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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유는 인간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최근 지표상 드러나는 
치유에 관한 사건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치유에 한 지리학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치유와 지리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특히,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동이 무엇인가”라는 핵심질문에 한 답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운 연구 질문은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
간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들의 블로그 내러티브 자료를 중심으로 
첫째, 어떻게 도시민들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둘
째,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할 때에 치유요소와 그 양상이 무엇인지를 파
악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개념은 치유적 모빌리티이다. 치유적 모빌
리티란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동을 말한다. 그동안 치유에 관한 지리학에서
는 주로 치유의 경관 개념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동이 갖는 치
유적 성질에 해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오늘날 뿌린내린 장소
가 점점 사라지고 치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방 해지면서 비교적 
넓은 범위를 가지며 단면적 치유요소만 찾을 수 있었던 치유의 경관만으
로는 현재 일어나는 치유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더욱 좁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치유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사용하여 어떻게 치유적 모빌리티가 유발하
게 되며,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에 어떠한 치유요소가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민들은 아픔이 내재되는 과정을 겪은 이후, 목적, 인지, 선택 
과정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 
때,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발은 각 과정이 차례 로 진행되지 않고 순서 없
이, 때로는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앞으로 상
처 입은 도시민들을 적절한 치유적 모빌리티 환경으로 안내할 때에 각 과
정들이 상호연관성이 있게 안내해야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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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주요 치유요소와 양상은 걷기와 시간, 기
상기후와 머무름, 야경과 오르내림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주요 치유요소와 
양상은 문명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회귀본능을 자극하여 
현 시  도시민들의 치유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내준다. 이와 같은 이동의 치유요소와 그 양상을 파악하는 분석적 연구는 
앞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게 된 결론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도시민들에게 오히려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동은 문명 이전 
피조물 상태로 돌아간 느낌을 줄 수 있는 성질의 이동이었다. 본 논문은 
지리적 개념 중에서도 모빌리티와 치유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삶에 지쳐 치유가 필요한 도시민들에
게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문화 환경의 계획과 사업에 중요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지표상 드러나게 되는 치유의 사건들이 더욱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 치유, 치유적 모빌리티, 걷기, 블로그 내러티브 분석, 서울 한양도
성길, 낙산구간

학  번 : 2014-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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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스트레스, 우울, 육체적‧정신적 질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
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민 절반 이상(53.9%)이 일상에서 스트레스
를 체감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 한 개인이 스트레스, 우울증, 질병과 
같은 질환들에 해 주관적이고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아픔
(illness)( 한간호학회, 1996)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아픔이 증가할수록 개
인의 삶은 피폐해지며, 도시 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증가하
게 된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현 사회 만성피로감을 해결하기 위한 
행복한 삶에 한 관심이 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결국, 치유에 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치유는 최근에서야 일어나게 된 현상만은 아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변화
하는 기상, 밤의 두려움, 낯선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빚어지는 불안과 걱정
(홍윤철, 2014)을 이겨내기 위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성서
에서도 전염병을 포함한 재앙이 땅에 내려졌다가 신에 의해 치유의 역사
를 경험하였던 모습이나, 예전부터 맑고 신성한 물을 찾거나 약초를 구하
려는 노력(Gesler, 1992)이 있었음은 인류 역사상 치유가 늘 인간과 떼어 
낼 수 없는 관계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치유는 지리적 문제이다. 치유는 아픔을 앓고 있는 한 개인이 고
립되어선 일어날 수 없고 어떠한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지리
적 범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Willis, 2009; 박수경, 2014 재인용). 치
유의 가치가 더욱 재조명 받고 있는 시 에 치유를 얻기 위한 인간의 활
동들이 지표상 나타나게 되는 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이러한 치유의 
사건들은 공간, 장소, 이동과 같은 지리적 개념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표상 나타나는 치유의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
해선 치유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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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여 년간 치유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사회 및 문화와 연계하여 
연구하는 건강지리학(health geography)과 건강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
하는 문화지리학(cultural geography)분야에서 치유의 경관(therapeutic 
landscapes)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Gesler는 어떠한 장소가 치
유가 되게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개념으로 치유의 경관을 처음 제시하였
는데, 치유의 경관이란,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는 장소, 상황, 현장, 배경, 
환경 등을 뜻한다(Gesler, 1992; Williams, 1998; Symth, 2005; 박수경, 
2014 재인용). 치유의 경관 연구는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경관, 일상적 치
유의 경관, 체험적 치유의 경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치유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동은 무엇인가”에 해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치유의 경관 연구에서도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체험
적 치유의 경관 내 이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
시 이동과 치유가 직접적 관계가 있음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오
늘날에는 뿌리 내린 장소가 점점 희소해지면서(김덕현 외 역, 2005) 온전
한 치유의 경관만을 경험하기 힘들어졌으며 치유의 경관 범위는 점점 좁
아지고 있다. 또한, 치유에 영향을 끼치며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점점 복
잡해지고 방 해지면서(Urry, 2007, 14) 단면적이고 평면적 원인만을 찾
을 수 있는 치유의 경관 개념을 통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사
건들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유의 경관’ 개념을 넘어 “치유적 모빌리티
(therapeutic mobilities)”개념을 활용하여 “어떠한 이동이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핵심질문에 한 답을 하려고 한다. 치유적 모빌리티란, 건강
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동을 의미하며, 그 유형에는 
걷기와 같은 육체이동, 자전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와 같은 물리적 이동, 
상상이동, 가상이동, 통신이동(Gatrell, 2013; 강현수‧이희상 역, 2014; 이
용균, 2015)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치유의 경관을 활용하여 
치유와 장소 간 관계를 알아낸 것처럼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활용해 치
유와 이동 간 직접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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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연구배경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세워진 핵심질문인 “어떠
한 이동이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
적 모빌리티 개념을 사용하여, “어떻게 치유적 모빌리티가 유발하게 되며,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에 어떠한 치유요소가 작용하는가”에 있다. 
먼저,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잠재적인 원인 및 배경을 
통해 치유적 모빌리티가 유발되는지 그 전조과정을 살펴보아 치유적 모빌
리티의 개념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시도하였다. 둘째, 치유적 모빌리티
가 일어날 때 치유요소는 무엇이며 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
인하여 실질적으로 치유가 되는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통해 본 연구는 삶에 지쳐 치유가 필
요한 도시민들에게 적절한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동을 발굴하여 안내해줄 
수 있는 분석적 연구를 제안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걷기”, 이러한 걷기라는 치유적 모빌리티를 행할 
수 있는 사례 지역으로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 연구 상, 그리고 연구질문을 두었다. 

• 연구목적 :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걷기를 사례로 치유에 도움이 되
는 이동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치유적 
모빌리티가 유발하게 되며,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에 
어떠한 치유요소가 작용하는지 분석한다.

• 연구대상 :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들
(이하, 도시민)

• 연구질문1: 어떻게 도시민들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는가?
• 연구질문2: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는 무엇인가? 그 중 주요 치

유요소들은 어떻게 도시민들을 치유되게 하며, 치유가 일어날 
때 그 양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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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선정배경

  본 연구에서 어떻게 도시민들이 치유적 모빌리티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에 어떠한 치유요소가 작용하는 지를 탐색하
기 위해 결정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사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형 중 “걷기”를 선택하였고, 사례 지역은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선정하였다. 그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적 모빌리티 유형: 걷기

  1) 모빌리티 의미

  치유적 모빌리티 유형을 선택하기 이전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모빌리티에 해서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빌리티(mobility)란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사물, 기계, 정보, 생각, 
이미지 등이 이동하는 것 또는 이동하는 성격(강현수‧이희상 역, 2014, 
605)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은 단순히 movement나 travel과 
같은 이동 자체뿐 아니라 이동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포함하
는 것이다(Cresswell, 2006).
  모빌리티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Urry에 의하면 이러한 모빌리티 
용어는 다섯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표 1-1>.
  첫째, 모빌리티는 일시적인 물리적 이동(physical movement) 또는 이
동(travel) 양식 그 자체를 말한다. 서 있기, 편하게 앉거나 눕기, 걷기, 등
산하기, 춤추기, 휠체어, 목발과 같은 신체 이동에서부터 기술에 의해 확

된 자전거, 버스,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와 같은 기계를 통한 물리적 
이동, 상상이동, 가상이동, 통신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에 있는 모빌
리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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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모빌리티는 이동할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모빌리티의 어근 
모바일(mobile)이라는 단어는 모바일 폰, 이동인간, 이동주방과 같이 이동
하거나 이동할 능력이 있는 것에 붙여 사용된다. 이동한다는 것은 사물 또
는 사람이 이동할만한 능력, 역량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며 오늘날에는 이
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식, 기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셋째, 군중(mob)을 의미한다. 군중은 어떤 경계 내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 오늘날 세계는 스마트몹을 포함한 수많은 위험한 군중 또
는 무리가 생성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모빌리티(social mobility)를 의미한다. 주류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계층이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모빌리티
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모빌리티와 물리적 이동 사이에는 복잡한 관
계들이 존재한다.
  다섯째, 지리적 이동(geographical movement) 또는 장기간 이민
(migration)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동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또는 가
뭄, 박해, 전쟁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간 륙 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Urry, 2007, 7-8). 
  결국,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측면의 이동 그리고 그 이동에 내재되어 있
는 다양한 관계들이 의미하고 실천되는 것(Cresswell, 2006)을 모두 포괄
하여 모빌리티라고 부른다.

모빌리티 의미 예
(1) 물리적 이동(physical movement) 또는  
    이동(travel) 양식 그 자체

신체이동, 기계통한 물리적 이동, 
상상이동, 가상이동, 통신이동

(2) 이동할 능력, 모바일(mobile) 모바일 폰, 이동주방

(3) 군중(mob) 스마트몹

(4) 사회적 모빌리티(social mobility) 사회적 위치 계층 이동

(5) 지리적 이동(geographical movement) 이민, 가뭄‧전쟁으로 국가 대륙 간 이동
자료: Urry(2007), 7-8을 연구자가 요약

주: 모빌리티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측면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그 이동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의미하고 실천되는 것을 포함하여 말하는 용어이다.

표 1-1. 모빌리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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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유적 모빌리티 유형: 걷기

  치유적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ies)란,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동(movement)이다(Gatrell, 2013). 치유적 모빌리티
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빌리티의 의미는 <표 1-1>에서 (1)물리적 이동
(physical movement) 또는 이동(travel) 양식 자체에 가깝다. 치유적 모
빌리티라는 용어에서 단지 이동(movemen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모빌
리티(mobility)라는 단어를 쓰는 까닭은 이동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관계를 형성하여 치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치유적 모빌리티 유형은 모빌리티의 다양한 이동양식과 마찬가지로 걷
기와 같은 육체적 이동, 기술 발전에 의해 생겨난 자전거,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와 같은 물리적 이동, 인쇄물이나 시각매체를 통해 형성된 이
미지로 인한 상상이동, 컴퓨터를 통한 가상이동, 전화, 메시지를 통한 통
신이동(Gatrell, 2013; 강현수‧이희상 역, 2014; 이용균, 2015)등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치유적 모빌리티 유형 중에서도 육체적 이동인 
“걷기”를 선택하였다. 치유가 되는 모빌리티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서도 육체적 이동인 걷기를 선택한 이유는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초가 되
는 이동이 되기 때문이다. 걷기는 다른 모든 이동 양식의 한 요소로 모든 
육체적 이동에서 어느 정도의 걷기는 수반하게 되어있다(강현수‧이희상 
역, 2014). 모든 이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걷기를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유형의 치유적 모빌리티 연구의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걷기’ 혹은 ‘걷기 여행’에 한 개인적 또
는 사회적 욕망과 실천의 증가는 치유적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걷기는 삶의 불안과 고뇌를 치료하
고(김화영 역, 2002), 지구와 접촉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하여 치료의 
수단이 될 수 있다(Thrift, 2001; Urry, 2007, 65 재인용). 이러한 걷기의 
치유 특성은 국내에서 2000년  이후 건강과 환경에 한 관심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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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걷기 여행’, ‘도보여행’, ‘도보관광’에 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걷기에 한 관심의 증가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도시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
양한 걷는 여행길을 발굴하고 조성하고 있다(김선희, 2015). 이러한 시점
에서 치유가 되는 이동을 연구할 때에 걷기라는 사례를 다루는 것은 치유
적 모빌리티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에 본 논문은 치유적 모빌
리티 유형 중 걷기라는 이동양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사례 지역: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걷기라는 치유적 모빌리티를 행할 수 있는 사례 지역으로 “서울 한양도
성1)길 낙산구간”을 선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서울 한양도성길이 어디를 지
칭하는지와 용어를 명확히 한 이후, 연구지역을 서울 한양도성길로 선정하
게 된 배경을 ‘길: 모빌리티적 특성’, ‘서울: 도시적 특성’, ‘한양도성: 역사
경관적 특성’ 세 가지 측면에서 치유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서울 
한양도성길 6개 구간 중에서도 낙산구간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1) 서울 한양도성길

  서울 한양도성(漢陽都城)은 사적 제10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로 조선시  도읍지 한양을 둘러싸고 있던 도성(都城)(서울특별시, 2012)
이다. 조선건국 초 태조에 의해 처음 축조(1395년)되어 한성부 경계를 표
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서울특별시, 2014)
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백악(북악산), 낙타(낙산), 목멱(남산), 인왕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서울특별시, 2014) 지어졌으며 전체 길이가 약 
18.6km(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이다.

1) 원래는 ‘서울성곽’으로 불리다가 2011년 ‘서울 한양도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1.7.28. 고시, 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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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 에는 이러한 한양도성을 도는 순성(巡城)의 전통이 행해졌는데, 
처음에는 치안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가 보통 실제적 위협이 없어 한가롭
게 산책을 하는 형태의 순성이 이루어졌다(허경진, 2012, 281). 걷기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길이라는 고정된 구조를 만드는데(Simmel, 1997; 강현
수·이희상 역, 2014 재인용) 도성길 역시 성곽을 따라 치안 또는 산책을 
걷기가 진행되면서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길의 구조로 자리 잡기 시작
한 것이다.
  한양도성의 성곽은 근 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게 되면
서 길의 기능 역시 상실하게 되었다. 1907-1909년 전차궤도 부설로 인해 
흥인지문과 숭례문주변 성벽일부가 허물어졌으며, 일제강점기 서울 한양도
성이 도시발전을 저해한다하여 ‘경성시구역개수계획(京城市區域改修計劃)’ 
아래 도성의 일부 성문과 성곽이 철거되었다(서울특별시, 2012). 민간차원
에서도 성벽에 인접하여 집을 짓게 되면서(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 성곽 
주변의 길 역시 그 기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훼손된 성곽을 복원하는 사업이 1961년 창의문 일 를 시작으로 
1975년에는 숙정문 주변에서 한양도성 중건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는 삼청
지구, 성북지구, 광희지구 등 전 구간으로 확장되었다(서울특별시, 2012). 
2011년에는 한양도성길의 안내체계 및 노선정비가 완료되어(서울두드림길 
안내 홈페이지) 도시민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서울 한양도성길로 재탄생
되었다.
  현재 서울 한양도성은 2012년 4월 20일 세계유산 잠재목록으로 등재되
어 있으며(정석, 2012) 서울특별시는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2012년 9월 한양도성도감을 신설하고, 2013년 10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전
승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
였다(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

  아직까지 이러한 한양도성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을 ‘서울 한양도성’과 
분리하여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없다. 서울특별시 서울한양도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서울 한양도성의 ‘순성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
다. 반면, 서울 두드림길 안내 홈페이지에서는 ‘한양도성길’이라고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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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네이버 포탈사이트에서는 ‘서울 
한양도성길’, 다음 포탈사이트는 ‘서울 한양도성 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지역의 범위를 확고히 하여, ‘서울 한양도성’이라는 공
식 명칭에 모빌리티를 강조할 수 있는 ‘길’을 붙인 ‘서울 한양도성길’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고 있는 ‘서울 한양도성길’의 위치와 범위는 <그림 
1-1>과 같다. 현재 서울 한양도성길은 총 6개 구간2)인 백악구간, 낙산구
간, 흥인지문구간, 남산(목멱산)구간, 숭례문구간, 인왕산구간이 있다.

그림 1-1. 서울 한양도성길 전체구간
자료: 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

2) 6개구간은 내사산지형(백악·낙산·남산(목멱산)·인왕산), 4 문(숙정문·흥인지문·숭례문·돈
의문), 4소문(창의문·혜화문·광희문·소의문)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현재 흥인지문구간과 숭
례문구간은 성곽이 많이 훼손돼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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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례 지역 선정 배경

    (1) 길: 모빌리티적 특성

  ‘길’은 형태적으로 선형(linear)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걷기라는 모빌
리티가 일어나기 쉽도록 유도한다. 도시민들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걷기
라는 모빌리티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형적 특성을 지닌 환경은 어디가 
있는가?
  2012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내 도보여행 코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환경이 바로 ‘서울 한양도성길(45.0%)’이었다. 그 다음 종
로구 골목길(5.8%), 북촌한옥마을(4.9%), 남산(3.4%), 한강(1.6%) 순으로 
나타나 서울 한양도성길이 걷기를 행할 때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 보
고서에서는 서울 도시민들이 이러한 도보관광을 떠나게 되는 주요 동기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방문해 자신을 힐링하기 위함(서울연구원, 2012)이
라 언급하였는데 이를 볼 때, 도보관광 자체의 주요 동기가 치유이며 이러
한 도보관광이 서울에서 가장 만족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한양도
성길에서 걷는 것은 치유와 긴 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치유적 모빌리티로서 걷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
는 사례 지역으로 서울 한양도성길을 선택하였다.

    (2) 서울: 도시적 특성

  원래 한양도성은 한성부 외곽 경계에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서울의 범위
가 내사산 경계를 넘어 외사산까지 확장되면서 도심 안 문화재가 되었다
(서울특별시, 2014). 행정구역상 서울의 도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종로
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서 문구(서울특별시, 2012)를 둘러싸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민(서울특별시, 2016)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접
근성 높은 산책로가 되었다. 이렇게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 한양도성
길의 위치적 특성은 도시민들의 치유의 걷기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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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양도성: 도심 속 역사경관 특성

  본 연구에서 서울 한양도성길을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한양도성
이 도심 속 역사경관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 속 
역사경관은 치유와 관련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치유에 관한 지리
학 또는 인접 분야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도심 속 
역사경관 중 하나인 서울 한양도성은 실제로 도시민들에게 치유를 위한 
장소로 향유되고 있었다. 

    ① 치유에 대한 지리학에서 도심 속 역사경관 연구 부재

  역사경관(historic landscape)이란, 문화경관 안에 속하는 영역으로 자
연경관이 사람에 의해 변화하게 되면 인공경관이 되고, 이러한 문화경관이 
오랜 시간동안 원형을 유지하면 역사경관이 된다(황기원, 2011; 유예지, 
2012 재인용). 이렇게 형성된 역사경관이 오랜 시간 남아 일상의 도시 속
에 자리 잡게 되면, 사람들은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 역사경관을 방문하여 
옛 장소를 통한 시간여행(이현군, 2006, 418)을 하게 된다. 짧은 시간이지
만 도시민들은 옛 것에 한 향수를 체험하고 과거로부터 배움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이다(Confer and Kerstetter, 2000; Chhabra 
et al., 2003, 윤설민 외, 2012 재인용). 이와 같은 측면들은 역사경관이 
사람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고 나아가 치유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영경(2013)의 연구에서는 경관의 오래된 장소성이 치유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경주 안압지 방문자들을 상으로 
전통경관의 치유특질을 조사한 결과, 경관의 오래된 장소성이 치유에 영향
을 미치며, 특히 경관의 한국성은 치유특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이영경, 2013). 그러나 이영경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역사경관과 치
유와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이동에 관한 
사례연구는 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치유에 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게 될 미래사회에는 더욱 다양한 유형



- 12 -

의 치유를 위한 장소 및 이동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시점
에서 도심 속 역사경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동과 치유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가치가 있다.

    ② 치유의 장소로 향유되는 서울 한양도성

  성(城)은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은 방어시설로, 한양도성 역시 
한양이라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내적으로는 나라와 정권을 상징하고, 지배집단 통치를 상징하기
도 하였다(서울특별시, 2012, 36).
  이러한 내외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한양도성이 한양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는 삶과 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였다. 한양도성은 백성들에게 신
앙, 의례, 놀이의 장소였으며, 문학작품과 회화작품의 주요 배경지가 되기
도 했다(서울특별시, 2012, 110)<그림 1-2>3). 

그림 1-2. 동대문과 성벽
자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2016)

3) 1904년 러일전쟁 무렵 한국을 방문했던 호주 사진가 조지 로스(George Rose, 
1861~1942)가 찍은 동 문과 성벽(East Gate and Walls of the City, Seoul, Korea). 
성문 옆 성벽에서 여장을 밟고 올라선 채로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당시 아이
들 모습을 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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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양도성 옆에 난 길에서는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순찰을 하는 
순성(巡城)이 행해졌는데, 보통 때는 실제적 위협이 없어 한가롭게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며 산책을 하는 형태의 순성이 이루어졌다(허경진, 
2012, 281). 유본예(1777~1842)는 순성놀이를 《경도잡지》에서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도성 안팎의 풍경을 구경하는 멋있는 놀이”라 표현하였고
(김도형, 2010), 1916년 5월 14일 《매일신보》에서는 ‘금일은 순성하세’라
는 제목으로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하였다(김도형, 2010)<그림 1-3>.

그림 1-3. 1916.5.14.매일신보 "금일今日은 순성巡城하세" 
자료: 박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블로그

  이러한 한양도성의 놀이적 성격은 오늘날 치유적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열린 2014년 제4차 한양도성 학술회의에서 이시형(2014)은 한
양도성의 인문적 가치 중 하나가 치유적 가치라 언급하였다. 한양도성은 
도심보다 높은 내사산 지형에 지어져 등산, 산책을 해야만 볼 수 있으며 
걷는 동안의 명상과 오감이 쾌적한 자극을 주게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
어 치유가 가능하다(이시형, 2014).
  더불어 서울 한양도성길을 걷는 것에 한 치유적 가치는 서울시 프로
그램을 통해서도 조명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을 위해 
2013년 「명사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힐링투어」4)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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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는 성북문화재단 주관 행사 「풍류순성」을 열어 예술가와 함께하
는 도시생활 감성치유 프로그램5)이 기획되었다. 서울시에서 2014년 발간
한 e-book형태의 「서울, 힐링여행-서울은 당신의 편안한 삶을 위한 작은 
쉼표입니다」6)에서는 서울 한양도성과 낙산공원-이화마을길을 힐링명소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자치구 뿐 아니라 서울 한양도성길에서는 
일반 기업이나 학교, 민간단체에 의한 ‘낙산공원 힐링콘서트7)’와 같은 각
종 치유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한양도성은 처음 축조 당시에는 방어가 주목적이었지
만 18세기 연날리기, 씨름과 같은 놀이가 행해졌던 백성들의 놀이적 공간, 
삶의 공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허경진, 2012). 그러다 오늘날에는 도시민
들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한양도성길이 길이라는 모빌리티적 특성, 서울이라
는 도시라는 위치적 특성, 그리고 한양도성이라는 도심 속 역사경관적 특
성이 치유와 맞물려 치유적 모빌리티를 관찰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
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어떠한 이동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를 
규명하기 위한 사례 지역으로 서울 한양도성길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그 
중 낙산구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서울시, ‘명사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힐링투어’ 실시”, 민중의 소리, 2013.4.15., 
   http://www.vop.co.kr/A00000622160.html (최종접속일: 2016.11.30.)
5) “600년 문화 살아 숨쉬는 한양도성 성곽길 거닐며 ‘풍류순성’ 즐겨보자”, 헤럴드 경제, 

2014.9.2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25000654&md=20140928004334_BL
(최종접속일: 2016.11.30.)

6) “서울,힐링여행-서울은 당신의 편안한 삶을 위한 작은 쉼표입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
지, http://sculture.seoul.go.kr/archives/43132 (최종접속일: 2016.11.30.)

7)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낙산공원 힐링콘서트 진행”, 프라임경제, 2016.6.2.,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39056 (최종접속일: 2016.11.30.)



- 15 -

  3) 사례지역: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서울 한양도성길 전체구간 중에서도 낙산구간을 
선택하였다<그림 1-4>. 현재 낙산구간은 혜화문부터 낙산을 지나 흥인지
문까지 길이 2.1km(서울특별시, 2014)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도성을 따라 
걷는 길에 장수마을과 이화마을이 있으며 낙산의 정상(125m)에 낙산공원, 
그리고 낙산구간이 끝나는 흥인지문 지점에 동 문성곽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동 문성곽공원 옆에는 한양도성박물관이 위치해있다.

그림 1-4. 사례지역: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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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서울 한양도성길 중 낙산구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
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서울 한양도성길 중에서도 낙산구간은 본 논문에서 보려는 산책정
도의 가벼운 걷기라는 치유적 모빌리티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사례지역으
로 파악되었다. 낙산(駱山)은 해발고도 125m로 서울의 내사산 중 가장 고
도가 낮으며 경사가 완만8)하며(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그림1-5>, 도보
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서울특별시, 2014).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2015 한양도성 이용객 현황조사 최종결과 보고서(2015)』에서 한양도성 
탐방로 방문 목적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서울 한양도성 이용객 1,600
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양도성 탐방로 중 낙산구간은 산책•기분전
환을 목적으로 온 방문객이 49.9%였으며, 서울 한양도성 전체 지점 중 낙
산공원 지점이 산책•기분전환을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56.2%)이 가장 높
았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과 이용객의 현황조사 결과는 서울 한양도성길 
전체구간 중에서도 낙산구간이 부담스럽지 않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라는 
것을 알려주며 걷기라는 치유적 모빌리티를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임을 알려준다.9)

그림 1-5. 전체구간 내 낙산구간의 완만한 경사
자료: 서울특별시(2012)

8) 경사가 완만한 낙산은 모양이 낙타 등처럼 생겨 낙타산(駱駝山) 또는 타락산(駝駱山)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

9) 실제로 본 연구 초기에 훼손된 흥인지문구간과 숭례문구간을 제외한 서울 한양도성길 
전 구간을 상으로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2016년 1월 22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
지 진행된 총 14회 답사와 총 41명 도시민과의 인터뷰(IRB No. 1601/002-011) 결과, 
백악구간과 인왕산구간 일부는 등산수준의 모빌리티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남산구간은 
서울N타워 관광 위주로 방문한 도시민들이 부분이어서 전 구간에서 등질적인 가벼운 
산책 정도의 걷기라는 치유적 모빌리티만을 관찰하기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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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낙산구간은 동 문과 학로라는 번화가가 인접해 있어 바쁜 일상 
속 도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가 걷기를 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주변을 둘러싼 학로는 서울 학교가 관악캠퍼스
로 이전하기 전 학특유의 문화가 발전한 지역으로, 마로니에 공원을 중
심으로 연극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각종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손현
정, 2011; 서울특별시, 2014)<그림1-6>. 더불어 한국방송통신 학교, 가톨
릭 학교 성신교정, 한성 학교, 그리고 성균관 학교와 같은 학 캠퍼스
들이 가까이 위치해 젊은 학문화가 형성돼 있다. 
  낙산구간이 끝나는 지점인 흥인지문 주변에는 1호선, 4호선이 지나가는 
동 문역이 위치해있으며, 동 문 패션타운 관광특구가 발달하여 재래시장
과 현 식쇼핑몰이 혼재된 패션 집적지가 형성되어있다(동 문패션타운관
광특구 홈페이지). 특히, 훼손돼있던 성곽인 서울 한양도성 흥인지문 구간
과 이간수문을 함께 복구하여 옛 동 문운동장 터에 동 문디자인플라자
(Dongdaemun Design Plaza, DDP)가 설치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서울특별시, 2014)<그림 1-7>. 이러한 측면들은 일상생활 속 바쁜 
도시민들이 낙산구간을 걸으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치유적 모빌리티를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례지역임을 알려준다.

그림 1-6. 마로니에공원과 좋은공연안내센터
자료: 2016.3.25. 연구자촬영

 

그림 1-7. 동대문패션특구, DDP, 이간수문
자료: 2016.2.22. 연구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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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 연구 자료와 분석방법 선정

1. 블로그 연구 자료의 선정

  본 연구의 주 자료는 블로그이다. 보통 연구에서 활용하는 인터뷰나 설
문조사 자료가 아닌 블로그를 중심적 자료로 선택한 요인은 본 연구의 특
성상 치유의 측면과 모빌리티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블로그는 치유의 측면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먼저, 블로그 자료는 
치유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치유를 경험
한 연구 상을 명확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한양
도성길 낙산구간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들을 상으로 걷기의 시
도과정과 치유요소를 찾는 것인데, 여기에서 도시민들이 “치유”를 경험하
였는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블로그 자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블
로그 자료는 연구자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낙산구간을 걸으며 “치유”를 
얻었다고 언급한 도시민들의 자료이다.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연구자에 
의해 이미 설계된 자료에서 도시민들이 언급한 “치유”는 연구자에 의해 
제한된 개념일 가능성이 있지만 블로그는 연구자의 개입 없이 도시민 스
스로가 느낀 치유가 되었던 요소와 시도과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블로그 자료는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이라는 연구 상의 모집을 용
이하게 한다. 낙산구간 현장에서의 인터뷰나 설문조사는 서울 한양도성길
을 걸으면서 치유를 느끼지 못하거나 관계가 없는 도시민들까지 포함해버
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로그 자료는 낙산구간을 걸으며 치유
를 얻었다고 언급한 도시민들을 검색 필터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진행 과정에 있어서 혹여나 불분명해질 수도 있는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
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걸러내게 한다. 
  치유과정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블로그 자료의 특성은 치유의 함
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블로그는 익명성과 비가시성을 느
끼게 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욱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오프라
인에서처럼 옷, 비언어적 행동, 눈맞춤 등 사회적 코드에 신경 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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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iel-Nissim and Barak, 2013) 블로그를 작성하기 때문에 치유에 관
한 함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블로그는 육체적 모빌리티를 관찰하기에 유리하다. 도시민들은 문
자, 사진, 음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여행의 흔적들을 블로그에 남
기게 되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블로그에 나타난 여행 및 행동유도의 궤적
을 성찰적으로 고찰하여 이동 중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해 답을 구할 수 있다(Wellman and Haythornthwaite, 2002; Watts, 
2006; 강현수·이희상 역, 2014, 92 재인용). 이러한 점들은 사람들의 모빌
리티를 관찰할 때에 블로그 자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블로그는 개인을 중심으로 다수와 연결(김지수, 2004; 채민균, 
2005 재인용)된 매체로 전시효과, 광고성, 일시성(순간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블로그의 특성들은 오히려 블로그를 쓰고 있는 이에게 경험
한 치유와 모빌리티에 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블로그의 특성을 감안한다는 
뜻에서 연구제목에 “낙산구간 걷기에 관한 블로그를 중심으로”라는 부제
를 붙여 중점적 연구 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블로그의 광고적 특성을 최

한 배제시키기 위해 정부나 기업기관의 블로그, 기사나 도서광고와 관련
된 블로그는 자료에서 제외시키고, 개인 체험 위주의 블로그를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선정하였다.
  더불어, 서울 한양도성길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 중 블로그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거나 인근지역에 살아서 블로그에 굳이 쓰지 않아
도 되는 주민과 같이 블로그가 현장의 일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이 있었다. 이러한 블로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 자료로서 2016
년 2월 22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총 6회 답사에서 걸쳐 진행된 낙
산구간을 걷고 있는 도시민 25명과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IRB No. 
1601/002-011). 인터뷰는 블로그와 성질이 다르므로 이 논문의 부록에 
수록하였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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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로그 분석 방법의 선정

  블로그(blog)란 웹로그(web log)의 줄임말로 ‘웹상에 기록하는 일지’를 
뜻한다(김기란‧최기호, 2009). 이러한 블로그는 1997년 미국 ‘스크립팅 뉴
스(Scripting News)’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1년 최초 블로
그이용자모임인 ‘웹러그인코리아(www.wik.ne.kr)’에서부터 출발하였다(최
문희, 2005). 통신기술이 발달되면서 블로그는 점점 더 인기 있는 매체로 
성장하였으며(Banyai and Glover, 2012), 블로그를 연구자료로 활용한 
학술연구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기존연구에서 블로그를 이용한 방법론은 단단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Jeuring and Peters, 2013) 지리학 또는 관광, 조경, 디자
인과 같은 인접분야에서도 최근에서야 블로그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등
장되고 있다. 보통 블로그를 이용한 연구방법은 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 그리고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콘텐츠 분석(content analysis)이 주를 이루고 있다
(Jeuring and Peters, 2013). 
  보통 내러티브10) 분석은 관광학, 조경학과 같은 인접분야연구에서 살펴
보면 여행 또는 관광에서 경험했던 것에 한 의미와 시공간적 특징들을 
분석할 때(Banyai and Glover, 2012)에 자주 사용된다. 블로그의 내러티
브를 이용한 분석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Volo(2010)는 블로그의 게
시된 글이 잠재적 관광객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알아내었다. Jeuring and Peters(2013)는 날씨가 관광객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블로그 내러티브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이제이‧
성종상(2015)은 240건 블로그에 나타난 서울숲 도시공원에 한 미시담론
을 파악하였다. 
  한편, 빈도 분석은 텍스트 키워드가 등장하는 횟수를 세는 것(김승범, 
2015)으로 의미망 분석11), 콘텐츠 분석12) 사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10) 내러티브는 한 사건에 해 글 또는 말로 표현된 스토리(story), 즉 이야기이다. 그 속
에는 특정한 화자와 시공간이 나타나며 일정한 이야기의 구성형식을 갖추고 있다(조철
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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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Pa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여행자들이 여행경험의 기록하는 
곳으로서의 블로그를 탐구하였으며 의미망 분석과 콘텐츠 분석의 사전작업
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국내 관광학, 조경학과 같은 인접분야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만 실시하여 그 의미를 찾아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여행이나 체험 후 블로그에 쓴 글의 키워드 빈도 자체가 의
미를 함축(김승범, 2015)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선희‧김연금
(2011)의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인 선유도공원의 소통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블로그 1,000건의 텍스트를 빈도 분석하였으며, 조은이‧김도경(2012)은 블
로그 500건을 빈도 분석하여 삼청동길 방문자 행태를 알아내었다. 장민지‧
최정민(2014)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한 인식을 블로그 300건을 활
용하여 텍스트와 그림을 함께 빈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블로그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블로그 내러티브 분석방법과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을 선정
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 한양도성길을 걸으면서 치유의 경험이 있는 도시
민들을 상으로 낙산구간 걷기에 한 블로그 372건의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어떻게 낙산구간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행 및 관광의 경험, 시공간 특징을 분석할 때에 유리한 
블로그 내러티브 분석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낙산구간 걷기
의 치유요소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블로그 텍스트의 빈도 자체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을 활용하였다. 빈도 분
석을 통해서 주요 치유요소를 알아낸 다음, 주요 요소를 다룬 블로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블로그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어떻게 이 요소들이 도시민
들의 치유를 도우며 어떠한 모빌리티적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분
석하였다. 이 같은 연구방법 선정배경을 토 로 자세한 연구방법은 제 2 
장 문헌연구 제 4 절 연구방법에 기술하였다.

11) 의미망 분석은 의미들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분석하는 정량적 방법이다
(Doerfel, 1998; Pan, 2007 재인용),

12) 콘텐츠 분석은 목적지에 한 태도, 긍정과 부정의 결과 등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Banyai and Glov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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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걷기를 사례로 치유에 도움이 되
는 이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총 5장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 2 장 문헌연구에서는 먼저 치유라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치유
를 정의하고 일상화된 치유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둘째, 치유를 지리학에
서 그동안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치유의 경
관 개념 위주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셋째, 이러한 치유의 경관
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치유적 모빌리티를 다루었으며 그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발
과 치유적 모빌리티의 치유요소라는 두 가지 분석틀을 제안하였으며, 문헌
연구에 기초한 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제 3 장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시도: 치유적 모빌리티 유발에서는 치
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나기 전, 치유적 모빌리티가 어떻게 유발되는지를 탐
구하였다. 내재된 아픔을 가진 도시민들이 어떻게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하게 되는지 목적, 인지, 선택의 차원에서 그 유발과정을 블로그 내러
티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 4 장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 치유적 모빌리티 치유요소
에서는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에 의한 연구결과를 통해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걸을 때 치유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었다. 이 중 주요 치유요
소로 드러난 걷기, 기상‧기후, 야경을 중심으로 치유요소가 어떻게 도시민
들이 치유가 되게 하며, 어떠한 양상이 드러났는지를 블로그 내러티브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각 장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달한 연구결론을 밝히
고 추후연구과제 및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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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13)

제 1 절 치유

1. 치유의 정의

  치유(healing)란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육체적, 생물학적, 정신적, 영적, 
감정적, 사회적 요소 등 전체적 측면들에 아픔(illness)이 생긴 것이 온전
해진 결과이다.
  치유(治癒)라는 한자어를 그 로 풀어보면 병을 다스려 낫게 함을 뜻하
는데, 이를 볼 때 치유는 사전에 상처(wound), 스트레스(stress), 우울
(depression), 질병(disease) 등으로 인해 체험하게 되는 아픔(illness)이 
반드시 존재해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illness’는 아픔, 병(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n.d.)을 의미하는 단
어로, 일반적 사람들이 느끼는 신체나 마음의 이상증상을 말하며 그것에 
의해 보통의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뜻한다( 한간호학회, 1996). illness는 
의학적 사실로 판명된 질환(disease)을 각 개인의 퍼스널리티, 사회적 조
건, 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주관적으로, 실존적으로 다르게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한간호학회, 1996). 본 논문에서 쓰이고 있는 치유 역시 개인이 
체험한 상처, 스트레스, 우울, 질병 등의 illness를 낫게 하는 것으로 이를 
‘아픔(illness)’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러한 아픔을 낫게 하는 ‘치유’를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healing, cure, 
therapy, treatment, remedy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될 수 있지만, 본 논
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유라는 용어는 ‘healing14)’을 의미한다. healing

13) 본 장의 연구내용 일부는 서울 학교 사회과학 학 지리학과 학원 학위논문 작성 지
침에 따라 아래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박향기, 2016, “치유적 모빌리티로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한지리학회지, 51(1), 109-125.
14) 이 논문에서 치유는 ‘healing’을 뜻하지만, 주요 용어인 ‘therapeutic landscapes’과 

‘therapeutic mobilities’에 한해서 각각 ‘치유의 경관’과 ‘치유적 모빌리티’로 번역하여 
‘therapy’를 ‘치유’라고 표현하였다. 사실상 ‘therapy’는 치료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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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전체적 요소들을 아우르는 특성이 있다. 
‘healing’의 어원 ‘heal'은 고어 ‘Haelen'에서 왔으며 'Wholeness(전체적
인)'을 뜻한다(Gesler, 2003). 독일어 ‘heilen’도 육체적 질병을 치유한다
는 의미뿐 아니라 정신적 치유(진교훈・윤영돈, 2003)까지 포함하는 개념
이다. 같은 어원에서 온 'health’의 세계보건기구(WHO) 정의를 보면, '단
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 사회
복지(social well-being)측면에서 완전한 것을 나타낸다’고 되어있다(조경
두, 2014). 지리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치유 역시 육체적, 생물학적, 정신
적, 영적, 감정적, 사회적 요소 등 인간을 둘러싼 전체적인 측면들을 아우
르는 개념(Landis, 1997; Moyers, 1993; Gesler, 2003 재인용)이다.
  따라서 치유란 인간을 둘러싼 전체적 요소들에 아픔이 생긴 것이 온전
해지는 결과를 의미한다.

2. 치유의 일상화

  최근 들어 치유는 국내에서 일상화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주로 종교, 의학, 예술 분야에서 쓰였던 치유가 이제는 건강하다고 여겨지
는 사람들에게도 서슴없이 수식어가 붙고 있다. 
  역사적으로 치유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 얻어지는 영적 
치유(spiritual healing)의 의미가 있었다. 성서에서 구약시  아름답고 광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건강한 영토를 신으로부터 받거나, 전염병을 
포함한 자연적 재앙이 땅에 내려지는 모습(Gesler, 1992; 구동회·심승희 
역, 2007)에서 건강 및 생사의 여부가 신으로부터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적치유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제거

‘therapy’는 약이나 수술의 사용 없이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
는 것(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2009)을 의미한다. 
‘치료’를 뜻하는 독일어 ‘therapie’의 그리스 어원인 ‘테라페이아(therapeia)’의 일차적 
의미는 ‘봉사’이며, 이 때 봉사는 종교적 예배에서부터 간호와 치료를 포괄하는 의미다
(G. Wehr, 1989, 247; 진교훈・윤영돈, 2003 재인용). ‘therapy’는 ‘healing’의 상태에 
가도록 돕는 수단으로, ‘therapy’의 결과가 ‘healing’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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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김수연, 2011) 그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 전인(whole man)적 측면에
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백근수, 2012).
  이러한 영적세계에서 다루어지던 치유는 기능합리주의, 이분법, 인과론
적 사고로 인해 인간이 종교적 인간상을 벗어나 탈신성화세계에 살게 되
면서(진교훈･윤영돈, 2003)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의학적 치유(medical healing)에서는 의학적으로 판명된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질병(disease)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학적 치료를 통해 치유되는 것
이다. 의학적 치유는 신체치유, 심리치유, 정신치유, 감정치유 등 인간을 
둘러싼 여러 측면들을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1800년  초기부터 1900년  사이에는 정신의학이 출현하게 되면
서 예술이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Malchiodi, 2005; 윤
혜선, 2010 재인용). 예술 치료를 통한 예술적 치유(art healing)는 연극, 
무용, 독서, 글쓰기,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사실 예술치료가 전문화되기 이전
에도 역사상 그 초기접근들의 사례가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촉진시켰고, 그리스에선 드라마와 
음악을 활용하여 정신병을 회복하였다. 성서에서는 사울왕의 심리적 안정
을 돕기 위해 음악이 활용된 것(Fleshman and Fryrear, 1981; 
Galdding, 1992; Malchiodi, 2005; 윤혜선, 2010 재인용)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술적 치유는 최근에도 치유의 글쓰기(한희경, 2013), 
연극과 드라마를 통한 치유(이선형, 2013), 영화매체를 보며 집단적 웃음
을 통한 치유(임석원, 20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등장하고 있다.
  영적, 의학적, 예술적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단어인 치유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일상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음식(최성희･은종방, 2007), 쇼핑(김
설매, 2014), 여행(김세은, 2013) 등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기분전환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까지 치유라는 범위 안에 포함시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치유가 일상화된 까닭은 국내에서 일어난 힐링 열풍의 영향이 
크다. 2010년부터 건강에 한 관심이 몸에서 정신으로 옮겨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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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에 일상 속에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손쉬운 힐링’에 한 
관심이 급증(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힐링과 
예술치유에 한 관심이 증가해 다양한 치유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2013년 피로가 축적된 사회에서 정신적 치유를 기 하는 힐링이 트
렌드화 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이와 같이 일상적 범위까지 치유가 확장된 까닭은 각박한 삶 속에서 현

인들이 심리적 불안을 쉽게 느끼게 되면서 이에 한 반응으로 힐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특히, 불평등, 권력의 자
본주의적 생활양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시 공간(김용창, 1997)에서는 도
시민들이 바쁘고 각박한 삶의 양식에 따라 살아가다가 일상적으로 영위해
야할 삶의 양식의 기준치조차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잠시 짬을 내어 그동
안 가지지 못했던 생활양식을 영위하게 되면, 평소 기준치에 못 미치는 일
상이 채워져 그 차이에서 빚어지는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종교, 의학, 예술분야에서 방법을 찾던 치유는 이제 일상의 영역까지 침
투되었으며 그 방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쓰이고 
있는 치유 역시 일상적 치유(daily healing)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1. 치유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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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치유에 관한 지리학 연구

1. 치유에 관한 지리학 연구 동향

  치유는 지리적 문제이다. 치유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어떠한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지리적 범위를 점
하게 된다(Willis, 2009; 박수경, 2014 재인용). 인간은 살면서 치유의 과
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최근 들어 치유가 일상화되고 부각되어 
치유를 얻기 위한 인간의 활동들이 지표상 더욱 빈번하게 드러나면서 치
유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치유를 지리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의료지리학에서 파
생되어 사회 문화와 연계하여 연구하는 건강지리학과 건강이슈를 집중적
으로 분석하는 문화지리학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인 20여년 안에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간 치유를 연구한 문화지리학자 및 건강지리학자들을 장소
와 치유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연구
들은 체로 치유의 경관 개념을 토 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치유의 경
관이란 Gesler가 신문화지리학의 의료적 이슈로서 어떻게 장소나 상황이 
치유로 인식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제시한 개념(Gesler, 1992, 735)으로 치
유의 과정이 진행되는 장소, 상황, 현장, 배경, 환경 등을 뜻한다(Gesler, 
1992; Williams, 1998; Symth, 2005; 박수경, 2014 재인용). 다시 말해, 
어떻게 장소(또는 상황, 현장, 배경, 환경 등)가 치유의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리적 메타포가 치유의 경관(Gesler, 
1992, 743)인 것이다.

  지금까지 치유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1992년 Gesler가 처음 제시한 치
유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전개되었다.
  먼저, 치유의 경관 초기 연구이자 아직도 주류를 이루는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경관에 한 연구이다. Gesler는 연구 초기 치유의 명성이 오래전
부터 전해 내려온 신성한 장소를 사례 지역으로 선택하였다. 치유의 신 아
스클레피오스의 탄생지 에피다우로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루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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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성지순례, 치유의 효과가 있는 목욕의 장소와 같은 지역들을 중심
으로 자연적(natural), 시설적(built), 상징적(symbolic), 사회적(social) 요
소로부터 사람들이 치유를 얻는 사례들을 연구하였다(Gesler, 2003).
  명성이 알려진 치유의 경관 중에서는 영적 치유의 경관도 종종 사례로
써 등장하였다. Williams는 2006-2007년까지 캐나다 퀘벡의 기독교 순례
지인 St. Anne de Beaupre를 사례로 영적 경관에서 영적 활동과 건강에 

한 갈망이 치유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였다(Williams, 
2010). Perriam은 영적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Perthshire와 Scotland지
역을 중심으로 공간, 문화, 믿음 간 관계를 연구하였으며(Perriam, 2015), 
박수경은 한국 천주교 순례지를 사례로 영적 치유의 경관을 고찰하였다(박
수경, 2016).
  치유의 특효가 알려진 자연경관 및 의료시설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자연이 어떻게 치유에 영향을 끼치는지 자연 치유의 경관
(Milligan et al., 2004; Serbulea and Payappallimana, 2012; Jiang, 
2014)에 한 연구가 있는 반면, 의료기관, 병실 디자인, 나아가 의사, 간
호사, 환자 간 관계가 치유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Williams, 1998; 
Andrews, 2004; Gesler et al, 2004; Oster et al., 2011; Wood et al., 
2015)에 관한 연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치유의 경관 개념을 활용하여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경관에 한 연구는 부분 시간을 보내
게 되는 일상의 공간, 장소에 해서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까운 삶 속 치유를 하는 일상적 치유의 경관 연구가 최근 10
여 년 사이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경관 연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농
촌이나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을 상으로 일상의 삶의 환경이 치유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한 연구(Conradson, 2005; Houghton and 
Houghton, 2015; Bell et al., 2015)가 있으며, 농촌에 비해 건강하지 못
하다고 알려진 도시까지도 치유의 경관(Wakefield and Mcmullan, 2005; 
Masuda and Crabtree, 2010; Moodley, 2011)으로 두고 연구한 사례가 
있다. 나아가 삶에서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Brewst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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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유카페(박수경, 2014)와 같은 다양한 사소한 일상의 경관을 사례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10여년 내에는 체험 역시 치유에 큰 몫을 담당한다고 여겨 체험적 
치유의 경관 연구가 일상적 치유의 경관 연구와 함께 조류를 이루고 있다. 
치유의 경관 초기 연구가 정적인 치유에 관심을 두었다면 현재는 동적인 
치유에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 Sampson and Gifford(2010)는 치유의 경관이 장소만들기 활동과 개
인들의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 생성되고 있음을 호주 멜버른으로 피난을 
오게 된 젊은 층들을 상으로 한 연구로 증명해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복의 경관을 생성하기 위해 장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
으며 그들이 정착지에 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협상을 통한 장소만
들기가 치유의 경관을 생성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그 외 문제아 치유 
캠핑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경관(taskscapes) 자체를 치유의 경관
으로 보거나(Dunkley, 2009), 전통적으로 거룩하다 여겨진 벽을 도는 행
위를 현  퍼포먼스 이론으로 재해석하여 치유를 위한 문화적 행위라고 
밝힌 연구(Foley, 2011) 등 치유의 경관 자체가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류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치유의 경관 연구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사회과학에서 진행된 ‘모
빌리티 전환(mobilities turn)’의 영향으로 체험적 치유의 경관 내 이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잉글랜드 남동 지방을 걷는 공동체
(Doughty, 2013), 영국 맨섬 순례(Maddrell, 2013), 의료관광 및 의료여
행(Buzinde and Yarnal, 2012; Liggins et al., 2013), 건강한 지역으로
의 이주(Sampson and Gifford, 2010) 등의 연구들은 치유의 경관 개념 
안에서 이동을 주목하여 다루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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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유의 경관 개념의 한계

  그동안 치유에 관한 지리학 선행연구는 치유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치유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세 가지 측면
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치유의 경관 개념을 활용한 연구는 치유와 이동 사이의 관계를 조
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치유의 경관은 치유와 장소 간 관계를 
밝히기 위한 개념(Gasler, 2003)으로 이동(movement)이 가진 치유의 힘
(Gatrell, 2013), 즉 치유와 접한 관련성이 있는 이동에 해서는 잘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치유의 경관 연구에서도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체험적 치
유의 경관 내 이동에 관한 연구(Sampson and Gifford, 2010; Buzinde 
and Yarnal, 2012; Doughty, 2013; Maddrell, 2013; Liggins et al., 
2013)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치유가 되는 이동의 특성은 치유의 경관 개
념으로는 다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Doughty(2013)는 걷기라는 
모빌리티를 통해 치유의 경관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잉글랜드 남동 지방 시골길을 걷는 공동체를 사례로 공유된 이동이 어떻
게 회복의 사회적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Doughty는 치
유의 경관 개념에 육체적 이동이라는 모빌리티 접근을 적용하여 치유의 
경관에서 모빌리티 연구의 부족을 해결하였으나 걷기라는 육체적 모빌리
티가 치유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는 알아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Maddrell(2013)의 연구에서는 치유의 경관 내 순례라는 
이동을 치유의 수단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국의 맨섬(the Isle of 
Man)의 초기 개신교 성지들의 흔적들을 한주동안 순례하는 연례행사 프
로그램을 사례로 하여 그러한 치유의 경관을 순례할 때에 어떻게 신과 가
까워짐을 느끼고 치유가 되는지를 연구하였다. Maddrell은 순례라는 이동
이 치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경관 내에서 순례라는 모빌
리티 자체가 주는 치유의 의미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치유가 되는 이동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치유의 경관 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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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다루어 치유의 경관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만의 치유
의 특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동은 치유의 효과가 
있으며 장소를 넘어 치유와 이동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둘째, 오늘날 치유의 경관은 그 범위가 좁아졌으며, 치유의 경관 사례의 
수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현 사회에 장소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
으며, 한 가지 목적으로만 존재하지 못하게 되면서 온전한 치유의 경관만
을 경험하기 어려워졌다. 넓은 범위의 치유의 경관을 체험하는 일이 드물
어졌으며 점차 그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뿌리 내린 장소가 
점점 희소해지면서(김덕현 외 역, 2005) 치유와 장소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치유의 경관 사례는 점점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셋째, 치유의 경관 연구에서는 치유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
석하기 어렵다. 한 객체에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방 해
지면서(Urry, 2007, 14)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역시 다양해졌다. 단
면적이고 평면적 원인만을 찾을 수 있는 치유의 경관 개념을 통해서는 현
재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사건들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치유의 경관 개념의 한계성은 현재 일어나는 치유의 사건들
을 연구할 때에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유와 이동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
을 활용하여 핵심질문인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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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치유적 모빌리티

1. 치유적 모빌리티

  치유적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ies)란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동(movement)(Gatrell, 2013, 100)을 말한다. 장소
(place)뿐 아니라 이동(movement) 역시 치유의 힘(Gatrell, 2013)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치유에 관한 지리학 연구에서는 치유의 경관 개념
을 중심으로 장소와 치유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해
왔다. Gatrell은 치유의 경관 위주의 연구를 비판하고, 치유의 경관을 넘
어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Gatrell, 2013).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최근 사회과학 내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영향으
로 최근에야 등장하였지만, 사실상 치유와 관련한 이동의 개념은 옛 문헌
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로부터 치유의 명성이 알려진 곳에서 순례를 하는 행위는 치유와 관
련한 이동의 오래된 예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는 종교 역사의 
주 무 가 되었던 성스러운 장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밟으며 경
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뜻을 새기는 여정이다(가스펠서브, 2013). 종교학자 
엘리야데에 의하면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길을 보행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 가치로 변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집이 
안정된 상황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집을 버리는 순례자는 끊임없이 이동하
여 안정된 세계를 벗어나 최고의 진리를 향한 보행에 전적으로 몸을 바치
게 된다(이은봉 역, 1993). 이러한 순례는 순례자의 종교적 신념, 순례라
는 행위, 순례 장소에 한 스토리, 일상의 예배(Gesler, 2003, 82) 등의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치유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최근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걷기 열풍 역시 치유와 이동
에 관련한 논의라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건강과 환경에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걷는 여행길이 발굴, 조성되
었다(김선희, 2015). 이러한 도보여행은 소외되고 우울했던 일상생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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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 시간과 장소를 음미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며 도보여
행지에서 형성하는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는 정신적 치유감을 느끼게 하여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도와준다(문지은, 2015). 다비드 르브르통에 의하
면 걷기와 치유는 접한 관계가 있는데, 걷기는 삶의 불안과 고뇌를 치료
하는 약(김화영 역, 2002, 255)으로 다른 리듬 속에 몸담고 있던 시간, 공
간, 타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여 걷기를 하는 주체가 세계 속에 자신
의 자리를 회복하고 저력을 되찾게 도와준다. 오늘날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육체적, 정신적 저력을 동원하여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걷
는 치유법을 도입하곤 한다(김화영 역, 2002, 267).
  걷기뿐 아니라 자전거, 차,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면서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Gatrell, 2013, 98). 한 예로, ‘서
울시민 힐링 프로젝트 속마음버스’는 2013년 서울시청 산하 정신보건사업
단에서 우울증이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 에 도시민들의 치유를 위
해 시작한 프로그램15)이다. 속마음 버스에서는 동승자와 함께 화를 나
누며 치유를 하게 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가 멈춰있는 건물 안이 아
닌 저녁시간 서울 도심 속을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동의 치유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치유와 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을 다루는 연구들 역시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확장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잉글랜드 남동 
지방을 걷는 공동체(Doughty, 2013), 영국 맨섬 순례(Maddrell, 2013), 
건강의 사회적 불균등을 일상의 모빌리티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Shareck  
et al., 2014), 의료 관광 및 여행(Buzinde and Yarnal, 2012; Liggins 
et al., 2013), 건강한 지역으로의 이주(Sampson and Gifford, 2010; 
Snyder and Wilson, 2015; Morris et al., 2016) 연구들은 치유적 모빌
리티 개념으로 확장시켜 해석 가능하다. 

15) “진심이 알고 싶어” 소중한사람과 타본 속마음버스, 위키 트리, 2015.9.21.,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33198
    (최종접속일: 20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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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의 유용성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치유의 경관’ 개념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표 2-1>.

치유의 경관 치유적 모빌리티
면, 넓은 범위 선, 좁은 범위

단면적 치유요소 입체적 치유요소

표 2-1.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의 유용성

  첫째, 치유적 모빌리티는 선형적 특성으로 좁은 범위의 연구가 가능하
다. 치유의 경관 개념은 면적인 접근으로 그 경관 안에 포함된 범위 모두
가 치유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뿌리 내린 장소가 점점 희
소해지고(김덕현 외 역, 2005) 현 사회에서 치유의 경관 범위가 점점 좁
아지게 되면서 온전하고 넓은 범위의 치유의 경관을 경험하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활용하면 치유의 경관 연구에 비해 선적
으로 접근하여 좁은 범위에서 치유와 관련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적인 측면은 치유가 되는 주체의 궤적을 추적하여 더욱 치유가 
되는 개개인에 집중해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치유적 모빌리티는 한 객체에 미치는 다양한 치유요소들을 입체적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그림 2-2>. 한 객체의 치유에 영향을 미
치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방 해지면서(Urry, 2007, 

그림 2-2. 치유의 경관(단면적)과 치유적 모빌리티(입체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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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면적이고 평면적 원인만을 찾을 수 있는 치유의 경관 개념을 통해
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사건들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편, 모빌리티는 이동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Cresswell, 2006)들을 
모두 볼 수 있게 하며 다양한 행위자(actors)와의 관계를 보게 하는(이용
균, 2015) 렌즈이다. 모빌리티 렌즈는 어떻게 이동이 치유가 되게 하는지 
다양한 요소들을 찾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요소를 보게 하는 모빌리
티적 시각은 그동안 치유의 경관 연구에서 치유가 되는 단편적이고 선형
적인 원인을 찾았던 것을 넘어서 더욱 세부적이고 다양하고 본질적인 치
유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를 보는 시
각은 그동안 치유의 경관 연구에서 보지 못하였던 치유에 영향을 끼치는 
속성을 입체적으로 발견하게 해준다.

  이전 연구에서 치유의 경관을 활용하여 치유와 장소간의 관계를 알아낸 
것처럼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활용하여 치유와 이동간의 직접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동을 매개로 한 치유는 
옛 문헌 혹는 일상 가까이에서 관계를 드러냈으며, 지금 한국사회의 일상
화된 치유의 흐름과 걷기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할 때에 적절한 개념
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그동안 치유의 경관 개념
을 통한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좁은 범위의 선적인 측면의 치유와 그
동안 발견하지 못하였던 치유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앞으로 치유와 이동간의 관계를 밝히는 도구로서 치
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유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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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분석틀 및 연구방법

1. 연구분석틀

  본 연구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치유와 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두 가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발, 
둘째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치유요소이다. 전자는 이동의 전조과정을 보게 
하는 모빌리티 논의의 관점에서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발을 바라보았으며, 
후자는 다양한 치유요소를 밝힐 수 있는 모빌리티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두 가지 틀은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나기 전과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
나는 중으로 시간 순으로 나눈 것이기도 하다.

  1) 치유적 모빌리티 유발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발에서는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
한 잠재적 원인 또는 배경으로 인해 모빌리티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전
조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분석틀에서 사용되는 관점은 모바일, 이동할 능력을 뜻하는 모빌리티
(Urry, 2007) 의미에서 출발한다. 앞서 <표 1-1> 모빌리티 의미에서 살펴
보았듯 모빌리티는 (2)이동할 능력, 모빌리티의 어근 모바일(mobile)을 뜻
하기도 한다. 즉, 이동한다는 것은 사물 또는 사람이 이동할만한 능력, 역
량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단순히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현상으로서 의미를 넘어 이러한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관계들과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모빌리티인 것이다(윤신희‧노시학, 2015). 이동이 일어나
기 전 그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 잠재적인 요인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모빌리티 렌즈는 더욱 다양한 이론, 방법, 질문,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강
현수·이희상 역,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빌리티의 특성을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나기 
이전 단계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보통 모빌리티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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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전조과정은 주로 ‘자산’ 또는 ‘자본’ 등의 경제적 측면(Kaufmann 
et al., 2004; Urry, 2007)이 강하지만, 치유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이동
의 전조과정을 ‘내재된 아픔’이라는 심리적 측면에 집중한다. 치유의 정의
에서도 살펴보았듯 치유는 반드시 사전에 아픔이 존재해야한다. 이동을 일
으키는 역량 또는 가능성을 뜻하는 모빌리티 시선으로 치유적 모빌리티 
이전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치유가 되는 이동이 일어나는 전조과정
(Kellerman, 2012)으로 작용하는 내재된 아픔을 확인할 수 있다. 내재된 
아픔이 없이는 치유가 되는 이동도 일어나지 않으며, 내재된 아픔은 치유
적 모빌리티 현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재현될 모빌
리티를 더 잘 파악하고 예측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점에서 치유에 관한 
지리학에서 모빌리티 관점의 연구는 앞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
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치유적 모빌리
티 이전 단계를 연구하여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이 더욱 풍부해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2) 치유적 모빌리티 치유요소

  치유적 모빌리티 치유요소는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 어떠한 치유
요소가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틀에서 근간이 되는 관점은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행위자(actors)와의 관계를 보게 하는 모빌
리티(이용균, 2015)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치유요소를 알아내기 위해 372건의 블로
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빈도 분석 사용하였다. 이 때 텍스트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문헌은 Gatrell(2013)이 치유적 모빌리티를 걷
기를 예시로 설명하면서 제시한 치유와 걷기의 관계이다<표 2-2>. 
  Gatrell은 치유와 걷기가 활동적 신체(the active body), 사회적 신체
(the social body), 걷기의 맥락(the walking context) 세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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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내용 관련 단어

활동적
신체

육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증진

건강, 운동, 걷기, 신체, 여행, 활동, 이동, 명상, 
리듬

사회적
신체

사회적 상호작용으
로 치유

혼자, 사람들, 동행, 상호작용, 공유, 대화, 이웃, 
커플, 동물

걷기의
맥락

• 사회 물리적 맥
락 속 치유
• 공간, 시간, 신체
적 측면 있음

안전, 접근성, 공원, 나무, 꽃, 미적, 예술작품, 
분수대, 밤, 낮, 날씨, 바람, 계절, 오감, 냄새, 
소리, 자연환경, 시설환경, 도시환경, 시골길, 숲 
길, 계층, 민족

자료: Gatrell(2013) 101-104를 연구자가 요약

표 2-2. Gatrell의 치유와 걷기 관계 

  먼저, 활동적 신체는 걷기를 할 때에 어떤 활동이 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걷기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걷기를 하는 활동적 신체는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단을 넘어 감정 지리를 구축하게 되며 이는 결국 개인의 치유
를 돕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활동적 신체 측면에서 걷기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공 건강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사회적 신체 측면은 혼자 걷거나 다른 누군가와 사회적 상호작용
하면서 걸을 때 치유에 도움을 주는 면을 말한다. 개인, 상황, 장소에 따
라 혼자 걷는 것이 치유가 될 때도 있으며, 이웃, 친구, 가족, 애완동물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걷는 것이 치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걷기 맥락적 측면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걷기가 이루어지느냐가 
치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맥락 속 걷기는 여러 사회 물리적 환경 속
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행자와 그 보행자를 둘러싼 여러 행
위자들이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Gatrell은 걷기 맥락적 측면을 공간, 시간, 그리고 그 시공간을 느끼는 신
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간적 측면은 얼마나 보행자가 편안하
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척도인 워커빌리티(walkability)로 
설명하였다. 워커빌리티는 교통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접근성, 자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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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성, 그 외 빌딩 집도, 디지털 지도 정보, 앉는 공간, 상점 등 긍정적 
사회 행동을 지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더불어, 같은 공간일지
라도 시간 나 날씨에 따라 보행자가 받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
한 시간과 공간을 느끼는 신체는 냄새, 소리, 걷는 사람과 떨어져있는 정
도 등 오감에 의한 느낌이 치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Gatrell, 2013, 
101-104).

  Gatrell은 이동과 치유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치유적 모빌
리티를 제시하였고,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형에는 걷기, 자전거, 차, 버스, 
기차, 비행기 등(Gatrell, 2013, 98)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인 걷기를 사례로 걷기와 치유간의 관계
를 문헌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떤 활동이, 누구와 함께, 어떠한 맥락 속
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걷기와 치유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를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Gatrell의 치유와 걷기 관계<표 2-2>를 사용해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치유요소를 알아내었다. 

  3) 연구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두 가지 분석틀인 치유적 모빌리티 유발
과 치유적 모빌리티 치유요소를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걷기라는 사례
에 적용하여 관찰하였다. 
  먼저, 치유적 모빌리티가 어떻게 유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 한양도
성길 낙산구간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들이 어떻게 서울 한양도성
길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는지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한 이론적 관점은 이동할 능력을 보게 하는 모빌리티적 관점이
다. 모빌리티적 관점을 바탕으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시도과정을 내재
된 아픔을 가진 도시민들을 전제로 방문목적의 형성, 서울 한양도성길의 
인지,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선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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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에 치유요소와 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질문
에 답하기 위해 사용한 관점은 다양한 행위요소들을 보게 하는 모빌리티
의 특성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치유요소를 알아내기 위해 Gatrell의 
치유와 걷기 관계<표 2-2>를 도구로 활용하여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치유적 모빌리티의 치유요소를 도출하고, 그 중 주요 
치유요소를 중심으로 치유양상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분석틀을 통해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들을 상으로 어떻게 치유적 모빌리티가 유
발되며,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 치유요소를 밝혀 최종적으로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동이 무엇인지 밝힌다<그림 2-3>.

그림 2-3.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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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및 방법

  1) 블로그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들
을 찾기 위해서 치유와 낙산구간 걷기에 관한 블로그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수집하였다. 먼저, 네이버 포탈사이트(http://www.naver.com)에서 
<표 2-3>과 같이 주제어를 검색하여 나온 블로그들을 최신 순으로 정렬하
여 순서 로 블로그를 찾았다. 그 중 정부나 기업기관의 블로그, 기사나 
도서의 광고성 블로그, 서울 한양도성 낙산구간이 언급되었으나 다른 지역
에서 치유를 받은 후기, 걷기가 아닌 자전거, 자동차 등 다른 이동에서 치
유를 받은 블로그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6
년까지 7년간 포스팅 된 총 372건의 블로그를 연구 상 블로그로 선정하
였다<그림 2-4>.

주제어1 주제어2 주제어3

‘힐링’,
‘치유’

‘낙산’, ‘낙산공원’
‘동대문’,‘동대문성곽
공원’

‘성곽’, ‘성곽길’, ‘도성’, ‘도성길’, ‘성벽’, ‘서울 한
양도성길’, ‘한양도성’, ‘한양도성길’, 
‘서울성곽’, ‘서울성곽길’

표 2-3. 주제어 검색

그림 2-4. 낙산구간 걸으며 치유를 언급한 블로그 수 추이(2010-2016)
주: 최초의 블로그가 2010년 게시된 이후, 점차 블로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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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질문1: 블로그 내러티브 분석

  선정된 블로그를 바탕으로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걷기 이전, 어떻
게 도시민들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는지 372건 블로그
들의 내러티브들을 분석하였다. 

  3) 연구질문2: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를 찾기 위해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빈도 분석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
  먼저, 텍스트 추출 단계이다. 선정된 372건 블로그를 하나의 1인 미디
어로 간주하고 치유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치유
의 원인으로 작용한 단어를 추출하여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힐링’ 또는 
‘치유’가 언급된 "혼자 걸으면서 바람을 맞으니 힐링이 되네"라는 문장에서 
치유의 원인이 된 ‘혼자’, ‘걸으면서’, ‘바람’을 치유요소로 간주하고 단어
를 추출하는 것이다. 부분 블로그는 하나의 요소가 치유에 영향을 끼치
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치유요소들이 혼합되어 치유과정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이러한 경우 중복이유를 허용하였다. 그 후, 텍스트 분류 단계를 거쳤
다. 추출한 단어는 Gatrell의 치유와 걷기 관계<표 2-2>에서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비슷한 의미를 지
닌 치유요소들은 같은 치유요소유형으로 묶었다. 이와 같은 텍스트 추출 
및 분류 단계 과정을 통해 언급된 텍스트의 횟수를 세어 치유요소유형의 
빈도를 분석하였다<표 2-4>.

텍스트 추출 단계 텍스트 분류 단계

"혼자 걸으면서 
바람을 맞으니 
힐링이 되네“ 

➜‘혼자’, ‘걸으면서’, 
‘바람’ 추출

Gatrell의
치유-걷기관계

치유요소 
유형

치유요소 언급수

걸으면서➜ 활동적 신체 산책•걷기 ‘걸으면서’ 1
혼자➜ 사회적 신체 혼자 ‘혼자’ 1
바람➜ 걷기의 맥락 기상•기후 ‘바람’ 1

표 2-4.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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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질문2: 블로그 내러티브 분석

  이와 같은 3단계에 걸친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이 끝나고 나서 주요 
치유요소로 드러난 치유요소유형을 언급한 블로그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를 다시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주요 치유요소들이 작용했을 때 치유요소들
이 도시민들이 치유가 되게 하는지와 치유요소가 작용할 때의 모빌리티적  
양상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5) 인터뷰

  본 연구는 블로그 자료를 주요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블로그 
자료는 외지 사람들의 후기가 부분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치유에 해서
는 잘 다룰 수 없으며,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연령 의 치유를 다
룰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블로그 자료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
였다. 인터뷰는 2016년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된 총 6회 낙산
구간 답사에서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걷고 있는 도시민 총 25명을 
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서울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하에 이루어졌
으며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IRB No. 1601/002-011). 
  본 연구 결과, 특히 25명 상 중에서도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블로그
의 연구결과와 차이점이 있었다. 특히 주민 인터뷰가 블로그 자료와 차이
점이 있었던 부분인 ‘제 3 장 제 2 절 1. 치유: 아픔이 유발한 이동’ 과 
‘제 3 장 제 3 절 2.서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었
다. 또한, 다른 논문의 부분에 있어서도 블로그 내용을 보완하거나 강화하
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상과 블로그의 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인터뷰의 자세한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그리고 연구내용을 본문이 
아닌 부록자료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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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시도
: 치유적 모빌리티 유발

  제 3 장은 도시민들이 어떻게 낙산구간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는지 치유
를 경험한 도시민들의 관점에서 치유적 모빌리티 전조과정을 확인하였다. 
블로그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도시민들은 아픔이 내재된 이
후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목적을 갖게 되고, 정보를 인지하게 되며, 선
택과정을 겪게 되어 낙산구간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 인
지, 선택의 절차는 순차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순서 없이, 때로는 간헐적
으로 서로 상호작용하여 잠재적으로 도시민들에게 치유적 모빌리티를 시
도하도록 유도되고 있었다.

제 1 절 내재된 아픔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들은 서울 한
양도성길 걷기 이전에 반드시 아픔이 내재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아픔
(illness)이란 한 개인이 스트레스, 우울증, 질병과 같은 질환들에 해 주
관적이고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 한간호학회, 1996)을 의미하는
데 치유는 이러한 아픔이 사전에 반드시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다.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내재된 아픔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내재된 아픔이 없는 채 모빌리티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치유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며, 반드시 내재된 아픔을 겪게 된 이후 걷기 등의 모빌리티
가 행해질 때 치유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 상인 도시민들이 이러한 아픔이 미리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
하에 보고 있다.
  <표 3-1>에서 보면, 서울 한양도성길을 걷기 전 도시민들은 내재된 아
픔을 인지하기도 하고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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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아픔 인지 여부 목적 형성 일어나는 현상

내재된 아픔 인지 함
치유 아픔이 유발한 이동

치유 외 목적 뜻밖에 치유

내재된 아픔 인지 못함 치유 외 목적 뜻밖에 치유

표 3-1. 내재된 아픔 인지 여부

  내재된 아픔을 인지한 일부는 의도적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치유될만한 
곳을 찾아가는 아픔이 유발한 이동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16) 
  그러나 내재된 아픔을 인지하더라도 치유 외 목적이 생겨 낙산구간에 
갔다가 그곳을 걸으며 일어나는 치유요소들로 인해 뜻밖에 치유를 얻게 
된 경우(2015.10.25., lisa***)가 있었다. 또한, 아래의 내러티브와 같이 
내재된 아픔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낙산구간 걷기를 통해 뜻밖
에 치유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평일에 놀러나 다녀오자는 동료분과 같이 학로에 다녀왔다...(중략)...낙산공
원으로 향했다...(중략)...5년 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중략)...무심코 따라나선 동행길에 뜻밖에 ‘힐링’이 되었
다. 아... 다시 힘내야지!”(2013.5.31., love******)

  제 3 장에서는 치유적 모빌리티가 이러한 내재된 아픔을 지닌 도시민들
이 목적, 인지, 선택 과정 간 순서 없이 진행되거나 상호작용 속에서 유발
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먼저, 제 2 절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목적에서는 내재된 아픔을 지닌 
도시민들이 목적이 형성되어 낙산구간 걷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치유와 
치유 외 목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성곽길을 걷기 전부터 
내재된 아픔을 인지하고 치유를 목적으로 서울 한양도성길을 찾은 유형 
그리고 산책, 놀이 등 치유 외 목적으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하였다가 
뜻밖에 치유를 얻은 도시민들의 유형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16)“낙산공원이에요...(중략)...스트레스가 극심한지라 잠시 ‘힐링’을 하러 다녀왔지
요”(2016.6.13., hy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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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목적

1. 치유: 아픔이 유발한 이동

  성곽길을 걷기 전부터 내재된 아픔을 인지하고 치유를 목적으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한 유형이 있었다. 이 유형에게는 치유와 관련한 
또 다른 이동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우울, 질병과 같은 아픔으
로 인해 본거지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치유가 될 만한 곳으로 떠나
게 되는 ‘아픔이 유발한 이동(illness-induced displacement17))’이 일어
나고 있었다. 
  아픔이 유발한 이동은 각 이동의 특성마다 속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
이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란, 내러티브에 표현된 다소 심리적 속
도, 시간, 기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속도를 기준으로 아픔
이 유발한 이동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느린 이동(slow 
displacement), 둘째, 지체되는 이동(lag displacement), 셋째, 급한 이동
(quick displacement)이다<표 3-2>.

이동속도 느린 이동(slow) 지체되는 이동(lag) 급한 이동(quick)

이동특성
• 지친 삶의 태도
가 속도에 영향

• 무기력한 생활패턴
이 속도에 영향

• 일시적 스트레스가 
속도에 영향
• 급한 이동으로 무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표 3-2. 속도에 따른 아픔이 유발한 이동 형태

  첫째, 느린 이동(slow displacement)은 본거지에서 서울 한양도성길까
지 떠나는 기간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 이동을 말한다. 느린 이동 형태를 

17)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은 ‘displacement’를 뜻한다. ‘dis-’는 ‘반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원래 점하고 있던 장소 ‘place’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원래 살던 지역이나 나라로부터 압력에 의해 쫓겨난 강제이동 및 이주(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2009)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지만 치유와 
관련한 지리학 연구인 본 논문에서는 아픔이라는 압력에 의해 본거지에서 견디지 못하
고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에서 ‘displac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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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도시민들은 “몇 년 전부터”(2012,10.2., srhn**) 낙산구간을 가고 
싶었지만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삶에 상당히 지쳐있었으며
(2011.11.23., sing****), (2012.10.24., dis9*) 이러한 지친 정신은 성곽
길에 오는 과정을 느리게 만들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가고 싶은 장소였던 낙산공원을 다녀왔다 집에서 먼 곳도 아닌
데 이제야.. 진작에 와서 자주자주 다닐걸...(중략)...진짜 이것저것에 감정상하
고, 마음 다치는 날들이여서 힘들었는데 말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 받은 것 같다..”(2012,10.2., srhn**)

  느린 이동 형태는 오는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었듯 서울 한양도성길에 
당도해서도 낙산 성곽길을 따라 걷는 이동과정이 “느긋하게”(2013.4.27., 
jhj3****), “느린” 발걸음(2011.11.23., sing****)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지체되는 이동(lag displacement)은 느린 이동보다는 기간이 단
축되어 “3주”(2013.6.21., niji****)에서 1년(2011.3.2., Chan***)정도가 
걸리나 성곽길에 가고 싶은 마음에 비해 가는 속도가 지체되고 있음이 보
이는 이동이다. 
  지체되는 이동의 형태를 취하는 도시민들은 평상시 생활패턴이 부지런
하고 성실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패턴이 깨지고 게으르고 무기
력한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다.

  “게으름(lazy)이 가장 큰 죄...(중략)...그나마 쬐끔 성실한게 나의 유일한 장점인
데...(중략)...마음도 심란하고 또 몸도 살짝쿵 힘들면서 아프기도 해서...(중
략)...“이럴 때의 내 마음 ‘치유’ 방법 레시피”가 뭔지 스스로 다시금 깨닫
고...(중략)...못 걸었던 나머지 성곽길을 걷기로 했다.”(2011.3.2., Chan***)

  이들은 게으른 생활패턴에 한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하
루빨리 게으름과 무기력을 주는 본거지에서 벗어나 모험을 시도하고픈 생
각이 간절하다. 모험은 육체의 시들시들한 태도를 벗어나게 해주며 움직이
는 짧은 순간 동안에 육체적 흥분이 일어나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Simmel, 1997; 강현수‧이희상 역, 2014 재인용). 게으른 생활태도를 보
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성곽길에 오르는 모험은 무기력한 삶의 습관을 
깨버리고 부지런하던 예전 생활패턴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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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와 같은 활동을 벼르고 있었지만 최근 들
어 몸에 베어버린 게으른 생활태도로 인해 성곽길로 떠나는 이동이 지체
(lag)된다. 그러다 본거지에서 머무르는 부담감이 본거지를 벗어나는 이동 
부담감보다 더 커질 때, 결국 원래 본거지에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서
울 한양도성길로 떨어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머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데, 거의 
3주 가깝게...(중략)...그런 나날을 지속하면서, 진작 마쳤어야 할 일도 무척 늦
었다...(중략)...이건 아니지 싶다. 저녁에 좀 걸었다. 한 시간 정도. 비 오듯 땀
이 흘렀다. 성신여 에서 한성  쪽으로 가는 길에 이를 모를 성곽길이 있는
데...”(2013.6.21., niji****)

  셋째, 급한 이동(quick displacement)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도시민들
은 주로 학업 및 직장으로 인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평소 바
쁜 여정을 보내고 있어 낙산구간을 걸을 “시간”이 여의치 않다(2016.5.9., 
qmyk*********), (2016.6.13., hyew******). 그러나 이들에게 압력을 
주고 있는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심화되면 원래 본거지에서 아픔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잠시라도 짬을 내어 치유를 목적으로 성곽길에 나오
게 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마치 콩알 튀기듯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되는 곳을 향하여 “급힐링”(2014.5.12.,myhe******) 또는 “급하
게”(2014.8.16., coco*****) 뛰쳐나오게 된다. 이들의 이동은 빠른 속도
로 치유가 되는 곳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무작정 성곽길에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의 과제는 처음부터 싹 갈아엎었다. 그로 인해 빡진 나는 ‘힐링’을 하고 
싶어 무작정 서울로 와서 한양 성곽에 올랐다.”(2013.10.10., dain*****)

  한편, 낙산구간 인근 주민들에게서 나타난 아픔이 유발한 이동은 낙산구
간 인근에 본거지가 위치하여 displacement의 속도를 낼 거리가 없기에 
이동속도와 상관없는 결과가 나왔다. 낙산구간 인근 주민들 중 일부는 아
픔이 유발한 이동을 생존전략으로 삼아 생활화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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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유 외 목적: 뜻밖의 치유 경험

  1) 산책: 우연히 치유의 장소 마주치기

  서울 한양도성길에 치유 외 목적으로 온 도시민들은 산책, 놀이 등으로 
방문하였다가 낙산구간 걷기의 치유요소로 인해 뜻밖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먼저, 목적이 산책 그 자체인 도시민들은 표류(dérive)의 형태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Debord에 의하면 표류는 아무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마주치는 거리나 지형에 자신을 맡긴 채 걸어다니는 것
을 의미하며 주변의 거리, 건물들이 자신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경로
를 인식(장용순, 2010; 이희상, 2013 재인용)하여 걷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표류로서의 걷기는 도시 공간의 잠재성을 파악하게 하고 새로운 공간
을 구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며(장용순, 2010; 이희상, 2013 재인용) 
전체성의 체제로부터 벗어나 욕망과 무의식의 흐름을 드러내게 하여 하나
의 치료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장용순, 2010, 197).
  도시민들은 표류 형태로 도심의 거리와 지형에 자신을 맡긴 채 “발길”, 
“발걸음이 닿는 로”(2014.4.24., zsh8***), (2014.8.11., bear****), 
(2016.3.20., bokd******) 걷다가 도심을 둘러싼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
간에 우연치 않게 당도하게 된다. 표류 형태로 산책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치유적 모빌리티를 유발하는 목적, 인지, 선택과 같은 여러 절차들이 무시
된다. 별다른 방문목적이나 인지경로 없이, 여러 조건 중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선택할 겨를도 없이 도시를 산책하다 불현듯 서울 한양도성길을 
만나게 돼 “우연히 치유의 장소18) 마주치기(encountering healing 
place)”를 하게 된다. 이들은 계획 없이 발길이 닿는 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2014.4.24.,zsh8***), “생각지도 못하게”(2013.9.27., minj****) 
치유의 장소를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그 길은 “의도하고 나선 것이 아니
기에”(2013.10.15., jiyu*****), (2015.9.7., jimu*****) 더욱 그 순간에 

18)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예전에 이해되던 뿌리내림이나 정주와 같은 장소가 아니라 철저
히 움직임 수행 중 잠시 머무르는 장소이다(Cresswel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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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희를 온 몸으로 만끽하려 한다. 도시민들은 표류의 형태로 도시 거
리와 지형에 자신을 맡긴 채 걷다가 우연히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마주친 후, 내재되어 있던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2) 놀이: 다른 놀이 장소와 연계

  서울 한양도성길을 걷는 도시민 일부는 처음에는 데이트, 나들이, 휴식
과 같은 놀이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낙산구간을 방문하였다가 서울 한양
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들로 인해 내재되어있던 아픔이 뜻밖에 치유가 되
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서울 한양도성길 자체가 놀이 및 관광의 목적지인 
도시민들도 있었지만, 부분의 경우는 원 목적지가 있었으며 이후 부가적
인 놀이의 목적지로서 서울 한양도성길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
래의 목적지는 학로, 이화마을, 그리고 다른 역사관광지와 같은 장소였
으며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은 이러한 놀이 장소와 접한 연계성을 
맺고 있었다.

  먼저, 낙산구간은 학로와 연계되어 있었다. 혜화역 1번과 2번 출구 사
이에는 각종 학로 소극장 및 상점들이 집해있다. 특히, 혜화역 2번 출
구에서부터 낙산공원정상까지는 도보15분(서울특별시, 2014)<그림 3-1>이 
걸려 도시민들은 학로에서 연극, 먹기 등의 놀이를 즐기다 또 다른 놀이 

그림 3-1. 낙산구간-대학로 연계성
자료: 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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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연계로서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에 찾아가게 되었다(2013.9.9., 
sehe*******), (2016.1.5., asdf*******), (2016.1.16., skap*****). 그
러다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로 인해 내재된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학로에서 낙산구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이화동에 위치한 
이화마을<그림 3-1>이 있다. 이화마을은 2006년부터 정부지원 하 예술가
들이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고 빈터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벽화(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도시민들은 이
화마을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인해 방문하였다가 또 다른 놀이의 연계로
서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성곽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2013.2.27., hkio*), (2014.11.6., kys4****).

  한편, 낙산구간은 다른 역사관광 목적지와 연계되어 있었다. 도시민들은 
한양도성 내 위치한 옛 도시 한양의 자취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북촌 등을 다녀오고선 또 다른 역사관광루트 중 하나인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에 가게 되었다(2015.1.2., 91hy***), (2015.11.29., bono***). 
이는 서울 한양도성이 옛 조선 수도인 한양을 둘러싼 도성으로 다른 역사
관광 목적지와 가깝게 위치해 연계하여 오기 편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
이다<그림 3-2>.

그림 3-2. 한양도성보존관리지도
자료: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주: 한양도성 내 옛 한양의 흔적들이 남아있으며, 도시민들은
도시역사관광 루트 중 하나로 낙산구간에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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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외 목적

  서울 한양도성길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한 도시민들 중에는 출사를 목적
으로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낙산공원 놀이공원에서부터 흥인지문까지
의 구간은 역사도시경관과 현 도시경관이 어울려져19) 묘한 분위기를 연
출하여 출사의 명소가 되고 있다20). 이들은 처음에는 출사를 목적으로 방
문했지만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치유요소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뜻밖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2013.6.25.,visu*******), 
(2013.2.27., csun****), (2014.5.18., kimj*****).
  한편,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공원은 출사 이외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가
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회적 교육차원에서 성곽을 찾았다가 치유를 경험
하게 되는 도시민(2015.9.30., deal*****)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서울 
한양도성길을 탐방하는 것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자발적
으로 낙산구간 걷기를 시도하고 치유를 얻는 사례도 있었다(2014.11.25., 
aswo**), (2015.5.3., daen******).
  이외에 “동아리”(2015.10.28., Letu***) 활동 및 “포스팅”(2015.10.6., 
kym1***)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방문하여 뜻
밖에 치유를 얻게 되는 도시민들이 있었다.

19) “SEOUL 테마여행⑧ [서울 야경 명소] 데이트·출사의 절  명당…"황홀해요"”, 조세일
보, 2015년 11월 18일,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1/20151118278286.html
   (최종접속일: 2016년 11월 17일)
20) 연구자는 답사기간 낙산공원 놀이마당에서부터 흥인지문까지 구간에서 출사를 나온 도

시민들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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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인지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기 전, 도시민들은 서울 한
양도성길 걷기에 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입수하였다. 크게 세 가지 인
지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첫째는 개인 혹은 타인 경험, 둘째는 서
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 마지막으로 미디어‧순성프로그램으로부터 형성
된 모빌리티 이미지로부터 낙산구간 걷기에 한 정보를 인지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인지경로가 어떻게 도시민들이 서울 한양도성길로 가
도록 자극하게 되었는지 알아본다.21)

1. 개인 혹은 타인 경험

  1) 개인 경험에 의한 인지

  과거에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걸었던 개인적인 경험은 성곽길을 
다시 걷도록 자극하는 또 하나의 인지경로로 작용하고 있었다. 과거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정보가 인지된 상태이지만, 또 다시 서울 한양도성길 걷
기를 시도할 때에는 이전 경험했던 기억이 2차적인 인지 자극 요소로 작
용하고 있었다(2014.2.4., dhab**), (2016.5.24., foxf*******).

  개인경험을 가진 도시민 중 일부는 서울 한양도성길에 한 오래된 기
억으로 인해 노스텔지어(nostalgia)의 감정을 느끼고 다시 서울 한양도성
길 걷기를 시도하도록 자극받고 있었다. 노스텔지어란, 과거 행복했던 순
간들을 떠올리며 유발되는 향수로 옛 행복에 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슬
픔 감정(최현석, 2011)을 말한다. “저에게 낙산공원은 참 추억이 많은 곳

21) 2015 한양도성이용객 현황조사 최종결과 보고서(2015)에서 한양도성탐방로 정보습득
경로는 257명 중 주변사람들(30.7%)에 의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탐방로 안내 설명문
(20.2%), 인터넷(18.3%), TV‧신문 언론보도(14.4%), 서울시‧자치구‧관련기관 홍보자료
(홈페이지)(10.9%), 인근거주(4.7%), 기타(0.8%) 순으로 나왔다. 본 연구는 서울 한양도
성길을 걸으며 치유를 경험하게 된 도시민들을 상으로 인지경로가 치유적 모빌리티를 
어떻게 자극하게 되는지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과는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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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요.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라...(중략)...힘들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면 
매번 찾는 곳으로”(2013.5.15., niaz**) 또는 “낙산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러가 보고.. 한 집안에 가장이되어 다시 찾은 그 
곳”(2015.5.29., v213***)에서처럼 다시금 노스텔지어 감정을 떠올리게 하
는 개인 경험이 2차적인 인지 자극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스텔지어를 느끼고 서울 한양도성길을 찾은 도시민들은 낙산구
간을 걷는 과정 속에서도 곳곳에 보존된 옛 기억의 장소들로 인해 오래되
어 희미해진 추억들에 한 노스텔지어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장소가 기억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역할(Tuan, 1977; Lowenthal, 1985; 
한지은, 2013, 419 재인용)을 하여 낙산구간 곳곳의 장소가 기억을 보존
하여 노스텔지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내 젊음의 거리에 인생 중년의 황금기에 다시 찾아가 옛 추억을 더듬
어 봅니다!...(중략)...그 로 그 자린데... 사람들과 건물들은 엄청난 인고
의 세월 속에 전부다 사라져 버리고 옛 추억은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 다
시는 돌아오지 않네요”(2013.12.10., sira****)에서처럼 도시민들은 걷기
를 하면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성곽길 곳곳의 장소들과 부딪히다 
“야경”(2013.5.15., niaz**), “팥베”(2013.12.10., sira****)와 같은 치유
요소들을 만나게 되어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이전에 낙산구간 걷기를 하면서 치유를 한 경험이 있어 자신만
의 치유의 장소만들기(healing place-making)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인지하고 시도를 반복하는 도시민들의 모습
도 관찰할 수 있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새벽 시간에라도 혼자 집 뒤에 
있는 낙산 공원 성벽길로 올라가곤 했다.”(2016.4.12., wlsr****) 또는 
“학교 다닐 때 힘들고 지쳐서 초록을 보러 가고 싶을 때 갔던 곳...(중
략)...낮에 가도, 밤에 가도 ‘힐링’ 되는 장소”(2016.4.14., alie*****)에서
처럼 이전과 비슷한 아픔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 때 낙산구간에 가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또 다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
이다. 도시민들은 치유가 필요할 때마다 이따금씩 서울 한양도성길에 들러 
치유의 장소만들기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치유의 장소만들기 과정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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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적 모빌리티가 유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치유의 장소만들기 현상은 특
히, 치유요소 중 기상‧기후와 관련하여 잘 드러나고 있었으며, 제 4 장 서
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 제 2 절 주요 치유요소와 양상 2.기상‧기
후와 머무름 파트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2) 타인 경험에 의한 인지

  도시민들은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후 단지 개인
의 경험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려 서울 한양도성길에 

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입소문은 주로 상호간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게 되는데(김도훈‧김지흔, 2015, 419), 낙산구간 걷기에 

한 입소문은 주로 절친한 “친구”(2014.8.31., anwp*****), (2013.5.6., 
vict******), (2016.3.21., lees*****), “가족”(2015.10.24., riub******), 
과 같은 접한 관계(strong ties)(Larsen et al., 2006)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에 올리어진 
타인의 낙산구간 걷기에 한 글과 사진들이 서울 한양도성길 인지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시민들은 인터넷 “검색”(2016.1.5., asdf*******), 
(2016.2.25., tldb****)을 하여 낙산구간 걷기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있었다.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에 포스팅된 내러티브들은 여러 사람들
에게 공유되며 앞으로 잠재적 목적지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여
(Volo, 2010, 299)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정보
를 인지한 도시민들은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걸은 이후에 또 다시 
인터넷에 후기를 올려 다른 임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추천(2014.7.22., 
smfv******), (2016.9.23., byun****)하고 전시하여 비 면적 입소문을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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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

  서울 한양도성길은 위치적, 물리적 특성 그 자체가 걷기라는 행동을 유
도했다. 여기에서 행동유도(affordance)22)란, 사물의 특성 자체가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걷기를 유도하는 길, 피
부를 태닝하도록 유혹하는 해변, 등산로를 드러내어 등산을 유도하는 산, 
앉기를 유도하는 의자, 어린아이에게 모험심을 일으키는 나무(Urry, 2007) 
등은 모두 그 물체의 특성과 관련된 행동을 유발한다. 행동유도 개념은 움
직임에 내포된 여러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며(Urry, 2007), 생태학적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 물리적, 사회적 기반과 정신적 영역 사이 관계
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Raubal et al., 2004).

  서울 한양도성길 역시 그 자체가 인근지역 도시민들에게 걷기라는 행동
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인근에 학교나 직장이 있거나 지역 주민인 경우 지
속적으로 걷기를 시도하도록 유도 받고 있었다. 또한, 학로에 설치된 낙
산공원 표지판에 의해 행동유도를 받기도 하였다. 
  먼저, 인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서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를 받게 되
는 경우가 있었다. 각종 사업이 집된 동 문 또는 학로에 지나다니던 
도시민들은 도시와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성자체에 호기심으로 
다가오게 된다. “동 문을 다니면서 궁금했던 예전의 동 문. 이 병원이 
헐리고 드러나 보이는 서울성곽”(2014.11.26., kjh1******)이라는 내러티
브에서처럼 서울 한양도성길은 주변을 오고가던 도시민들의 호기심을 불
러일으키고(2015.10.6., kym1***), 결국 서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에 
이끌리어 성곽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그림 3-3>.

22) 여기에서 어포드(afford)는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보통 ‘할 
여유가 있다, 해도 된다, ~을 공급하다, 산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사전에 
없는 ‘연결’에 한 의미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인지 심리학, 산업 디자인, 인터렉션 
디자인, 환경심리학, 인공지능학 분야에서 주로 쓰인다(강현수‧이희상 역, 2014). 행동유
도라는 용어는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1977, 1979)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
하였는데, 깁슨은 이 개념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그들의 환경을 인지하는
지를 연구하였다(Raubal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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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낮과 밤 성곽길의 행동유도
자료: 2016.3.22. 연구자 촬영

주: 현대의 도시풍경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도성자체가 걷기라는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 한양도성길 주변 혜화를 중심으로 성균관 학교, 한성 학
교, 서울 학교 의과 학과 같은 주요 학과 사업처에 다니는 학생 또는 
직장인들은 지속적으로 행동유도를 받고 있었다. “맨날 지나쳐만 오
던”(2013.7.4., jihs**), “하교할 때마다”(2016.6.13., hyew******), “늘 
버스타고 동 문 지날 때마다”(2016.5.5., ubsa******), “항상 버스를 타
고 지나가며”(2016.7.6., p_ii*******)라고 표현하며 일상 속에서 잠재적
으로 서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를 끊임없이 받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행
동유도를 받은 끝에, 결국 서울 한양도성길의 이끌림을 받은 도시민들은 
낙산구간으로 향하게 된다.
  인터뷰 자료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서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를 
받아온 인근 거주 주민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오래도록 한
양도성길의 행동유도를 받아오면서 장소애가 형성되어있었으며 이 부분에
서 블로그 자료와는 상반된 장소의 의미를 나타냈다<부록 3 참조>.

  한편, 이러한 성곽길 자체뿐만이 아니라 낙산구간을 가리키는 이정표, 
표지판들 역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유도하고 있었다. 걷기의 행동유도
에는 거리, 보도, 과속방지턱, 연석, 표지판, 시설물 등의 배치와 조건 그
리고 육체적 능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Hodgson, 2002; 강현수‧이희상 
역, 2014, 148 재인용) 이러한 이정표의 화살표 표시는 화살표의 끝을 바
라보게 하여 그 행동을 유도한다(강현수‧이희상 역, 2014, 40). 낙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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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위치한 낙산공원 표지판의 화살표는 서울 한양도성길을 걷도록 행
동유도하고 있었다<그림 3-4>.

  “ 학로 동네 한바퀴 하자며 나와서 두리번거리다 우연히 낙산공원 표지판을 
보고 고고씽! 하기로했어요”(2013.9.16., kore***)

그림 3-4. 행동유도하는 낙산공원 표지판
자료: 2013.9.16., kore***

3. 미디어‧순성프로그램 의한 모빌리티 이미지

  1) 미디어에 의한 모빌리티 이미지

  예전에는 서울 한양도성길 인근 지역에 위치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한 
입소문에 의해 인지했던 경우가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미디어를 통해 낙산
구간 걷기를 인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전체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디어를 통한 사물의 이미지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다양한 곳으로 순환(Urry, 2007, 9)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지23)는 의미 있는 상과 개념과의 관계에 비교적 안정적인 질서를 
부여해 행동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된다(Boulding, 1961; 김덕현 외 
역, 2005 재인용).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 되면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상에 해 이미지를 형성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리학에
선 장소와 관련한 이미지가 주로 다루어졌다. 장소이미지(place image)란, 
한 개인이 그 장소에 가지고 있는 신념, 아이디어, 인상 등의 종합(김부성, 

23) 이미지(image)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은 느낌이다(표준국어 사전,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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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으로, Zonn(1990)에 의하면 매체를 통한 장소이미지는 ‘매체의 특성
과 기존 지역의 이미지’, ‘매체에서 묘사된 장소이미지’, ‘수신자에게 알려
진 이미지’, ‘개개인에게 전달된 새로운 이미지’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이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매체에서 묘사된 장소이미지’에서 비롯된 의미
를 해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Zonn, 1990, 3; 장윤정, 2005 재인용).
  본 연구에선 미디어가 장소이미지를 넘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에 한 
‘모빌리티 이미지(mobility image)’를 형성하고 있었다. Zonn(1990)의 연
구에서 장소와 관련한 이미지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매체에서 묘사된 장
소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듯 본 연구에서도 모빌리티와 관련
된 이미지 관계를 밝히기 위해 미디어에 묘사된 모빌리티 이미지를 해석
하였다. 특히, 블로그 내러티브 분석 결과,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도 드라
마가 모빌리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모
빌리티 이미지는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하도록 자극하고 있었다.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은 드라마 배경지로 자주 등장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은 단순히 흥미위주의 관광지도, 운동
을 위한 공원도 아닌, 걷기를 하면서 진솔한 화를 나눌 수 있고 화가 났
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다소 치유적이고 육체적인 모빌리티 이미지
를 강화하고 있었다. 예술가나 작가로부터 배출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배
경지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기에 산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전달해
주어 간접적으로 장소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김소라‧이병민, 2015), 
도시민들 역시 드라마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에 낙산구간 걷기
라는 모빌리티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하기 위해 낙산
구간 걷기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한 예로, 드라마 SBS 드라마 여인의 향기에서는 암으로 죽음을 앞둔 여
주인공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성곽길 가기”였으며, 낙산구간을 걸으면
서 사색을 하는 이미지를 연출한다<그림 3-5>. 이 같은 드라마 미디어는 
모빌리티 이미지를 강화하여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자극하고 있었다.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내가 즐겨보고 있는 SBS드라마 여인의 향기
를 통해 이곳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중략)...담낭암 말기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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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은 김선아(극중 이연재)가 죽기 전 하고 싶은 일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
는 씬 중 나오는 장면이야.”(2011.8.9.,nobl*******)

그림 3-5. 죽음을 앞둔 여주인공 버킷리스트 중 성곽길 걷기
자료: SBS

  2012년 방영한 더 킹 투하츠 7회에서도 두 남녀주인공이 성곽 위에 올
라 앉아 별을 바라보며 서로 오해하여 속상했었던 마음을 진솔한 화로  
풀어나가며 화해하는 장면이 그려진다<그림 3-6>.

 “2012년에 방영한 더 킹 투하츠...(중략)...드라마 속 공주역이였던 이윤지와 왕
실의 경호원이었던 조정석이 진솔한 화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2014.5.30.,seou******)

그림 3-6. 성곽길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푸는 남녀주인공
자료: 네이버 캐스트

  또한, 드라마 속 성곽길을 걷는 모빌리티 이미지는 “KBS드라마 '연애의 
발견‘...(중략)...(남선생이 속으로 열폭하구 한여름은 발이 아프지만 꿋꿋하
게 데이트를 하던.. 그 장면..) 낙산공원, 이화벽화마을을 열심히 걷기위해 
당보충을 해야겠죠?”(2014.10.14., hanz***)에서처럼 서울 한양도성을 따
라 걷는 것이 꽤 힘들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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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라마 미디어는 단순한 장소 이미지를 넘어 그 장소에서 이루
어지는 걷기, 체험, 활동과 같은 모빌리티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드라마 배경지로 자주 등장하는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의 모
빌리티 이미지는 걷기를 시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한다.

  2) 순성 프로그램에 의한 모빌리티 이미지

  서울 한양도성을 순성하는 프로그램은 모빌리티 이미지를 강화시켜 도
시민들에게 낙산구간 걷기를 인지하게 한다. 순성(巡城)이란 ‘성 주위를 돌
아다니며 경계함’, 또는 ‘성을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함’(표준국어 사전, 
n.d.)을 의미하는데, 앞서 서울 한양도성길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배경에
서도 언급하였듯 조선초기에는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순찰을 하는 순성이 
행해졌다가, 보통 실제적 위협이 없을 때에는 성을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
하는 후자의 의미의 순성의 전통이 행해졌다(허경진, 2012, 281).
  현재는 조선시  순성놀이의 전통을 살려 순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순성 프로그램은 서울 한양도성을 관리하는 국가(문화재청), 시
(서울특별시), 자치구(종로구, 용산구, 서 문구 성북구, 중구), 한양도성도
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협업하여 개최하고 있다<표 3-3>. 

국가 문화재청
시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주 관리단체)

자치구
종로구

(주소재지)
용산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구

관할부서 관광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푸른도시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시민단체 서울 KYC
자료: 서울특별시(2012)자료를 토대로 각 홈페이지 정보(2016.10)로 수정

표 3-3. 서울 한양도성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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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24)들은 문화재 보전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 행복
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걷기(김성
배, 2013)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순성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종로구, 중구, 
도성길라잡이가 함께 협업하여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투어25)」(2015.4.13., 
love******)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풍류순성」(2014.10.11., 
leek*****), 「서울 한양도성 달빛기행」(2016.6.9., snet**)과 같은 순성프
로그램이 구청 및 시민단체와 함께 모빌리티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그
림 3-7>.

그림 3-7. 서울 한양도성 순성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모빌리티 이미지
자료: 종로구청, 성북구청 홈페이지

  이러한 순성프로그램들은 도시민들에게 리플렛(2013.8.31., frsa**), 홈
페이지, 인터넷(2014.10.11., leek*****), SNS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다시 홍보되고 있었으며, 도시민들은 순성프로그램으로부터 형성된 모빌리
티 이미지를 받아들여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인지하고 시도하게 되었다.

24) 서울 한양도성의 관리는 국가(문화재청), 시(서울특별시), 자치구(종로구, 용산구, 서
문구 성북구, 중구)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 2012년 9월 신설된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에서 주된 관리를 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2012; 서울 한양도성 홈페이
지). 성곽이 걸쳐있는 5개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관할구간에 한 순찰 및 점검을 담
당하고 있었다. 더불어, 시민단체(서울 KYC 도성길라잡이 등)와 시민들도 서울 한양도
성의 보전 및 관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2).

25) 2008년 8월 문화재청 협력사업으로 숭례문 복구현장 시민안내활동을 시작한 시민단체 
‘도성길라잡이’가 처음 종로구와 함께 투어프로그램을 시작했다(서울특별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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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선택

  본 절에서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
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선택하였는지를 탐구한다. 도시민들의 선택과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인과 양상은 제약에 의한 안선택과 선호에 의한 
비교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제약에 의한 대안 선택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는 제약에 의해 안적으로 선택되었다. 도시민들
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원래 가고 싶었던 목적지에 한 안으로써 낙
산구간 걷기를 선택하게 되거나, 육체적인 제약을 받아 산행의 용으로써 
부담되지 않는 낙산구간 걷기라는 환경과 이동형태를 택하게 되었다. 또
한, 다른 놀이 활동 신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신 택하기도 하였다.

  먼저, 시공간 제약을 받아 원래 원하고 있던 목적지에 한 안으로 서
울 한양도성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이 원래 가고 싶어 했었던 
목적지는 주로 “바닷가”(2016.6.24., hell*****), “나무향과 촉촉한
숲”(2016.3.20., bokd******), “진해 군항제”(2014.4.3., sim0***)와 같
은 자연이 우수한 곳이었다. 도시민들은 빡빡한 도시환경을 벗어나 우수한 
자연이 있는 환경으로 가려했지만 이러한 목적지는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과 여유가 없는 도시민들은 
신 시간이 적게 걸리면서도 최 한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와 비슷한 효과
를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았으며 그 안으로 도심에서 가까워 
시간이 덜 소요되고, 체력적 소비도 덜하면서 자연이 우수한 서울 한양도
성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 도시민들은 꼭 멀리가지 않아도 가까
운 곳에서 치유할 수 있는(2015.6.5., aiae****), (2013.6.15., ko_j*****)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에 만족을 얻고 있었으며, 이는 낙산구간 걷기가 
짧은 시간동안 어느 정도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임시적 
안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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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 제약은 경제적 상황과도 접한 관련이 있었다. 도시민들은 시간
이 적게 걸릴 뿐 아니라 경제적 소비가 없는(2013.11.10., hosu***)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선택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최 한 채우려는 경향을 보
이고 있었다.

  둘째, 육체적 제약에 의한 안 선택이다. 성곽길 걷기는 도시인들에게 
부담 없는 이동 형식으로 등산의 안으로써 작용하고 있었다. “운동 삼아 
걷고도 싶고, 자연도 느끼고 싶은데 등산은 부담된다”(2014.10.5., 
laug******), “산에 가기는 부담되고 산책은 땡길 때”(2015.4.14., 
good*****)처럼 도시민들은 무리가 가는 산행을 시도하기보단 부담 없는 
걷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걷기가 비활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작점(Murtagh et al., 2002; Hanson et al, 2016 재인용)의 성격을 띠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도시민들은 운동의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형식인 걷기(Hanson et al, 2016)라는 가벼운 이동형태를 취할 수 
있는 낙산구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래부터 고난이도 산행을 즐기며 지금도 산행을 좋아하지만 “부
상”(2014.9.29., dong*******), “수술”(2015.10.30.,dear*******), “장거
리 산행”에 의한 고통(2015.8.15., toif****)으로 인해 산행이 불가한 경우 
내사산 중 가장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낙산구간(서울 한양도성 홈페
이지)을 신 선택하여 걷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는 다른 놀이 활동을 신하기도 한다. 도시민들은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원래 원하던 놀이를 할 수 없게 되고 
다른 놀이의 안으로써 낙산구간 걷기를 선택하게 되었다(2013.8.19., 
azza*), (2013.9.16., jsn9**), (2015.10.12., roma*******), (2016.5.24., 
soul******), (2016.3.14., amet*******), (2016.6.15., anna***). 그러
나 낙산구간 걷기 치유요소로 인해 치유를 경험하게 되며, 원래 계획했던 
놀이보다 더 보람찬 놀이결과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놀이로서의 
낙산구간 걷기를 하는 도시민들은 보통 표류 형식으로 걸어 다니고 있었
는데 표류 형식의 걷기는 인식되지 않던 개인적, 집단적 욕망과 열정을 발
견하는 놀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장용순, 2010; 이희상,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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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호에 의한 비교 선택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는 선호에 의해 비교 선택되기도 하였다. 낙산구간
에 오기 전 도시민들은 여타 다른 환경에서의 이동과는 구별되는 이동을 
원했으며 이러한 선택은 과 함보다는 여유로움에 한 선호, 단순함보다
는 복합성에 한 선호로 인해 다른 환경에서의 이동이 아닌 서울 한양도
성길 걷기를 선택하고 있었다. 

  먼저, 도시민들은 과 함(crowding)을 벗어나 여유로움(room)을 선호하
여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선택하였다. 
  과 함을 주로 보행자에 의해서 형성된다. Tuan에 의하면 다른 보행자
가 공간상 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보행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간을 빼앗
는(구동회‧심승희 역, 2007, 102) 행위이다. 블로그의 내러티브에서는 한가
롭고 여유로운 낙산구간의 이미지는 여타 다른 과 한 도시환경과 비교되
었다. 다른 과 한 도시환경으로 자주 등장한 사례는 “남산”(2014.4.16., 
akdr********), (2015.8.24., chlg*******), (2016.4.14., alie*****), 
“한강(여의도)”(2014.4.3.,sim0***), (2015.10.9.,rudw****), 그리고 “명
동”(2015.3.4., wise****)이 있었다. 도시민들은 이러한 과 한 환경에 
한 싫증을 “바글”(2014.11.3., hivi***), “사람 많은 곳”(2016.3.20., 
loak**)이라는 단어를 쓰며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 한 환경도 역시 낙산구간처럼 치유적 모빌리티의 기
능을 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 함보다 여유로움에 한 선호를 가진 
도시민들에 한해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도 낙산구간 걷기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낙산구간은 보통 “한산”(2015.3.4.,wise****), “한적”(2016.4.14., 
alie*****), “여유로움”(2014.4.16.,akdr********),(2014.4.3., sim0***), 
“조용”(2015.8.24.,chlg*******)이라고 표현되었으며 과 한 환경에서 더 
이상 부 끼고 싶지 않아하는 도시민들은 여유롭고 한적하여 사람이 없는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을 선택하여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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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낙산구간 걷기는 단순함(simple)보다 복잡성(complex)을 선호하
는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과 복잡성은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물체들에 의해 형성되는 
성질이다. 서울 한양도성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여유롭고 한적한 
환경이지만, 서울 한양도성길 환경을 구성하는 성벽, 길, 나무, 도시건물 
등 물체적인 요소들은 다른 구간(2016.3.20., loak**)에 비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보행환경의 복잡성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행
환경을 흥미롭게 만든다(Urry, 2007, 74). 도시민들은 지루하게 만든 보행
환경이 아닌 보행자에게 흥미를 주고 볼거리를 제공하며 체험하게 하는 
낙산구간을 선택하여 걷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뷰 
참여자 김기철(가명)(2016.3.23., 50  후반, 남성, 직장인)의 자료에서도 
나타났다<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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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
: 치유적 모빌리티 치유요소26)

제 1 절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 결과

  제 4 장에서는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를 알아내기 위해 블로
그 텍스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블로그 372건을 Gatrell(2013)의 치유
-걷기 관계<표 2-2>에서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 세 가지 
측면으로 텍스트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걷기와 치유는 걷기의 맥락(71.6%) 측면에서 
가장 우세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자연요소
가 언급수 141(17.1%)건으로 낙산구간을 걸은 도시민들의 치유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야경요소가 103(12.5%)건으
로 치유에 높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외 역사요소가 59(7.2%)건, 미학
이 48(5.8%)건, 경치가 47(5.7%)건, 도시가 41(5.0%)건, 길이 41(5.0%)건, 
오감(시각제외)이 40(4.9%)건, 공원 38(4.6%)건, 희귀한 풍경이 16(1.9%)
건, 접근성이 15(1.8%)건으로 치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활동적 신체(19.7%) 측면에서는 치유요소 중 걷기가 116(14.1%)건, 여
행이 29(3.5%)건, 사진찍기가 14(1.7%)건, 그 외 활동이 3(0.4%)건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체(8.7%) 측면은 교제가 21(2.6%)건, 친구가 17(2.1%)건, 혼자
가 10(1.2%)건, 동물이 8(1.0%)건, 커플이 7(0.9%)건, 가족이 4(0.5%)건, 
이웃이 4(0.5%)건, 예술가가 1(0.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치유요
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치유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 본 장의 연구내용 일부는 서울 학교 사회과학 학 지리학과 학원 학위논문 작성 지
침에 따라 아래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박향기, 2016, “치유적 모빌리티로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한지리학회지, 51(1), 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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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치유 
관계

치유요소유형 치유요소 언급수
[비율(%)]

합계
[비율(%)]

활동적 
신체

걷기
걷기‧산책 걷기, 산책, 밟으며, 가볍게 걷기, 천천히 걷기, 걷고픈 충동

98
(11.9) 116

(14.1)
162

(19.7)
걷기‧건강 걸었다, 산책, 건강, 운동, 땀, 삼림욕, 계단, 산행, 트레킹

18
(2.2)

여행 여행, 나들이, 소풍, 휴식, 벚꽃놀이, 돌아보고, 답사, 캠프 29(3.5)
사진찍기 사진, 카메라, 찰칵, 한컷, 찍고싶어서 14(1.7)

그 외 활동 감상, 예술 3(0.4)

사회적 
신체

교제 데이트, 이야기, 화, 전화통화, 목소리, 끼리 21(2.6)

72
(8.7)

친구 친구, 동행, 우리, 저희, 함께, 동생들, 동기, 좋은사람들 17(2.1)
혼자 혼자, 혼자서, 말없이 10(1.2)
동물 참새, 고양이, 강아지 8(1.0)
커플 신랑, 남편, 오빠, 커플, 저희, 좋은 사람 7(0.9)
가족 가족들, 태교, 자매, 사랑하는 사람 4(0.5)
이웃 길동무, 지나가는 사람, 사람들 4(0.5)

예술가 예술가 1(0.1)

걷기
맥락적

자연
기상‧기후

계절, 봄, 가을, 노을, 해, 평일낮, 날씨, 비, 눈, 바람, 하늘, 
공기, 신선, 시원

95
(11.5) 141

(17.1)

589
(71.6)

산림 자연, 자연경관, 대자연, 초록, 꽃, 잎, 열매, 나무, 숲, 산
46

(5.6)

야경
야경, 서울 야경, 별, 달빛, 반짝, 조명, 가로등, 불, 불빛, 밤, 
저녁, 밤하늘, 로맨틱, 은은, 운치

103(12.5)

역사
성곽, 성곽길, 서울성곽, 도성, 성벽, 한양성곽, 돌담, 성길, 
정자, 옛것, 낙산,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동 문

59(7.2)

미학 아름다운, 그림, 멋진, 예쁜, 이쁜, 잘 가꾸어진, 화려, 시각 48(5.8)

경치
경치, 풍경, 전경, 전망, 탁 트인, 뻥뚤린 풍경, 위에서 내려다 
보는것, 올라가서 바라보기, 언덕위

47(5.7)

도시 서울, 서울전경, 도시, 도심, 시내, 현 , 집, 건물, 남산타워 41(5.0)

길
길, 성곽길, 골목, 잘 포장된 길, 좋은길, 꽃길, 골목길, 밤길, 
멋진길, 낙산길, 코스, 루트, 산책로

41(5.0)

오감
(시각 제외)

조용, 소리, 한가, 한적, 음악, 냄새, 넓고 40(4.9)

공원 공원, 낙산공원, 동 문성곽공원, 분수 , 벤치, 앉을 공간 38(4.6)

희귀한 풍경
흔한 풍경이 아님, 서울 내 찾기 힘든, 향수, 7~80년 , 편안
한, 이국적, 유럽, 마을, 달동네, 장수마을, 작은 집들

16(1.9)

접근성 접근성, 가까운, 우리동네 15(1.8)

합계[비율(%)] 823(100)

※중복 치유요소 허용

표 4-1.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치유 관계’ 블로그 텍스트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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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치유요소들 중 가장 주요하게 차지하는 요소는 걷기‧산책, 기상‧기후, 
야경이었다. 걷기 116(14.1%)건 중 걷기‧산책이 98(11.9%)건, 자연 
141(17.1%)건 중 기상‧기후가 95(11.5%)건, 야경이 103(12.5%)건을 차지
했다<표 4-1 음영 부분 참고>. 아래에서는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
기 맥락적 측면에서 어떠한 치유요소 키워드가 분석되었으며 어떠한 기준
으로 치유요소 유형을 나누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술하였다.

1. 활동적 신체 측면의 치유요소

걷기-
치유
관계

치유요소 
유형

‘치유요소’로 언급된 키워드
언급수

[비율(%)]

활동적 
신체

걷기

걷기‧
산책

걷기, 걸으면서, 걷는 거, 걷겠다, 걸어봤어요, 걸어
다니면, 걸으며, 걸으면서도, 걸을 때, 산책, 산보, 
거닐다, 밟으며, 밟아보면서, 적당히 걷다, 가볍게 걷
기, 천천히 걷기, 천천히 걸어서, 쉬엄쉬엄 걷는, 느
리게 걷고, 걷고 또 걸어, 쉬지 않고 걷기, 걷고픈 
충동, 많이 걷고

98
(11.9)

116
(14.1)

걷기‧
건강

걸었다, 산책, 땀, 운동, 건강, 걷다보니 운동, 삼림
욕, 깊게 숨을 들어다마시곤,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
서, 올라가면서, 산행, 트레킹

18
(2.2)

여행
여행, 여행지, 나들이, 소풍, 휴식, 벚꽃놀이, 돌아보
고, 이곳저곳, 구경, 답사, 캠프

29(3.5)

사진찍기
사진, 사진놀이, 카메라, 찰칵, 한컷, 사진찍다, 찍고
싶어서

14(1.7)

그 외 활동 감상, 예술 3(0.4)
합계 162(19.7)

표 4-2. 활동적 신체 측면의 치유요소

  활동적 신체와 관련하여 치유요소로 언급된 키워드들은 걷기, 여행, 사
진찍기, 그 외 활동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중 걷기요소는 두 
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즐거움 및 사색으로서 걷기‧산책, 
다른 하나는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서의 걷기‧건강의 유형이었다. 경사가 
완만하고 1시간 이내 걸을 수 있는 낙산구간에서는 걷기‧산책에서 치유를 
느끼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걷기‧산책의 치유요소 유형에서 
언급된 키워드들은 ‘걷기’, ‘산책’, ‘거닐다’, ‘밟으며’, ‘가볍게 걷기’, ‘천천



- 70 -

히 걷기’, ‘걷고 또 걸어’ 등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주요요소로 나온 걷기 
중에서도 걷기‧산책 유형에서 치유를 느낀 블로그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하여 어떻게 도시민들이 그러한 치유요소들이 치유라고 느끼게 되
며, 치유가 일어날 때의 양상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2. 사회적 신체 측면의 치유요소

걷기-
치유
관계

치유요소 
유형

‘치유요소’로 언급된 키워드
언급수

[비율(%)]

사회적 
신체

교제
데이트, 야외데이트, 이야기, 도란도란 얘기, 화, 
주거니받거니, 전화통화, 목소리, 희희낙락, 알콩달
콩, 끼리

21(2.6)

친구
친구, 친구들, 좋은친구, 칭구, 
동행, 우리, 저희, 함께, 
동생들, 동기, 좋은분, 좋은사람들

17(2.1)

혼자 혼자, 혼자서, 말없이 10(1.2)
동물 참새, 고양이, 강아지 8(1.0)
커플 신랑, 남편, 오빠, 커플, 저희, 좋은 사람 7(0.9)
가족 가족들, 태교, 자매, 사랑하는 사람 4(0.5)
이웃 길동무, 지나가는 사람, 사람들 4(0.5)

예술가 예술가 1(0.1)
합계 72(8.7)

표 4-3. 사회적 신체 측면의 치유요소

  사회적 신체는 낙산구간에서 가장 적게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사회적 신체와 관련하여 치유요소로 언급된 키워드들은 교제, 
친구, 혼자, 커플, 동물, 가족, 이웃, 예술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중 교제 유형은 사회적 신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사회
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이 아닌 누군가와 데이트나 화와 같은 상
호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치유요소들을 묶은 유형이다. 혼자 유형은 홀로 
낙산구간을 걸으며 스스로 또는 걷기 맥락적 요소들과 소통하며 치유를 
언급한 블로그 텍스트들을 묶은 것이다.

27) 낙산구간 걷기의 사례에서 사회적 신체 측면은 적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두세 명에서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와 같은 모빌리티 양식에서는 사회적 신체 
측면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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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걷기 맥락적 측면의 치유요소

걷기-
치유
관계

치유요소 
유형

‘치유요소’로 언급된 키워드
언급수

[비율(%)]

걷기
맥락적

자연

기상‧
기후

계절, 봄, 따스한 봄기운, 가을, 가을정취, 노을, 일몰, 

해질녘, 해, 햇살, 햇빛. 햇볕, 햇살, 낙조, 평일낮, 날
씨, 비, 눈,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 좋은 날씨, 바람, 

하늬바람, 자연바람, 하늘, 파란하늘, 공기, 산공기, 

신선, 상쾌, 시원

95
(11.5) 141

(17.1)

산림
자연, 자연경관, 자연, 초록, 푸르름, 초록빛 나무, 

녹색에너지, 연두색 새순, 눈이 편하다, 꽃, 잎, 잎사
귀, 열매, 철쭉, 나무, 나무들, 숲, 산, 북한산, 남산

46
(5.6)

야경
야경, 서울 야경, 낙산공원야경, 서울의 밤 풍경, 별, 

달빛, 반짝, 조명, 가로등, 불, 불빛, 밤, 한밤, 저녁, 

로맨틱, 은은, 운치
103(12.5)

역사

성곽, 높은성곽, 성곽길, 서울성곽, 서울도성, 성벽, 

한양성곽, 돌담, 돌담길, 성길, 성곽의 휘어짐, 낙산
정, 정자, 옛 조상들의 정취, 옛것, 옛자취, 옛날느낌, 

세월의 흔적들,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역사유적, 문화
재, 동 문

59(7.2)

미학
아름답게, 그림, 예쁜, 이쁜, 잘 가꾸어진, 화려, 시각, 

멋진
48(5.8)

경치
경치, 풍경, 전경, 전망, 탁 트인, 숨통이 터억 트이
는, 탁트인 시야, 뻥뚤린 풍경,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 올라가서 바라보기, 언덕위

47(5.7)

도시

서울, 서울전경, 서울의 모습, 서울한복판, 서울도시, 

서울시내, 서울의 전경, 서울도심, 도시, 도심, 시내, 

도시전경, 현 , 집, 집들, 건물들, 남산, 남산타워, 높
은 곳에서 서울, 아래를 내려다보며

41(5.0)

길
길, 성곽길, 골목, 잘 포장된 길, 좋은길, 꽃길, 밤길, 

멋진길, 낙산길, 코스, 루트, 산책로
41(5.0)

오감
(시각 제외)

조용, 소리, 한가, 한적, 사람도 별로 없고, 음악, 클
래식, 나무냄새, 풀내음, 고요, 넓고, 벌레곤충들소리

40(4.9)

공원
공원, 낙산공원, 동 문성곽공원, 분수 , 벤치, 앉을
공간

38(4.6)

희귀한 풍경
흔한 풍경이 아님, 서울 내 찾기 힘든, 향수, 향수병, 

7~80년 , 편안한, 이국적, 유럽, 마을, 동네, 달동네, 

장수마을, 작은 집들
16(1.9)

접근성
가까운,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멀리가지않아도, 접
근성, 우리동네

15(1.8)

합계 589(71.6)

표 4-4. 걷기 맥락적 측면의 치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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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산구간을 걷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우세한 영향을 미친 걷기 맥락적 
측면들의 키워드들은 자연, 야경, 역사, 미학, 경치, 도시, 길, 오감(시각 
제외), 공원, 희귀한 풍경, 접근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주
요 치유요소로 드러난 유형은 자연과 야경이었다. 
  자연 유형은 두 가지 치유요소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기상‧기후 유형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녹지 유형이었다. 기상‧기후 유형 주
요 키워드들은 ‘노을’, ‘해질녘’, ‘평일낮’과 같은 시간  요소, ‘날씨’, ‘하
늘’, ‘비’, ‘햇살(빛)(볕)’, ‘더위’ 같은 날씨요소, ‘봄’, ‘가을’의 계절요소, 
그리고 ‘바람’, ‘공기’, ‘선선’과 같은 기요소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요소들의 성질을 묶어 기상‧기후 유형으로 명명하
였다. 낙산구간에서는 녹지유형에 비해 기상‧기후유형이 우세하게 나타났
는데, 이는 낙산구간의 녹지 비율이 다른 성곽 구간에 비해 상 적으로 낮
기 때문이다. 서울 한양도성길은 멸실 구간을 제외하고는 낙산구간이 녹지
가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2). 본 장에서는 주요요소로 
드러난 자연 중 기상‧기후유형에서 치유를 느낀 블로그들을 중심으로 내러
티브를 분석하였다.
  야경유형은 분석결과, ‘야경’, ‘서울야경’, ‘별’, ‘가로등’, ‘불빛’, ‘밤’, 
‘운치’ 등의 텍스트가 있었다. 본 장에서는 야경이 어떻게 도시민들을 치
유하는 효과가 있으며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 어떠한 양상이 일어
나는 지 알아볼 것이다.

  위와 같은 블로그텍스트분석 결과에서 주요 치유요소로 드러난 걷기 중
에서 ‘걷기‧산책’, 자연 중에서 ‘기상‧기후’, 그리고 ‘야경’을 중심으로 치유
과정이 드러난 블로그의 내러티브를 다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유요
소들에 의해 어떻게 도시민들을 치유되며, 치유가 일어날 때의 양상이 어
떠한 지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핵심질문인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동이 무엇
인지에 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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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치유요소와 양상

1. 걷기와 시간

  1) 사색‧즐거움의 걷기

  블로그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색키워드로 ‘걷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걷기가 주요 치유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낙산구간에서 치유
적 모빌리티로서 걷기는 건강과 운동을 위한 걷기보다는 사색과 즐거움을 
위한 가벼운 산책으로서 걷기의 성향이 더 크게 드러났다. 아래에서는 사
색과 즐거움의 걷기가 어떠한 치유의 효과가 있는지 밝힌 후, 그 중 사색
의 걷기에서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양상에 해서 살펴본다.

  (1) 사색의 걷기

  치유의 걷기는 사색과 접한 관련이 있다. 걷기는 고민을 치유(김정아 
역, 2003, 290)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루소가 사색의 걷기
를 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였거나(김정아 역, 2003; 김승욱 역, 
2006), 사색을 많이 하는 작가들이 병적 증상을 치유하는 약으로 걷기(김
정아 역, 2003)를 활용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성곽길을 걷는 도시민들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산책하니까 마음도 ‘힐링’”(2016.3.18., daks****)
이라 언급하며 루소나 글을 쓰는 작가들처럼 깊은 사색을 하며 치유의 걷
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 치유의 걷기는 사색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도시민들은 
걷기가 “아무 생각”(2015.5.25., aoar******)이 없도록 하여 치유가 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토록 도시민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싶은 이유
는 평상시 “쉴 새 없이 굴렸던 머리회전”(2015.9.30., deal*****)에서 벗
어나고 “복잡함 및 갈등을 뒤로”(2016.3.20., bokd******)하길 원하며 이
들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걷기를 행하여 치유를 얻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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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색 또는 사색을 없애주는 걷기는 홀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
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원치 않았으며 오로지 혼자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며 혼자 걷기를 통해 치유를 느끼는 도시민들은 주로 
말을 할 수 없는 걷기 맥락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치유의 걷기를 행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나에게 혼자 걷기는 내 마음의 최고의 ‘치유’ 레시피이다. 오로지 나 혼자여야 
한다...(중략)...걷기도 남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로 걷다가 쉬다
가 하늘 올려보다가 노래 흥얼거리다가... 오롯이 내 속도 로 머무를 수 있는 
것...(중략)...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에게 적합한 마음 ‘치유’ 레시피를 처방
했더니..마음의 먼지가 조금은 후~~ 하고 불어져 나간 듯하다.”

(2011.3.22., chan***)

  (2) 즐거움의 걷기

  치유의 걷기는 사색뿐 아니라 즐거운 기분과도 관련이 있었다. 즐거움의 
걷기는 노동이나 이동의 수단으로서 걷기인 시 를 벗어나 선택으로서 걷
기인 시 가 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Amato에 의하면 걷기는 필수가 아
닌 선택인 시 가 되었고, 자신을 치유하고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 
위해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김승욱 역, 2006). 

  본 연구 결과, 즐거움의 걷기는 주로 ‘길’이라는 치유요소와 함께 드러
나고 있었다. 즐거움의 걷기를 하며 치유를 느끼는 데 접하게 나타난 
‘길’ 환경의 속성은 첫째, 오감이 느껴지는 길, 둘째, 부담 없는 잘 포장된 
길, 셋째, 미학성의 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오감이 느껴지는 길은 걷기 도중 느껴지는 “풀냄새”(2015.8.23., 
joan*****)28), “조용함”(2012.10.24., dis9*), (2014.4.22., alli***), “한
적함”(2014.11.10., ming****)과 같은 오감의 요소들에 의해서 도성길을 
걷는 도중 즐거움을 주며 치유를 얻게 되는 길이다. 

28) “이 길은 저에게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는 곳이예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걷는
길.. 높은 성곽옆에 비추는 가로등, 불빛은 은은하게 이쁘고! 고요한 길. 풀냄새는.. 정
신없었던 일상이 정리되는 듯! ‘힐링’이 되요~~”(2015.8.23., j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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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위적인 오감에 의해 치유를 얻고 
있는 사례가 낙산구간 도시민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소니워크맨, 아이팟, 
모바일 폰처럼 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
시민들은 도시생활의 소리경관(soundscapes)을 재조직하는 ‘근사한 보행
자(cool walker)’로 재탄생되었다(du Gay et al., 1997; Bull, 2005; 
Urry, 2007, 77 재인용). 낙산구간 걷기의 사례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즐
거움의 걷기를 행하며 치유되고 있는 도시민들이 발견되었다(2016.7.26., 
lee_****), (2016.2.22., tjdd****), (2014.4.21., snl8***), (2014.10.24., 
rose*******).
  둘째, 부담 없는 잘 포장된 길에서 도시민들은 치유를 얻고 있었다. “잘 
포장된 길”(2014.8.31., anwp*****), “가볍게 걷기 좋은 길”(2014.5.4., 
ohnd***)은 도시민들이 잠시 걸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큰 지장
을 주지 않았고, 도시민들을 적당히 걷게(2014.10.12., mju0***)하여 부
담스럽지 않은 걷기를 한 것에 한 만족감을 주었다.
  셋째, 도시민들은 잘 가꾸어진 길의 미학성(aesthetics)에 치유를 느끼
고 있다. 낙산구간의 길은 경적이 울리는 자동차, 아스팔트, 화려한 광고
문구들로 넘쳐나는 도심의 길(김효진, 2012)과 조되는 미학적인 길이며 
이러한 미학성이 있는 길은 걷기의 기쁨(Agrawal et al., 2008)을 느끼게 
도와준다. 낙산구간을 걷는 도시민들은 “잘 가꾸어진 길”(2014.4.28., 
vclo*********), “예쁜 곳”(2015.4.8., park*****), “멋진길”(2015.10.1., 
powe*******)이라고 묘사하며 이 길을 걸으면 저절로 치유가 된다고 느
꼈다.

  2) 사색의 걷기에서 드러나는 시간

  사색과 즐거움의 걷기 중 특히, 사색의 걷기는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시간(time)이라는 양상과 함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제한요인으로서 시
간, 시 흐름의 반동으로서 걷기, 그리고 과거의 시간에서 걷기라는 양상
을 통해 시간과 결부되어 치유의 걷기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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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한요인으로서 시간

  낙산구간을 걷는 도시민 중 일부는 바쁜 일상 속 느리게 걷거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여 “천천히” 걷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 여기고 있
었다(2014.8.31., anwp*****), (2015.9.30., deal*****). 그러나 시간이 
없어 걷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을 경우 아쉬움을 드러냈고, 다음 
기회에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재도전하려는 결의를 볼 수 있었다.

  “어디론가 떠나서 마냥 걷고픈 충동과 그에 비해 넉넉지 안은 시간~...(중략)...
오늘은 서울도성을 걸었다. 숲속은 아니지만, 충분한 ‘힐링’이 되었고...(중
략)...서울도성은 시간에 쫒겨 빠진 곳이 많아 여름에 다시 한번 여유를 갖고 
정확한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2015.1.14., kim9***)

  “짧지만 잠시 들린 낙산공원 골목...(중략)...시간을 두고 걸어다니면 더욱 많은 
것을 볼수 있을 듯 한곳 다음을 기약하며 잠시나마 마음에 ‘힐링’을 하고 왔
다”(2013.12.1., yogo****)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시민들에게 시간이 제한요인
(limiting factor)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정만(1997)은 “식물 생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원소”라는 생
물학의 리이비히 법칙에서 비롯된 제한요인의 개념을 인간의 환경에 적용
하여 ‘제한요인의 법칙(law of limiting factors)’(이정만, 1997, 16)을 제
시하였다. 낙산구간을 걷고 있는 도시민들에게는 사회문화환경의 필수요소 
중 가장 결핍되어 있는 요소가 바로 시간인 것이다. 도시민들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치유의 효과를 극 화시키려는 욕구를 드러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에서 접근성이 높고 산책코스가 짧아 비교적 시간이 
덜 소요되는 낙산구간을 선택해 걷기를 행하면서 짧은 시간 치유를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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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대 흐름 반동으로서 걷기

  ‘치유’와 ‘사색의 걷기’ 사이에서 드러나는 시간은 제한요인으로서 시간
에서 다루어진 짧은 시간을 넘어 ‘시 ’라는 양상까지 확 되었다. 도시민
중 일부는 낙산구간 걷기를 하면서 현 시 를 각박하고 우울한 시 로 여
기고 있었다. 

  “많이 걷다 온거 같습니다...(중략)...IT세상이 되면서... 육체적인 활동량은 점점 
적어지고 귀찮아지는거 같습니다. 그저 컴퓨터 세상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중략)...인터넷을 통해보는 누군가의 모습이 결코 그사람의 다
일수도 없고, 전해주는 사실들이 완벽한 진실일수는 더더욱 아닐거입니다...(중
략)...혼란스러운 많은 일들 속에서도, 뒤죽박죽인 계절 속에서도 그래도 그저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도 점점 깊어가며, 아픈 상처는 ‘치유’되는 거 같습니
다.”(2010.5.3., noti****)

  사색의 성곽길 걷기를 하며 치유를 하고 있는 위의 내러티브에 의하면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IT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울을 안겨주고 있다. 
첫째, 현 인들은 걷기를 하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육체적 활동이 감소하고 신체적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육체적 
활동의 감소는 정신적 우울을 동시에 겪게 하였다. 둘째, 인터넷 기술은 
누군가의 모습을 피상적 관찰에 불과하게 만들어 자아를 잃어버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IT기술혁명은 자칫 자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었으며(김성배, 2013), 현 인들은 속도의 시 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느리게 진행되었던 시 와 잊혀지는 장소들과 교감을 얻기 위한 걷기
(김승욱 역, 2006)를 시도하게 된다. 연구 자료에서는 신체적 활력을 되찾
고 지난 것들에 해 교감하며 자아를 찾기 위해 어두운 현 시 흐름에 

한 반동으로서 치유의 걷기를 행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시 흐름에 한 반동으로서 걷기를 행하는 도시민들은 도시 공간
을 텍스트로 읽어가며 그 흔적을 찾고, 이해하고, 느끼고, 비판하는 산책
자(Flàneur)(심혜련, 2008)의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을 바라보는 산책자의 
태도는 다소 비관적(gloomy)이다. 시 에 한 흐름의 반동으로서 걷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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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산책자들은 회색도시처럼 비치는 서울 풍경을 비관적으로 바라보
며 내적인 고민들을 사색한다. 그나마 우울한 도시 속 서울 한양도성길 낙
산구간 걷기의 치유 요소들을 통해 치유를 얻게 된다. 

  “오늘은 봄볕이 강하고 많이 메마른 날씨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이 다소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봄비가 내려 말끔히 거둬 가면 좋으련만..
나무향과 촉촉한 숲에 들어서서 받는 기운을 이곳에서 기 하기는 무리지만 
서울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그나마 탁 트인 장소라는 점에서는 가끔 이곳
을 찾아 ‘힐링’이라는 것을 해 보렵니다.”(2016.3.20., bokd******)

  (3) 과거의 시간에서 걷기

  사색을 위한 걷기와 치유 사이 드러나는 시간은 제한요인에서의 짧은 
시간, 시  반동으로 걷기에서 긴 시 라는 시간을 넘어 과거의 시간까지  
확장되었다. 도시민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성곽길을 걷는 것 자체가 
치유(2015.9.22.,goeu*******), (2015.5.15., alta********), (2016.3.20., 
loak**)라고 느끼고 있었다<그림 4-1>. 

그림 4-1. 옛 성곽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대조되는 현재 서울
자료: 2015.10.23. 연구자 촬영

주: 과거의 시간에서 걷기를 통해 치유를 얻은 도시민들은 대체로 위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낙산구간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과거의 공간적 특성이 현재에도 남아(이
현군, 2006) 역사적 층이 겹겹이 쌓인 모습이다. 현재의 서울을 보는 것은 
곧 서울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현재의 서울
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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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들은 바로 내려다보이는 서울에 비해 상 적으로 느린 시간을 체
험하며 “잠시 타임머신타고 과거로의 시간여행하는 기분”(2016.12.31., 
nusn***),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2016.6.24., minj*****)을 느
낀다. 한양도성과 같은 전통경관이 시간이 지나 현 의 도시 속에 자리 잡
게되면 변화가 많은 주변 환경과는 달리 “옛 그 로의 모습”(2015.11.23., 
smok**)을 간직한 도심 속 전통경관은 화석화(fossilization)된 공간처럼 
여겨지게 된다. 다른 도심 속 공간과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화석화된 공
간인 한양도성길은 오래됨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존재하게 되며 이와 같
은 특성은 옛 것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도시민들의 “마
음이 차분”(2016.6.24., minj*****)해 지게 만들어 치유가 되게 한다.

  3) 함의

  사색으로서 걷기는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시간과 결부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었다. 도시민들의 걷기에서는 시간이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최소 시
간으로 최  치유효과를 누리려는 요구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간은 더욱 
확 되어 시 에 한 반동으로서 치유의 걷기를 행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나아가, 시간은 과거의 시간까지 확장되어 옛 도성과 현  서울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걷는 것은 상 적 안정감을 얻게 하여 치유가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색의 걷기는 치유가 될 때에 시간
과 결부되어 현시 를 버거워하며 옛 것 그리워하는 도시민들의 속성을 
드러냈다<그림 4-2>.

그림 4-2. 걷기 치유요소와 시간 양상에서 드러나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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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기후와 머무름

  1) 도심에서 드물게 느껴지는 기상‧기후

  성곽길을 걷는 도시민 중 일부는 지극히 일상적인 하늘, 노을, 계절과 
같은 기상‧기후 요소에 치유를 느끼고 있었다. 해가 뜨고 지고(2016.4.25., 
rk60**), 하늘이 푸르며(2015.7.10., glad****), 계절이 봄에서 겨울로 흐
르는 것(2013.4.27., jhj3****)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도시민들에겐 이러한 
일상적인 기상‧기후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 도시민들이 지극히 일상적
인 기상‧기후 현상에 치유를 느끼는 까닭은 평상시 살고 있는 도심에서는 
높은 건물, 자동차, 여러 구조물로 구성된 건조한 가로환경에 가로막혀 아
주 기본적인 자연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인문환
경으로 인해 도심에서는 일상적인 기상‧기후를 잘 체험할 수 없었지만 서
울 한양도성길은 성곽이 내사산에 따라 도심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지어
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상‧기후를 온전히 느끼게 해준다. 그리하여 지극히 
일상적인 성곽길에서 느끼는 기상‧기후가 도시민들에게는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것”(2015.6.18., jjya****)이라고 표현되며 도심에서는 드물게 느
껴지는 기상‧기후가 되는 것이다.

  결국, 낙산구간을 걷는 도시민들은 도심에서 제 로 느낄 수 없었던 바
람, 햇살, 계절의 변화들을 낙산구간을 걸으면서 비로소 체험하게 되면서 
성곽길의 기상‧기후에 온 몸을 노출시키는 신체를 완성시킨다. 조적으로 
느껴지는 기상‧기후를 다룬 블로그 내러티브에서는 도심은 나를 힘들게 하
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장소이며, 상 적으로 서울 한양도성길은 여유롭
고 쉼을 제공하는 장소(2014.8.11., bear****), (2015.11.15., kime***)로 
등장한다. 이러한 기상‧기후를 온 몸으로 체감하는 것이 극 화되면서 도
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성곽길을 걸은 후, 도심에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 치유가 된다. 도시민들은 도심에서 드물게 느껴지
는 기상‧기후를 낙산구간을 걸으며 비로소 체험하며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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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도심에서 드물게 느껴지는 기상‧기후를 가능하게 해주는 낙산구간
에 해 도시민들은 도심성을 강조하고 있었다(2014.5.21., dong*****), 
(2013.5.19., syul**), (2013.6.5., choi****). 심지어, “도심 속 오아시
스”(2015.3.22., mile**), “도심에서 또다른 세계”(2015.11.7., jong****) 
라고 표현하며 도심 속 이질적인 공간을 체험하며 치유를 만끽하는 것에 

한 짜릿함을 느끼고 있었다. 도심성을 강조하며 조적으로 느껴지는 기
상‧기후로부터 치유가 되는 것은 도심에서 벗어났다(2013.2.27., hkio*)는 
일탈감(a sense of escape)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도심 속 공원은 사람들
에게 육체적 도전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에 한 일탈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Krenichyn, 2006, 633).

  2) 성곽길 기상‧기후에서 머무름

  (1) 머무르는 신체

  도심에서 드물게 체험되는 기상‧기후에서 도시민들은 걷기를 멈추고 성
곽길에 잠시 머무르는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였다. 물론, 머무름 양상은 기
상‧기후 요소 말고 여타 다른 치유 요소에서도 그 양상이 드러나긴 했지만 
특히, 기상‧기후 요소에서 치유를 받은 도시민들의 블로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머무름(staying)의 현상은 예전 장소를 이해하던 방식
인 뿌리내림이나 정주로 이해되지 않고, 철저히 움직임의 수행 중 나타나
게 되는 현상이다(Cresswell, 2012). 모빌리티는 반드시 동시에 장소
(place), 멈춤(stopping), 정지(stillness), 상 적인 부동성(immobility)을 
고려(Adey, 2006; Bissell and Fuller, 2010; Hannam et al., 2006; 
Cresswell, 2010 재인용)하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머무름의 현상이 낙산구
간 걷기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블로그 내러티브에서 도시민들
은 성곽길을 걷는 도중 도심과 다르게 느껴지는 기상‧기후를 만나게 되면 
잠시 걷기를 멈추고 머무름의 현상을 보였다(2015.10.28., lets********), 
(2016.6.1., sung********).



- 82 -

  한편, 이동하는 신체를 멈추게 하는 요소는 도심에서 드물게 느껴지는 
성곽길의 기상‧기후 뿐만은 아니었다. 낙산구간 중간 중간에 설치된 “벤
치”(2014.4.9., bty2***)와 “정자”(2014.8.16., coco*****), (2016.2.10., 
hong*****)는 이동하는 신체를 멈추게 하여 온전히 기상‧기후를 느끼게 
해 치유가 되게 하였다<그림 4-329)>. 또한, 낙산구간의 성곽 위
(2013.10.4., tang******), (2013.11.10., hosu***)는 도심 속에서 기상‧
기후를 느끼며 치유하는 신체를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는 매력적인 물체로 
다가왔다<그림 4-430)>.

  “성벽을 따라 걸었다.그러다가..성벽이 점점 낮아지는 곳에서 성벽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거 완전 강추다.시원한 바람과 왠지 모르게 ‘힐링’되는 느낌
과ㅎ 거기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거의 1시간 넘게 앉아있었다.”

(2013.11.10., hosu***)

그림 4-3. 낙산구간의 벤치
자료: 2016.3.14. 연구자촬영

 

그림 4-4. 낙산구간의 성곽 위
자료: 2015.10.24. 연구자 촬영

29) 사진 속 배금숙(가명)씨는 낙산구간에 올 때마다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와 벤치에 1~2
시간씩 앉아 있는다고 하였다(배금숙(가명), 2016.3.19., 70  초반, 여성, 무직).

30) 여러 도시민들이 낙산구간의 성곽 위에 앉아 성곽길의 기상‧기후를 느끼며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3월 이후 한양도성 보호를 위해 종로구 낙산 성곽 지킴이 및 낙
산공원 관리 사무소에서는 성곽 위에 시민들이 올라가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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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유의 장소만들기

  도심에서 드물게 느껴지는 기상‧기후를 만나 성곽길에 머무르는 양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치유의 장소만들기(healing place-making)를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낙산의 성곽길을 “힐링플레이스”(2015.6.7., 
free*****), “힐링 장소”(2016.9.22., cjst*******)라고 표현하며 조된 
기상‧기후를 느낄 수 있는 성곽길에 자주 들려 자신만의 치유의 장소만들
기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역시 모빌리티라는 수행을 통해 
재구성되는 장소(이용균, 2015, 152)를 의미한다. 

  “예전에 정말 조그마한걸로도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냥 생각없이 귀에 이어폰 꼽고 그냥 생각없이 귀에 이어폰 꼽고 
30분 정도 걸으면 낙산공원에 도착했어요, 그럼 바로 해가 떠오르는 그런 어
슴푸릇한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거죠... 지금은 그 때 보다 힘들진 
않지만 참 나를 위로해 준 곳이라는 것에 해 고마운 곳이랍니다!...(중략)...
저의 ‘힐링’플레이스를 소개해드려서 넘넘 좋네요 :)”

(2016.11.28., luvh*******)

  위의 내러티브에서는 도시민을 멈추게 하는 기상‧기후 현상으로 ‘해’가 
등장한다. luvh*******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마다’ 주기적으로 
낙산구간 걷기를 하였으며 ‘해’라는 기상‧기후를 느끼며 다시 집에 돌아가
는 것을 반복하여 ‘힐링플레이스’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치유의 장소만들기가 일어나기 위해선 원래 있던 지역에서 어
내는 이동(displacement)의 힘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도착한 목적지에서 
그 장소의 역할이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 한 영향력을 미쳐야한다
(Sampson and Gifford, 2010). 여기에서는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받았
던 도시민들의 아픔이 본거지에 있지 못하게 하고 치유가 되는 장소로 
어내는 이동의 힘으로 작용하였으며, 서울 한양도성길에 도착한 도시민들
은 도시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다고 느낀 기상‧기후를 느끼고선 치유의 머
무름의 현상을 보인다. 그 후 또 다시 비슷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
경험을 토 로 이따금씩 찾아가 자신만의 치유의 장소만들기를 해나가며 
주기적으로 성곽길에 머무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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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함의

  도시민들은 도심에서 드물게 느껴지는 기상‧기후를 성곽길에서 체험하고
는 잠시 머물며 치유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4-5>. 도시민들은 걷기 도
중 평소 도심에서 체험했던 기상‧기후와 다르게 느껴지는 성곽길의 기상‧
기후를 만나게 되면 잠시 걷는 신체를 멈춰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성
곽길에 간간히 배치되어 있는 벤치, 정자, 성곽 위는 기상‧기후를 온전히 
느끼게 하여 머무름을 함께 유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곽길 기상‧기후를 
만나 걷다가 머무르는 양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치유의 장소 만들
기가 행해지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상‧기후 치유요소에
서는 도심과 다르게 느껴지는 성곽길의 기상‧기후에서 머무르며 치유하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5. 기상‧기후 치유요소와 머무름 양상에서 드러나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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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경과 오르내림

  1) 회귀성을 자극하는 야경

  밤의 한양도성길은 낮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창출한다. 공간뿐 아니라 
시간  역시 걷기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데(Solnit, 2001, 
Gatrell, 2013 재인용) 밤 시간  성곽길은 낮과는 전혀 다른 치유요소로 
구성된다<그림 4-6>.

  “성곽도 낮과 밤이 확실히 다르더라구요~ 불빛이 들어오면서 로맨틱한 곳으로 
바뀌었답니다~ 로맨틱하면서, 여유도 느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간만에  
‘힐링’된 서울 나들이었어요”(2015.6.17., junl*******)

그림 4-6. 낮과는 다른 치유요소로 구성되는 밤의 성곽길
자료: 2015.10.23. 연구자촬영

  이러한 밤 시간  성곽길에서 볼 수 있는 ‘야경’ 치유요소는 크게 도시
야경과 옛야경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인간의 회귀성
(homing instinct)을 자극하여 걷는 도시민들의 치유를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야경은 낙산구간을 걷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우주 속 피조물로 
느끼게 하여 치유가 되게 하고 있었다. 원래 한밤 중 걷기는 캄캄한 어둠
의 별빛 속 인간이 무한한 우주에 던져진 피조물이라고 느끼게 하는 효과
가 있다(김화영 역, 2002, 111). 그러나 현  도심에서는 자연의 별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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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이지 않는데, 성곽길 야경 속을 걷고 있는 도시민들에게는 도시야경
이 자연의 별빛을 체하고 있었다(2013.8.17.,ljy9***), (2014.7.15., 
smrr******), (2016.1.4., opti*****)<그림 4-7>. 실제 김미정(2009)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지난 세  인류가 보아왔던 밤하늘의 별은 현 세  

도시 야경으로 체(김미정, 2009, 15) 되었는데, 낙산구간을 걷는 도시
민들에게 도시야경은 자연의 별을 신하여 그 자신이 우주 속에 던져진 
피조물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도심 속 성곽길을 걷는 
도시민은 도심 속 별을 볼 수 없다는 것에 한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신 성곽길을 걷다 눈에 들어오는 도심의 야경을 별이라고 느끼고 위안하
며 우주 속에 던져진 피조물로서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림 4-7. 자연의 별 대체하는 낙산구간 현대 도시야경
자료: 2015.10.23. 연구자촬영(좌), 2016.3.14. 연구자촬영(우)

  

  도시야경과 더불어 밤 속 성곽길을 걸어가는 도시민들에게 인간의 회귀
성을 자극하는 것은 옛 야경이 있었다. 성곽과 마을 같은 옛 야경은 도시
야경과 어우러져 인간의 회귀본능을 자극하였다. 
  도시민들은 이미 현 적 도시야경 속에서 치유를 느끼는 상태였으나, 여
기에 한국적 미학이 어우러진 옛 건축물인 성곽의 모습이 더해져 인간의 
회귀성이 극 화되어 치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5.5.15., 
alta********), (2016.9.10., arra****)<그림 4-8>.
  오래된 성곽과 더불어 “7-80년 ”(2014.6.11., jjeo******) 향수를 자극
하는 장수마을, 이화마을은 인간의 회귀본능을 더욱 자극시킨다.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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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터와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감 가
는 마을의 조명, “작은 불빛들”(2015.1.16., tse5***), “아기자기 꾸미지 
않은 듯 반짝이는 풍경”(2014.10.7., glit*******)들이 인간의 회귀성을 
자극시켜 치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그림 4-9>.

  결국 낮과 전혀 다른 치유요소로 조성된 밤의 성곽길은 도시민들이 밤
의 한양도성길을 걸으며 별처럼 느껴지는 도시야경에 의해 피조물로 돌아
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며, 성벽과 성곽마을과 같은 옛 것이 주는 위로
에 인간의 회귀성을 느끼게 하여 치유가 되게 한다.

  2) 회귀성을 자극하는 야경 속 오르내림

  야경 중 도시야경에서 치유를 얻었다고 언급한 블로그 내러티브 문장에
서는 부분 도시민들의 오르내림(climbing) 현상이 함께 드러났다. 도시
민들은 낙산에 힘겹게 올라 얻게 된 도시야경임을 강조하였는데, 낙산을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경사”(2014.11.3., hivi***)가 “높고”(2016.5.22., 
song******), “계단”(2013.9.29., maiz*), (2016.9.22., cjst*******)이 
많아 힘들어했다, 그러나 이내 정상까지 올라가 회귀성을 자극시키는 서울
의 야경을 바라보고선 잘 올라왔다고 보람을 느끼며 치유를 얻게 된다. 

그림 4-8. 옛 성곽의 야경
자료: 2015.10.23. 연구자촬영

그림 4-9. 향수 자극하는 이화마을 야경
자료: 2016.2.22. 연구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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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느 다른 높은 곳에서도 도시야경은 볼 수 있지만 낙산구간에서의 야
경은 “힘들게 올라가고 올라가”(2016.9.22., cjst*******) 고난(travail) 
끝에 얻게 된 야경이라는데 차별점이 있는 것이다.

  “요즘 마음이 턱 막힌 저거든요 ‘힐링’바람이 필요했어요~ 다시 올라가고마리
다!!! 그리하여 다시 올라온 낙산공원!!! 올라오면서 어둠속에서 밝게 빛나는 
가로등, 건물 불빛들 바라보며 바람도 맞으며 마음을 털어 냈어요!!”

(2016.9.22., cjst*******)

  특히, 도시야경을 보러 낙산에 오른 도시민들의 고생스러움은 학업 또는 
직장을 끝마치고 온 이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퇴근길”(2013.7.4., 
jihs**) 또는 “하굣길”(2016.6.13., hyew******)이어서 이미 에너지를 소
비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힘으로 낙산까지 올라가는 수고로움을 더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던 야경을 보러 올라갔다. 도시민들이 이렇게 일과 
학업에 지쳐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야경을 보러 낙산까지 올라가 고생
을 각오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생스러움이 오히려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travel)이라는 단어가 고난(travail)의 어원에서 나
왔듯 육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오히려 생기를 얻을 수 있다(Buzard, 
1993; Sennett, 1994; Urry, 2007, 85 재인용).

  정상에서 도시야경을 보고나서는 내려오는 신체는 주로 낙산 정상에서 
한성  입구 역 쪽으로 내려가는 성곽길<그림 4-6(우) 참조>에서 주로 나
타나고 있다. 도시야경과 옛 야경을 함께 볼 수 있는 이 길을 내려오면서 
도시민들은 “예쁘다”(2015.1.16., tse5***), (2015.5.15., alta********), 
“아름답”다(2016.9.10., arra****)라고 평하며 오감에 의해 느껴지는 낙산
구간의 미학성을 감상하였다. 어두운 야경 속 걷기와 같이 이동을 하는 것
은 새로운 시각, 촉각, 후각, 청각이 계속해서 교체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
는데(Edensor, 2015), 낙산구간 걷기의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현상이 고
난으로 여겨지는 올라가는 길보다는 힘이 덜 드는 내려가는 길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제 낙산공원 걷기 시작! 성곽아래조명이 참 예뻐요 옛건축물이 이렇게 아름
다웟다니!!..(중략)...낙산공원에서 바라본 야경^^...(중략)...낙산공원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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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한성  쪽으로 걸어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아름다운 성곽을 따라^^ 자 
그럼 걸어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걷고 또 걸어 내려왔답니다. 내려
오는 내내 내 눈은 ‘힐링’”(2016.9.10., arra****)

  3) 함의

  야경 치유요소에서 도시민들은 밤의 한양도성길을 걸으며 자연의 별처
럼 느껴지는 도시야경을 바라보며 피조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며, 
옛 성곽과 성곽마을 같은 옛야경을 통해 인간의 회귀성이 자극되어 치유
가 되고 있었다.
  도시민들은 이러한 회귀성을 자극하는 야경을 볼 수 있는 낙산을 오르
내리며 치유하는 양상을 보였다. 낙산을 힘겹게 올라와서 얻게 되는 도시
야경임을 강조하였으며, 옛 야경인 성곽길을 따라 내려가며 옛것과 현 의 
조화에 치유하는 신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낙산구
간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고생을 감수하더라도 회귀성을 자극하는 도시야
경과 옛야경을 의도적으로 보러가 치유한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그림 
4-10>.

그림 4-10. 야경 치유요소와 오르내리는 신체 양상에서 드러나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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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인간은 어떠한 객체와 치유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치유의 관계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갖게 한다. 이전에 치유를 다루었던 
지리학 연구들은 치유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치유와 긴 한 관련성을 지닌 이동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졌으며, 오늘
날 뿌리 내린 장소가 줄어들고, 한 객체에 영향을 미치는 치유요소가 방
해짐에 따라 단면적이고 평면적인 요인만을 분석할 수 있는 치유의 경관 
개념만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부족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활용하여 어떠한 이동이 치
유에 도움이 되는가에 한 지리학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낙산구간을 걸으면서 치유의 경험이 있는 도시민들을 
사례로 어떻게 치유적 모빌리티가 유발되며,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때 
치유요소와 그 양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이동의 전조과정을 살펴보는 모빌리티적 관점에
서 어떻게 도시민들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는지 분석하
였다. 둘째, 이동의 다양한 행위요소를 보게 하는 모빌리티관점과 Gatrell
의 치유와 걷기 관계를 통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치유요소는 무엇이
었으며, 그 중 주요 치유요소는 어떻게 도시민들을 치유되게 하고, 치유가 
일어날 때 그 양상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였다. 블로그 내러티브를 중심으
로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민들은 아픔이 내재되는 과정을 겪은 이후 목적, 인지, 선택
과정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치유
적 모빌리티의 유발은 각 과정이 차례 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 없
이, 때로는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는 상처를 입은 도시민들이 적절한 치유적 모빌리티가 일어날 수 있는 환
경으로 안내될 때에 각 과정들이 상호연관성이 있도록 안내해야함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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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픔을 내재한 도시민들에게 목적, 인지, 선택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도와 적절한 시기에 치유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구체적인 방책을 마련해줄 것이다.

  둘째,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의 주요 치유요소와 그 양상은 걷기와 시간, 

기상기후와 머무름, 야경과 오르내림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치유요소들은 
인간이 문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본능을 자극해 현 시  
도시민들의 치유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색의 걷기에서는 시간과 결부되어 현 시 를 버거워하고 옛 것을 그리워
하는 도시민들의 양상이 드러났다. 도심과 다르게 느껴지는 기상‧기후에서
는 도시민들이 잠시 성곽길에 머물며 치유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야경요소
에서는 힘겹게 낙산을 오르내리는 수고로움을 하더라도 회귀성을 자극하
는 도시야경과 옛 야경을 보며 치유하는 행태가 드러났다. 걷기‧산책, 기
상‧기후, 야경과 그 치유요소 속에서 나타난 시간, 머무름, 오르내림이라는 
모빌리티적 양태는 문명화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도시민들이 오히려 
문명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동
의 치유요소에 한 분석적인 지리학연구는 앞으로 도시민들이 치유를 누
릴 수 있는 치유의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전체에서 던졌던 핵심질문이었던 치유에 도움이 되
는 이동이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오히려 
문명 이전 피조물 상태의 속성을 지닌 치유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동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들이 이러한 치유요소의 속성을 지닌 이
동환경에 찾아가거나 유도되어 이끌려 들어가는 이동 현상과 치유의 이동
환경에서 수행되는 육체적 이동 현상 모두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지리적 개념 중에서도 모빌리티와 치유와의 관계에 
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첫째, 치유적 모빌

리티 유발에 한 연구는 더욱 넓은 시각에서 치유적 모빌리티 전체과정
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이와 같은 시도는 치유적 모빌리티 개
념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치유적 모빌리티가 어떠한 잠재적 요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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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하는지, 전조과정을 또 하나의 이동현상으로 본 시도는 치유적 
모빌리티 의미를 더욱 광의적 시각으로 넓혔다. 또한, 치유적 모빌리티의 
전조과정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도시민들의 내재된 아픔은 앞으로 
일어날 치유의 사건들을 지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내
재된 아픔과 이와 관련해 치유적 모빌리티 환경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에 

한 연구는 치유에 관한 지리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둘째, 육체적 모빌리티가 치유와 관련을 맺는 현상을 모빌리티 렌즈로 
파악한 시도는 그동안 경관 위주 연구에서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치유요소
만 찾던 전통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다양한 치유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모빌리티 시선에서의 치유 연구는 앞으로 도시
민들에게 치유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동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문화 환경 
계획 및 사업에 중요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과 치유와의 관련성을 논의한 것은 도
시 내 역사경관이 새로운 치유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역사공간은 도시민들의 치유는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이 관련성을 찾는 
연구는 지금껏 잘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과정에서 역사경관은 인간
의 회귀본능을 더욱 자극시키고 가미시키는 이동의 환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치유와 역사경관 사이 도출되는 지리적 함의는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역사경관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에 한 새로
운 시선을 제공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이라는 제한된 연구 지역과 
걷기라는 하나의 치유적 모빌리티 유형에 한정하여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
발과정과 치유요소를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연구지역
사례를 시도해야할 것이며, 치유적 모빌리티 유형에 있어서도 육체적 모빌
리티 경계를 넘어, 물리적 이동, 가상이동, 상상이동 등 다채로운 범위 안
에서 이동과 치유와의 관계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같은 이동환경
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못한 도시민들에게 작용했던 치유
방해요소는 무엇이었는지도 분석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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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미래사회는 지표상 드러나게 될 치유의 사건들이 더욱 빈번해져 
인간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치유에 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다. 치유가 될 만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며 치유
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환경에 한 수요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
점에서 내재된 아픔을 가진 도시민들을 상으로 치유적 모빌리티의 유발
과 치유요소를 분석한 본 연구는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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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인터뷰 연구방법 및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참여자들은 서울 한양도성길을 걷고 있는 도시민 총 25명이다. 
총 6회 낙산구간 답사를 가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기간은 2016
년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였다.
  본 연구 주제가 ‘치유’이니만큼 응답자가 치유의 과정을 자유롭게 풀어
낼 수 있도록 응답자를 더욱 배려한 상황에서 반구조화된 인터뷰방식을 
사용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서울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하에 이루
어졌으며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IRB No. 1601/002-011). 
  연구 참여자 모집 및 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
간에 현장 답사를 하여 성곽길을 걷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먼저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 인터뷰에 응해줄 수 있을지를 
물었다. 피면담자가 시간을 내어줄 동의 의사를 표하면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였다. 녹취 역시 피면담자 동의하에 실시되어 이를 텍스트화 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피면담자가 현재 걷고 있는 서울 한양도성길 낙산구간 
위에서 면담자와 함께 걸으면서, 서서, 또는 앉아서 실시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 이상 진행하는 심층인터뷰(평균 1시간 43분)와 비공식인터
뷰(평균 26분)를 함께 진행하였다. 비록 피면담자가 오랜 시간 자세히 자
기 기술하여 치유과정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심층인터뷰도 필요하지만, 바
쁜 일상 속 비교적 잠시 짬을 내어 치유로서 성곽길을 걷는 도시민들도 

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비공식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기본 인적 사항은 다음과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특
히, 25명 상 중에서도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블로그의 연구결과와 차
이점을 불러왔다. 또한, 인터뷰 상과 블로그의 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터뷰는 부록자료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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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특히 인터뷰 자료가 블로그 자료와 차이점이 있었던 부분인 ‘제 3 
장 제 2 절 1.치유: 아픔이 유발한 이동’과 ‘제 3 장 제 3 절 2.서울 한양
도성길의 행동유도’에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부분은 모두 주민
들의 치유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또한, 다른 논문의 부분에 있어서도 블로
그 자료를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인터뷰 자료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가명 연령 성별 직업 날짜 참고사항

1 오윤지 20  중반 여성 직장인 2016.2.22. 직장근처
2 김영은 20  초반 여성 학생 2016.2.22. 주민
3 황민수 20  중반 남성 학생 2016.3.2. 학교근처
4 강진호 20  초반 남성 학생 2016.3.2. 친구집근처
5 김혜선 30  초반 여성 직장인 2016.3.2. 직장근처
6 정은지 20  초반 여성 학생 2016.3.2.
7 김혜진 30  초반 여성 무직 2016.3.14. 학교근처
8 배금숙 70  초반 여성 무직 2016.3.14. 주민
9 김은지 20  초반 여성 학생 2016.3.14. 커플
10 한우현 20  초반 남성 학생 2016.3.14. 커플
11 유주희 10  후반 여성 고3 2016.3.19. 주민
12 김 근 70  초반 남성 무직 2016.3.19. 주민
13 오창현 40  후반 남성 직장인 2016.3.19. 주민
14 차재훈 20  초반 남성 무직 2016.3.19.
15 김기철 50  후반 남성 직장인 2016.3.23. 주민
16 손금숙 50  후반 여성 프리랜서 2016.3.23. 주민,강아지
17 이양숙 60  중반 여성 무직 2016.3.23. 주민
18 박은혜 20  후반 여성 무직 2016.3.23. 　
19 오성진 20  중반 남성 취업준비생 2016.3.23. 친구
20 송은수 20  중반 여성 학생 2016.3.23.
21 홍순일 40  중반 여성 직장인 2016.3.25. 친구
22 이예진 40  초반 여성 직장인 2016.3.25. 주민, 엄마
23 최부자 60  초반 여성 무직 2016.3.25. 주민
24 오기동 60  후반 남성 무직 2016.3.25.
25 차지훈 20  중반 남성 학생 2016.3.25.

인터뷰 참여자 기본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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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아픔이 유발한 이동

  인근 거주 주민들의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아픔이 유발한 이동은 이동
(displacement) 속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근 거
주 주민들의 아픔이 유발한 이동은 육체적 측면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60-70  주민 노년층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에게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란 생존 전략(surviving strategy)으로, 의학적 방법으로
도 소용없는 육체적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이 병은 병원에 가서 나을 병이 아니야. 물리치료사도 그러더라고. 병원가면 
자꾸 수술하라고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수술하면 다리가 다 망가진 . 그래서 
걸어 다닐만한 정도가 되면 자꾸 걸으라고 하더라고. 이런데 공기 좋은데 다
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나아야지.”(2016.3.19., 배금숙(가명), 70  초반, 여성, 
무직)

  “정말 난 힐링때문에 오는거야...(중략)...어른들 오십견이나 병들이 오는 게 이
해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 그런 거 전부 나한테 다 오더라
고...(중략)...의사들이 그러는데 오십견이나 이런 것들을 헬스나 다른 것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걸으라고 하잖아. 걸으면 맑은 공기, 흙냄새를 맡으며 
‘치유’가 되는 거지. 영적 ‘치유’, 육체적 ‘치유’, 혼의 ‘치유’ 이런 모든 것이 
이 길을 걸으면서 ‘치유’가 되는 거야(2016.3.23., 이양숙(가명), 60  중반, 여
성, 무직)

  “재작년 직장암”에 걸린 최부자(가명)(2016.3.25., 60  초반, 여성, 무
직)씨는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침 먹고 한번 돌고, 또 점심 먹고 
쉬었다가 저녁되기 전에 한 번” 돌 정도로 성곽길 걷기를 생활화(a way 
of life)하였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하루 
종일 잠만” 올 정도로 게으른 생활패턴을 유지하였으나 병원도 소용없는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낙산구간 걷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성곽길 걷기는 이들의 하루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며, 그 결과 
“지금은 다리도 튼튼해지고 아주 건강”해져 부지런한 생활패턴으로 변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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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근 거주 주민들이 받는 서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서울 한양도성길의 행동유도를 
받아왔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자연스레 서울 한양도성길에 한 풍부한 지
식이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곽 인근 주민들은 도성길에 
해선 단순한 인지를 넘어 전문가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로구에 60년을 살았어!...(중략)...원래 밑에 돌 성곽의 자취만 있었는데 다시 
성곽의 형태를 갖추어서 쌓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 한 90년도 이후부터 쌓
았을 걸? 원래는 여기가 다 산이었었어. 옛날에는 요 주변 깡패도 많았
지”(2016.3.19., 김 근(가명), 70  초반, 남성, 무직), 

  “제가 이 동네 4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 아파트였어요. 아파트가 철거
된 이후 공원이 생긴지 10년이 넘었죠.”(2016.3.23., 손금숙(가명), 50  후반, 
여성, 프리랜서), 

  “사람들이 주말에 많은데 금, 토, 일에 사람이 많고, 평일에 오전 10시 즈음에
는 아저씨들, 산책하러 오시는 분이 많지. 그리고 평일 점심때에는 직장 다니
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지. 그리고 평일 2~3시 경에는 나처럼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 평일에는 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주말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
들, 데이트 하러도 많이 오지. 주말에 사람 많아.”(2016.3.23., 이양숙(가명), 
60  중반, 여성, 무직)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도성길 걷기의 행동유도를 받아오면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일주일에 2~3번”(김영은(가명), 20  초반, 여성, 

학생), “가능한 한 매일”(손금숙(가명), 50  후반, 여성, 프리랜서), “하
루에 두 번씩”(오창현(가명), 40  후반, 남성, 직장인), “아침 먹고 한번 
돌고, 또 점심 먹고 쉬었다가 저녁되기 전에 한번”(최부자(가명), 60  초
반, 여성, 무직) 돌 만큼 생활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도성길 주변 주민들은 오래도록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를 생활화해오면
서 장소31)애(topophilia)(Tuan, 1974)가 형성되어있었다. 고향에 한 애

31) 여기에서 사용되는 장소는 뿌리내림의 장소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본 논문에서 유일
하게 장소가 이동의 수행 중 나타나게 되는 장소가 아닌 뿌리내리고 고정된 장소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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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은 거기에 살았던 시간의 길이에 따라 증가하는데(Hampton, 1970, 
112; 김덕현 외, 2005, 82 재인용)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성곽길 인근
에서 살게 되면서 이 장소에 한 정서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특
히 이러한 장소애는 주민 인터뷰 중 치유방해요소를 물어보는 연구자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민들은 혹
시라도 자신들의 지역에 해 안 좋은 글이 나갈까 되도록 좋은 부분들을 
얘기해주거나, 나쁜 점이 있어도 돌이켜 다시 좋은 점을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장소에 한 애착은 주로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구자 : “낙산구간을 걸어다니시면서 치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 요소들
이 있으세요?”

  손금숙(가명): “(발끈하며) 치유방해요소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는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 없어요. 방해되는 것도 없고, 
다들 자유롭게, 또 친절하고 좋아요~!...(중략)...다 건강을 위해서 오니까 한번 
오니까 자꾸 오고 싶고 공기도 좋고... 방해되는 사람은 없어요.”(2016.3.23., 
50  후반, 여성, 프리랜서)

  이예진(가명): “여기 주민이예요...(중략)...(치유방해요소를 언급하다 또다시 좋
은 점을 강조하면서)아직 이길(동 문쪽)은 정비가 덜 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
지만 한성 입구 쪽으로 가는 길은 정비가 잘 되어있고 너무 예뻐요. TV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2016.3.25., 40  초반, 여성,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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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단순함보다 복잡성 선호

  인터뷰 참여자 김기철(가명)에 의하면 도시민들을 지루하게 만든 환경은 
‘청계천’이었으며 그에게 지루함을 벗어나 흥미를 주고 볼거리를 제공하며 
체험하게 하는 환경은 낙산구간이었다. 

  “예전엔 청계천도 걸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이 길로 다니게 되었어. 여기는 높
이도 꽤 있고, 성곽도 있고 저 멀리 건물들도 보이니까 심심하지 않더라고. 나
는 퇴근 끝나고 걷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이 길을 걸은 후 회사에 있
었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야. 이렇게 한지 2-3년 정도는 된거 같아. 일 
끝나고 꼭 여기를 걸어서 통과해서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지. 뭐 성각길 걷기
는 내 생활화야. 운동해야하니까!”

(2016.3.23., 김기철(가명), 50  후반, 남성, 직장인)

  이렇게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는 단순함보다 복합성을 선호하는 사람들
에 의해 선택되었다. 비록 서울 한양도성길이 사람들이 과 한 환경이 아
닌 한적하고 여유로운 환경이지만, 서울 한양도성길 환경을 구성하는 성
벽, 길, 나무, 도시건물 등 물체적인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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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alking along the Naks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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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healing becomes a more important issue, geographical researches on 

healing are also warranted. This thesis maps the relations between healing 

and geography. A key question is what kind of geographical elements in 

mobility are conducive to healing. This is a case study based on the 

bloggers’ narratives on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the Seoul City Wall.  

The specific questions of this research are: 1) How do people attempt to 

walk along the Seoul City Wall? 2) What are the healing factors, and how 

do the healing factors affect people?

  Main concept used to analyze these questions is ‘therapeutic mobilities’ as 

introduced by Gatrell: the idea that movement itself can be conducive to 

well-being and health. The concept of ‘therapeutic landscape’ has, over the 

last 20 years, become embedded firmly in health geography and cultural 

geography.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therapeutic qualities 

of the act of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As people are seldom 

rooted to one place and diverse factors affect healing these days, we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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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landscape’ to explain therapeutic effect of visiting places. The 

concept of ‘therapeutic mobilities’ provides a lens that allows for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healing better. This study focuses on two 

aspects of therapeutic mobilities; initiation of therapeutic mobilities and 

factors of hea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ople with health problems initiated walking along the Seoul City 

Wall through the processes of purpose setting, cognition, and choice. In 

other words, the initiation of therapeutic mobilities occurs intermittently or 

through the interactions of each proces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interactions of each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them with 

leading to optimal environment for better therapeutic results.

  Second, the major factors of therapeutic mobility and the aspects of these 

factors include walking-time, weather/climate-staying, and nightscape-climbing. 

These factors have powerful healing effect by stimulating the homing 

instinct to created things conditions.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s into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healing and mobility. Further studies in this direc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design of urban environment favorable for healing through therapeutic 

mo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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