡 속에 있는 주거 환경
6) “도시는... 첫째, 도시는 주요한 집단과 목적성이 있는 조직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관
된 집합이며, 둘째, 도시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물리적 수단은 땅과 내구성
을 지닌 셸터, 그리고 모임과 교환 및 저장을 가능케 하는 항구적 시설이고, 셋째, 핵
심적인 사회적 수단은 경제적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적 프로세스에도 기여하는 노동
의 사회적 분화라는 것이다 ... 종합적 의미에서 도시는 하나의 지리적 집합망이자, 하
나의 경제적 조직이며, 하나의 제도적 프로세스이고, 사회적 활동의 극장인 동시에 사
회적 드라마이며, 집단적 통일성의 미학적 상징이다.” L.Mumford, “What Is a
City?”, Architectural record, 82(November 1937), n.p.
국토연구원,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2005에서 번역 인용.
7) Le Corbusier, 이윤자 역, 『르꼬르뷔지에의 아테네 헌장』, 기문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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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법규를 통한 충분한 녹지의
확보, 새로운 교통을 이용한 연결에 중
점을 둔 해결책을 제안한 바 있다.8)
<아테네 헌장>에서 나타나는 도시녹지-여가의 관계는 명확한 체계이다.
녹지대는 분명히 제한된 목적에만 사
용되도록 설정된다. 여가공간으로서의
녹지는 시간권에 의해 분류되는데, 여
가를 매일, 매주, 매년의 단위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여가공간을 집주위에,
그 지방에, 나라 안에 녹색 지구를 만
들고자 한다.9)
R.Koolhaas가 말하는 여가공간은
CIAM의 근대적 여가관과는 상황이 다
르다. Koolhaas는 그의 저서 <Delirious
New York>를 통해 맨해튼 남쪽 코니
아일랜드를 관찰함으로써, 제약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의 사람들과 그들의
여가가 만들어내는 도시공간을 있는 그
대로 보여준다.(1977)
코니아일랜드는 맨해튼 섬 남쪽에 위
치한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맨
해튼 시민의 주말 휴양지였다. 하지만
1883년 브루클린 다리가 놓임으로써 주
말마다 백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여가공
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연은

그림 6 <아테네 헌장>을 기반으로 한 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 계획안

그림 7 코니아일랜드의

거대구조물 계획안

8) “건물이 세워진 용적과 공지와의 올바른 비율, 바로 그것만이 주거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공식인 것이다... 새로운 녹지대는 분명히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즉, 유치원, 학교, 청소년 회관 또는 주택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공동체용의 건물을 포
함해야 한다.” Le Corbusier, 같은 책.
9) Le Corbusier,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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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해졌다. 그 자리를 기계장치를 활용한 조명장치, 기계식 경마트랙,
사랑의 원통·터널과 같은 놀이기구들이 대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코니
아일랜드는 거대도시에 최적화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밀화된 인간의 소비에 의해 고갈되어가고 있는 ‘자연적인’ 실체에 대
한 대체물”10)들로 평가되는 코니아일랜드 도시 공간 형성의 양상은 향후
맨해튼의 도시공간의 형성과 같은 맥락에서 “잠재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혼잡의 양상”을 보인다.
Koolhaas는 이후에도 이러한 도시-녹지-여가의 관계를 La Villette
Park (1982) 현상 설계안이나 Downsview Park(2000) 현상 설계안에서
선보이는데, 이러한 흐름을 C. Waldheim은 조경학의 영역에서 주목한다.
C. Waldheim의 Landscape Urbanism은 경관이 현대 도시계획의 기본
구획 단위로서의 건축을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의 도시적 상황에서 진행
중인 학문적 재편성으로, 현대 산업이 후기 산업적 정보화 사회로 전환
됨에 따라 남겨진 근대적 기반시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써 조경, 경관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11)(1994)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나타나는 도시-녹지-여가의 관계는 녹지여가로 직결시키는 여가관보다 도시-녹지의 관계에서 도시를 녹지로 회
복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녹지를 “사람의 재생산활동”으로 정리
하는 여가의 관점을 반성적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즉, 녹지를 더 이상 인
간 활동의 재생산을 위한 인간의 전유물로 국한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낙후된 도시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녹지가 가진 여가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3은 지금까지 살펴본 담론들을 도시-녹지-여가의 관계로 정리한
것이다. <전원도시론>에서 <아테네 헌장>까지는 도시-녹지의 이분법적
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아테네 헌장>에서는 여가가 반영된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을 가진 세 가지 단계의 녹지를 보여준다. 여기까
지는 여가를 단일 행위로 본다는 한계가 있으나, 그 후 코니아일랜드에
10) R. Koolhaas, “‘Life in the Metropolis’ or ‘The Culture of Congestion’”,
Architectural Design 47, no.5, 1977. 봉일범에서 재인용.
11) C. Waldheim, 김영민 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서출판 조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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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가를 복합적인 행위로 보고 도시와 녹지가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현대에 등장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
즘에서는 녹지가 제공하는 여가의 대상을 사람에서 도시로 확장된 사고
관을 볼 수 있다.
표 3 도시-녹지-여가의 관계

도시-녹지

여가관

E.Howard

CIAM

Koolhaas

1898

1933

1977

전원도시론

아테네 헌장

코니 아일랜드

이분법

-

이분법

혼재
복합적 관계

C.Waldheim
1994
Landscape
Urbanism
혼재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녹지

사람의 재생산을

사람의 재생산을

사람 및 도시의

위한 단일행위

위한 복합행위

재생산

도시와 녹지, 그리고 여가는 물리적 환경을 이루는 상대 개념으로, 혹
은 그 안을 채우는 활동적인 개념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이
들의 관계는 과거 단순한 이분법적 관계에서 변화하여 도시가 녹지화되
고, 녹지가 도시화되면서 여가와 맞물려 점차 복합적으로 혼재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2.1.2 서울 내 녹지-여가공간의 변화

여가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도시-녹지의 관계가 여가공간과 직결되었
던 것과 같이, 서울에서의 여가공간 또한 과거부터 녹지와 밀접한 관계
를 가져왔다. 조선 후기의 여가문화는 주변 산을 찾아 그 산 속에서 행
락을 즐기는 문화로 나타났으나, 근대화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여
가공간은 도시계획에 의해 따로 조성된 도심 공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19세기말 개화단계의 서울(경성)에서는 동시대 Central Park(뉴욕)나
우에노공원(도쿄)을 토대로 자연, 운동, 사회교류를 목표로 한 공원계획
을 시도하였다.12)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근대화가 일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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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기에 따른 서울 내 공원녹지의 형성
(황기원 외, 2001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시기

배경

사례

1800년대 말

개화를 위한 서양 문물의 수용

독립공원, 파고다공원

1900년대 초

식민 통치에 의한 국토 정기 끊기

남산공원, 사직단공원,

1945-1960

전후 복구에 초점을 둔 소극적인 공원

효창공원, 창경원
국립현충원

조성 사업
1960-1980

급격한 도시화, 공원 계획에 따른

서소문공원, 도산공원,

체계설정

낙성대공원, 서울대공원,

남북한 비교 우위의 경쟁

여의도 광장, 경희궁공원,

1980년대

강남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공원화
올림픽을 위한 공원 녹지

원서공원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1990년대

수변 공간에 대한 인식
주제공원, 생태공원, 소공원 등 다양한

롯데월드, 경마공원,

공원의 등장

마로니에공원

진행되면서, 일제의 민족정기 말살정책으로 인한 고궁 공원화의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80년대 올림픽을 위한 운동시설과
결합된 공원과, 1990년대에 롯데월드와 같은 주제공원들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공원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의 공원들은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현대인의 여가생활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잠실야구장은 지난해(2012) 관중 수
700만을 돌파한 현재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의 무대로, 국내 최대 규모
의 야구 관람 시설이다. 그러나 서비스 시설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을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야구 관람 이외의 행위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
12)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유실수, 수림, 화초와 다양한 외래 관목의 육종을 실험하는 공
원을 조성한다. 공원의 일부는 테니스, 축구, 크리켓, 야구 등 옥외 운동을 위한 운동
장으로 떼어놓고, 또 일부는 관리들이 공무를 끝낸 후 맑은 공기를 쐬면서 운동을 하
는 곳으로 지정하며, 다른 한 부분은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일 주일에 1,2회씩 계도적
강연이나 시사문제에 대한 연설을 듣는 장소로 만든다.”- 독립공원 조성의 중심인 서
재필의 한국 최초 영문 잡지 <The Korean Repository>에 실린 기사 내용. 황기원
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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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잠실야구장은 주변 상권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여 현재 돗자리 노점만이 경기 관람을
마친 관중들의 상업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실제로 야구 관람을 위해 운집한 관중들의 관람을 마치고 나서의 후
속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돗자리 노점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
러나 그로써는 많은 관중을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이 지하철로 빠져나가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면서 잠실야구장
은 야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가장 유서 깊은 지역이 되었으나 근대적
여가관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단순히 야구만 보고 빠져나가는 섬으
로서만 작동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롯데월드는 민간의 차원에서 진행된 도심 복합 용도
개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
스시설을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
담아냄으로써 복합적인 여가활
동을 수용한다. 이승주(2003)에
의하면 이러한 복합용도개발방
식은 내부 용도의 복합화로 인
해 각각의 내부공간이 외부가로
의 특성에 맞게 계획하여 공간
구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롯데월드가 취하는
대형 슈퍼블록의 방식은 도시
공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며, 동
그림 9 롯데월드는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내부를 구성
하였으나 그 결과 도시와 단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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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도시 가로가 지니는 사회 문화적 요소를 파괴한다.13)
위 두 사례는 여가공간이 도시 속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가행위를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연속성이 결여되는 양 극단을 보여준
다. 프로그램의 불연속성은 사람들의 행위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여 도
시공간을 무의미하게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도시공간의 불연속성
은 사회 문화적 요소를 파괴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는 도시계획에
서, 특히 복합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여가공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1.3 등산활동에 따른 도시-녹지에 대한 인식 전환

등산이 이루어지는 무대인 산은 도시 공간 요
소의 하나로서 옛부터 통행에 방해를 주는 장애물이었다. 그것이 풍수지
리적 택지관과 맞물리면서 하나의 장소로서의 역할보다 도시의 경계를
형성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 도시인 한양의 실질적 경계였던 성저십리(城底十里)는 강이
나 하천, 그리고 산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그 경계는 몇 가지 공
간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고동환은 바탕이 되는 공간인식을 세 가
지로 정리하는데, 풍수지리적 관점, 왕도중심의 관점, 교통과 상업중심의
관점이 그것이다.14) 결과적으로 한양의 지리적 공간의 경계는 한양을 둘
러싼 내사산(內四山)이 만드는 물리적 경계와 일치한다. 이것은 한양을
나타낸 고지도에서 잘 드러난다. 고지도들은 위의 세 가지 공간인식을
바탕으로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풍수지리적 관점으로 표현한 <광여도
도성도>에서 산이 형성하는 한양의 경계가 잘 드러난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풍수지리적 관점이 도시계획에 주는 영향은 점차
약화되고, 대신 실용주의적 관점이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여전히 물리적 제약을 주는 지리적 요소였기 때문에 이 후에 일어나는
산 : 장애물이 무대로

13) 이승주, 「복합용도개발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롯데월드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14)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Vol.-No.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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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왼쪽에서부터
광여도 도성도(19C 중반), 경성부명세신지도(1914), 신편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도(1975)

도시계획에도 꾸준히 영향을 끼친다. 일제의 경성 도시계획에서 중심이
되었던 철로나 일본인 거주구역은 기존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산 사
이를 통과하거나 산저(山底)마을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70년대의 서
울은 기존의 서울보다 범위가 두 배가량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사산을
가이드라인 삼아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팽창하던 서울을 제어했다.
전후 도시계획에서의 산은 북한의 침공을 막는 장벽으로 여겨졌다. 70
년대 후반 박정희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포탄을 방어할 수 있는 관악산
아래 과천면 문원리 일대를 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대지로 선정하였
다.15) 이곳에 정부청사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역을 비롯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 대두된 여가형태인 등산은 도시의 장애물이자 경계였던
산을 무대로 일어난다. 산이 만드는 공간은 더 이상 “산저(山底)마을”로
한정되지 않고 산 내부의 등산로까지 확장된다. 산이 더 이상 장애물 혹
은 도시의 말단이 아닌 목적 공간이 됨에 따라 산은 등산행위를 통한 도
시적 연속성을 확보하게 한다. 또한 도시의 다른 목적 공간들처럼 부수
적 기능이 파상되는 주변 지역을 가지기 시작한다.
15)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한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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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과거부터 물리적 제약이자 풍수지리
적으로 등지는 것이 미덕이었다. 때문에 산 아래는 주거 형성에 알맞은
취락조건이었기 때문에 “산저(山底)마을”이 전통적으로 형성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산저지역 주민에 대한 독자적인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을
독립적인 도시공간으로 인식했다.16)
등산객들은 전통적인 산저마을을 시작으로 하여 등산을 시작한다. 그
들은 산저마을에서 집결하여 때로는 막다른 길을 뚫어 길을 내기도 한
다. 장벽으로 여겨졌던 산 속을 등산 하고, 같은 곳으로 내려오거나 다른
산저마을로 내려와 뒤풀이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에 없던 상업수요
가 창출되면서 상업시설이 지역에 침투하게 된다. 상업시설은 등산 인파
의 흐름을 잡기 위해 가로를 중심으로 모여 상업가로가 형성된다. 등산
로 초입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업시설이 전무하고 그 결과 밀도가
도심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변화는 가속화된다.
도시와 녹지는 서로 뒤섞이며 복합체를 이루며 여가라는 인간의 활동
을 수용한다. 그러나 서울 내 여가공간은 과거의 인식과 같이 단순히 녹
지를 제공하거나 점적인 단일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
합적인 행위를 담아내지 못하고 도시 속에서 도시의 연속성을 잃은 존재
로 남아있다. 이러한 도시적 상황에서, 등산 활동이 만들어내는 도시적
인식변화는 여가공간계획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는 현대한국여가의 특징과 등산을 파악한 뒤 등산로에 대하여 연구한다.
막다른 길이 상업가로로

16) 고동환,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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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가의 변화
2.2.1 여가에 관한 일반적 고찰

J. Huizinga는 ‘놀이는 문화를 창조 한다’라고 하여 “인류의 출발에서
부터 놀이는 시작되었으며, 모든 문화는 놀이에서 발생 한다’17)라는 기본
적인 가정 하에 법률, 철학, 경제학, 정치학 등이 놀이에서 비롯되고 있
음을 주장한다...(중략)... 호이징가에 의하면 여가는 놀이에서 바탕이 되
고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모든 여가는 문화의 실체가 된다. 여가
는 문화의 총체이며 그 어떤 문화적인 내용과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때까지의 역사적인 가치체계, 사회구조, 정치적·경제적인
상황, 구조 모두가 여가개념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18)
여가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다. 여가는 다
의적이고 여가의 규명 방식에 따라 정의도 다양하다. 여가의 정의는 전
통적으로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제도적인 정의 4가지로 분류되며, 이
정의들을 포괄하는 관점 한 가지를 더해서 총 5가지 정의방식이 있다.
각 정의들은 여가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서로 보완이 가능한
개념이다.
여가의 시간적 정의로는 S. R. Parker의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
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 C. K. Brightbill의 “자유 재량적 시간” J.
Murphy의 “개인이 자기결정적 상황 하에서 재량껏 이용할 수 있는 시
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활동적 정의로 J. Dumazedier는 여가를 “개
인이 노동,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기분전환, 혹은
지식의 확대, 자발적 사회참여, 그리고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를 위하여
이용되는 임의적 활동의 총체”로 정의하며, B. Burger는 여가를 “경제적
여가의 정의

17) J. Huizinga, Homo Ludens : A Study of the Play Elements in Culture(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49), 강남국, 여가사회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2에서 재
인용.
18) 강남국,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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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여가의 포괄적 개념 요소 (김광득, 2003)

인 관점에서 필요하고, 보상을 주는 일과는 대조되는 것이며, 자유 시간
에 수행되는 자발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상태적 정의는 주로 종교적 관
점에서 여가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J. Pieper의 “외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닌 마음의 자세, 영적 상황”, G. Dahl의 “단순한 자유
시간이 아닌 자유정신 내지 자유의지,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상태”와 같은 경우가 있다. 제도적 정의는 사회제도의 상태와 가치
패턴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T.
Veblen의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나 노동과 여가의 함수관계에서 여
가의 의미를 찾는 견해들이 있다.19)
점차 복잡성을 띠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여가의 다면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요구된다.20) N. P. Gist
와 S. F. Feva는 여가를 활동 및 시간의 차원에서 “개인의 노동이나 그
밖의 의무적인 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긴장을 풀며 기분전환을 하
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며, 또한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9) 김광득, 『21세기 여가와 현대사회』, 백산출판사, 2003에서 재인용.
20) 여가의 요소들이 노동이나 놀이, 교육, 기타 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간 행동의nd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J. F. Murphy, Concepts of Leisure, 2
ed.(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1, p34) 김광득(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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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가문화의 변천특징(강남국,2002)

시간문화
의식문화
활동문화
행위성격

고전적 여가

근대적 여가

현대적 여가

(유한의 지배문화)

(노동자의 지배문화)

(대중의 지배문화)

노동 없는 여가시간

노동시간 속의 여가시간,

노동시간 외 여가시간

(하루 종일, 일생)

겨를, 짬

독립 및 확대 경향

생활 자체

노동으로부터 해방

사회현실로부터 도피

사색, 명상, 철학, 예술,

휴식, 이완, 낮잠, 놀이,

오락, 게임, 스포츠,

학술, 종교 등

오락, 게임 등

관광, 교양, 사교 등등

자기중심적(자의적)

내부지향적(자의적·타의적)

타인지향적(타의적)22)

시간”으로 정의한다.21)
현대의 여가 현상을 분석하여 도시 공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목
적인 본 논문에서는 여가를 포괄적으로 보되, 그 중에서 제도적인 측면
과 활동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즉, 제도적인 측면에 기반하여
밝혀낸 여가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활동적 측면에 중점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한다.
여가는 인류의 시작부터 노동과 함께 고
대 이래로 존재해 왔으며 끊임없이 다른 관계, 형태로 변화해 왔다. 여가
는 역사와 사회적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도, 형성시키기
도 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해왔다.23) 강남국은 여가개념의 성립은 생활
의 3대 범주라고 볼 수 있는 시간, 활동, 의식의 여가연구를 바탕으로 여
러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해 본 결과, 시대에 따른 여가의 변천을 시간·
의식·문화적 특징과 행위 성격들을 관련지어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24)
여가 인식 및 성격의 변천

21) 김광득, 같은 책.
22) 강남국에서는 “외부지향적”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강남국이 인용한 리스먼(Reisman)의
원전 <고독한 군중>에서는 “타인지향적”이라 표현한다. 원전의 표현 방식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타인지향적”이라고 표기한다.
23) C.Rojek, Captialism & Leisure Theory: Tavistock, 1985. 김문겸, 『여가의 사회학한국의 레저문화』, 도서출판 한울, 1993에서 재인용.
24) 강남국,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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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의 여가가 생산 활동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유한계급
(Leisured Class, 有閑階級)의 전유물이었다면, 근대에 접어들면서 여가
는 노동과 여가의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
었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여가는 유한계급이 자신을 어필하는 수단으로
서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근대에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시
간·활동으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여가는 점차
노동의 반대 개념을 넘어 역으로 “여가 생활을 위한 노동”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가치 중심이 전복되었다.
현대사회의 여가는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대중사회의 관심이 집
중되어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대의 여가는
타인지향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여가의 특징은 집단에 소속되고
자 하는 측면과 소비적인 측면으로 압축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
의 특수한 상황과 함께 이러한 현대 여가의 특징을 T. Veblen의 『유한
계급론』과 D. Reisman의 『사회적 성격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
대 한국 여가의 특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2.2.2 현대 한국 여가의 특징

현대 여가가 가지는 타인의존성과 소비적인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한국 여가의 집단적인 성향을 함께 살펴본다.
타인지향형 여가 Riesman은 “사회적 성격”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각
기 다른 사회적 성격유형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의 여러 사회적 활동 면
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여가문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사회
적 성격이란 사회적·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진 한 개인의 욕망과 만족의
구성으로25), Riesman은 그의 저서 『고독한 군중』을 통해 현대의 사회
적 성격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현대여가가 가지는 타인지향적 특징을 강
조한다.26)
25) D. Riesman, 권오석 옮김, 『고독한 군중』, 홍신문화사, 2009
26) 근대에는 내부지향 방식으로 사회 순응성을 확보하려는 사회형태였다. 개인의 창의
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급속한 자본 축적이 진행되는 동시에 끊임없는 팽창일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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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풍요와 초기적 인구감퇴기의 진입은 생산업, 제조업에 종사 인
구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짧게 만들어 그 결과 현대인에게 많은 여가를
제공한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물질적 환경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존재이다.27)
Riesman은 미국 대도시의 상층 중산계급을 관찰을 통해 타인지향형
성격유형을 발견한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유럽인에 비해 경박하고 돈
을 잘 쓰며 또한 친절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
으며,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28)는 결론을 얻는다. 사람이란
누구나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싶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주
된 생활 지침으로 삼고 주된 관심의 영역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타인
지향형 인간이다.
과시적 소비 현대인은 집단에 속하여 타인에 의존하고자 하는 성격
속에서도 개인의 특이성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본질적으로 집단에 속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소비 갈망은 지위를 추구하는 요구의 표현이 동시에 이 요구의 실패
를 체험한 데서 나오는 표현일 것이다.”29)라는 Baudrillard의 말처럼, 집
단에 속한 뒤에는 소비를 통해 약간의 개별성을 확보하여 그 집단 속에
서 두각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소비를 통한 구별 짓기”는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갑작스럽
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중세 때부터 나타났던 여가형태이다.
리는 것이 근대의 사회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그 사회 안에 사는 주민들
은 인생의 목표를 선택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받고,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생활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는 데에 있어 갈수록 폭넓은 신축성을 발휘하는 일을 요구받게 된다.
그 결과 탄생한 내부지향적 인간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제기하는 요구와 외부환경으
로부터의 충격의 틈새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추어 나가며 스스로 중심을 잡는 일에 익
숙해진다. Riesman, 같은 책.
27) “...도시의 소가족들에서, 그리고 ‘방임적인 육아법’이 보급되면서 그와 더불어 구시대
적인 ‘구속력’은 점차 완화되어 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어 그룹’(같은 연령 및 계급
의 동료집단)이 어린이에 대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며, 부모들도 내적인
가치기준의 해악보다는 인기의 상실 또는 다른 동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을
더 큰 잘못이라고 여겨 자녀들을 꾸짖는다. 게다가 학교나 피어 그룹의 압력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장기화된다...” Riesman, 같은 책. p86
28) Riesman, 같은 책.
29) J. Baudrillard, 이상률,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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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blen은 이러한 여가형태를 규명하기 위해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인간
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소유심리30)를 바탕으로 유럽의 중세 및 르네상
스시대, 그리고 산업혁명기에 걸친 초기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소수 부
유층의 생활을 살펴본다. 이때 여가는 상류 사회계층의 상징으로 규정되
고 있는데,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여가를 향유한다는 것은 부의 증거이
며, 높은 사회계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위 유한계급이라 불리는 이들
의 여가는, 시간의 비생산적 · 과시적 소비(nonproductive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f time), 그리고 금전의 과시적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 of money)로 나타난다.31) Veblen은 이러한
여가 형태가 중세봉건사회 또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사회의 고전적 유
한계급으로부터, 근대에는 노동에서 제외된 자로서 비생산적이면서도 소
비 내지 낭비만을 일삼는 지금의 근대사회적 유한계급으로 그대로 이어
져 오고 있다는 주장한다.32)
개성화하는 차이는 이제 개인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무한한 척
도 위에서 서열화되며 또 모델들 속으로 수렴한다. 차이는 이 모델들에 입각해서
교묘하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타자와 구별하는 것은
바로 어느 한 모델과 일체가 되는 것, 어느 한 추상적 모델 및 어느 한 양식의 결
합 형태에 근거해서 자기를 특징짓는 것이며, 따라서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
적인 모든 차이와 특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및 세
계와의 구체적인 대립관계에서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차이화의
기적이며 비극이다.3 3 )

하지만 현대에 나타나는 과시적 소비는 Baudrillard가 언급하듯, 이미
산업의 독점적 집중에 의해 사람들 간의 실제적 차이는 사라지고, 개성
과 생산물이 균질화된 후에 나타나는34) 소극적인 차원의 개별성의 획득
일 뿐이다.
30) 강남국, 같은 책.
31)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Leisure Class(Chicago : New America Library,
1953), p22. 김광득(2003)에서 재인용.
32) 강남국, 앞의 책.
33) Baudrillard, 같은 책. p117
34) Baudrillard,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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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지향적이면서 소비추구적인 양상은 한
국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사회에서는 몇 가지 한
국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전개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집단신명의 문
화35)다.
김문겸은, 한국인은 한말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체험하면서 생존의
문제에 급급하여 감성을 세련된 방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충분
히 갖지 못했으며, 또한 근대적인 제도적 장치도 발전되지 못했다는 점
을 지적한다. 하지만 조흥윤이 ‘놀이’와 ‘신들림’으로 한국 민중문화의 특
성을 규정하고 있듯이(조흥윤,1990), 한국 여가문화의 경우에는 인간의
원초적 감정에 대한 집단적 자극으로 정서적 동질감을 구하고자 하는
‘집단 신명의 문화’ ‘흥 문화’라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입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36) 이것은
물질중시인 노동생산 대 여가소비로만 보는 것이 아닌 여러 면의 1차집
단(informal group)의 인간관계의 교감으로 얻어지는 순수한 정서적인
여가형태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여가의식 중의 다른 하나의 예
로 볼 수 있다.37)
현대 한국 사회에는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많은 비자
발적 여가인구들이 탄생했다. 그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뿐만 아
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대인들에게 정서적 교감은 더욱 중요시된
다.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여가형태에 대
한 요구가 대두된다.
정리하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 여가가 가진 ‘타자지향성’과 ‘과
시적 소비’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서적 관계를 추
구’하는 한국 여가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듯 현대 한국 사회
의 여가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사회적인 관계맺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등산이 적합한 여가형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여가의 집단지향성

35) 김문겸, 앞의 책.
36) 김문겸, 같은 책.
37) 강남국,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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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도시 등산의 성격

최근 한국에 나타난 사회 변화는 여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가
져왔다. 두 차례 금융위기(1997, 2008)로 인한 실업자 증가는 비자발적
여가인구를 형성시켰다. 베이비 붐 세대들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인한 고
령화 사회는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였으나 체력적 조건이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주 5
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의 여가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하여 대한민국에는 스포츠 붐이 조성되
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2004
년을 전후로 건강과 웰빙, 로하스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더욱 고조되었
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에코스포츠(eco-sports)로
연결되어 한국에서는 등산이 주목받게 된다.38)
등산의 가벼운 운동 강도와 행위의 집단성은 집단 지향적인 현대 한
국 여가의 일면을 수용하기에 적합하다. 등산복을 꼭 착용하는 특성은
과시적인 소비를 통한 타인지향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벼운 운동 강도에 따른 사회성 확보 여가 인구의 급증이 등산으
로 연결된 데에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가 산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예부터 등산문화가 존재했다. 과거
의 등산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경치
가 빼어난 곳을 찾아 정자를 지어 자연을 음미하는 수양의 의미를 가지
고 있다.39) 현대의 등산도 활동의 강도가 높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쉬운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여가활동의 전문화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을 만큼 순화된 상태로 소박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 등
산문화40)의 특징이다.
38) 한광걸, 「등산참여 경험과 여가정체성 및 심리적 웰빙의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논
문, 2007
39) 황기원,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40) ‘친등산 사회의 예외적 전문화’로 규정된다. 김종순, 「등산경험과 친환경행동을 통해
본 한국적 등산의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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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주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이러한 특수한 문화적
배경과 결합하면서 중장년층으로 하여금 여가 및 사회생활의 장에 손쉽
게 입문하게 한다. 처음에는 같은 중장년층의 모임으로 나타나던 등산은
점차 다른 연령층으로 또는 연령과 관계없는 단위(직장, 지역사회 등)로
점차 확대된다.
행위의 집단성
등산은 기
본적으로 산중 사고에 대한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개인보다 두 명 이상의
집단으로 이뤄진다. 또한 운동
강도가 높지 않아 등산 도중,
전후로 다른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친구나
동호회 등과 같은 집단과 함께
움직인다.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등산의
행위적 특성은 도시 안에서 일
시적인 집적을 심화시킨다. 등
산행위를 4단계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단계로 인터넷상이
나 전화를 통한 사전 모의의 단계를 통해, 등산로 입구에서 집결하는 2
단계를 거친다. 3단계로 등산을 한 후, 4단계에는 함께 식당에서 식사나
음주를 즐기면서 마무리되고 이 후는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1단계
를 제외한 모든 과정은 등산로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가로와 공터, 상업
시설을 점유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
등산복 한 편, 최근 들어 등산객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등산복을
갖춰 입고 등산을 하는데, 이것은 등산객이 아닌 관찰자로 하여금 자신
과는 대립된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지각하게 한다. 특히 형형색색의 등
그림 12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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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은 색과 재질면에서 일반 옷과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등
산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성이 앞서 말
한 집단행동과 맞물려 등산 인구의 집적을 가시적으로 심화시킨다.
2.3 등산로 초입에 관한 고찰

도시적 측면에서 등산에 의한 도심녹지 외곽의 변화에 대하여 크게
주목한 선행연구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 공간에 관
한 명확한 정의는 현재 이루어져있지 않다. 본 절에서는 등산로 초입 공
간을 형성하는 교통 인프라와 같은 도시적 기반과 공공사업과 같은 제도
적 기반을 토대로, 공공적으로 인식되는 기존의 등산로 초입 공간의 범
위를 파악함으로써 등산로 초입에 관하여 일반적인 관념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시각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대상지를 도시 현황 분석과 도시형
태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의 틀
을 설정한다.
2.3.1 등산로 초입 공간을 형성하는 도시적 기반

일반적으로 산은 도시 외곽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에 다가가기 위한
교통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과거에는 자가용 차량으로 접근하므로 주차
장 환경의 여부가 중요했다면 근래에는 대중교통이 확충되면서 그에 따
른 영향도 중요하다. 최근 등산로 초입에 등산인파가 집중되면서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과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도 등산로 초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주차장 서울에서 산은 기본적으로 교외에 있기 때문에 초기의 등산
은 접근이 불편하여 여가문화로 자리 잡기가 힘들었다. 지금처럼 대중교
통 인프라가 확충되기 이전에는 차량의 보급이 특히 등산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41) 개인용 차량의 접근성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 좌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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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이때의 주차장은 각 산의
주요 등산로마다 설치된 공용 주
차장과 여러 상업시설에 설치된
사설 주차장으로 구분된다.
공용주차장
엘리트 산악운동
이 중심이었던 60년대를 지나 70
년대에 들어서면서 등산은 전환기
를 맞는다. 등산은 경부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 ‘전국 유명산 주말 안내
산행’이 유행하면서 대중화되었다. 이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관
광버스의 단체 관광이 유행했다. 그러나 80년대 마이카시대를 맞이하며
개인용 차량이 사람들의 피서여행에 십분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산도 바다도 혼잡을 이루는 새 풍속도를 만들었다.42) 따라서 등산로 초
입에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 공용주차장
을 조성하게 되었다.
북한산을 시작으로, 1983년 관악산 입구에 2천5백 평의 주차공원 조성
을 비롯, 북한산, 도봉산에만 등산객들이 몰려 이용과밀화 현상을 보이자
1989년에는 3년간 93억 원을 들여 “서울 근교 9개산에 도로정비·대형주
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등산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차장은 자동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광장 역할을 동시에 하며 노점과 사람들로 늘
붐볐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한 것은
1994년이다. 등산로 주변 도로가 노변 주차 차량으로 인해 거대한 주차
장으로 변하자 서울시는 등산로 주변의 공공기관 및 공원의 공용주차장
을 개방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마련된 주차장들은 등산로와 거리가 멀어서 실효성이 떨어졌
그림 13 등산로 입구는 등산객의 차들로 주차 난을
겪는다.

41) 이 사실은 80년대에 개인용 차량 보급이 확대되면서(‘마이카’시대) 주말마다 산을 찾
는 등산객이 크게 증가한 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42) 김종순,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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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관한 신문기사 정리

1983/3/5
1987/5/26

도림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악산 정비사업 실시.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보·주차공원 조성. -경향신문
내달부터 주차장 유료화. -경향신문
북한산, 도봉산에만 등산객이 몰려 이용과밀화 현상을 보이자 93억원을

1989/5/10

들여 서울 근교 9개산(수락 불암 아차 용마 대모 청계 우면 관악 인왕산)
에 도로시설 정비·편의시설 및

대형주차장 설치 92년까지. -동아일보

...관악산 관리사무소에선 정상까지 진출했던 노점상들을 제2광장 아래로
1990/4/16

끌어내렸다. 그러다 보니 관악산 입구는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까지 됐다.
도봉산지역도 현재 70~80여개의 노점상이 장사...-매일경제

1992/6/15

무분별 산행 : 관악산/ 주변도로는 행락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차량통행을 막고 있다. -경향신문
서울시는 행락철을 맞아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등 근교산주변의 주말이나
공휴일 주차난을 덜기 위해 등산로 별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이북5도

1994/3/5

청의 주차장(86대)를 일반에게 개방하고 노상 주차장(121대)을 추가 설치
한데 이어 3월중에 도봉구 수유동 북한산 아카데미하우스 입구에도 도로
상에 노상주차장(15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오는 4월까지 확장
공사가 끝날 예정인 4.19묘역의 주차장(50대규모)를 등산객들에게 개방,
활용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관악산 서울대입구의 경우 복개지역 3천4백여평에 677대 분량의 주차장
이 있으나 휴일 자가용등산객이 2천여대에 달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달부터 서울대 체육관 앞 주차장을 공휴일에 빌려 쓰고 있

1994/4/25

으나 이마저 모자라는 형편이다. 우이동입구는 130여대 규모의 우이동 교
통광장을 조성, 주차장을 만들었으나 밀려드는 자가용 승용차를 수용 못해
도선사 입구에 이르는 3km 구간의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들로 메워질 정
도다. “자가용 등산족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어 산을 파들어가기 시작한다
면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날지 의문” -경향신문
서울대 정문 앞 관악로 양쪽에 1km에 걸쳐 차량 250여대가 인도에 차체
를 반쯤 걸친 불법 개구리주차...“접촉사고로 시비가 잦은데다 위험이 많

1997/1/14

아, 통행불편, 먼지소음 문제”... 도봉구 도봉1동도 170여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에 차량이 드문드문 주차해 있었지만 인근 주택가는 150여대의 불
법주차 차량이 도로변을 메우다시피 하고 있었다. -경향신문

다.
현재 관악산 입구는 도로 중앙 분리공간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주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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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관악산 도로변을 점유한 차량들(왼쪽)과 북한산성 입구의 가로형 주차장(오른쪽)

간을 확보한 상태이다. 하지만 주말마다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는 주차공
간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여전히 도로변을 점유한
자동차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나마 다른 등산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
차 공간 확보가 쉬워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된다. 새롭게 조성된
북한산성 입구의 경우 기존의 공용주차장과 더불어 등산로를 따라 가로
형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차수요를 인식하고 해
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상업 시설 소유의 주차장 주차공간은 과밀화된 도시 속의 상업시설
이 작동하기 위한 법적·실질적 필수요건이다. 등산로 초입에 나타나는
상업시설의 경우, 등산객을 위한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도심의 다
른 시설에 비해 주차공간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등산로 초입을 위한 특별한 규제완화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밀집된 도시환경으로 인해 좁은 운신의 폭을 가진 도심
에 비해, 구획된 주변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의 상업시설
들은 공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
식당들은 연합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주변 건물을 매입하
여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하고, 따로 특정식당전용 주차장을 합동으로 마
련하기도 한다. 이때 식당들은 발레파킹(vallet parking) 서비스를 제공하
기도 한다. 청계산 원터골 지역에서는 대리운전,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발견된다.
대부분의 등산로 초입의 주차공간은 포화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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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청계산 입구 원터골에는 옆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거나(왼쪽), 고가 옆에 노변 주
차를 하거나(가운데), 상업시설이 합동으로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 수요를 충당한다.

산이 시작된 60년대부터 존재하던 현상으
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주차 공간 확보 유무나 소극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는 것 등과 같은 조치와 관계없이,
주차공간의 확보여부가 등산로 선택에 중
요한 영향을 끼친다. 상업시설은 이러한
등산객의 선택을 고려하여 주차공간의 확
보와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대중교통 등산 활동의 등산 루트는 등
산로의 험한 정도와 경관 등 산 내부의 조
건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에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의 접근 여부
이다.
등산활동은 대부분 도시의 경계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접근하기 위한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에 큰 영향
을 받는다. 산 둘레를 순환하는 버스 등의 따로 준비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선에 따라 사람들의 입출구
가 정해진다. 북한산 동쪽 사면에 존재하는 네 개의 버스종점지역에는
모두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등산로 선택은 형성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과 도로의 방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신림동 관악산입구의 경우 반경 100m 이내에 위락시설이 전무
그림 16 북한산 동쪽사면에 자리한
버스종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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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청계산 주변 교통 인프라와 등산로. 청계산 좌우에 남북으로 뻗어있는
교통인프라에 등산로들은 많은 접점을 만든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2호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주말마다 많은 등산객
들로 붐빈다. 청계산의 경우 서울 서초구, 성남, 의왕, 안양, 과천이 만나
는 지점에 산이 위치한다. 이들을 잇는 간선도로와 지하철노선은 청계산
둘레를 지나게 되는데, 북단인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의 위성도시를 연결
하는 교통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북을 연결한다. 동서를 잇는 지하철
은 없고, 먼 남쪽 자락에 의왕시의 간선도로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
라서 대다수의 등산객들이 동쪽의 원터골에서 올라 옛골로 내려가거나,
서쪽 대공원에서 올라 청계사로 내려갈
뿐, 동서를 가로지르는 등산객은 그리 많
지 않다.
등산은 대중교통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
다. 청계산에 집적된 등산객들은 새로 조
성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이 ‘청계산입구역’
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청계산
그림 17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사에는
주말마다 시장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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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등산객들이 매달 1000명 이상 증가하였고, 이것은 다시 도시 공
간 변화를 가속한다.
이처럼 대중교통의 형성은 주차공간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경
우 산의 입구와 출구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된 대중교통
의 성립여부는 등산 루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3.2 등산로 초입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사업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체차원에서 지역 단위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대부
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된 사업들이다. 등산로 초
입은 등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1997년을 기점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지
역과 그 이후에 조성된 신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3) 기존, 신규
두 지역을 변화 요인과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총 4
가지 변화 방식을 각각 살필 수 있다.
기존의 등산로 초입지역은 등산객들로 인한 변화가 크게 나타난 지역
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도시 정비가
필요하여 지자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이고, 후자의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해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좁은 범위에서 나타났다.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 방식에 따라 신규 조성 지
역과 둘레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규 조성 지역은 공원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가 불가피할 경우에 새롭게 조성된 지역이고, 둘레길은 여
러 분야에서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등산 방식을 위해 조성된 사
업의 결과이다.
가로 정비 사업 지역 등산객의 유입으로 인한 가로 환경의 변화는
43) 최근에는 부분 주5일제가 시작된 2004년을 기점으로 본다. 하지만 그에 앞서 IMF
로 인한 비자발적 여가인구 증가가 등산으로 유입되던 1997년을 등산 붐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경우, 1997년을 1차, 2004년을 2차 등산 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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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자연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처음으로 인식되었다.44)
등산객으로 인한 자연파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등산객들의 무분별
한 주차는 매연과 같은 환경 갈등, 주변 지역 주민과 빈번한 갈등을 야
기했다.45)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 상업시설의 난립은 가로경관을 파괴하
였다. 무분별한 행락으로 인한 도시환경파괴는 결국 도시 정비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산 도선사 길 지역과 관악산
안양 예술 공원 지역을 들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은 과거 안양 유원지라 불리던 지역이다.
1960-70년대 변변한 위락시설이 없던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유원지였
다. 삼성산의 천연수를 이용해 수영장을 개성한 뒤, 1960년부터는 각종
오락시설을 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유원지의 형태를 띠게 됐다. 여기에 안
양에서 유명한 포도와 딸기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더
욱 잦아졌으나, 그로 인해 행락객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행락으로 인한 무허가 주택의 난립과 자연파괴가 일어나 결국 지역 전반
이 낙후되었다.46)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정
비하고 노후불량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 추가적으로 안
양시는 지역의 집적된 행락인구를 토대로 이미지 변화를 꾀하기 위해
2004년 8월 공공예술추진기획단 구성, 안양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
했다. 안양시는 2005년 제1회 APAP47)를 시작으로 안양유원지 일대를
안양 예술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 결과 등산객과 나들이객의 폭발적으
로 증가했고, 안양시는 재차 늘어난 등산객과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들을 묶어 일대를 음식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였다.(2011) 뚜렷한
정체성이 생긴 안양 예술 공원 지역은 현재 100여 곳에 달하는 음식점과
카페가 성업 중이다.
개발 제한 지역 고가도로와 같은 도로 체계는 도시계획에서 하나의
불변 요소로서 간주된다.48) 개발 제한 구역 또한 도시 변화의 제약요소
44) 한광걸(2007)
45) 박창규, 『북한산 가는 길』, 진선출판사, 2006
46) 구영옥, “도시공간 : 낙후된 유원지에서 야외 전시관으로- 안양예술공원”,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45 No.500, 2010
47) Anyang Public Art Project의 줄임말. 안양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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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여 도시 공간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청계
산 원터골 지역과 관악산 신림동 입구 지역이 있다.
신림동 관악산 입구의 경우 주변이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둘러싸여 상권 형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음식점과 같은 등산 관련 상업시설이 형성된다. 그러나
동쪽으로는 서울대입구역의 역세권과, 서쪽으로는 고시촌지역과 세력권
이 겹치면서 등산로 초입지역으로서 뚜렷한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반
면 등산로 초입에 아무것도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긴 거리에 노변 주차
장을 확보하여 사람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신규 조성 지역 등산객의 집적에 의해 나타나는 주차장의 문제, 상
업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은 등산로 초입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로 정
비 사업과 같은 후속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등산로 내부에
서도 나타난다. 등산로 내부의 노점이나 위락촌은 등산객들이 소비한 음
식물 쓰레기, 소음, 악취들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문제는 등산
로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신규 지역을 조성한 뒤, 공원 내부 위락촌을 이
전함으로써 해결한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한산의 북한산성 지역이 있
다.
둘레길 2007년 제주도의 올레길에서 시작된 걷기문화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은 그에 발맞춰 등산문화에서 현재 지배
적인 정복형 수직적 탐방이 아닌 국립공원 저지대를 즐기는 수평적 탐방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작한 사업이다.49) 또한 이
사업은 둘레길 노선 선정 및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샛길 및 체육 시설지
를 폐쇄 및 복원하여 북한산 생태·경관 훼손을 막는 것을 목표로, 국립
공원관리공단이 2012년까지 총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샛길을 연
결하고 다듬어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저지대 수평 산책로를 조성한 것
이다. 물길, 흙길, 숲길 등 산책로의 형태에 각각 21가지 테마를 구성하
여 2011년 북한산과 도봉산을 두르는 전체 71.8km의 길이 완성되었다.50)
48) A. Smithson, 주종원 감수, 이경찬 역, 『현대도시건축의 언어』, 태림문화사, 1994
49) 한봉호 외,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계획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
집 (2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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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에 의한 도시공간 변화는 기존의 변화와는 다르게 소규모로 나
타난다. 사람들은 집 앞에 있는 산책로 입구에서 가볍게 출발하여 구석
구석 들어오는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식으로 편하게 이용한다. 둘레
길 조성은 기존의 등산로를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곳곳에 오
래된 음식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새롭게 음식점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
다. 기존의 등산 행위보다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등산복 착
용률이 낮고, 2인 정도로 규모가 작은 집단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식당이
나 상가보다 기존에 없던 카페들과 같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 둘레길을
따라 도시 구석구석에 더 많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네 가지로 분류되는 형성 과정의 사례들 중에
서 다른 등산 방식인 둘레길을 제외한 각각을 대표하는 지역인 북한산의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길기점(이하 우이동기점), 청계산의 서초구 원지동
원터골기점(이하 원지동기점),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주사업으로
형성된 북한산의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성기점(이하 진관동기점)을 3장에
서 분석할 대상지로 선정한다.
2.3.3 등산로 초입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등산로 초입은 공공과 상업부문 모두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등산로 초입
공간에 대한 연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사업부문과 상업부문에서
인식하는 등산로 초입 공간의 범위는 차이가 있다. 그 중 도시공간에 광
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영역이 인식하는 일반적인 등산로 초입 공간
의 범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각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공공사업의 결과
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공공사업의 사례 중 등산로 초
입 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가로 정비 사업과 신규조성
사업이다.
우이동기점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가로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사례로,
50) 북한산 둘레길 홈페이지, http://ecotour.knps.or.kr/dulegil/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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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에 의한 간판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다.(3.1.1 참조) 우이동에서
시행된 간판 정비 사업은 도선사길의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일부 상업 건
축물에 적용된 것으로, 등산로 초입 공간에 대한 공공영역의 인식의 범
위를 유추하여 볼 때, 우이동기점의 등산로 초입 공간은 도선사길의 일
부구간이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진관동기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신규
조성지역에 해당되는 사례로, 가로를 중심으로 가로 면을 형성하는 1열
의 건축물 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인식도 우이동
기점과 같은 인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 등산로 초입 공간에 대한 공
공사업에서의 인식은 하나의 중심가로와 가로 면을 형성하는 1열의 건물
군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는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 않고,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 공간에 관
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2.3.4 등산로 초입의 정의

등산행위는 산속에서 자연을 탐방하는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등
산을 통해 사람들은 친목을 도모하는 등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복합적
인 활동을 한다. 등산의 탐방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등산로라고 본다면,
등산로 외에, 그 밖의 모임, 뒤풀이, 쇼핑과 같은 활동들이 이뤄질 공간
이 필요하다.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지역을 등산로 초입이라 할 수
있다.
등산로 초입이라는 도시공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등산로에 대한 정
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등산로는 흔히 등산활동이 일어나는 산길 정도라
는 수준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등산로라는
명칭이 자연과의 교감보다도 무작정 ‘산 정상을 오르는 행위’에 비중을
둔 표현으로 정상 정복형 산행문화를 조장하는 느낌이 있으므로, 자연친
화적인 표현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
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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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균 등(2001)은 등산로를 비롯한 유사개념의 용어가 갖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용어의 의미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자연공원법에서 공원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탐방로를 포괄적 용어
로 정의하고, 공원시설로서의 탐방로는 <표 3>과 같이 5개 유형으로 구
분하여 조성·관리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52)
이를 바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로를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세분
화하여 분류, 관리하였다.
표 7 탐방로의 개념 세분화(오구균 외, 2005)

구 분

개 념
공원구역 내의 취락지구, 야영장, 사찰 등으로의 접근을 목적으로

서비스도로

하는 차도 또는 포장된 보·차도로서, 이를 경유하여 등산로 등으로의
접근기능도 갖는 탐방로
삼림욕, 경관감상 등 가벼운 자연탐방을 위한 보도 또는 등산로에

자연탐방로

접근하기 위한 경사도10% 미만의 완만한 비포장도로를 말하며, 경우에

(자연산책로)

따라서는 공원관리(청소, 구조활동 등) 등의 특수목적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보·차도를 포함

등산로

종주등산로

서비스도로, 자연탐방로를 지나 산록부나 산 정상에 이르는 순수 보
행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 전용 탐방로
능선부와 산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에 위치한 종주등산
전용 탐방로(예: 지리산 종주로, 백두대간 종주로 등)
자연생태계, 문화자원 및 자연경관 등의 감상, 관찰, 학습활동을

자연관찰로

지원하고 이해 및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찰 테마에 따라 노선을
설계하여 해설시설, 편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한 탐방로

이상과 같은 분류는 등산로(혹은 탐방로)에 관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분류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신력을 얻는다. 따라서 위 표에 따
르면, 등산로 초입이란 분류상 서비스도로를 포함하는 자연탐방로가 시
작되기 전까지의 지역이라 볼 수 있다.
51) 오구균 권태호 이준우 유기준 최송현, 『숲길 정비 매뉴얼』, 수문출판사, 2006
52) 구길본, 「국가등산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구길
본에 따르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숲길, 탐방로, 자연관찰로 등이 있으나 각 용어
가 갖는 의미와 인식수준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등산로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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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오구균(외, 2005)의 탐방로 분류 도식을 바탕으로 표시한 등산로 초입

한편, 2013년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산로나
탐방로라는 단어 대신 "숲길"을 가장 상위 개념으로 정리한다.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
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하고,53) 그 하위 개념인 ‘법적 등산로’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
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54)을 뜻한다. 따라서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등산로, 탐방로, 숲길이라는 단어들은 그 상·하위
관계뿐만 아니라 정의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른 단어들보다, 등산로라는 단어를 압
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55) 본 연구는 등산의 체육·탐방행위가 일어나는
53)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
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54)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
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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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혹은 탐방로, 숲길) 내부보다 그 밖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산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등산로는 ‘산림과 그 주변에 위치하는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형의 공간’으로 정의하는 견해56)를 인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등산로는 입구와 출구가 있으나 그것들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
는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공간이 입구가 되기도 하고 출구가 되기도 한
다. 출구라는 분명한 반대개념이 있는 “입구”라는 단어는 방향성이 강하
고, 한 지점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도시공간의 명
칭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등산로 입구”라는 명
칭만큼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개념이 강한 “등산로 초입”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등산로 초입 공간은 다음과 같이 활동적인 차
원과 물리적인 차원 두 가지로 정의한다. 먼저 활동적 정의로, 등산 과정
에서 본격적인 자연 탐방 행위 이전과 이후의 활동이 일어나는 도시 공

그림 20 북한산 우이동기점 등산로 초입 공간 대상지 범위

55) 구길본, 같은 책.
56) 구길본,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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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정의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업을 토대로 하여) 물리적 정의
로, 등산로에 접근하는 대중교통의 말단에서부터 등산로 입구 사이의 지
역으로 정의한다.
2.3.5 등산로 초입 도시조직의 이해

등산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조경학에서 생태학적인 접근과 등산로
내부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부 위락시설에 관한 연구도 행해지긴
했으나 초점이 등산로 내부의 위락촌에 한정되어 있다. 등산로 내부의
위락촌들은 이주사업을 통해 현재 모두 제거되었고, 모든 위락시설은 등
산로 초입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나타나는 등산의
복합적인 행위에 의한 도시공간은 등산로 초입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2 북한산 진관동기점(북한산성 입구)의 등산로 초입 공간 대상지 범위

본 연구는 등산로 초입이라는 특정 도시공간의 정체를 규명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향후 일어날 변화에 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
나는 도시공간의 변화들을, 광역적으로 도시적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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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청계산 원지동기점 등산로 초입 공간 대상지 범위

으로 도시형태 분석방법론을 통해 도시조직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도시형태 분석방법론 중 물리적 접근방법에서 과정론적 연구방법과 체계
론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체계론적 연구방법은 복합적인 도시형태를 여러 개의 다루기 쉬운 부
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과거 여러 학자들이 하나의 복합체
를 부분으로만 나누어 해석한 것과는 달리, 통합적 분석으로 해석하는
체계이론이다.57)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
기 때문에 한 요소가 변화하면 다른 요소에도 영향이 파급되어 변하게
된다. 이는 도시 형태에도 영향을 주어 가로가 변화하면, 그에 따른 대지
와 건물의 규모나 형태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도시형태도 변
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58) 따라서 하나의 개별 구성요소들을 설정하
고, 그 요소들을 통해서 과정론적 관점에서 형태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조
합적 구성요소들을 통해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형태적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변화특성을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59)
57)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58) 이주형,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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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나, 공통적
으로 도시조직의 구성요소에 가로, 필지, 건축물을 포함한다. 여기에 프
로그램이라는 비 물리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도시적 변화에 대한 해석
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6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도시조직
이란 가로, 필지, 건축, 프로그램을 구성요소로 보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통해 특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등산로 초입 공간을 규명
하기 위해, 대상지의 도시조직 분석을 통한 등산로 초입의 범위와 특성
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에 존재하는 기존 여가공간과의 비교
를 통해 도시계획에서의 여가공간계획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
서 선결되어야 할 등산로 초입 공간의 규명은 도시형태 분석방법론을 바
탕으로 한 도시조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요소인 가로, 필지, 건축, 프로그램과 이 요소들
상호 간의 관계는 도시조직의 특성을 만들어내며 이는 한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구현한다. 따라서 도시조직은 그것을 구성하
는 요소들에 의한 관계의 총체이며, 도시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
이다.61)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등산로 초입에서는 가로체계와 같은
물리적 요소는 크게 변화하는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가 개
별적으로 통시적인 변화를 잘 나타내는 것은 건축뿐이다. 따라서 대상지
를 연구할 때, 가로와 필지는 각각의 요소가 가지는 형태적 특징을 살펴
보고, 건축과 프로그램을 과정론적 연구방법을 통해 형태변화를 살펴본
뒤 체계론적 연구방법을 통해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대상지
도시조직의 특징을 규명한다. 도출된 각각의 대상지가 가진 도시조직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등산로 초입공간에 대한 인식(2.3.3)과의 비교를
통해 등산로 초입이라는 도시공간을 규명한다.
59) 이주형, 같은 책.
60) 김한중, 「도시조직을 고려한 도시건축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9
61) 김한중,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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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산로 초입의 도시 공간 분석
3.1 북한산 우이동기점
3.1.1 대상지 형성배경

우이동은 북한산 동쪽사면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
이름은 삼각산의 연봉 중 소의 귀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다하여 소귀봉
또는 우이(牛耳)봉이라 불리는 봉우리 아래에 있는 마을(牛耳里)라고 불
린 데에서 유래한다.62) 이 후 일제강점기에는 1911년 경성부 숭신면 우
이리,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에 편입되었다. 광복 후에도 꾸준히
행정구역 개편의 대상이 되는데 1949년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분리·신
설되면서 우이동이 된 후, 1973년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신설되면서
도봉구로, 1995년에는 강북구가 분리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
다.63)
현재 우이동에는 북한산과 도봉
산 방면으로 현재 잘 알려진 등산로
입구만 여섯 군데가 넘는다. 그 중
에서도 도선사를 경유하여 백운대를
오르는 북한산 우이동기점 코스는
북한산 정상에 오르는 가장 쉬운 등
산 코스이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코스이다.64) 덕분에 우이동기점 등
전통 있는 등산로

그림 23 해동지도(양주목)의 우이동(우이천) 일대

62) 조선시대에 한성부 동부 성외 우이계로 기록되어있다.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2008.12, 국토지리정보원
63) 같은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재인용.
64) “가장 오래됐다고 했지만 이 길이 언제부터 열렸는지 나도 모른다. 다만 나같은 경
우는 외가닥 장미원길뿐이던 시절부터 이 코스를 다녔다. 다른 등산로는 또 알지도
못했고.... 1958년 무렵의 일이다.” 박창규, 『북한산 가는 길』, 진선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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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로 초입은 “도선사길”로 불리며 현재 강북구의 상징적인 거리로 평가
받고 있다.65)

그림 24 간판 정비 사업 전(위)과 후(아래)의 도선사길. 근린 상업 시설과 등산 관련 상업시설
이 가로의 스케일에 맞게 적절히 조화된 모습을 보인다.

우이동기점 등산로 초입은 기본적으로 버스 종점을 중심으로 한 주거
지역이다. 그러나 1975년에 버스 종점에서 도선사에 이르는 4km 거리를
확장하고 포장을 할 정도로 예부터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도선
사길에는 지역에 유입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점들이 상업가로를 형
성하였으나 호객행위를 위한 대형 간판들이 난립하였다. 최근 등산 붐
이 후 등산로초입에 주목하게 된 강북구는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지원
하여 간판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2011) 그 결과 도선사길을 중심으로
양측에 뒤섞여 자리 잡고 있는 등산 관련 상업시설과 근린 시설이 두드
러진 구별 없이 정돈된 하나의 동네로 작동하게 되었다.
65) 시사프리신문, 2011. 6. 24. 주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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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상지의 도시적 상황

그림 25 우이동기점의 용도지구 및 지역

우이동기점은 대부분 1종 및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대부분이 고도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2009경관관리계
획>에서의 <외사산축 경관기본관리계획구역>에 해당된다. 일부 자연녹
지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있다.
현재, 지역의 동쪽 대로변에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등산객의 집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도시조직 변화의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도선사길 북쪽 우이천 건
너편에는 대규모 콘도시설이 올해(2013)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었으
나, 2012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우이동 유원지 콘도 신축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심의 의결할 2008년 당시, 고도지구 완화기
준 및 규제를 위반했던 강북구의 특혜 논란을 이유로 2012년부터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이다.
북한산의 동쪽 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등산로 초입들은 도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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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강북구의 교통 인프라와 북한산 등산로 초입들의 위치

접해 있어 강북구의 왕복 2차선
이상의 주요도로와 일반도로를
통해 구석구석 접근가능하기 때
문에 공식적으로 13여개의 탐방
로가 존재한다.66) 그러나 대부분
의 등산로 초입은 입·출구만 있
을 뿐 그 외의 도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우이동기점과 백
련사 매표소 지역 두 곳 뿐이다.
그 중에서 우이동기점이 발달하
는 이유는 도시적 측면 상 넓은
입지조건, 등산로 내부적 측면 상
정상에 인접하여 두 측면 모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림 26 북한산 동쪽 사면의 등산로 초입 공간들

66) 네이버 등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등산로를 뜻한다.
48

먼저 도시적인 측면에서, 북한산 동쪽 사면의 우이동기점과 백련사 매
표소 출발점은 초입 지역이 넓어 등산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을 위한 시
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백련사길의 경우 복수의 출입구가 집
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 가능한 상업수요도 크다.
우이동기점이 백련사길보다 더 발달하게 된 이유는 등산로 내부적인
측면에 기인한다. 우이동기점이 연결되어 있는 등산로의 경우, 도선사를
지나 북한산의 정상인 백운대에 접근하기 가장 수월한 탐방코스이다. 따
라서 오랜 시간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초입 공간이 형성될 수 있
었다. 반면 아래쪽 백련사길의 경우 최근 둘레길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상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레길 초입에서 나타나는 상업수요는 기존
등산로 초입공간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카페가 많이 증가한다.
북한산 우이동기점으로 접근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은 4호선
이 유일하다. 산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수유역이 등산로 접근의
시작점이자 중심지가 된다. 수유역에 내린 등산객들은 간선버스, 지역버

그림 28 수유역에서 우이동기점을 향하는 간선버스 노선상의 상가들. 일반 상가는 버스노선을 따라
대부분 형성되어 있고, 등산 용품과 관련된 상가도 노선 상에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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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마을버스 등을 타고 도로 교통망을 따라 각각의 등산로로 접근한다.
수유역은 우이동기점뿐만이 아닌 남측의 수유리기점까지 접근 가능한 산
행 시작의 중심지이다.
우이동기점의 경우 주차장이 충분
히 확충되어 있지 않고, 경전철이 아
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접
근은 간선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
여 이루어진다. 이 버스는 지하철 4
호선 수유역을 지나기 때문에 많은
등산인파가 수유역까지 지하철로 접
근하여 환승을 통해 등산로로 접근한
다. 또한 이 버스 노선에는 우이동기
점에 가는 중에도 서라벌중학교, 솔
밭근린공원, 4·19기념관의 비법정 탐
방로 및 북한산 둘레길을 포함한 수
유동 주변의 여러 등산로들이 있다.
따라서 버스종점을 우이동기점으로
한정짓지 않고 북한산, 지하철 수유
역과 같은 큰 범위로 종점을 잡을 경
우 설정 가능한 교통 인프라의 결절
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북한산 우이동기점의 경우, 북한산의 남동쪽 사면을 따라 남쪽으로 우
이동, 수유동 쪽으로 계속해서 등산로가 존재하는데, 현재 우이동기점 남
쪽으로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이동기점의
경우 많은 수의 등산객이 4호선 수유역에서 버스로 환승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산로 초입의 역할이 우이동에서 수유역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산로에 접근하는 교통 인프라가 분절되고,
도심에 더 가까운 등산로들이 공통된 대로상에서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우이동기점에 집중될 인파는 분산된다.
그림 29 수유역 노스페이스 본사직영점

그림 30 우이동 버스 정류장 옆 등산 용품 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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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도시조직 구성요소 분석

우이동 지역의 가로는 폭에 따른 위계
가 분명하다. 먼저 폭이 가장 큰 20m 도로는 간선버스가 다니는 곳으로
좌우 보도가 조성되어 있다. 다음은 대로와 등산로를 잇는 12m도로로
왕복1차선 차로와 좌우 보도로 구성되어 중심가로를 형성한다. 이면도로
는 6m의 도로가 보차분리 없이 조성되어 있다.
위계가 확실한 긴 중심가로

그림 31 우이동기점의 가로 위계

현재 등산로초입에 주차시설이 버스종점 맞은편 유료주차장 한 군데
에 불과하고, 우이-신설을 잇는 경전철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
기 때문에 현재 접근에 주로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이다. 시내버
스는 대로변의 정류장뿐만 아니라 중심가로에 버스종점이 형성되어 있어
등산객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대로변의 정류장으로부터 등산로를 잇는
중심가로는 750m에 이른다. 등산로인접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
나, 취락지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가로의 형성에 제도적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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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가로 주변에 블록을 형성한 필지 108개를 조사
한 결과 최소 29㎡/9평에서부터 최대 6508㎡/1969평에 이르기까지 변화
의 폭이 큰 다양한 크기의 필지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중심가로변의 필지들은 세분화된 필지이거나 합필되어 평균
이상의 크기가 된 다양한 필지들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면의 필지들은
대부분 블록별로 균질한 크기를 가진다.
불규칙한 필지

그림 32 우이동기점의 중심가로의 필지

15년간의 건축물 배치 변화를 살펴보면 중심가
로를 기준으로 건축물들이 군집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5년에서 2013년
까지 중심가로의 폭은 점차 일정해질 뿐만 아니라, 등산로 바로 앞까지
서쪽 방향으로 건축행위가 확장되는 것이 관찰된다. 반면 우이천 북측에
조성되고 있는 리조트는 주변 조직과는 반대로 군집을 이루지 않은 개별
적인 모습을 보인다.
등산객들은 등산로를 목적지로 하여 중심가로를 따라 흘러간다. 등산
가로에 집중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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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최근 15년간 우이동기점 지역 건축물 배치의 변화
중심가로에 건축물이 밀집하여 가로의 경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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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입으로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이라 현재 몇몇 음식점은 이름이 알
려져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형성 초기에는 등산로 초입에
형성되는 상업시설은 정확한 목적을 두고 찾는 곳이라기보다 지나다 우
연히 찾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간판에 따라 좌우되는 수요가 많다. 이러
한 흐름의 주목을 끌기 위해 건축은 형태적인 시도를 한다.

그림 34 간판정리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두 등산 용품 매장

간판 정리 사업 이전 도선사길의 상업시설들은 하나
의 점포당 여러 개의 큰 간판을 설치했으므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로
전체가 간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자리 잡은
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롭게 들어선 등산용품매장들은 광고효과가
필요했다. 예로, 등산 용품 매장인 투스카토라(그림 왼쪽건물)는 가로 정
비 전, 두 개의 가로간판과 하나의 세로 간판, 차양의 현수막, 2층 창을
프린팅 한 광고 등 총 5개의 간판을 사용했다. 다른 등산 용품 매장인
쇼펠(그림 오른쪽건물)은 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간판을 사용했다.
간판 정리 후, 두 점포는 2층을 전부 덮는 하나의 큰 간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건물 입면에 하나의 재료로 된 새로운 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2층 지붕의 파라펫까지 모두 덮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외관을
형성하였다. 사실 두 점포 모두 2층의 용도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간판의 입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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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을 포기하면서 간판으로 활용한다.

그림 35 필지의 한계선까지 가설건축을 통해 내부공간을 확보한다.

중심가로에 조성된 필지는 세분화
되어 표면적을 넓히거나, 합필한 뒤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밀도에 반응하
였다. 이 때 세분화된 필지들은 주로 음식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집단
으로 다니는 등산행동의 특성상 등산로 초입의 음식점은 대형공간이 필
요하다. 따라서 음식점들은 가설
건축을 통해 필지 전체를 점유하
여 내부공간으로 활용한다.
가설건축으로 구현된 공간은 내
부뿐만 아니라 가로에 면한 방향
으로도 활용된다. 필지경계선에
면한 외벽을 허물어 가설 벽을 설
치하고, 계절에 따라 개폐가능한
반 외부공간을 설치하여 전체 필
지 활용을 극대화한다.
가설건축을 이용한 건폐율 100%

그림 36 이면으로 향한 외벽을 철거한 후 가설지붕
을 설치함으로써 내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

3.1.4 도시조직의 특성

버스정류장과 등산로를 연결하는
중심가로가 지역전체를 관통하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체계는 충분
히 길고, 폭에 따라 중심-이면의 위계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
중심가로에 한정된 상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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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산과 관련된 상업프로그램이 배후지역으로 침투하지 않고 중심가로
로 한정된다. 상업시설들은 근린시설, 등산 관련 시설에 관계 없이 가로
에 뒤섞여 자리 잡는다.

그림 37 우이동 등산로 초입의 상업 시설

대로변을 제외하고는 중심가로 이외의 지역에 유일하게 상업시설이
침투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유료주차장 구간이다. 유료주차장은 중심가
로에서 파생된 이면가로를 점유하면서 형성된다. 중심가로와 이면블록
사이에 주차장으로 인한 공터가 형성됨으로써 이면블록이 시각적으로 드
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주차장에서 접근 가능한 음식점들이 형성되었다.
중심가로에는 가로에
면하는 필지의 수를 늘리기 위한 세장형의 필지들이 발견된다. 이 필지
들은 작게 쪼개져 있어서 건축물의 용적률이 크지 못해 음식점으로 활용
할 경우 가설건축을 활용하여 용적률을 극대화한다. 또는 상업수요가 비
불규칙한 필지에 적응하는 건축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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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가로필지를 점유하며

그림 39 중심가로에서 시각적으로 개방된 이면 블록.

형성된 주차장.

교적 적어 용적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등산용품매장이 형성된다. 다른
기능과 복합적으로 사용될 경우 입면은 광고효과가 중요한 등산용품매장
이 입면 전체를 활용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오래전부터 있던 1곳을 제외
한 모든 숙박시설은 외부 대로변에 위치한다.

그림 40 우이동 중심가로의 프로그램 종단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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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계산 원지동기점
3.2.1 대상지 형성배경

조선시대, 청계산은 관악
산과 더불어 서울의 남쪽 방벽을 이루는 산으로 과천 관아의 왼편에 해
당되므로, 좌청룡의 의미로 청룡산, 청계산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청계
산은 현재 서울 서초구, 성남, 의왕, 안양, 과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행정
구역의 경계 역할을 한다. 주능선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
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는 서울경마장과 서울대공원, 국립현대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등산로는 성남시 상적동 옛골에서 시작하거나
의왕시 청계동에서 오르는 길이 있으며, 특히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등산로 입구는 교통이 좋아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다.67)
제한된 환경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지역

그림 41 청계산을 경계로 5개 시의 행정구역이 구

그림 42 서울시 지방세 징수 합계

분된다.

원지동은 조선시대에 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원(院)이 있던
자리라는 ‘원터’에서 유래한다. 이 마을은 1969년 경부고속도로가 놓임에
따라 가옥들의 일부가 이전하였고 농촌 주택 대신 현대식 주택으로 바뀌
었다. 68) 현재 ‘원터골’이라고도 불리는 원지동기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67) [네이버 지식백과] 청계산 [淸溪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8

둘러싸인 단독 주택지역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특수로 70년대 당시로
는 큰 규모의 전원주택들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원지동기점은 경부고속
도로와 분당과 서초구를 잇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양분된 서남쪽의 원
지동과 동북쪽의 신원동 일부를 포함한다.
경부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는 등산로 초입을 도시공간화하는 데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선도로의 북단 서초구, 강남권은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남단인 분당이 속해 있는 성남시 또
한 경기도에서 지방세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원지동기점은 이 두 지
역을 시내버스와 지하철로 잇는 가운데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구매력이 큰 등산객이 더 많이 유입된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의
많은 통행량을 대상으로 한 큰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제공한다.
3.2.2 대상지의 도시적 상황

청계산 원지동기점의 경우, 청계산 입구역이 형성되면서 종점이 뚜렷
해졌다. 지하철이 개통되기 이전에는 곳곳에 주차장이 산재되어 있고 몇
개의 버스정류장으로 인하여 대로 양쪽에 지역적으로 퍼지는 상업시설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버스를 타는
양재역 주변 버스정류장에도 등산관
련 상품을 파는 가게와 노점이 있었
으나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원
지동기점은 다른 대상지에서 나타나
는 밀집된 중심 가로형 등산로 초입
의 도시공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계산 동쪽 사면의 경우, 도심 속
에 있는 북한산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림 43 양재역 버스정류장 앞 등산 용품 관련

68) [네이버 지식백과] 원터 (서울지명사전, 2009.2.13,
잡화점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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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서초구의 교통 인프라와 청계산 등산로 초입들의 위치

등산로 초입이 형성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동쪽 사면의 등산로 초입은
조선 후기부터 존재하던 원터골(원지동기점)과 옛골만이 유이하다. 그러
나 두 지역 모두, 특히 원지동기점은 단독주택지역으로, 등산 이외의 부
수적인 활동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북한
산과는 다르게 동쪽 사면에는 하나의 도로와 하나의 지하철만이 조성되
어 있고 그 교통망이 가진 하나의 결절점이 원지동기점에 형성되기 때문
에 등산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심에 가까운 곳에 일부 등산로가 있으나 화물터미널과 같은 대형
창고 시설이 입지하여 있어 접근이 불편하고 특별한 공간이 조성되기 어
렵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다.
3.2.3 도시조직 구성요소 분석

원지동기점 지역에 접근하기 위한 교
통수단은 자가용 차량과 시내버스 그리고 신분당선 지하철이다. 그 중
가장 크면서 가장 멀리 있는 인프라인 지하철 청계산입구역으로부터 등
산로까지의 거리는 총 648m이다. 그러나 지하철 역사 부근은 자연녹지
균질한 위계의 짧은 중심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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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청계산 입구역 주변엔 자연녹지지역으로 둘
러싸여 상업가로 형성이 불가능하다.

그림 46 상업가로 형성된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등산로가 보일만큼 중심가로의 거리가 짧다.
그림 47 원지동기점의 가로위계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역은 312m 지난 후
고가도로 앞 사거리부터이다. 고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분절된 가로주변
에는 노점 이외의 다른 상업시설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업가로는 100m가량 단축된 236m정도라 볼 수 있다.
간선도로는 10m 폭을 가진 왕복 1차선 도로와 양쪽 보도를 가지고
있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로 인해 분절된 지역의 남단(이하 남단)의 가
로는 부채꼴 형태의 가로망을 만든다. 이때의 도로는 모두 6m의 폭으로
균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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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단독주택지역으로 크기의 면에서 필지 간의 차이
가 크게 보이지 않고, 중심가로주변 필지 59개가 평균 412㎡/125평과 크
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균질하다.
균질한 필지

그림 48 원지동기점 중심가로의 균질한 필지

그림 49 북단(신원동지역)에 남아있는 기존의 주택들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된 이미지를 반영하면서도 밀도 높은 건축

원지동기점의 등산로 초입의 중심가로는 따로 블록 포장을 했을 뿐 아니
라 중심가로를 형성하는 건축물들이 모두 신축되어 새로운 상업가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신축건물은 중심가로에만 밀집되어 있을 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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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최근 15년간 원지동기점 지역 건축물의 변화

그림 50 원지동의 신규 작성 건물. “남원새집추어탕”이
란 글자의 자국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2006년 신규로 등
록되어 남원새집추어탕 -> 산골짝의다람쥐(음식점,2009)
-> 우진종합건설(2010-2012)을 거쳐 2013년 현재 카페
OYNO가 비로소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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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물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개축과 증축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신축보다 개축
과 증축이 선호되는 경향은
등산객들이 요구하는 음식점
의 이미지에 기인한다. 등산객
들은 “전통 있는 맛집”의 이미
지를 원하기 때문에 세련되고
편리함보다는 도시가 아닌 교
외에 와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공간을 선호한다.

원지동기점은 60년 대 후반 경부고속도로가 조
성되면서 형성된 지역으로 대부분 70년대에 조성된 단독 주택들이다. 이
시기의 주택들은 마루의 면적이 넓어져 거실을 만들고, 그것이 주택평면
의 중심이 된다.69) 이러한 평면은 거실이 이전 시대의 주택들에 비해 다
른 방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등산로 초입의
전통 음식점 평면이 될 만한 가용성을 가지고 있다. 음식점 <뜰아래>의
경우 특별한 구조변경 없이 거실이 홀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의 나머
지 방들은 문을 트고 바닥을 높여 좌식 테이블을 놓았다.
증개축과 가설건축

그림 52 1970년대의 일반단독주택 평면(왼쪽, 권용찬 2006에서 재인용)과 원지동기점 토속
음식점 <뜰아래>의 1층 평면배치(오른쪽). 방 하나의 규모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상
황은 비슷하다.

청계산 원지동기점의 음식점들은 다른 지역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대형공간의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에 지은 30평 남짓의 건축면적으
로는 지역에 몰리는 등산객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공간
을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들은 증·개축 또는 가설물을 설치한다.
원지동기점 지역은 교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의 다른 주택
들에 비해 주택 당 큰 용적과 넓은 필지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이 1종전용 주거지역에 해당되어 건폐율 50%, 용적률 50-100%까지 가
능하기 때문에 현재 건축 상태를 감안했을 때 여유 있는 변화의 폭을 가
지고 있다. <두꺼비산장>의 경우 두 차례의 증축 끝에 연면적 148.35㎡
/45평에서 현재 2개의 동 합계 240.68㎡/73평이 되어 두 동을 주택과 음
식점의 용도로 등록한 상태이다. 그 외에도 데크, 차양과 같은 가설건축
69) 권용찬, 「원형과 기본형의 개념을 통해 본 1950년대 이후 한국 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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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부속건축을 증축하고 가설건축까지 설치한 두꺼비 산장(위)과 가설건축을 옥상과 외부
에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소담채(아래)

을 통해 필지의 거의 모든 면적을 덮어 활용하는 상태이다. <소담채>의
경우 2001년 증개축을 통해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바꾸고 평 슬라브
지붕으로 개조하여 옥상공간에만 200석을 확보하였다.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필지에 가설건축을 통한 반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남은 영역은 주
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지를 100% 활용하였다.
원지동기점에서는, 등산 활동에 따른 대형공간의 필요와 비어있는 필
지가 결합할 때, 천막을 이용한 반 외부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주로 발
견된다. 천막을 활용한 반외부공간은 빈 대지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빈
옥상이나 추가로 설치한 데크에도 사용된다.
음식점들이 등산객들로부터 오래된 이
미지, 교외의 이미지를 요구받는 반면, 등산용품은 세련됨을 요구받는다.
신축과 다양한 간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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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원지동기점 천막들의 모습(왼쪽). 왼쪽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담채(옥상과 외부), 청계산
양고기(외부데크), 국보두부(외부), 뜰아래(주차장 위 데크). 원터골 남쪽 옛골의 옛골토성 천막의 내부.

따라서 등산 용품 매장은 주로 신축을 한다. 기본적으로 등산용품은 모
두가 준비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상업수요는 크지 않다. 그러나 잠재적 고객들이 군집하는 현장이기 때문
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한 간판이 건축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그림 55 관찰자에 따른 등산 용품 매장의 간판 변화

원지동기점의 중심가로는 지형차가 크기 때문에 간판은 관찰자의 위
치에 따라 다른 위치에, 다른 크기로 나타난다. 입산하는 등산객들에게는
가파른 오르막이 나타나기 때문에 높이 있는 간판보다는 1층 높이의 수
평간판과 진행방향에 수직인 작은 간판을 설치한다. 하산하는 등산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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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층과 같은 레벨에서 시야에 나타나기 때문에 2층 높이의 수평간판을
정면 주 간판과 함께 사용한다. 경부고속도로의 차량들은 원지동기점에
등산 용품 매장이 입점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을 상대로 한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 등산 용품 매장들은 옥상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한
다.70) 이런 식으로 간판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등산 용품 매
장이 신축되기 때문이다. 등산 용품 매장은 중심가로에 입지한 기존의
음식점을 매입하여 더 큰 용적률을 가진 건물을 신축하고, 전체 입면을
광고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한다. 공간이 남을 경우 다시 또 다른 음식점
의 세입을 추진한다.
3.2.4 도시조직의 특성

그림 56 원지동기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되어있다.

확장의 한계

원지동기점은 지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고가때문에 상

70) 대형 입간판은 신축한 등산 용품 매장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의 옥상을 임
대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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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이 형성되는 지역이 한정된다. 등산 관련 시설은 중심가로 변에
집중되어 형성되는데, 고가를 경계로 등산로가 남쪽 방면에 치우쳐 있어
중심상권도 자연스럽게 남쪽에 집중된다. 그러나 남쪽은 북쪽지역(신원
동)에 비해 개발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권의 확장이 어렵다.
그러나 덕분에 무분별한 개발이 조절되고 내부 경쟁을 심화시켜 살아남
는 경우 유명한 가게들이 형성된다. 또한 상업시설이 형성되는 지역을
중심가로에 한정시켜 주거지역이 잠식되는 것을 조절한다.

그림 57 중심가로에서 뻗어나가는 이면가로들은 내리막을 형성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원지동기점의 중심가로
는 상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심가로의 경사가 심하여 통행하는 등산객들의 움직임
을 느리게 만들고, 이면으로 뻗어나가는 가로가 내리막을 형성하기 때문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필지
와 가로가 위계가 없는 균질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이면도로로 쉽게 침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건축 및 프로그램의 변화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균질한 위계에 따른 중심가로 이면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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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등산로와 교통인프라를 잇는 중심가로 변의 건축물 밀집은
심화된다. 이 때 밀집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등산 용품 매장으로 나타난
다. 등산 용품 매장은 실질적인 상업수요보다 광고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면의 넓은 공간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중심가로에 입지하고자 한다. 등산 용품 매장은 기존에 있던 음식점을
헐고 더 큰 용적률을 가진 건축물로 대체되어 형성되고, 남는 공간에는
다른 상업시설의 세입을 추진한다.

그림 58 균질한 도시조직에 따른 상업시설의 이면블록 진출

최근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핵
심은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파가 집중되자 상업자본이 집중됨으로써 단순
히 행락의 공간이 아닌 등산 용품 매장과 같은 등산과 관련된 새로운 상
업시설이 등장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원지동에서는 그 이상의 변화가
상업 프로그램의 다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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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원지동의 최근 3년 간 프로그램의 변화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등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상업 및 서
비스업의 출현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4.2.2 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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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북한산 진관동기점
3.3.1 대상지 형성 배경

그림 60 북한산성 이주사업 이전의 진관동기점의 모습. 북한산의 주요봉우리들이 공용주차장에서 한 눈
에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조성된 모습과는 다르게 대형상가 위주로 가로가 조성되어있다.

진관동기점은 등산로 초입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새롭게 계획하여 형성된 지역이다. 원래 북한
산성 입구 지역은 구파발에서 출발하는 여러 등산로들 중심에 있는 곳으
로 북한산의 주 진입로였다. 이 지역은 2005년 공원 정비 사업을 통해
북한산 내의 위락촌이었던 북한동을 비롯한 산중 마을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이 실시된 곳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8년 여기에 집단시설지구
32,827㎡(55택지)를 조성하였다.
북한산성 입구 진관동기점은 90년대부터 총 세 단계에 걸쳐 형성되었
다. 첫 번째, 북한천 건너에 조성되어 있는(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
동) 위락촌을 피해 매표소71)를 중심으로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었다. 두
번째, ‘북한산개발’의 주도로 1997년 등산객을 서비스할 대형 상가 “북한
산성 내츄럴 파크” 3개 동이 마련되었다. 대형 상가들은 길이 70m, 2층
계획된 등산로 초입 도시

71) 현재 국립공원 무료화(2007년 시행)로 인해 매표소는 간단한 매점 및 공중화장실로
변경되었다.
71

그림 61 북한산성 이주사업 전(위, 2008)과 후(아래, 2013)의 모습.

높이로 된 화강암 외장의 단일건물에 기와지붕을 얹은 형태이다. 당시
점포당 분양 면적은 13평에서 45평으로 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했는데, 현재 몇 개의 등산 용품 매장과 토속 음식점들이 입점
해있다. 세 번째가 2007년에 시작된 이주사업을 위한 필지조성으로 본격
적인 도시공간화가 진행된 단계이다.
72

3.3.2

대상지의 도시적 현황

그림 62 은평구의 교통 인프라와 북한산 등산로 초입들의 위치

북한산의 서쪽사면은 은평구에 해당되는데, 이 지역은 불광동·진관사
기점과 북한산성기점이 위치한다.72) 이 지역을 도심에서 접근하는 과정
으로 분류하면 지하철 6호선 권역과 3호선 구파발역 권역으로 나눠질 수
있다. 불광역을 중심으로 한 남측 지역 등산로 초입 공간들은 불광역 역
세권과 결합된다.
진관동기점은 구파발역에서 출발하는 북한산로 상에 위치한다. 등산객
들은 북한산로를 따라 운행하는 간선버스를 타고 진관사, 삼천사, 북한산
성 등 원하는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북한산로에 접해있는 대부분의 지역
은 국립공원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 공간이 발달하기 어
렵다. 따라서 새롭게 조성된 진관동기점(북한산성입구)에 상업수요가 집
중되어 상권이 발달할 조건을 갖추게 된다.
72) 박창규의 분류에 따르면 등산로들 간의 관계에 따라 본 논문의 대상지인 진관동기점
은 북한산성기점으로, 은평구의 나머지 등산로초입들은 모두 불광동·진관사기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등산로 내부의 관계보다 도시적 맥락을 따른 분류를
통해 역세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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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은평뉴타운과 등산로 초입들

북한동기점의 경우 기존의 위락촌인 북한천다리출발점 바로 옆에 형
성되었다. 북한동기점에는 지역 자체가 신규로 조성되어 새롭게 신축된
건물들과 등산 용품 매장이 대다수인데 비해, 북한천 건너편에 위치한
위락촌은 토속 음식점으로 이루어진 건물군을 형성하여 엠티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상반된 분위기의 두 지역이 병치된 곳이어서 등산
객들에게 건축적-프로그램적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64 북한천 건너의 음식점군. 가설다리와 연결되는 지역은 주차장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도시조직은 폐쇄적인 가로체계로, 하천을 사이로
분절되어 있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부분을 보도도 없는 노변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건축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건축물의 후면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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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으로 계획하여 가로가 단절
된다. 때문에 북한천 건너의 조직
과는 도시조직적 차원에서 아무
런 연속성이 없다. 북한천 양쪽을
단순히 가설 다리 하나만으로 연
결이 되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3.3 도시조직 구성 요소 분석
복수의 출입구와 경사지형에

진관동
기점의 경우 기존 도시조직을 정
비한 타 지역과는 다르게 등산로
초입을 위해 계획된 지역이기 때
문에, 단일한 위계를 가지고 있던
기존 지역과는 다른 가로구조를
지닌다. 등산객이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은 동일하지만 등산로입구
가 두 갈레(대서문을 향하는 등
산로와 계곡을 따라 조성된 둘레
길)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
로의 위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활성화 되는 지역의 범위도 달라
진다. 또 경사지로 인하여 분리되
는 구간은 등산이냐 하산이냐에
따라 활성화되는 가로가 달라지
게 된다.
의한 다중 위계의 가로

그림 65 등·하산 및 출입구 차이에 따른 가로위계와
활성지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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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진관동 가로 횡단면. 가로마다 고저차가 발생한다.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등산로로 진입하는 경우(위), 등산로와 연결
되는 중심가로로 인해 활성화 되는 블록은 총 3군데이다. 그러나 등산로
에서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하산하는 경우(가운데), 지형차로 인해 서쪽
대형 상가로의 진입이 같은 레벨에서 보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
적으로 하나의 블록을 더한 4개의 블록이 활성화된다. 세 번째 그림처럼
등산로가 아닌 북한천 계곡의 둘레길 방향에서 하산하는 경우(아래) 중
심가로가 이면에 형성되면서 총 7개의 블록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

그림 66 진관동기점 중심가로의 필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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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북한천 건너의 기존 등산로 초입지역까지 3차 가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중 위계의 가로는 상황에 따라 반
응하는 블록을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좀 더 넓은 면적의 상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진관동기점의 경우, 원래 자연 녹지 지역이었
던 곳을 등산로 초입을 위해 전체 필지가 새롭게 계획되었다. 필지 두
개를 합필한 곳으로 보이는 4군데를 제외하면, 총 46개의 신규 조성 필
지가 평균 272㎡/82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237㎡/72평 ∼ 307㎡/93
평 이내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균일하게 계획된 필지

그림 68 진관동기점의 최근 5년 사이의 건축물 변화

진관동
기점은 자연녹지지역을 필지조성사업을 통해 2009년에 새롭게 형성한 지
역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들이 최근 5년 안에 형성되었다. 개개의 건축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결여된 단독
건축들의 장을 이루었다.
개개의 건축들은 각각의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이미지를 외피에 적극
적으로 구현한다. 대형토속음식점 <금강산장>의 경우 일반적인 상가형
건물에 꽃담을 연상시키는 조형물로 가로 면을 형성하였고, <만석장>의
경우 전통 건축을 신축함으로써 “전통 있는 맛집”의 요구를 구현하고자
요구된 이미지가 외피에 적극적으로 구현된 단독의 건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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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금강산장(왼쪽)과 만석장(오른쪽)의 외피를 활용한 전통 이미지 구현

했다. 등산용품매장의 경우에도 외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각 브
랜드 고유의 색을 활용한 화려한 입면을 구사한다.
프로그램에 따른 내부공간의 경우 대부분이 단일용도로 계획되어 밀
폐된 공간을 가짐으로써 일반적인 상가의 모습을 띤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가가 가로와 단순한 관계를 맺는다. 예외적인 경우로 등산용품 매장
<라푸마>의 경우 외부데크와 함께, 가로에서 2층으로 바로 진입 가능한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입체적인 건축-가로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라푸마
의 경우, 일부 대형 매장에는 카페를 설치하는 내부지침(원지동기점 포
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층에 카페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건축에 반
영된 것이다. 예외적으로 가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사례로 대
형토속음식점 <금강산장>(“옛골토성”으로 북한산성지점으로 상호를 변
경)의 경우, 가로에 면한 1, 2층을 뒤로 후퇴시켜 필로티와 같은 공간을

그림 70 직통계단과 테라스를 이용하여 가로에서 2층으로 직접 진입하는 방식(왼쪽, 라푸마)과 1, 2층
의 내부공간을 뒤로 물림으로써 필로티공간을 반외부 식사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오른쪽, 옛골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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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함으로써 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가로와 내부 사이에 식사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림 71 진관동기점의 상업시설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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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도시조직의 특성

진관동기점의 가로체계는 복수의 등
산로 출입구와 지형에 따른 활성 필지 차이로 인해, 등산객의 이동방향
에 따라 중심가로가 다르게 설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균질
한 필지공간과 결합되면서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이용방식에 따라 다른
중심가로를 가지게 하였다.
이처럼 계획된 다층적인 구조는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한
다. 새롭게 조성된 지역이 서쪽 언덕에 자리 잡은 대형 상가와 동쪽 북
한천 건너의 효자동의 음식점들과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면으로 침
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 다층적 구조가 그러한 단절을 보
완한다.
이용 방식에 따른 다층적 구조

그림 72 이주사업 이전의 터줏대감이었던 북한산 내츄럴파크 상가는 점차 도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의 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고 낙후
되는 것은 그것이 가진 건축-프로그램적 한계 때문이다. 크고 획일적인
공간구성과 화강석 빌딩에 기와 비슷한 지붕만 씌운 외피로서는 등산객
들의 취향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츄럴파크
상가는 더 이상 지역 내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 등산객에게 다양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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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73 중심가로에서 바라본 주차장과 상업가로의 모습. 건축물들이 정면이 아닌 후면이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가로형 공용주차장은 기존의 주차장 영역을 지
키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심가로와
상업시설과의 단절을 일으킴으로써 상업가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중심가로를 형성하는 건물군의 정면이
아닌 후면이 가로에 면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접근도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가로 경관까지도 파괴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의 가로와 필지체계가 만들어내는 도시조직은 이용방식에 따라 다
른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건축과 프로그램의 면
에서 이러한 구조가 만드는 특수한 상황들을 좀 더 고려하여야 지역을
찾는 등산객을 서비스하는 등산로 초입 공간으로서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진
관동기점 지역 조성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초기 목적은 북한동 이
주민의 정착촌과 더불어 요식업 및 위락촌이 형성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규로 조성된 지역의 필지의 크기는 음식점과 같은 위락시설과 주거가
평균 272㎡/82평의 균질한 필지에 따른 등산 용품 매장의 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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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형태의 건축과 프로그램이 들어오기에는 지나치게 큰 필지의 크
기를 가지고 있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4장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진관동기점은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아웃도어 시장이라 불릴 만큼 상업
가로로서 잘 작동하고 있으나, 만약 위락촌의 형성이 본래 도시계획의
목적이었다면 그에 적합한 필지체계가 고려되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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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산로 초입 공간의 의미
4.1 등산로 초입의 도시 공간구조
4.1.1 복합적인 활동을 수용하는 중심가로

그림 74 신림동 관악산 입구를 형성하는 ‘만남의 광장’(주차장)과 대형 복합 상가

등산로 초입은 더 이상 단순하게 주차장과 대형 복합 상가만으로 완
결되는 공간이 아니다. 현대 여가 행위의 복합화는 등산행위를 단순 자
연 정복이 아닌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복합적인 활동으로서의 등산을 강
화하였다. 활동이 다양해짐으로써 그것을 위한 공간 또한 다양함이 요구
되었고, 그에 따라 교통인프라는 확충되고 등산용품 매장과 같은 상업시
설이 생겨났다. 등산객 1800만 명 시대라 불릴 만큼의 등산객 급증은 이
런 현상을 가속하였다.
등산로 초입에 나타나는 도시공간은 홍대나 삼청동지역에서 자생적인
변화로 인해 형성된 프로그램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와는
다르다. 등산객들에게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예쁜 카페를 찾거나 도시
속을 산책하며 우연히 어떤 곳을 발견하게 되는 반가움을 기대하는 것보
다, 등산이라는, 등산로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가 있다. 등산객은 등산로를 향해 접근하는 것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
에 다른 행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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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산로 초입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등산로와 등산로에 접근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의 말단을 이어주는 가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등산로 초입의 도시 공간은 등산로를 향하는 가로를 중심으로 등산의
복합적인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이 된다. 중심가로는 주변에 형성되는 등
산과 관련된 건물, 시설들과 관계를 맺으며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가로경관은 중심가로에 한정되며 이면의 조직으로 확장되지 않는데, 그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산객의 이동이 뚜렷한 목적지를 가지고 하는
등산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75 등산로 초입 도시공간의 다이어그램
등산로와 교통 인프라의 말단(종점)을 잇는 중심가로에 한정되어 밀집되며 종점은 교통인
프라를 따라 분열하여 끝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나는 시설의 변화는 주변 도시조직
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은 등산객
들을 대상으로 특정 등산 용품을 판매하거나 등산객으로 밀집되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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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시설과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등산인파가 집적되어 상권이
확장될 경우 원지동기점의 변화에서 나타나듯 주거는 점차 사라지게 된
다.
가로 위계에 의한 지역 변화 조절의 가능성 우이동기점의 변화는
원지동기점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우이동기점은 명확한 가로와 필지의
위계를 바탕으로 등산과 관련된 중심가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면가로
가 분리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충돌지역이 중심가로로
한정되기 때문에 등산인파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 또는 간판의 난립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중심가로에만 집중된다. 이러한 문제는 간판 정리
사업을 통해 근린 시설과 등산 관련 시설들이 연속된 가로환경을 조성하
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중심가로의 위계에 따른 이면 조직 침투 중심가로의 폭과 길이는
가로 간에 나타나는 차이에 따라 위계를 형성하여 등산객과 등산관련시
설이 이면 조직으로 침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가로의 길이가 짧아 가
로 진입 시 등산로 초입이 눈앞에 보일 경우 가로가 충분히 긴73) 경우
보다 이면으로 침투하기 쉽다. 중심가로와 이면가로의 폭이 같을 경우

그림 76 긴 건물이 경사지형의 가로와 만나는 경우 방향에 따라 연속성이 달라진다.

가로의 체계적 연속성이 강화되어 이면 침투가 더 활발히 일어난다.
다층적 위계의 가로 조성을 통한 지역 변화 조절 지역을 찾는 등
산객들은 기본적으로 등산로에 진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산로
73)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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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따라 이동하는 가로가 결정된다. 그러나 한 지역에 복수의 등산
로가 있을 경우, 목적지에 따라 중심가로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중심가로의 변화에 따라 그에 인접한 필지가 다르므로 활성화되는 필지
는 달라진다.
경사지형은 주변에 건축 활동이 일어날 때 옹벽이나 반지하와 같이
경사에 대응하여 건축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 형성된 평지가 경사진 가
로와 만날 때, 건축이 가로를 따라 길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가로가 연속
되기도, 분절되기도 한다. 이 때 형성되는 연속성은 진입 방향에 따라 가
로와 인접한 필지가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방식은 등산로가 경사지형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의미
가 있다. 또한 기존에 등산로의 위락시설 형성 방법이 대형 복합 상가와
대형 공용주차장을 형성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로 변의 긴 필지를 가
진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등산로 초입 공간의 가로
폭, 길이, 지형에 따라 위계를 조절함으로써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림 77 우이동기점의 대로와 맞닿는 교차로. 모퉁이를 돌면 정비사업 이전의 간판들로 이루어진 가
로가 바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중심가로라는 개념은 종점의 설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범
정확한 중심가로 범위 설정을 위한 분명한 시작점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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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등산로 초입 공간은 등산로와 교통 인프라
의 결절점을 연결하는 가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결절점에는 주차
장,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해당된다. 그러나 각각의 결절점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정확
한 지점을 설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교통 인프라가 복수의 결절점을 가짐으로써 분절될 경우
등산로 초입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범위
를 지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하나의 블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맞닿는 가로가 달라, 가로 환경이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음으
로써 가로 환경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
역 상황에 적합한 사업 범위의 설정이 중요하다.
4.1.2 교통 인프라를 따라 형성되는 도시공간

2장에서 살펴본 등산로 초입 공간 조성과 관련된 공공사업의 등산로
초입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중심가로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로 인
해 발생한 간판 정비 사업이나 가로 정비 사업은 등산로로 직결되어 있
는 가로를 형성하는 1면에 한해서만 사업이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신
규 지역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도입되었다.
실제로 등산로 초입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산로 초
입공간을 형성하는 상업시설들은 단순히 중심가로에 밀집되는 모습에서
나아가 추가적으로 교통 인프라의 결절점을 따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
다. 우이동기점의 경우 간판 조성 사업이 도선사길에 한정되어 나타나지
만, 실제 등산과 관련된 상업시설들은 등산객들이 지역에 도착하는 거점
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부터 관찰된다. 관악산 서울대 정문기점의
경우, 주변 지역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복합적인 등산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
집하는 이유는 접근하는 버스 노선과 지하철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충분
한 서비스지역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주변의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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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우이동기점의 실질적 등산로 초입 공간의 범위. 진한 부분은 직접영향
권, 빗금 친 부분은 간접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

타운과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에 집결한 음식점들, 지하철 7호선 신대
방삼거리역 이면의 포장마차 골목은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붐비는, 확장
된 등산로 초입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지의 교통 인프라의 상황과 등산로 초입의 지역 면적과
같은 맥락에 따라 다른 초입 공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이 매
우 편리하지만 초입에 충분한 상업지역이 형성될 수 없는 관악산 서울대
기점과 같은 경우와 같이, 상권과 연결되는 적절한 버스노선을 제공하여
등산로 초입 공간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하면 된다. 이
러한 방식의 도시계획이 진행될 경우 등산로 초입에는 교통 인프라의 결
절점에 등산객의 순간적인 밀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
을 대비한 적절한 환승시설의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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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관악산 서울대정문기점의 확장된 등산
로 초입 공간

교통 인프라는 또한 지역별로 특
성화된 지역을 하나로 엮어줌으로써
도시에 광역적인 다양성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등산 활동을 즐기는 등산
객들의 경우 특정 산에 대한 애착보
다는 그날 기분에 따라 산을 선택하
는 경향이 나타나는데74), 이것은 각
각의 등산로 초입에 조성되어있는
교통인프라 덕분이다. 이러한 등산객
들의 활동 방식을 고려함으로써 불
필요한 지역 내 다양성75)을 제공하
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또 다른 다양
성을 제공하는 방향의 도시계획도
가능하다.

표 8 지역별로 다른 방향으로 특성화 된 등산로 초입 공간들
서울 최대의

등산 용품 업체의 본사 직영점 20여개가 입점하여, 아웃도어 페스티벌도 열릴

아웃도어시장

만큼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아웃도어 시장이 형성되었다. - 북한산성 입구

음식 문화의
거리
포괄적
여가 도시
오랜 전통의
등산로

기존의 유원지, 예술 공원이 맞물려 현재 음식문화의 거리가 조성(2011)되면서
70여개의 토속음식점이 가로를 따라 들어섰다.
- 안양 예술 공원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등산과는 관련 없지만 그릇가게 같은 2차적인
기능이 등장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층이 넓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 청계산
입구
가장 쉽고, 오래되었고, 많이 알려진 등산로로, 오래된 여관이나 공중 목욕탕이 그
대로 있으면서 새로 생긴 등산 용품 매장이 근린시설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케
일과 형태로 하나의 가로에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 북한산 도선사길
계곡변의 평상들과 수십여곳의 산장들은 내부의 대공간과 야외활동을 위한

엠티촌

외부공간을 모두 가지고 있어 1박2일 단체여행에 안성맞춤이다.
-북한산 우이령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개발제한구역밖에 존재하지 않아 노변 주차공간이 많다.

외딴섬

대중교통으로

접근

또한

편리하며

개발제한구역이

끝나는

선을

기점으로

음식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의 역세권과
합쳐진다. - 관악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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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필지를 최대로 점유하는 건축

그림 80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안양 예술 공원 등산로 초입 공간

그러나 등산로 초입에
서 이루어지는 공공 정비 사업은 획일적이면서도 주변과 건축물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미건조한 가로환경을 만들어낸다. 안양예술공원의 경우
안양유원지가 안양시의 예술공원 조성 사업 및 음식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해 노후·불량 건축으로 분류된 건축물들을 일소하고 3층 입
방체의 형태를 가진 전형적인 건축물들로 일관된 가로환경을 낳았다. 따
라서 가로경관의 연속성뿐 아니라 내·외부 공간의 다양성마저 잃어버리
게 되었다.
등산로 초입 공간의 낙후된 원인이라 평가받는 간판도 각각의 역할이
낙후된 도시경관을 우려한 천편일률적 건축

74) 김종순, 앞의 책.
75) J. Jacobs는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 다양성이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 특히 용도 다양
성을 중요시했다. 용도 다양성을 위해서는 혼합적인 주용도와 부차적인 다양성, 짧은
블록을 통한 가로의 확보, 오래된 건축물의 확보를 통한 다양성, 그리고 집중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 그가 언급하는 용도 다양성은 지역
적인 의미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J.Jacobs,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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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고유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원지
동기점의 간판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1층 높이의 간판과 경부고속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옥상 간판이 있다.76) 이곳의
간판들은 R. Venturi가 라스베가스의 교훈에서 언급한 간판의 속성처
럼77) 각 관찰자의 속도와 거리에 적합한 각도와 크기로 관찰자들을 맞
이하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 북한산 우이령길의 산장형 대형 토
속음식점들은 간판을 하나의 대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전
체 공간을 한정하면서 동시에 등산객들에게 내부 공간을 암시하는 역할
을 한다. 이는 R. Trancik이 근대 도시공간에 대하여 지적하였듯 복수의
건물들과 외부공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위요감을 주지 못해
하나의 공간으로 명확하게 읽히지 않을 가능성78)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한 방식이기도 하다.
필지의 크
기는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로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나는 필지에 의한 가로경관을 살펴보면,
작거나 큰 필지는 연속된 가로경관을 형성하거나 가설건축으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지만, 애매하게 균질한 필지는 독립된 건축공간을 형성함
으로써 가로경관을 무색으로 파괴한다.
우이동기점의 경우 세장형의 필지로 밀집된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또
일부구간에서는 합벽된 건축군도 발견된다. 연속된 가로 면을 형성한 후,
내부에서 필요한 밀도를 해결하는 것이다. 원지동기점의 경우 원래 넓은
필지를 가진 지역이라 건물 자체의 간격은 크다. 그러나 음식점들이 건
물 사이의 공간을 데크나 천막과 같은 가설건축으로 점유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장려하여 간극을 메운다.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가로경관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진관동기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필지-건축 계획의 필요성

76) 실제로 경부고속도로의 차량들을 향한 광고 효과가 이 지역에 등산 용품 매장이 밀
집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77) R. Venturi, 김정신 외 역, 『라스베가스의 교훈』, 태림문화사, 1986
78) R. Trancik, Finding lost space,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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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우이동기점의 중심가로(위)와 진관동기점의 중심가로(아래).

점의 경우 각각의 건축물들이 독자적인 영역만을 구축하고, 가로와 이분
법적인 관계만을 일관되게 형성함으로써 가로의 연속성이 저해된다. 이
러한 현상은 진관동만이 아닌, 새롭게 조성된 지역에서 흔히 발견된다.
안양 예술 공원의 경우 음식문화의 거리를 장려하면서 많은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다. 그러나 가로경관에 대한 지침이 없어 신축되는 건
물들이 하나같이 분절되어 가로 경관의 간극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로 부분부분에 위치한 사설 주차장들 또한 가로의 연속성을 파괴한
다. 원지동기점의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은 음식점들은 주변가옥을 매입
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가로의 연속성이 파괴된다. 진관동기점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천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의 공간구조와
프로그램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의 후면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북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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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과의 연결을 방해한다.
균질한 필지와 연속된 가로 경관을 위해서는 가로를 고려한 필지 계
획이 중요하다. 또한 신축할 경우, 야외 공간이 많은 등산로 초입의 도시
공간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 공간 계획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진관동기점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계획할 경우 또한 가로
경관을 고려한 필지계획, 주차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림 82 원지동에서는 가로에 면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가설건축들로 인하여 가로의 연속성이 확보
된다.

등산로 초입에서 나타나는 상업
시설들은 용적과 형태를 점차 증식하여 필지를 100% 점유하기에 이른
다. 다양한 형태의 간판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시선을 이끌고, 천막과
데크를 활용한 외부공간의 점유는 필지 용적률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방
식의 대지 점유는 자연스럽게 내·외부에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교외의 이미지를 만끽하려고 하는 등산객들의 취향을 충족할 뿐만 아니
라, 변화가 있으면서도 연속되는 가로경관을 만들어낸다.
등산로 초입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외부공간 계획지침이 필요하
다. 등산로 초입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공간계
획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외부지향적인 그들의 취향을 충
가로 연속성을 고려한 외부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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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난립하는 간판의 필요성도 줄어들 뿐만 아
니라, 활동적이고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산로 초입 공간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외의 이미지, 전통적
인 이미지는 vernacular 건축,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실험해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4.2 도심 여가공간 계획의 단서
4.2.1 도시조직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필지 계획

가로와 인접한 필지와 건축물들의 외부공간계획을 통한 가로경관 조
성은 다양한 내·외부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채로운 가로 경관을 만들
어낸다. 그것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대의 여가행위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획일적인 형태의 가로경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가로와도 자연스럽게 접속이 가능하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서
울 내 여가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이와 같이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필지의 외부공간계획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3 우이동기점 맞은편의 북한산 더 파인트리(왼쪽)와 원지동기점 맞은편의 내곡동 보금자리 주
택단지(오른쪽)

도심 여가공간에서 가로 연속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은 등산로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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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나타나는 자생적인 변화가 방문객의 여가행위를 잘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등산로 초입 공간 주변에서는 대
규모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등산객들이 등산로 초입에 집적되어 도시공
간이 변화되면서 이목이 집중되자 주변 조직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우이동기점의 경우 우이천 건너에 우이동 중심가로 만큼의 크기를 가진
대규모 리조트가 형성되었다. 원지동기점도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 반
대편 신원동 주택지역 바로 옆으로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현재 개
발중이다. 이러한 개발의 바람은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어놓을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2.2 상업 프로그램의 다층화를 고려한 용도 계획

현대의 여가활동은 타인지향적인 성격과 과시적 소비의 특성으로 인
해 단순한 활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운동장에서 야구경기 관람을 하면서
치킨을 먹고 나오는 길에 좋아하는 야구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산다. 나오는 길에 일행과 근처에서 맥주를 한 잔 하며 오늘 있었던 경
기를 함께 복기한다. 여가활동은 하나의 활동을 시작으로 부수적으로 파
생되며 하나의 소비 과정으로 나타나고, 여가공간은 이러한 활동을 수용
하는 복합적인 공간들의 집합으로 나타난다.
등산로 초입은 등산객들의 집적으로 인하여 그들의 복합적인 행위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공간으로 발전해왔다. 교통시설의 발달뿐만 아니라
공간구조나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도 등산로초입은 더 이상 단순한 등산로
앞의 지역 수준이 아닌 상업가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등산객만이 아닌 일반 나들이객이나 외식, 접대, 회의와 같은 공간을 위
해 등산로 초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원지동기점의 경우 강남과 분당을 잇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새로 조
성된 신분당선 지하철역 덕분에 구매력이 큰 등산객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민과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등산행위의 집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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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청계산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상업시설들. 왼쪽에서부터 모범택시의 행렬, 그릇가게, 의상실.

라 창출된 상업수요가 대형 토속 음식점으로 하여금 좁은 지역 내에서
경쟁을 유발하여 상업시설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음식점들은 더 많
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공간을 증식하고, 인터넷을 블로그를 통한 광
고활동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차, 대리운전, 모범 콜택시 서비스를 접목
시켜 서비스를 극대화한다. 그 결과 등산과 관계없이도 음식을 포함한
컨텐츠들을 즐기기 위해 주변에서 평일에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
단위로 회식을 오고, 중요한 미팅 장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단순 외식장
소로 활용된다.
등산으로 인하여 나타난 상업시설이 위와 같은 새로운 행위를 집적시
켜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한다. 현재 원지동기점과 남쪽 옛골 지역까지
예전에는 잘 없던 카페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릇가게
두 곳, 의상실과 같이 등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상업시설들이 발견된다.
1차로 등산객들의 집적 이후 이러한 2차적인 수요에 의한 상업시설들로
인하여 원지동기점은 현재 단순 등산로 초입지역이 아닌 포괄적인 여가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둔 용도적 유연성을 가진 여가공간 계
획이 필요하다. 현재의 서울 내 여가공간들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 도시
속에서 하나의 섬으로, 주거지역 속에 주변 맥락과 상관없이 들어가 있
는 경우가 많다. 주변 지역에 새로운 시설들이 자생적으로 변화하고자
하여도 법규상의 용도 지역에 따라 상업시설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섬으로 조성되어 있는 여가공간의 주변에 용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용도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면 복합적인 여가행위를 수
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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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등산객의 집적으로 형성된 등산로 초입 공간이라는 특정
도시공간의 정체를 규명하고, ‘도심 여가공간을 포함한 도시계획’의 단서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등산로 초입 공간이란,
일반적으로 서울 내 형성되어 있는 섬과 같은 도시공간과는 다르게, 도
시와 녹지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행위를 수용하는 여러 시설들
의 집합으로 정리하였다.
우이동, 원지동, 진관동기점을 분석한 결과, 세 공간은 고유한 도시적
상황으로 인해 서로 다른 도시조직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통
있는 등산로인 우이동기점은,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주변 등산로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도시적 상황에서, 중심가로에 밀집한 상업시설들이 불
규칙한 필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원지동기점은 제한된 환경으
로 둘러싸여 주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독주택지역으로,
균질한 위계로 인해 이면으로 상업시설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며, 밀집
으로 인한 상업 프로그램이 다층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계획된 등산로
초입 도시인 진관동기점은 이용 방식에 따른 다층적인 공간구조를 보이
나 주변조직와의 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등산로 초입의 공간이란, 하나의 점으로 형성되는 공간이
아닌 복합적인 활동을 수용하는 중심가로이다. 또한 그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를 따라 인프라의 결절점에 형성되는 도시공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설건축과 같은 건축요소로 필지를 최대로 점유하여 다
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건축으로 이루어진다. 등산로 초입 공간은 가로
위계를 조정하여 지역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
확한 중심가로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시작점의 분명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 인프라를 따라 도시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이 협소한 경
우 적절한 버스노선을 통해 공간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등산로 초입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등산로 초입 공간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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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공간 계획에도 단서를 제공한다. 현재의 도심 여가공간이 가지고 있
는 도시적 불연속성은, 등산로 초입 공간을 형성하는 다양한 내·외부 공
간을 토대로 가로 연속성을 고려한 외부공간계획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산로 초입에서 일부 관찰되는 상업 프로그램의 다층화는
도시의 용도 계획 시 염두에 두어야 할 변화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등산로 초입 공간이라는 소재와 도심 여가공간이라
는 주제에 대한 도시·건축적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전개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량적인 연구가 부족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심 여가공간과 등산
로 초입 공간에 관한 심도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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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untain trail entrance
space of Metropolis

-

Based on Uidong, Wonjidong, Jinguandong area -

Secheol Shin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 Korea is in the wave of mountain-climbing people in outdoor
suits. Public transportations are full of mountain climbers and
mountain trail entrances are crowded with people, cars, and flea
markets. As a factor that causes a change of urban space, the study
has a focus on this wave of change, how the impact of mountain
climbing is accommodated by urban space, and how an urban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in certain situation. This question l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appearance and meaning of leisure and to
the research of an existence of leisure space.
The object of this study, mountain trail entrance, is a new space
that appeared by highly accumulated people of mountain clim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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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o define the exact concept of mountain trail entrance space,
considerations about theories has been done which shows the relation
between metropolis and green space and leisure.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e term ‘mountain trail entrance’ has been defined as
a space where activities, before and after climbing, take place in. The
study of mountain trail entrance as an urban space has been
proceeded with analysing about urban situation of the site and using
theory of analysing urban form based on Uidong, Jinguandong area of
mountain Bukhan, and Wonjidong area of moutain Cheonggye.
Analysis on urban form has been done by observing the change in
components which form urban fabric of the 3 areas. And character of
the 3 areas has been drawn to a conclusion by observing the
realtions of these components. A comparison of not only the 3 areas
but also of the existing perspective have led to a clear definition and
an exact scope of mountain trail entrance space. From this, a clue for
urban planning, for leisure space including mountain trail entrance,
has been suggested.
The study emphasizes mountain trail space not as a space that
appears as a dot in a city but as a space of a street which
accommodates multiple activities, and a space which is not limited to
a place around mountain trail but follows urba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ode. Architectural activities in those areas, which
provides various inner and outer-space, appears with fully occuping a
plot by using temporary architectu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xact strating point of a main street because a mountain trail
enterance space can be controled by adjusting the hierarchy of the
street. Because this space appears with nod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e urban planning can be done by distributing the
mountain trail entrance space by adjusting a bu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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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sists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mountain trail
entrance area as an important factor of urban planning about leisure
space. A problem of urban discontinuity, which present leisure space
has, can be solved by planning open space of a plot that consists
main street, like urban continuity made by a variety of inner and
outer-space appears in mountain trail entrance space.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e multilayerising of urban program which is observed in
mountain trail entrance spac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urban planning.
Keywords : mountain climbing, leisure, mountain trail entrance,
leisure space,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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