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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걷기와 도시설계

도시설계는 도시 속에서 걷기의 가치를 실 하려고 노력해 왔다. 도시설계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걷기 열풍은 희망 인 일이지만 동시에 도 인 상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걷기 좋

은 일상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도시설계의 지속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탈도시 , 탈

일상  걷기에 열 하기 때문이다. 이 은 올 길로 상징되는 최근의 걷기 열풍의 도시설계  

함의를 생각해보고, 보다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한 과제를 서울을 심으로 확인해 본다. 

이 에서 도시설계라는 용어는 도시계획을 포함하는 물리  도시환경 조성에 련된 분야를 포

으로 의미하기로 한다.

1. 역사  배경

역사 으로 도시설계는 걷기와 함께 해왔다. 19세기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시가 확산하기 이

 * 이 은 서울 학교 환경계획연구소 30주년 기념 ‘걷기의 재발견’ 심포지엄(2010. 12. 9)에서의 발표내용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제에 한 논의 속에서 서울 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기 연구활동은 서울

의 걷기환경에 한 요성의 인식  개선노력과 련되어 있음도 아울러 살핀다. 
** 서울 학교 환경 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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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일부 제국의 수도와 도시를 제외하고 도시는 걸을 수 있는 크기 다. 오늘처럼 걷기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 없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걷기를 제로 계획되고 설계되었다. 서구의 고  

 세도시들은 가로, 골목, 장, 성곽으로 구성된 걸을 수 있는 크기 다. 특히 11세기 이후 

유럽의 세도시는 마차의 이용과 기반시설의 매설에 따라 가로가 도시 리의 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가로를 심으로 한 상세한 규제에 따라 기능  목 에 충실하면서도 장인  섬세함

과 수공  아름다움으로 조화롭게 조성되었다(Jackson, 1980).1) 조선시 의 서울 역시 19세기 

말 차를 부설하고 성곽을 허물기 까지 성곽 안 3km 내외의 보행거리 내에 시가지를 두고 있

었다. 차이 이 있다면 서구 도시의 경우 11세기 이후 마차의 보편  이용으로 길이 석재로 포

장된 데 비해, 서울의 경우는 사람의 걷기가 주여서 포장이 되지 않았다는 일 것이다.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서 걷기의 제가 붕괴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반에 걸쳐 서로 연계되어 

나타난 두 가지의 명  변화 때문이다. 하나는 도시확산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의 등장이다. 

20세기 자동차의 출 과 더불어 도시구성의 패러다임이 바 었으며, 도시의 가로는 자동차의 공

간과 보행자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Wolfe, 1987). 도시는 인 교외화를 통해 걸을 수 없는 

규모로 확 되었으며, 이동을 동력수단에 의존하면서 가로는 더 이상 사람과 마차를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통행을 우선시하 다. 근 이 의 도시가 생과 안 의 측면에서 보행에 반

드시 합한 것은 아니었지만(솔닛, 2003), 근본 으로 도시가 걷기 힘든 환경으로 변화된 것은 

20세기 들어서 생긴 상이다. 

일제강 기 시구개정사업( 區改正事業)을 통해 본격 으로 도로개설을 시작한 서울은 해방

이후 경제성장기를 통해 교통소통의 기능에 을 맞추어 도로를 조성하여 왔다. 앙정부에서 

제정한 ‘도로구조령’(  국토해양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정)은 도로의 종류에 따

라 자동차의 ‘설계속도’를 정하고, 이러한 속도를 보장받으면서 안 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었다. 도로는 가능한 곧고 넓게, 그리고 입체 으로 조성하 다. 자동차의 

차선을 늘이기 해 보도를 이는 일도 많았고,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와 지하보도를 건설하

다. 자동차의 신속한 회 을 해 도로교차 을 넓게 벌렸고, 보도의 모서리는 과감히 잘라냈

다. 몸속의 핏 처럼 도시를 하나로 엮던 가로는 도시를 자르고 벌려놓는 분리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보행자, 자 거 이용자, 주변의 거주자, 상인 등과 같은  다른 도로사용자들의 욕구는 

외면되었다. 1980년 에 이르러 서울은 신체가 건장한 사람에게도 걷기 힘들고 불편한 도시가 

되었으며, 특히 노약자, 유모차를 가진 여성, 어린이, 신체장애인에게는 도시활동에 참여할 기회

 1) 가로와 장 같은 도시의 공공공간이 유럽의 도시에서 기부터 도시구성의 요소가 되었던 것은 아니

다. 장과 가로는 그리스의 고  도시나 로마도시에도 있었으나 이들 장과 가로는 종교와 정치 지

배층과 상류계 의 공간이었으며, 주로 아이디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다. 세도시의 장과 가

로는 도시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공공공간이라는 에서 고 도시와 로마도시의 그것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이러한 장과 가로를 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출 하게 되는 시기를 J.B. Jackson(1980)은 11
세기 무렵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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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을 정도로 비정한 도시가 되었다(정석, 1996; 김 , 1997; 이 훈, 1998).

2. 가로를 보는 새로운 시각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제도로서의 도시설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이 무렵이며 걷기와 무 하지 

않다. 도시설계제도의 효시로 알려진 1980년 제정된 건축법 제8조 2 ‘도심부내 건축물에 한 

특례’는 간선가로를 따라 연 해 있는 건축물의 건축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도시경 을 조성하

려는 목 이었다. 제도 자체는 건축  근을 표방했지만, 1983년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 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수행한 ｢잠실지구 도시설계｣는 보행자 심의 가로경 의 조성이라는 에

서 근하 다(서울특별시, 1983). 가로의 쾌 성, 장소성, 식별성, 이미지, 보행자 체험 등이 주

요한 도시설계 목표로 표방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해서는 법규에 규정된 민간부문의 건축규제 

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가로공간을 새롭게 조성해야 함을 제안하 다. ｢잠실지구 도시설계｣는 이

후 한국의 도시설계제도가 재의 지구단 계획제도로 발 하는 가운데 그 내용과 형식을 정하

는데 큰 향을 미쳤으며, 가로공간에 한 도시설계  심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도시는 선이다. 차선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내걸 정도로 차량소통 심의 도로 리가 정 을 

이루던 시기에 잠실지구 도시설계를 주도한 강홍빈(1985)은 ‘길은 도로가 아니다’라며 길의 인

간 ․장소  성격을 부각시켰다. ‘길을 막고 물어보라’는 우리말이 ‘도로를 막고 물어보라’로 

체될 수 없고,  서양시인 베를 느의 ‘거리에 비가 오듯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리네’라는 싯귀가 

‘도로에 비가 오듯 …’이라고 번역될 수 없음을 들어, 공학  소통공간인 도로와는 다른, 길의 

사회성과 공공성, 인문학  함의를 상기시켰다. ｢잠실지구 도시설계｣의 가로환경에 한 도시설

계  근은 이후 ｢테헤란로 도시설계｣(서울특별시, 1984) 등 서울의 주요 간선가로에 한 도

시설계를 통해 지속되었다. 

｢잠실지구 도시설계｣의 입안자를 포함한 당시의 도시설계가들이 가졌던 도시공간설계에 한 

인식은 이 무렵 서구에서 두된 가로환경에 한 포스트모더니즘  조류에 직간 으로 향

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서구에 있어 20세기 반부를 풍미한 모더니스트 도시설계 사조는 기계

문명의 도래를 찬하면서 극 인 도시의 개조와 자동차의 수용을 추구하 다(Barnett, 1987; 

Fishman, 1988).2)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이러한 변화에 따른 도시의 몰개성화와 장소성 상실, 

그리고 인간소외에 한 비 이 증하면서(Jacobs, 1961; Miller, 1986; Relph, 1987) 도시설계의 

심주제는 다시 사람이 되었고, 도시의 요한 공공 역인 가로를 주목한다. 많은 연구가 사람

들의 도로이용은 통행목 을 넘어 다양한 사회 ․문화  목 을 수반한다는 을 제시하 다

 2) 리의 옛 도시구조를 철거하고 직선의 고속도로와 한 오 스페이스를 갖는 고층 아 트를 짓자

고 제안한 건축가 코르비지에는 “인간은 목 을 갖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직선

으로 걷는다. 그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기로 작정한 다음 곧바로 그리로 간다. … 구부러진 길은 짐 

마차 끄는 노새의 길이고, 곧바른 길이 인간의 길이다”라고 하 다(강홍빈, 19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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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 1961; Whyte, 1980; Appleyard, 1981; Anderson, 1986; Gehl, 1987). 그러므로 보행자에게 

시각  기쁨을 주는 길, 안 하면서도 쾌 한 길,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길, 자동차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 사람들이 머무르고 사회  

이 활발한 길, 흥미로우면서도 배울 것이 있는 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길 ― 이러한 

길을 옹호하고 만들기 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Cullen, 1961; Jacobs, 1961; Appleyard, 1981; 

Rudofsky, 1982; Lynch, 1984; Francis, 1987; Moudon, 1987). 가로의 공공성, 사회성, 활력에 한 

서구 도시설계 분야의 심은 1980년  당시 한국의 건축, 조경, 도시설계,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가로환경에 한 인식에 향을 미쳤으며, 이후 상세계획과 지구단 계획으로 제도  변경을 겪

은 법  도시설계의 수행에도 향을 미쳤다.

3. 최근의 보행환경 개선 노력

그러나 도시설계지구는 특정한 가로나 지역에 한정되어 신축건물의 건축규제에 집 으로 

용되었기 때문에 가로환경의 개선효과는 가시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1980년 이후에도 도시

는 체 으로 교통소통을 한 도로조성의 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의 가로는 걷

기에 ‘불편’하고 ‘불안’하며 ‘불리’한 ‘보행 3불(步行 3不)’이라고 진단될 정도의 상태를 벗어나

지 못했다(서울특별시, 1997). 신념을 가진 도시설계가와 시의회 의원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보행권  보행환경개선을 한 기본조례’가 서울시 의회에서 제정된 것은 1997년의 일이다. 이 

조례는 보행환경개선을 한 시장의 책무를 의무화하고,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환

경을 지속 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보행환경개선을 목 으로 하는 한국 최 의 

지방자치단체조례 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1998년 첫 번째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

 사업을 제시했으며, 2005년 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보행환경개선을 한 서울

의 선도  조례제정은 이후 1999년 제주시, 2000년 부산시, 주시, 2001년 시, 수원시, 목포

시로 이어졌다. 이들 도시 모두 보행환경개선을 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행환경기본계

획 는 개선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5). 이들 도시의 보행환경기본계획

은 보행편의시설 확충, 교차로 횡단보도 확충, 교통 근성 향상, 차없는 거리, 안 한 통학

로, 보행약자 보행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1990년 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

’라는 시민단체의 출 을 보았으며,3) 가로, 장, 공개공지 등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요소

에 한 활발한 도시설계 연구가 수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보행환경에 한 사회  심은 보다 

확 되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2005년 제정된 ‘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에서도 보행환경의 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 다.

 3)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 (일명 도시연 )’는 걷기의 가치를 도시정책에 반 시키고자 했던 시민

단체로서 그 정신은 이 단체를 주도했던 고 강병기 선생의 유고집 ‘걷고싶은 도시라야 살고싶은 도시다

(2007)’에 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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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의 보행환경에 한 증하는 사회  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채택되

어 되어 2000년  들어서는 가로공간의 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다. 횡단보도의 설치, 육교와 

고가도로의 제거, 가로구조의 조정, 지하철역 에스컬 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설치, 걷고싶은 거

리만들기, 디자인거리 사업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명동, 정동, 인사동, 철동, 화양동, 창동 등 

차없는 보행지구도 확 되었다. 일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모두가 성공 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 찬, 2002),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의 가로는 10년 에 비해 개선된 보행환경을 갖추게 되었

다. 보행의 안 성을 나타내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6년 416명에서 2003년 297명으

로 감소하 다(서울특별시 1998, 2005).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올 길의 걷기 열풍은 도시설계가에 의구심을 불러일

으킨다. 보행환경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은 왜 도시 안에서 더 걷지 않고 밖으로 나가

서 걷는가 하는 이다. 1997~2002년 사이 서울시민의 체 통행에서 차지하는 보행, 자 거의 

비 은 17~20%로서 크게 늘지 않았다. 이러한 최근의 도시 밖 걷기 열풍의 도시설계  함의를 

찾아보기로 한다. 

II. 올 길 걷기 열풍의 함의

올 는 원래 제주도의 마을에 가가호호를 연결하는 돌담길이었다. 이 이름은 마을을 훨씬 벗

어나 제주도를 걸어서 돌아보는 탐방로(trail)의 랜드가 되었다. 올 길은 아름다운 화산섬 제

주도의 풍 과 지역문화, 자연과 생태, 기후와 토양 같은 장소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서명숙, 2008: 146).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길은 훼손을 우려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으며, 북한산 둘 길은 개장 후 두 달 사이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올

길, 둘 길과 유사한 트 일이 국에 24개소, 약 2,500km 길이로 조성 이라고 한다. 신발업체

는 인체공학  기술을 용하여 걷기활동의 속도, 운동량, 환경조건 등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달

리 착용하는 여러 종류의 신발을 개발하여 매하고 있다. 문화된 걷기용 신발은 구두가격을 

상회하기도 하며, 이들 신발매장은 ‘워킹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이러한 열풍에는 주말산행

이나 양재천 걷기를 넘어서는 문화  코드가 있어 보인다.

1.올 길의 문화  코드

최근 걷기 열풍의 첫 번째 문화  코드는 ‘여가와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먼  올 길이 나

타내는 걷기 열풍은 가장 좁게는 새로운 여가 내지  패턴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올 길

의 이용은 기존의 단풍 , 해돋이  같은 행락이 단순히 목 지를 바꾼 것 이상의 새로운 

여가, 의 추세를 반 한다. 올 길에서 사람들은 명승지를 상으로 한 기존의 을 넘어 

지역의 진솔한 장소  성격을 탐방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에는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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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던 야생화, 들풀, 새, 바람, 마을, 풍습, 조림, 경작, 생업 등과 같은 향토자원과 지역문

화에 심을 기울인다. 이는 지역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 흥미를 기울이는 문화 (cultural 

tourism)의 형태로 볼 수도 있는데(한숙 ․엄서호, 2004), 소득과 교육수 의 향상에 동반되는 여

가활동의 변화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건강에 한 심의 고조도 걷기 열풍의 주요한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96

년 미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은 당뇨, 비만, 심장병, 암 등 미국인의 각종 건강문제가 신

체활동의 부족에서 연유한다는 사실을 공인하면서 신체활동의 최소기 을 제시한 바 있다(Frank 

and Engelke, 2005). 이후 걷기는 질병을 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신체활동으로서의 유용성이 

리 되었는데, 건강증진의 수단으로서 걷기에 한 필요성은 한국의 보건의학분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서울시민에 한 조사는 소득과 교육수 이 높을수록 건강과 운동에 한 심

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서울의 양재천  한

강에서 나타나는 활발한 걷기 열풍은 인의 건강 리  미용에 한 심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주말 산행이 주로 건강증진을 한 것이라면, 올 길, 둘 길은 맑은 기 속

에서 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한 탐방을 곁들여 문화 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 길의 두 번째 문화코드는 ‘ 찰과 사유’로 해석된다. 올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여가, 

, 건강의 목 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다. 올 길에서의 걷기는 느린 

속도로 수행되는데( 명숙, 2010), 여기에는 섬세한 장소체험과 사유과정이 동반된다. 올 길의 

열풍에는 걷기라는 신체  활동과 찰과 사유라는 정신  활동의 합일에 따른 기쁨이 내재되

어 있는 듯하다. 이는 “걷는 것은 생각하는 동시에 바라보는 것”으로서,  “걷기의 리듬은 사유의 

리듬이며, 풍경 속을 지나는 움직임은 사유 속을 지나는 움직임을 반 하거나 자극한다”는 솔닛

(2003: 13)의 통찰과도 같다. 그리고 편안하게 일상의 긴장을 해소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한 자극이 그 동인이라는 여가에 한 심리학  해석과도 일치한다(성 신 외, 

1996).4) 올 길에서 사람들은 걷기라는 행 의 리듬에 찰과 사유라는 의식을 실어, 느린 속도

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다. 올 길을 만든 이야기를 담은 책 제주걷기여행에
서 서명숙(2008: 6)은 “목덜미를 간질이는 해풍을 맞으면서, 바다와 오름에 번갈아 을 맞추면

서, 인간다운 엄을 지키면서” 올 길을 걸었다하며, 거기서 “ 안과 행복을 렸다”고 한다. 

이는 올 길 열풍이 단순한 여가패턴의 변화가 아닌 보다 근원 인 인간욕구의 표출이 아닌

 4) 사람들이 왜 여가를 가지려고 하는지에 한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는 생리  균형, 즉 항상성

(homeostasis)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기체의 기본  경향성이 있다고 한다. 생리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심리 으로 불안을 지각하게 되는데, 유기체는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추동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긴장이 없으면 오히려 권태로울 수 있으며, 한 수 의 긴장은 재미와 같은 즐거운 심

리상태에 이른다. 즉 여가를 통해 편안함, 즐거움, 이완, 월감 등을 얻고자 하는 심리  동인이 있다는 

것이다(성 신 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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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각하게 한다. 올 길에서의 걷기는 걷는 이의 존재방식, 는 삶의 여정에 한 근본  성

찰을 동반하는 듯하다. 올 길 걷기는 “온몸으로 하는 기도요, 두발로 추구하는 선(禪)”이어서, 

“걷다보면 그 모든 증오, 미움, 한탄, 연민이 다 부질없이 느껴졌다”고 한다(서명숙, 2008: 

142-143). 그러므로 솔닛(2003: 13)의 말처럼, 걷는 것은 “수단인 동시에 목 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 지”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여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여행지에서의 걷기는 “ 혼의 

목 지를 향하여 한발씩 육체를 움직이는 순례”와 같은 것이다(솔닛, 2003: 83). 그러기에 걷기 

행 는 숙연한 의식( 式)에 가까우며, 그것을 치르는 올 길은 성지와 같은 성스러운 공간

(sacred space)이라고 할 수 있다. 

올 길의 열풍에서 감지되는 세 번째 문화  코드는 ‘탈일상성과 탈도시성’이다. 솔닛(2003)은 

걷기의 의미가 이동을 한 신체활동을 넘어 ‘의식 으로 선택된 무엇’이라고 보는데, 그는 이

러한 의식  선택의 증가를 ‘산업 명의 속도와 소외에 한 반작용’으로 본다. 즉, ‘탈산업 이

고 탈근 인 시간상실, 공간상실, 육체상실에 한 항’이라는 것이다. 올 길의 개척자 서명

숙(2008: 4)도 올 길을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바치는 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러한 탈일상  

성격을 읽을 수 있다. 즉, 올 길 열풍은 탈산업화시 의 일상  삶의 압감과 굴 를 벗어나

고  일시  탈출이나 도피의 성격을 띤다. 서명숙이 책의 부제로 붙인 ‘놀멍, 쉬멍, 걸으멍’이라

는 제주방언도 마치 일상의 의무와 책임에서 해방된 도가(道家)  유유자 (悠悠自適)의 경지를 

나타내는 듯하다. 기존의 여가와 크리에이션은 일상생활을 한 휴식이자 재충 이고, 일상생

활로의 복귀를 제로 한 일시  나들이 다면, 올 길은 일상으로부터 아  떠나고 싶은 염원

을 함축하는 것이다. 

국민의 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의 도시화 상태를 감안할 때, 일상의 역은 도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상을 벗어난다함은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고, 도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은 도시  삶의 방식에 한 일시  결별을 의미한다. 서명숙(2008: 26)도 올 길이 “도시의 삶

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안이 되리라”고 말함으로써 안의 상은 바로 도시사람임을 나타

내었다. 탈일상, 탈도시의 걷기행 는 도시를 벗어나 존재하는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요청한다. 

그래서 올 길은 다른 기능을 하기 어려운 ‘ 문화’된 공간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시간은 일상

의 리듬에서 불규칙하게 확보되는 여행이라는 ‘별도’의 시간 역이다. 올 길은 해방의 시공간

이요, 도시민의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멀리에 특별히 만들어진, 걷기라는 의식이 수행되는 공

간(ritual space)이다.

2. 도시설계  함의

여기서 우리는 이 시  도시민의 열망을 본다. 도시에서의 일상  걷기를 외면하고 도시 밖에

서의 여가  걷기를 선호하는 추세는 노동, 여가, 생산, 소득 등과 같은 오늘의 사회조건 속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치 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 할 것이다. 사회변화의 추세는 장차 탈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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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할 것이며, 그 성격은 보다 교양 이고 문화 인 것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도시설계가 통제할 수 있는 역 밖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서 보는 바와 같은 올 길의 걷기열풍에서 감지되는 도시민의 열망에서 다음과 같은 도시설계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함의는 사람들의 ‘걷고자 하는 용의’이다. 최근의 걷기 열풍은 사람들이 걸으려 한다

는 을 보여 다. 이제까지 도시설계의 이론은 ‘보행거리(walking distance)’라는 이름으로 사람

들이 잘 걸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설화해 왔다. 19세기 말 에베네  하워드(Howard, 1902)가 

공해에 든 착취  산업도시를 벗어나 인구 32,000명의 자족  공동체를 ‘ 원도시(garden 

city)’라는 이름으로 제안했을 때, 그 규모는 반경 약 1,000미터의 소규모 도시 다. 이후 자동차

의 등장으로 교통이 주거지를 침범하기 시작할 때, 클 런스 페리(Clarence Perry)는 등학교와 

커뮤니티센터를 심으로 한 보행권의 근린주구단 (neighborhood unit)를 제안했는데, 그 반경은 

400미터 다(Banerjee and Baer, 1984). 최근의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옹호자들도 400~600

미터가 넘으면 사람들은 걸으려 하지 않는다는 을 제로 교통을 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을 제안한다(Calthorpe, 1993; Leccese and McCormick, 2000). 한국의 도시설계에 있

어서도 1차 보행권을 500미터, 2차 보행권을 1,000미터로 잡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올

길의 걷기 열풍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람들은 도시설계가가 상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걸을 용의가 있음을 보여 다. 실제로 서울시 가구통행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보

행통행거리는 체로 1,000미터 이상으로서, 1~2km가 54%, 2~3km가 37%이다. 이동에 있어 걷

기를 선택한 시민들의 90% 이상이 1~3km의 거리를 걷고 있으며, 3~4km도 5.7%에 이른다(서울

특별시, 2005). 

두 번째의 도시설계  함의는 사람들에게 있어 ‘걷기’는 통 으로 도시설계가 생각해 온 것 

보다 넓고 심화된 의미를 가졌다는 이다. 올 길에서 한국인들이 부여하는 걷기에 한 의미

는 이동, 여가, 운동, 산책, 탐방, 소요, 방랑 등의 성격이 복합된 근원 이고 실존 인 차원을 내

포하는 듯하다. 은 밖을 보되 사유는 내면으로 향하는 성찰  자아발견의 과정을 동반하기 때

문이다. 올 길을 걷고 난 이용자가 “아름답다거나 즐겁다가 아닌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서명숙(2008: 432)의 증언도 이러한 의미의 복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에

서의 걷기 한 그 의미가 확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 를 갖게 한다. 교통의 에서 보

는 ‘통행수단’이나 설계  에서 보는 ‘보행활동’을 넘어서는 보다 다면 인 사회 , 문화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도시설계의 많은 연구들이 도시의 환경  특성에 따라 보행자의 양과 행 가 다르다는 을 

발견해 왔다. 좋은 도시설계는 사람들을 더 오랫동안 장소에 머무르게 하고, 사회  교류를 

진시키며(Whyte, 1980; Appleyard, 1981; Gehl, 1987; Metah, 2007), 걷기이동의 선택확률을 높이고 

걷는 거리를 길게 한다(Southworth, 2005; Moudon et al., 2006). 올 길은 걷기에 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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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복합  욕구를 보여주며, 이를 도시 내에 번안할 수 있는 도시설계의 가능성을 열어 다. 

선택은 궁극 으로 시민의 것이지만, 도시의 계획/설계는 선택의 가능성과 폭을 넓   수 있다.

III. 걷기를 한 도시설계의 과제

걷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근, 통학, 쇼핑 등 일상에서 볼일을 

보기 한 걷기(목 통행: utilitarian travel)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이나 즐거움을 한 걷기(여가

통행: recreational travel)이다(Frank and Engelke, 2005). 올 길의 경우는 후자로서, 올 길의 도시 

열풍이 도시설계에 주는 과제는 여가  걷기의 열망을 도시의 일상으로 불러오는 일이다. 별도

의 시간이 아닌 평일과 주말의 생활주기 속에서 걷기의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과제이다. 이

는 올 길에서 발견되는 걷기의 가치 가운데 도시  번안이 가능한 것을 찾아내는 일이기도 하

다. 앞서 살폈듯이 올 길이 드러낸 걷기의 가치란 건강, 여가, 찰, 사유로 요약할 수 있다. 사

람들은 건강을 한 신체활동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 일상의 템포에서 벗어나 명상 이고 

성찰 인 여가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 걸으면서 체험하는 환경과의 교류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는 , 이러한 조건을 갖출 때 걷기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의식  활동이 된다는  등이다.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한 기존의 도시설계 노력에 이러한 올 길의 의미를 더할 때, 크게 두 가

지의 도시설계과제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여가  목 의 걷기욕구를 어떻게 도시에서 충족

시켜  것인가 하는 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에 한 의존을 이고 걷

기를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이다. 자는 ‘올 길의 일상화와 도시화’라는 과제로, 후자는 ‘걷

기 좋은 동네와 가로만들기’라는 과제로 나 어 살펴본다. 

1. 올 길의 일상화 

먼  탈일상과 탈도시  여가의 공간인 올 길을 도시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그것은 

도시에서 건강과 휴식을 해 충분히 먼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선형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

고 여기에서의 걷기는 하루의 일과에 는 한 주의 일과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의 일정

에서 건강과 휴식을 한 걷기가 가능한 시간은 일반 인 직장인을 기 으로 할 때 이른 아침과 

심시간, 그리고 퇴근 후 야간이다. 이는 볼일을 보기 한 걷기와 병행하지 않는 별도의 시간

이고, 올 길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아침과 녁시간 의 여가걷기는 가정의 주변

이어야 하고, 심시간 의 걷기는 직장주변이어야 한다. 주말에는 도시 주변이어도 좋을 것이

다. 우선 건강과 미용이 주요한 목 이므로 미 질병통제  리센터가 제시한 최소 신체활동 

기 을 용한다면, 30분 이상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5) 평균성인의 보행속도를 1분당 

 5) 1996년 미 질병통제  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제시한 신체활동의 최소기

은 (1) 하루 20분, 주당 3일간의 격렬한(vigorous) 신체활동, 는 (2) 하루 30분, 주당 5일간의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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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미터로 볼 때, 왕복 30분을 소요하려면 15분 보행거리인 1.2km의 거리이다. 좋은 기조건

을 갖춘 1.2km 이상의 방해받지 않는 걷기 공간을 가능한 도시 역의 가정과 직장의 주변에 마

련하기 해서는 지속 으로 연결된 선형 인 걷기의 공간이 필요하다. 김기호 ․문국 (2006)에 

의해 제안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그린웨이(greenway)는 올 길의 가치를 

도시의 일상에 구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천, 녹지, 산지, 오 스페이스 등 자원을 악

하여 이를 연결하는 그린웨이는 도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도 일상의 굴 에서 벗어나 평

화로운 성찰  걷기를 갈망하는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가지 

내에서의 그린웨이 확보는 용이하지 않다. 녹지, 공원, 가로, 하천 등 기존의 자원을 연결하는 한

편 새로운 도시개발의 기회를 활용하여 선형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주변의 풍부한 산지에 더 많은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것은 상 으로 용

이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주말 등산로의 과도한 이용을 분산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수 있다. 공 보건 분야에서 건강을 해 권장하는 신체활동은 걷기 뿐 아니

라 정원가꾸기, 자 거타기, 텃밭가꾸기 등을 포함한다. 한국의 도시들은 지형조건상 도시 속의 

구릉녹지, 주변의 산과 계곡 등 풍부한 그린웨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시가지 안과 

밖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용산공원, 주요 하천, 자연공원, 자연녹지 같은 규모의 오 스페

이스는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겸해 평화롭게 걸을 수 있는 주요한 그린웨이 자원이다. 시

가지 내의 자연녹지는 자연상태로 두기보다 숲과 정원, 텃밭과 산책길을 가진 ‘공원을 겸한 수

목원(park arboretum)’으로 가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2. 올 길의 도시화

올 길의 열풍은 걷기를 통한 장소의 문화  체험을 사람들이 즐긴다는 을 보여 다. 걷기

라는 신체  활동은 걷는 이와 환경과의 지속 인 교류를 동반한다. 이 교류에는 시각, 청각, 후

각, 각 등 총체 인 지각작용이 동원된다. 그래서 올 길의 인기는 제주도라는 지역의 자연, 

인문, 문화지리  자원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서귀포 해안 일  어느 마을도 

풍 이 아름답지 않은 곳, 역사와 설화와 근 사가 살아 숨쉬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서명숙

(2008: 53)의 말은 제주도의 돌, 풀, 새, 흙, 바람, 민가, 마을, 풍습, 사람, 음식 등이 모두 이러한 

자원성을 구성함을 말해 다. 황기원(1995, 2009)은 도시 한 길, 집, 땅, 필지, 가구, 가게, 이미

지, 경  등 풍부한 문화  자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도시의 문화  자원성은 부분 

인공 인 것으로서 역사 , 산업  유산을 포함하며(강동진, 2006), 도시의 가로망패턴에서 건물

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도시변화의 시간  흔 과 도시민의 집단  기억을 담아낸다(Lynch, 

1972; Hayden, 1997). 그러므로 올 길 도시화의 과제는 매력과 문화가 있는 도시가로를 만드는 

(moderate) 신체  활동, 는 (3) 주당 150분 이상의 당한(moderate) 신체  활동이다(Frank and 
Engelk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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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도시의 가로는 올 길과 구별되는 풍부한 걷기 체험을 제공한다. 그 차이는 사

람인데, Whyte(1980)는 도시의 가로와 장을 활력있게 만드는 요소는 다름 아닌 사람 자신이라

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올 길에서 자연과 풍 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듯이, 도시의 가로는 다

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하게 한다. 강홍빈(1985)의 찰처럼, 도시의 가로라는 연극의 무

에서 사람들은 객인 동시에 배우가 된다. 사람이 모인 가운데, 이벤트가 있고 퍼포먼스가 

있으며, 소비와 휴식이 함께 한다. 도시의 가로는 서로 다른 것들이 교류되면서,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공간이 된다. 한 솔닛(2003: 277, 338-341)이 걷기의 역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걷기

를 통해 도시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생명력”이 유지되며, 민주성과 정치  의미가 구 된다.

이러한 도시에서의 걷기 체험은 도시의 일부지역에서 집 으로 일어난다. 서울의 인사동, 

삼청동, 명동, 동 문, 홍  앞, 학로, 화문, 청계천 같은 특별한 문화  장소성을 가진 지역

들이다. 이곳에서의 걷기는 개 도시 거주민의 주말의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한 조사는 서

울도심부에서 주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인사동, 명동, 남 문시장, 동 문시장, 종

로2가 등 오랜 시간을 거쳐 진 으로 진화해온 지역들임을 보여 다(서울특별시, 2000). 이들 

지역은 역사 , 문화 , 일상  측면에서 풍부한 환경내용과 의미를 간직하며, 뚜렷한 장소  정

체성을 가진다. 이들 지역에서 걷기에 참여하는  다른 주요한 주체는 객이다. 도시에서 

가장 장시간의 걷기는 부분 을 통해 수행되며, 객은 도시가로의 문화  자원성과 가

장 도 있게 교류하는 주체이다. 의 경제  이 에 더하여, 한 도시의 사람은 다른 도시의 

객이 된다는 사실은 객의 걷기 체험을 도시설계가 요시해야 할 당 성을 보여 다. 

도시민의 주말 여가와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하여, 그리고 객의 만족스러운 방문

을 해서, 도시의 가로는 걷는 이에게 편안하면서도 지역의 삶의 방식을 풍부하게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보다 많은 지역을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보행 용지구 는 보행우선지구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일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정서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박물 , 미

술  같은 시시설, 옛 도시조직이나 역사유산 같은 집합  기억의 장소가 이러한 보행지구에 

공존할 때 올 길의 도시화는 더욱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도시설계가들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비교하여 걷는 경우 사람들은 훨씬 자세하게 도시를 

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Carmona et al., 2003). 보행자는 건물양식, 가게, 디테일, 장식, 메

시지, 디자인, 문양 등 작은 환경의 단 에 주목하고 그것에 따라 걷기의 행태와 지속성, 만족감

에 향을 받는다는 도 확인되었다(Metah, 2007). 여가로서의 걷기를 도시에 일상화하기 해

서는 가로환경에 한 세심한 설계와 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3. 걷기 좋은 동네만들기

에서 살펴 본 그린웨이와 매력있는 문화가로는 여가활동(recreational travel)으로서의 걷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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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도시설계과제이다.  다른 요한 도시설계과제는 통근, 통학, 구매, 업무 등 일상생활

에서의 걷기(utilitarian travel)를 진작시키는 일이다. 2002년 실시된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총 통행량은 하루 약 19,745천 통행이며, 85% 이상의 통행이 출근, 등교, 귀

가, 배웅, 업무, 학원, 쇼핑 등 여가가 아닌 일상의 업무를 한 통행이고, 체 통행의 약 20%가 

도보  자 거를 통해 수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05). 그러므로 도시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여가

로서의 걷기보다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를 증진시키는 일은 더욱 요한 문제이다. 자동차 이용을 

이고 걷기를 증진시키는 것은 건강문제, 환경문제, 에 지문제  기후변화문제와 연 되어 

있기 때문이다(Frumkin, Frank and Jackson, 2004).6) 

북미권에서는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 교외주거지의 ‘보행 합성(walkability)’ 문

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많은 연구가 목 지로의 근 성(proximity)과 연결성(connectivity), 

안 성(safety), 그리고 토지이용, 주거 도, 블록의 길이, 보도의 설치여부 등 물리  환경의 구

체  형태와 질이 통행행태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Frank and 

Engelke, 2005; Southworth, 2005; Loukaitou-Sideris, 2006; Moudon et al., 2006). 한국의 경우, 구획

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일반 인 주거들은 촘촘한 격자형 가로망을 가지고 있고, 주거와 상업

의 혼합  토지이용을 하고 있어서 서구와 같은 연결성과 근 성의 문제는 요하게 두되지 

않는다. 도시내부지역에서 단  재개발로 차 연결성이 감소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교외지역

에서 산발  주택개발로 인한 연결성과 근성 문제가 새로이 두되고 있으나, 반 으로 한

국 주거지에 있어서 ‘보행 합성’의 문제는 주차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부분의 일반주거지는 

1960~80년  조성되면서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를 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규모와 가로망이 

소하게 조성되었다. 지내부에 자동차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4미터 내외의 소한 가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었고, 결과 으로 주거지의 가로는 자동차에 의해 유되었다. 최근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지 내에 확보하고 있으나 상지는 한정되어 있다. 

주거지 가로는 일상생활에서의 걷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다. 동네 골목길의 주차장화는 특

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일상의 안 을 한다. 보다 걷기에 쾌 하고 어린이에게 안 한 보행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은 도시설계의 요한 과제이다. 공동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골목길을 어

린이와 보행자의 역으로 회복하고, 담장을 허문 후에는 주차장 신 텃밭이나 조경을 권장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차장은 주택과 조화되도록 높이와 규모를 정하고 주거 도에 

따라 한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다. 주차장 건물은 상업이나 보행친화용도가 가로에 면하도

록 하고, 연 한 주택에 환경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며, 주민복지공간을 복합하면 커뮤니

 6)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이용 의존도에 따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지상층 오존, 납, 미세먼지, 각종 

독성물질 등의 배출양이 향을 받으며, 이는 천식 등 공 보건 문제와 연결된다(Frank and Engelke, 
2005). 미국의 도 교외개발에 따른 자동차의존, 신체활동 부족, 기오염 등에 따른 건강문제에 

해서는 Frumkin, Frank and Jackson(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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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걷기 좋은 가로 만들기

일상의 걷기를 진하기 한  다른 과제는 일반 인 가로의 보행환경 수 을 높이는 일이

다.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에서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걷기의 최소한의 안 성과 편의성

을 제공해 주는 매우 기 인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재 7,988km의 도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2미터 미만의 도로가 약 78%를 차지한다. 보도길이는 1966년 1,987km에서 2003년 

2,446km로 늘었으나(서울특별시, 1998, 2005), 부분의 12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여 히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택가의 진입로와 골목에서 보행자는 자동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

며, 보도가 설치된 25미터 이상의 도로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보도의 침범으로 보행자의 기본

인 보행권마  확보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임신부 등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에게 공평한 근과 편의를 제공하

기 해서 모든 교차로에는 원칙 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며, 육교나 지하통로로 체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에서 흔히 목격하는 기울어진 보도와 건물 면의 보행장애물은 일반 인 걷기

를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동을 어렵게 한다. 보도공간을 

평탄하게 조성하고, 건물 면 공간도 보도와 맞추어 평탄하게 조성하는 일은 보행자의 이동과 

근을 한 가장 기본 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작업이다. 건축물의 출입에 있어 보행자  장애

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하여 건축물 1층 출입구의 바닥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보도를 평탄하게 하면서 보도의 턱을 낮추는 일도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단

히 요한 일이다. 각국에서 만들고 있는 걷기 좋은 가로를 만들기 한 기 은 보행환경의 기

인 안 성과 편의성을 요시 한다. 컨 , 미국의 민간비 리단체인 PBIC(Pedestrian and 

Bicycle Information Center)의 보행공간 체크리스트는 1)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2) 도로횡

단이 가능한가, 3) 쾌 하게 보행할 수 있는가, 4) 차량으로부터 안 한가 등의 기본 인 안 과 

편의에 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울특별시, 2005).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기 인 보행환경의 개선에 가장 높은 정책우선순 를 부여하

고 있는 것은 공감이 가는 일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걷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해서는 기본 인 쾌 성과 편안함이 제공되어야 

한다. 서울의 가로공간에서는 보행자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벤치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여름철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나 식수를 제공하는 음수 도 찾기 어렵다. 기 인 걷기의 조

건에 더하여 편안함을  수 있는 가로가 될 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걷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 걷기가 안 하고, 편안하고, 즐겁도록 도로공간은 더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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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는말

자동차이용과 좌식생활이 지배하는  도시생활에서 걷기는 잠차 그 요성을 잃어가고 있

다.  도시인의 일상에서 걷기란 주로 자동차와 건물사이 는 건물 안에서의 짧은 거리에서 

행해질 뿐이다. “문화  행 로서의 걷기, 즐거움으로서의 걷기, 여행으로서의 걷기, 돌아다니는 

방식으로서의 걷기는 사라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몸, 세계, 상상력 사이의 유구하고 긴 한 

계도 사라진다”는 것이 솔닛(2003: 390)의 찰이다. 올 길의 걷기 열풍은 도시에 있어서의 걷

기의 가치를 추구해 온 도시설계 분야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걷기에 한 도

시민의 고양된 정신 ,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역의 동네와 가

로에서 보행환경의 가장 기 인 안 성과 쾌 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이  숙제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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