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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도시 탐방로로서 서울둘레길의 특성과 

개선 방안 연구

지도교수 정욱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김영지

본 논문은 도시 내의 선형공원녹지 보행환경 개선 등의 도시의 다양한 , 
방면에서 시행되어 온 관련 정책과 기법들을 분석 및 통합하여 적합한 도
시지역의 탐방로 모델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탐방로는 도시라는 입지와는 모순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접근성이 좋은 도시 내의 자연자원과 도시 어메니티를 활용한 도시 
내의 탐방로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 탐방로가 새로운 , 
탐방로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도시탐방로에서는 도시탐방로의 . 
구간 중 시가화지역을 지나는 구간들이 탐방로의 조성 시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구간들로 인해 전체적인 탐방로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 
으며 따라서 도시탐방로의 질 향상에 시가화지역 구간이 유의한 영향을 , 
미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시탐방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가화지역
을 지나는 탐방로 구간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 하고자 하였고 이를 면밀히 ,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탐방로인 서울둘레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둘레길의 계획과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현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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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탐방로 조성의 주요 가치 및 원칙을 바탕으로 하
여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설계의 ,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서울둘레길의 시가화지역을 지나는 탐방로 구간을 입지 유형에 따
라 분류하였고 각 탐방로 공간의 세부연접공간 인접도시시설 녹지형태, , , , 
포장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설계 과정에서는 앞서 도출한 설계의 고려사항과 현황 분석 결과를 토
대로 하여 도시탐방로 조성의 기본원칙을 도보여행 공간으로서의 관점과 
연속적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앞의 내용들을 사. 
례 대상지에 적용하여 도시 탐방로 공간의 설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
안하였고 제안된 설계 사항은 설계 고려사항의 검토를 적용하였다, . 

본 연구는 탐방로의 도시 탐방로가 자연자원 및 농어촌 산촌에 위치한 ·
탐방로와 다름을 인지하고 시가화지역을 지나는 탐방로 구간을 중심으로 , 
도시 탐방로에 대한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탐방로 도시 탐방로 시가화지역 탐방로 서울둘레길: , , , , 
탐방로 설계 도시 탐방로 설계, 

학  번 : 2014-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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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걷기 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었고 지‘ ’ 속적인 이동수단이다 이러한 걷기. ‘ ’
는 거주공간 업무공간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통근 쇼핑 등, , 
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동을 위한 걷기뿐만 아. 
니라 산책 트레킹 도보여행 등의 걷기 라는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 , , ‘ ’
하는 여가를 위한 걷기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도보. 
관광1)이라는 기존과 다른 유형의 관광형태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에 , 
따라 길 이라는 는 기존의 이동통로 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 ’ open space ‘ ’
의 공간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공간들이 대, 
부분 광역의 도보탐방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보탐방로는 지난 . 2007
년에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이 개통한 이래로 둘레길 구불길 해파, , 
랑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생겨났으며 최근에도 한반도 전체를 순환하는 ,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계획하는 등 도보탐방로에 
대한 계획과 조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여 년 동안 . 10 530
여개의 도보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으며2) 이는 도보여행 혹은 더 넓은 범 , 

1) 도보관광은 길을 따라 자연적 혹은 문화적 자원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걷는 형태의 관광이라 

고 정의되고 있다 정철 박태영 노경국 장용운.( · · , 2010; , 2013)
2)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에 조성된 도 ( , 2010) 「 」 「

보여행길 체계적 관리 추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털, ( , 2013), 」
등에 따르면 년에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의 개 노선으로 (www.koreatrails.or.kr) 2007 2

시작하여 년 월 기준 전국 약 여개의 도보 코스가 생겨난 후 전국 지방 자치단체 2010 3 100

또는 민간단체에서 나름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조성한 길이 년 월 기준 전국 개2013 7 595

로 년여 만에 배 가까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여개의 길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3 6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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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장거리 걷기 를 위한 길 을 조성하는 유사형태의 사업들이 단기간에 ‘ ’ ‘ ’
얼마나 급속하게 확대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길 조성사업 의 양적인 확산은 세 가지의 이슈를 지니고 있‘ ’
다 첫 번째는 도보여행을 비롯한 장거리의 걷기는 완전히 새롭게 나타난 . 
유형의 여가활동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활발했던 등‘
산 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등산문화에서 비롯된 대중적 수요가 컸다는 ’ , 
점이다 월간 마운틴과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두 달에 한. 
번 등산하는 사람은 약 만 명이고 서울의 경우 세 국민 중 약 1,886 19~59

가 월 회 이상 산을 오른다고25% 1 3) 하며 수도권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 
경우는 연간 만명의 등산객이 찾고 있다고 하는800 4) 등 등산은 국내의 가 
장 대중적인 야외 여가활동이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등산 활동은 대부분 탐승 보다는 알피니즘 의 성격‘ ’ ‘ ’
에 가까운 정상 정복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었고5) 이로 인해 도시근교의 , 
산이나 국립공원을 포함한 유명 산들에서는 이용객 과다 유입으로 인해 
주요 탐방로 및 종주 능선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6)

걷는 길 사업 구상 당시 정상정복 위주의 등산활동에서 산의 부 능선 7… 
이하로 이용활동공간을 변화시켜 산림지역의 정상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과
연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사업은 시작되었다 예상치 못한 제주 올. 
레의 선전으로 착실히 준비 중이던 지리산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걷는 

음을 알 수 있다. 
3) 월간마운틴 김선미 산악문화도시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 한울아카데 ; , 2013, - , 『 』

미 에서 재인용, p.19
4) 김선미 산악문화도시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 한울아카데미 , 2013, - , 『 』
5) 탐승은 사전적으로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님 을 의미한다 알피니즘 은 영국의 등산 ‘ ’ . (alpinism)

백과사전 에 따르면 눈과 얼음에 덮인 알프스와 같은 고(Encyclopedia of Mountaineering) “
산에서 행하는 등반 이라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산에 도전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국내에서 ” . 

산의 이용행태는 년대 중반 이후부터 탐승목적을 탈피한 알피니즘 성격의 산지여행이 1920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조선과 만주 에 나타난 조선 산악 인식 박찬모. ( ) ( , 朝鮮及滿洲『 』
및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참조2012) 55 ( , 2012) .『 』

6) 윤정준 새로운 개념의 국내 첫 장거리 도보길 지리산길 한국관광정책 제 호 , 2008, “ ” , 32 ,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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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에 대중적 관심이 증가되었다7).

또한 노령화나 여성 등산인구의 증가 등으로 등산의 유형이 기존의 정
상 정복형의 등산 활동에서 보행활동 중심의 가벼운 산행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8) 이에 맞추어 산림청에서는 년부터 노인 장애인, 2008 , , 
어린이 등의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활동 중심의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 목
적인 산림체험문화체험숲길을 조성하였다9). 

국내 광역도보탐방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지리산 둘레길은 정상부의 
생태계 훼손을 줄이고 등산에서의 신체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하여 산 둘
레를 수평적으로 걷도록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길이며 여기에서부, 
터 현재의 둘레길 개념이 시작되었다 즉 도보탐방로들은 국내의 정상 정. 
복형의 등산 활동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 야외 여가활동인 등산의 대안 또는 새로운 유형, 
으로서 기존의 등산객뿐만 아니라 비 등산객들의 유입을 통해 급속한 성
장을 이룬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의 길 조성사업은 대부분 관에서 주도하였으나 민간에서

의 욕구 또한 상당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요의 충족이라는 합리적인 . 
명분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몇몇의 성공사례가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각종 길 조성사업, ‘ ’
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도보여행길 신드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
길 중 제주 올레길은 서명숙을 비롯한 사단법인 제주올레 라는 민간단체‘ ’
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길의 조성까지 시행하였으며10) 지리산 둘레길의 경 

7) 정휘 녹색길 추진현황과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 2011, , , . p.64.「 」
8) 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등산객의 가 워킹 위주의 가벼운 산행에 참여한 2003 “ 95%

다 고 응답하는 등 등산 활동 유형이 고산 등정 암벽등반 등의 산악활동 중심에서 능선종” , 

주 근교 산림탐방 등의 보행활동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등산지원기본계획 , .「
산림청 참고: 2007~2017 ( , 2007) p.20 .」

9) 산림청 산림문화체험숲길 조성계획 산림청 , 2008, , 「 」
10) 제주올레 검색일 , http://www.jejuolle.org/?mid=81 (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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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년 생명평화탁발순례를 시작으로 하여 제안되었던 순례길, 2004 11)이 정
부의 정책과 맞물려 현재의 지리산 둘레길로 구체화되었다 관악산 둘레, . 
길 또한 년 설립된 관악산 둘레길 찾기 동호회에서 시작되었는데 다2008 , 
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약해 등산로를 걷지 못하는 등산 취약계층이 관악
산을 즐길 수 있도록 걷기 편한 둘레길을 조성코자 시민들이 모여 길을 
걸으며 시작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유사 사업에 관심이 , 
있던 관악구와의 교류가 이뤄지면서 관악산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었다12). 
대구 올레길은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대구녹색소비자연대라는 시민단2007 , 
체에서 시민의 보행권과 관련하여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천국의 날‘ ’, ‘ ‘ 
등의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그 시초이다13). 

이와 같이 도보탐방로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바탕으로,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에서 지역 경제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수많은 탐방로 조성사업
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탐방로 조성사업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 
받는 사업이며 조성 후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만족한다는 평을 듣고 , 
있다 이는 주로 시행주체가 정부부처와 지자체로 이루어진 국내의 탐방로 . 
조성사업들이 관에서의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의 
적절한 수요가 뒷받침되었다 할 수 있으며 성공사례의 경제적 효과 효율, , 
적인 조성비용 등과 더해져 탐방로의 급속한 양적 확장에 기여했다.

세 번째는 정상 정복형 등산 문화의 대안이자 민간에서의 걷기에 대한 
수요로서 조성되었다는 합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탐방로 조성사
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성된 많은 탐. 
방로들은 실제로 탐방로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
지게 한다. 

11) 생명평화 지리산 둘레길 검색일 , http://jirisantrail.kr/?page_id=596 ( : 2016.07.26).
12) 김정은 커버스토리 관악산길 발굴한 사람들 누구나 쉽게 산 즐기길 서울 , 2016.01.01., ‘[ ] “ ”, 
신문,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2013005

13) 대구올레길 검색일 , http://www.daeguolle.org/ (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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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중 일부는 실행사업비 지원 없이 해당길에 대한 길 이라는 ‘OO ’
타이틀 부여방식의 선정사업인 경우도 있다 걷는 길 사업의 본래 취지. … 
와 목적에 맞게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건강한 길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주체에 따라 조성된 길이 한정되면서 사업범위 및 내용… 
의 차별화라기보다는 사업대상지역의 차별화를 통해 내길 네길 하며 ‘ ’, ‘ ’ 
길에 대한 이상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길에 대한 헤게모니. … 
를 길사업의 진정성이나 내실 있는 사업의 지속성 확보보다는 양적 확대로 
이해하는 것 마냥 보일 때도 있다.14)

국내의 탐방로 조성사업은 대부분 길이 없던 곳에 새롭게 길을 내는 것
이 아니라 기존에 길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하여 노선의 지정과 일부 구, 
간의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최대한 기존의 길을 활용하고 정비를 .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원칙으로 알려지면서 시설조성보다  

를 생성하는 것을 중시하다보니 계획과정에서 노선선정만이 이루‘route’ , 
어지고 실제로 이용객이 경험하는 세부적인 탐방로의 환경에 대해서는 고
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탐방로 조성사업이 각광받으면서 지
자체 주도로 지역 내를 순환하는 완결적 성격의 탐방로가 활발하게 조성
되고 있는데15) 대부분 환형으로 노선을 모두 연결하려다 보니 탐방로로, , 
서 활용되기에는 질이 낮은 구간들이 기형적으로 연결되는16) 등 전체적으 
로 탐방로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는 일반적 탐방. 
로의 입지인 자연자원이 발달한 농 산촌 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탐방로·‧
들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도시 내의 광역 탐방로들은 대부분 도시화로 . 
인해 우수한 자연자원이 부족하며 광역탐방로의 연결 노선 상 불가피하게 , 
노선에 포함되는 시가화 지역 구간 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간들이 탐방로 ‘ ’ , 
조성사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년 이후 일련의 유사한 조성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탐방2007

14) 정휘 녹색길 추진현황과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 2011, , , . pp.65-66.「 」
15) 위의 논문 . p.65.
16) 윤정준 걷는 길 조성 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 , 2013, Trail , p.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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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들이 양적 증대만큼 질적으로도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
었다 특히 관련 길들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도 지자체의 주도로 유사한 탐방로 조성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도, 
시 내의 탐방로들이 탐방로로서 충분한 질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개의 광역시를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의 주도로 도6
시 내 전역을 광역적으로 연결하도록 조성된 광역 탐방로가 서울특별시의 
서울둘레길 인천광역시의 인천둘레길 대전광역시의 대전둘레산길 대구, , , 
광역시의 대구올레 울산광역시의 울산어울길 광주광역시의 빛고을산들, , 
길 부산광역시의 부산갈맷길 등으로 계획 조성되어 있다 도시 전체를 둘, . ‧
러서 조성되는 도시의 광역 탐방로들은 대부분 그림 과 같이 도시의 < 1-1>
외곽을 두르는 환형의 탐방로로 조성되며 완결된 로 조성되지 않더, Loop
라도 광역의 연결된 탐방로 노선을 조성코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 
분의 탐방로는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조성되는데 도시라는 입지에서는 대, 
규모 면적의 자연자원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기 어려워 장거리의 노선을 연
결하기 위해서 도시 내에 분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녹지들을 활용하였다. 
이의 경우 연결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탐방
로 노선은 불가피하게 도시의 시가화지역을 지나게 된다.  

그림 < 1-1 형태의 도시내 광역 탐방로왼쪽부터 서울둘레길 빛고을산들길> Loop ( , , 
대전둘레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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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연자원은 도시개발과 도시민의 많은 이용 등으로 훼손되어 왔
고 따라서 국립공원 등의 야생의 자연자원들에 비해 탐방객들의 흥미를 , 
유도할 수 있는 매력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마저도 연속되어 있. 
지 않아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탐방로 구간들이 탐방로 코스에 산재해 있, 
는 경우 전체적인 탐방로 코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일례로 . 
서울 둘레길의 경우 완주자 설문조사 결과 북한산 관악산 등의 주요 탐방, 
자원인 외사산을 지나는 코스에 비해 하천구간 공원구간 등의 비중이 높, 
은 코스 코스 코스3 , 6 , 7 17)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림 < 1-2 서울둘레길 코스별 만족도조사> 18)

결국 많은 탐방로 조성 사업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례들의 형
식만을 답습하고 조성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
한 상황이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탐방로 조성사업의 시작. 
점으로 여겨지는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의 경우 기본적인 입지가 , 
도시와 거리가 먼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탐방로 조성 시에도 ,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계획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성 과정에서 도시·
라는 입지환경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7) 장 절 참조 2 1 .
18) 서울시 서울둘레길 운영보고서 내부자료 , 2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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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광역도보탐방로들은 이렇듯 여러 상황으로 인해 다른 탐방로들
보다 탐방로의 질적 향상이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 . 
내에 조성된 장거리 탐방로로 인해 자연자원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
며 비교적 연속적으로 자연자원을 통과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조성되었, 
다는 점에서 도시의 광역 탐방로를 통해 자연 녹지에 대한 도시민의 높은 , ·
요구를 일부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는 도시 내의 광역 탐방로가 도보 여. 
행길로서 뿐만 아니라 근린 보행 공간으로의 기능과 그보다 더 복합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선형의 연결된 녹지 공간으로서도 활용 가능함을 시사
한다. 

한편 강화의 나들길이나 제주 올레 등은 지역의 관광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 도심 가운데 조성되는 인천 녹지축 . 
둘레길은 시민이 생활속에서 언제나 찾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19)

서울의 산은 지리산과 같이 엄청난 자연성이 없지만 서울을 감싸고 있으면
서 시민이 쉽게 동네 뒷산처럼 찾고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 둘. … 
레길은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과는 달리 도심의 탐방로로서 서울시민의 , 
생활의 일부로 여가와 휴양의 길 건강을 지키는 길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 , 
어야 하며 지역성을 반영하여 특성화 지점이 전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 
다.20)

위와 같이 도시지역의 탐방로들은 다른 지역의 탐방로들과는 다른 관점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대도시 내의 광역 탐방로는 대중교통 등의 활용. 
으로 접근성이 훌륭하며 도시 내의 다양한 용도를 지닌 주변 맥락과 연계, 
하여 복합적 공공공간으로 조성되는 등 새로운 도시의 인프라로 활용 가
능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탐방로 조. 
성사업에서 명시되는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최소한의 정비만 시행‘
한다 는 주요한 원칙에 따라 조성당시에는 산림녹지 내부를 지나는 탐방로 ’

19) 권전오한이채 인천 생태탐방로 노선설정및 조성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2010, , .「 」‧
20) 김원주강규이유영민김혜리 서울둘레길 관리 운영 방안 서울연구원 , 201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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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오히려 도시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탐방로구간들은 탐방로 조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멀
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탐방로의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탐방로구간
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내 광역 탐방로 조성 시 크게 고려. 
되지 않았던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구간들은 현재 대부분 탐방로 조성 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탐방로를 걷는 , 
사람들에게 불편을 느끼거나 지루해하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유도하고 결, 
과적으로 탐방로 전체의 질이 떨어진다고 인식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 
므로 이러한 구간들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자연자원과 밀, 
접하게 연결된 탐방로들의 조성원칙 조성방법 등과는 분류의 유형이나 방, 
안이 달라야 한다 도시지역을 지나는 탐방로구간은 광역 탐방로 내의 일. 
부 구간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도시의 어메니티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공공 녹지공간이 될 잠재력이 크고 도시의 복잡한 , 
환경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탐방로가 접하는 도시의 세부적인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시 내의 선형공원녹지 보행환경 개선 등의 , 
도시의 다양한 방면에서 시행 되어 온 관련 정책과 기법들을 분석 통합하·
여 적합한 도시지역의 탐방로 모델을 찾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의 세부. 
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보편적인 탐방로의 개념과 환. , 
경 도시탐방로의 개념 및 관련 사례를 탐색하여 도시탐방로의 분석의 틀, 
을 도출하고 도시지역의 탐방로 조성과 유사한 선형공원녹지들의 조성 사, 
례들을 분석하여 도시탐방로 설계의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 
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 구간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황의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사례 분석과 시가화 지역 구간의 현황분. , 
석을 토대로 설계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둘레길의 시가화지, 
역 구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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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과 범위 2.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서 대도시 전체를 광역적으로 지나는 광역 도
시 탐방로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둘레길 이다 서울둘레길 ‘ ’ . 
중에서도 조성 및 관리의 주체가 다른 코스 북한산구간 는 제외하고 코8 ( ) , 1
스 코스에 해당하는 탐방로를 주요 대상으로 한정하며 보다 직접적인 ~7 , 
분석 대상은 그림과 같이 서울둘레길의 코스 코스 중 시가화 지역을 지1 ~7
나는 탐방로 구간으로 정한다.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서울둘레길로 지정된 탐방로 공간을 대상으
로 하며 공간 활용 및 주변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탐방로 양측의 연, 
접공간과 인접한 도시시설 탐방로 위에 조성된 녹지 공간 편의시설 등을 , , 
포함하도록 한다. 

그림 < 1-3 연구의 대상인 서울둘레길 시가화지역 탐방로 구간> 



- 11 -

연구의 구성3.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및 구성, 

▼

. Ⅱ
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사례

! 탐방로의 개념과 탐방로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특성 고찰

! 국내 광역 
도시탐방로
의 특성과 
시사점 고찰

! 서울둘레길의 
관련계획 및 
사업내용 
분석

▼ ▼

! 탐방로 계획과 조성의 
주요 원칙과 가치 도출

! 현황의 문제점 파악

▼
! 분석의 틀 도출

▼
! 도시탐방로 사례 분석

▼
! 설계의 고려사항 도출

▼

. Ⅲ
서울둘레길의 
현황 분석

! 서울둘레길의 시가화지역 구간의 유형별 종합 분석

▼

. Ⅳ
서울둘레길 
시가화지역구간 
개선방안

! 도시 탐방로 계획의 원칙 제시
! 대상지 계획안 및 세부 구간 설계안 제시

▼
. Ⅴ

결론
! 연구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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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4. 

탐방로 특히 광역 탐방로 도보관광 걷기여행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 , , 
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계획 단계의 연구임초롱 이정2000 , ( ·

수 장용운 도지윤 외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도보, 2012; , 2013; , 2016)
여행의 동기 및 이용행태 김승리 김혜영 노경국 최병길 이영( · , 2014; , 2011; ·
관 탐방로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제시 김도형, 2011), ( , 

정재희 최진아 외 윤정준 탐방로 시설에 대2013; , 2010; , 2013; , 2013), 
한 평가 신선미 변병설 등 다양한 관점에서 탐방로에 대한 연구가 ( · , 2015) 
진행되었으나 탐방로의 구간을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 연구는 아직 미비
한 실정이다. 

도시지역 탐방로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행환경 가로설계 그린웨이 , , 
등 도시 내에서 걷는 길 의 조성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과 계획 등에 관련‘ ’
한 연구 또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보행환경 및 가로설계 등과 . 
관련한 연구와 담론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박병주 는 보행, (1978)
자를 위한 도로가 가장 건전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의 오픈스페이스이자 도
시생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양동양 김성광 은 서, · (1985)
울도심의 주요가로의 보행행태 및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박희은 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례 를 중. (2015) “ ”
심으로 물리적 보행환경과 보행자들의 행태를 조사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위한 보행환경 구현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여경 외 는 미국의 통합, (2014) ‘
가로 정책과 통합가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Complete Streets)’ 
국내의 가로공간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린웨이. 
에 관련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양석우 등 은 그린웨이 , (2007)
변천과정에 대한 문헌조사 조성된 그린웨이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그린웨, 
이 계획체계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계획체계를 이루고 있는 물리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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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 하위계획의 연계 운영체계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 · , 
함을 도출하였다 정혜진 외 는 외국의 그린웨이 사례를 통해 그린웨. (2007)
이의 분류기준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그 유형을 도출하여 국내에 적용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도보여행과 관련된 광역 탐방로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 보행의 기능이 있는 도시 내 선형, 
자원을 대상으로 분석 계획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또한 진행되어 왔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도시 내의 광역탐방로를 중심으로 . 
고찰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관련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계획과정을 다루, 
는 연구였다 따라서 도시 내의 광역 탐방로 구간들 중 시가화 지역을 지. 
나는 구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로설계 그린웨이 등 다양한 선형공원, , 
녹지의 기법들을 활용하여 그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구가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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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사례. Ⅱ

도시 탐방로의 개념1. 

탐방로의 개념과 담론1.1 

탐방로의 정의1.1.1. 

최근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조성된 길 들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명확‘- ’
하지 않다1) 이 길 들이 광의적으로 길 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이 용어가 . ‘- ’ ‘ ’
정의하는 공간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나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길의 , 
개념2)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보다 세부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종류의 길에 대하여 이미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국
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길에 대해 등의 용어를 사용, trekking, trail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은 오지탐험 모험 등 장거리 . trekking , 
걷기보다 더 활발하고 격렬한 신체활동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현재 논의되, 
는 도보여행길 광역탐방로 등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닌 용어는 트레일, 

이라(trail) 3)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의 트레일은 명사로 자국 자취 . ‘ ’, ‘ ’, 
오솔길 등의 의미를 동사로는 느릿느릿 걷다 자취를 따라 뒤쫓다 등‘ ’ ‘ ’, ‘ ’ 

1)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도심 트레일 개발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2012, , , p.31.「 」
2) 길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로 사전적 의미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동 또는 운송 등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관광의 측면에서도 길은 여행지와 여행. 

지를 연결하는 통로로 대중관광에서의 길은 이동의 공간일 뿐이었다, .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961400 . 

3) 김기원 숲길 계획의 개념적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 2009,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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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4) 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트레일은 주로 관 
광의 성격이 강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키피디아 영문판, (Wikipedia) 
에서는 이라는 단어가 도시에서의 탐방부터 시골지역 국립공원 등‘trail’ ‘ , 
을 탐방하기 위한 길 강이나 도로를 따라서 걷는 길 사이클 승마 크’, ‘ ’, ‘ , , 
로스컨트리스키 등의 다양한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길 장거리의 걷기’, ‘ , 
여행 등을 위해 지정된 길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인다’ .5) 

기존 연구에서는 가 트레일을 목표지점 으로 Douglass(1975) “ (objective)
가는 안전하고 적합한 통로를 제공하는 수단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트레” , 
일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길과 달리 이용자에게 심미적 반응을 유도하
기 위하여 비스타 독특한 지점 다채로운 환경 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 , , ”
다.6) 또한 는 트레일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 중  Douglass . 
국내의 광역 도보탐방로는 단순한 휴양활동보다는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 · ·
다양한 자원의 탐방을 주제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 자연트레일Douglass

개념과 유사하다(natural trail) . 

표 의 트레일 분류 < 2-1> Douglass(1975)
김기원 의 연구에서 재인용* (2009)

내부 트레일
(interior trail)

휴양단지 내에서의 이동통로를 의미하며 안내 표지판 등으로 신속한 이, 
동을 지원한다.

외부트레일
(exterior trail)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일어나는 휴양활동 공간으로 설계된 길을 의미한다. 
목적에 따라 하이킹 트레일 승마 트레일 사이클 트레일 등이 있으며 이 , , , 
중 하이킹 트레일은 비스타와 미적 지점을 이용하여 심미적 즐거움을 주
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자연트레일
(natural trail)

지질적 생물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있는 장소 로 이용객들을 안내하, , , ‘ ’
며 보통 주제가 있는 루트를 의미하고 각 특성은 해설가 사인시설 팜플, , , 
릿 전자기기 등으로 설명된다 자연 트레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걷, . ‘
는 길 로 여기에 적용되는 계획과 설계의 원칙들을 다른 형태의 트레일에’
도 적용 가능하다.

  

4) 네이버 영어사전 ,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34a8a5cd50b04be2b38c53819356

검색일9b64&query=trail ( : 2016.04.12).
5) 검색일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Trail#Walking_trails ( : 2016.04.14.).
6) Douglass, R. W., 1975, Forest Recreation, 2nd 김기Ed, Pergamon Press, pp. 184-194;

원 숲길 계획의 개념적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재인용, 2009, , , p.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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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심리학자 는 에서 트Benton Mackaye ‘The Appalachian Trail'
레일은 차가 없는 길 마음의 길 발견의 길 로 트레일에서 걷는 것 자“ , , ” , 
체가 특별한 경험이라 하였으며7) 스위스 연방정부에서는 숲길의 분류에, 
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경관 문화 관광 등의 특징이 두, , 
드러지는 장소들을 접하며 역사적인 노정이 포함된 길을 트레일이라 정의
하고 있다.8) 

트레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워킹투어 를 얘기할 수 있는데(walking tour) , 
이에 대해 는 년대에 이라는 유럽과 북미에서 시Tracey 1960 volksporting
행되었던 운동 동호회 네트워크의 분파 형태인 에서 파생되volkswalking
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풍치지역이나 역사지역을 자유롭지만 조직적인 형, 
태로 걷는 행위라 정의했다.9) 이는 가 관광의 목적 이외에도  walking tour
레저 운동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유도가 높으나 조직적인 형태, , 
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국외에서 트레일과 관련된 조성사업에서의 트레일에 대한 개념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Jubenville, A., 1976, Outdoor recreation planning, Philadelphia [etc.] : Saunders
8) 김기원 Bundesamt fur Strassen ASTRA, 2007, Qual itaetsziele Wanderwege Schweiz; , 

숲길 계획의 개념적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재인용2009, , , p.15 .「 」
9) Tracey C. R., 1997, Walkabout; Walking tours are a way to see the world, at your 

최병길 슬로우 투어리즘의 만족과 재방own pace, the Environmental Magazine; , 2011,「

문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 p. 15 .」



- 17 -

표 국외 트레일 조성 사업에서의 트레일 개념< 2-2> (trail) 
박희용 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2009)

미국
National Trails 
System10)

도시와 시골 모두의 지역에서 가능하고 풍치 역사 레크레이션 등을 주, , 
제로 야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공공의 접근, 
이 높은 탐방로

뉴질랜드
Walkways11)

공유지와 사유지를 포괄하여 조성되며 야외활동의 즐거움 자연의 아름, , 
다움 역사 문화의 향유 등을 목적으로 안전하고 막힘없이 도보를 통해 , ·
교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

호주
Walking 
Tracks12)

국립공원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다양한 난이도로 국립공원을 탐
방할 수 있는 도보 길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13)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보도로 단순한 등산과 달리 이용객들이 쉽고 즐, 
겁고 안전하게 자연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접할 수 있는 관찰로

영국
National 
Trails14)

도보 자전거 승마 등을 이용하여 자연경관 교외지역 등을 향유하는 장, , , 
거리 루트

프랑스
Randonnee15)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신체를 단련하며 자연을 향유하는 도보용 도로, 

이와 같은 은 국내에서 대부분 탐방로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trail ‘ ’ . 
탐방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탐방이란 어떤 사실이나 소식 등, “
을 알아내기 위하여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거나 명승고적 등을 구경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16)을 의미하고 탐방로는 탐방을 위한 길을 의미한다. 
학문적으로 박석희 는 탐방로를 관광의 측면에서 차량이용 없이 도(2000)
보 자전거 카누 스키 등을 이용하며 관광지 내부에서의 이동 통로로 활, , , 

10) National Park Service,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trailssystem/index.htm 

검색일( : 2016.03.24).
11) New Zealand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0/0032/latest/whole.html#DLM209923 

검색일( : 2016.03.24).
12) Department of Conservation, 

http://www.doc.govt.nz/parks-and-recreation/things-to-do/walking-and/tramping/ 
검색일( : 2016.03.24).

13) 서재철 도카이 자연보도 에서 배운다 한겨레 , 2005.10.25., ‘ ’ , 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15175.html
14) 검색일 National Trails, https://www.nationaltrail.co.uk/the-trails ( : 2016.03.24).
15) 검색일 Wikip dia, https://fr.wikipedia.org/wiki/Randonn e_p destre ( : 2016.03.24.).é é é
16) 네이버 국어사전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92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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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거나 관관자원들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17)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길 자체가 관광 탐방 등의 활동의 직접적인 대상 공간으로서 언급,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올레길 둘레길 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 
로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탐방로 라는 용어가 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하지‘ ’ trail
만 영어로 표기하는 트레일을 실제로 현장에서는 탐방로라고 부르는 경우, 
가 많으며18) 대부분의 유사사업에서 대상공간을 탐방로라 지칭하는 경우, 
가 많은 점19) 걷는 여행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 및 문화경관을 체험할 수 , ‘
있는 의도적으로 조성되는 길 이란 의미를 보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 ’
점에서 대상공간에 대하여 탐방로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

17) 박석희 옮김 관광과 공간변형 서울 일신 Ashworth, G. J, Dietvorst, A. G. J; , 2000, , : 『 』

사
18) 김기원 숲길 계획의 개념적 기법에 관한 연구 , 2009, , p.14「 」
19) 서울둘레길의 경우도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기본설계보고서 서울시 에서 서울둘 ( , 2011)『 』

레길을 탐방로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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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에 대한 담론과 고찰1.1.2. 

걷는다는 것은 단지 걷는 행위로만 끝나지 않는다 특히 작심하고 걷는 행. 
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롯되기도 하고 또 걸음과 동시에 보기와 듣기라, 
는 다른 지각을 원한다 걷기 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행위이다 그래서 . ‘ ’ . …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공간에 대한 연구로 나갈 수밖에 
없다.20) 

탐방로라는 하나의 는 걷기 라는 행위와 매우 깊은 관련이 open space ‘ ’
있다 특히 최근에 조성되었던 수많은 길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길의 역. 
할이었던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이동통로의 기능 없이 오로지 그 길을 , 
걷는 것만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본 논문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었던 . 
좋은 탐방로 환경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탐방로 공간에서 행해지, 
는 주요한 행위인 걷기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걷기여행의 개념이 확산되기 전에도 도시에서는 걷고 싶, ‘
은 거리 의 조성 등의 정책 사업이 진행되며 기존의 차량중심적인 도시계’ ‧
획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일례로 년 진. 1983
행된 잠실지구 도시설계는 김광중 에 의하면 가로의 쾌적성 장소(2010) “ , 
성 식별성 이미지 보행자 체험 등이 중요한 도시설계 목표 로 표방되며 , , ,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었다.21) 또한  1997
년에는 서울특별시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조례 가 제정되었‘ ’
고 년과 년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등 이후에도 1998 2004 ‘ ’
도시의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적 제도적 시도는 계속되었다, . 
이는 도시에서 걷기 에 주목한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 ’ .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걷기는 과거부터 관심이 지속되어 왔던 일상적 환
경에서의 걷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심혜련 구경꾼을 위한 도시 공간 또는 산책자를 위한 도시공간 걷기의 재발견 , 2010, ,‘ ’「 」
심포지엄, p.7

21) 김광중 올레길 걷기 열풍의 도시설계적 함의 환경논총  , 2010, , 49, p.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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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의 위상은 삼십 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다 자크 라카리에르. … 
는 오늘날에 걷는다는 것은 신석기시대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선구자“
적 이라고 말한다” .22) 콤포스텔라 순례 길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꼼꼼한  … 
조직까지 갖추어 상당히 인파가 붐비는 장소가 되었다 걷기에 대한 현. … 
대적 상상은 행복한 편이다 이제는 오히려 여가나 휴가와 관계되니까. .23)

정보화 사회에서야 말로 기계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진짜 값비싸고 가치있는 정보전달의 창구가 되는 것이라고. 
특별한 목적 없이 혼자서 길을 걸을 수 있는 산보 야말로 제일 잘나가는‘ ’ ,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품목 또는 활동영역의 하나가 되었다고 많은 ‘ ’ . … 
도시인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목적없이 혼자서 이리저리 산보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 되었다 오늘의 걷기는 중세도시의 걷기와 다르. … 
다 오늘의 산보는 근대화 초기 도시의 산보와 다르다 세기 후반에 산. . 19 ‘
티아고 가는 길 과 제주 올레길 이 성공할 리 없다 그것은 철저히 세기’ ‘ ’ . 20
말과 세기 초의 산물이다21 .24)

걷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근 통학 쇼핑 . , , 
등 일상에서 볼일을 보기 위한 걷기 목적통행 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이나 ( ) , 
즐거움을 위한 걷기 여가통행 이다 올레길의 경우는 후자로서 올레길의 ( ) . , 
도시열풍이 도시설계에 주는 과제는 여가적 걷기의 열망을 도시의 일상으
로 불러오는 일이다.25)

위의 언급처럼 올레길 둘레길 등으로 대표되는 탐방로를 걷는 것은 걷, 
는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야만 한다 최근, . 
에 유행하고 있는 걷기는 현대에 새롭게 나타난 문화이며 과거의 이동을 , 
위한 수단이었던 걷기와는 다르다 따라서 탐방로 공간은 도시계획 하에서. 
의 보행환경개선과는 성격이 다른 탐방로로서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는 , , 

22) 심혜련 구경꾼을 위한 도시 공간 또는 산책자를 위한 도시공간 걷기의 재발견 , 2010, ,‘ ’「 」

심포지엄.
23) 문신원 옮김 느리게 걷는 즐거움 서울 북라이프 David Le Breton; , 2014, , : .『 』
24) 송도영 도시문화 연구방법으로서의 걷기 걷기의 재발견 심 , 2010, Urban Field Walk: ,‘ ’「 」

포지엄.
25) 김광중 올레길 걷기 열풍의 도시설계적 함의 환경논총  . 2010,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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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객들의 동기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최근 걷는 길 조성사업이 활발해지고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이나 옛길과 같이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길들에 안내리본을 붙이지만 
도시근교의 유원지 산책로를 만들 듯 데크포장만 한다고 길이 완성되는 것
이 아니다 느리고 여유로운 삶의 향유 내적 자기성찰 건강한 삶 등. ‘ , , ’ … 
은 도보여행자가 여행과정 및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갖게되는 여행편익으
로 걷는 길에서 제공해야 할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26)

한국 사회도 선진국에서 걷기가 유행인 것과 마찬가지로 걷기가 필요한 시
점이 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빠른 것만 쫓아가는 단계에서 느림과 비움과 . 
침묵의 성찰 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한다 걷기 붐은 정신 활동에 지친 현대. 
인들이 육체적 활동으로 균형을 맞추고 속도 조절할 시점이 됐다는 증거, 
이기도 하다 후진국에서는 걷기가 레저나 취미활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다.27) 

위와 같이 최근의 도보여행 또는 장거리 탐방은 걷기라는 일반적 신체
활동을 넘어서 정신적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국내의 대. 
표적인 도보여행길인 제주올레길과 지리산둘레길의 경우 제주올레길은 
제주올레에서 평화와 행복과 치유의 특권을 누리라“ ”28)고 하며 지리산둘, 

레길은 사람과 생명 성찰과 순례의 길“ , ”29)로 소개되어 있다 도보여행이 . 
성찰 치유 순례 등의 정신적 활동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 , 
는 대목이다. 

도보여행자의 동기와 목적 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올레길을 중심으로 도보여행의 동기에 대해 연구한 박영하 현용. ·
호 는 제주올레길의 주요 방문 동기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자연과 트(2009)
레킹이라는 새로운 관광패턴의 결합이었으며 기존의 관광 동기와 달리 자, 
기사색 자기정화 자기성취감과 같은 요인들이 주 동인으로 나타났는데 , , 

26) 정휘 녹색길 추진현황과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 2011, , , .「 」
27) 박정원 내가 걷는 이유 명사 인에게 길 을 묻다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 2015, 10 ‘ ’ , : , 『 』–

p.31
28) 제주올레 검색일 , http://www.jejuolle.org/?mid=18 ( : 2016.05.17).
29) 지리산둘레길 검색일 , http://jirisantrail.kr/?page_ id=596 (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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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보여행만의 독특한 속성이라 하고 있다 정휘 는 지리산둘레. (2011)
길 도보여행자의 여행동기와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지리산둘레길 방문의 , 
가장 큰 동기가 지적 미적 추구 동기로 가장 일반적인 여행동기인 휴식· /
도피와는 차이점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성취감이나 모험을 즐기기 위해. ‘
의 요인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등산행동에서 관찰되는 체력증진과 ‘

관계되는 동기와도 다름을 확인하였다.30)

표 < 2 장거리 걷기의 동기 및 기대요소-3> 

장거리 걷기의 동기 및 기대요소

자아탐색 휴양 체험 성취 건강체력‧
증진사색 자아성찰, 

치유 여유, , 
탈일상

자연체험, 
지역문화탐방

모험 완주, 

이와 같이 걷기에 대한 저명한 저서나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현대
에서 나타나는 열풍적인 걷기 는 이전의 이동을 위한 걷기와는 분명 다르‘ ’
며 표 과 같이 신체활동을 통한 자아성찰 사색 자연체험 지적 미< 2-3> , , , ·
적 추구 성취 여유 등의 정신적 활동과 연관이 있음을 보인다, , . 

탐방로 이용객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탐방로 조성주체
들은 다양한 환경의 탐방로를 계획 조성해왔는데 이에 대하여 정휘, (2008)‧
는 국내외의 광역탐방로 계획요소를 연구하여 탐방로 조성주체들이 탐방
로 이용 측면의 야외휴양체험 기회제공 과 생태보호 측면의 자연자원 보‘ ’ ‘
호 라는 두 개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31) 

국내의 주요 탐방로 조성사업 또한 조성 원칙과 조성 방안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탐방로 이용의 동기와 배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
을 볼 수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조성주체에 따라 다양한 목표와 원칙을 지. 
니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연 역사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체험 기회의 제공‧ ‧
을 가장 주요한 조성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해당 자원의 효율적 관리 또한 , 

30) 정휘 녹색길 추진현황과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 2011, , , .「 」
31) 정휘양병이 광역 탐방로 노선설정을 위한계획요소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 2008, , 36.5, 「 」‧

pp.35-41.



- 23 -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도보여행의 가장 큰 특성이라 할 수 있. 
는 자아성찰 사색 등과 관련한 정신적 편익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탐방‧
로에 대한 소개나 목표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국내의 탐방. 
로 조성사업이 대부분 공급자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관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사업들의 추진 원 
칙과 목표 및 주요 조성 방안을 살펴본 결과 탐방로 환경의 주요 가치 및 , 
원칙은 다음과 같이 대상지의 특성 반영 탐방로의 특색 있는 경험 제공, , 
탐방로 체험의 연속성 제공 보행환경의 질 향상 길 찾기에 대한 가독성 , , 
확보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국내 탐방로 조성사업의 조성 원칙 및 방안< 2-1>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많은 탐방로 조성사업들이 탐방로 걷는 ‘ =
길 이라는 인식 하에 걷는 것이 가능한 를 지정하고 조성 과정에서 ’ Route , 
대부분의 물리적 공정을 노면정비 데크 포장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는 탐방로 조성 시 탐방객에게 정신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 
경험을 제공하기보다 걷기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현대인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민들에게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은 새롭고 특수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이와 같은 환경의 탐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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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조성사업 당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시민들
에게 만족스러운 탐방로 공간이 조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 
리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탐방로들은 도시의 녹지 내를 지나는 탐방구
간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구간들이 존재하는데 이, 
러한 구간들은 탐방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탐방로 환경에 대한 불만족, 
단조로움 등의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에 시가지에서 보행자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 
있던 길이므로 걷기에 대한 편의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 실행 ,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시 내의 탐방로가 . 
탐방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성 당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시가화 지역구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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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현황1.2 

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특성1.2.1 

사실 도시 탐방로라는 개념은 다소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탐방로. 
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 올레길을 고안, 
하고 조성하였던 서명숙이 가파른 속도의 도시에서의 삶에 지친 이들이 
올레길에서 치유 받을 것32)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탐방로를 걷는 것은 일
종의 탈도시 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산림학자인 ‘ ’ . 

도 저서 에서 은 첫째 도시Benton Mackaye Appalachian Trail Trail “ , 「 」
와 차가 없는 길 둘째 마음의 길 셋째 발견하는 길 이라 하였다, , , , ” 33) 이. 
와 같이 탐방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외부지역에 조성되어 왔다 물론 역. 
사문화탐방거리 상업거리 등 도심의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탐방로들, 
은 존재해 왔으나34) 이러한 탐방로들은 도시 내의 특정지역을 지나므로  
길이가 짧은 편이며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걷기 자전거타기 등의 야외 레, , 
크레이션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걷기를 통해 자아성찰 사색 등의 정신적 활·
동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탐방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탐방로 조성과 관련하여 주요 참고 사례로 소개되는 국외의 장거리 탐
방로들도 대부분 도시 외의 지역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인문자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경우도 도시가 아닌 전원마을을 중심으로 조
성되어 있다.35) 국내에 조성된 많은 탐방로들 또한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생태탐방로 숲길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 , 

32) 서명숙 제주올레여행 놀멍 쉬멍 걸으멍 북하우스 , 2008, , .『 』
33) 정휘 에서 재인용 Jubenvile, Alan, 1976; , 2013, p.62
34)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덕수궁거리 등이 있으며 국외에는 등이 있다 Boston freedom trail .
35)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 캐나다의 웨스트 코스트  (Camino de Santiago), 

트레일 존뮤어 트레일 을 세계 대 트레일이라 일컫(The West Coast Trail), (John Muir trail) 3
는데 이 중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과 존뮤어 트레일은 노선 중간에 마을이 없어 야영 취사, , 

를 기본으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백패킹을 해야 하는 등 완전히 도시와 격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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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관련된 탐방로 조성사업들을 살펴보면 표 와 같이 대부분 중심관, 4
광대상이 생태관광임을 알 수 있다.

표 국내 부처별 탐방로 조성사업의 개요< 2-5> 

조성사업명
칭

조성주체 유형 및 개념
중심관광

대상

생태문화
탐방로

환경부
(2007)

생태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도보중심의 길이며 탐방로 탐방잠재가치에 따라 탐, , 
방진입로 탐방지원로연결로 로 구분된다, ( ) .

생태관광

산림문화
체험숲길

산림청
(2010)

국민의 자연체험활동 수용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숲
길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길로 수평적으로 조성하는 장
거리 도보길이다.

생태관광

그린로드
농촌진흥청

(2009)

농촌어메니티자원을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우수 농촌정통테마마을을 테마에 따라 
연계한 길이다.

농촌관광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문화체육
관광부
(2010)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스·
토리로 엮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보중심의 길로 
주요탐방자원에 따라 문화형역사형 예술형 생활형( , , ), 
생태형 복합형 문화형 생태형 으로 구분된다, ( + ) .

문화 생태·
관광

해안
누리길

국토해양부
(2010)

해안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 관광길을 목적으로 조성한 길이다.

생태관광

명품
녹색길

행정안전부
(2010)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려 관광자원화한 길로 지
역공간 체험형 자연 친화형 도심생활문화형 트레킹길, , , , 
명상 사색형으로 구분된다· .

지역 생태·
관광

위의 조성사업들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탐방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
급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명품녹색길 중 하나의 유형인 도심생활문화형
으로 도심 외곽 둘레길 도심내 강변 호수 문화거리 등 도시민이 손쉽“ , , , 
게 방문할 수 있는 산책형길 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경우도 명품녹” . 
색길 조성사업의 하위개념이며 세부적인 조성원칙이나 도시환경에서의 탐
방로 조성에 대한 계획 설계 방안에 대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결국 탐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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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라는 공간과 도시 라는 입지환경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 ‘ ’
며 즉 도시 탐방로 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님을 알 , ‘ ’
수 있다. 

그러나 탐방로에 대한 도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탐방로
의 하나의 유형으로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탐방로들이 고려되기 시작
하면서 도시 내 또는 도시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탐방로들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미국의 . National Trails System36) 중 하나의 유형인  National 

는 도시에서 접근이 쉬운 지역에 다양한 야외활동을 목Recreation Trails
적으로 조성되는 탐방로를 의미하며,37) 현재 여개가 넘는 탐방코스가  1000

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랑도네 중 하National Recreation Trails . 
나의 유형인 PR(Petite Randonnée)38)은 도시 외곽의 자연지역 역사문화, 
지역 등의 비교적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대, 
표적으로는 파리 도시탐방 랑도네 가 있고 점차 마(Randonnée citadine)
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리옹 보르도 등 프랑스의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고 , , , 
있다39) 이러한 경향은 순수하게 장거리를 걷는 목적보다는 일에서 일. 3 4
정도의 걷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랑도네가 선호
되고 있으며40)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지방에 집중적으로 , 

36) 은 년 제정된 에 의해 조성된 국가 National Trails System 1968 National Trails System Act
풍치탐방로 국가유적탐방로 국가휴양탐방로(National Scenic Trail ),  (National Historic Trail), 

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National Recreation Trail) .

   National Park Service, http://www.nps.gov/nts/legislation.html
37) 정휘 양병이 광역 탐방로 노선설정을 위한계획요소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 , 2008, , 36.5, 「 」

pp.19-20.
38) 프랑스의 광역탐방로인 랑도네 는 프랑스 랑도네 연맹 에 의해  (Randonn e) (FFRandonn e)é é

지정되며 일반적으로 도보랑도네를 일컫지만 최근에는 자전거 스키 말 등의 다양한 레크, , , 

레이션을 즐기기도 한다 랑도네는 길이 입지 등에 따라 일 이. , GR(Grande Randonn e, 10é
상 소요되는 장거리이며 프랑스 전역을 지나는 랑도네길), GRP(Grande Randonn e de é

일 소요되는 중장거리이며 주로 순환형코스 약 pays, 2~3 ), PR(Petite Randonn e, é
의 하루가 소요되며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코스10~20km ), E(Itin aire é
유럽의 국가들을 잇는 코스 등으로 구분된다Europ en, ) .é

   FFRandonn e, http://www.ffrandonnee.fré
39) 양건석 유희연 프랑스 랑도네 활성화 프로그램 고찰을 통한 한국의  · , 2013, (Randonn e) 「 é

걷기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프랑스학논집 , 82, p.375.」
40) 유희연 양건석 프랑스 문화 파리 랑도네 안내서 를 통한 도시문 · , 2014, : (Topo-Gu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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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의 랑도네가 설치되었던 것에 비해 년대에 들어서서는 박물관 2000
및 미술관 도시공원 등 도시문화를 탐방하는 도심형 랑도네 프로그램이 , 
개발되고 있는 것41)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탐방로의 일반적 개념에 따라 도시 탐방로 는 모순되는 특‘ ’
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최근 접근성이 좋은 도시 내의 자연자원, 
과 도시 어메니티를 활용한 도시 내의 탐방로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 탐방로가 새로운 탐방로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 
수 있다.  

그림 보편적 탐방로와 도시탐방로< 2-2> 

광역차원의 지역 탐방로 개발 시 그 하위단계의 계획으로 도시 탐방로
를 계획 조성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호주 주의 · , victoria trail strateg
y42)에서는 멜버른 의 지역 레크레이션 구(Melbourne) open sapce, trail, 
역 흥미로운 공간 대중교통 등을 연결하는 , , Metropolitan Trail 

라는 도시탐방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의 Network(MTN) . 
도시탐방로들은 도시 차원에서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계획으로 시행되며, 
도시의 경계 내부로 범위가 한정되고 지역의 보행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조, 
성되기도 한다 국내의 도시탐방로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 
조성된다.  

위와 같이 의 하위 개념 또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조성되National trail
는 도시 탐방로는 탐방로 라는 개념에 부합하여 자연자원 도시문화자원 ‘ ’ , 
등을 탐방하는 노선으로 선정되며 다양한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수용할 , 

화 탐방의 조형적 고찰 프랑스 문화연구 , 28, p.265.」
41) 양건석 유희연 프랑스 랑도네 활성화  프로그램 고찰을 통한 한국 · , 2013, (Randonn e) 「 é

의 걷기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프랑스학논집 , 82, p.371.」
42) Parks Victoria, 2004, Victorian Trails Strategy 2005-2010, The State of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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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러한 도시 탐방로가 기존의 역사문화탐방. 
로 상업거리 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많은 경우 산림 하천 공원 등의 , , , 
자연자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되고 기본적으로 소요시간이 하루 이, 
상인 장거리 코스로 개발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탐방로의 개념인 . 
탐방로가 탈도시 탈일상 의 성격을 지니면서 자연 속에서 걷는 것에 집‘ ’, ‘ ’
중했었던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즉 도시 탐방로는 탐방로에 대한 . 
도시민의 수요에 따라 의 하위개념 또는 지역계획 차원에National trail , 
서 조성되며 나타난 탐방로의 새로운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 내에 , 
입지하여 도시 어메니티를 수용하나 탐방로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도시 
내의 산림 하천 공원 가로녹지 등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탐, , , 
방로라 할 수 있다.

표 도시탐방로의 개념< 2-6> 

도
시
탐
방
로

보편적 탐방로의 특성

+
도시 입지적 특성

자연자원 중심
보행의 안전성편의성 추구‧

길 찾기와 가독성 제공
정신적 편익 제공

도시 어메니티 수용
도시녹지의 연결

인접 도시기능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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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 탐방로 현황과 고찰1.2.2 

본 장에서는 도시 탐방로의 시가화 구간에 대한 현황 분석에 앞서 현재
의 탐방로 환경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인하였는지 살피기 위해 국내의 도
시 탐방로의 조성 배경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의 도시 탐방. 
로는 대부분 지역계획의 차원에서 조성되었다 국내에서 제주올레길 지리. , 
산둘레길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래로 도보여행길이 다른 유형의 관광개
발보다 효과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의 많은 , 
도시들은 관광의 관점에서 광역탐방로들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 
광역탐방로들은 지리산둘레길 소백산자락길 북한산둘레길 등 탐방로가 , , 
지나는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우와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서, , 
울둘레길 등 도시의 전역을 지나도록 조성되는 경우로 나뉘며 특히 대도, 
시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인 도시를 대표하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 , 
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개의 광역시를 대도시, , , 6

라 할 수 있고(metropolitan) 43) 각 도시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도로 도 
시내 전역을 지나는 광역 도시 탐방로가 조성되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둘. 
레길 인천광역시의 인천둘레길 대전광역시의 대전둘레산길 대구광역시, , , 
의 대구올레 울산광역시의 울산어울길 광주광역시의 빛고을산들길 부산, , , 
광역시의 부산갈맷길 등이 그 예이다 각 길들의 명칭을 보면 광주광역시. 
의 빛고을산들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빛고, 
을산들길의 빛고을 또한 광주를 지칭하는 표현이므로 언급된 길들이 각 ‘ ’ 
도시를 대표하는 광역 도시 탐방로로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3)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특수목적으로 계획조성 중인 신도시이므로 대도시의 개념에서 제 ‧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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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배경 개발제한구역 제도1.2.2.1 –

각 탐방로의 노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탐방로가 해당 도시의 외곽을  
두르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해당 도시 인근. 
의 개발제한구역과 비교해보면 광역 도시 탐방로가 개발제한구역을 중심
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로의 특성을 , 
바탕으로 국내에 조성되고 있던 많은 탐방로들이 대부분 자연자원을 중심
으로 하여 조성되었던 흐름과 연관이 있다 즉 탐방로의 조성 당시 이용. , 
객의 특성상 탐방로가 탈도시성 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연자원을 ‘ ’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인데 개발제한구, 
역으로 인해 도시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산림자원이 되면서 도시를 두르는 
자연자원 중심의 도시 탐방로의 조성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 , 
도시 내에는 대규모 면적의 자연자원이 존재하기 어려우나 국내의 경우 
국토의 자연지형적 특수성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한 제도로 인하여 
국내의 대도시 주변에는 개발되지 않은 산림자원이 분포하고 있었고 이로 , 
인해 도시 내부에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도보 탐방로를 조성하
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정책적 배경 공원 녹지 서비스의 제공1.2.2.2 – ‧

한편 도시 탐방로는 다른 입지유형의 탐방로와는 달리 지역거주민들에, 
게 공원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각 지자체가 광역 도· . 
시 탐방로의 조성을 통해 지역자원의 홍보를 통한 관광활성화 뿐만 아니
라 도시의 공원녹지 측면의 관점에서 도시 녹지체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둘레길의 경우 서울둘레길 조성계획 . , 
이전에 외사산의 환상녹지축을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으며44) 인천, 

44)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계획 서울시 , 2006, (2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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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의 경우에도 그 시초는 인천시의 한남정맥과 기맥을 중심으로 하는 
자 모양의 녹지축을 생태통로 보행육교 등의 조성을 통해 능선의 길을 S , 

연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부터 출발한다.45) 부산갈맷길의 경우 걷고 싶 , 「
은 도시 부산 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그린웨이 타당성 검토 및 조성 기‘」
본계획 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부터 부산갈맷길의 조성이 본격적으(2010)’
로 논의되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의미의 광역 도보탐방로를 조성하기 전. 
부터 도시 인근의 자연자원에 대한 도시민의 탐방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유사한 여러 정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자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 ,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의 공원녹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예전부
터 지속되어왔다 서울시의 근교 큰산 활용방안 연구 에서도 서울시민의 . ‘『 』
위락수요가 증대되는데 반해 공원녹지가 이에 상응해서 확대되지 못한다
면 부득이 개발제한구역이 위락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
다.46) 이와 같이 대도시들은 도시 전체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개발 
제한구역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를 연, 
결하는 탐방로의 조성이 하나의 대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배경 유사 탐방로의 영향1.2.2.3 –

또한 각 탐방로들이 지나는 자연자원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산림자원 은 ( )
탐방로의 조성 전에도 도시민들의 근교 산행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었는
데 조성된 탐방로는 대부분 기존의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 대신 샛길을 , 
활용하여 산의 둘레를 걷도록 노선이 지정되었다 이는 조성 당시부터 성. 
공적 사례로 소개되었던 지리산둘레길의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산림청. 
은 정상정복형의 등산로로 인해 고지대의 산림생태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

45) 권전오한이채 인천 생태탐방로 노선설정및 조성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2010, , .『 』‧
46) 서울특별시 , 1991, ; Park designs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 Seoul , 設計事例集『 』

서울특별시, 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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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탐방 노선을 분산시키고자 수평적 탐방로인 
둘레길 을 고안하였는데 수평적 탐방로라는 점에서 남녀노소 이용이 쉽‘ ’ , 

다는 장점이 함께 나타났고 이 점에 주목하여 이후로 나타난 산림자원을 , 
활용한 탐방로들은 대부분 둘레길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대도시의 탐방로. 
는 주로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향에 따라 각 도, 
시 지자체들은 수평적 탐방을 강조하며 산의 둘레를 걷는 길을 조성하였
고 이는 도시의 탐방로들이 시가화 지역에 가깝게 조성되는 상황을 초래, 
하였다. 

국내 도시 광역탐방로의 특성과 시사점1.2.2.4 

즉 도시 내 특히 대도시 내의 광역탐방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도시, , 
의 자연자원에 대한 탐방 수요 충족 도보여행으로 인한 광역탐방로의 유, 
행 등 여러 배경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 
따라 도시의 경계를 따라 조성된 국내의 도시 탐방로들은 국토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정책 국내의 광역탐방로 조성사업들의 경향성 등이 중첩되어 , 
완결적인 고리 형태를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순환적 고리 형태는 탐방로 . 
노선 선정 시 선호되는 노선의 형태인데 왕복로 형식은 한번 통과한 지역, 
을 다시 통과해야 하여 지루한 감을 줄 수 있으므로 보통 회유식의 노선
형태를 설정하며 미국 국립공원과 국유림의 , self-guided nature trail, 
영국 자연보호청 등에서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47) 그러나 이의 경우 대부 
분 하루 이내의 단거리 코스의 경우를 의미하며 광역탐방로의 전체 노선
이 단일의 고리형 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48) 이러한 고리 형태 
의 광역탐방로는 이용객으로 하여금 가시적인 성취를 느낄 수 있게 하며, 

47) 국립공원관리공단 정휘 에서 재인용 , 1999; , 2008
48) 광역 탐방로의 경우 영국 미국 등의 사례에서는 일방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나타났으며 순 , , 
환형의 형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인다 광역 탐방로 노선설정을 위한계획요소 연구 정. (「 」

휘 양병이 참고·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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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완주의 욕구는 탐방로의 주요 프. 
로그램이 스탬프투어 가 되도록 하였으며 국내 대도시의 광역 탐방로 중 ‘ ’
서울둘레길 대전둘레산길 인천둘레길 대구올레 부산갈맷길 등에서 운영, , , , 
하고 있다 탐방로 완주의 성취감은 국내에서 성행하였던 등산의 정복형 . ‘
성취감 과 유사하다 볼 수 있으며 즉 도시 광역 탐방로의 완결적 고리 형‘
태의 노선은 이러한 배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완성형의 연결된 고리 형태를 추구하다보니 기형적 
연결구간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구간들은 대부분 도시의 시가화지역을 지, 
나는 구간이다 이와 같은 구간들은 탐방로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충족하지 . 
못한 채 연결되어 탐방로 전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일례로 서울둘레. 
길의 완주자를 대상으로 한 코스별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코스 코, 8 , 1
스 코스 등은 각각 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 2 27.2%, 20.9%, 17.4%
로 보이는데 그에 반해 코스 코스 코스 등은 각각 7 , 3 , 6 3.7%, 4.7%, 

로 낮은 선호도를 보인다 여기서 비교적 낮은 선호도를 보인 코스6.2% . 7 , 
코스는 시가화지역구간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코스의 경우는 안양천코3 , 6

스로 하천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다 이와 같은 세 코스는 외사산을 . 
중심으로 조성된 서울둘레길에서 다른 코스에 비해 비교적 탐방자원의 매, 
력이 떨어지며 둘레길을 걷는 이용객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떨어진 자연 ,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취하길 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코스에 비해 선호도
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스의 경우는 시가화지역구간의 비중이 . 2
높으나 주요 탐방자원인 용마 아차산의 산림자원이 훌륭하여 높은 선호도·
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도시탐방로의 시가화지역 구간은 도시탐방로 전체의 환경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도시 탐방로의 조성 시 도시의 . , 
주요 자연자원을 연결하고 탐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 시가화지역의 , 
탐방로 구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가화지역의 . 
탐방로 구간은 도시라는 입지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탐방로 
구간으로 탐방로 이용객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환경은 아니다 하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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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지역의 탐방로 구간은 도시와의 접근이 가장 좋고 시공 등의 과정에, 
서 생태계 보호 등의 제한사항이 적으며 녹지오픈스페이스 등 연계 활용 , ·
할 수 있는 도시어메니티가 인접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용이한 개선이 ,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도시 탐방로가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하나의 ,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따라 시가화지역의 탐방로 구간을 중심으로 도시 
탐방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도시탐. 
방로 계획 시 시가화지역 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서울둘레길의 계획과 사. 
업내용을 고찰하여 도시 탐방로의 계획 실시설계 조성 당시 탐방로의 시, , 
가화 지역을 지나는 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이로 인하여 ,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36 -

서울둘레길의 관련 계획 및 사업 내용 분석1.3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의 개요1.3.1 

서울시는 서울 두드림길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성곽길 서울둘레길 서울, , 
자락길 생태문화길 한강 지천길 등의 가지 탐방로 개 노선 총 연장 , , · 5 , 197 (

을 계획하고 조성해왔다1,302km) .49) 서울둘레길은 가지 탐방로 중 하나 5
로 산길과 하천길을 연결하여 서울시의 둘레를 잇는 탐방로이며 년, 2009
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여 서울둘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 를 수행하였‘ ’
고 년 월 완공하여 개방되었다, 2014 11 . 

서울둘레길은 총 연장 총 코스의 길로 수락산 불암산 용마157km, 8 , , 
산 아차산 고덕산 일자산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 관악산 봉산 앵봉, , , , , , , , , 
산 북한산 도봉산 등의 서울시 외사산을 주요 탐방자원으로 하였으며, , , 
안양천 불광천 탄천 성내천 등의 하천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둘레길 , , , . 
코스는 장거리 도보길로 각 코스의 길이는 최소 에서 최장 12.7km

이며 하나의 코스를 완주하는 데에 대체적으로 시간 시간이 26.1km , 5 ~10
소요된다.50) 

년 월 완공된 이후 개월만에 완주자가 명을 넘었고 전구2014 11 3 1000 , 
간 개방 개월만에 완주자가 만명에 달할 정도로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22 1
대표적인 탐방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 
결과51) 약 는 서울에 거주하며 약 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80% 15%
나타나 전체 완주자의 약 가 서울 및 수도권의 시민이다 이는 제주올95% . 
레길이나 지리산둘레길과 같이 완전히 일상에서 벗어난 여행객들이 주 이
용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대부분이 지역 거주민이며 지역민들의 여가와 복, 
지 공간으로 서울둘레길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 

49) 김원주 서울둘레길 관리 운영 방안 서울연구원 , 2014, · , .『 』
50) 서울특별시 서울둘레길 , , http://gil.seoul.go.kr/walk/course/dulae_gil.jsp
51) 서울시 서울둘레길 운영보고서 서울시 내부자료 , 2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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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둘레길은 전체 완주자의 약 가 서울둘레길에 전반적으로 만족88.4%
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52).

그림 서울둘레길 및 한양둘레길의 노선도< 2-3> 

그러나 서울둘레길 정비사업은 계획 당시 경쟁력 있는 관광트레킹 발 
굴과 녹지연결망 구축 역사 문화 자연생태 체험 및 학습의 장을 시민에게 , · ·
제공하고자 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었는데53) 현재는 보행로 라는 단, ‘ ’
일 기능만을 수용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의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탐방로 . 
구간들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
나 대부분의 시민활동은 산림 또는 공원 내의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구간이 도시의 . 

52) 년 서울둘레길 운영보고서 서울시 에 따르면 서울둘레길 만족도 설문 결과 2015 ( , 2015)『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로 응답자의 0.2%, 0.5%, 10.8%, 58.1%, 30.3%
가 만족하는 수준이며 불만족하는 경우는 로 매우 낮다88.4% 0.7% .

53) 서울시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기본설계보고서 서울시 , 2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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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컨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서, 
울둘레길의 사업내용을 살피고 현황을 분석하여 서울둘레길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서울둘레길 관련 계획과 사업내용 고찰1.3.2 

서울둘레길의 형태가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서울시 도시기
본계획 년 의 공원 녹지축 구상에서인데 주생태축 광역 서울시 의 환(2020 ) , ( + )
상산림생태축과 관련하여 도시외곽 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연결“ , 
끊어진 환상산림 생태축의 연결 을 언급” 54)하여 외사산의 산림 생태축을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보였다. 

이후 년 정비계획 숲길로 하나되는 건강 2009 Green trekking circle -『
한 서울 만들기 에서 서울의 내사산과 외사산을 각각 연결하여 서울의 역』
사 문화와 자연생태를 트레킹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는데 이 때 직접· , 
적으로 현재의 서울둘레길과 유사한 의미의 사업이 계획되었다.55) 당시의  
노선계획을 살펴보면 북한산 수락산 관악산 등의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 , 
여 산의 정상부를 지나는 코스를 계획한 것으로 보아 현재의 둘레길 개념, 
보다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년 과 관련하여 생태축의 연결을 중점적(2020 )
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년부터 년까지는 사업시행을 위한 서울둘레길 기본 설계 용역2010 2011
이 진행되고 서울둘레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둘레길 사업. 
이 시행되던 시기 전후로 국내의 유사한 탐방로 조성사업들이 활발했으며, 
그린트레킹 서클 정비사업 에 비해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당‘ ’ . 

시에는 년 개방해서 큰 성공을 거둔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등2008

54) 서울특별시 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2006, 2020 , , pp.469-493.『 』
55) 서울시 정비계획 서울시 , 2009, Green Trekking Cir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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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걸을 수 있는 장거리의 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서울의 , 
자치구에서도 강동그린웨이 불암산 둘레길 등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 
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길 조성 사업들이 중. 
복 투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각각의 길 간의 연계가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둘레길 기본설계 보고서 에서, 『 』
는 최대한 기 조성된 길을 활용하여 서울둘레길을 연결하겠다고 강조56)하
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었던 길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코스를 설정하였
다 즉 서울둘레길 정비사업은 최대한 기존의 길을 이용하여 노선을 설정. 
하였으며 따라서 길의 조성보다는 길의 기능변경 및 정비사업이라 할 수 , 
있다.57) 실질적으로 서울둘레길이 현재의 모습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 
되는 기준 및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기본설계 「
보고서 와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서울둘레길 실시설계 도면에 따르면 서」
울둘레길에 물리적으로 행해져 둘레길의 현황에 영향을 미친 사업의 종류
는 크게 노선의 선정 노면정비 시설입지 정비 안내시설 설치 등으로 분, , , 
류되고 이는 서울시에서 분류한 숲길 하천길 마을길 등의 길의 유형에 , , , 
따라 차이가 있다.

56) 서울시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기본설계보고서 서울시 , 2011, , .『 』
57)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계획인 서울 그린트레킹 정비사업 과  「 」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기본설계보고서 에서 서울둘레길의 개념을 환경부의 생태탐방로 「 」

조성사업에서의 개념에서 참고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탐방로에 따르면 생태탐방로의 조, 

성을 기존에 길의 형태로 존재하나 자연체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지역에 프로그램과 1.
생태탐방을 위한 최소 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를 기능변경으로 과거에 길의 용도로 쓰였, 2.

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아 흔적만 남아있는 지역에 프로그램과 생태탐방을 위한 최소 시설

만을 설치하는 경우를 복원 기존의 유사시설을 정비하여 생태탐방로로 이용하는 경우를 , 3.

정비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둘레길의 경우 기존에 길의 형태로 존재하는 길을 자연체험로로 . 

정비하거나 등산로 등의 유사시설을 정비하여 이용하므로 서울둘레길 사업은 길의 기능변, 
경 및 정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환경부 생태탐방로 조성 운영 가이드북 참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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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개괄 내용 도식< 2-4> 

서울둘레길 코스 전체의 계획이 있는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기본설계 「
보고서 에는 코스의 선정 및 위의 각 사업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 」
데 서울둘레길은 서울시의 자연생태탐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었고 따라서 정비사업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구간은 외사산내의 탐방로, , 
숲길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둘레길 정비사업에서 숲길이 아닌 경우 소외. , 
되어 적절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에서는 마을길로 대표되는 시가화지역을 지나
는 탐방로구간에 그린웨이 를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58) 여기서의 그 
린웨이는 크게 시가지 도로 구간과 주택가 골목길의 두 가지의 경우로 구
분된다 시가지 도로 구간은 차선축소 등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수목식. 
재 벽면녹화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벽천 실개울 등의 친수공간을 도입하, , , 
거나 걷기에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개선한다는 등의 설계 지침이 
있다 또 주택가 골목길의 이면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조정하여 공간을 확. 
보하고 포장개선 벽면녹화 환경정비 등을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 , 
발 사업 시에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감축 등의 .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산림 내의 노면 정비로 치중되고 시, 
가화 구간의 경우 안내시설의 설치 등 최소한의 사업만 시행되는 등 보행

58) 서울시 정비계획 서울시 , 2009, Green Trekking Cir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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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둘레길은 외사산의 탐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탐방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는데 국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탐방, 
로조성사업의 계획과 원칙들의 경향성에 따라 현재와 같은 형태의 탐방로
가 설치되었다 도시라는 입지환경에서 서울둘레길의 완결성을 가지는 . 

형태의 노선은 불가피하게 마을길 로 대표되는 시가화지역 구간을 Loop ‘ ’
지나게 되는데 서울둘레길의 조성 계획 시 이 구간들에 대한 정비 방안이 ,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둘레길의 실시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노선 선정1.3.2.1 

노선선정의 경우 유사한 탐방로 조성사업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서울, , 「
둘레길 정비사업 기본설계 보고서 에 따르면 둘레길을 가능한 수평으로 , 」 ①
걷도록 조성 새길을 내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 ②
여 조성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조성 자연 역사 문화 체험이 가능하, , · ·③ ④
도록 조성하는 등의 조성 원칙을 내세웠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국내의 광, 
역탐방로 사업에서 강조해왔던 원칙과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서울둘레길. 
의 세부 코스 선정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서울둘레길의 세부 코스 선정기준, 
은 자연생태탐방로의 개념에 근거하여 산지단절구간의 연결을 가장 우선
적으로 적용하며 산지가 없는 경우 차선으로 하천길을 이용하고 하천길 , , 
전무구간인 경우 마을길을 연결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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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사산 둘레길의 노선 세부선정 기준 < 2-7> 

숲길

주택가 내외의 산자락길 이용300m① 
생태자연도 등급지 제외1② 

가능한 기존길 이용훼손 최소( )③ 
코스 시종점 역세권 설정④ 

특색있는 곳 탐방자원 유적지 을 ( , )⑤ 
경유

연결다리의 설치*

도로로 인한 산지 단절구간 연결① 
탐방객의 안전위험 발생지역② 

연결다리 설치 시 효과 큰 구간③ 

⇓

하천길
기존 양호한 하천 산책로 연결① 

생태자원 풍부 지역 ② 
⇓

마을길
하천길 전무구간 대체 연결① 
양호한 보도 및 가로수 길 선정② 

단거리 선정③ 

따라서 마을길의 경우 숲길 하천길의 연결이 어려운 구간에서 탐방로의 , 
연결구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탐방자원이나 주변, 
환경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 탐방객이 마을길을 걷는 경우 지루함을 느
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59) 또한 시가화지역 구간 중 일부는 길이가  

이상인 곳도 있으나 단거리 선정 등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노선을 1km 
선정하다 보니 구간을 통합하는 테마 등에 대한 고려 또한 미흡하게 되었
다.

노면 정비1.3.2.2 

노면정비의 경우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기본설계 보고서 에 각 노면의 「 」
현재 상태에 따라 유형이 분류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어떠한 정비가 시
행되어야 하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서울둘레길에서는 길에 . 
연접한 자원에 따라 숲길 하천길 마을길로 길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 , 

59) 서울둘레길 년 분기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비선호코스의 선정이유 항목 지루함 힘듬 2016 1 , , 

계단많음 표시불분명 환경안좋음 도로매연 위험 계단많음 등 중에서 지루함의 항목이 약 , , , , ,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자 인터뷰 결과 대부분이 마을길 또는 하천길이 60% , 

장거리로 이어졌을 경우 이러한 응답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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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기본설계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데 숲길의 경우 노면의 폭 상태 경사도 등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구체, , , 
적인 정비 방안이 제시된데 비해 하천길이나 마을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60) 하천길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별적인  
하천 정비사업에서 기 조성된 산책로를 활용하므로 노면정비와 관련된 정
비사안이 없으며 마을길의 경우에는 단기 중장기 정비계획이 제시되어 , ,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정비와 관련한 실제 공정은 목계단 및 목교의 설치 암절취 및 돌포 , 

장 노면정리 돌계단 정비 등이 있으며 대부분 숲길과 관련된 노면정비공, , 
정이다 각 자치구의 실시설계도면을 분석한 결과 마을길의 노면정비 및 . 
보도 폭원 등과 관련된 사업은 거의 계획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실시설계. 
당시 마을길에 대한 노면정비가 실시되었던 코스의 경우는 주거지에서 5
산림으로의 진입구간에 일부 조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마을길이라 통, 
칭되는 구간에 대한 노면정비는 미비하다 이는 서울둘레길 정비사업의 계. 

60) 서울시 내부자료 참고 

구 분 정비기준

노면침식 세굴· 데크로드 설치로 지형보존

노폭 확대 돌깔기돌포장 등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재료 선정 및 경계휀스( ) 

노면 주변 훼손 데크로드 설치 등 노면포장 구분 및 경계휀스 설치

노면 보행 불편 데크로드 설치 횡단배수로 설치 돌깔기돌박기 데크계단 설치, , ( ), 

단절구간 탐방로 단절구간 목교 등 설치

숲길 노면정비 기준

구 분 정비 유형

시가지도로
대로변( )

단기
보도포장 노후구간

걷기에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개선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
교차로 횡단보도 

구간
노후 볼라드 교체 또는 철거 등으로 편의제공

중장기 보도폭원 협소구간 차선축소 등으로 보행공간 확보

마을길 그린웨이 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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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면서 이미 포장되어 있는 시가지 구간 즉 마을길
의 정비사업이 차후로 미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마. 
을길의 경우 노후화된 보도포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
되고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재료와 디자인으로 구간에 대한 통일성이 
감소한다. 

   

그림 노후화된 보도포장 좌과 통일성 없는 재료와 디자인우< 2-5> ( ) ( )

시설입지 정비1.3.2.3 

서울둘레길의 시설설치 및 식재공사는 서울둘레길 기본설계보고서 에 「 」
서 정비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비사업을 시행한 
각 자치구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벤치 평상 등의 휴게시설을 제. , 
외하면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시설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산, 
림의 내부에 대규모 주택단지와 인접하여 기존에 많은 샛길 및 시설들이 
존재했던 곳이거나 근린공원으로 활용되는 구간이다 또는 각 자치구에서 . 
시행 계획이 있었던 녹지 서비스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둘레길을 따라 조성된 시설공간의 경우 그 입지와 조성목적 및 이
용행태 등에 따라 크게 산림 및 공원녹지의 입구공간 산림 등의 녹지 내 , 
대규모 시설공간 보행로 변의 휴게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공간, . 
은 둘레길을 걷는 탐방객에게 적절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



- 45 -

거리 걷기에서 탐방객에게 흥미를 발생시켜 지속적으로 걷기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로서 작용할 수 있다node . 

산림 및 공원녹지의 입구공간은 대부분 광장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벤치 또는 평상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한 경우 휴게시, 
설의 설치만으로 이루어진 휴게공간으로도 조성되어 있다 이 공간들은 녹. 
지자원과 도시가 접하는 경계공간으로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다양한 기, 
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가능하나 대부분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
다.

산림과 공원녹지 하천녹지 등의 녹지 내 대규모 시설공간은 체육활동을 , 
위한 공간이 다수를 차지하며 자원을 집중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탐방지, 
원시설이 일부공간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공간은 하천변 산림 녹. , 
지의 입구 부분 약수터 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 위치해 있다 서울둘, , . 
레길 조성 당시 노후시설들을 위주로 철거를 진행하였으나 새롭게 체육시, 
설을 도입한 경우도 많은데 이는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북한산둘레, 
길이 조성 당시 탐방로 주변의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다61) 여기에서 서울둘레길의 조성주체는 시민의 여가적 . 
활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탐방지원시설공간은 대부분 조망장소에 설치되는데 데크와 벤치 등으로 
조성되며 주위로 초화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코스의 근린공원 내에는 탐. 3
방로를 따라 등 식물을 탐방대상으로 하는 공간을 조성하Rose Garden 
기도 하였으나 탐방지원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특히 탐방로를 따라 연, 
계되어 있는 도시의 다양한 자원이나 녹지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가화지역구간의 탐방로에서는 비스타 시. , 
퀀스경관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을 알 수 , 
있다. 

보행로 변의 휴게공간은 벤치와 평상 피크닉시설 등으로 조성되며 일부 , 
공간은 주변에 초화나 관목류를 식재하여 휴게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였

61)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둘레길 기본설계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부자료 ,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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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실시설계도면을 분석한 결과 서울둘레길을 따라 조성된 휴게공. 
간은 대부분 산림자원 내에 조성되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공간, 
을 제외하면 도로변 등 시가화지역을 지나는 탐방로 구간에는 휴게공간이
나 체험공간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의 조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서울둘레길을 따라 조성된 시설공간< 2-8> 

산림 및 
공원 녹지·
의 입구공간

광장형

 

휴게형

 

녹지 내 
대규모 

시설공간

체육시설

  

탐방지원시
설

  

보행로 변의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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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설 설치1.3.2.4 

안내시설의 경우 서울둘레길 기본설계보고서 에서 안내체계 계획을 따, 「 」
로 시행하는 등 기준과 시행방식을 명확하게 알리고 있다 또한 서울둘레. 
길 전체 구간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디자인을 하여 서울둘레길에 대한 통
일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가화지역 구간의 경우 지주형 안내판의 설치. , 
보다는 전봇대 부착형 안내판 리본 노면 페인트 등으로 안내표지가 설치, , 
되는데 복잡한 도시환경에서의 가독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그림 가독성이 미흡한 안내표지의 사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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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1.4 

도시 탐방로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나 이미 국내
외로 이에 해당되는 탐방로들이 조성되어 왔다 특히 국내의 경우 도보여. 
행 열풍의 흐름 속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경계를 두르는 형태의 도
시를 대표하는 광역 탐방로가 조성되었으며 이용 또한 활발하다, . 

일반적으로 탐방로는 도시에서 벗어난 곳에서 이용객들에게 비스타 독, 
특한 미적 지점 다채로운 환경 심미적 즐거움 최상의 경관 등을 제공하, , , 
는 공간이다 그러나 도시 탐방로의 경우 한정적인 자연자원으로 인해 위. , 
와 같은 일반적 탐방로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우며 도시라는 입, 
지 환경 하에 지역공원 도시 커뮤니티 공간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수용해, 
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탐방로 특히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구간을 개선. ,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탐방로 조성 원칙과 방안에 덧붙여 도시 내 선형, , 
공원녹지의 다양한 조성 방안을 중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도시 탐방로와 유사한 개념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설계에서의 시사점을 , 
도출하기 위해 사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주요 탐방로 조성사업의 사. 
례와 선행연구 탐방로 걷기에 대한 담론 등을 바탕으로 탐방로 조성에서, 
의 주요 원칙을 기초로 하여 현재 국내 탐방로와 연구 대상지인 서울둘레, 
길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도시 탐방로의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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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시탐방로 분석의 틀< 2-9> 

분석의  틀
설정근거

주요 가치 및 원칙 현황의  문제점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도시적 맥락 반영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대상지의 특성 반영 획일화된 조성 방식

탐방로의 특색 있는 
경험 제공

비스타 시퀀스경관 주요 , , 
경관자원으로의 조망 등에 대한 고려 

미흡
휴게공간 체험공간 등 다양한 기능의 , 

공간 부족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탐방로의 특색 있는 
경험 제공

인접 도시시설 및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 부족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탐방로 체험의 
연속성 제공

통일성 없는 재료 시설물 및 식재, 

구간을 통합하는 테마에 대한 고려 
미흡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보행환경의 질 향상

불량한 노면 상태와 좁은 폭

불쾌한 도시환경과 밀접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길 찾기에 대한 
가독성 확보

복잡한 도시환경에서의 가독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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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탐방로의 사례2. 

본 논문에서는 도시 탐방로의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도시탐방로의 시가
화지역 구간을 중심으로 하여 개선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계에서의 .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례 분석에서 다양한 도시 내의 선형공원녹지의 
조성방안을 고찰하려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도시탐방로와 연계된 도시. 
의 그린웨이 시스템 선형공원 가로 등의 조성 사례를 분석의 대상 사례, , 
로 선정하였다.

싱가포르 과 세부 사례2.1 Park Connector System

싱가포르의 는 싱가포르의 그린웨이시스템Round Island Route(RIR) 62)

인 을 바탕으로 계획 조성되는 도시 탐방Park Connector Network(PCN) ·
로이다 은 년 처음 개념화되어서 년 . PCN 1990 1991 Garden City Action 

를 통해 본격적으로 계획되었다 오늘날 은 커뮤니티 공간Committee . PCN
이자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벌어지는 그린 코리더(Green 

로 진화해왔다Corridors) .63) 
은 싱가포르를 둘러 조성된 의 연속된 Round Island Route(RIR) 150km

로 은 년에 처음으로 개념화되었으며 년에 Park Connector , RIR 2011 2012
이 발표되었고 자연 문화 역사 레크레이션 공간과 커뮤니티를 함께 Plan , , , 

연결하는 기존의 로 조성된다PCN .64) 의 주요 조성목표는 첫 번째로는  RIR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공간들의 연결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매력적인 장

62) Kait W. Tan, 2004, A greenway network for singapor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6.1.
63) Singapore National Parks, 2016, Round Island Route of The Park Connector Network, 

보도자료.
64) Singapore National Parks, 2016, Round Island Route of The Park Connector Network,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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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프로그램을 탐방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다양하게 식재된 , 
자연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조성이다.65) 은 세 개의 코리더로 구성되어  RIR
있는데 현재 첫 번째 구간인 가 조성되고 Coastal Adventure Corridor
있다.

그림 < 2-7> 를 포함한 Round Island Route
싱가포르 Park Connector trail  

그림 < 2-8> Coastal Adventure Corridor
의 개념도  

보다 작은 단위의 로 싱가포르의 는 RIR trail Park Connector Central 
Urban Loop, North Eastern Riverine Loop, Eastern Coastal Loop, 

등의 개의 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Northern Explorer Loop 4 loop trail , 
각의 는 여러 도시 자원들을 경유하는 도시 탐방로이다Loop .66)

표 싱가포르 도시탐방로 사례< 2-10> 

탐방로 탐방자원

Central Urban Loop
역사적 건물 관상수 등의 자연자원 공공 정원 및 , ,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 

North Eastern Riverine Loop 역사적 다리 습지 등의 자연자원 공원 등, , 

Eastern Coastal Loop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 

Northern Explorer Loop 공원 우드랜드 등의 자연자원 등, 

*Singapore National Parks, Park Connector Network,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park-connector-network 

참고하여 작성

65) 위와 같음 .
66) Singapore National Parks, Park Connector Network,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park-connector-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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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각각의 도시 탐방로들은 공원 도시 내의 자연자원 뿐만 , 
아니라 역사적 건물이나 다리 커뮤니티 센터 등의 도시의 역사 문화시설, ·
도 또한 탐방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파크 커넥터는 각각의 연결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해 , Land Transport Authority, Traffic Police,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Town concil, Urban 

등 도시 정책에 관여하는 여러 부처들과 협조redevelopment authority 
하여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67) 또한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 
크 커넥터 사이의 연결구간 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Gap) .68) 
파크 커넥터의 계획 공간 유형에 따라 파크커넥터는 도시 내 수변 공간 ‘
주변 계획 유형 과 도시 내 기존 도로와 보행로 활용계획 유형 의 가지 ’ ‘ ’ 2
유형으로 나뉜다.69) 본 논문의 주요연구대상인 도시탐방로의 시가화지역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도로와 보행로 활용계
획의 가이드라인과 설계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년에 조성된 앙 모 키오 파크커넥터2002 (An Mo Kio) 70)는 Central 
의 일부 구간으로 비산공원으로부터 앙 모 키오 타운 공원을 Urban Loop , 

연결하는 도로 유보지에 계획된 그린웨이이며 로 비교적 길이가 짧, 1km
고 인접구간에 공공주택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선택되었다 이 구간에 대, . 
한 설계는 보행로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위의 원칙을 
적용하였는데 여유 폭이 넓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조경, 
공간으로 분리하고 여유 폭이 좁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하지 않고 조성하였다.

67) Kait W. Tan, 2004, A greenway network for singapor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6.1.
68) 위의 논문 .
69) 위의 논문 .
70) 이하의 내용은  Kait W. Tan, 2004, A greenway network for singapore, Landscape and 

를 참고함urban planning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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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싱가포르 분석< 2-11> Park Connector System 

분석의  틀 내용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 주거지와 인접한 탐방로에는 휴식 교류 등을 위한 작은 ,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함.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 조망점과 주요 탐방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 역사적 건물 다리 커뮤니티 센터 등을 탐방 자원으로 활, , 
용함.

! 야생조류의 먹이가 되는 열매의 교목이나 관목을 식재하
여 탐방로가 야생의 서식지로 기능하도록 함.

! 탐방로에 인접한 오픈스페이스가 있는 경우 탐방로와 오, 
픈스페이스에 대한 통합적인 설계를 진행하여 공간의 잠
재력을 높임.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 덥고 습한 기후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캐노피를 
형성하는 교목을 밀도 있게 식재함.

! 폭의 보행로 폭의 자전거도로 폭의 식1.5m , 2.0m , 2.0m 
재공간을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따라서 조성되는 탐방로, 
는 최소 의 폭을 기준으로 함5.5m .

! 도로와의 사이에 완충공간을 조성하여 시각적 청각적으, 
로 도로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함.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 휴식장소나 탐방로 경로에서 공원이나 주요 어메니티 자
원에 대한 거리와 위치 방향에 대한 안내 제공, 

 

그림 그린웨이의 현황  < 2-9> Ang Mo K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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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쿠버 그린웨이2.2. 

벤쿠버는 벤쿠버의 에서 그린웨이를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City Plan
으로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수립하였, 
다.71) 벤쿠버의 그린웨이는 전통적인 공원이나 수변의 오솔길에서 확장되 
어 도시 내의 다양한 공공가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 전역을 아우르는 , 
도시권 그린웨이 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그린웨이(City Greenways)

로 구분된다(Neighbourhood Greenways) .72) 즉 벤쿠버시의 그린웨이는  
단순한 도시 내의 녹도 네트워크가 아닌 공공가로의 연계시스템을 의미한
다. 

도시권 그린웨이는 벤쿠버의 모든 거주지로부터 도보 분 이내에 그린25
웨이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제공하고 , 
자연과 도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보나 자전거의 이용을 활
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73) 커뮤니티 단위 그린웨이는 도시권 그린웨이보 
다 규모가 작으며 지역의 공원 자연지역 역사문화지역 상업가로 등을 , , , , 
연결하고 지역커뮤니티가 조성에 참여하도록 한다, .74)

이와 같이 벤쿠버의 그린웨이 계획은 단순하게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
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의 도보 자전거길과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 ·
적 계획이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웨이 전담팀을 따로 구성하, 
여 그린웨이 도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인 , , 
사업 계획안을 수립한다.75)

벤쿠버의 그린웨이 사례로 에서부터 까지 연False Creek Stanley Park
결되는 도시권 그린웨이인 Comox-Helmcken Greenway76)를 고찰하고자 

71)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 김영현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 · · · , 2008,『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p.84.』

72) City of Vancouver, Greenways: Making Vancouver a more walkable, bikeable city,  

   http://vancouver.ca/streets-transportation/greenways-for-walking-and-cycling.aspx
73) 위와 같음 .
74) 위와 같음 .
75)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 김영현 · · · , 2008,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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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는 현재 개의 구역이 개발중이며 한 . Comox-Helmcken Greenway 2
개의 구역이 조성완료 되었다.

그림 < 2-10> Comox-Helmcken Greenway

이 그린웨이는 공원과 학교 커뮤니티센터 지역상권을 연결하며 보행, , , 
자 자전거이용자 휠체어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이용 가, , 
능하도록 조성된다 또한 정원과 가로녹지 등을 조성하여 심미적 경험을 . 
제공하며 다양한 휴게공간의 조성으로 커뮤니티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한, 
다.

그림 < 2-11> Comox-Helmcken Greenway Plan

는 그린웨이의 연접공간이 대부분 주거지Comox-Helmcken Greenway
역이므로 차도의 폭은 줄이고 보도의 폭을 넓히며 특히 이용자들의 보행, 

76) 이하의 내용은  City of Vancouver, Comox-Helmcken Greenway, 

를 참고함    http://vancouver.ca/streets-transportation/comox-helmcken.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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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널목구간에서 코너를 두껍게 조성하
고 횡단보도의 높이를 높여 보도와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철
저하게 자동차의 이용을 감소시키고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가 편리한 방
향으로 계획되었고 또한 그린웨이 연접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거주민, 
들을 그린웨이 개발에 참여시켜 커뮤니티 정원을 계획하고 조성하였다.

표 벤쿠버 그린웨이 분석< 2-12> 

분석의  틀 내용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 인근 주거지의 거주민들을 그린웨이 개발에 참여시켜 커뮤

니티 정원을 계획조성함.‧
! 공원과 학교 커뮤니티센터 지역상권 등을 연계함, , .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 기존의 교목들을 적극 활용하고 관목 정원을 개선함, .
! 주거지로의 시각적 차폐를 위해 교목과 관목을 추가적으로 

식재함.
! 건널목의 코너공간에 휴게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 공공예술 등을 이용하여 탐방로의 매력도를 향상시킴.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 노면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통일함.
! 탐방로 보행공간의 폭을 일정하게 조정함.
! 탐방로를 식별 할 수 있는 페인팅 또는 표지판 설치를 진

행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 차도의 폭을 줄여 보행로의 폭을 넓힘.
! 건널목 구간의 코너를 두껍게 조성하고 횡단보도의 높이를 
높여 보행에 대한 연결성 확보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등을 ,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

 

그림 < 2-12> Comox-Helmcken 
내 커뮤니티 가든Greenway

그림 < 2-13> Comox-Helmcken 
현황Gree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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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그스 가로2.3 (Prags boulevard)

프라그스 가로(Prags boulevard)77)는 오래된 산업지역들과 대형 아파
트 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가로에 대한 개선은 낡고 어수선한 ,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년에 . 2001 Kvarterløft of 

가 후원하고 코펜하겐시가 주관하여 리노베이션 설계공모를 Copenhagen , 
진행하였으며 가 당선되어 설계를 진행하였, Kristine Jensens Tegnestue
고 년에 완공되었다 공모전의 주요 컨셉은 특별한 장소와 다양한 활2005 . 
동을 제공하여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기능하도록 , 
만드는 것이었으며 성격상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표 프라그스 가로 분석< 2-13> 

분석의  틀 내용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인근 거주민이 참여함.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들은 적절하게 위치와 크기 기능, 
의 변화가 이루어졌음.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 인접한 오픈스페이스들을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가로와 
연결하여 배치함.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 포플러나무와 잔디 녹색 의자 등 연속되는 녹색 요소들, 
로 이루어진 가로를 조서함.

! 구간 전체에 동일한 흰색의 펜스를 활용하여 활동공간
들을 차폐 위요하거나 활동공간의 기능을 알려주는 안·
내 서비스 등을 제공함.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 보도와 도로는 볼라드로 구분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
보함.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등을 ,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 보행로의 표면과 꽝장 및 활동공간의 표면은 강한 그래
픽 패턴이 그려져 있음.

! 보행로의 가장자리로 녹색의 네온등이 연속적으로 설치
되어 있어 식별성이 높음, .

77) 이하의 내용은 프라그스 가로 Arkitekt Kristine Jensens Tegnestue, 2009, (Prags 「
호 환경과 조경Boulevard) , 252 , , pp.68-77.; 」 『 』 Arkitekt Kristine Jensens Tegnestue, 

를Prags Boulevard, http://www.kristinejensen.dk/Prags_Boulevard_p25.html 참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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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라그스 가로의 모습< 2-14> 

엘리콧 공원2.4 (BNMC-ELLICOTT PARK)

엘리콧 공원(BNMC-ELLICOTT PARK)78)은 Buffalo Niagara Medical 
의 다양한 병원 및 연구기관을 도시형 캠퍼스에 연결하는  Campus(BNMC)

약 길이의 선형공원이다 년 1km . 2006 Buffalo Niagara Medical 
가 개최한 공모에서 가 당선되었으며 Campus(BNMC) nARCHITECTS

년에 완공되었다2014 .

78) 이하의 내용은  David gamble·Patty Heyda, 2015, Rebuilding the American City: 

Design and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Urban Core,

   ( h t t p : / / n a r c h i t e c t s . c o m / w o r k / b n m c - e l l i c o t t - p a r k - 2 / , 
http://www.scapestudio.com/projects/buffalo-niagara-medical-campus-streetscape/, 

를 참고함http://www.bnmc.org/explore/ellicott-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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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엘리콧 공원 분석 < 2-14> 

분석의  틀 내용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 커뮤니티와 지역의 커뮤니티에 연계BNMC Allentown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 보행로의 각과 방향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험의 다양
성을 증진시킴.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 인접한 오픈스페이스들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가로와 
연결하여 배치함.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 구간 전제 보도의 포장 디자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 
널목 구간에도 동일한 포장형태와 보행폭을 적용시켜 , 
구간 전체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 벤치 등의 시설물의 디자인을 통합함.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 교목과 하층식재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간의 위요감을 
조성함.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등을 ,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 플랜터나 보도의 가장자리에 조명이 있는 볼라드를 설
치하여 가로의 가독성을 증가시킴.

 

그림 엘리콧 공원의 모습<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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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구스 리니어 파크2.5 (Tagus Linear Park)

타구스 리니어 파크(Tagus Linear Park)79)는 크게 강가의 모래가 퇴적
되어 만들어진 곳에 다목적의 공간을 제공하는 낚시꾼의 해변과 이 낚시
꾼의 해변 을 시가지 또는 자연지역과 연결하는 보행(Fishermen’s Beach)

 

표 타구스 리니어 파크 분석< 2-15> 

분석의  틀 내용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 이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낚시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지역 커뮤니티와도 연계함, .

! 대상지 주변의 자연 지역 산업 지역 주거 지역 등을 이, , 
어주는 가지 유형의 트레일을 조성함5 .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 기존의 자연 환경과 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둔 독특한 그
린웨이를 도입하여 이곳만이 가진 공간의 본질을 유지함‘ ’ .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 낚시터와 연게하여 오두막 피크닉 공간 폐타이어 놀이터 , , 
등의 다양한 놀이 공간을 조성함.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 구간의 보행로 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통일함.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 일부 구간은 나무 데크 길을 활용하여 통과가 용이하게 
함.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 나무막대기를 활용하여 식재 구역을 표시함.

79) 이하의 내용은 타구스 리니어 파크 호 환경 Topiaris, 2014, (Tagus Linear Park) , 317 , 「 」 『

과 조경 을 참고.』

로인 트레일(pedestrian trail)로 구성되어있다. 이 보행로는 6km길이의개
울, 배수로, 둑길, 수변의 제방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타구스 리니어 파크 내
에서는 낚시, 걷기, 사이클링등의 레져활동및 환경 교육이나경관감상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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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타쿠스 리니어 파크의 모습< 2-16> 

사례의 종합2.6 

도시탐방로의 시가화 지역 구간의 조성을 위하여 사례분석을 시행하였
다 시가화 지역 구간은 앞서 살펴본 대로 도시 내의 가로 환경과 밀접하. 
게 관련이 있으므로 사례분석 시 광역 도시탐방로의 일부구간 조성 사례, 
뿐만 아니라 가로를 활용하여 조성한 선형공원관련 사례 또한 중요 사례
로 선정하였다 관련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가화지역의 도시탐방로 구간 . , 
조성 시 노면의 포장 재질과 형태 식재패턴 인접공간과의 연계 등의 요, , , 
소가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앞에서 구성한 분석의 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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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계의 고려사항 도출< 2-16>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 인근 지역들을 연계함.
! 탐방로에 인근 지역의 용도에 적합한 성격을 부여함.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관리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함.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 기존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
! 기존의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 잠재력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적극 , 

활용함.
! 인접 시설 및 경관과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함.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의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 다양한 도시시설을 탐방  자원으로 활용함.
! 공공미술 거리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함, .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 노면  포장의 재료 및 형태와 노면의 폭을 통일함.
! 시설물 식재 등의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시행함, .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 시각적으로 분리함, .
! 보행로 완충공간 등의 최소한의 폭을 설정함, .
! 식재 등을 활용하여 그늘 위요감 조성 등 보행에서의 쾌적함을 , 

제공함.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 강한 그래픽 시설물 등으로 탐방로의 외부 또는 내부에서의 , 
식별성을 높임.

! 복잡한 도시경관과 조화로우면서 식별성이 높은 안내표지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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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의 현황 분석. Ⅲ

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 구간 유형 분류1. 

시가화지역 구간을 통한 코스 분석1.1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울 둘레길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둘레길이 연속적인 광역 탐방로로 기능하기 위하여 발생한 , 
일부 시가화구역의 구간들은 탐방로 이용객들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둘레길이 현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탐방로로서 . 
완결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가고자 한다면 시가화구역의 구간들이 충분히 , 
고려되어야 한다. 

시가화지역 구간의 구성에 따라 코스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각 코스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각 코스는 . 
코스내의 시가화지역 구간의 길이 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카, 
테고리로 분류된다.

(1) 시가화지역 구간의 수가 적고 각 구간의 길이가 짧아 시가화지
역구간이 해당 코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녹지 내 보행구간의 길이가 길고 시가화지역 구간의 수가 적지
만 길이가 긴 시가화지역 구간이 일부 존재하여 탐방로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시가화지역 구간의 수가 많고 길이가 길어 시가화 지역구간이 
탐방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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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림 코스 별 시가화 구간의 표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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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지별 시가화지역 구간의 유형 분류1.2 

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 구간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 및 
주요 토지이용에 따라 크게 주거지 상업지역 대로변 경작지로 나눌 수 , , ,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지역적 특성이 보이는 곳을 복합지역으로 특수한 , 
지역 특성을 보이는 곳을 기타로 하여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거지는 . 
입지 유형에 따라 산지형과 평지형으로 구분된다 앞서 살펴본 탐방로의 . 
사례분석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탐방로의 성격이 결정되며 또한 주변 ,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탐방로를 조성해야함을 파악하였으므로 탐방로가 , 
어떠한 지역에 설치되는가를 큰 기준으로 하여 탐방로의 시가화 지역 구
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서울둘레길의 입지유형별 시가화지역 구간 분류 모식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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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둘레길의 입지유형별 시가화지역 구간 분류< 3-1> 

유형 구간
구간 
길이
(m)

주거지

산지형

2.4 아차산 광나루역~ 480
4.3 우면산 사당역~ 630
5.1 사당역 관악산~ 660
7.3 불광천 봉산~ 500

평지형

2.2 신내어울공원 중랑캠핑숲~ 1,650
3.8 성내천 장지근린공원~ 450
3.9 장수공원 장지천~ 600
4.2 양재시민의 숲 우면산~ 370

상업지역
1.2 수락산 백운계곡 초입부 210
2.3 중랑캠핑숲 망우리공원~ 820

대로변
1.4 불암산 화랑대역~ 1,000
5.3 청룡산 관악산~ 800
7.2 월드컵공원 불광천~ 910

경작지 3.4 고덕산 샘터공원~ 690

복합
지역

주거지-
상업지역

1.3 수락산 불암산~ 930
3.10 탄천 수서역~ 480
5.4 관악산 석수역~ 440
6.1 석수역 안양천~ 630

주거지 경작지- 4.1 구룡산 여의천~ 500
도로 경작지- 3.2 광나루한강공원 고덕산~ 2,120
주거지 도로- 3.5 샘터공원 명일근린공원~ 320

대로변 경작지-
3.6 명일근린공원 일자산~ 520
3.7 일자산 성내천~ 1,820

기타

1.1 서울창포원 수락리버시티공원~ 380
2.1 묵천 강동아름숲~ 530
3.1 광나루역 광나루한강공원~ 1,370
3.3 고덕산 단절구간 160
5.2 낙성대공원 청룡산~ 160
6.2 안양천 구일역 안양천~ ~ 230
6.3 황금내근린공원 가양역~ 590
7.1 가양역 난지한강공원~ 1,720
7.4 봉산 앵봉산~ 340
7.5 앵봉산 구파발역~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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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 구간 현황분석2. 

주거지 산지형2.1 ; 

이 유형은 탐방로가 지나는 지역적 특성이 주거지인 경우에서 산림과 
가까이에 있어 경사지에 입지한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도로와 . 
건물 등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 다세, 
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 주거지이며 일부 경우 아파트단지가 조성되,  , 
어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다 탐방로의 저층 주거지 사이의 보차혼용도로. 
가 가장 주요하게 보이는 형태이며 지역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 
지역민과의 상충이 가장 크다80) 탐방로가 보차혼용도로인 경우에는 보행. 
로 내에 따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거주민이 주거지의 안팎으로 , 
조성한 작은 화단이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지나는 경우 가로수가 식재되. 
어 있으나 이로 인해 보도의 유효 폭이 정도로 좁아져 보행에 불편0.5m 
을 초래하기도 한다.

80) 서울둘레길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마을구간의 경우 지역민의 관점과 탐방로 이용객의  ; 
관점이 가장 상충되는 구간으로 민원으로 둘레길 노선 변경 요청이 들어오는 등 지속적으

로 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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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거지 산지형 유형에 해당하는 구간의 현황사진< 3-2>‘ ; ‘ 
구간 2.4 구간 4.3

구간 5.1 구간 7.3

해당 유형의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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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분석 < 3-3> 2.4 

구간 2.4

구간 
길이

480m

세부
연접
공간

주거지, 
공공시설학교( ),
도로 상업지역, 

인접
도시
시설

학교 지하철역, 

녹지
형태

관목띠녹지, 
열 가로수1 ,
열 가로수2

포장
형태

보도블럭,
아스팔트

기타
사항

-

구간 2.4.1 구간 2.4.2 구간 2.4.3

구간 2.4.4

구간 는 아차산자락에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지나는 탐방로로 주2.4
거시설은 대부분 저층주거지이다 서울둘레길 조성 전에도 아차산 등산을 . 
위한 주요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
는 상업시설이 발달해 있고 학교와 지하철역이 인접하고 있다 표 의 상, . < >
세구간 과 같이 주로 보차혼용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나 구간 2.4.1,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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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학교시설의 변으로 좁은 보행자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2.4.2
다 보차혼용도로의 특성상 탐방로 내에는 교목이 식재되지 않았으며 일. , 
부 구간 학교 변으로 관목 띠녹지가 식재되어 있다 주로 주거지와 학교 . 
등의 내부에 조성된 수목이 녹지경관을 형성한다 탐방로와 접하는 건물 . 
외벽이나 담장 학교 담장 등에 벽화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학교 담장에, , 
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탐방로의 환경과 지역 커뮤니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구간 현황분석 < 3-4> 4.3 

구간 4.3

구간 길이 630m

세부
연접공간

주거지 도로 나지, , 

인접
도시시설

아파트단지, 
지하철역

녹지형태
일부구간 
열 가로수1

포장형태
보도블럭,
아스팔트

기타사항 -
구간 4.3.2

 

구간 은 우면산자락에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지나는 탐방로로 주4.3
거시설은 대부분 저층의 다세대주택 형태이고 고물상 공업사 주차시설 , , , 
등으로 활용되는 나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구간 에서 . 4.3
전반적으로 보이는데 탐방로는 아스팔트 포장의 보차혼용도로이며 노면, , 
주차 되어 있는 차량 나지에서 자란 무성한 잡초와 덩굴 나지의 담으로 , , 
사용된 각양각색의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혼잡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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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분석 < 3-5> 5.1 

구간 5.1

구간 
길이

66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상업지역, , 
주거지

인접
도시
시설

사당동 백제요지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열 가로수2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

구간 5.1.1 구간 5.1.2

구간 은 관악산자락에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지나는 탐방로로 대5.1
부분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산지형 주거지 구간에 비해 건. 
물의 규모가 큰 편이며 주거지 내에 정원 등의 식재공간이 거의 없다 주, . 
거지 산지형 탐방로 유형 중 유일하게 구간 전체가 차도와 분리된 보도블; 
럭 포장의 보행자전용도로를 지난다 상세구간 는 보행로 폭이 약 . 5.1.2

인데 가로수 식재공간을 제외하면 유효보도 폭이 약 로 매우 협1.5m 0.5m
소하여 걷기의 편의가 떨어진다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일정하고 특히 상세. 
구간 는 보도의 포장형태와 폭이 구간 전체에서 일정하여 탐방로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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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이 유지되는 편이다.

표 구간 현황분석 < 3-6> 7.3 

구간 7.3

구간 길이 500m

세부연접
공간

주거지

인접
도시시설

어린이공원, 
공공시설도서관( )

녹지형태 -

포장형태 아스팔트

기타사항 -
구간 7.3.1

구간 은 봉산 산자락에 조성되어 있는 저층주거지역을 지나는 탐방로7.3
로 주거시설은 대부분 저층주거지의 형태이나 일부 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도 접해 있으며 근린생활권의 상업시설들이 주거시설의 층에 입점하고 , 1
있기도 하다 탐방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보차혼용도로를 지나며 노면주. 
차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공원과 도서관이 접해있다 탐방로 영역 내. 
에는 연속적으로 조성된 녹지는 없으며 아파트단지 등의 주거시설 내의 , 
수목과 건물에 접하여 설치된 작은 화단이나 화분이 탐방로의 주요 녹지
경관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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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평지형2.2 ; 

이 유형은 탐방로가 지나는 지역적 특성이 평지에 입지한 주거지역인 
경우이다 이 유형은 도로와 건물 등의 형태를 살펴보면 계획 조성된 저. , ·
층주거지나 아파트단지인 경우가 많으며 산지형 주거지역과는 달리 탐방, 
로가 주거지역의 내부를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탐방로는 대부분 도. 
로와 보도가 분리된 보행자전용도로의 형태고 주거지역의 특성 상 차도와 , 
보도 모두 넓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가로수 식재공간을 
제외한 유효보도 폭이 매우 협소하여 보행의 편의성이 감소되기도 한다. 
탐방로에는 대부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띠녹지 형태로 조성, 
되어 있다 아파트단지와 접하는 구간은 탐방로와 아파트 사이에 시설녹지. 
로서 넓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표 주거지 평지형 유형에 해당하는 구간의 현황사진< 3-7> ‘ ; ’ 
구간 2.2 구간 3.8

구간 3.9 구간 4.2

해당 유형의 탐방로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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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 3-8> 2.2 

구간 2.2

구간 
길이

1,650m

세부
연접
공간

주거지 도로, , 
하천녹지 나지, , 

공공시설
인접
도시
시설

신내역 양원역, , 
청소년수련관, 

학교 서울의료원,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띠녹지, 

넓은 녹지대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고가 철도 
하부구간

구간 2.2.1 구간 2.2.2 구간 2.2.3

구간 2.2.4 구간 2.2.5 구간 2.2.6

구간 는 신내역과 양원역 일대의 주거지역을 지나는 탐방로로 대부분 2.2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저층주거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상세구간 , . 

과 와 같이 일부 구간은 하천녹지나 나지 등과도 접하고 있으2.2.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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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간 내에 신내역 양원역 등의 지하철역과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다, , , 
양한 공공시설들이 인접하여 있으나 도시시설과의 연계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탐방로는 주로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보행자전용도로 형태이나 차량진입
로 등으로 인해 보도의 단절구간이 발생하고 보도의 폭과 보도블럭의 패, 
턴 색 등이 다양하여 연속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상세구간 은 약 , . 2.2.1

폭의 자전거도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 탐방로의 폭이 넓은 편이나1.2m , 
대부분의 탐방로 보행 영역의 폭은 내외이고 상세구간 의 경1.5m , 2.2.4
우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의 뿌리융기 등에 의해 유효보도 폭이 정도0.4m
로 매우 협소하다.

탐방로에는 기본적으로 도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 
은 관목과 교목으로 다층 식재 된 띠녹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상. 
세구간 은 하천녹지와 연결된 녹지대가 탐방로 변으로 설치되어 있2.2.1
고 상세구간 은 나지나 경작지변으로 자연적으로 자란 교목이나 관, 2.2.3
목 초화 등이 탐방로의 녹지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세구간 와 , , 2.2.5
상세구간 의 경우는 공공시설 내에 식재되어 있는 녹지가 탐방로에 2.2.6
접해있거나 탐방로와의 사이에 넓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는 등 접하고 , 
있는 토지이용에 따라 탐방로가 다양한 녹지 형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녹지대 등의 탐방로와 인접한 오픈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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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 3-9> 3.8 

구간 3.8
구간 길이 450m

세부
연접공간

주거지 도로 공원, , 

인접
도시시설

공원 학교, 

녹지형태
일부구간 화단 
설치

포장형태 아스팔트 보도블럭, 
기타사항 -

3.8.1

구간 은 거여고가교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지3.8
나는 탐방로로 고가도로의 구조물과 하부 공간 주거시설 등이 탐방로의 , , 
주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탐방로는 보행자전용도로 형태인데 차도에 . , 
의해 블록 단위로 단절되어 있으며 노면 포장의 형태가 우레탄포장 보도, , 
블럭 포장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탐방로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탐방로 내. 
에 별도의 식재 공간은 없으며 접하고 있는 주거시설이나 공원 등의 내부, 
에 조성된 수목이 이 구간의 녹지경관을 형성한다 공원이 탐방로와 맞닿. 
아 있으나 공원과 탐방로의 경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명확하게 경계 
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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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 3-10> 3.9 

구간 3.9

구간 
길이

600

세부
연접
공간

주거지 도로, , 
고가도로

인접
도시
시설

아파트단지

녹지
형태

널은 녹지대, 
띠녹지

포장
형태

보도블럭, 
아스팔트

기타
사항

-

구간 3.9.1 구간 3.9.2

구간 는 송파파인타운 아파트단지 일대를 지나는 탐방로로 아파트단3.9
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탐방로의 주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탐방로는 보행자전용도로 형태인데 상세구간 . , 

은 아파트단지 사이에 위치한 보도블럭 포장의 보행자전용도로이고 3.9.1
폭이 정도로 넓다 상세구간 는 차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4m . 3.9.2 2
로 사이에 위치한 우레탄 포장의 보행자전용도로이다 상세구간 은 . 3.9.1
놀이터 등의 아파트단지 시설과 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종이 다층 식재, 
되어 있는 아파트 조경공간이 탐방로의 주요 녹지형태이다 상세구간 . 

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으로 조성되어 있는 교목 관목 초화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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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층 식재 형태인 녹지대가 있다 구간 전체적으로 탐방로 주변으로 . 
시설녹지 등의 녹지대가 풍부한 편이나 탐방로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
지는 않다.

표 구간 현황 분석 < 3-11> 4.2 

구간 4.2

구간 
길이

37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주거지, , 
하천 시설, 

인접
도시
시설

아파트단지 학교, 

녹지
형태

가로수, 
넓은 띠녹지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고가도로 하부, 
다리구간

구간 4.2.1 구간 4.2.2 구간 4.2.3

구간 는 양재리본타워 단지아파트와 양재초등학교 일대를 지나는 탐4.2 1
방로이다 탐방로는 보행자전용도로 형태로 구간 전체의 유효보도 폭이 .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다 노면 포장은 우레탄포장과 다양한 패턴의 1.5m . 
보도블럭 포장이 혼재되어 있으며 도로로 인한 단절구간이 있어 탐방로의 , 
연속성이 떨어진다 상세구간 에는 학교 아파트단지 등의 시설과 탐. 4.2.2 , 
방로 사이에 관목과 교목으로 구성된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탐방로와 , 
가깝게 캐노피가 형성되는 교목이 식재되어 있어 가로수와 함께 나무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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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한다 그러나 녹지대와 작은 단차가 있어 녹지 오픈스페이스와 직. 
접적인 연계는 되지 않고 있다.

상업지역2.3 

이 유형은 탐방로와 접하는 도시시설 중 상업시설의 밀도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공개공지 등으로 건축선이 후퇴하고 전면 공지가 형. 
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전체 탐방로의 폭이 넓은 편이, 
며 전면 공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오픈스페이스가 탐방로와 접하게 된, 
다 그러나 전면공지와 탐방로의 디자인이 상이하거나 다양한 가로시설물. , 
주차시설 불법 적재 등으로 인해 혼잡한 경관을 보이며 탐방로의 질을 , , 
저하시키기도 한다 탐방로의 녹지형태는 대부분 도로변에 일렬로 식재된 . 
가로수이며 일부 구간은 띠녹지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 

표 상업지역 유형에 해당하는 구간의 현황사진 < 3-12>‘ ’ 
구간 1.2 구간 2.3

해당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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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13> 1.2 

구간 1.2

구간 
길이

210

세부
연접
공간

상업지역, 
산림녹지 나지, , 

경작지
인접
도시
시설

상업시설

녹지
형태

산림녹지

포장
형태

야자매트 아스팔트, 

기타
사항

-

구간 1.2.1 구간 1.2.2

구간 는 수락산의 벽운동계곡 초입부를 지나는 탐방로 구간이다 이 1.2 . 
지역은 예전부터 유원지로서 활발히 이용되었던 백운계곡으로 향하는 등
산로의 초입부로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이 . 
탐방로 구간은 시멘트로 포장된 보차혼용도로와 산림녹지와 나지 등과 접
하여 조성된 야자매트로 포장된 보행자전용도로 데크로 포장된 보행자전, 
용도로 등이 혼재되어 있다 가설 형태의 상업시설 천막 철조망 등으로 . , , 
구성된 가림막 산재되어 있는 간판 등과 산림녹지가 주요 경관을 형성하, 
고 있다 탐방로의 폭 포장 재질 및 형태 방향 등이 일정하지 않아 탐방. , , 
로의 연속성 식별성이 다소 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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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14> 2.3 

구간 2.3

구간 
길이

820

세부
연접
공간

도로 상업지역, , 
산림녹지, 
공공시설

인접
도시
시설

체육공원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띠녹지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

구간 2.3.1 구간 2.3.2 구간 2.3.3

구간 2.3.4 구간 2.3.5

구간 은 중랑캠핑숲에서 망우리묘지공원으로 향하는 탐방로 구간이2.3
며 다양한 규모의 상업시설이 접하고 있다 탐방로는 보도블럭으로 포장, . 
된 보행자전용도로 형태이며 건널목 등의 단절구간이 많은 편이다 이 구, . 
간은 대부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상세구간 이나 의 경우, 2.3.3 2.3.4
에는 도로변으로 교목과 관목으로 구성된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보도블럭의 색상이나 패턴 식재의 유형 건축물의 외관 등이 다양하여 탐, , 
방로로서의 식별성과 연속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상세구간 에서는 상.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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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역을 지나는 탐방로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상업시설 변으로 전면 공
지가 있으며 전면 공지에는 캐노피가 형성되는 수종의 교목이 식재된 휴, 
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대로변2.4 

이 유형은 탐방로가 대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특징이 두, 
드러지는 경우이다 대로변의 탐방로는 일반적으로 탐방로 공간의 폭이 넓. 
으며 탐방로의 방향 폭 포장 형태 식재유형 등이 일정한 편이다 탐방로, , , . 
의 연속성은 높은 편이나 일률적인 가로수 식재 등으로 인해 다소 지루하
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표 대로변구간의 현황사진 < 3-15>‘ ’
구간 1.4 구간 5.3 구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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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16> 1.4 

구간 1.4

구간 
길이

1,00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주거지, , 
공원녹지

인접
도시
시설

공원, 
아파트단지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넓은 녹지대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

구간 1.4.1 구간 1.4.2

구간 는 왕복 차선인 노원로 변으로 위치하는 탐방로이다 탐방로는 1.4 6 . 
통일된 디자인의 보도블럭 포장이 되어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이고 대부분 , 
아파트단지와 대로 사이를 지나며 공원과 접하고 있는 구간도 있다 상세. 
구간 을 살펴보면 아파트단지 변으로는 시설녹지로서 넓은 녹지대가 1.4.1 , 
조성되어 있으며 도로변으로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 녹지. 
대는 높이 로 성토되어 있으며 탐방로와는 조경석쌓기와 관목의 2~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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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로 경계 지어져 있다 상세구간 를 살펴보면 탐방로가 공원과 접. 1.4.2
하고 있는데 공원 변으로 공원녹지와 연결되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 
탐방로와 접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활용은 미비하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17> 5.3 

구간 5.3
구간 
길이

80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산림녹지, , 
공공시설학교( ), 

상업지역

인접
도시
시설

대학 시설

녹지
형태

띠녹지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

구간 5.3.1 구간 5.3.2

구간 은 왕복 차선인 관악로 변으로 위치하는 탐방로이다 탐방로는 5.3 6 . 
대로와 산림녹지나 대학시설의 사이를 지나가며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다 탐방로의 포장은 유사한 패턴이 계속되며 시설로의 차량진입로에도 . , 
연속된 보도의 형태로 포장하여 탐방로의 연속성이 높은 편이다 도로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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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관목과 은행나무 가로수로 구성된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림녹, 
지나 시설 내 녹지가 탐방로와 접하고 있다 시설의 녹지에는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탐방로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어 오, 
픈스페이스로의 연결성이 높은 편이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18> 7.2 

구간 7.2

구간 
길이

91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공공시설경기장( , 

주차장)

인접
도시
시설

경기장 공원, 

녹지
형태

띠녹지, 
넓은 녹지대

포장
형태

보도블럭 아스팔트, 

기타
사항

보행육교 구간

구간 7.2.2 구간 7.2.3

구간 는 왕복 차선의 증산로 변으로 위치하는 탐방로이다 탐방7.2 8~10 . 
로는 대로와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의 사이를 지나가며 우레탄포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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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다 도로변으로 관목과 교목으로 구성된 띠녹. 
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시설이나 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가 탐방로, 
의 주요 녹지경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설이나 공원의 녹지대는 탐방로에 . 
접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구간은 탐방로 내에 자. 
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띠녹지로 인해 유효보도 폭이 , 
협소한 경우도 발생한다.

경작지2.5 

이 유형은 탐방로와 경작지가 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탐방로의 주요 , 
경관이 농업경관으로 형성된 경우이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외곽지역을 . 
지나는데 외곽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미개발지역 등에 분절된 형태의 , 
경작지가 산재되어 있으며 탐방로가 이 지역을 지나면서 도시민들에게 새, 
로운 서울의 경관을 제공한다 경작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탐방로가 지나는 . 
경우 사유지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경작지와 탐방, 
로 사이에 펜스 등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경계가 지어져 있다 작물 재배에 . 
방해되지 않도록 가로수 등의 교목은 거의 식재되어 있지 않으며 경작지 , 
변으로 자연적으로 자라난 교목 관목 잡초 등이 탐방로 변에서 발견된, , 
다. 

표 경작지 유형에 해당하는 구간의 현황사진 < 3-19>‘ ’ 
구간 3.4



- 87 -

표 구간 현황 분석< 3-20> 3.4 

구간 3.4
구간 
길이

690m

세부
연접
공간

경작지 나지, , 
도로 주거지, 

인접
도시
시설

체육시설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띠녹지

포장
형태

보도블럭, 
우레탄

기타
사항

-

구간 3.4.1 구간 3.4.2 구간 3.4.3

구간 는 고덕산자락에 위치한 경작지 사이를 지나는 탐방로 구간으3.4
로 탐방로의 형태는 비포장의 보차혼용도로이다 경작지와 탐방로 사이로 , . 
펜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목띠녹지로 구성된 생울타리가 조성되어 있으
며 경작지 내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교목 관목 초화 등이 농업경관과 함, , , 
께 탐방로의 주요 경관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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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역2.6 

이 유형은 앞서 살펴본 주거지 산지형 주거지 평지형 상업지역 대로변; , ; , , , 
경작지 등의 유형 중 복합적으로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이2
다 이 유형은 대부분 탐방로 구간의 길이가 길어 탐방로와 다양한 도시 . 
시설이 접하며 지역적으로 해당 탐방로 구간이 도시의 주요 어메니티로 , 
작용될 잠재력이 있다.

표 복합지역 유형에 해당하는 구간의 현황사진< 3-21> ‘ ‘ 
구간 1.3 구간 3.2 구간 3.5

구간 3.6 구간 3.7 구간 3.10

구간 4.1 구간 5.4 구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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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22> 1.3 

구간 1.3

구간 
길이

930m

세부
연접
공간

주거지 상업지역, , 
도로 산림녹지, , 

공공시설지하철역( )
인접
도시
시설

당고개역, 
공원 학교, 

녹지
형태

넓은 녹지대, 
열 가로수1

포장
형태

보도블럭,
아스팔트

기타
사항

지하철역사 내부 
통과 구간

구간 구간 1.3.1, 1.3.7 구간 구간 1.3.2, 1.3.4 구간 1.3.3

구간 1.3.6

구간 은 당고개역 일대의 산지형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지나는 탐방로 1.3
구간이다 주거지역을 지나는 탐방로 구간은 상세구간 . 1.3.1, 1.3.6, 1.3.7
과 같이 아스팔트 포장의 보차혼용도로 형태고 노면주차시설이 설치되어 , 
있다 상업지역을 지나는 탐방로 구간은 보도블럭 포장의 보행자전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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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며 일부구간에는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다 상세구간 에는 도, . 1.3.3
로변으로 넓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녹지대의 내부에 휴게공간이 조, 
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23> 3.2 

구간 3.2
구간 
길이

2,120

세부
연접
공간

도로 경작지 나지, , , 
주거지 상업지역, , 
학교 역사문화시설, 

인접
도시
시설

역사문화시설 학교,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열 띠녹지2 , 

띠녹지 관목띠녹지 , 

포장
형태

보도블럭, 
비포장도로

기타
사항

고가도로 하부, 
나지내부 구간 
통과

구간 3.2.1 구간 3.2.2 구간 3.2.3

구간 3.2.4 구간 3.2.5 구간 3.2.6

구간 3.2.7 구간 3.2.8



- 91 -

구간 는 서울암사동 유적 일대의 경작지 차선의 대로 등과 접하3.2 , 4~5
는 탐방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우레탄포장의 보행자전용도로 형태고 학. 
교 역사유적지 상업시설 등 다양한 도시 시설과 접하면서 경작지 경관을 , , 
제공한다 위의 상세구간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도로변으로 교목 소교. , 
목 관목으로 구성된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경작지 변으로는 펜스가 , , 
설치되어 있거나 관목띠녹지 형태의 생울타리가 조성되어 있다 상세구간 . 

은 서울암사동유적지와 접하고 있는데 나무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3.2.6
으며 일부 유적지로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표 구간 현황 분석< 3-24> 3.5 

구간 3.5

구간 
길이

320

세부
연접
공간

도로 주거지, , 
산림녹지 공공시설, 

인접
도시
시설

공공시설
평생학습관( , 

문화체육시설)

녹지
형태

열 가로수 띠녹지2 , 

포장
형태

보도블럭, 
우레탄

기타
사항

-

구간 1.1.1 구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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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는 고덕평생학습관과 인접하여 위치하며 아파트단지 대로와 3.5 , , 
접하여 지나가는 탐방로 구간이다 상세구간 은 공공시설과 아파트단. 3.5.1
지 사이의 보차혼용도로이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공공시설과 아파
트단지 변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탐방로 구간 내에 별도의 식재 공간, 
은 없다 상세구간 는 대로와 산림녹지의 사이에 위치한 보도블럭 포. 3.5.2
장의 보행자전용도로이다 탐방로 내에 우레탄으로 포장된 자전거도로가 .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탐방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
구간의 유효보도 폭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로 내에 도로변으로는 . 
관목과 교목의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산림녹지변으로는 실개천이 조성
되어 있으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 탐방로 구간 내에 열로 식재된 가, . 2
로수는 나무터널을 형성하여 위요된 경관을 연출한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25> 3.6 

구간 3.6

구간 
길이

52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경작지, , 
나지 상업시설, 

인접
도시
시설

-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띠녹지

포장
형태

보도블럭, 
비포장도로

기타
사항

-

구간 3.6.1 구간 3.6.2 구간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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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은 상업시설과 경작지 대로변에 접해 있는 탐방로 구간이다 3.6 , . 
상세구간 에서는 대로와 상업시설 사이를 지나며 우레탄포장과 보도3.6.1 , 
블럭 포장의 보행자전용도로 형태이다 가로수 식재공간을 제외한 보도의 . 
폭은 이나 전면 공지를 넘어서까지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유효보도1.5m , 
의 폭이 약 정도로 좁은 편이다 상업시설의 대부분은 화원이며 우레1m . , 
탄포장구간을 제외하고 가로수 사이 공간 전면 공지 등에 화분을 배치하, 
여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상세구간 와 은 묘목장과 접. 3.6.2 3.6.3
하고 있는 시멘트 포장의 보차혼용도로이다 폭은 로 넓은 편이며. 6~8m , 
묘목장의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주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26> 3.7 

구간 3.7
구간 
길이

1,82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경작지, , 
산림녹지 상업시설, , 
나지 공원문화시설, 

인접
도시
시설

공원문화시설

녹지
형태

열 가로수 띠녹지1 , 

포장
형태

보도블럭,
우레탄 시멘트포장, 

기타
사항

-

구간 3.7.1 구간 3.7.2 구간 3.7.3

구간 3.7.4 구간 3.7.5 구간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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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은 대로와 경작지와 접하는 탐방로구간이다 상세구간 3.7 . 3.7.1, 
는 대로변에 위치한 보도블럭 포장의 보행자전3.7.2, 3.7.3, 3.7.4, 3.7.5

용도로이다 보도의 폭은 계속 유사하지만 보도블럭의 색과 패턴이 일정하. 
지 않고 가로수의 형태도 규모와 수종에서 크게 차이나 탐방로의 연속성
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구간은 가로수가 탐방로의 중앙에 . 
식재되어 있어 유효보도 폭이 도로변의 로 설정되고 가로수로 인해 1.2m , 
유효보도 폭이 에 불과하기도 하는 등으로 보행의 질이 저하되는 경0.5m
우가 있다 상세구간 은 비포장의 보차혼용도로 형태인 탐방로로 방. 3.7.6
이동생태경관보존지역을 접하여 지나지만 완전히 차폐되는 대나무 울타리, 
의 설치로 탐방로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의 조망 등이 어렵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27> 3.10 

구간 3.10
구간 
길이

480

세부
연접
공간

도로 주거지, , 
상업지역

인접
도시
시설

아파트단지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넓은 녹지대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

구간 3.10.1 구간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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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은 수서역과 인근에 발달한 상업시설과 소규모의 아파트단지3.10
와 접하는 탐방로 구간이다 탐방로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보행전용도로 . 
형태이며 보도블럭 포장의 색과 패턴은 일정하지 않다 상세구간 은 . 3.10.1
아파트단지와 접해 있으며 아파트단지와 탐방로 사이에 높이 정도로 2m 
성토된 폭 약 의 넓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고 도로변으로는 가로수가 6m
식재되어 있다 상세구간 는 상업시설과 접해 있으며 도로변으로 가. 3.10.2
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유효보도 폭은 로 넓은 편이다4~5m .

표 구간 현황 분석< 3-28> 4.1 

구간 4.1

구간 
길이

500m

세부
연접
공간

주거지 경작지, , 
나지 도로, 

인접
도시
시설

-

녹지
형태

일부 띠녹지

포장
형태

아스팔트

기타
사항

일부구간
보행육교

구간 4.1.1 구간 4.1.2 구간 4.1.3

구간 은 구룡산자락에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와 경작지로 주거시설은 4.1
대부분 저층주거지이고 경작지는 밭에 해당하며 일부 시설재배구간도 존
재한다 대부분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상업시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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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 주거용도 외의 시설은 매우 적은 편이다 중간에 보행육교를 . 
이용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표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에 혼, 
란이 있다 상세구간 은 산지형 주거지로 탐방로는 주차시설이 있는 . 4.1.1
보차혼용도로를 지난다 주거지 내에 식재된 수목이 주요한 녹지경관을 형. 
성하며 일부 구간에는 작은 화단이나 화분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상세. 
구간 와 은 경작지 사이를 걷는 구간으로 아스팔트 시멘트 등4.1.2 4.1.3 , 
으로 포장된 보차혼용도로이다 사유지인 경작지를 물리적으로 경계 짓기 .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구간은 디자인이 통일된 흰색의 , 4.1.3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는 관목을 이용한 생 울타리 형태의 경계가 조. 
성되어 있기도 하며 탐방로 공간 내에는 교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 .

표 구간 현황 분석< 3-29> 5.4 

구간 5.4

구간 
길이

440m

세부
연접
공간

주거지 상업지역, , 
도로 나지, 

인접
도시
시설

아파트단지

녹지
형태

-

포장
형태

보도블럭 아스팔트, 

기타
사항

-

구간 1.1.1 구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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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는 산지형 주거지와 상업지역 탐방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5.4
난다 상세구간 은 주거지역과 접해 있으며 아스팔트 포장의 보차혼. 5.4.1
용도로의 형태고 노면주차가 되어 있기도 하다 상세구간 는 보도블. 5.4.2
럭 포장의 보행자전용도로 형태이고 상업지역과 접해 있으며 상업시설이 
전면 공지를 활용하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경관이 연출된다 구간은 전체. 
적으로 별도의 식재공간이 없으며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의 내부에 조성, 
된 녹지가 이 구간의 주요 녹지 형태이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30> 6.1 

구간 6.1

구간 
길이

630m

세부
연접
공간

주거지 상업지역, , 
도로 하천녹지, , 

나지
인접
도시
시설

-

녹지
형태

가로수, 
넓은 녹지대

포장
형태

보도블럭 아스팔트, 

기타
사항

-

구간 6.1.1 구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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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은 석수역 일대에 위치하여 안양천과 접하고 있는 탐방로로 주6.1
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접하고 있다 상세구간 를 제외하면. 6.1.2 , 
탐방로는 아스팔트 포장의 보차혼용도로의 형태이다 하천녹지가 바로 접. 
해 있어 탐방로에 별도의 식재공간이 없어도 충분히 녹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나 하천녹지 변으로 노면주차가 되어 있어 탐방로와 
하천녹지와의 연결성이 약하다.

기타2.7 

이 유형은 앞서 살펴본 주거지 상업지역 대로변 경작지 등의 공통적 , , , 
특성을 지닌 유형이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탐방로만이 특수하게 지니고 , 
있는 환경에 입지한 경우이다 해당 구간들은 대부분 탐방로의 길이가 짧. 
은 편이며 구간 전체적으로 탐방로 환경이 일정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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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구간의 현황사진< 3-31> ‘ ’ 
구간 1.1 구간 2.1 구간 3.1

구간 3.3 구간 5.2 구간 6.2

구간 6.3 구간 7.1 구간 7.4

구간 7.5



- 100 -

표 구간 현황 분석 < 3-32> 1.1 

구간 1.1

구간 
길이

380m

세부
연접
공간

하천녹지 도로, 

인접
도시
시설

학교

녹지
형태

띠녹지, 
넓은 녹지대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다리 구간

구간 1.1.1 구간 1.1.2

구간 은 하천과 접하는 탐방로이다 상세구간 을 살펴보면 탐방1.1 . 1.1.1
로 내부에 관목과 교목으로 구성된 띠녹지 형태의 식재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하천녹지와 연결된 넓은 자연형의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넓은 , . 
녹지대는 탐방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도 활용되는데, 
이미 벤치 등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운동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 
활동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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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33> 2.1 

구간 2.1

구간 
길이

530m

세부
연접
공간

하천녹지 경작지, , 
도로 공원녹지, 

인접
도시
시설

-

녹지
형태

일부구간
열 가로수1

포장
형태

보도블럭, 
시멘트 포장

기타
사항

-

구간 2.1.1 구간 2.1.2 구간 2.1.3

구간 은 하천에 접하고 있는 탐방로이다 구간 과는 달리 하천녹2.1 . 1.1
지와 탐방로는 펜스로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하천녹지의 적극적인 활용
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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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34> 3.1 

구간 3.1

구간 
길이

1,37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공공시설, , 
한강 나지 , 

인접
도시
시설

공공시설청소년수(
련관 체육센터, ), 

문화시설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넓은 녹지대, 
띠녹지 

포장
형태

보도블럭, 
우레탄

주로 자전거도로( )

기타
사항

광진교 구간

구간 3.1.1 구간 3.1.2_1 구간 3.1.2_2

구간 3.1.3

구간 은 광진교를 통해 한강을 건너는 탐방로 구간이다 광진교 구간3.1 . 
은 걷고싶은 다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일부 구간은 선형공원으로 조성되‘ ’ 
어 있다 상세구간 는 공공시설과 접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과 탐방로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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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폭 약 의 넓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탐방로에 접한 녹지3m
오픈스페이스로서의 활용은 미비하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35> 3.3 

구간 3.3
구간 
길이

160

세부
연접공간

도로 나지, 

인접
도시시설

-

녹지형태 외부녹지
포장형태 보도블럭
기타사항 -

3.3.1

구간 은 시설의 조성으로 인한 산지단절구간에 조성되어 있는 탐방로3.3
로 경작지 나지에 인접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지 않아 경작지/ , 
로의 경관은 보기 어렵다 탐방로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보행전용도로 형. 
태이다 경작지와 탐방로 사이에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탐방로와 가까. 
운 곳으로 캐노피를 형성하는 교목이 식재되어 있어 탐방로 내에 별도의 , 
식재공간이 없으나 보행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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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36> 5.2 

구간 5.2

구간 길이 160m

세부
연접공간

교육문화시설, 
나지 체육시설, 

인접
도시시설

교육문화시설, 
체육시설

녹지형태
일부구간 

관목띠녹지

포장형태 아스팔트 마사토, 

기타사항 -
구간 5.2.1

구간 는 도시 시설 사이의 길로 구간의 길이가 매우 짧은 편이며 아5.2 , 
스팔트 포장의 보차혼용도로 형태이다 산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부 . 
구간에는 관목을 열식하고 마사토로 포장하여 산지와 자연스럽게 탐방로 
구간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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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37> 6.2 

구간 6.2

구간 
길이

23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공공시설지하철역( )

인접
도시
시설

구일역

녹지
형태

넓은 녹지대

포장
형태

아스팔트 보도블럭, 

기타
사항

-

구간 6.2.1 구간 6.2.2

구간 는 지하철역사와 접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층위가 다른 대로와도 6.2
접하고 있다 대로는 탐방로와 층이 달라 직접적으로 탐방로 환경에 관여. 
하지는 않으며 경관으로서 존재한다 이 구간은 보도블럭 포장의 보행전, . 
용도로 형태이며 지하철역이나 도로변으로 약 폭의 넓은 녹지대가 조, 3m 
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옹벽 위로 즉 탐방로와 층이 매우 다르게 조, 
성되어 있어 녹지오픈스페이스의 직접적인 활용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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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38> 6.6 

구간 6.3

구간 
길이

590m

세부
연접
공간

주차장 고가도로, , 
도로 주거지, 

인접
도시
시설

아파트단지

녹지
형태

띠녹지, 
넓은 녹지대

포장
형태

아스팔트 보도블럭, 

기타
사항

-

구간 6.3.1 구간 6.3.2

구간 은 주차시설에 접해 있는 탐방로 구간이다 상세구간 을 6.3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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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주거지와 올림픽대로 사이에 노면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탐방, 
로는 주차시설과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아스팔트 포장의 보행전용도로 
형태이다 탐방로와 도로는 플라스틱 볼라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탐방로와 . 
올림픽대로 사이에 넓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구간 현황 분석< 3-39> 7.1 

구간 7.1

구간 길이 1,720m

세부연접
공간

도로 한강, 

인접
도시시설

-

녹지형태 -
포장형태 아스팔트
기타사항 가양교 구간

구간 7.1.1

구간 은 가양대교를 지나는 탐방로 구간으로 탐방로는 가양대교의 7.1 , 
가장자리에 아스팔트포장의 보행전용도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탐방로 구. 
간에서는 한강 한강변의 도시조직 등 원경으로 다양한 도시경관을 감상할 , 
수 있다 탐방로 구간 내에 별도로 식재된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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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40> 7.4 

구간 7.4

구간 길이 340m

세부
연접공간

도로 나지 경작지, , , 
상업시설

인접
도시시설

-

녹지형태 -

포장형태
아스팔트, 
비포장도로

기타사항 나지내구간
구간 7.4.1

구간 는 현재는 산림녹지 도로 나지 경작지등과 인접하며 아스팔7.4 , , , , 
트로 포장된 보행전용도로의 형태이다 해당 구간은 봉산 단절구간으로 현. 
재 생태통로 생태다리 를 조성 중에 있으며 완공 시 생태통로를 통한 길( ) , 
로 둘레길의 노선이 변경될 예정이다.81)

81) 박종일 은평구 봉산 앵봉산 생태다리 조성 아경 , 2015.10.22.,‘ , ~ ’, e,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22093650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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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간 현황 분석< 3-41> 7.5 

구간 7.5
구간 
길이

690m

세부
연접
공간

도로 나지 시설, , , 
산림녹지

인접
도시
시설

-

녹지
형태

열 가로수1 , 
띠녹지 관목띠녹지, 

포장
형태

보도블럭

기타
사항

-

구간 7.5.1 구간 7.5.2

구간 7.5.3 구간 7.5.4

구간 는 구파발역 일대의 탐방로구간으로 현재 은평뉴타운 사업의 7.5 , 
일환으로 공사 중인 나지를 접하고 있는 탐방로이다 현재는 보도블럭 포. 
장의 보행전용도로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공사 완료 후 해당 노선의 변
경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탐방로의 환경과 형태 또한 변할 것으로 ,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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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2.8 

서울둘레길의 시가화지역 구간을 분석해본 결과 시가화지역 구간은 탐, 
방로의 입지환경에 따라 크게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구간의 5
세부적 입지환경과 주요 경관 녹지형태 포장형태 주변 도시시설과의 연, , , 
계 등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정한 분석의 틀에 따라 각 유형의 탐방로 구. 
간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입지유형별 시가화지역의 탐방로 구간에 대한 시사점< 3-42> 

입지환경의 
특징

주거지 산지형; 산림과 가까이에 있는 경사지에 입지
주거지 평지형; 대부분 주거지 블록의 외부에 위치

상업지역 다양한 상업시설이 탐방로에 인접
대로변 대로를 따라 비교적 통일성 있는 가로의 조성
경작지 경작지 변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 녹지 등 존재, 

분
석
의
틀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주거지 산지형;
주요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등산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활발한 편

주거지 평지형;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부족상업지역

대로변

경작지
경작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펜스의 설치 등을 통해 , 

탐방로와 물리적으로 분리

기타 -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주거지 산지형; 대부분 보차 혼용도로로 이면주차시설 등이 산재

주거지 평지형;
시설녹지 등 탐방로와 인접하고 있는 

다양한 녹지오픈스페이스가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은 미비, 

상업지역
건축물의 전면공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존재하나 

상업시설의 불법적재 등으로 활용되어 
탐방로와 상업시설 간의 관계가 부적절

대로변 탐방로의 폭이 넓으나 단조로운 공간 활용
경작지 도시에서 생소한 농업경관 조망에 대한 고려가 부족
기타 -

인접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 및 
프로그램 

연계

주거지 산지형; 지역주민과 상권 학교 등에 의한 벽화 등의 공공미술 존재, 

주거지 평지형;

부족

상업지역

대로변

경작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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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의
틀

구간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주거지 산지형;
대부분 자연발생의 주거지역 골목길에 위치하며

보행로의 폭과 방향 등이 혼잡

주거지 평지형;
보행로의 일정한 폭과 식재유형 등 계획된 가로의 모습이나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은 미흡

상업지역
다양한 가로시설물과 적재물 등으로 인해 

혼잡한 경관을 형성

대로변
보행로의 일정한 폭과 식재유형 등 계획된 

가로의 모습이나 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은 미흡

경작지 보행로의 폭 방향 등이 혼잡, 
기타 -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구성과 
활용

주거지 산지형;
협소한 탐방로의 폭으로 인해 녹지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의 특성상 높은 경사도 구간 존재, 

주거지 평지형;
인접한 다양한 녹지오픈스페이스로 인해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

상업지역
상업시설의 불법적재와 주차 등으로 인해 

유효보도 폭이 협소

대로변
기본적으로 보행로의 폭이 넓으며 

다양한 형태의 녹지와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

경작지 기본적으로 폭이 넓지만 보차혼용도로가 대부분
기타 -

식별성있는
재료 식재 ,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주거지 산지형;

안내표지는 대부분 리본 전봇대 부착형 표지판, , 
노면의 페인팅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도시경관 속에서 식별성 미흡

주거지 평지형;
상업지역
대로변
경작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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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시가화지역 구간 개선방안. Ⅳ

설계의 원칙 설정1. 

설계의 고려사항 도출1.1 

장에서 실시한 사례분석과 장에서 실시한 서울둘레길 시가화지역 구2 3
간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서울둘레길 시가화지역 구간 설계의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표 설계의 고려사항< 4-1>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 지역적 맥락 반영

! 탐방로 인근 지역의 용도를 파악하
고 연결되는 탐방로의 성격을 고려
하여 이에 적합한 성격을 부여하는 , 
것이 필요함.

! 지역 커뮤니티 연계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관리과정

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함.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 폭
! 유효보도 폭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

적인 보행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식재유형
! 기존의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 잠재, 
력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적극 활용
함.

! 세부적 연접환경
! 인접 시설 및 경관과의 적절한 관

계를 설정함.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 세부적 연접환경
! 다양한 도시시설을 탐방  자원으로 

활용함.

! 프로그램

! 공공미술 거리예술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연계함.

! 지역적 맥락에 맞는 공간 프로그램
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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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 노면
! 노면  포장의 재료 및 형태와 노면

의 폭을 통일함.

! 식재유형

! 다층식재를 기본으로 하여 수종을 
다양화 하도록 하나 식재 패턴열, (
식 군식 부정형 등 수종의 유사, , ), 
성 등을 활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
도록 함.

! 시설물
! 전반적으로 통일감 있는 외장재료

를 사용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죌 , 
수 있도록 함.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 폭
! 보행로 완충공간 등의 최소한의 폭, 

을 설정함.

! 식재유형
! 식재를 활용하여 그늘 위요감 조성 , 

등 보행에서의 쾌적함 제공

! 세부적 연접환경
! 보행에서 불쾌감을 초래하는 도시

시설과 물리적 시각적으로 분리함, .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 안내표지
! 복잡한 도시경관과 조화로우면서 

식별성이 높은 안내표지를 설치함.

! 노면
! 강한 그래픽 패턴 등으로 탐방로의 , 
외부 또는 내부에서의 식별성을 높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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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탐방로 조성의 기본 원칙1.2 

앞의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둘레길의 시가화지역구간 조성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원칙을 정리하였다 이는 도시탐방로가 가지고 있는 . 
특성을 크게 도보여행을 위한 광역 탐방로의 성격과 도시라는 입지적 성
격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지의 관점으로 제시하였다2 .

도보여행 공간으로서의 관점1.2.1 

시가화지역의 도시탐방로 구간은 서울둘레길이라는 광역 도시탐방로의 
일부 구간이라는 성격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관점이다 광역 . 
탐방로는 기본적으로 도보여행 이라는 행위를 위한 공간이며 도보여행과 ‘ ’ , 
탐방로는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의 일반 가로와는 다른 특성을 2
가지고 있다 도보여행 공간으로서 탐방로 구간은 이용객들이 걷기 에 집. ‘ ’
중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둘레길은 도시의 광역 도보탐방로로서 도시의 일반 가로와는 달리 
탐방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경유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화지. 
역을 지나는 구간들에서 인접한 문화시설 녹지시설 커뮤니티시설 교통, , , 
시설 상업시설 등의 다양한 도시시설을 하나의 탐방자원으로서 활용해야 , 
한다.

또한 시가화지역 구간은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서 오로지 걷기 라는 신‘ ’
체적 행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보여행의 공. 
간이라는 성격은 시가화지역 구간을 다른 도시 내 다양한 가로들과 구별
되는 특성을 부여해주는 핵심적 요소이다 걷기 에 대한 편의는 대상지에. ‘ ’
서 기본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연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환, 
경의 조성을 위해 불쾌한 도시시설과의 분리 다양한 녹지공간의 조성 도, , 
시 어메니티와의 연계 등 다양한 기법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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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관점1.2.2 

서울둘레길의 주요 조성 목표 중 하나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다양한 
자연자원을 연결하는 데에 있었다 도시의 녹지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축 연. 
결 녹지오픈스페이스의 연결 등은 이전부터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도, . 
시의 광역탐방로는 주로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
은 광역 녹지계획과 충분한 연관성이 있으며 광역 도시탐방로의 시가화지, 
역 구간이 녹지 오픈스페이스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가화지역의 도시탐방로 구간은 다양한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여 광역적으로 연속적인 도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하여 연속적인 녹지. 
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외곽지역을 따라 조성되어 외곽지역에 주로 ,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주거지역과 접한다 도시탐방로는 도시에 입지하여 .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시가화지역 구간, 
은 도시의 일상과 아주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화지역의 도. 
시탐방로 구간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녹지시설임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도시의 가로는 지역의 주요한 오픈스페이스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등 다양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시행‘ ’ 
되고 있다 도시 탐방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시가화지역의 탐방로 구간은 .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특색 있는 녹지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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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코스 시가화 지역 구간 개선방안2. 3

대상지 개요2.1 

앞서 도출한 시가화 지역 구간을 중심으로 한 서울둘레길의 개선 시 고
려사항을 실천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의 특정한 대상지에 적용시키
고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지로 서울둘레길 . 
중 코스를 선정하였다3 . 
코스는 강동구와 송파구일대를 지나며 한강공원 고덕산 일자산 성내3 , , , 

천 탄천 등의 자연자원을 연결하는 코스이다 코스는 서울둘레길의 코스 , . 3
중 시가화지역구간의 개수가 가장 많으며 비율 또한 가장 높다 또한 앞, . 
서 분석할 때 분류하였던 시가화 지역 구간의 유형이 가장 골고루 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차적인 설계 적용 대상지로 코스를 . 1 3
선정하여 앞서 도출한 설계 고려사항의 검증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림 대상지 위치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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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현황2.2 

대상지 입지 환경2.2.1 

그림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4-2> 

위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르면 대상지는 크게 산림 수변공원 근린공원 , , 
등의 자연자원을 지나는 구간과 그 외의 자연자원을 연결하는 구간 즉 시, 
가화 지역을 지나는 구간으로 구분된다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구간은 그 . 
입지에 따라 도보여행에서 주요한 탐방자원인 경관 이 다양하게 나타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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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코스가 위치한 강동구 송파구는 계획적으로 주거지로서 개발된 . 3 ·
지역들이 많아 주거지는 이 코스의 가장 주요한 입지유형이다 또한 서울. 
둘레길이 지나는 서울의 외곽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경작지 
등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코스의 가장 중요한 연접 지역의 유형. 3
은 주거지와 경작지임을 알 수 있다.

보행영역2.2.2 

탐방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보행영역은 기본적으로 유효보도 폭, 
노면의 재질과 형태 경사도 등으로 설정된다 코스 시가화 지역 구간의 , . 3
유효보도 폭은 대부분 안팎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1.5m 

의 폭으로 매우 협소한 경우도 있다 노면은 크게 보도블럭 포장0.4~0.5m . 
과 우레탄 포장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비포장인 경우로 나뉘며 보, , , , 
도블럭 포장과 우레탄 포장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보행전용도로에서 아, 
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비포장인 경우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주로 나타, , 
난다 보도블럭 포장과 우레탄 포장의 경우 색과 패턴이 통일성이 없어 탐. 
방로의 연속성을 감소시킨다. 

 

그림 대상지 보행영역 현황 모습<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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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현황2.2.3 

탐방로의 식재현황은 크게 탐방로 내부에 가로수 띠녹지 등의 별도의 , 
녹지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와 탐방로와 접하는 지역이나 시설 내에 조성된 , 
녹지가 탐방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 
가로수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띠녹지의 형태도 보인다, . 
교목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의 기본 교목이며 띠녹지에 식재된 소교목의 , 
경우는 대부분 향나무 등이 선정된다 녹지대가 약 이상의 폭으로 넓. 3m 
게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비정형적인 식재 형태를 보이며 초화, , 
관목 교목 등으로 다층식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림 대상지 식새현황 모습<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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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및 편의시설2.2.4 

탐방로와 연계된 휴게공간 또는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은 대부분 산림 하, 
천공원 등의 내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시가화 지역 구간에는 거의 설치되
어 있지 않다 일부 구간에 벤치 등의 간단한 휴게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대상지 휴게시설 현황 모습<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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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설2.2.5 

안내표지는 서울둘레길 기본설계보고서에서 계획한 대로 서울둘레길 전
체 구간에 대한 통합디자인이 이루어져 있다 코스의 시가화 지역 구간. 3
에는 일반적으로 리본형태 지주형 안내판 전봇대 부착형 안내판 노면 , , , 
페인팅의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안내표지는 산림내부. 
에서의 활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되어 혼잡한 경관의 도시지역
에 설치 시 식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림 대상지 안내시설 현황 모습<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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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분석2.3 

대상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
시탐방로의 기본원칙으로 대상지를 보고자 하였다. 

도보여행 공간으로서의 관점2.3.1. 

서울둘레길은 도시의 광역 도보탐방로로서 도시의 일반 가로와는 달리 
탐방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경유하도록 조성되어 있다 탐방자원은 대부분 . 
산림 하천 공원 등의 녹지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시가화지역을 , , , 
지나는 구간들은 문화시설 녹지시설 커뮤니티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 , , , 
등의 다양한 도시시설을 주요 어메니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에서 . < > 3
코스의 탐방로 노선 반경 폭 내의 도시시설을 파악하여 도시 시설100m , 
과 탐방로의 적절한 연계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도시 시설은 광나루역 인. 
근의 탐방로구간과 샘터근린공원과 방죽공원 내부의 탐방로구간에 인접하
여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 광나루역 인근의 도시시설들인 광진. 
구청소년수련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예스 라이브홀 등의 커뮤니티시설, , 24 
과 문화시설은 탐방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시설의 녹지오픈스페이스 프로, 
그램 등을 탐방자원으로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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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탐방로 인접 도시 맥락 분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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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관점2.3.2. 

서울둘레길은 도시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연결된 탐방로로 산림 내부, 
의 산책로 등산로 수변공원 수변산책로 공원 내 산책로 도시 내 가로 등· , · , , 
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공원 녹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의 다양한 녹지와 . ·
오픈스페이스를 연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다.82) 도시의 오픈스페이 
스를 가로 또한 중요한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라는 관점에서 서울둘레길이
라는 보행네트워크는 도시의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의 연결이라는 것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서울시의 대부분의 대형공원은 서울의 도심부 주변으. 
로 위치하는데 이러한 대형공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울의 외곽지역에, 
서 서울둘레길은 연속적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 대형공원이 제공하는 야, 
외 휴양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코스의 경우 대규모의 자연자원을 통과하기보다는 소규모의 다양한 녹3

지오픈스페이스들을 통과하도록 설정된 노선이다 따라서 이를 연결하는 . 
연결구간으로서 도시의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도시 가로로 , 
구성된 탐방로 구간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시가화지역의 탐방로 구간들은 , 
공간이 협소하고 다양한 도시의 건축물 기반시설 가로시설물 등으로 인, , 
해 통일성이 저하되어 연속된 오픈스페이스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도시 시설에 접하고 있는 시설녹지 등의 녹지공간 상업지역의 전면, 
공지 소규모의 근린공원 등 탐방로와 접하고 있는 오픈스페이스들을 활용, 
하여 시가화지역 구간의 오픈스페이스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접 자연, , 
자원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하여 코스 구간 전체가 통합적인 오픈스3
페이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코스의 시가화 지역 구간 중 . 3
인접한 도시 오픈스페이스를 연계하여 탐방로의 공간을 재구성하기 용이
한 구간들을 분석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82) 서울시 공원녹지계획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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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가화지역 구간에 인접한 오픈스페이스 분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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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기본 계획2.4 

코스 개선의 기본 방향 설정2.4.1 3

그림 코스의 개선의 기본 방향< 4-9> 3

코스의 인접유형과 인접 도시시설들을 고려하였을 때 코스는 위의 그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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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과 같이 도시문화 역사문화 자원 중심구간 산림자원 중심구간 주거 상· , , ·
업지역 자원 중심구간으로 크게 테마를 분류할 수 있다. 

도시문화 역사문화 자원 중심구간은 광진구청소년수련관 광진구민체육· , 
센터 라이브홀 등의 문화자원과 암사동선사유적지로 대표되는 역사자원, , 
한강을 조망하는 광진교 한강공원 등을 통과하며 다양한 도시의 어메니티, 
가 집약되어 있다 해당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서울에서 보기 드. 
문 경작지로의 경관 또한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 
경우 다양한 경관으로의 조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탐방로의 시퀀스에 
따른 비스타와 조망점의 설정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산림자원 중심구간은 고덕산 샘터근린공원 명일근린공원 일자산 등의 , , , 
크고 작은 산림을 주요 자원으로 하여 통과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의 시가. 
화 지역 구간은 대부분 독립적인 도시 어메니티 없이 산림자원들을 연결, 
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작지 사이를 통과하는 등 . 
경관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연접공간을 통과하므로 산림자원 내부, 
의 탐방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위요된 분위기의 산림 탐방로 구간 , 
사이의 개방된 시야를 제공하는 구간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주거 상업지역 자원 중심 구간은 아파트단지와 동남권 유통단지 등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이 주요 인접지역이다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단지. 
로의 경관이 나타나며 일부 구간은 아파트단지의 내부를 지나기도 한다. 
이 구간의 경우 시가화지역 구간이 도시의 일반 가로로서 이동의 공간으
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탐방로로서의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도시, 
내의 가로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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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가화지역 구간의 단계별 개선 모식도< 4-10> 

서울둘레길 코스의 시가화지역 구간은 기존 탐방로의 폭과 인접 오픈3
스페이스의 활용 가능성 인접 도시 시설의 종류 토지 소유주 등을 고려, , 
하여 개선의 용이함에 따라 차 개선 대상지 차 개선대상지 현황유지 1 , 2 , 
등으로 개선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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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선 대상지는 가장 개선이 용이한 구간으로 기존 탐방로의 폭이 1
이상으로 최소 유효보도폭으로 설정된 의 보행공간과 주변 도시시3m 2m

설과의 분리 또는 탐방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의 완충공간을 1m
기본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탐방로와 인접한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 
여 보행공간 및 완충공간의 형태와 구성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선 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차 개선 대상지는 기존 탐방로가 협소하고 탐방로와 인접한 활용가능2 , 

한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며 개선 시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하기도 , 
하는 등 개선이 용이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나 연속적인 탐방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근의 다양한 주, 
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둘레길의 개선방안으로 서울둘레길의 시가화지역구간
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실, 
천적 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차 개선 대상지 중 코, 1 3
스의 시가화지역 구간의 주요 입지 유형인 주거지를 지나는 구간을 대상
으로 세부 구간에 대한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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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간 기본 설계3. 

대상지 입지3.1 

그림 구간 의 입지< 4-11> 3.9

구간 는 근린공원인 장수공원 내의 탐방로구간과 장지천의 수변 탐방3.9
로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송파파인아파트단지와 , 
인접하고 있다 인접한 도시시설들로는 장수공원 내의 송파글마루 도서관. 
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 외곽순환고속도로와 , , 
탐방로 사이에 방음벽과 시설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내부를 . 
지나는 구간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광장 등의 공간들이 탐방로와 인접하여 , 
위치하고 있다 구간 전체적으로 경사는 낮으며 전 구간이 보차분리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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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간 내에 횡단보도 건널목이 개 위치하고 있다2 .

공간의 구성과 형태 계획3.2 

그림 구간별 설계의 방향성 설정 < 4-12> 

대상지는 아파트단지가 탐방로의 가장 주요한 경관으로 적용되는데 아, 
파트단지 경관은 도시의 가장 일반적인 경관이라 할 수 있어 앞서 살펴본 ,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탈도시적 경험을 하고자 하는 탐방로 이용객에게는 
선호되는 경관은 아니다 탐방로 구간은 세부 연접 환경에 따라 크게 가. 3
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구간은 아파트단지 내부의 넓은 보행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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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고 두 번째 구간은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하여 시설녹지와 맞, 
닿아 있는 구간 세 번째 구간은 하천녹지 변에 위치하여 하천으로의 조망, 
이 가능한 구간이다 각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방향은 위의 그림과 . 
같이 설정한다.

그림 인접 환경과의 관계 설정< 4-13> 

또한 대상지는 하천녹지 왕복 차선 도로 아파트단지와 단지 내 커뮤, 2 , 
니티시설 고속도로와 방음벽 등과 인접하고 있다 각각의 도시환경들과 , . 
탐방로와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개략적으로 구
성 하고자 한다. 
차선도로변으로는 다층식재 유형의 띠녹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완충2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도로 및 아파트단지로의 시야를 차폐한다 하. 
천녹지변으로는 현재 높이의 낮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제거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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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비슷한 높이의 관목 또는 그라스류를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하천녹지
와 연결되도록 한다 아파트단지의 통행로와 연결되는 탐방로 구간은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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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구간 기본 계획3.3 

그림 구간 의 기본계획< 4-1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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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의 기본계획은 위의 그림과 같다 탐방로의 보행공간은 최소 유3.9 . 
효보도폭을 고려하여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의 활용도에 따라 휴2m , 
게공간 등은 이보다 넓게 계획하였다 앞서 계획한 방향에 따라 아파트단. 
지 내부 공간은 장수공원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탐방로 공간에 교목을 식
재하였는데 기존의 넓은 보행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고가 높, 
은 교목을 보스크 형태로 식재한다 도로와 인접한 구간은 도로변으로 차. 
폐를 위해 교목과 관목으로 구성된 다층식재를 한다 하천녹지 인접 구간, 
은 하천녹지와 연계하여 수목의 수종을 유사하게 하고 시설녹지 인접 구, 
간은 소교목들을 활용하여 위요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림 탐방로의 노면 포장 형태< 4-15> 

탐방로의 노면 포장 형태는 위의 그림과 같다 탐방로의 노면 포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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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회색의 화강석으로 통일하여 탐방로 전체 구간에 통일감을 제공한다. 
또한 노면에 일정 간격으로 연회색의 사고석을 패턴으로 설치하여 stripe 
일반 도시 가로와 탐방로 구간을 차별화하여 식별성을 높이도록 한다 건. 
널목 구간은 의 간격이 좀 더 촘촘해지도록 하여 길찾기에 대한 가stripe
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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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고려사항
구간 
3.9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지역적 
맥락 
반영

! 탐방로 인근 지역의 용도를 파악하고 연결되
는 탐방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고려

지역 
커뮤니티 

연계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관리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함.

고려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치

폭
! 유효보도 폭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보행

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적용

식재유형
! 기존의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 잠재력 있는 , 

다양한 공간을 적극 활용함.
적용

세부적 
연접환경

! 인접 시설 및 경관과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
함.

적용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세부적 
연접환경

! 다양한 도시시설을 탐방  자원으로 활용함. -

프로그램
! 공공미술 거리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 

계함.
! 지역적 맥락에 맞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함.

고려

고려사항 검토3.4 

표 설계의 고려사항 검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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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

노면
! 노면  포장의 재료 및 형태와 노면의 폭을 
통일함.

적용

식재유형

! 다층식재를 기본으로 하여 수종을 다양화 하
도록 하나 식재 패턴열식 군식 부정형 등, ( , , ), 
수종의 유사성 등을 활용하여 통일성을 부여
하도록 함.

적용

시설물
! 전반적으로 통일감 있는 외장재료를 사용하

며 주변 경관과 조화죌 수 있도록 함, .
적용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폭 ! 보행로 완충공간 등의 최소한의 폭을 설정함, . 적용

식재유형
! 식재를 활용하여 그늘 위요감 조성 등 보행, 

에서의 쾌적함 제공
적용

세부적 
연접환경

! 보행에서 불쾌감을 초래하는 도시시설과 물리
적 시각적으로 분리함, .

적용

식별성 있는 
재료 식재 ,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안내표지
! 복잡한 도시경관과 조화로우면서 식별성이 높

은 안내표지를 설치함.
고려

노면
! 강한 그래픽 패턴 등으로 탐방로의 외부 또, 

는 내부에서의 식별성을 높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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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도시지역의 탐방로들은 다른 지역의 탐방로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 탐방로는 도보관광을 위한 광역 탐. 
방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시설 및 도시 어메니티와 연계하여 복합적 , 
공공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도시의 ,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도시탐방로의 현황에 대하여 . 
고찰한 결과 도시탐방로의 구간 중 시가화지역을 지나는 구간들이 탐방로, 
의 조성 시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구간들로 인해 전체적인 탐방, 
로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도시탐방로의 질 향상에 
시가화지역 구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시탐방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가화지역
을 지나는 탐방로 구간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 하고자 하였고 이를 면밀히 ,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탐방로인 서울둘레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둘레길의 계획과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현황의 .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탐방로 조성의 주요 가치 및 원칙을 바탕으로 하
여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 및 배‘ ’, ‘
치 인접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 구간 전체에 ’, ‘ ’, ‘
대한 통합적 디자인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활용 식별’, ‘ ’, ‘
성 있는 재료 식재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증대 등의 분석의 틀을 도출하, ’ 
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설계의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 
조성의 기본원칙과 함께 도시탐방로를 분석하였으며 사례 대상지에 적용
하여 그 효과를 보았다.

도시탐방로로서 서울둘레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가화지역 구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치 지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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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탐방로는 일반적이 탐방로의 조성 원칙과 방향 조성방법 등, , 

과 분류의 유형이나 방안이 달라야 하며 탐방로의 환경에 따라 도시 내의 
선형공원녹지 보행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과 기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야 한다.

둘째 도시탐방로의 시가화지역 구간이 단순한 자연자원의 연결구간으로, 
서 기능하기 보다는 그 자체가 탐방로의 주요 구간으로서 다양한 도시문
화를 탐방자원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시탐방로의 시가화지역 구간은 입지하고 있는 도시환경에 따라 , 

그 특성과 잠재력이 상이하므로 입지환경에 따라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안
해야 한다.
넷째 도시탐방로는 도보여행의 공간이자 연속적 도시 오픈스페이스로 ,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도보여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의 공, 
공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도보여행 공간으로서 걷기 에 . ‘ ’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시가화지역의 도시탐방로 구간은 지역 커뮤니
티를 위한 녹지시설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구간 전체에 대하여 통합적 디자인을 통해 연속적인 탐방로 체, 
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식별성 있는 재료와 식재 등을 활용하여 탐, 
방로 구간을 도시의 일반가로와 차별화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도시탐방로의 시가화지역 구간을 중심으로 하여 
고려한 도시탐방로 조성의 이론적 도구가 된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 내의 . 
광역탐방로 조성과 발전 방향 모색에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례 
대상지에 적용한 구체적 설계 작업은 방안의 적용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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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s a city tour,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plan of Seoul-Dullegil

Kim, Youngji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eong, Wookj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suitable trail model for 
the urban area by analyzing and integrating related policies and 
techniqu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various aspects of the 
city like linear parks and improvement of walking environment.
In general, the trail has characteristics that contradict the 

location of the city. Recently, however, urban trails are emerging 
as a new type of trail as the demand of urban people for the 
city's natural resources and urban amenity increases. 
In the case of domestic urban trail, the sections passing 

through the urbanized areas of the urban trail are rarely 
considered during the formation of the trail, but these segments 
have reduced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trail. In other words, 
the urbanization zon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 city trail.



Therefor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urban trail is examined fousing on the trail route through the 
urban area and Seoul Dulle-gil Trail was selected as a major 
research target. We analyzed the plans and business contents of 
Seoul Dulle-gil Trail to grasp the current problems and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analysis based on the main values 
and principles of urban trail formation and conducted a case 
study to derive design considerations.
In the design process, we suggested basic principles of urban 

trail from the point of view as a walking travel space and the 
continuous urban open space, based on the design considerations 
and status analysis result. Also, applying the previous results to 
case study area, practical suggestion for design of urban trail 
space was proposed.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perceiving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trail and rural trail and proposing a practical improvement 
plan for the urban trail centered on the trail route passing 
through the urban area.

Keywords : Trail, Urban trail, City trail, Urbanization zone 
trail, Seoul-Dullegil, trail design, City trail design
Student Number : 2014-22916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연구의 구성
	4. 연구사

	Ⅱ. 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사례
	1. 도시 탐방로의 개념
	1.1 탐방로의 개념과 담론
	1.2 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현황
	1.3 서울둘레길의 관련 계획 및 사업 내용 분석
	1.4 소결

	2. 도시 탐방로의 사례
	2.1 싱가포르 Park Connector System과 세부 사례
	2.2 벤쿠버 그린웨이
	2.3 프라그스 가로(Prags boulevard)
	2.4 엘리콧 공원(BNMC-Ellicott ParK)
	2.5 타구스 리니어 파크(Tagus Linear Park)
	2.6 사례의 종합


	Ⅲ. 서울둘레길의 현황 분석
	1. 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 구간 유형 분류
	1.1 시가화지역 구간을 통한 코스 분석
	1.2 주요 입지별 시가화지역 구간의 유형 분류

	2. 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 구간 현황분석
	2.1 주거지; 산지형
	2.2 주거지; 평지형
	2.3 상업지역
	2.4 대로변
	2.5 경작지
	2.6 복합지역
	2.7 기타
	2.8 소결


	Ⅳ. 서울둘레길 개선방안
	1. 설계의 원칙 설정
	1.1 설계의 고려사항 도출
	1.2 도시탐방로 조성의 기본 원칙

	2. 서울둘레길 3코스 개선방안
	2.1 대상지 개요
	2.2 대상지 현황
	2.3 대상지 분석
	2.4 대상지 기본 계획

	3. 세부 구간 기본 설계
	3.1 대상지 입지
	3.2 공간의 구성과 형태 계획
	3.3 세부구간 기본 계획
	3.4 고려사항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1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11
 3. 연구의 구성 12
 4. 연구사 13
Ⅱ. 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사례 14
 1. 도시 탐방로의 개념 14
  1.1 탐방로의 개념과 담론 14
  1.2 도시 탐방로의 개념과 현황 25
  1.3 서울둘레길의 관련 계획 및 사업 내용 분석 36
  1.4 소결 48
 2. 도시 탐방로의 사례 50
  2.1 싱가포르 Park Connector System과 세부 사례 50
  2.2 벤쿠버 그린웨이 54
  2.3 프라그스 가로(Prags boulevard) 57
  2.4 엘리콧 공원(BNMC-Ellicott ParK) 58
  2.5 타구스 리니어 파크(Tagus Linear Park) 60
  2.6 사례의 종합 61
Ⅲ. 서울둘레길의 현황 분석 63
 1. 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 구간 유형 분류 63
  1.1 시가화지역 구간을 통한 코스 분석 63
  1.2 주요 입지별 시가화지역 구간의 유형 분류 65
 2. 서울둘레길의 시가화 지역 구간 현황분석 67
  2.1 주거지; 산지형 67
  2.2 주거지; 평지형 73
  2.3 상업지역 79
  2.4 대로변 82
  2.5 경작지 86
  2.6 복합지역 88
  2.7 기타 98
  2.8 소결 110
Ⅳ. 서울둘레길 개선방안 112
 1. 설계의 원칙 설정 112
  1.1 설계의 고려사항 도출 112
  1.2 도시탐방로 조성의 기본 원칙 114
 2. 서울둘레길 3코스 개선방안 116
  2.1 대상지 개요 116
  2.2 대상지 현황 117
  2.3 대상지 분석 122
  2.4 대상지 기본 계획 126
 3. 세부 구간 기본 설계 130
  3.1 대상지 입지 130
  3.2 공간의 구성과 형태 계획 131
  3.3 세부구간 기본 계획 134
  3.4 고려사항 검토 137
Ⅴ. 결론 139
참고문헌 142
Abstract 14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