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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l 초f

선형공원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의선 숲길공원을 중심으로 '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공원이자 오픈 스페이스로서 주 

목받고 있는 선형공원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세기에 ( ,+

들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선형의 공o들이 새

롭~ 조명되고 있다 선형 자원의 유형은 고속도로 철도 고m도로 등 ( , , 

사용이 중지된 교통 인프라 시설이x나 s변 완충녹지 등 크~ 주목받, 

지 못하였던 유휴 부지이다 선형의 공o이 주목받는 것은 도시 삶의 질 ( 

향상과 보행 중심 도시로의 전환 전면 재v발 방식이 아닌 도시 재생의 ,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선형의 유휴 부지는 좁고 긴 형태적 특징과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인 , 

해 y물을 신축하는 것에 한계m 있다 이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 

이 선▲되고 있으며 특히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과 함께 이러한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 시설은 산업 시대에 효율적 자원 이동을 위( 

해 도시를 관통하며 지역 o의 단절을 만들어 냈고 지역 주민들은 소음, ,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공원화 계획은 지역 o( 

의 단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m진다(

선형공원은 좁고 긴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면적의 도시공원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의 도시 공o과 직접 연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뛰

어난 접근성을 m지고 있다 기존의 도시공원이 여m적인 목적으로 방문( 

하는 장소 라면 선형공원은 도시와의 연계성과 뛰어난 접근(DWLNP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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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여m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인 이동 통로로서도 이용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선형공원의 기본적인 특( 

성으로 도시와의 연계성 접근성 연속성 등을 도출하였다, , ( 

선형공원은 도시공원에 비해 그 계획에 따라 그 성격이 다양하~ 나타 

날 수 있으며 주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도시 공o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공원의 다양한 유형 중 도시 공( 

o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도심 선형공원의 형태적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디자인 요소m 체험적 일상공o 사회적 ( ‘ ’, ‘
교류의 장 이라는 선형공원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 ‘
의선 숲길공원 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선형공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 공원 외부와의 관 , ‘
계 경계부의 형태 및 특성 공원 내부의 보행로의 형태 및 특성 그’, ‘ ’, ‘ ’, 
리고 공원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물 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 ’ ( 

정리한 선형공원의 특성으로는 도시와의 근접성 공원으로의 접근성‘ ’, ‘ ’, 
경계부의 시n적 투명성 경계부의 물리적 투과성 공원의 연속성‘ ’, ‘ ’, ‘ ’, 
안전성 이 있다 이와 u은 특성은 선형공원에서의 일상적 활동 여m적 ‘ ’ ( , 

활동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선형공원이 , 

체험적 일상공o 과 커뮤니티 구축의 매v체 로서 이용될 수 있~ 된다‘ ’ ‘ ’ (

경의선 숲길공원 중 공덕 대흥 신촌 연남 구o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 , , , 

하였으며 nn의 구o은 서로 다른 도시적 맥락과 공원 조성방식을 m지

고 있다( 

분석 결과 선형공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인접 도시적 맥락은 공원, 

의 잠재적 이용자와 이용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한 공원 조성에 ( 

따라 인접 y축물의 용도 입면 방향성 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 , 

원 조성 시에 인접 도시적 맥락에 맞~ 공원의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선형공원의 경계부 조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원의 이용 밀도는 경계부의 투명성에 m( 

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공원 내 외부의 시n적 교류를 m능하~ 하여 ( g

보행자의 유입 요인이 되며 공원 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시n적 투명성으로 인해 인접 y축물의 상m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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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접 도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계부의 물리적 투과성은 공원 이용자의 보행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 

경계부에서 투과성이 높아 보행자m 자유롭~ 공원을 출입할 수 있을 경

우 출 퇴근 통학 등의 일상적 보행자들이 공원 내로 유입되어 공원을 , g , 

통로로서 이용한다 측면에서의 출입구m 양측의 도로와 연계될 경우 보( , 

행자들의 y널목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질 경( 

우에 인접도로의 보행자들이 공원 내로 유입되어 공원 내 일상적 이용행

태m 발생하는 일이 드물~ 나타나며 여전히 공원은 양측을 m로막는 장

벽으로서 존재한다 도시의 m로와 마찬m지로 선형공원에서 일상적 보( 

행자의 존재는 공원 내 끊임없이 활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m적 목적의 

이용자들이 쉽~ 공원을 이용할 수 있~ 만들어 준다 따라서 선형공원( 

이 도시 공o을 단절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측면에서의 

접근성 즉 경계부의 투과성이 중요하~ 작용한다, ( 

마지막으로 선형공원의 내부공o은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시설물로 구 , , 

성된다 좁은 폭을 m진 선형공원의 경우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그 외의 ( 

공o은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m 다수이다 이와 u이 조성된 오픈스페이( 

스는 수목 지피식물 파빌리온 부스 정자 등 을 조성하x나 잔디 등을 , , ( , )

조성하여 비워두는 두 m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 

공원 내부에서 여m적 이용 행태m 나타나기 힘들며 주로 조깅 자전x , 

타기 등의 선적이고 동적인 이용 행태m 나타난다 반면 오픈스페이스로 ( 

조성할 경우에 반려동물과의 산책 배드민턴 돗자리 등 오픈스페이스를 , , 

점유하는 정적인 이용 행태m 나타나고 있다 이와 u은 행위는 공원 내 ( 

활력을 높여 주는 이용 행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산책 등을 즐기는 이

용자들도 증m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나타난 m장 중요한 계획요소는 경계부의 형태이 

다 특히 연남 구o의 경계부는 지피식물 및 수목 ●막이 벽을 이용한 ( ‘ '

벤치 사·석으로 포장된 보행로 의 순서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성' ’ ( 

방식이 m지는 의미는 경계부의 완충녹지m 압축적으로 조성되는 것을 

넘어 경계부 자체m 공원 이용자m 머무를 수 있으며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u은 조성방식을 두꺼운 선 의 경계부라고 볼 ( ‘ ’
수 있다 해당 경계부의 벽벤치는 이용자들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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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접 도시공o의 변화 또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남 ( 

구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업화 중 를 매장 전면에 배치하여 DCF

을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은 선형공원 내 다양한 이용 행태를 GLVP'Cut

유발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와 u은 매장이 경계부의 방향성에 따라 ( 

조성되고 있는 것은 선형공원의 물리적 계획이 m지는 중요성을 보여준

다(

도시의 선형 유휴 부지는 산업 사회에서 탈산업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자원의 물리적 이동이 전자적인 정보의 이동으로 변화하고 있어 꾸준히 

등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u은 선형 유휴 부지의 재생 방식 중 대( 

다수를 차지하는 선형공원에 주목하여 선형공원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

으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디자인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변 y축물의 변화 이용 행태와 연관하여 다양한 경계부 처리 , 

방식에 대해 정리하고 유형화하였다는데 의의m 있다 본 연구를 통해 ( 

추후 조성될 선형공원의 계획이 그 목적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u형U원 경의u x길U원 mh적 특v 경S부 d자인 접근v: , , , , , 

투과v 투명v, 

학  n : 2015-22851

v  명 조 영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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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도시 삶의 질에 대한 요구m 높아짐에 따라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

스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u이 이미 v( 

발이 완료되어 도시 구조m 형성된 도시에서는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위

한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 시설 이( , 

전 및 폐쇄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지된 근대 도시 인프라 시설을 재활용

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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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고m도로 철도와 u은 교통 인프라 시설은 선형이라는 특성과  , 

좁은 폭으로 인해 주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선형공원 은 조( ‘ ’
성 방식에 따라 그 자체로서 좋은 오픈스페이스로 이용될 수 있다 대표( 

적인 사례로 뉴욕의 하이라인과 최근 완공된 서울의 경의선 숲길공원 등

이 있다 특히 경의선 숲길공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공원 이( 

용과 외부 방문w들의 이용이 활발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 선형공원의 특성으로 뛰어난 접근성 

과 그로 인해 주변 도시 조직과의 밀접한 관계를 m지기 때문에 일상적

인 도시공원으로서의 잠재력을 m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체험적 일( ‘
상공o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 도시와의 연계성 뛰어난 접’ , 

근성 공원의 연속성 등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u은 , ( 

선형공원의 특성에 주목하여 선형공원의 물리적 요소m 이러한 특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7  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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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는 년 완공된 경의선 숲길공원이다 경의선 숲길 ,0+0 ( 

공원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 하여 생긴 유휴 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용산 역에서 m좌 역까지 약 의 길이를 m진다 이 곳에서는 도시0(- ( j

공원에서 나타나는 이용 행태 다른 새로운 이용 행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주목할 점은 서울의 도시공원인 하늘 공원 서울숲 등이 소풍과 u은 , 

여m적 목적을 m지고 특정한 날짜에 방문하는 장소 라면 (DWLNP to Go)

경의선 숲길공원의 경우에는 통학로 등 일상적인 이용 행태 여m적 이용 

행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인 연남 구o은 외부 ( 

방문w들로 인해 주변 y축물의 저층부 용도m 변화하고 있으며 공원 내

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 단체 및 전문m들이 자발적으로 v선하

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m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형공원은 도시의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로서 잠재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 사례인 경의선 숲길공원을 연구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선형공원의 상위 v념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린웨이에 대해 고찰한 뒤 이를 서울에 적용 m능, 

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형공원의 특( -

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선형공원의 디자인 요소와 어떤 관계

를 t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은 장의 분( . -

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지인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실제로 어떻~ 

적용되고 있으며 새롭~ 나타나는 요소m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선형공원의 미시적인 계획 요소m 공원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연구 대상지는 경의선 숲길공원 중에서 대흥 및 공덕 구o 신촌 구o , , 

1) 경의선 숲길지기 라는 명칭의 자발적 시민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구성원으로는 경의 “ ”
선 숲길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 상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등이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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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 구o으로 선정하였다 이 구o은 서로 다른 입지적 조y을 m지고 ( 

있으며 공원의 조성 방식 또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 

나 해당 구o이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조성 시기m 매

우 유사하기 때문에 공원의 조성 방식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u다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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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웨이와 선형공원

고전적 의미의 그린웨이  2.1 

현대적 의미의 그린웨이 2.2 

선형공원 2.3 

소결 2.4 

고전적 의미의 그린웨이,(+ 

그린웨이의 v념 ,(+(+ 

그린웨이는 년 대학 캠퍼스와 도심을 연결하는   +20/ 6PrVPWPd CLVWLYO 

계획을 통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년 도시 계획m  +302 JTWWTLm H( 

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v되었다JSdtP (-) 그린웨이라는 용어에 대해  

은 로서 7SLrWPs 9( LTttWP(+330) ‘GrPPY’%‘JLd’ ‘GrPPYMPWt’.)와 

‘DLrVbLd’/)의 합성어이며 자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부 레크리에‘ , 

2) 양석우 정혜진 최지영 김기호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 체계 , , , (2007).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 23(6), 209-220. 

3) William H. Whyte. (1978). The Last Landscape. Doubleday.
4) 는 가 년  Greenbelt Ebenezer Howard 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중 와 관련하여 도시 주변에 개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되Reform Garden City
어야 할 공원 녹지 및 농지를 의미한다, .

5) 는 년 가 브루클린에 를 조성하면서 공원의 방문 Parkway 1866 Olmsted Prospect Park   
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만든 가로수 길로 당시 와 Ocean Parkway 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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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보존된 선형 통로에 조성된 자연적인 푸른 길 이’
라고 설명한다 도시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린웨이의 중요성에 ( 

대해 주장한 김기▲ 에 따르면 미국에서 m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000)

그린웨이의 v념은 에서 DrPsTOPYt's 7ommTssToY oY 5mPrTNLYs CutOoor

나온 보고서 와 에(+321) GSP BLtToYLW EPNrPLtToY LYO DLrV 5ssoNTLtToY

서 제시한 보고서 에서 정의되고 있다(+33/) ( 전자에서 그린웨이는 사람‘
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오픈스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로를 제공하고 도시와 교외를 연결하는 x대한 동선 체계 로 설명한다’ ( 

후자에서는 그린웨이m 단순히 연결 통로m 아니라 공원 녹지 체계의 ‘ , 

연결망을 구축하여 자연 환경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공원 녹지의 상위 , 

체계 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에 제안되었던 그린웨이는 주x 업무 ’ ( , , 

지역과 녹지를 연결하는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x대한 도

시 속 그린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Parkway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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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그린웨이 사례 ,(+(, 

보스턴 에메랄드 네크리스 프로젝트 (+) 

캐나다는 풍성한 녹지와 낮은 밀도의 주택m로 인해 자연적인 녹지와  

주x지를 연결하는 선형의 녹지 체계m 발달하였다(0) 그 중 대표적인  

에메랄드 네크리스 프로젝트 는 년 보스턴의 늪지대 환경 정비를 ‘ ’ +212

위해 시작되었으며 년+220  :rPOPrTNV LLb CWmstPOm 이를 공원 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년까지 총 년 o ( +23/ +1

계획하고 조성하였으며 보스턴 그린웨이의 골격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이

다( 

p 3 T N

에메랄드 네크리스 프로젝트는 을 기점으로  6ostoY 7ommoY 6LNS 6Ld

지역의 에서 교외의 7ommoYbPLWtS 5aPYuP 6LNV 6Ld :PYs, :rLYVWTY 

공원과 수목원인 을 와 로 연결한 5rYoWO 5rMorPtum 6ouWPaLrO DLrVbLd

녹지 시스템이다 이후에도 은 년 보스턴의 지질 지( 7SLrWPs 9WWTot +23- , 

형 식물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고 v의 , 0

6) 김기호 도시 설계의 공공 영역 설계를 위한 도시 설계 (2006). New Paradigm II : . 
환경 논총, 4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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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s을 포함한 총 의 오픈스페이스를 관리 및 보존하는 32l

을 계획하였다APtropoWTtLY DLrV FdstPm (1) 이러한 에메랄드 네크리스  

프로젝트에 대해 양석우 정혜진 최지영 김기▲ 는 공공 소유의 , , , (,001) “
땅을 연결한 선형의 체계이며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계획되

었으며 주요 목적은 수질 관리 s의 범람 방지이며 사람들의 산책이나 , 

휴식과 u은 정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2)고 분석하였다(

또한 보스턴의 선형의 녹지 체계에 대해 김기▲ 는 중앙에 집중된  (,000)

x대한 공원보다 선형공원의 형태m 도심에서 공원으로의 보행자 접근성

을 높이기m 쉬우며 공원의 확장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보스턴에서 

s조되는 선형 시설은 해변 공o s 지천 등의 수변 공o과 폐선 부지 , , 

재활용이라고 분석하였다( 

 

7) 김기호 앞의 논문 , 

8) 양석우 정혜진 최지영 김기호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 체계 , , , (2007).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 23(6), 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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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푸른길 공원(,) 

광주 푸른길 공원은  +3,,

년 v통된 철도m 이전되

며 공원화된 사례이다 이 ( 

구o은 년부터 꾸준히 +313

이전에 대한 논의m 이어

졌으며 년 이설이 최+330

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년 이설 공사m  +33/

시작되었으며 이 기o 동

안 폐선 부지의 활용에 대

해 광주 시와 지역 주민, 

환경 단체 사이에 많은 p

등이 있어 왔다 광주의 다( 

양한 단체들의 대다수는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

며 광주 시의 자체 설문조

사에서 또한 공원 조성에 

이상의 인원이 찬성하,)- 

였다 그러나 광주시m 이( 

를 경전철 부지 활용으로 

검토하며 논란이 시작되었고 시민 단체와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노력으

로 인해 년 월 폐선 부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000 +, ( 

이후 년 월 필문로 구o의 공원 조성이 착공되었으며 이에 대한  ,00- +

시민 단체와 전문m들의 토론회를 통해 년 대남로 구o 준공,00/ , ,0+0

년 동구 구o 광주역 조선대 준공 등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t추~ 되( ' )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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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N
 

그림 과 u이 광주 푸른길 공원은 비교적 수목이 울창하~ 조성되어  1,2

있으며 인접 도시와 x의 연계되지 않은 채 산책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에서도 나타나듯이 광주 푸른길 공원은 ( 3

비교적 최근 조성된 사례임에도 고전적 의미의 그린웨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N  



- 11 -

현대적 의미의 그린웨이,(, 

그린웨이의 v념 확장 ,(,(+ 

그린웨이 v념은 등장한 이후 꾸준히 논의되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기 그린웨이 v념은 주x지 업무지 ( , 

등과 공원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v념이었으며 생태적인 목적을 m지고 

있었다 양석우 등 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라 도시 내 ( (,001)

공공공o 확보 공v공지 등 v별적인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공o들, 

의 연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공o의 연결을 위( 

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그린웨이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 

이와 u이 그린웨이 계획이 처음 시작된 지 세기 반 이상 지속되어 왔+

으며 그 동안 사회 문화 기술적인 변화들로 인해 점차 그 기능과 요구, , 

m 다양해졌다고 지적하며 그 시기를 네 m지로 분류하고 있다( 

9) 양석우 정혜진 최지영 김기호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 체계 , , , (2007).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 23(6), 209-220. 

o 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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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세 번째인 년대의 중요한 변화로 기존의 공공 소유 +300f+310 “
의 땅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더욱 확장되어 계획에 중요한 의미를 t는 

경우 사유지를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자연적 자원, , 

을 주 대상으로 하던 것이 수변 공o 계곡 역사적 수로 등 선형 자원 , ,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고 지적한다” +0) 그리고 년대 이후에 이르면 ( +320

급격한 도시화와 확장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삶의 질을 저하시켰

으며 이를 v선하기 위해 그린웨이m 기존의 생태적 환경적 목적과 더, 

불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필요라는 사회적 요구m 추m되었다고 지적한

다 이러한 목적의 변화를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정적인 단일 목적으로 ( “ , 

계획되던 것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동적인 다목적 계획 v념으로 바뀌, 

었다 고 정의하였다” (

이와 u이 그린웨이의 계획이 점차 도시적으로 발전하~ 되었으며 특히  

년대 이후 완료되었x나 진행 중인 계획을 현대적 그린웨이 로 분+330 “ ”
류하며 도시화 시대의 통합적 공공공o 촉매제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한“ ”
다 즉 기존에 생태적인 목적과 통로로서의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그린( , 

웨이는 s변 하천 등 자연적인 유휴 부지 위주로 조성되었다면 년, , +320

대 이후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그린웨이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 v선을 위한 요구까지 수용하여 복합적인 계획 목표m 요구되는 것이

다 그린웨이m 조성되는 부지 또한 자연적인 유휴 부지뿐만 아니라 기( 

존에 사용되고 있는 도시 인프라인 고속도로 고m도로 철도 등을 철x , , 

및 지하화 등의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 문국현 은 그린웨이m 단순히 녹음이 우x진 지역만이 아 , (,000)

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역사 문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요“ , 

소들이 담겨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녹지나 수변 공o뿐만 아니라 “
유적지나 문화 예술 공o이 그린웨이m 되기도 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g ” ( 

그린웨이는 도시민들의 다양한 야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선형의 옥외공“

10) 양석우 정혜진 최지영 김기호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 체계 , , , (2007).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 23(6), 209-220. 

11) 김기호 문국현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 중앙 , .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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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m지며 다양한 도시 공o들을 연결하는 통” “
로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훌륭한 오픈스페이스의 역할을 한다 고 정, ”
의하며 이를 하나의 도시 인프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 ”
하였다 이와 u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적 그린웨이라고 정의( 

하며 현대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정혜진 최지영 양석우 는 그린웨이를 보행의 관점에서 바라 , , (,001)

보며 다양한 그린웨이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린웨이의 특성과 목적 등에 

대해 유형을 정리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n 정부 주체들에 의해서 진행( 

되고 있는 친 보행 정책과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다양한 선형 자원의 종

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n 주체 o에 v별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 사업들 o의 연계m 부족하며 기존의 m로환경v선사업과 차별 점을 

m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그린웨이의 유형에 따른 기능 목적 대( , , 

지의 성격에 적합한 조성 방법이 n자 다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m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2) 김기호 도시 설계의 공공 영역 설계를 위한 도시 설 (2006). New Paradigm II : 
계 환경 논총. , 44, 17-45. 

13) 정혜진 최지영 양석우 도시 내 친보행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그린웨 , , (2007). 
이 유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 23(10), 121-130. 

d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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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그린웨이 사례 ,(,(, 

뉴욕 하이라인  (+) 

뉴욕 하이라인은 현대적 그린웨이이자 선형공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년에 y설된 고m도로로서 당시 맨하튼의 m장 큰 공업지구를 위한 +3-.

산업 고m도로였다 년에 철도로서 기능이 중단된 이후 인근 토지 ( +320

소유주들에 의해 v발 압력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년 철x를 위한 +333

주민 공청회m 이루어졌다 그러나 철x를 반대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 

으로 조성하고자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 의해 프렌즈 오브 “
더 하이라인 이라는 시민 단체m 결정되었으며 하이라인의 보존을 위해 ”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r다( 

프렌즈 오브 더 하이라인은 년에 하이라인 설계 공모전을 주최하 ,00-

였으며  년 월 조경 회사인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과 y축,00. -

m 딜러 스코피디오 렌프로의 계획안이 선정되었으며 공원화에 착수하여 %

년 월 차 구o 년 월 차 구o 년 월 마지막 차 ,003 / + , ,0++ 0 , , ,0+. 3 -

구o이 v방되었다 지상 의 높이에 길이 마일 를 m진 ( +0m ,(--Vm(+(./ )

하이라인에 소요된 예산은 억 천만 달러이며 뉴욕시m 천만 달러를 + / /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이라인 친구들 의 모금에 의해 마련되었다‘ ’ ( 

7 _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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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장 이후 하이라인은 년 기준 연o 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0+0 200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x두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프렌즈 ( 

오브 더 하이라인의 공원 운영 부대표인 마틴 넴하드에 따르면 방문w 

중 m 뉴욕 시민 는 미국 시민이며 그 외 m 해외 방문w-+% , -2% -+%

이다+.) 세계적인 명소임에도 방문w의 는 뉴욕 시민일 정도로 뉴욕 ( -0%

시민들에~ 일상적인 공공장소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와 u이 뉴욕 하이( 

라인은 뉴욕 시민들에~ 이동을 지원하는 통로이자 그 자체로 좋은 오픈

스페이스로서 활용되는 현대적 의미의 그린웨이이다(

7 _
) d

 

14) 공공공간 운영혁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서울특별시 주최 명동  2016, , 2016.10.28., 
포스트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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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 10+1

서울로 은 년에 준공된 왕복 차선 고m도로로서 마포구 만리 10+1 +310 ,

재로와 중구 퇴계로를 연결하고 있다 폭 길이 로 높( 2(0f+0(-m, +,0,.m

이는 이다 년대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던 서울역 고m+1m ( 10

도로는 년대 말부터 안전성 문제m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보수공사+330

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년 정밀 안전 진단 안전성 평m에서 판( ,000 8 

정이 되며 철x 결정을 하였으며 대체 교량을 설치하는 등의 과정에 있

었다 그러다 년 바닥판 콘크리트 문제로 인해 안전성 문제m 다시 ( ,0+.

제기되었으며 조기 철x를 검토하기에 이르렀으나 고m도로 재활용에 대

한 논의m 시작되어 전문m 및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 년 서울역 ,0+/ “
프로젝트 m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10+1 ” (

서울로 은 국내외 명의 초청 작m를 선정하여 국제 현상 설계 공 10+1 1

모를 진행하였다 심사 기준은 장소의 발견과 해석 주변 지역과의 연계( , , 

고m의 원형 보존 및 재구성 프로그램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년 , ( ,0+/ /

월 현상 공모 결과m 발표되었으며 당선 안으로는 네덜란드의 y축m 비

니 마스 m 선정되었다 당선 안을 바탕으로 전문m 및 시민들(AIE8I) ( 

의 참여로 계획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이후 년 월 차량 통행을 금,0+/ +,

지시키고 보수 및 보s 공사와 조경 공사 y축 공사에 착수하여 년 , ,0+1

월 v장하여 시민들에~ v방하였다/ ( 

N j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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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는 년대에 만들어져 년에 다시 태어나는 고 ‘10+1’ “+310 ,0+1

m 년 차량길에서 v의 사람길로 재탄생 년 만들어진 ”, “+310 +1 ”, “+310

높이의 고m 라는 의미를 m지고 있다+1m ” ( 

당선작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고m 도로에 원형 화분을 조성하여 서울 

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재를 m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아래 그림 의 ‘ ’ ( +0

조q도를 보면 고m도로m 그 자체로 오픈스페이스이자 주변의 다양한 

도시 공o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v념을 볼 수 있다 이와 u이 현대적 ( 

의미의 그린웨이는 통로의 기능과 생태적인 목적을 넘어서 다양하고 복

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m지고 있다(

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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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공원,(- 

선형공원의 등장 배경 ,(-(+ 

선형공원은 대표적인 현대적 그린웨이 중 하나이다 기존에 생태적인  ( 

목적과 통로로서의 기능으로 조성되었던 고전적 그린웨이는 주로 자연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었던 반면 선형공원은 인o에 , 

의해 조성된 인조 환경 이라는 차이점을 m진다 이로 인해 보다 더 적‘ ’ ( 

극적으로 계획 요소m 반영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합적인 공o이 될 수 있다 즉 조성 방식에 따라서 선형공원은 ( , 

통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통해 그 자체로 도시

의 좋은 오픈 스페이스로서 이용될 수 있다(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였던 선형공원에 대한 논의m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도시의 선형 유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성

공적인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하이라( ‘
인 이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도시의 선형 유휴 부지는 대다’ ( 

수m 산업화 시대에 지어진 철도 고속도로 고m도로 등과 u은 교통 인, , 

프라와 송전탑 수로 등과 u은 에너지 인프라 시설 부지이다, (+/) 이와  

u은 도시의 선적인 인프라 시설이 서울로 과 u이 수명이 다 되x10+1

나 뉴욕 하이라인과 u이 도시 기능의 재편으로 인해 사용이 중지되면서 

이러한 선형의 공o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m 생겨나기 시작

하였다(

산업유산의 재활용에 대해 분석한 s동진 장주은 에 의하면 이러 , (,0++)

한 선형의 공o은 그 양에 비해 대규모 단위 시설이나 시설 군을 이루지 

못하고 선과 점의 형상으로 하는 지원형 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산업 

유산으로서의 m치 인식이 타 산업 유산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지적한

다 또한 철도와 u은 교통 인프라 시설은 선적인 공o적 형태와 제한적( 

15)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 20 -

인 폭으로 인해 보행자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는 경우m 많으며 철도는 

지역 o의 소통과 도시 구조의 단절 현상을 동시에 m진다는 점에서 재“
활용의 방향성을 제공 할 수 있는 잠재력을 m진다 고 하였다 선형공원” ( 

의 유형을 정의한 칼 쿨만 에 따르면 도시의 인프라m 포화상태m (,0+,)

되고 산업 인프라m 쇠퇴하기 시작하며 이와 u은 선형의 공o이 대두되

었으며 선형의 유휴 부지에 기술적 공o적 한계, +0)로 인해 y물을 지을 

수 없을 경우 공원을 조성하~ 된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휴 부지에 조성되는 선형공원의 경우 다른 선형  , 

자원에 비해 더 적극적인 디자인 해법이 적용 m능하다 예를 들어 m로 ( 

환경 v선 사업의 경우 기존의 도로의 폭을 줄이x나 인도를 v선하는 ,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폭의 한계 인접 y축물 m로 체계 등으로 인해 , , 

통행 이외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s변에 조성되는 ( 

선형공o의 경우에도 자연경관에 대한 고려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접근

성으로 인해 그 해법이 제한적이다 그에 비해 철도 고m도로 등의 교통 ( , 

인프라 시설에 조성되는 선형공원은 기존의 도시적 맥락에서 비교적 자

유롭기 때문에 적극적인 디자인이 m능하다(+1) 그러나 이는 선형공원의  

성격이 그 디자인에 영향을 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형공

원의 특성과 디자인 요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선형공원이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m 되어 있지 않

다(

선형공원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도시와의 연계성 공원으로의 접근 , 

성 공원 내부의 연속성 등이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 ( 

선형공원 내부에서의 이용 행태 등이 영향을 받으며 도시공원의 기능을 

대부분 수용하여 체험적 일상공o 의 잠재력을 m진다는 김재철 박근“ ” , 

16)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기 , 

존에 사용하던 인프라를 지하화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7) 칼 쿨만 은 선형공원의 성격에 대해 도시공원은 유럽과 같이 생태적인 목적 (2012)

이거나 미국과 같이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선형

공원은 기존의 것을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기존의 용도와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선형공원은 나타나는 것이기 보다 이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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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 연구 등이 있으나 이러한 특성이 선형공원의 물리적 요소와 (,0+-)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선형공원의 유형에 대해 분류한 칼 쿨만 은 이와 관련하여 선형 (,0+,) “
의 공o은 x의 대부분 그린 인프라 경관 통로 그린웨이 철도에서 산, , , 

책로로 생태 통로등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대부, ( , 

분 광역적인 맥락에서의 컨텍스트나 생태적 여m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 

루어졌으며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미시적인 스케일의 디자인 퀄리티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하며 디자인 퀄리티에 대한 연구m ”
추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공원의  

물리적 요소m 그 특성과 어떠한 관계m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

인 사례로 경의선 숲길공원 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

선형공원의 정의 ,(-(, 

사례 분석을 통해 선형공원의 유형을 분류한 칼 쿨만 은 대도시 (,0+,) “
에서 선형의 공o이 만연하며 그 특성상 y축 도시 계획 및 도시 설계, , 

조경 분야를 꿰뚫는 것처럼 보이지만 x의 대부분 그린 인프라 생태 통, 

로 그린웨이 산책로 등으로 인식되었다, , ”+3)고 지적한다 또한 유형학적( 

으로 산책로 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약점을 m지고 있다고 지6ouWPaLrO, 

적한다 선행 연구에 따른 선형공원을 형태적 정의는 다음과 u다( (

비례  (+) (DroportToYLW 8PfTYTtToY)

선형공원은 폭에 비해 길이m 긴 형태이며 사례를 통해 정리한 폭과 길 

이의 최소 비율은 약 이다 최대 비율에 대해서는 더욱 정의 내리기 +4+0 ( 

어려운데 그 까닭은 선형공원의 길이m 일정 이상 길어질 경우 그린웨이

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변의 경우m 그러한데 수변 ( 

18) 앞의 논문 Karl Kullmann, 
19) 앞의 논문 Karl Kull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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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o을 v선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x쳐 조성된 경우 이를 선형공원으, 

로 분류할지 그린웨이로 분류할지에 대해 모▲하다, (

경계적 공o  (,) (5WW 9ORPs)

선형공원은 외부와 차단된 중o 영역이 없이 공원 전체m 주변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m지는 경계 로 인식된다 선형의 형태로 인해 여러 지역‘ ’ ( 

으로 뻗어 나o다는 것은 도시 공원에 비해 그 성격이 일시적이고 다양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형공원은 주변의 맥락과 상▲ 작용을 일으키는 ( 

경우m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로 뉴욕의 하이라인이나 프롬나드 플란테 

등이 있다(

적정 규모  (-) (LTmTts oY FTeP)

비례와 상관없이 선형공원은 그 최소 최대 규모로 정의되기도 한다 공, , ( 

원의 너비m 이용자m 양측 경계를 동시에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이는 , 

도시공원으로 인식되며 길이 방향의 양쪽 경계를 동시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경우 소규모 근린공원으로 인식된다 이는 실제 x리와 선, ( 

형공원의 조y에 따른 사용자의 서로 다른 시야n o의 복잡한 상관관계 

때문이다 실제 이용자는 직접적인 시야 주변의 소리 구조물 등으로 인( , , 

해 양쪽 경계m 인식될 경우 이를 선형공원으로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링컨 공원과 보스턴의 에메랄드 네크리스는 그 선 , 

적인 비례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원으로 분류된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 , 

는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경계m 모두 인지됨에 따7SrTssd fTPWO

라 선형공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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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국내 그린웨이 네트워크 구축 m능성 ,(.(+ 

우리나라 또한 최근 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정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청계천을 복원하여 도심에서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

다 육교 철x 정책 또한 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산( ( 

업화 시대에 효율성이 우선시되며 자동차m 위주m 되던 도시에서 사람

과 보행자를 위한 도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도시계획국 교통국 문화국 등 다양한 주체에  , , 

의해 보행공o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z고 싶은 x리( , 

자전x도로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 등이 있으며, ,0) 년 완공된 경의 ,0+0

선 숲길공원과 년 월 v장한 서울로 경춘선 공원화 사업 ,0+1 / ‘ 10+1’,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 나m고 있다 또한 ( 

서울 플랜에서도 생태 축과 더불어 보행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0,0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혜진 등 은 이러한 국내 친 보( (,001)

행공o 조성 사업 또한 그린웨이 시스템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대부분 초기의 그린웨이 v념에 따라 통행로의 기능에 한( 

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복합적인 기능의 현대적 그린웨이 조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 는 국내에 그린웨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근x로 광범 (,000) “
위한 도시 설계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질 v선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우선 공

원 면적을 확충하고 공원으로의 보행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n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m 지난 여 년 동안 ” ( ,0

서울에서 한s변에 난지도 공원과 서울 숲 청계천 공원이 만들어 졌으, 

20) 정혜진 최지영 양석우 도시 내 친보행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그린웨 , , (2007). 
이 유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 23(10),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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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용산 미군기지m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러한 

파편적인 공o들을 연계하기 위해 그린웨이 시스템이 핵심적인 요소m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실제로 그린웨이에 대한 관심으로 년 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00/ - ‘
에 관한 법률 이 v정되면서 연결 녹지 m 도입되었다 이에 대한 정의’ ‘ ’ ( 

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들에~ ‘ g g

산책 공o의 역할을 하는 등 여m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이다 그g ’ ( 

러나 양석우 등 은 녹도를 적극 조성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보(,001) g

▲ 하겠다는 법률적인 의미m 있으나 퍼센트 이상의 녹지율에 대해 지10

적한다 이와 u은 정의는 연결 녹지m 고전적 그린웨이 v념인 친환경( , 

상징적인 녹지축이x나 생태 통로로 인식되어 도시의 생활권 내에 설치

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도시 그린웨이를 조성하기 위해 물( 

리적 장소 조성 목적 잠재적 이용자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 및 설, , 

계 m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유형에 관한 연구m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국내 친 보행공o의 조성은 그 주체m 서 

로 나뉘어져 있어 파편적으로 진행되며 연계m 부족하다 그러나 정혜진 ( 

등 은 보스턴 뉴욕 싱m폴 등 그린웨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001) , , 

는 도시에서도 초기에 여러 주체들이 v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면서 현재와 u은 모습을 

t~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선형공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대적 그린웨이 체계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1) 김기호 도시 설계의 공공 영역 설계를 위한 도시 설 (2006). New Paradigm II : 
계 환경 논총. , 44, 17-45. 

22) 양석우 정혜진 최지영 김기호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 체계 , , , (2007).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 23(6), 209-220. 

23) 정혜진 최지영 양석우 도시 내 친보행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그린웨 , , (2007). 
이 유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 23(10),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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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형공원의 m능성 ,(.(,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탈산업 도시로의 전환 등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 ,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선형의 유휴 부지m 생기고 있으며 생

길 것이다(,.) 그리고 이렇~ 생겨난 유휴 공o은 기술적 제도적인 이유  , 

등으로 인해 y물을 신축하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 ( “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도시 지역 내 m용지의 고p 도시 재생 및 , , 

보행 환경 우선 정책의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s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

와 u은 상▲ 연결된 다양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하천 생태 공원 m, 

로 공원 폐선 부지 활용 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선형공원들이 기존의 , 

공원 공급 방식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발히 도입 되고 있다” (,/) 

이와 u이 선형공원은 도시 정책의 하나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

라 자연스럽~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짧은 기o에 급격히 도시화m 이루어졌으며 자동차  , 

위주의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질적인 삶의 질에 대( 

한 요구m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형의 유휴 공o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 

대표적인 것이 녹지의 조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에 조성된 공원은 ( 

그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o선도로로 둘러싸여 보행자들의 접근이 어려

운 상황이다 또한 경사지에 위치하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옹벽 담장 ( , 

등으로 둘러싸여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도시공원과 관련된 성현찬 등( 

의 선행 연구에서 또한 도시공원의 입지 시설 구성 등에 대한 제(,003) , 

도m 미흡하여 완충녹지로 둘러싸인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원을 관습적, 

으로 조성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서울의 상황에서 파편화된 도시 공o을 연결 해줄 수 있는 그린 

24) 이와 관련하여 칼 쿨만 은 도시는 점점 물리적인 이동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 (2012) “
사회에서 가상의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사회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형

의 인프라 공간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고 하며 선형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25) 김재철 박근현 선형공원의 기능성과 접근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2013). . , 
48(6), 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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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체계와 그 자체로 좋은 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선형공원은 그 적

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철 등 에 따르면 선형( (,0+-)

공원은 그 형태로 인해 넓은 지역에 x쳐 분포하기 때문에 도시와의 근

접성이 있으며 뛰어난 접근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보행로m 

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역에 x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 

람들 사이에 교류m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김재철 등( 

은 이를 체험적 일상공o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0+-) “ ” (

선행 연구에서 선형공원은 그 입지와 특성에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형공원은 주변 맥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 ( 

때문에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형공원이 (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해외에서도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이

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된 도시와의 연 

계성 높은 접근성 연속성 투명성 등 선형공원의 특성이 어떠한 물리적 , , , 

요소와 관계m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7 -

-( 선형공원의 물리적 특성

공원 외부와의 관계 3.1 

경계부 의 특성 3.2 (Edge, Border)

보행로의 형태적 특성 3.3 

오픈스페이스 프로그램 3.4 ( )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는 선형공원의 특성은 다음과 u다 ( ALrNus LYO 

배정한 김진환 은 도시 공o과 분리되어 여:rLYNTs(+332), (,001), (,003)

m 문화 활동 등의 목적으로 찾는 도시공원과 달리 선형공원은 일상공, 

o과 연계되어 의도적 계획적 이용 외에도 다른 목적지로의 경유 즉흥, , 

적인 산책 또는 휴식 등의 다양한 이용을 촉진 시키며 여러 커뮤니티에 

걸쳐 위치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의 m능성을 m진다고 분석하였다(,0)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 유산 재활용에 대해 연구한 s동진 등 

은 유휴 부지의 입지m 지역 재생에 미치는 영향 중 m장 크다고 (,0++)

26) 김재철 박근현 선형공원의 기능성과 접근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2013). . , 
48(6), 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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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교통 인프라 시설은 그 특성상 만남과 헤어짐 물자의 유입( “ , 

과 집w을 이루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m지는 반면에 환경오염 소음, , 

지역 단절을 유발시켰던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상이기도 하다 고 언급하”
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m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1)

선형공원의 기능성과 접근성에 대해 연구한 김재철 등 은 선형공 (,0+-)

원의 도시와의 근접성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대부분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적인 형태로 인해 동일한 면적의 도시공원에 

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쉽~ 접근하여 서로 교류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체험적 일상공o 으로 정의하였으며 프( “ ”
로그램 및 공o 설계m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이동속도에 따라 다양한 , 

체험이 m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선형공원의 특성 설( , 

계 요소 효과 또는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m 미흡하며 유휴 부지m , 

발생하는 경우에 도입을 검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2)

미국과 유럽의 여v 사례 조사를 통해 선형공원의 특성과 유형을 분 ,0

류한 칼 쿨만 은 선형공원의 중요한 특성으로 도시 공o과의 연계(,0+,)

성 공o 체험의 연속성 측면의 투과성 선형의 내부 동선 경계부의 디, , , , 

자인 등에 주목하였으며 선형공원의 유형을 m지로 분류하였다1 (,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선형공원은 체험적 일상공o 과 단절된 커뮤니티 ‘ ’ ‘
의 회복 의 잠재력을 m진다 이와 u은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 ( 

로 도시와의 근접성 공원으로의 접근성 시n적 투명성 물리적 투‘ ’, ‘ ’, ‘ ’, ‘
과성 공원의 연속성 안전성 활동의 다양성 다양한 사회계층 o’, ‘ ’, ‘ ’, ‘ ’, ‘
의 교류 m능성 이다’ (

27) 강동진 장주은 철도 교통 관련 산업유산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 방법 , (2011). 

론 한국도시설계 학회지. , 12(1), 105-126.

28) 김재철 박근현 선형공원의 기능성과 접근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2013). . , 
48(6), 89-106. 

29)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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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선형공원의 물리적 요소m 어떤 영향을 미치 -

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선형공원의 특성으로( 

는 공원 외부와의 관계 공원 내 외부의 경계의 특성 보행로의 형태적 , g , 

특성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도시, ( 

공원과 선형공원의 차이는 아래 표 의 그림과 u다+ ( 

도시공원 선형공원

도시공원과 

선형공원의 비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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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외부와의 관계-(+ 

유휴 부지에 조성되는 선형공원의 경우 주변부 도시 조직 용도 m로 , , , 

와의 관계 등의 입지적 특성은 기존의 유휴 부지의 성격이 m장 결정적

인 요인이다 선형공원이 조성되는 교통 인프라는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 

전체적인 선형이 직선인 경우m 대부분이며 적은 수로 꺾이는 형태적 특

성-0)을 m진다 이러한 선형 자원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공원이 조성된 ( 

뒤에도 선형공원의 이미지를 통일성 있~ 만드는 효과m 있다(-+) 특히  

선형공원의 내부에서 직선으로 길~ 뻗은 공원의 경관은 기존의 도시공

원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경관이라고 볼 수 있다( 

선형공원은 도시공원에 비해 인접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m진다 선형 ( 

공원과 도시 공o은 외부 공o의 용도 분위기 등에 서로 영향을 미치며 , 

공생 관계 를 m지며 이는 도시의 밀도보다는 선형공원의 지형 높이 등‘ ’ , 

에 영향을 받는다(-,) 선형공원과 주변 도시적 맥락과의 관계는 크~ 수 

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수직적으로는 철도와 u이 ( 

비교적 인접 도시와 동등한 수직적 위계에 위치하는 경우와 고m도로, 

s변과 u이 인접 도시와 수직적으로 분리된 경우m 있다 수평적인 관( 

계 또한 두 m지로 분류되는데 철도 고m도로와 u이 도시를 관통하여 , 

서로 다른 두 도시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와 s변과 u이 도시의 한

쪽 변을 차지하는 경우m 있다 이와 u은 주변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 

공원의 테마 주 기능 이용 대상 이용 행태 등이 다양하~ 나타난다, , , ( 

30) 그러나 칼 쿨만에 따르면 선형공원의 활성화에는 접근성과 연속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1)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32) 앞의 논문 Karl Kull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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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도시와의 수직적 관계 -(+(+ 

인접 도시와 수직적으로 동등하x나 비슷한 위계에 조성된 선형공원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시 m로와 u이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이용 

행태 나타나는 경우m 많다 교통 인프라를 이용한 선형공원은 유휴 부( 

지는 그 원기능이 이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통로로서 

이점을 m진다 또한 보행자들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m지고 있을 경우( , 

공원화를 통해 인접 지역의 보행 체계에 변화m 발생할 수 있다 이 경( 

우 선형공원이 주 보행로m 될 수 있으며 출 퇴근 등 하교 장보러 m기 , g , g , 

등 기존의 m로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이용 행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 

인해 선형공원에서는 공원의 일반적인 이용 행태 여m적 이용 행태 혼합

되어 선형공원만의 특색을 m지~ 된다 이와 u은 특성으로 인해 유입( 

된 이용자들은 주변 도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며 변화된 도시 조직은 

다시 공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계를 m진다 이와 u은 관계( 

는 인접 도시 조직 용도 m로 및 y축물과 밀접한 관계를 m지~ 되며 , , 

y축물 전면부 공지 및 용도 입면 출입구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친다, , (

반면에 인접 도시와 수직적으로 분리된 선형공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접 

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용 행태m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 

이와 u은 경우에 선형공원 내에서 전시 이벤트 마켓 등 특별한 활동을 , , 

주기적으로 하여 이용자를 유도하는 사례m 빈번히 나타난다 또는 산책( , 

운동 등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하이라인에서는 예술 작품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며 이용자들을 유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년 월 v장하는 ,0+1 /

서울로 서울역 고m도로 공원화 프로젝트 은 콘크리트 위 녹색이‘ 10+1’( )

라는 테마로 고m도로의 선형을 따라 m나다 순으로 식재를 배치하고 ‘ ’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방문w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의 한s변의 일부는 자전x 트랙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하여  , 

자동차와 교통 신▲ 체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 이동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s변의 경우에는 주로 운동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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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zx나 뛰는 시민들을 위한 공o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칼 ( 

쿨만 은 기존 교통 체계와 수직적으로 분리될 경우 자동차 없이 (,0+,) , 

보행자m 빠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수도관 유형 이라‘ (7oYOuTt)’
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 분리된 선형공원은 자전x 휠 , 

체어 등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m지며 특정 시o에 이용률이 집

중되는 경향을 보여 도시 공o에서의 활력이 비교적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N 7 1
) d

 

 1
) d

 

33) 그러나 이는 선형공원을 기존의 그린웨이 개념인 통로 로서 바라보는 정의라고 볼  ‘ ’
수 있다 최근에는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과 함께 선형공원이 그 자체로 우수한 공원. 
이자 오픈스페이스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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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도시와의 수평적 관계 -(+(, 

선형의 도시 인프라 시설이 도시를 관통하는 경우 선형의 시설을 기준 , 

으로 양측의 변화 양상과 속도m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도시 공o

으로 변화하~ 된다 칼 쿨만 은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런 경우에 양( (,0+,) , 

쪽의 서로 다른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제 의 공o을 만드는 것이 더 효-

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형을 봉합 이라고 정의하였다( ‘ (FuturP)’ (-.) 

이러한 유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시n적 투명성 물리적 투과성 , ,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두 지역 o에 커뮤니티m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선형공원이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o이 확보되어야 한다( 

반면 도시의 한쪽 변을 차지하는 경우는 s변과 u이 한쪽에 도시 반 , , 

대쪽에 자연환경과 접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제인 제이콥스m (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에서 지적하였듯이 도시의 막다른 길 모서리‘ ’ , 

m 된다 이로 인해 유동 인구m 급격히 q소하여 도시의 활력과 다양성( 

이 떨어지는 공o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형공원을 보다 생태적 자연친( , 

화적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를 유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해당 부지의 자연 경관과 특성을 반영하여 일상( 

적인 목적보다는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m적인 목적을 중시하~ 된

다 서울의 한s변에서 이루어지는 여m적 자전x 이용 봄꽃 축제 야외 ( , , 

캠핑장 축제 공연장으로의 이용 등이 이러한 사례이다, ( 

 ) d

34)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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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 의 특성-(, (9ORP, 6orOPr)

엣지의 두께 -(,(+ 

일반적으로 국내 도시공원은 o선도로로 둘러싸여 있x나 경사지에 위  

치한다는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 인접 도시 공o과의 경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u은 경계부는 인접 도시 공o의 활력을 떨( 

어트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되지 않고 있었다 도시공( 

원과 관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공o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성현찬 

등 에 따르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조 항 에 의해 공원 시설(,003) ‘ 3 , ’ ‘
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g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공원의 녹화 면적에 대한 ' (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용자들의 방문 목적과 요구

에 부합하는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계부 

의 경우에 도시공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대다수의 사례에서 관

습적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u이 도시공원의 완충공o 경계부 영역에 대한 논의는 x의 이루 , 

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 공o에서 발생하는 황폐화된 ( 

경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계m 대다수 도시 m로 이용자들에~ 막다른 

골목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우연히 돌아다니는 ( 

사람들의 흐름이 없는 죽은 공o이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한다(-0) 도시공 

원의 경계부 또한 u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 경계부로 인해 이용

률이 낮 시o에 국한되x나 연중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대표적인 예라

고 지적한다 이를 v선하기 위해 공원 내부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여m( 

적 시설을 경계부에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도시에서 부정적으로 여

겨지는 경계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계부에 ( 

35) 성현찬 서정영 이용구 강대인 황소영 이양주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 , , , , (2009). 

조성방안 위탁연구. , 3-6. 

36)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서울 그린비 Jane Jacobs. (2010). ( , ). : . pp. 
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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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공원의 용도는 공원과 도시와의 연결고리로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계에 면하는 x리는 x리의 세계와 공원의 세계에 동시에 속할 수 있

으며 이는 매력적인 이중생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차단하는 ( 

경계m 아닌 끌어당기는 집약적인 경계로 인해 도시에서의 활력과 다양

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

선형공원은 세장한 형태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도시공원에 비해 공원의  

외부와 접하는 모서리의 길이m 길다는 특징을 m진다(-2) 이와 u은 특 

성으로 인해 제인 제이콥스m 지적한 경계부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수 

도 있으며 적절하~ 계획될 경우에는 그 장점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선형공원의 경우에 제한적인 폭으로 인해 시설물의 설치m 공원 이

용자에~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술적 제도적 요인으, 

로 인해 일부 도시공원의 사례와 u은 s력한 이용자 흡입력을 m진 용

도를 계획하는 것에 한계m 있다 이로 인해 경계부m 공원의 이용을 차( 

단할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제한적이~ 된다 따라서 선형( 

공원의 경계부는 도시공원의 경계부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선형공원 경계부의 중요성에 대해 칼 쿨만 은 세장한 형태적인  (,0+,) “
특성으로 인해 선형공원은 모든 영역이 엣지라고 볼 수 있다”-3)고 하였

으며 인접 도시와의 연계성과 별v로 선형공원은 인접한 외부 공o의 “
물리적 경계 예를 들어 도로 난o 펜스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고 분, , , “
석하였다 즉 도시공원의 경계부는 옹벽 담장 수목 등으로 구성된 완( , , , 

충녹지인 면적인 형태 를 m지는데 반해 선형공원의 경계부에서는 이러‘ ’
한 요소m 압축되어 선적인 형태 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한‘ ’ ( 

적인 폭을 m진 선형공원이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

37) 앞의 책  Jane Jacobs, p. 357

38) 김재철 박근현 선형공원의 기능성과 접근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2013). . , 
48(6), 89-106. 

39)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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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시공원 선형공원

경계부의 형태

  s

위 표 의 그림과 u이 선형공원의 경우 세장한 형태와 제한적인 폭으 , , 

로 인해 경계 처리 방식이 일반적인 도시공원과 다른 양상을 보이~ 된

다 특히 선형공원의 경계부에 완충녹지 혹은 완충공o이 면적 형태로 ( 

조성될 경우 내부에 공원 이용자를 위한 공o이 협소하여 산책로 등의 ,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o이 될 m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형공원이 기( 

존의 그린웨이와 차이점을 t기 위해서는 공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

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 

인접 도시와의 완충녹지 또한 압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  

적인 경계부 처리는 선형공원과 그 외부 공o의 시n적 연계성을 높여 

공원 내 외부의 이벤트m 노출되고 인접 m로에서의 보행자들이 공원 내g

부로 유입되며 공원 내 외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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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의 분포 -(,(, 

선형공원은 비교적 모든 모서리에서 출입이 자유롭~ 이루어지는 특성 

을 m진다 그러나 선형의 양 끝에 조성된 출입구와 측면에서의 출입구( 

는 그 성격이 다른 경향을 보인다 선형의 양 끝 출입구는 전체 구o의 ( 

시작과 끝이x나 선형공원이 o선도로 등에 의해 관통되어 단절된 구o

들의 진입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선형공원이 연접하는 도시 공o과 ( 

다른 공o에 하나의 점으로 접하는 경우m 발생한다 따라서 이 지점에( 

서는 공원의 이름을 표시하x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공원의 상징적인 

요소m 포함되며 이를 통해 외부에서 공원을 인지하고 이용자m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m진다 이러한 양 끝의 출입구는 측면에 비해 ( 

상대적으로 넓~ 조성되어 작은 오픈 스페이스를 형성하기도 한다(

반면 선형공원의 측면은 연속적인 도시 공o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 , 

원을 보행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유입이 발생하는 , 

지점이다 따라서 선형공원이 체험적 일상공o 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 ‘ ’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 

높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계획된 행사 피크닉 등의 활동과 다르~ 플리, , 

마켓 야외 공연 등 일상에서 즉흥적인 이벤트m 발생할 수 있는 m능성, 

이 높아진다 이와 u은 활동은 주변 지역의 일상적 보행자들을 선형공( 

원 내부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유입된 이용자로 인해 ( 

새로운 이벤트m 발생할 m능성이 생김에 따라 선형공원의 새로운 이용 

행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선형공원의 m능성을 김재철 등 의 ( (,0+-)

연구에서는 일상적 체험 공o‘ ’.0)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칼 쿨만(,0+,)

은 공원 내 외부의 공생 관계g ‘ ’.+)라고 정의한다 이와 더불어 측면에서의 ( 

출입구m 인접 m로 체계와 연계될 경우 공원을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 

유입되면서 공원 내부의 활력과 다양성이 증대되기도 한다(

40) 김재철 박근현 선형공원의 기능성과 접근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2013). . , 
48(6), 89-106. 

41)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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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선형공원

출입구의 분포

  t

따라서 선형공원의 출입구는 공원으로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활동의 유 

동성 사회적 교류의 m능성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형의 양 끝과 , ( 

측면이 접하는 도시 공o과 목적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측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완충공o이 지나치~ 적( 

을 경우 공원의 위요q이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행위m 일어날 수 있는 , 

m능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원의 그늘 경관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세심하~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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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적 투명성 -(,(- 

선형공원의 긴 모서리는 일상적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나 공원의 관리 방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시공원에 비해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접 공o에서 공원 내부로의 시n적 투과성을 ( 

확보하여 제인 제이콥스m 주장한 q시하는 눈 에 의해 해결될 수 있“ ”
다 이러한 시n적 투명성은 관리 방범 측면뿐만 아니라 선형공원의 좁( , 

은 폭으로 인해 도시 공o과 연계된 새로운 유형의 경관을 형성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그림 과 u이 도시공원의 경계부에 조성된 담장과 완충녹 ,0

지m 공원의 내 외부를 분리시키는데 반해g .,) 선형공원은 좁은 폭으로 인 

해 시n적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그림 과 u이 반대편의 도시 경관이 , ,1

겹쳐져서 보이~ 된다 이와 더불어 공원 내의 잔디 오픈스페이스 벤치 ( , , 

등을 이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m 

적절히 분포되어 있을 경우 공원 외부의 보행자들이 유입되는 효과m , 

있다 이와 u은 현상은 공원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 또한 유사하~ ( 

일어나 공원 이용자m 외부의 카페 상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m 빈번하, 

~ 발생하며 이를 공원의 내 외부 사이에 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g

할 수 있다(

 1 s _ ) d

42) 성현찬 서정영 이용구 강대인 황소영 이양주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 , , , , (2009). 
조성방안 위탁연구.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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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 _

반면에 고m도로와 u이 지면에 비해 수직적으로 높은 곳에 형성된 선 

형공원에서는 보행자들에~ 새로운 도시경관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한다 이는 마치 케이블카 등을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m면서 바라볼 수 ( 

있는 경관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스스로 보행을 통해 이러한 도( 

시 경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m지며 그 자체로도 이용자를 유

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u은 선형공원에서의 새로운 경관에  

대해 칼 쿨만 은 도시공원은 유도된 픽쳐레스크과 u은 계획에 집(,0+,) “
중되었으나 선형공원은 이와 u은 미학적인 논의에서 자유로우며 픽쳐레

스크 경관보다 도시 생태 문화 자연에 있어서 더욱 현대적인 미학을 , , ,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u이 시n적 투과성은 난o 펜스 담장 옹벽 등의 인공적인 경계 , , , 

부뿐만 아니라 수목의 종류 볼륨 및 배치 밀도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선형공원에서의 식재 선택은 이와 u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 

통해 외부와의 관계를 계획하고 공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예를 ( 

들어 수목이 우x진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정반대로 도시의 

m로와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도 있다( 

43) 이와 관련하여 제인 제이콥스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화려한 경관이 실제 이용률 

에 미치는 영향은 보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선형공원의 경우에는 이동. 
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이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을 것이다.

44)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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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투과성-(,(. 

선형공원은 외부공o과 접하는 면이 넓기 때문에 공원의 측면에 출 입 g

구m 다수 조성될 수 있다 뚜렷한 소수의 출 입구m 존재하는 도시공원( g

에 비해 출입구m 다수인 선형공원은 이용자m 비교적 자유롭~ 공원 내

부로 진입할 수 있다 물리적 투과성이 뛰어난 선형공원의 경우에 투명( , 

한 경계부로 인해 이용자들에~ 노출되는 내 외부의 활동을 이용자들이 g

자유롭~ 공원을 출입하며 이를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적 일상‘
공o 이 될 수 있다’ (

칼 쿨만 은 출입구와 인접 도시의 m로 체계와의 관계에 따라 선 (,0+,)

형공원과 도로의 위계m 정해진다고 하였으며 선형공원이 도시에서의 다

양한 교통수단인 차량 자전x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의도에 따라 필터링, , ,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u은 유형을 필터 라고 정의‘ (:TWtPr)’
하였다 또한 선형공원의 물리적 투과성이 사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 

이는 공원이 m지는 기존의 입지m m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

다 그러나 선형공원의 계획에 있어서 휠체어 유모차 등의 출입이 용이( , 

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의 , MLrrTPr'frPP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원 이용자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도시공원 선형공원

물리적 투과성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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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선형공원의 물리적 투과성은 공원의 기능 목적에 따라 세심하~ , 

계획되어야 한다 공원의 양측 측면의 투과성이 모두 높을 경우 선형공( , 

원이 y널목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y널목이 보행( 

자 전용으로 조성될 경우에는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도시 조직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통과하는 이용자m 일시적으로 선형공원의 경

관과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0) 그러나  

기존의 교통 체계로 인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m 선형공원을 관통할 경

우에는 공원 이용자들의 연속성이 심n하~ 저하될 우려m 있다 따라서 ( 

통과 교통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닥 포장 횡단보도 디자인 보행자 안전, , 

을 위한 구조물 등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행자와 차량이 수직적으

로 분리하는 적극적인 계획 기법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m 있다(

그러나 이와 u이 선형공원의 물리적 투과성은 높을수록 좋은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도시 맥락과 목적에 따라 한적한 (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과성을 높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에 관해 칼 쿨만 은 사례 분석을 통해 수목 시설 등 도시와 이질(,0+,) , 

적인 것의 밀도를 높이는 것 또한 성공적인 선형공원이 될 수 있다고 주

장하며 이러한 유형을 덤불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럼에도 선형‘ (GSTNVPt)’ ( 

공원에서의 물리적 투과성은 공원이 경계 장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두 도시 공o 사이의 이음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공원만의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5) 케빈 린치는 시각이나 동작을 통한 관통이 일정하게 허용된다면 경계는 장벽이 아 
닌 이음매 즉 두 지역을 하나로 봉합하는 교환선이 된다고 하였다, .

46) 도시공원의 경우 낮은 투과성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공원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경우 , 

는 드물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의 교류가 어려웠으나 선형공원은 기존에 인프라 시
설로 인해 단절된 두 지역이 선형공원을 통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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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의 형태적 특성-(- 

선형의 보행로 -(-(+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의 보행로 계획은 이용자m 자연스럽~ 출입구 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고리의 형태이다(.1) 이는 이용자m 스스로 자신 

이 어디인지 인지하지 않더라도 출입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선형공원은 일반적으로 폭이 좁은 형태( 

적 특징으로 인해 보행로m 주로 측면인 긴 모서리와 평행하~ 조성된

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에서 자연스럽~ 순환이 m능한 고리 형태의 보( 

행로와 다르~ 선형공원의 경우 대다수의 사례에서 순환이 되지 않는 , 

선형의 보행로m 조성된다(.2)

선형의 보행로는 m로와 u이 이동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변 m 

로와의 위계 투과성의 정도에 따라 선형공원 인근의 보행자들을 유입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기존의 도시공원이 여m적 목적( 

으로 방문하는 장소 의 기능을 하였다면 선형공원은 그 자(DWLNP to Ro)

체로서 이동이라는 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며.3) 동시에 여m적 목적인 정 

적인 기능을 m지~ 된다 이러한 혼합적인 기능은 공원 내 외부에서 다( g

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폭의 너비에 따라 되돌아오는 보행로m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은 선형공원을 산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선형의 통행로는 보행자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 

인지해야 하며 처음에 입장한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왔던 길을 되돌아

m야 한다 이는 자칫 선형공원의 이용 경험이 지루해질 수 있다는 단점( 

47)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48) 앞의 논문 Karl Kullmann, 
49) 칼 쿨만은 이전의 선형공원의 계획이 도로와 같이 효율적인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선형공원의 성공은 목적지의 중요성 공원의 연속성, , 
되돌아오는 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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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칼 쿨만 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선형공원의 측면( (,0+,)

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출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이용률 떨어진다고 , 

분석하며 이를 반도 효과 라고 정의하였다‘ (DPYTYsuWL 9ffPNt)’ (/0)

그러나 이것이 선형공원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몇몇  

사례를 통해 특정 계층이 자신들만의 장소를 조성하고 서브 컬쳐 를 형‘ ’
성하고 다양성을 촉발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원의 목 

적에 따라 측면의 투과성을 높일 경우 반도 효과 는 해결될 수 있으며 ‘ ’
외부공o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형공원에서의 보행 경험이 다

채로워질 수 있다(

도시공원 선형공원

보행로의 형태

  p N

50)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51) 앞의 논문 Karl Kull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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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의 디자인 요소 -(-(, 

선형공원의 보행로는 대부분 선적인 형태를 m지며 기존 유휴 부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선형으로 계획된다 예를 들어 단조로운 보행 경험( 

을 보완하기 위해 곡선 형태의 보행로를 조성하여 경관의 변화를 유도하

x나 도심부에 위치하여 도시적 맥락이 중요한 경우 기존의 m로 체계, , 

y축물의 배치 및 용도 등과 연계하여 m로를 보완하도록 계획할 수 있

다 반면 수직적으로 분리된 고m도로의 경우에는 고m도로 위에서 보행( 

자m 바라보는 경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s변의 경우 도시적인 맥, 

락보다는 자연 경관 생태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 (

앞서 지적하였듯이 선형의 보행로로 인해 이용자들이 위치를 인지하기 

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o별로 디자인을 다르~ 

조성하x나 일정 o격으로 시설물 혹은 상징물을 배치하는 사례m 발견

된다고 칼 쿨만 은 밝히고 있다(,0+,) (/,) 또한 시n적 물리적 투과성이  , 

높을 경우 외부의 경관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위, 

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공원은 주변부의 관리 계획 또한 중요

한 요소m 된다 예를 들어 하이라인은 웨스트 첼시 지구 관리 계획 을 ( ‘ ’
통해 하이라인 주변부의 용도뿐만 아니라 재질 색체 등을 관리하여 외, 

부 공o 또한 구o별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o별 디 

자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형공원의 디자인 연속성은 공원의 이미지

에 m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미시

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o별 디자인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52) 앞의 논문 Karl Kullmann, 
53) 정경훈 유석연 하이라인 주변부 도시관리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 , (2016). . 

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3),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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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 프로그램-(. ( )

선형공원은 일반적인 공원과 마찬m지로 다양한 이벤트m 일어나는 공 

o이 될 수 있다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m로에 비해 폭이 넓고 계, 

획적인 요소m 다양하여 보행 이외에 다른 행위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해 칼 쿨만 은 m로와 마찬m지로 선형공원은 독립( (,0+,) “
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x나 혼합된 프로그램으로 이용 된다 고 하였다” ( 

선형공원의 경우 제한적인 폭과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공원 내부에서  , ,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m 어렵다 이로 인해 내부에 조성된 오픈스페이스( 

는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다 공원 내 부족한 편의 시설은 인접 도( 

시 공o과의 연계로 해결될 수 있다 뉴욕 하이라인 경의선 숲길공원 등 ( , 

선형공원의 인접 y축물의 용도 변화m 이러한 예이다 이는 선형공원 ( 

이용에 바람직한 요소이기 때문에 뉴욕 하이라인은 웨스트첼시 특별목“
적지구 를 통해 인접 도시 공o을 관리하고 있다” /.) 이와 u이 선형공원( 

은 인접 도시의 y축물의 용도 입면 등에 변화를 유발한다, ( 

도시공원 선형공원

프로그램

  N L t

54) 프렌즈오브더하이라인 부대표 마틴 넴하드는 공공공간 운영혁신을 위한 국제심포지 ‘
엄 에서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은 주인 의식을 지닌 자원봉사자 덕분 이라고 하2016’ “ ”
였다 뉴욕 하이라인의 관리에는 평균 명의 직원과 여명의 상시 자원봉사자들. 120 100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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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목적의 오픈스페이스 -(.(+ 

선형공원은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선형공원의  , 

경관과 이용 경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원 조성 시에 내( 

부의 프로그램을 물리적 상황에 맞~ 제한하기도 한다 김재철 등( (,0+-)

은 선형공원이 기존의 도시공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행위를 수용할 

수 있으며 농구 축구 등 일정 규모의 운동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 

이라고 밝히고 있다(//) 칼 쿨만 은 사례 분석을 통해 선형공원 또 (,0+,)

한 운동 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대부분 그 외의 다

른 기능에 배타적이며 이로 인해 계획 의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단일 프

로그램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0)

예를 들어 콘크리트 바닥의 농구 코트를 설치할 경우 사용자들은 그  , 

곳에서의 행위m 제한되며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운동장을 사

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방문하~ 된다 또한 한s변에 설치된 자전x ( 

트랙은 교통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전xm 빠른 속도로 이

동하여 그 외에 산책을 하x나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

친다 이와 u이 트랙이 설치된 한s변을 운동의 목적으로 고정되~ 만( 

든다(

그러나 단일 프로그램의 선형공원은 그 자체로 기능을 m지고 있기 때 

문에 주변의 도시적 맥락에 영향을 적~ 받으며 도심과 도시 외곽 낙후, 

되어 m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인 제이콥( 

스/1)와 칼 쿨만 등이 지적하듯이 전혀 다른 제 의 요소를 계획하여 수- ‘
요 창출 상품 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

55) 김재철 박근현 선형공원의 기능성과 접근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2013). . , 

48(6), 89-106. 

56)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57)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서울 그린비 Jane Jacobs. (2010). ( , ). : .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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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목적의 오픈스페이스 -(.(, 

주변 도시와 연계m 되지 않는 도시공원과는 다르~ 선형공원은 접하는  

모서리m 많으며 시n적 물리적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내 외부 o의 연, g

계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계획되지 않은 이벤트 또한 발( 

생하기 쉽다(/2) 물론 이는 선형공원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에 m지고 있던 입지적 특성과 경계부의 특성인 

시n적 투명성 물리적 투과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 

예를 들어 뉴욕 하이라인 과 서울로 과 u이 고m도로에 조성되 ‘ ’ ‘ 10+1’
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경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스컬레이, 

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동시에 전시 공연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 ( , 

운영하여 이용자들을 유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영될 수 있는 유동적인 공o을 조성한다 이러한 유동적인 공o에서는 ( 

사전에 계획되고 홍보된 이벤트m 아닐지라도 일상적인 이용자들의 존재

로 인해 이벤트m 발생할 수 있다 밀도m 높은 도심부에서는 도심부의 ( 

성격에 영향을 받은 이벤트m 발생하는 경우m 많으며 선형공원을 조성

할 때 도시의 물리적인 조y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성격에 맞는 스케일“
로 공o을 조성하여 고정된 문화m 아니라 유동적인 x리의 문화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3)이러한 선형공원의 유형을 칼 쿨만 은 스테이(,0+,) ‘
지 라고 정의하였다 제인 제이콥스 또한 주장하였듯이 근린공원(FtLRP)’ ( “
의 m장 훌륭한 중심지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장치이다(”00)

58) 말로 하는 버스킹 프로그램인 의 말하는대로 의 첫 방송이 본 연구의 대상인 경 jtbc ‘ ’
의선 숲길공원 연남동으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59)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6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서울 그린비 Jane Jacobs. (2010). ( , ). : .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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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본 장에서 밝힌 것과 u이 유휴 부지 에 조성되는 선형공원은 길고 좁 ‘ ’ ‘
은 폭의 형태적 특징 으로 인해 기존의 도시공원과 다른 특징을 m진다’ ( 

또한 선행 연구에서도 밝히듯이 선형공원은 도시공원에 비해 조성되는 

유휴 부지의 입지적 조y과 주변 도시적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경관 중심적인 도시공원보다 도시 생태 문화 등 현대적이고 도시적, , 

인 유형의 공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n의 부지의 조y에 적합( 

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의 

새로운 오픈스페이스 유형인 선형공원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에서는 선형공원의 형태적 특성이 선형공원의 체험적 일상 - ‘
공o 으로서의 m능성과 어떤 관계m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다 구’ ( 

체적인 계획을 위해 선형공원의 형태적 특징을 외부와의 관계 경계부 , 

특성 선형의 보행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와 u은 물리, , ( 

적 요소m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된 특성인 접근성 시n적 투명성‘ ’, ‘ ’, 
물리적 투과성 연속성 안전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계획 요소m ‘ ’, ‘ ’, ‘ ’

어떻~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선형공원은 단순히 인접하는 m로 필지와의 관 , , 

계뿐만 아니라 보다 광역적인 범위인 도시 조직 토지용도 m로 체계 등, , 

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기존에 유휴 부지의 성( 

격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m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형공원을 조성함에 있( 

어서 주변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공원의 목적을 설정한 뒤 그에 맞~ 

공원 내부의 요소들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의 대상이 되( 

는 것은 경계부 공원 내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프로그램 로 나누어진다, , ( ) ( 

선형공원의 경계부는 관습적으로 조성된 도시와의 단절을 야기하는 면 

적인 완충녹지와 다르~ 압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공원 내 오( 

픈스페이스를 조성하기 위한 공o 확보뿐만 아니라 접근성 시n적 투명, 

성 물리적 투과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공원의 이용률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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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외부공o과 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등이 적절히 계획되었다고 하더라도 경계, 

부의 조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와의 상▲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러

한 이용률의 저하는 선형공원을 단절된 공o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 

선형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경계부의 조성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보행로의 경우에는 순환되는 고리 형태를 m진 도시공원과 다르~ 선형 

의 보행로m 조성되는 경우m 많다 이러한 선형의 보행로로 인해 선형( 

공원의 접근성이 뛰어난 경우 인근 보행자들이 유입되어 이동을 목적으, 

로 사용하~ 된다 또한 선형공원의 내부 구성은 형태적인 제한 좁은 폭( (

의 선형 공o 기술적인 한계 지하화된 철도 고m도로 등의 한계하중), ( , ), 

제도적인 제약 유휴 부지의 용도 제안 y축 행위 제한 등 으로 인해 시( , )

설물의 설치m 최소화되고 주로 식재를 조성한 오픈스페이스m 조성된

다 이와 u이 조성된 오픈스페이스는 재질 형태에 따라 다양한 행위m ( ,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동적인 공o은 접근성 시n적 투과성 등이 , 

확보될 경우 주변 도시 조직과 상▲작용을 통해 체험적 일상공o 사“ ”, “
람들을 위한 무대장치 m 된다” (

다음은 선형공원의 물리적 요소m 선형공원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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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숲길공원 분석

경의선 숲길공원 개요 및 특징 4.1 

공덕 및 대흥 구간 4.2 

신촌 책거리 구간 4.3 

연남 구간 4.4 

소결 4.5 

경의선 숲길공원 v요 및 특징.(+ 

경의선 숲길공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전철로 이 

용되던 철도를 복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성된 선형공원이다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결정에 따라 년 철로 지하화m 결정되었으며 지상부 공,00,

o 활용에 대한 논의m 이루어졌다 년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는 ( ,001

공원화 사업 을 전제로 하는 지상부 공o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
하~ 되었다 년 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m 완료되었으( ,0++

며 년 월 시범 사업인 대흥동 구o에 대한 단계 공사m 완료되어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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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 v방되었다(0+) 이후 주민 의견 청취 및 전문m 토론을 x치 

면서 보다 수정 보완된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년 월 단계 구o인 g ,0+- +0 ,

새창 고v 연남동 염리동 공사m 착공되어 년 월에 v장되었다, , ,0+/ 0 ( 

단계 구o인 창전동 신수동 원효료 또한 년 월 완공되며 모든 - , , ,0+0 /

구o의 공원화m 완료되었으며0,) 억의 총 예산이 소요되었다 ./1 (

전체 구o은 용산 문화체육센터에서 m좌 역까지 총 의 길이 0(- , j

의 폭을 m진다 그 중 공원 구o은 길이 면적 +0'00m ( .(-. , +0+,002j

로 조성되어 있으며 경의선 공항 철도 역사 구o이 길이 면, +(30 , k j

적 이다3-,3/0 (k 

 o

의 선형은 다섯 v의 o선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있다 대부분 단 0(- ( j

절된 구o에서는 선형공원의 끝과 횡단보도의 위치m 달라 실제로 보행

자m 연속적인 경험을 하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특히 홍대입구역( 

의 경우 횡단보도m 없이 지하철 출입구를 통해 y너야 하는 상황이다, ( 

그 외 nn의 구o 내에서 차량의 통과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총 v+.

61) 이러한 진행 과정으로 인해 실제로 대흥동 구간은 경의선 숲길공원의 다른 구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기존의 일부 도시공원에서 볼 수 있듯이 완충녹. 
지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62) 경의선 숲길지기 홈페이지 , http://www.gyeonguiline.or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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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o은 바닥 재질을 다르~ 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m 신

▲등 없이 y너p 수 있~ 배려하였다 그러나 m장 큰 문제점은 홍대입( 

구역과 공덕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합 역사 v발이다 해당 구o은 현( 

재 철도시설공단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m 장기 사용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 복합 역사 v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저층부에서 선형공원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고층 y물이 들어서~ 되기 때문에 선형공원의 연속적인 경

관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h
 

 h
 

이와 u이 선형공원의 연속성과 경관을 헤치는 복합 역사 v발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약 억 원을 투입하“ +,2,/

였으며 운영 기o 중 약 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00

을 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고 하였으며 경의선 숲길” “
공원과 이어지는 환승주차장과 공공기여시설0-)인 커뮤니티 센터를 지하

에 설치할 것 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공원과 다르~ 도보 접근성”
이 뛰어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형공원

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복합v발 y물의 상m를 위한 주차장, 

에 불과하다 또한 ▲텔 쇼핑몰 업무 시설 등이 입주하는 홍대입구역 ( , , 

63) 공공기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 

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 해주는 대신 받는 기반 시설이나 이를 선형공원에 불필요한 

주차장이나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은 규제 완화를 위해 형식적
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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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v발 사업의 경우에도 v발 사업의 공공기여시설로 신촌 구o에 책“
x리 부스 를 조성하였으며 시민들의 휴~ 시설로 사랑받고 있(1+,+ )k

다 고 하였다 그러나 책x리 부스는 선형공원의 경관을 헤치고 다양한 ” (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조성이 불m능하도록 하여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상지 주변부의 용도는 연남동 신촌 서s동 등 저층 주x지 밀집지역 , , 

과 신촌 서s대 홍대 등 대학과 상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구o이 있, , 

다 또한 홍대 인근에서는 출판업 디자인 청년 대중문화 등이 밀집되어 ( , , 

있으며 업무 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공덕 용산 등이 있다 이와 u이 구, ( 

역별로 서로 다른 도시의 물리적 구조와 용도로 인해 선형공원을 통해 

다양한 도시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m지고 있으나 o선도로m 

관통하는 부분에서 공원 이용자를 위한 배려m x의 없으며 복합 역사 

v발로 인해 선형공원이 단절되는 등으로 인해 전체 구o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없는 문제점을 m지고 있다(

선형공원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 주변 도시적 맥락과  

공원 내부의 계획 요소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선형공원의 v별 사례m ( 

서로 다른 도시적 맥락을 m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례 분석을 통해 물

리적 요소m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한계m 있다 그러나 본 ( 

연구 대상지인 경의선 숲길공원의 경우에는 짧은 기o 내에 전 구o을 

조성하였으며 시범 사업 구o인 대흥 구o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

로 만들어진 디자인 컨셉과 m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구o별 비교를 통한 분석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심원 조( ‘
경 에서 모든 조성 계획에 착수하였다는 점 그리고 o선도로와 복합 역’ , 

사 v발 등으로 인해 구o별로 단절되어 있음에도 주변 도시적 맥락에서 

연속성을 m진다는 점 또한 구o별 비교 분석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덕 및 대흥 신촌 연남 구o을 비교 분석하고 , , 

자 한다 해당 구o은 선형공원이 접하고 있는 도시 조직이 다양하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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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공원의 경계부 조성 방식이 서로 다르~ 나타나며 공o 구성 또한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공원의 이용 행태 ( 

또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서 장에서 분석한 내용( -

을 바탕으로 n 구o의 물리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것이 실제 이용 행태 

어떠한 관계m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인 네 구o의 특징( 

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u다(  

주변부 도시 조직 경계부 조성 방식 공원 내부 프로그램

소필지

저층 (

고밀)

대필지

고층 (

저밀)

선적 

경계

면적 

경계

단일 

프로그램

복합적인 

프로그램

사

례 

구

o

공덕 i i h

대흥 i h h i

신촌 i i i

연남 i i i

o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남 신촌 구o과 대흥 공덕 구o은 nn 유 , , 

사한 주변부 도시적 맥락을 m지고 있다 따라서 n 구o의 비교를 통해 ( 

주변부 도시 조직이 공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덕 구o은 규모m 작으며 대흥 구o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주변부 도시 조직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경계부 공( , 

원 내부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구o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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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선형공원의 물리적 특성이 공원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남 신촌 공덕 구o에서 선적인 경계 처리 방식이 나타나고 있 , , 

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형공원의 프로그램이 공원 이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n 사례별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 ( 

부분에서는 연남과 신촌 대흥과 공덕의 비교를 통해 선형공원에서 바람, 

직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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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및 대흥 구o.(, 

v요 .(,(+ 

공덕 및 대흥 구o은 지하철 ▲선 및 경의 중앙선 공항 철도 정x /, 0 , 

장인 공덕역 지하철 ▲선 대흥역 서s대앞 까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f 0 ( ) ( 

이 공덕역에 복합 역사 v발을 추진하고 있어 선형공원이 단절되는 문제

점을 m지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 입구m 위치한 백범로에서 한 블록 안( 

쪽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입지적 조y을 m지고 있

다 공원과 인접한 양측에 아파트 단지 및 고층 오피스m 조성되어 있어 ( 

보행자들이 도보로 유입되기 비교적 어렵다 이로 인해 해당 구o은 인( 

근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저조한 편이나 평일 점심 등 특정 시o대에 인

근 직장인들이 산책을 위해 찾는 곳이다(

이와 u은 이유로 공덕 및 대흥 구o은 출 퇴근 통학 등의 일상적 보 g , 

행 행태보다는 산책 운동 등의 여m적 이용 행태 주를 이루고 있으며 , 

인접 필지 및 y축물의 규모m 크기 때문에 그 변화 또한 느린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 대흥 구o의 경우 경의선 복선화 및 공원화m 결정된 이( , 

후 단계 시범 사업 구o으로 조성되어 그 조성 방식이 다른 구o과 큰 +

차이를 보이지만 공덕 구o과 유사한 입지적 조y을 m지고 있기 때문에 

두 구o의 비교 분석이 m능할 것으로 보인다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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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저밀 대필지의 도시 조직 .(,(, , 

공덕 구o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오피스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고층  

저밀 지역이다 공덕 구o과 이어지는 대흥 구o 또한 이와 u은 도시 ( 

조직을 m지고 있으며 서s역에 m까워지며 저층 고밀의 주x 지역과 접

하~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 저밀의 도시 조직에 해당하는 구o에 한(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구o은 인접 m로와 평행을 이루며 공원의 양측이 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그림 의 배치도에서 공원 좌측은 폭 의 보차혼용 도로이며 ( .+ .m

일방통행 도로이다 좌측 y축물의 주된 용도는 업무 시설이며 한 블록 ( 

너머에 폭 의 o선도로m 위치하고 있어 공원과 인접한 필지 내 공,0m

지는 지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o 좌측 도로는 ( 

차량의 통행 빈도m 낮으며 공원 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m 많

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보행자의 밀도 또한 낮은 상황이며 접근할 수 ( 

있는 출입구는 v이다. (

반면에 그림 의 공원 우측은 폭 의 보차분리 도로이며 차선 양 .+ 0m ,

방 통행 도로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다 우측은 공덕파크자이 아파트 단( 

지m 위치하고 있다 공덕파크자이의 경우에 저층부m 상m 시설로 조성( 

되어 있으며 현재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이 들어서 있다 따라서 좌측과 , , ( 

마찬m지로 한 블록 너머에 폭 의 o선도로m 존재함에도 좌측에 비,.m

해 비교적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 이루어지며 주x지역의 보행자로 인

해 보행 밀도m 높다 그러나 보차분리 도로로 인해 공원에 접근하기 위( 

해서는 횡단보도를 y너야 하기 때문에 출 퇴근 통학 등의 일상적 보행g , 

자들은 주로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도로에서 (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는 총 v임에도 보행자m y널 수 있는 횡단보도/

는 v만이 설치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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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구o은 연남 구o과 유사한 시기에 v방되었음에도 활성화 정도와  

인접 y축물의 변화m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연남 신촌 구o 등 소필지( , 

의 저층 고밀 구o에서는 저층부의 용도 주 출입구 y축물의 전면부 등, , 

이 쉽~ 변화0.)할 수 있는 반면 공덕 구o의 대형 필지에 y설된 고층 

y물은 변화의 속도m 느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u은 한계에도 불( 

구하고 인접 필지 내 공지에서의 변화m 일어나고 있다 그림 에서 공( ..

원 좌측은 고층 오피스 빌딩의 후면부 공지로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공o이다 그림 그러나 경의선 숲길공원이 완공된 이후 오피스 ( .,)( 

층과 해당 공지의 용도m 변화하였다 후면부 필지의 경우에 주차장 일+ ( 

부를 제외하고 조경과 벤치m 조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 .-)(

N C8 _
N v

 
s N D _
N v

공덕 및 대흥구o은 이와 u이 유사한 도시적 맥락을 m지고 있다 그 ( 

러나 공원 내부 조성 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의 단면에서 볼 수 있.., ./

듯이 공원과 그 외부 사이의 경계부 즉 모서리의 두께m 다르~ 나타난, 

다 공덕 구o은 선적인 경계부 대흥 구o은 면적인 경계부를 m진다는 ( , 

것이 차이점이다 이와 u은 경계부의 차이는 공원의 시n적 투명성에 (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성 방식에 따라 선형공원의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여 인근의 보행자들을 유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64) 선형공원이 조성되기 전 기존 인프라 시설의 소음 공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 , 
해 인접도로의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접 건축물 또한 전면부보다는 

후면부와 접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선형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이용도가 . 

떨어지는 가로의 중요성이 높아지거나 건축물 후면부가 전면부로 변화하는 등의 현상
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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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 경계부와 선적인 경계부 .(,(- 

대흥 구o의 면적인 경계부 (+) 

대흥 구o의 경우 시범 사업의 형태로 기존의 근린공원과 유사한 방식 , 

으로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공원의 경계부m 그림 의 단면과 u( /0, /+

이 지피식물과 다수의 수목으로 조성되어 시n적 투명성이 매우 떨어지

는 구o이 되었다 그림 과 u이 시n적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계( .0, .1 , 

부로 인해 공원 외부의 보행자들이 공원 내부의 모습을 인지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인접도로의 보행자들이 공원 내부로 진입하고자 하는 요인이 ( 

상당 부분 q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유사한 도시적 맥락의 공( 

덕 구o과 비교하였을 때 공원 이용자의 밀도m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 

다(

이와 u이 시n적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계부의 완충녹지는 공원 내부에 

서의 경험 또한 단조롭~ 만든다 그림 의 사진과 단면에서 볼 수 ( .2, .3

있듯이 공원 내부의 이용 m능한 공o은 아스팔트로 조성된 보행로m 유

일하다 따라서 내부에서의 이용 행태 또한 동적인 이동의 행태를 보이( 

고 있다 이와 u은 문제점은 대흥 구o v방 이후 시행된 주민 공청회 ( 

및 전문m 토론에서 지적되었으며 경의선 숲길공원 m이드라인에 반영되

었다( 

s
N v

 
s

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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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구o의 선적인 경계부(,) 

대흥 구o 시범 사업을 통해 작성된 경의선 숲길공원의 m이드라인에서 

는 내 외부의 경계를 선적인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로 g ( 

인해 공덕 구o의 경계부는 선적인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그림 의 단( /1

면도를 보면 인접 m로와 만나는 경계부에 낮은 지피식물과 수목이 조성

되어 있으며 공원 내부를 바라보는 벤치m 설치되어 있다 이와 u이 경( 

계부에 조성된 벤치는 경계부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m장자리 m 아닌 ‘ ’
머물 수 있는 공o으로 만들어 준다(

경계부 벤치 앞에는 좁은 보행로와 선형의 녹지m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잔디와 수목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n적 투명성과 물리적 접근성

이 높다 공덕 구o은 출입구의 v수m 적으며 보차분리 도로와 접하기 (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u은 도시적 맥락을 m진 대흥 구o( 

과 비교할 경우 경계부의 두께m 얇으며 경계부에서 시n적 투명성이 , 

확보되어 공원 내 외부 사이에 시n적 교류m 일어난다 시n적 투명성은 g ( 

외부 보행자들이 공원에 진입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외부 보행자 및 

상m에서 공원 내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q시하는 눈 이 형성되어 ‘ ’
공원 이용자들이 심리적 안정q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 

흥 구o과 비교하였을 때 공덕 구o에서의 공원 이용은 더 활성화된 모

습을 볼 수 있다 이와 u은 비교를 통해 경계부의 시n적 투명성이 확( 

보된다면 물리적 투과성이 떨어지더라도 공원의 이용이 비교적 원활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
N v

  s
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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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부 구성 보행로 오픈 스페이스 .(,(. ( , )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선형공원의 보행로는 선적인 형태를 m지고 있으 -

며 단조로운 경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선형의 보행로를 조성하

기도 한다 경의선 숲길공원의 전체적인 보행로 또한 곡선형으로 조성되( 

어 있다 또한 공원 내부 중 보행로를 제외한 공o은 오픈스페이스로 조( 

성하x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의선 숲길공원의 경우 경계( , 

부를 제외한 공원의 내부공o은 보행로와 오픈스페이스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이 두 요소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원의 내부 구성은 시범 사업으로 조성된 대흥 구o과 경의선 숲길공 

원의 다른 구o과의 두 번째 차이점이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대( 00

흥 구o은 공원 내부에 두 v의 보행로m 평행하~ 조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수목과 지피식물로 녹지m 조성되어 있다 공덕 구o 그림 ( ( 0+) 

또한 두 v의 메인 보행로m 평행하~ 조성되어 있으나 대흥 구o과는 

다르~ 그 사이에 잔디로 된 오픈스페이스m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차( 

이로 인해 n 구o의 이용 행태m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흥 구o( 

의 경우 내부공o의 제한적인 폭으로 인해 대다수m 운동을 목적으로 , 

하는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덕 구o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 

산책 잔디에서의 휴식 및 놀이 등의 여m적 이용 행태m 보이고 있다, ( 

이로 인해 공원 내부의 이용 밀도 또한 공덕 구o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선형공원의 내부는 완충녹지보다는 오픈스페이스를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1s _

 

 1s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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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흥 구o의 내부 구성(+) 

대흥 구o의 공o 구성은 크~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의  ( 0.

단면은 공덕 구o에서 이어지는 부분으로 대흥 구o 중 유일하~ 두 보

행로 사이에 오픈스페이스m 조성된 구o이다 그림 의 단면은 대부분( 0/

의 대흥 구o에서 나타나는 구성으로 두 v의 평행한 보행로 사이에 지

피식물과 수목으로 녹지m 조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 00

의 단면은 서s 구o과 m까워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로 두 v의 보행로m 

하나로 합쳐지며 비교적 넓어지는 구o이며 양 측의 면적인 경계부m 일

정한 폭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보행로 또한 직선으로 조성되어 ( 

있는 구o이다( 

그림 의 단면에서 나타나는 오픈스페이스에서는 일부 여m적 이용행 0.

태m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닥의 재질이 돌로 ( 0,

이루어져 있으며 벤치와 정자 등이 조성되어 오픈스페이스에서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대흥 구o에서는 도로m 공원을 관통하는 노드( (BoOP)

에 쌈지 공o을 확보하고 정자와 운동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 곳에

서의 활동 또한 이러한 시설로 인해 제한적이며 특히 운동 시설의 경우 

이용 빈도m 매우 낮~ 나타난다 그림 따라서 공원에서의 행위를 ( 0-)( 

제한하는 정자 운동 시설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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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u은 공o구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보행로m 좁고 중앙의 지 0/

피식물 수목이 이용자의 시야를 대부분 m리고 있어 내부에서의 경관이 , 

단조롭다 또한 대흥 구o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행로의 아스팔트 ( 

재질은 공원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해당 구o의 목( 

적을 지역 주민들의 산책 조깅 자전x 이용 등에 맞춘 것인데 아스팔트 , , 

재질의 보행로는 자전x의 빠른 이동이 m능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에~ 

위험 요소m 된다 실제로 해당 구o이 조성된 이후 시행된 주민 공청회( 

에서 빠르~ 이동하는 자전xm 주민들의 이용을 저하시킨다는 지적과 

직선형의 보행로로 인해 내부에서의 경험이 지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그림 에서 좌측의 보행로는 기존의 도로와 u이 아스팔트 재질에 0/

노란색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으며 보행로 입구에 자전x 표시m 되어 있

어 사실상 자전x 전용 도로와 u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 

구o에서 양 측의 경계부 중 좌측의 경계부m 비교적 선적으로 조성되어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한 편이지만 자전x의 빠른 이동속도로 인해 보행

자의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의 공o 구성은 그림 에서 두 v의 보행로m 하나로 합쳐지 00 0/

면서 나타나는 공o 구성이다 보행로m 하나로 합쳐졌음에도 기존의 보( 

행로 구성과 u이 좌측은 자전x 전용도로 아스팔트 재질과 노란색 중앙(

선 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측은 돌 재질이며 두 구o을 요철이 있는 사·)

석을 두어 구분하고 있다 그림 이 구o은 그림 와 u이 중앙의 ( 01)( 0/

녹지로 구분된 구o과 다르~ 내부공o이 비교적 넓~ 조성되어 있어 공

원 이용자의 밀도m 높~ 나타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출 퇴근 통학 장( g , , 

보기 등의 일상적 보행행태m 관찰되는 것은 보행공o이 넓어진 것이 m

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 보행자들은 공원 ( 

우측이 소필지의 한옥 밀집지역으로 변화하고 공원과 필지 사이의 도로

m 없는 구o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양측 측면 출입구에서 보행자들이 유

입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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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구o의 내부 구성 (,) 

공덕 구o의 내부 구성은 크~ 두 m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 

그림 과 u이 선형의 녹지와 보행로m 반복되며 선형을 s조하는 10, 1+

공o 구성과 두 번째는 그림 와 u이 서로 평행하는 두 v의 보행로1.

와 그 사이 오픈 스페이스로 구성되는 구o이다 그림 과 u이 선( 10, 1+

형을 s조하는 구성은 연남 구o에서도 나타나는데 주로 해당 구o의 양 

끝에서 나타나는 구성 방식이다 이는 o선 도로에 의해 나누어지는 단( 

점을 극복하고 공원 외부에서 선형공원을 인지하x나 보행자m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o 구성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덕 구o( 

에서도 마찬m지로 양 끝부분에 이와 u이 선형의 보행로와 선형의 녹지

m 반복되는 구성을 m지고 있다 그림 그러나 공덕 구o의 경우에( 03)( 

는 양 끝 특히 늘장 부근에서 보행자m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상대적, 

으로 적으며 해당 구o 또한 오픈 스페이스m 조성되어 있는 구o에 비

해 이용 밀도m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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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림 와 u이 중앙에 오픈스페이스m 조성된 곳에서는 이용 밀 , 1.

도m 비교적 높~ 나타난다 앞서 대흥 구o과 비교하며 언급하였듯이 ( 

잔디로 조성된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산책 배드민턴 휴식 , , 

등의 여m적 이용 행태m 발견된다 그림 그러나 u은 시기에 조성( 1,)( 

된 연남 구o에 비해 오픈스페이스에서의 행위m 눈에 띄~ 적은 밀도로 

나타난다 이는 연남 구o에 비해 외부 방문w의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된다 또한 앞서 도시적 맥락에서 대필지와 소필지( 

의 차이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필지의 인접 상m들에 영향을 받아 상대

적으로 공원 내부의 이용 밀도m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연남 구o에서는 인근 x주자들이 잔디밭에서 돗자 

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에 비해 공덕 구o에서

는 이와 u은 이용 행태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외부 요인이 아닌 선( 

형공원 내부 공o 구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덕 ( 

구o의 오픈스페이스와 보행로 사이에 경계m 없어 보행로와 잔디밭 사

이에 자유롭~ 출입이 m능하다 그림 이는 공원 이용자에~ 오( 1,, 1-)( 

픈스페이스에서의 위요q과 심리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연남 구o에서도 x주자들이 주로 점유하는 곳은 나무 담장 등, 

을 등지는 모습이 대부분인데 이는 심리적 안정q과 위요q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흥 구o의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녹지에 비해 잔디밭으로 조 

성된 공덕 구o의 오픈스페이스는 상대적으로 공원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용 행태를 유발하며 공원 이용 밀도 또한 증m시킨다 그러나 이후 분( 

석할 대상인 연남 구o과 비교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용 밀도m 떨어

지며 돗자리 등을 통해 잔디밭을 점유하는 이용 행태는 x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공원 내 외부뿐만 아니라 공원 내부 오픈스페이스( g

에서의 위요q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선형공원의 활성화에 ,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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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구o.(- 

v요 .(-(+ 

신촌 구o은 지하철 홍대입구역부터 대흥역까지이다 이 구o은 경의선  ( 

숲길공원 조성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년 월에 완공되었다 연남 - ,0+0 0 ( 

구o과 마찬m지로 홍대입구역과 인접하는 입지적 조y을 m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 활성화도m 매우 떨어진다 공덕 구o에 비해서도 활성화도m (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m장 이용이 저조한 구o이다 인접 지역이 연( 

남 구o과 마찬m지로 저층 고밀의 도시 조직임에도 저층부의 용도 변

화 y축물 입면의 변화 등이 x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구o이기도 하다, ( 

신촌 구o은 크~ 두 구o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구o은 홍대입구역 ( 

에서 와우교까지의 구o으로 앞서 언급한 공공기여시설이 설치된 책x‘
리 구o 이며 와우교를 지나 대흥역까지는 일반적인 경의선 숲길공원의 ’
모습을 m지고 있다 두 구o은 유사한 도시적 맥락을 m지고 있다 그러( ( 

나 책x리 구o의 경우 남측의 지형이 공원에 비해 높아 경계부에 옹벽, 

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내부에 책x리 부스m 설치되어 있다는 차이점

이 있다 이와 u이 지형적 문제로 인한 옹벽과 책x리 부스로 인해 공( 

원 활용도m 떨어지는 것이 해당 구o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 

더불어 공덕역과 마찬m지로 홍대입구역에서 복합역사v발을 진행하고 

있어 홍대입구역 출구m 있는 양화로에서 신촌 구o이 전혀 인지되지 않

아 해당 구o이 외부에서 인지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m지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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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고밀 소필지의 도시적 맥락 .(-(, , 

경의선 숲길공원은 대부분의 구o이 인접 도시와 동등한 수직적 위계를  

m진다 그러나 신촌 구o의 경우 그림 의 배치도에서 공원 우측은 ( , 2+

홍대입구역에서 진입하는 출입구를 기점으로 주변 지형이 점점 높아지는

데 반해 공원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수직적으로 분리m 된다 공원 좌( 

측의 경우에는 공원과 수직적으로 동등한 위계를 m진다 공원 우측의 ( 

경우에 측면에서 접근을 위한 계단 램프 등을 설치하였으나 지형으로 , 

인해 생기는 옹벽에 의한 접근성의 저하는 이 구o의 이용 밀도를 떨어

트리는 요소m 된다 이로 인해 신촌 구o은 연남 구o과 마찬m지로 저( 

층 고밀 소필지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저층부의 용도 변화m , 

x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옹벽으로 인해 분리된 구o의 ( 

경우에는 용도 변화 y축물의 변화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공, 

원 좌측의 경우에는 일부 카페 편의점 등이 공원 조성 이후 생겨나고 , 

있는 상황이다(

신촌 구o의 지형이 와우교를 기점으로 급격하~ 낮아지면서 양측 모두  

인접 도시와 수평을 이루~ 되는데 이 구o에서는 주변의 저층부m 편의

점 카페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m로에서의 보행자, 

들이 공원 내부로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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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구o은 해당 구o의 중o에 와우교를 기준으로 양측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홍대입구역 번출구에서 와우교까지는 앞서 언급하였던 ( 0

공공기여시설인 책x리 부스m 설치되어 있는 구o이다 두 구o 중 본 ( 

연구에서는 책x리 구o으로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연남 구o과 ( 

유사한 도시 조직을 m지고 있으나 내부 구성 방식 특히 오픈스페이스, 

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책x리 구o의 공o 구성은 오른쪽 그림 와 u다 공원 좌측 2,, 2-, 2. ( 

은 폭 의 보차혼용 도로이며 우측은 폭 의 보차혼용 도로와 공원 0m .m

경계부에 인도m 조성되어 있다 공원 좌측 m로는 선형공원과 수평을 ( 

이루지만 보행자들의 유입이 드물~ 발생하는데 공원 부지 내 m로변에 

조성된 주차구역과 책x리 부스로 인해 출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책x리 부스 또한 공원 좌측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인접 m로와 

교차하는 노드 에서만 책x리 부스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 출(BoOP)

입이 m능하다 그러나 이와 u은 노드 또한 차량이 주차m 되어 ( (BoOP) 

있는 경우m 많아 보행자들이 시n적으로 차단되는 경우m 많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비교적 보행자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근의 일부 y축

물의 저층부m 카페 편의점 등으로 용도m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우측 , ( 

도로변 y축물은 저층부의 용도 변화 y축물의 입면 변화 등이 전혀 나, 

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공원과의 지형적 차이로 인해 옹벽이 조성되어 (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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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경계 책x리 부스 와 선적 경계 옹벽 .(-(- ( ) ( )

면적 경계 책x리 부스 (+) ( )

신촌 책x리 구o에서는 면적 경계와 선적 경계m 동시에 나타난다 선 ( 

형공원 좌측 경계부 단면 그림 을 보면 순서대로 인접 도로 주차구역( 22) '

책x리 부스 수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 내 좌측 경계에 책x리 부' ' ( 

스m 연속하여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과 u이 좌측 도로에서 바21

라본 모습이 공원의 경관으로 보기 힘들다 대흥 구o과 비교하더라도 ( 

수목으로 조성되어 내부의 모습이 일부분 보이는 대흥과는 다르~ 책x

리 부스로 인해 공원 내 외부의 시n적 교류m 불m능하다고 볼 수 있다g ( 

서로 다른 책x리 부스의 사이의 공o 또한 매우 좁아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 그림 ( 2/)(

이와 u은 경관적 문제와 제한적인 출입으로 인해 좌측 도로는 홍대입 

구역 번 출구m 위치하여 보행 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출 퇴근0 g , 

통학 등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이용 행태m 공원 내부로 유입되는 빈도

m 낮다 이로 인해 인접 y축물이 필로티m 있는 다세대 다m구 주택임( , 

에도 불구하고 저층부의 용도 변화m 미세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접 m로와 교차하는 노드에서 발견된다 그림 ( 20)(0/)

T s  
 

c n

65)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곳이 모두 인접 도로와 교차하는 노드라는 것은 공원으로의  
접근성 시각적 투명성이 인접 도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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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경계 옹벽 (,) ( )

우측 경계부는 지형적 차이로 인해 옹벽이 조성된 상황이며 일부 계단 

과 램프를 통해 측면에서 접근이 m능하다 그림 의 경계부 단면에서 ( 3,

볼 수 있듯이 공원 외부 인도에는 난o과 지피식물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내부는 수목 보행로 수목 보행로의 순서로 조성되어 있다 우측의 ' ' ' ( 

인접 y축물에서는 공원 조성으로 인한 변화m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원과 인접도로의 수직적 분리는 공원과 도시의 연계( 

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측 도로에서는 ( 

좌측 도로와 다르~ 공원의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원의 유입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실제로 이로 인해 신촌 구o 우측의 산울( 23)( 

림 소극장 등 홍대 지역에서 여m의 목적을 m진 외부 방문w들이 유입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원 우측 경계에 형성된 옹벽은 해당 구o의 우측 보행로의 이용 경험 

을 단조롭~ 만드는 요인이 되며 그로 인해 좌측 보행로에 비해 이용도

m 떨어진다 그림 이와 u은 서로 다른 양측의 경계부의 차이는 양( 30)( 

측의 도시 공o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 

우에는 경의선 숲길공원이 기존의 철도와 u이 여전히 두 지역을 단절하

는 경계 영역으로 작용할 m능성이 높다(

N g r
 

 1 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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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인 완충녹지 인접 y축물 후면부 (-) ( )

책x리 구o의 중o 노드를 지나 와우교에 m까워지며 공원 좌측의  필 

지와 공원이 직접 접하~ 된다 해당 y축물로 진입하는 도로m 한 블록 ( 

너머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 접하는 부분은 y축물의 후면이다 좌측 경( 

계부 단면 그림 을 보면 인접 필지와 선형공원 사이에 담장과 지피식( 30)

물 수목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과 u이 담장이 조성되지 않은 부분, ( 3-

에서는 해당 y물의 x주자들의 사적인 행위인 화분 빨랫줄, 00) 등이 노 

출되어 있기도 하다( 

반면에 책x리 구o이 끝나는 와우교를 지나면 그림 와 u이 기존에  3.

y축물의 후면부임에도 불구하고 저층부의 용도m 카페 편의점 등으로 , 

변화하고 있다 이는 와우교를 지나며 공원 우측의 지형이 급격하~ 낮( 

아지며 인접 m로와 선형공원이 수평을 이루어 보행자의 접근성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시n적 교류를 차단하고 있던 책x리 부스 구o이 끝나( 

고 보행로 사이에 오픈스페이스m 조성되어 저층부의 상mm 쉽~ 눈에 

띄~ 된 것 또한 변화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c t H
 

c s n

66) 신촌 구간의 경우 완충녹지가 선형으로 조성되어 시각적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기  ,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적인 행위 화분 등 가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대흥 구간의 경우( ) . 

에는 면적인 형태의 경계부로 인해 보다 사적인 행위인 빨래 널기 등의 행위가 관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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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부 구성 보행로 오픈 스페이스 .(-(. ( , )

공덕 및 대흥 구o과 마찬m지로 신촌 구o 또한 보행로와 녹지로 분류 

된다 신촌 구o의 경우 공원 내부에 두 v의 보행로m 조성되어 있다( , ( 

좌측 보행로 그림 의 윗부분 의 경우에 곡선의 형태를 m지며 우( 33, +00 )

측 보행로 그림 의 아랫부분 는 우측의 옹벽과 x의 평행한 직선( 33, +00 )

의 형태이다 경의선 숲길공원의 다른 구o과 u이 보행로와 보행로 사( 

이에 오픈스페이스m 조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촌 책x리 구o은 오픈스페이스 대부분을 책x리 부스m 차지 

하고 있다 즉 공원 좌측의 주차구o과 곡선형의 보행로 사이 곡선형의 ( , , 

보행로와 직선형의 보행로 사이에 조경과 함께 책x리 부스m 조성되어 

있다 책x리 부스m 조성되어 있지 않은 구o에서조차 지피식물과 수목( 

이 조성되어 있어 보행로 o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m 있다 따라( 

서 두 보행로는 책x리 구o의 시작과 끝부분 그림 의 배치도에서 인, 33

접 도로와 교차하며 생기는 노드 까지 총 세 구o에서 보행로 o(BoOP)

의 이동이 m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두 보행로 중 넓은 좌( 

측의 보행로를 이용하~ 된다 그러나 공원 우측의 인접 도로로 접근하( 

기 위해서는 우측의 보행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책x리 구o과 인접 

도시는 밀접한 관계를 t기에 어렵다 또한 이와 u은 보행로 사이의 단( 

절은 철로로 인해 단절되었던 양측 도시 조직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D E 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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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의 단면을 보면 이와 u은 공원 내부 구성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다 신촌 책x리 구o 내의 두 보행로는 그 사이의 선형의 완충녹지( 

그림 혹은 책x리 부스 그림 에 의해 단절되며 특히 그림 ( +0,) ( +0-)

과 u이 책x리 부스m 두 v로 조성된 구o에서는 양측의 시야 또+0-

한 제한되어 공원 외부와의 관계m 단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계부의 시n적 투명성 물리적 접근성에 +0+)( , 

악영향을 미치며 공원과의 출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경관이 

되도록 만든다 이와 u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공원 이용자m m장 적( 

~ 관찰되었다(01) 또한 대흥 구o에서 지적하였던 오픈스페이스의 부재 

로 인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없으며 책x리 부스만이 

신촌 구o의 내부 유입 요인이 되고 있다02)(

오픈스페이스의 부재는 책x리 부스m 설치된 밀도m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책x리 부스와 보행로 사이에 지피식물 수목 등으로 완충녹지m ,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의 단면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0-

데 두 v의 책x리 부스에 모두 지피식물이 조성되어 있어 공원 이용자

들이 점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우측 보행로의 경우에 ( 

좁은 면적의 녹지에 지피식물 책x리 부스 수목을 설치함에 따라 보행' '

공o과 옹벽 사이m 지나치~ 협소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 

대흥 구o에서 면적인 녹지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유사하~ 공원 내

부에서 z기 산책 등의 이용 행태만이 나타난다, (

67) 같은 홍대입구역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연남 구간의 높은 이용 밀도와는 매우 대 
조적인 모습이다 두 구간은 입지적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형. 

공원의 조성 방식에 따라 이와 같이 활성화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
침한다.

68)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스별로 요일을 정하여 매주 관련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도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기적 . 

프로그램의 존재는 평일 저녁 주말 등 특정 시간대에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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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흥 구o과의 차이점은 대흥 구o에서는 운동의 목적과 일부  

일상적 보행자들이 관찰되었던 반면 신촌 구o은 일상적 보행자들은 출, 

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m장 적~ 관찰되었으나 주말 휴일 등과 u은 , 

특정 시기에 홍대 인근을 찾은 외부 방문w들이 유입되어 산책을 즐기는 

등 여m적 이용 행태m 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책x리 부스에서 매주 (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책x리 부

스를 찾는 모습을 조금씩 볼 수 있었다( 

이와 u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책x리 구o의 중o과 끝부분에 조성된  

노드에서는 일상적 보행자들이 출입하x나 그림 와 u이 어린 +0., +0/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 등 여m적 이용 행태m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

다 중o 부분에 형성된 노드는 바닥 재질은 벽돌 그림 책x( ( +0., +00) 

리 끝부분에 조성된 오픈스페이스는 모래 그림 로 다양한 이용 행태( +0/)

m 나타나기에는 한계m 있음에도 이 부분에서 이와 u은 이용 행태m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림 의 단면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구o( +00, +01

이 지피식물 수목 책x리 부스 등 공o을 차지하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 , 

이다 따라서 선형공원이 체험적 일상공o 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용( ‘ ’
자들의 행위를 방해하는 시설물의 최소화와 바닥 재질 등이 중요한 요소

m 된다( 



- 96 -

N st
 

T .st

T 1s N st

T .st



- 97 -

연남 구o.(. 

v요 .(.(+ 

연남 구o은 지하철 ▲선 홍대입구역이 위치한 양화로 동교동 삼x리 , , 

에서 시작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좋은 입지적 조y을 m지고 있다 또( 

한 홍대입구역 번 출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외부인들이 쉽~ 접근할 -

수 있기 때문에 경의선 숲길공원 중 m장 이용 밀도m 높으며 외부 방문

w03)이 m장 많은 구o이기도 하다 년 월 차 사업 구o으로 완( ,0+/ 0 ,

공된 이후에 연트럴 파크 라는 이름으로 빠른 속도로 알려지~ 되었으‘ ’
며 현재도 꾸준히 외부에서 방문w들이 유입되는 구o으로 경의선 숲길

공원의 대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연남 구o에서는 공원 이용자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여m를 즐기 

는 이용 행태m 자주 나타난다 이와 u은 행태m 기존에 국내에서는 벚( 

꽃이 피는 시기에 도시공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연남 구o의 

경우에 외부 활동이 힘든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면 꾸준히 이와 u은 이

용 행태m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인접 도로변의 상m를 이용하~ 되면( 

서 해당 구o의 상업화m 더욱 빠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년 월 신문 기사에서 연트럴 파크 라는 이름을 x론하며  ,0+/ +0 ‘ ’
공원 인접 도로변에 리모델링된 카페 식당 등은 주말에는 자리m 없을 , 

정도로 많은 방문w들이 찾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 

공원 조성 전 평당 만원이었던 y물 매매mm 만원으로,f-000 -f.000 , 

임대료는 평당 만원으로 약 배m량 올라 젠트리피케이션이 0f10 +(/f,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기도 하다(10) 

연남 구o은 실제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업화m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 

69) 외부 방문객들 중에는 외국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홍대입구역이 공항철 
도로 개통되며 홍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던 연남동에 외국인들
을 위한 숙박업소인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70) 손효숙 년 월 일 버려진 철길 연트럴파크로 신분 상승 한국일보  . (2015 10 11 ). “ , ”.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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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공원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상업화m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추후 제도적으로 공원 인접 지역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연남 구o에서는 지역 주민들도 돗자리를 들고 나와 잔디밭을 ( 

이용하는 경우m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공원의 조성이 긍정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 _

( A T 8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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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고밀 소필지의 도시적 맥락 .(.(, , 

앞서 소v하였듯이 연남 구o은 외부 방문w들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연남 구o은 연트럴 파크 라는 이름으로 빠른 속도로 알려지~ 되었다‘ ’ ( 

연남 구o이 이와 u이 활성화된 것에는 공원 외부의 도시적 맥락과 공

원 내부 조성의 영향이 있으며 우선 도시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림 의 배치도와 u이 연남 구o은 nn 폭 의 보차혼용  ++0 .m, 0m

도로와 수평적인 관계를 m지고 있다 연남 구o의 인접 도로 교통 체계( 

m 일방통행이며 차량의 통행량이 적으며 홍대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보

행 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공원 변이 x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 

지정되어 있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m 많다 이는 공원의 경관을 ( 

저해시키며 공원으로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만든다 또한 공원에서 해당 ( 

도로로 이동하는 경우에 보행자m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m 제한되

어 차량의 통행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 보행자에~ 위험이 되고 있

다(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연남 구o에서는 연구  

대상인 다른 구o에 비해 공원의 출입이 상당히 자유롭~ 이루어지고 있

다 인접 y축물 또한 저층 고밀의 다세대 다m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 , 

때문에 저층부의 용도 입면의 변화 신축 등 다양한 변화m 일어나고 있, , 

다 연남 구o은 이와 u은 도시적 맥락을 통해 빠르~ 변화하고 있는 ( 

상황이다(

그림 의 배치도에서 진한 회색으로 표현된 y물은 공원 인접 y축 ++0

물 중에서 용도 입면 신축 등의 변화m 발견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 ( 

인접 도로변의 y축물 중 v를 제외하면 모든 y축물에서 변화m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다 선형공원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변화인 ( 

전면 배치 폴딩도어 야외 테라스 등 또한 표시하였다DC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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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u은 연남 구o의 활성화는 여타 구o과 차이점을 m진 내부 구성  

방식과 경계부 처리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대흥 공덕 구o 등이 인접도( , 

로와 만날 때 조경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 연남 구o의 경우, ( 

에는 공원의 좌측의 인접 도로와 평행한 보행로m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이로 인해 실제 연남 구o에서는 좌측 경계부에( ++/)( 

서 공원 이용자들이 자유롭~ 공원의 내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g

다 이러한 현상으로 연남 구o의 상업화는 내부 공o을 점유하는 카페( 

와 식당보다 m~에서 음식을 하여 이를 공원 내부의 벤치 잔GLVP'Cut , 

디 등을 점유하여 먹는 등의 여m적 이용 행태m 빈번히 관찰된다1+) 이( 

와 u은 여m적 이용은 기존에 도시공원을 특정 시o에 방문하여 여m를 

즐기는 방식이 선형공원을 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하~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m 있다 특히 년 이후 연남 구o에서는 일회용 컵과 그릇을 결( ,0+0

합하여 스테이크와 탄산음료 맥주 등의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판, 

매하는 전용 상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원 벤치에 앉GLVP'Cut 

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N p N
N v

 
 n D  

71) 경의선의 공원화가 결정된 이후 지가 상승을 기대하여 이루어졌던 일부 상업화는  

일반적인 카페와 식당이 위주였으나 개장 이후 연트럴 파크로 불리며 공원 내에서 음
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며 매장의 가 전면부로 배치되어 을 POS Take-Out
전문으로 하는 상점으로 점차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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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선적 경계부 .(.(- 

공원과 인접 도로 사이의 경계부 (+) 

연남 구o은 앞서 분석하였던 선적인 형태의 경계와는 다르~ 새로운  

형태의 경계부를 m지고 있다 연남 구o의 경계부는 크~ 두 m지 형태( 

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는 공덕 구o 등 대부분의 구o과 u이 조경을 ( 

통해 선적인 경계m 조성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인접 도로와 공원 내 보

행로m 평행하~ 만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유형은 공원과 인접도로의 경계에 보행자의 시선보다 낮은 높 

이의 지피식물을 외부와의 경계부에 설치하고 이를 위한 ●막이 벽을 벤

치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와 u이 연남 구o에 조성된 수목은 미루( ++3 ‘
나무 로 수직적인 볼륨과 높은 투명성을 m지고 있다 이러한 경계부로 ’ ( 

인해 연남 구o은 공원의 외부와 내부 사이에 시n적인 교류m 이루어지

는 동시에 지피식물과 벽벤치m 외부인의 물리적인 접근은 제한하고 있

다 그림 이와 u은 시n적 투명성은 내 외부의 시n적 상▲작( ++1, ++2)( g

용을 유발한다 또한 경계부에 조성된 벤치m 활용도m 높기 때문에 제( 

인 제이콥스m 지적하였던 황폐화된 경계 성현찬이 지적한 관습적인 ‘ ’, 
완충녹지의 조성 대흥 및 신촌 구o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계부의 부작, 

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계부에서 이용자들이 m로와 공원을 (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스스로m q시하는 눈 이 되어 공원 내에서의 ‘ ’
활동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영향을 미친다(

해당 경계부에서는 바닥 재질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막이 벽 ( 

에 조성된 벽벤치 와 인접하는 보행로의 재질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 , 

이 아닌 사·석으로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는데 ( 

불편함을 느껴 콘크리트 재질의 보행로에 많은 보행자들이 집중된다 즉( , 

벽벤치m 조성된 경계부는 바닥의 재질을 더하여 하나의 영역을 이루는 

두꺼운 선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기존에 단순히 완충녹지‘ ’ ( ++3)(  

로 조성되었던 경계부와는 다르~ 경계부 자체m 기능을 m지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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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o이 된 것이다 실제로 연남동 구o( 

에서는 공원의 이용자들이 경계부의 벽벤치에 앉아서 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림 이는 등 뒤에 조성되어 있는 지피식물로 인( ++1, ++2)( 

해 시n적인 투과성은 유지하면서 타인의 물리적인 접근은 제한하여 심

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s
 

ml _

0 s m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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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그림 는 경계부m 벽벤치로 조성된 구o의 평면도이다 총  +,, ( 

네 v의 벽벤치m 우측에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 아래 두 v는 벽벤치'

사·석 포장 보행로 오픈스페이스의 공o 구성을 m진다 오픈스페이스 ' ( 

내에 벽벤치와 m까이 수목이 일렬로 조성되어 있어 그림 의 단면도+,-

와 u이 아래쪽의 두 벽벤치를 위 두 v의 벽벤치보다 더 사적이고 조용

한 공o으로 만들어 준다( 

또한 연남 구o의 벽벤치는 한 쪽이 지피식물로 m려져 있기 때문에 벤 

치에 앉는 이용자들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효과를 m진다 그림 의 ( +,,

평면도에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y축물은 앞서 언급한 연남 구o에서 진

행되고 있는 공원과 밀접한 y축물의 변화인 폴딩도어와 전GLVP'Cut 

용 매장을 표시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해당 구o에서 이와 u은 변화m ( 

공원 좌측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원과의 x리 공원으로의 ( , 

접근성보다는 벽벤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시야m 좌측으로 집중되어 저층

부의 상점이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1,) 이와 u이 연남 ( 

구o에서의 경계부 조성 방식은 선형공원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기존의 도시공원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방식의 경계부라고 볼 수 있

다(

T p N D
p _

 
ml D

N D  

72) 해당 구간에서 접근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공원  
우측에서 인접 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출구의 밀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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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부 보행로와 오픈스페이스 사이의 경계부 (,) 

이와 u은 두꺼운 선 을 m진 경계는 공원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기존 ‘ ’ ( 

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선형공원의 내 외부의 경계부의 중요성에 대해 g

논의되었다 그러나 선형공원에서는 내부 공o구성에 따라 공원 내부에( 

서 또한 영역 사이에 경계m 형성되고 이러한 경계m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연남 구o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지하( 

철이 지하화 됨으로 인해 구조적 기술적 이유로 인해 공원 내부에 구조, 

물의 설치m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연구 대상지는 크~ 보행로와 잔디( 

로 구성된다 오른쪽 그림 의 평면도에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였듯이 ( +,/

해당 구o에서는 보행로와 녹지공o 잔디 사이에도 벽벤치m 조성되었( ) 

다 앞서 분석한 것과 마찬m지로 인접 보행로는 요철이 있는 사·석으( 

로 조성되어 있으며 벽벤치 뒤편은 지피식물은 없으나 수목이 조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내 외부에서의 경계 조절 방식과 마찬m지로 벤치를 이( g

용하는 이들에~ 심리적 안정q을 제공한다(

이와 u이 공원 내부에 조성된 경계부에 주목하~ 된 이유는 벽벤치의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에서의 행위 또한 다양하~ 나타나기 때문이

다 연남 구o에서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이용하는 이들이 다수 보이( 

는데 이들은 벽벤치와 수목을 통해 낯선 타인이 쉽~ 접근할 수 없다는 , 

것에 심리적 안정q을 느끼며 위요q이 생겨 잔디밭에 앉아 여m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신촌 공덕 구o 역시 보행로와 경계 사이에 ( +,.)( , 

오픈스페이스m 조성되었음에도 보행로와 오픈스페이스 사이에 물리적인 

경계m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공o에서( 

는 연남 구o에 비해 잔디밭을 점유하는 방식의 행위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u은 사례를 바탕으로 선형공원에서의 경( 

계부는 단순히 공원의 내 외부의 경계뿐만 아니라 공원 내부에서도 조성g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원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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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접 도로와의 경계부에서 벽벤치 뒤에 조성된 지피식물 수목으 , 

로 인해 이용자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던 것과 마찬m지로 공원 내부에 조

성된 경계에서도 방향성이 일부 발견된다 이 경우에는 벽벤치 앞에 조( 

성된 보행로의 폭과 수목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의 평면도를 ( +,/

보면 우측의 보행로에 수목이 일부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른쪽 단( 

면이 해당 구o에서 나타나는 경계부 조성 방식에 관한 단면도이다 그( 

림 을 보면 인접 도로와 보행로의 경계에 수목이 조성되어 있다 이+,2 ( 

로 인해 실제 보행자m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연남 구o에 이( 

용자의 밀도m 높아질 경우에는 좁아진 보행로로 인해 벽벤치 앞의 사·

석으로 포장된 보행로 또한 밀도m 높아지~ 된다 따라서 벽벤치의 이( 

용자들이 오히려 보행로를 등지고 우측의 오픈스페이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 +,0)(

반면에 그림 와 u이 보행로에 수목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

상대적으로 보행로의 폭에 여유m 있기 때문에 벽벤치 이용자들이 좌측 

인접 도로와 인접 y축물을 바라보고 앉는 경우m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그림 의 y축물 저층부는 최근에 편의점으로 새롭~ 변( +,1)( +,3

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은 u은 시기에 nn의 구o의 이용 행태를 촬영한  +,0, +,1

것으로 nn의 벽벤치m 서로 다른 방향성을 m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e p N H
ml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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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u이 연남 구o에서 나타나는 경계부의 벽벤치는 일정한 영역을  

m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 방식과 위치에 따라 방향성을 m지고 있

기도 하다 이는 경관적 차이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접 도시 공o의 차이( 

로 이어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남동에서는 인( 

접 y축물들의 용도 변화m 공원 이용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오른쪽 그림 의 평면도에 표시되었듯이 아래쪽의 경계부는 방향( +-0

성이 확실한 반면 위쪽의 경계부는 양쪽의 방향성을 모두 m지고 있다( 

연남동 구o에 조성된 저층부 상m들은 기존의 유형과 u은 카페 음식 , 

점 등이 아니라 을 전문적으로 하는 m~들이 다수 생겨나고 GLVP'out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m~들은 기존의 상점과( GLVP'out 

는 다르~ 카운터 공o과 제조 공o이 적극적으로 y물의 전면부로 이동

하고 내부에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 

변화는 해당 구o의 공원 내에서 벽벤치에 앉아 음식을 섭취하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선행 연구에( 

서의 제안과 u이 고정적인 기능을 m지지 않고 x리의 문화를 수용하는 

선형공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1-)

이와 u은 공원의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y축물의 변화m 경계부의 

벽벤치 방향성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선형공원에 있어서 경계부

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73)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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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부 구성 곡선형의 보행로 미완결적 디자인 .(.(. ( , )

대흥 구o이 조성된 이후 지적된 문제점을 v선하기 위해 수립된 전체  

구o의 디자인 m이드라인에서는 공원의 보행로를 곡선형으로 조성하여 

단조로운 경험을 다채롭~ 만들고 보행로를 요철이 있는 재질로 조성하

여 다양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또한 인( 

접 m로와 만나는 구o에 결절점 을 만들어 일상적 이용을 늘리고(BoOP)

자 하였다 이와 u은 계획이 m장 잘 반영된 곳 중 하나m 연남 구o이( 

다(

오른쪽 평면도를 보면 두 v의 보행로m 조성되어 있다 하나는 선형공 ( 

원과 평행하는 직선이며 다른 하나는 자 형태의 곡선을 이루고 있다F ( 

이 두 보행로 사이에 녹지공o을 조성하였으며 두 보행로m 접하는 구o

에서는 자연스럽~ 작은 노드m 형성되고 있다 이와 u이 형성된 노드( 

m 인접 도로와 직접 연결되면서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높여 주변 지역의 

저층부 용도m 변화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남 구o의 경우에는 선형공원을 m로지르는 수직 방향의 보행로m 여 

러 v 조성되어 있다 이와 u은 수직 방향의 보행로는 주로 인접 도시( 

의 도로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존에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시 공o 사이에 자유롭~ 이동이 m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 

남 구o에서는 선형공원을 m로지르는 보행자들이 많으며 이러한 이용 

행태는 연남 구o에서의 활력을 더하는 요소m 되고 있다(

또한 두 보행로의 사이를 녹지로 조성하되 이 공o을 최대한 비우고 이 

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1.) 이와 u이 곡선형(  

의 보행로는 단순히 선형공원의 경관을 다양하~ 만들뿐만 아니라 선형

공원의 공o 구성을 다양하~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74) 경의선 숲길공원의 조성계획을 담당한 동심원 조경에서는 이를 미완결적 디자인 이 ‘ ’
라고 부르며 비워진 공원을 주민들의 참여로 채우고자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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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단면도를 보면 구o별로 수목의 위치m 다양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에서는 곡선형의 보행로의 양 옆에 두 v 오픈스페( +-/

이스m 조성되고 있으며 그림 은 공원 우측에 하나의 큰 녹지m 조+-0

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u은 오픈스페이스는 앞서 경계부( 

에서 분석하였듯이 오픈스페이스에 조성된 수목 보행로와의 경계에 조, 

성된 벽벤치 등이 이용자에~ 심리적 안정q과 위요q을 제공하며 다양

한 이용 행태를 수용할 수 있다(

이와 u은 오픈 스페이스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m 

진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기능을 m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부 도( 

시의 용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용이 m장 활발하( 

~ 일어나는 연남 구o은 외부에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이용자 

또한 꾸준히 증m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 y축물의 저층부의 용도m ( 

점차 바뀌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상업화m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이용행태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다 공원이 v장한 이후 기존에 ( 

매장 내부에서 치킨 등을 팔던 옥상달빛 에서 치킨을 포장하여 공원의 ‘ ’
잔디밭에 앉아 여m를 즐기는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 되었으며 또한 

수입 맥주 등을 파는 m~는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외부와의 관계를 적극

적으로 맺고자 하였다(

이후 이러한 공원에서의 여m를 즐기는 이용 행태m 점차 증m함에 따 

라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쥬씨 m 들어서~ 되었으며 의 형‘ ’ GLVP'Cut

태로만 음식을 판매하는 m~들이 들어서~ 되었다 특히 앞서 소v하였( 

듯이 공원 이용에 최적화된 형태로 음료의 컵과 스테이크를 담는 용기m 

결합되어 등장하였다 이러한 저층부의 변화는 공원의 일상적 이용뿐만 ( 

아니라 여m적 이용에 있어서도 큰 폭으로 증m하~ 만들어 주었는데 연

남 구o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변화는 공원의 조성이 외부 공o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외부 공

o의 변화m 다시 공원의 이용 행태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작용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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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u은 용도 변화m 나타나는 구o의 단면도를 살펴보면 오른쪽과 

u다 단면을 통해 발견된 공통점은 세 구o 모두 공원의 한쪽 물리적 ( 

경계m 공원 내부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의 경우에는 공원 좌( +-2

측이 두 보행로m 만나 노드를 형성하는 구o이다 그림 와 은 ( +-3 +.0

공원 우측 경계에 보행로와 인접도로m 만나 노드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목이 공원 내부에 조성되어 있다 또한 n 구o의 노드는 ( 

보행자의 출입을 위해 공원 변에 주차m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n 구o( 

에서 보행자의 출입이 자유롭~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에 의해 

시야m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와 u이 공원의 물리적 경계부 조성에 따라 인접 도로와 공원 경계부  

보행로 혹은 쌈지공o 등이 밀접한 관계를 맺~ 된다 이 경우에 인접 ( 

도로와 공원 경계부 공o이 마치 하나의 m로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이( 

를 경계부의 m로화 현상 이라고 볼 수 있다‘ ’ (

0 _
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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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덕 구o에서 구o의 양 끝에서 선형을 s조하여 공원 내부m 구 

성되었듯이 연남 구o 또한 양 끝에서 선형을 s조하고자 하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그림 는 nn 연남 구o 초입부 홍대입구역 번 ( +.-, +./ ( -

출구 의 평면 및 단면이다 우선 평면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공원과 평) ( 

행하는 선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다 선적인 요소들이 과x의 철로를 연( 

상시키는 nn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것을 그림 의 단면을 통해 알 +./

수 있다 특히 이 구o은 실제 선형공원과 평행하는 직선형 보행로뿐만 ( 

아니라 곡선형 보행로에서도 보행로의 진행 방향과 무관하~ 선적인 요

소들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이는 공덕 구o과 u이 선형공원의 초( +.+)( 

입부에서 공원의 상징성을 s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에서 볼 수 ( +./

있듯이 중앙에 조성된 수목 또한 공원의 초입부를 상징하기 위해 연남 

구o의 다른 곳에 비해 수목의 밀도m 높~ 조성되어 있다( 

그림 은 연남 구o에서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구o의 평면 및  +.., +.0

단면이다 이 구o에서도 마찬m지로 선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며 초입부( 

와 마찬m지로 상대적으로 수목의 배치m 밀도 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단면에서 볼 수 있듯이 철로를 연상시키는 녹슨 철을 보( 

행로의 재료와 재료 사이에 배치하였으며 나무 재질을 보행로에 사용하

는 등 상징적인 계획 요소m 나타나고 있다 그림 ( +.,)(

0 s
 

0 N
 



- 120 -

0 s

 

0 N

0 s

0 N



- 121 -

연남 구o의 높은 연계성과 접근성은 단순히 여m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또한 증m하는 계기m 되었다 예를 들어 방송국의 길( UtMN 

x리 s연을 소재로 하는 말하는대로 라는 프로그램 첫 촬영지를 경의“ ”
선 숲길공원의 연남 구o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구o에서는 이용자들이 (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m 즉흥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u은 이용 행태와 방문자의 수m 증m함에 따라 공원 내에 

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와 음주 등으로 인한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u은 문제에 대해 경의선 숲길지기 라는 시민 단체에서 자발( ‘ ’
적으로 회의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공원 문화를 v선하고자 하는 움직, 

임들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경의선 숲길공원의 인( 

근 x주자m 아닌 이들의 사회적 참여도 증m하~ 되었다 이러한 사례( 

들을 통해 선형공원에서 체험적 일상공o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 ’
계층 사이에 커뮤니티m 형성되는 사회적 활동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N i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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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본 장에서는 장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지인 경의선 숲길 -

공원을 분석하였다 경의선 숲길공원 중 대흥 및 공덕 신촌 연남 구o( , , 

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u은 연구 대상 선정은 대상지 내 서( 

로 다른 도시적 맥락과 조성 방식이 선형공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nn 구o의 내용을 v요 인접 도( , 

시적 맥락 경계부의 조성 방식 공원 내부 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 

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u다( (

도시적 맥락 .(/(+ 

우선 도시적 맥락은 도시 조직의 형태와 용도 인접도로의 현황 지형적  , , 

조y 등으로 세분화된다 해당 요소들은 선형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해당 ( 

공원을 방문할 수 있는 잠재적 이용자들에 영향을 미친다 인접 도시 조( 

직이 대형 필지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인접 도시의 보행자m 공원에 접, 

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 보행자의 밀도m 줄어든다 또한 공원에 (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y너야 하는지 즉 보차혼용 보차분리 도로에 , )

따라 일상적 보행자들의 밀도m 영향을 받기도 한다 공덕 및 대흥 구o( 

은 인접 도시의 대형 오피스 아파트 단지 등에 영향을 받아 일상적 보, 

행자의 밀도m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촌 구o에서는 지형적 조y에 따른 영향을 볼 수 있다 책x리 부스 ( 

m 조성된 구o에서는 공원의 경계부에 지형 차이로 인한 옹벽이 조성되

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m지로 일상적 보행자들이 유입되는 

경우m 드물었다 토지 용도는 이와 u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m ( 

되기도 하는데 공덕 구o은 인근의 직장인과 아파트 x주자들로 인해 비

교적 일정하~ 공원 이용자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토지 용도는 o접적( 

인 요인으로 그 자체로 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한계m 있다 신( 

촌 구o 또한 인접 지역이 주x 밀집지역임에도 공원 조성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며 이용자의 밀도m 매우 떨어지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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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의 조성 방식  .(/(, 

선형공원의의 경계부는 그 형태 볼륨 투과성 조성 위치 등에 따라 공 , , , 

원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계부의 특성은 크~ 시n적 투명성( 

과 물리적 투과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u은 특성은 경계부의 많은 (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 요소로는 경계부의 두께 및 ( 

형태 면 선 수목의 종류 볼륨 투명성 출입구의 분포 등이 있다 이와 ( ) ), ( , ), ( 

u이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연구 대상지에서 다양

한 형태의 경계부m 나타나고 있다 우선 크~ 면적인 형태와 선적인 형( 

태의 경계부로 분류할 수 있다 면적인 형태로는 차 시범 사업으로 조( +

성된 대흥 구o과 신촌 책x리 구o이 있으며 공덕 구o과 연남 구o은 

선적인 형태의 경계부m 조성되어 있다(

면적인 형태의 경계부 (+)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선형공원은 그 특성상 좁은 폭으로 인해 경계부  -

또한 압축적으로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흥 구o의 경우 시범 ( 

사업으로 조성되어 그 구성이 보행로와 완충녹지로 이루어져 있다 신촌 ( 

구o의 경우에는 홍대입구역 복합역사v발으로 인해 조성된 공공기여시

설인 책x리 부스m 면적인 경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구o( 

은 경계부에서의 시n적 투명성이 떨어져 공원 내 외부의 시n적 교류m g

x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출 퇴근 통학 등을 하( g , 

는 일상적 보행자들이 공원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q소하며 자

연스레 공원 내 활성화도m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 

흥 신촌 구o 내에서의 이용 행태는 산책 운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 , 

우m 대다수이며 인접 도시 조직의 변화 또한 x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대흥 신촌 구o 사이에서도 물리적 투과성은 차이를 보인다 대흥 구o , ( 

의 경우 공원과 인접 도시 조직이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면적인 , 

완충녹지를 조성하였음에도 신촌 구o에 비해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우수

하다 또한 측면의 출입구m 도시 조직과 연계하여 인접 도로와 공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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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지점에 노드를 형성하고 정자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 ( 

해 대흥 구o에서는 일정한 수의 일상적 보행자들이 선형공원을 이동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꾸준히 공원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 

신촌 구o은 인접 도시와의 지형적 차이로 인해 한쪽 경계부는 옹벽이 

조성되어 있다 반대쪽 경계에는 주차 구o과 책x리 부스m 조성되어 ( 

있어 보행자m 공원을 출입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신촌 ( 

구o에서는 주말의 낮 시o대를 제외하면 방문자들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u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x리 부스에서 매주 정기적인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이용도m 떨어지는 상황이다(

선적인 형태의 경계부 (,) 

공덕 연남 구o은 선적인 형태의 경계부를 m지고 있다 두 구o 모두  , ( 

외부와의 경계에 낮은 높이의 지피식물과 수목을 선적으로 조성하였으며 

벤치를 조성하여 공원 이용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 

해당 구o에서는 공원 내 외부 사이에 시n적인 교류m m능하다 이는 g ( 

인접도로의 보행자들이 공원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공원 

이용자들이 인접 y축물에 조성된 상m에 방문하는 등의 행위m 유발되

기도 한다 이로 인해 연남 구o과 공덕 구o에서는 공원 조성 이후 인( 

접 y축물의 저층부m 상업화되x나 입면 y축물 전면 공지 등에서 변, 

화m 발생하고 있다 이와 u은 변화는 nn 유사한 도시적 맥락에 위치( 

한 대흥 신촌 구o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선형공원의 경, ( 

계m 선적으로 조성되어 시n적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에 인접 도시와의 

적극적인 연계m 일어난다(

선형공원에서 경계부의 투명성이 충족될 경우 물리적 투과성과 접근성 , 

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원의 활성화에 o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덕 ( 

구o의 경우 공원 측면의 출입구 v수m 적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 

어진다 앞서 대흥 신촌 구o과 마찬m지로 측면의 접근성이 떨어질 경( , 

우 공원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까운 x리를 이, 

동하는 보행자의 경우에 공원 내부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m 적어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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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공원은 그 자체로 이동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와 u이 짧은 ( 

x리를 이동하는 보행자들의 출입 또한 공원의 활기를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m 된다 연남 구o에서 이러한 모습이 빈번히 관찰된다 연남 구o( ( 

의 경우 인접 도시 조직이 소필지로 이루어져 있어 공원과 인접도로m , 

교차하는 부분이 많으며 해당 구o에서 노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노( 

드의 사이에 공원을 m로지르는 짧은 보행로m 다수 조성되어 있어 보행

자m 공원을 자유롭~ 이동할 수 있으며 인접도로의 보행자m 선형공원

을 y널목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한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u은 행위들( 

은 연남 구o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덕 연남 구o의 선적인 경계m m지는 의미는 선적인 완충녹지m 조, 

성되어 시n적 교류m m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계부에 벤치를 설치

하여 공원 이용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o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기( 

존에 도시에서의 경계 모서리m 두 지역을 단절시키며 도시를 황폐화시, 

키는 것과 다르~ 경의선 숲길공원 경계부에 조성된 벤치는 경계부에 사

람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인접도로의 보행자들 또한 공원 ( 

내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등 공원 이용자m 증m하~ 된다 연남 구, ( 

o에서 분석하였듯이 벤치의 방향성에 따라 인접 도시의 변화 또한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경계부의 조성은 매우 세심하~ 이루어져야 한다( 

공덕 구o과 연남 구o에서 경계부 벤치 공o의 조성 방식은 서로 다르 

다 공덕 구o의 경우 경계부 벤치 보행로 선형의 완충녹지 로 이루어( , ‘ ' ' ’
져있는 반면 연남 구o은 경계부 벽벤치 사·석 포장 보행로 콘크리트 , ‘ ' '

포장 보행로 로 이루어져 있다 공덕 구o에서는 선형의 완충녹지로 인해 ’ ( 

벤치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벤치의 이용도m 높지 않은 모습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남 구o은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대신 벽벤치 ( 

앞에 조성된 보행로의 재질로 사·석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벽벤치 ( 

앞의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여 보행로의 이용 빈도를 저하시

켰다 이로 인해 경계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경계부m 하나의 공( 

o을 이루~ 되었으며 이를 두꺼운 선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연남 구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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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경계부 벤치 이용도m 상당히 높으며 이는 공원 전체의 활력을 

만들어 주는 요소m 된다( 

경계부 형성 위치

공원의 내 외부 경계· 공원 내부

경

계

부

의 

형

태

선적인 

형태의 

낮은 

경계

선적인 

형태의 

높은 

경계

두꺼운 

모서리 

형태

/ /8 s i

칼 쿨만 은 선형공원의 경계m 비록 도면상에서 하나의 실선으로  (,0+,) “
그려진다고 할지라도 펜스 난o 등 실제 공원의 경계부는 두께를 m지, 

고 있으며 이는 공원에 큰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하고 있다” (1/) 본 연구에 

서 또한 경계부의 물리적 요소m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5) Karl Kullmann (2012),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frastructur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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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공원의 내부 구성 .(/(- 

본 연구 대상인 경의선 숲길공원의 경우 보행로를 제외한 공o을 비워   ,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이를 공원 이용자들의 활동으로 채우고자 하였

다 그러나 연구 대상지 중 대흥 신촌 구o의 경우 보행로를 제외한 공( , 

o이 대부분 사용이 불m능하였으며 공덕 연남 구o만이 보행로와 오픈, 

스페이스로 내부m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흥 구o의 경우 경의선 공원화의 차 사업 구o으로 시범 사업의 성 , +

격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u이 경계부에 면적인 완충녹지m 

조성되었다 그리고 두 v의 아스팔트 보행로m 조성되었으며 그 사이공( 

o 또한 완충녹지로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 

공o은 아스팔트 보행로m x의 전부이며 일부 인접 도로와 교차하는 곳

에 작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 , ( 

인해 대흥 구o은 정적인 여m적 이용 행태m x의 나타나지 않~ 되었

으며 이동 혹은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적인 이용 행태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스팔트로 조성된 직선 형태의 보행로로 인해 자전xm (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보행자들에~ 위협이 되는 문제점을 m지고 

있다( 

신촌의 경우에는 보행로를 제외한 오픈스페이스에 책x리 부스를 조성 

하고 그 사이에 지피식물 수목 등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 ( 

공원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o이 줄어들~ 되었으며 

대흥 구o과 마찬m지로 동적인 이용 행태m 주를 이루~ 되었다 그러( 

나 대흥 구o과는 다르~ 보행로m 곡선의 형태를 m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xm 빠르~ 이동하는 것은 x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흥 구o이 주

로 운동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신촌 구o에서는 인접 도시 조직으로 인해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비교적 산책과 u은 여m적 이용 행태m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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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공덕 연남 구o의 경우에는 공원 내부m 보행로와 그 외 오픈 ,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잔디밭에서 반려동물과의 산책 운( , 

동 돗자리를 깔고 소풍을 즐기는 등 다양한 여m적 행위m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공덕 구o과 연남 구o의 오픈스페이스 잔디 이용 빈도를 비( ( ) 

교하면 연남 구o의 이용 빈도m 상당히 높다 외부 방문자의 행위를 제( 

외한 인근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연남 구o이 이용 빈도m 높~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는 오픈스페이스의 위요q이 m장 큰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

공덕 구o의 경우 보행로와 오픈스페이스m 별도의 경계 없이 조성되 , 

어 있다 그러나 연남 구o의 경우에는 벽벤치 수목 지피식물 담장 등( , , , 

으로 보행로와의 물리적 경계를 만들고 있다 이와 u은 경계는 앞서 분( 

석하였듯이 타인과의 시n적 교류는 m능하지만 물리적인 접근은 제한하

면서 오픈스페이스 이용자들에~ 심리적 안정q과 위요q을 제공하는 요

소이다 이로 인해 연남 구o에서는 인근 주민들 또한 잔디밭에서 돗자( 

리를 펴고 여m를 즐기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공덕 구o의 경우에는 ( 

이와 u이 공o을 점유하는 정적인 이용 행태는 x의 나타나지 않으며 

일부 동적인 이용 행태와 경계부의 벤치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

다(

연남 구o의 보행로는 자 형태의 곡선형과 직선형 보행로이며 두 보행 F

로 사이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남 구o의 공원 ( 

내부는 다양한 공o 구성을 t~ 된다 두 v의 보행로m 공원의 양 끝( 

에 조성되어 내부에서 하나의 커다란 오픈스페이스를 만들기도 하며 일

부 구o에서는 물리적 경계인 벽벤치m 공원 안쪽에 형성되어 공원 내 

보행로m 인접 m로와 하나의 공o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

다 또한 일부 구o에서는 양측 경계부 외에 공원 내부에 수목이 조성되( 

어 공원의 중심에 경계로 둘러싸인 위요q 있는 오픈 스페이스와 외부와 

접하는 두 v의 공o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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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공원 계획의 중요성 .(/(. 

살펴본 바와 u이 선형공원은 기존의 면적인 형태의 도시공원과 다르~  

인접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좁고 긴 선적인 형태로 인( 

해 공원이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철도 고m도로 등과 u이 도시 , 

공o을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된다 따라서 선형공원을 조( 

성함에 있어서는 그 세부적인 요소에 있어서 매우 세심하~ 계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공원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접 도시적 맥락 경계부 , , 

보행로 오픈스페이스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u은 분류는 기존에 , ( 

선행 연구에서 선형공원의 공o 구성을 완충녹지와 보행로로 분류한 것

과 다르~ 공원 내 오픈스페이스에 주목한 것이다 최근 등장하는 사례( 

들에서 선형공원이 단순히 통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m적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체험적 일상‘
공o 으로서 잠재력을 m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분석 결과 선형공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인접 도시적 맥락은 공 , 

원의 잠재적 이용자와 이용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한 공원 조성( 

에 따라 인접 y축물의 용도 입면 방향성 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 , 

공원 조성 시에 인접 도시적 맥락에 맞~ 공원의 목적을 결정해야 할 것

이다( 

두 번째로 선형공원의 경계부 조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원의 이용 밀도는 경계부의 투명성에 m( 

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공원 내 외부의 시n적 교류를 m능하~ 하여 ( g

보행자의 유입 요인이 되며 공원 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남 구o과 공덕 구o에서는 평일 저녁과 u이 상대적으로 공원

의 이용도m 떨어지는 시o에도 공원이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 

시n적 투명성으로 인해 인접 y축물의 상m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

접 도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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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의 물리적 투과성은 공원 이용자의 보행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 

경계부에서 투과성이 높아 보행자m 자유롭~ 공원을 출입할 수 있을 경

우 출 퇴근 통학 등의 일상적 보행자들이 공원 내로 유입되어 공원을 , g , 

통로로서 이용한다 측면에서의 출입구m 양측의 도로와 연계될 경우 보( , 

행자들의 y널목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질 경( 

우에 인접도로의 보행자들이 공원 내로 유입되어 공원 내 일상적 이용행

태m 발생하는 일이 드물~ 나타나며 여전히 공원은 양측을 m로막는 장

벽으로서 존재한다 도시의 m로와 마찬m지로 선형공원에서 일상적 보( 

행자의 존재는 공원 내 끊임없이 활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m적 목적의 

이용자들이 쉽~ 공원을 이용할 수 있~ 만들어 준다 따라서 선형공원( 

이 도시 공o을 단절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측면에서의 

접근성 즉 경계부의 투과성이 중요하~ 작용한다, ( 

마지막으로 선형공원의 내부 공o은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시설물로 구 , , 

성된다 좁은 폭을 m진 선형공원의 경우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그 외의 ( 

공o은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m 다수이다 이는 선형공원이 기존에 철도( , 

고m도로 등 교통 인프라 시설을 재활용하여 조성되는 경우m 대다수이

며 이러한 공o은 좁은 폭을 m지고 있어 주민 편의시설 등을 공원 내에 

조성하기에 한계를 m지기 때문이다10) 이와 u이 조성된 오픈스페이스( 

는 수목 지피식물 파빌리온 부스 정자 등 을 조성하x나 잔디 등을 조, , ( , )

성하여 비워두는 두 m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대( , 

흥 신촌 구o과 u이 공원 내부에서 여m적 이용 행태m 나타나기 힘들, 

며 주로 조깅 자전x 타기 등의 선적이고 동적인 이용 행태m 나타난다, ( 

반면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할 경우에 반려동물과의 산책 배드민턴 돗자, , 

리 등 오픈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정적인 이용 행태m 나타나고 있다 이( 

와 u은 행위는 공원 내 활력을 높여 주는 이용 행태이기 때문에 자연스

레 산책 등을 즐기는 이용자들도 증m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6) 기존의 철도를 지하화 할 경우 하중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며 법규상 도시 인프라  , 

시설에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해당 부지의 소유와 . 
운영 주체 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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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u이 선형공원이 활성화될 경우 공원 내 부족한 편의 시설이 인 , 

접 y축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연남 구o에서는 다세대( , 

다m구 y축물의 저층부 용도 변화m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촌 대흥 구( , 

o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공원과 인접 y축물의 필지m 직접적으로 접할 

경우 기존에 y축물의 후면이 y축물의 전면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나, 

타난다 또한 소필지의 연남 구o에 비해 그 속도는 느리지만 대필지의 ( 

공덕 구o에서도 카페 식당으로의 업종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오피스 , ( 

y물 등 대필지에서는 공지에 주차장 대신 데크와 벤치를 조성하여 직장

인들에~ 휴~ 공o을 제공하고 있으며 층 로비의 역할이 새롭~ 바뀌+

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u은 인접 도시의 변화는 경계부의 성격과 ( 

내부의 공o 구성에 따라 공원이 활성화될 경우 더욱 빠르~ 진행된다(

이와 u이 선형공원은 인접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상적 

인 공공장소로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있어서 매우 세심하

~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 선형공원이 조성될 때 그 목적( 

에 적합한 조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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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g5. 

결론 5.1 

결론 /(+ 

본 연구는 선형공원의 잠재력으로서 체험적 일상공o 과 단절된 커뮤 ‘ ’ ‘
니티의 회복 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력에 영향을 ’ ( 

미치는 선형공원의 특성으로는 전자의 경우 도시와의 근접성 접근성이 , , 

있으며 후자는 기존에 유휴부지의 입지m m장 중요한 요소이다( 

선형공원이 t는 도시공원과의 m장 큰 차이점은 도시공원이 여m적 활 

동을 위해 방문하는 목적지 라면 선형공원은 그 형태적 특(DWLNP to Go)

징과 기존에 교통 인프라 시설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일상

적 통로로서 이용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의 x

의 모든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공원이 도시 내에서 (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며 미시적으로는 지역 o의 통합보다는 단절을 유

도하는 반면 선형공원은 기존의 도시 인프라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시 , 

조직 o에 새롭~ 커뮤니티m 조성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공o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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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공원의 다양한 유형 중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도심 선형공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

소를 분류하였다 기존에 선형공원이 통로로서의 v념으로 이해될 때 분( 

류되었던 완충공o 보행공o 연접공o 과 더불어 경계부 오픈스‘ ’, ‘ ’, ‘ ’ ‘ ’, ‘
페이스 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분류하였다 장을 통해 이러한 요소m 선’ ( -

형공원의 특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장( . -

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년부터 년까지 세 단계의 조성 사업,0+, ,0+0

을 통해 완공된 용산에서 m좌역까지 총 길이 의 경의선 숲길공원0(- ‘ ’j

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와의 관계는 기존의 유휴부지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  ,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형공원의 잠재적 이용자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원 조성시 그 목적에 따라 주변부 도( 

시 조직과 m로 체계에 주의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사례 대상인 경의선 숲길공원의 계획 요소 중 m장 중요한 것은 경계부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변 도시적 맥락과 다르~ 계획을 통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접근성 투과성 인접 도시와의 관계 등에 , ,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형공원의 경계부는 도시공원의 면적인 경계( 

부 형태와 다르~ 압축적으로 선적인 형태를 m지며 경계부의 시n적 투

명성 물리적 투과성 등이 공원의 접근성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 

공원 조성에 있어서 m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나타나는 선적인 형태의 경계부는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완충녹지와 차이를 보인다 경계부의 형( 

태m 압축적인 선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계부에 벤치를 조성하여 공

원 이용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o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피식물 수목( , 

과 연계되어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면서 시n적 교류는 m능하도록 하여 

경계부에서의 활력을 만들어 내는 요소m 되었다 이와 u은 경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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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선 이라고 볼 수 있다 연남 구o에서는 이와 u은 경계부m 도‘ ’ ( 

시와의 경계면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공원 내부에서도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o 구성이 m능하다 특히 물리( 

적 경계m 공원 내부에 형성될 경우 외부와 연접하는 공o은 인접하는 , 

m로 및 도시 공o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선( 

형공원의 m로화 현상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계‘ ’ ( 

부를 공원 내부에 조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이용

자에 맞~ 경계부를 조성해야 한다 장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경계부의 ( -

물리적 시n적 특성은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며 다양한 활동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공원 내 보행로와 오픈스페이스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선형 ( 

공원은 그 좁은 폭으로 인해 경계부의 완충녹지m 압축적으로 조성되며 

보행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o은 시설물이 설치되x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되었다 분석 결과 y축물 파빌리( , , 

온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 내부에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용 행태

m 나타나기에 한계를 m지~ 된다 파빌리온 등을 설치하여 선형공원이 ( 

그 자체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을 경우에는 제한적인 폭으로 

인해 기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o이 부족하~ 되어 결국 단일 기능

의 선형공원이 될 m능성이 높~ 나타난다 따라서 선형공원은 내부에 (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u은 경우에 인접 도시와 직접 연계되기도 하며 저층( 

부의 용도 입면 등에 변화를 유발한다, (

보행로의 경우에는 인접 m로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수록 일상적 이용 

이 촉진되었으며 이는 인접 y축물과 함께 q시하는 눈 이 되어 자연스‘ ’
럽~ 여m적 이용과 사회적 이용의 증m로 이어지~ 되었다 보행로의 ( 

선형은 이용자의 공원 이용 경험과 주변과의 연계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보행로의 재질과 계획 의도에 따라 보행 이외에 다른 이동 수단인 자전

x 유모차 등의 이용이 제한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자전x의 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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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할 경우 자전x의 빠른 속도로 인해 보행자의 활동이 제한을 받는 , 

요소m 되었다( 

선형공원의 물리적 요소에 대해 분석을 종합하자면 외부와의 관계는 기 

존에 유휴부지의 성격이 m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원의 계획적 

요소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계부의 경우에는 계획에 ( , 

따라 경계부의 시n적 투명성 물리적 투과성에 영향을 크~ 미치기 때, 

문에 m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공원 내 보행로와 오픈 스페이( 

스는 일종의 여집합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행로의 형태m 

오픈스페이스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행로의 형태는 외부 m로( 

와 결절점을 형성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행로의 재질에 따라 

공원 내의 이동속도와 이용 행태m 달라진다 공원 내부에서 보행로를 ( 

제외한 공o은 공원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선형공원은 

좁은 폭으로 인해 시설물의 설치m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원 내의 ( 

계획을 최소화하여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하는 것이 외부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공원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최근 산업 도시에서 탈산업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 

는 선형의 유휴부지에 조성되는 선형공원의 물리적 특성과 디자인 요소

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광주 푸른길 공원 경의선 숲길공원 서( , , 

울로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경춘선 공원화 계획 등으로 인해 선10+1, 

형공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는 ( 

선형공원의 이용 행태 선형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변부 변화 선형공원의 , , 

특성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선형공원의 특성 중에서도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 

로도 이러한 선형의 유휴부지는 꾸준히 등장할 것이며 계속하여 공원화

m 추진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 조성되는 선형공원의 계획에 있( 

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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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P purposP of tSTs stuOd Ts to LYLWdeP tSP pSdsTNLW NSLrLNtPrTstTNs 

of WTYPLr pLrV bSTNS RPts LttPYtToY rPNPYtWd Ls L YPb form of pLrV 

LYO opPY spLNP( IY NTtTPs, FPouW for PcLmpWP, bSTNS LWrPLOd SLaP 

MPPY OPaPWopPO, Tt Ts RPttTYR SLrOPr to mLVP puMWTN spLNPs suNS Ls 

squLrPs LYO pLrVs( Fo mLYd NTtTPs LrP trdTYR to fTYO pWLNPs to mLVP 

puMWTN opPY spLNPs( :rom tSTs poTYt, WTYPLr opPY spLNPs suNS Ls 

rLTWroLO, oaPrpLss, rTaPrsTOP NomP TYto tSP spotWTRSt( GSPrP LrP tbo 

mLTY forms of WTYPLr rPsourNPs4 NWosPO trLffTN TYfrLstruNturP suNS Ls L 

STRSbLd, rLTWroLO, oaPrpLss LYO TOWP WLYO suNS Ls rTaPrsTOP LYO 

MuffPr RrPPY( 

GrLffTN TYfrLstruNturP mLVPs sPaPrLYNP of rPRToYs Md pPYPtrLtTYR NTtTPs 

to moaP rPsourNPs PffTNTPYtWd LYO WoNLW rPsTOPYts LrP suffPrTYR YoTsP 



- 142 -

LYO PYaTroYmPYtLW TssuPs( IY tSTs rPRLrO, pWLY to mLVP pLrt SLs 

mPLYTYR tSLt Tt NLY rPsoWaP tSP proMWPm of sPaPrLYNP of rPRToYs LYO 

LffPNt WoNLW rPsTOPYts' quLWTtd of WTfP OTrPNtWd( JTtS tSP suNNPss of BPb 

KorV HTRSWTYP pLrV, TY WTYPLr sTtP, mLVTYR L pLrV Ts morP prPfPrPO 

MPNLusP of tSP NSLrLNtPrTstTN of YLrrob LYO WoYR form of tSP sTtP(

 FTYNP Tts form Ts YLrrob LYO WoYR, LTYPLr spLNPs bSTNS bPrP 

NoYstruNtPO for trLYsportLtToY TYfrLstruNturP NSLYRPO to pLrV bSTNS 

Ts NLWWPO “LTYPLr DLrV”( HrMLY pLrVs LrP “DWLNP to Go”, Mut WTYPLr 

pLrV Ts bSPrP pPopWP NLY bLWV tSrouRS( DPopWP LrP usTYR WTYPLr pLrV 

Ls L bLd to Ro sNSooW, borV( 5Wso, WTYPLr pLrV NLY MP tSP pWLNP to 

Ro pTNYTN( GSPsP usP pLttPrYs RPt toRPtSPr LYO mLVP YPb VTYO of 

PcpPrTPYNP TY WTYPLr pLrV( 5NNPssTMTWTtd, trLYspLrPYNd, NoYYPNtTaTtd to 

urMLY fLMrTN LrP pSdsTNLW NSLrLNtPrTstTNs tSLt LffPNt usP pLttPrYs of 

WTYPLr pLrV(

 6d tSP NLsP stuOd of GdPoYRuT WTYP forPst pLrV, PORP OPsTRY of 

WTYPLr pLrV LffPNts tSP pSdsTNLW NSLrLNtPrTstTN of WTYPLr pLrV( 

GrLYspLrPYNd LYO LNNPssTMTWTtd of PORP of WTYPLr pLrV Ts tSP most 

TmportLYt OPsTRY TY GdPoYRuT WTYP forPst pLrV(

 FTYNP mLYd NTtTPs LrP NSLYRTYR to post'TYOustrTLW NTtTPs, tSPrP bTWW 

MP morP WTYPLr opPY spLNPs( GSP stuOd oY pSdsTNLW NSLrLNtPrTstTN of 

WTYPLr pLrV bTWW SPWp to mLVP WTYPLr pLrVs MPttPr pWL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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