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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 서울둘레길 사업은 서울의 외곽을 돌면서 걸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7㎞의 구간을 탐방로로 조성한 것으로 약 124억원의 조성비가 투입되었음. 서울

둘레길은 외사산(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봉산), 하천(안양천, 성내천, 불광천 등), 

마을길을 연결하고, 서울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스토리로 엮어서 국내

외 탐방객들에게 제공하는 도보길임.

◦ 서울둘레길은 올해 전 코스가 완공되므로 그동안의 시설물의 상태와 이용자의 요구

도를 파악하고, 향후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의 행정적 지원, 

시민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

하고, 서울둘레길만이 가진 정체성 및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

◦ 이 연구는 서울둘레길의 관리 운영측면에서 서울시, 자치구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관

리 및 운영역량을 고려하여 향후 역할분담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방안을 제시함.

1 2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① 서울둘레길 코스 및 시설 개선방안, ② 서울둘레길 관리·운

영 방안, ③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세 부분의 개선방안 도

출을 위해 유사한 사례조사, 서울둘레길의 코스 경로 및 시설물 현장조사, 서울둘레

길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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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2 1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의 이용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서울둘레길 주변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노년층이 70% 이상으로 이용객 중 가장 많

았고, 대부분 건강과 치유(34.4%), 취미(24.7%), 휴양(21.4%)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둘레길이 등산로보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선호(36%)하고 있으며, 이용만족도는 

대체로 높음.

◦ 이용객은 건강과 치유(33.3%), 여가와 휴양(26.2%)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기

대하고 있으며, 이용객을 위한 안내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동행하는 안내

자를 원하는 이용객은 많지 않음.

◦ 화장실(17.1%)과 구급시설(11.9%)의 설치 요구도가 높았으며, 노면정비(11.7%)와 

노선 조정 등 적극적인 관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올해 서울둘레길 전 코스 완공 시 완주하겠다는 의사가 60% 이상으로 높음.

2 2 코스 현황 및 개선방안

◦ 코스 분할과 활용

- 서울둘레길은 짧게는 13km에서 길게는 26.2km의 장거리 도보길로 한 코스를 완주

하려면 4시간~13시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일상에서 완주하기는 어려움.

- 여행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객 중 노

년층이 많으므로 2~4시간 코스로 분할하고, 그에 따른 교통체계와 연계시킨 안내체

계를 도입함.

- 따라서 코스별로 분할지점을 선정하고, 분할지점에는 스탬프를 설치하여 서울둘레

길 완주의 동기를 부여함.

◦ 시설물 현황 및 개선

- 서울둘레길 시설물에 대해서는 4·5코스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시설물 밀

도 및 관리 상태, 훼손지·활용가능 자원을 파악함.



요약 및 정책건의 5

-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설치기준과 지침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간별 시설물 간 설치 밀도를 고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간별 이용자 특성과 요구도, 자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관리함.

- 4·5코스는 나지 및 샛길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고, 생태복원 기법을 도입하여 신속

하게 복원하며 샛길의 이용을 자제하는 안내판을 설치함.

- 활용 가능한 역사자원, 생태자원 등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이용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개선방안 및 정책건의

3 1 관리·운영 방안

◦ 관리·운영 이원화와 로드맵

- 서울둘레길 관리와 운영은 이원화를 방향으로 하되,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함.

- 관리는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코스별로 해당자치구 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행하

며, 운영은 서울둘레길을 총괄할 수 있는 허브(HUB)조직(가칭 서울둘레길 네트워

크)을 만들고 코스별로 위탁하여 운영함.

- 서울시의 서울두드림길과 다양한 길을 전담하는 ‘서울길팀’을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신설하여 통합관리하도록 함.

그림 1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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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와 운영은 점차적인 분리가 바람직하며, 현재는 서울둘레길을 완공하는 시기이

므로 향후 3년간 관리·운영 이원화의 추진 과정을 제시하였음.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2014 2015 2016

조성 
및 

관리

관리
조직

∙ 시 기획+자치구 관리(실행)
관리
조직

∙ 서울시 ‘서울길팀’ 신설
∙ 1안：시 기획+자치구 관리
∙ 2안：시 기획+공원녹지사업소 관리

관리
조직

∙ 총괄：서울시 ‘서울길팀’
∙ 코스별 해당 관리조직

관리
내용

∙ 전 코스 조성 완료
∙ 코스별 부분적 수정 및 보완

관리
내용

∙ 시설물 관리 및 보수
관리
내용

∙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운영

운영
조직

∙ 서울시 직영 운영
운영
조직

∙ 서울시 직영 운영
∙ 시범 위탁 운영체 선발 및 운영

운영
조직

∙ 서울둘레길 운영총괄 허브
조직

∙ 코스별 위탁 운영체 선발 및 
운영

운영
내용

∙ 코스별 특성화 전략 설정
∙ 시민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개발
∙ 홈페이지 개선
∙ 완공에 따른 홍보 및 행사개최

운영
내용

∙ 홈페이지 운영
∙ 코스별 특성화 사업 추진
∙ 코스별 시민단체와 연계한 정기 프로

그램 운영

운영
내용

∙ 위탁체에 따른 코스별 특성
화 프로그램 운영

완공 및 집중관리기

▶ 서울둘레길 완공에 따른 노선 및 시
설물 집중관리

▶ 적극적 홍보
▶ 관리와 운영 일원화 

관리/운영 안정화 준비기

▶ 서울시 전담팀 신설
▶ 관리실행 주체 선정

(자치구 또는 공원녹지사업소)
▶ 관리와 운영 이원화 준비기
▶ 시범위탁 운영

관리/운영 이원화 완성기

▶ 운영총괄 조직체 구성
▶ 전 코스 위탁 운영
▶ 관리와 운영 이원화

그림 2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이원화 로드맵

◦ 관리·운영 업무 구분

-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서울둘레길을 효

과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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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시설관리 조경/생태관리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서무, 재무, 회계
∙ 계획, 예산, 
∙ 재산관리

∙ 기계, 전기관리
∙ 토목, 건축물
∙ 시설유지 보수

∙ 식생, 토양관리

∙ 홍보
∙ 대외언론/매체
∙ 소식지인쇄물 제작
∙ 홈페이지 관리

기
초
행
정
적

∙ 공원질서 및 
∙ 안전관리

∙ 환경 청결, 위생
∙ 조경공사설계
∙ 안전관리

∙ 기금조성
∙ 기금개발
∙ 후원자관리

∙ 방문자서비스
∙ 방문자센터 운영
∙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
|
|
|
∨∙ 기타행정

∙ 시설사용승인
∙ 시설위탁관리

∙ 생태관리
∙ 모니터링
∙ 습지생태원 관리
∙ 생태교육

∙ 커뮤니케이션
∙ 이벤트기획
∙ 지역사회/시민단체 연

계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 공

공
서
비
스
적

∙ 고용프로그램 연계운영

기존 조성 및 관리로 
축적된 know-how

＜-----------------------------------＞ 새로운 가치 창출

관리영역
관리와 운영
의 협력영역

운영영역

표 1 관리와 운영의 업무 구분

3 2 이용 활성화 방안

◦ 서울둘레길 특성화 방안

- 서울둘레길에 지역성을 부여하여 특성화하는 방안은 건강/역사·문화/생태로 나누

어 도출

- 건강 분야에서는 서울둘레길에 도시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서울아 

운동하자’와 연계하여 운영

-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서울둘레길 코스별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설치미

술, 음악회, 교양강좌를 도입한 예술적 지점(Art Spot)을 지정하여 운영

- 생태 분야에서는 서울둘레길 인근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공원 등 생태적으로 우수

한 지역과 연계하여 생태 교육 및 관찰 프로그램 개발

◦ 콘텐츠 개발 및 도입

- 서울둘레길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서울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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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포트’와 무인 스탬프를 도입하고 완주 시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 수여, 서울둘

레길 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서울둘레길 마일리지와 머니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 및 이용객, 불편신고자 등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마일리지 도달 시 ‘서울둘레길 Money’로 전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서울둘레길 이용객과 인근 주거지의 안전을 상호 도모할 수 있는 안전콘텐츠 개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콘텐츠 개발과 인력운영

◦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으로는 홈페이지 개선,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앱 개발을 통해 

기존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지도와 연계하여 서울둘레길 안내 

등이 있음.

- 공모전 개최, 스토리텔링 발굴, 시민단체 활동 지원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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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1 1 서울의 산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돕는 헬스케어센터

매일 집을 나서 만나는 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스치는 풍광

과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차곡차곡 추억을 쌓아간다. 또한 적당한 도보가 활기를 찾

게 해주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걷는 것이라면, 산은 과도한 스

트레스와 운동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겐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다. 스스로 가용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건강의 이상을 느끼기 쉬운 중·노년층이 산을 많이 찾는다. 

서울의 산은 어쩌면 서울시민의 건강을 돕는 헬스케어센터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올레길이나 지리산의 둘레길에 많은 이가 찾으면서 나타난 길 조성의 열풍도 

이러한 욕구를 반증하는 것이다. 서울의 산은 지리산과 같이 엄청난 자연성이 없지만  

서울을 감싸고 있으면서 시민이 쉽게 동네 뒷산처럼 찾고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천길을 따라 자전거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 한편,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가까운 

친구나 부부도 많이 늘어났다.

1 1 2 서울의 경우 19세~59세 국민 중 약 25.87%가 월 1회 이상 등산

월간 마운틴과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9세~59세 국민 중 약 

25.87%가 월 1회 이상 산을 오르며, 매주 등산인구는 353,118명(인구 대비 비율 

5.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등산인구(두 달에 한 번 산에 가는 사람)

는 약 1,886만명이며, 북한산은 연간 800만명의 등산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하루 2만명이 북한산을 찾는다고 할 수 있어 매우 높은 밀도의 이용수준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산을 좋아하고 산을 걸으면서 건강을 찾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열

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로 인해 등산로 훼손이 심하고 쓰레기 방치와 같이 눈

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전하지 못한 등산문화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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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올해 전 코스가 완공되는 서울둘레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는 이용자를 분산시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둘레길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둘레길은 올해 전 코스가 완공되므로 그동안의 시설물의 상

태와 이용자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향후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둘레길 사업은 서울의 외곽을 돌면서 걸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7㎞의 구간을 탐방로로 조성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약 124억원의 조성비가 투입

되었으며 서울둘레길은 외사산(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봉산), 하천(안양천, 성내천, 

불광천 등), 마을길을 연결하고, 서울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스토리로 

엮어서 국내외 탐방객들에게 제공하는 도보길이다.

1 1 4 서울둘레길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객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필요

서울둘레길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동반될 때, 서울둘레길을 조성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서울둘레길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의 행정적 지원, 시민단체와 연계한 프

로그램의 운영,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고, 서울둘레길만

이 가진 정체성 및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둘레길의 관리 운영·측면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타 지자

체의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관리 및 운영역량을 

고려하여 향후 역할분담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서울둘레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민 이용

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둘레길 조성 후 

코스 및 시설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서울둘레길 활성화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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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① 서울둘레길 코스 및 시설개선 방안, ② 서울둘레길 관리·운

영 방안, ③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세 부분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유사한 사례조사, 서울둘레길의 코스 경로 및 시설물 현장조사, 서

울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서울둘레길 코스 및 시설개선 방안에서는 서울둘레길의 코스별 경로가 탐방로

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설물 조사, 이용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안에서는 서울둘레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행정

의 역할과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통해 적합한 관리·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에서는 서울둘레길이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이용을 유

도할 수 있도록 특성화 방안,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콘텐츠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특성화 방안으로 서울둘레길 북한산코스를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시범적으로 제안하였다.

2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서울둘레길 8코스 157㎞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둘레길은 2009년부터 조

성되기 시작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코스 - 수락·불암산코스

2코스 - 용마·아차산코스

3코스 - 고덕·일자산코스

4코스 - 대모·우면산코스 

5코스 - 관악산코스

6코스 - 안양천코스

7코스 - 봉산·앵봉산코스

8코스 - 북한산코스



연구의 개요 21

2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II 국내외 주요 탐방로 조사 분석

1 국외사례

2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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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외 주요 탐방로 조사 분석

1 국외사례

1 1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Long-Distance Nature Trails)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는 1970년에 도입되어 일본 전역에 8개소가 있으며, 총 연

장이 21,319㎞에 달한다. 일본 전역을 종단, 횡단, 순환하는 장거리 자연보도는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 등이 연결된 보행자 중심의 길로, 등산이 아닌 자연

의 여러 가지 모습을 느끼고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탐방하는 방향으로 조성되

었다.

구분 단위 성격 연장 비고

간선

하루코스
∙ 하루 안에 왕복할 수 있는 코스
∙ 하루 안에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

며, 많은 테마를 가짐

∙ 표준 5~10㎞
∙ 최장 15㎞ 정도

∙ 유람선 등 다양한 테마를 포함

연속코스

∙ 보도로서의 적합성과 매력이 부
족한 도로로 정비를 생각하지 않
는 코스

∙ 도로, 버스, 철도, 자가용 등의 대
체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길

∙ 너무 긴 연속 코스는 설정하지 
않음

지선

접근용이보도

∙ 간선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자연보도와 이용자의 출
발점인 공공 운송 수단의 종착지
점을 연계해 주는 접근이 용이한 
보도

∙ 총 보행거리의 반 정도
∙ 총 1~2㎞

∙ 짧은 시간 걷는 거리로 쾌적한 
보도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음

우수경관보도

∙ 자연 연구로 등 각 지자체가 자연
을 탐방하는 목적이 있는 보도로
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해 안내판과 방문자 센터 등의 시
설이 정비된 도로

∙ 총 보행거리의 반 정도
∙ 이용 거점을 출발, 도착

지로 이용할 경우, 표
준 3~8㎞

∙ 최장 12㎞ 정도

∙ 경치가 좋은 보도가 될 수 있
는 기존보도가 간선과 교차하
는 경우, 또는 주변에 있는 경
우로 한정하는 것이 좋음

자원연계보도

∙ 간선 가까운 곳에 매력적인 자연, 
인문적인 자원이 있는 경우에 설
치하는 보도

∙ 하루 코스와 회유 동선을 형성

∙ 총 보행거리의 반 정도

∙ 자원연계보도가 되는 기존 보
도가 간선과 교차하는 경우, 
또는 주변에 있는 경우로 한
정하는 것이 좋음

∙ 표지판만으로 설명해도 무방

표 2-1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 구분

출처：환경부, 2007,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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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 노선도

출처：http://www.env.go.jp/nature/nats/shizenhodo/index.html

장거리 자연보도는 중앙정부의 환경성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당 자치단체가 

설비 및 정비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장거리 자연보도의 세부 운영 및 관리주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이며, 10년 단위로 

토지소유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도도부현이 담당하며, 유지 및 관리는 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자체와 산림

조합에 위탁하고 있다.

장거리 자연보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 기업, 개인과 협업체계

가 구축되어 있으며, 팸플릿 및 가이드북 제작, 걷기모임 개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통수단 할인제도, 숙박 연계, 이벤트 개최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국정공

원 및 국립공원 사업비에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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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사례

2 1 광역적 탐방로

2 1 1 제주올레길

제주올레길은 걷기여행자를 위한 길이며,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지역의 문화자원

을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여행자가 찾는다. 올레가 집 대문에서 마을길까

지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어이므로 올레길은 현무암의 돌담을 걸으면서 

평화와 행복과 치유를 얻는 길이다.

제주올레길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조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3

년까지 총 421.1㎞(정규코스 348.6㎞+섬 코스 72.5㎞)의 26개 코스가 조성되었다.

또한 제주올레를 안내하는 홈페이지1를 운영하고 있으며, 탐방객에게는 패스포트를 

판매하여 각 코스의 특색이 담긴 스탬프를 찍어 완주의 성취감을 높이고 있다.

제주올레길은 1코스가 개장한 이후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으며, 올레길로 인한 관광

수입도 급증하였다.

제주올레길의 안내표식은 파란색과 주황색의 리본, 화살표, 조랑말 모양의 간새로 

진행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그림 2-2 제주올레길 코스 및 콘텐츠

1 http://www.jejuol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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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지리산둘레길

지리산둘레길은 ‘자아성찰의 순례길·지리산 등산객의 탐방길’을 주제로 3개 도(전

남, 전북, 경남), 5개 시군(구례, 남원, 하동, 산청,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21개 읍면 

120여개 마을을 연결하는 274㎞의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둘레길은 자원조사와 정

비를 바탕으로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환형으로 연

결하고 있다.

둘레길 정비의 원칙은 보전중심, 안전중심, 경관중심, 자원중심이며 현재까지 지리

산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주천~운봉, 운봉~인월, 인월~금계, 금계~동강, 동강~수철

의 5개 코스가 개통되었다.

지리산둘레길은 2004년 ‘사단법인 숲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였는데, 이 길은 소외된 지역마을에 활기를 주고, 자연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며, 홈페이지2를 통해 걷기일정과 길소개를 하고 있다.

그림 2-3 지리산둘레길 안내도

2 http://www.tra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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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삼남길

삼남길은 해남 땅끝을 시작으로 전라도~충청남도~경기도~서울 남대문까지 이어지

는 옛 삼남대로를 바탕으로 현대의 상황에 맞추어 개척되고 있는 길이다. ‘사단법인 

아름다운 도보여행’이 2015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삼남길

은 현재 전남구간, 경기구간이 개통되었으며, 홈페이지3와 블로그4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2-4 삼남길 개요

3 http://www.koreatrail.org

4 http://blog.naver.com/samnam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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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 해파랑길

해파랑길은 총 연장 770km에 달하는 동해안 도보여행길로, 부산 오륙도해맞이공원

부터 강원도 고성 최북단인 통일전망대까지 50개 코스의 동해안 트레일을 구성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파랑길이 지나는 19개 기초자치단체, (사)한국의 길(주관

단체)과 문화가 함께 해파랑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사)걷고싶

은부산, 강릉바우길 등)을 하고 있다. 해파랑길은 2009년에 착공되어 2014년 개통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5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2-5 해파랑길 안내도

5 http://www.haeparangg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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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지역적 탐방로

2 2 1 인천둘레길

인천둘레길은 S자의 녹지축을 중심으로 검단 가현산에서 청량산까지 인천의 중심부

를 흐르는 한남정맥의 일부분이다. 인천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9개의 코

스를 조성하였으며, 10~14개 코스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코스는 자치구의회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발굴하였고, 조성은 각 자치구에서 수행

하였으며, 인천둘레길추진단이 운영하고 있다. 인천둘레길추진단은 인천시 환경정

책과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공원녹지과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협조받고 있다.

인천둘레길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학교 학생들과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학생 300명이 참가하고, 안내자 25명이 지도한다. 안내자는 일정

금액을 받고 있으나, 상해 시 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다. 무상의 자원봉사자는 국가에

서 상해보험혜택을 주고 있으나, 활동비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이 불가능하여 이

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구분 위치 구간길이(㎞) 소요시간 ∙ 탐방로 주제설정

1코스 계양산 6.05 2시간 ∙ 계양산 역사공부도 하고 생태공부도 하는 길

2코스 천마산 7.75 3시간 ∙ 천마산 가슴과 눈이 확 트이는 전망 좋은 길

3코스 원적산 9.07 3시간 30분 ∙ 원적산 숲속 공원을 만나는 길

4코스 함봉산 7.01 2시간 30분 ∙ 함봉산 산과 마을이 연결된 길

5코스 만월산, 금마산 9.71 3시간 30분 ∙ 만월산, 금마산 도룡뇽 마을을 지나는 길

6코스 인천대공원~소래포구 10.6 4시간 ∙ 소래길(남동 누리길) 갯벌과 포구 길

7코스 남동구, 연수구 해안 9.09 3시간 ∙ (해안길) 햇살이 엷게 비치는 가을에 걸으면 참 좋은 길

8코스
승기천 9.58 3시간 30분

∙ (승기천과 문학산길) 인천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
문학산 9.3 3시간 40분

9코스 청량산, 봉재산 9.1 3시간
∙ (청량산, 봉재산 길) 항구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걷는 길

표 2-2 인천둘레길 코스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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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천둘레길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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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인천둘레길 안내체계

인천시는 인천 생활 공감지도 서비스6를 통해 온라인에서 둘레길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안내책자를 배포하였다. 또한 둘레길 관리를 위해 인천

의제21실천협의회 아래 인천둘레길추진단7을 설립하여 복합적인 사업을 관할하고 

있다.

인천둘레길은 관할구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인접한 부천시와 협약을 맺고 두 도시의 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해 ‘부천둘레길-인천둘레길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2 2 2 대전둘레산길

대전둘레산길은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대전시 관광과에서 조성하였다. 현

재 관리는 5개 구청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며, 정비인력은 코스당 1인이 배치되

어 있다.

대전둘레산길은 133km의 연장에 12개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민들이 쉽고 편

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대중 교통편과 산행지도를 포함한 간략한 안내서가 배포

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숲길 체험지도사(산림청 양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조성은 대전시 관광과에서 수행하고, 관리는 구청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맡으면

6 http://gmap.incheon.go.kr

7 http://www.iagenda21.or.kr/dulle/dulle_content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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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리상의 혼재 및 책임소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전둘레산길잇기

모임8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시민 협력을 돕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구간 명칭 거리/소요시간

1구간 보문산 길 9.3km / 6.0시간

2구간 만인산 길 13.1km / 7.5시간

3구간 머들령 길 12.5km / 7.5시간

4구간 식장산 길 13.6km / 7.5시간

5구간 계족산성 길 11.0km / 6.5시간

6구간 금강 길 13.5km / 7.5시간

7구간 금병산 길 12.2km / 7.5시간

8구간 우산봉 길 9.0km / 6.0시간

9구간 수통골 길 10.0km / 6.0시간

10구간 성북동 산성 길 7.9km / 5.5시간

11구간 구봉산 길 9.4km / 6.5시간

12구간 동물원 길 11.5km / 7.0시간

표 2-3 대전둘레산길 코스

그림 2-8 대전둘레산길 안내도

8 http://cafe.daum.net/dj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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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군산구불길

군산구불길은 군산을 도보로 여행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길로 크게 8개의 코스

로 나뉘어져 있다. 8개의 테마 코스는 군산의 자연을 따라 금강, 새만금길, 고군산길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고, 홈페이지9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군산시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군산구불길은 민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현재는 군산시 관광지원과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안

내센터와 구불길 안내책자 등 일반적인 정보 운영뿐만 아니라, 구불길이라는 홈페이

지를 통해 코스와 녹지시스템 및 관련 축제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구불길은 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매

주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분기별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매주 정기적인 프로그램

을 통해 구불길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2-9 (사)구불길 홈페이지

9 http://www.gubulg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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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대구올레길

대구올레길은 팔공산을 중심으로 8개의 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대구녹색소비자연

대에서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천국의 날’ 등 시민의 보행권에 관한 사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대구올레길은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내 비정부단체(NGO)의 한 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길은 2007년에 시작한 민간주도형의 형태로 시설부문에서 모니

터링을 하고 대구시나 구청에 제안서를 내서 요청하고 시정하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대구 녹색소비자연대는 대구올레길의 시설 관리·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있

다. 각종 체험활동 및 지역 축제 역시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올레길 안내 책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림 2-10 대구올레길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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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는 조성한 주체 측의 지속적인 관리가 효율적이며, 운영측면에

서는 관리주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제주올레길과 대구올레길은 관리와 

운영 모두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둘레길과 대전둘레산길은 관의 관

리와 민간의 운영으로 형성되어 있다. 군산구불길은 관리 및 운영 모두 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관리 측면에서는 민간과 관이 섞여 나타나지만, 운영 측면

에서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시민참여가 활발한 사단법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구분 탐방로 관리 운영

광역적
탐방로

제주올레길 민 민

지리산둘레길 민 민

산남길 민 민

해파랑길 관+민 관+민

지역적
탐방로

인천둘레길 관 민

대전둘레산길 관 민

군산구불길 관 관

대구올레길 민 관

표 2-4 사례지 관리·운영 체계

이러한 시민단체와 NGO의 참여 및 운영으로 정기적인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

으며, 이는 시민참여 걷기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 등으로 연계되어 정기적인 시민 참

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기업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참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활동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 탐방로는 각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제

주의 경우 다양한 연령의 이용계층을 고려하여 올레길 패스포트와 스탬프를 도입하

였다.

지역의 탐방로는 도심을 포함하여 도심의 외곽 지역을 순회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

문에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가로등 설치 등 범죄사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

법 등이 사전에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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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둘레길 이용시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1 조사목적

연구진은 서울둘레길 이용자의 둘레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현황, 만족도, 요구사항

을 파악하여 둘레길 이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2 조사방법

연구진은 서울둘레길 일부구간(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의 이용자를 대상

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평일 2일 동안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구간은 서울둘레길 중 초기에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이용이 활성화된 

4코스, 5코스를 선정하였다.

설문응답자는 281명(4 대모·우면산코스 131명, 5 관악산코스 150명)이었으며, 유

효 응답자도 281명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1 3 설문지 설계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① 서울둘레길 인지도 및 인지동기, ② 서울둘레길 이용현황, ③ 서울둘레

길 이용 만족도 및 요구도, ④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사항 등 4개 부문의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SPSS 17.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빈

도 및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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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항 세부문항 수

서울둘레길 인지도 및 이용 동기

서울둘레길에 대한 관심도 1

서울둘레길 인지수단 1

둘레길과 등산로 선호도 1

둘레길 선호이유 1

이용목적 5

서울둘레길 이용현황

이용빈도 1

교통수단 1

구간별 이용경험 8

구간별 이용만족도 8

가장 자주 이용하는 구간 1

가장 선호하는 구간 1

서울둘레길 완공 이후 전 구간 완주 의향 1

둘레길 이용 시 동반자 1

둘레길 이용 시 동반자 수 1

서울둘레길에 대한 개선 요구도

프로그램 개선 요구도 4

시설 및 연력활용 요구도 9

자원활동 참여의사 1

종합의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거주지 2

성별 1

연령 1

직업 1

합계 52

표 3-1 설문지 설계 및 문항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1 서울둘레길 이용자 거주지와 성별

응답자의 대부분이 서울시에 거주하였으며, 경기도와 기타지역은 10% 미만으로 나

타났다.

4 대모·우면산코스 이용시민의 거주지는 주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5 관악산코스 

이용시민의 거주지는 주로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와 영등포구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두 개 코스의 이용자는 주로 근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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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되었다.

이용시민의 57.03%가 남성, 42.97%는 여성으로 남성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 및 노년층 이용자들이 전체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었다. 성별과 연령 교차분석 결과, 남성 응답자는 60대가 제일 많았으며, 여

성 응답자는 50대가 제일 많았다. 이는 계절, 날씨, 요일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

로 판단되며, 본 설문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서울둘레길 이용자 거주지와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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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서울둘레길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2 2 1 서둘둘레길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서울둘레길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둘레길을 인

지하게 된 계기는 ‘집앞 산책을 나와서’가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언론소개로 알게 

된 계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 서둘둘레길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2 2 2 등산로 대비 서울둘레길에 대한 선호도

‘등산로보다 둘레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9%로 ‘둘레길보다 등산로를 선호한다’

는 응답(21%)보다 높았으며, ‘등산로와 둘레길 둘 다 좋아한다’는 응답도 27%로 나

타났다.

둘레길을 등산로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힘들지 않다 > 접근성이 좋다 > 아름답다 > 위

험하지 않다’ 순으로 높았으며, 이용자가 적거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둘

레길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연령과 선호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연령대가 둘레길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연령과 선호이유를 교차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고령층은 힘들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30~40대는 아름답다는 응답자가, 20대는 접근성이 좋다는 응답

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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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등산로 대비 서울둘레길에 대한 선호도와 이유

2 3 서울둘레길 이용현황 및 만족도

2 3 1 이용목적

서울둘레길 이용자의 이용목적은 ‘건강/치유 > 취미 > 휴양 > 교육체험’ 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육체험 목적으로 서울둘레길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이용목적은 주로 건강과 치유이며, 연령대별 이용목적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교육/체험목적으로 서울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은 매

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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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서울둘레길 이용목적

2 3 2 이용빈도 및 교통수단

서울둘레길 이용자의 이용빈도는 주 1회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매일 이용한다는 응

답자도 17%로 나타났다. 월 1회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둘레길 이용자의 주요한 교통수단은 ‘도보 > 지하철 > 버스 > 지하철 + 버스’ 순

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둘레길로부터 근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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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이용빈도 및 교통수단

2 3 3 서울둘레길 이용자의 동반자

서울둘레길을 걸을 때,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친구 > 혼자 > 가

족 > 직장동료 > 모임/단체 > 동호회’ 순으로 높았으며, 함께 걷는 사람의 수에 대한 

질문에  ‘2~3명 > 5~10명 > 10~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친구, 혼자, 또

는 가족과 함께 2~3명이 서울둘레길을 오붓하게 걷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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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둘레길 이용자의 동반자

2 4 체험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역사문화 교육/환경생태 교육/여가휴양 체험/건강치유 체험

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건강치유 체험>여가휴양 체험>환경생태 교육>역사문

화 교육’의 순으로 높았으며, 4가지 항목 모두 ‘필요하지 않다’의 비율보다 ‘필요하

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4, 5코스 이용시민의 의견이라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서울둘레길의 프로그

램 도입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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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서울둘레길 체험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2 5 시설개선과 인력운영 요구도

서울둘레길 안내자에 대한 인력운영의 요구도는 ‘필요하지 않다’가 44.8%로 ‘필요

하다’(29.3%)보다 높게 나와 서울둘레길 안내판이나 방향지시판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다면, 안내자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별로 교차분석

한 결과, 남성 응답자 22%와 여성 응답자 4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남성보다

는 여성이 안내자 배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안내센터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43.7%로 ‘필요하지 않다’(36.7%)보다 

높게 나와 안내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무인 안내시설도 가능하나 안내시설

에서 지도 배포, 유의사항 전달, 코스 안내 등 간단한 안내를 하는 운영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내센터는 남성 응답자 41%와 여성 응답자 50%가 필요하다는 의

견을 보여 남성보다 여성들이 안내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추후 여성의 이용이 많은 서울둘레길 구간의 경우에는 안내와 안전을 위한 안내센터 

및 코스 가이드의 도입이 다른 구간에 비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개선에 대한 질문에 ‘화장실 추가>방향 안내시설 추가 및 수정>구급시설 설치>

노면정비>안내지도 및 책자 구비>노선개선>안내센터 설치>교육시설 추가’의 순으

로 나타나 장거리, 장시간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구급시설 등이 미흡하고, 방

향 안내판의 편도화와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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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서울둘레길 시설개선과 인력운영 요구도

2 6 완공 후 완주 의향과 자원활동 참여 의사

완공 이후 완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0%로 나타나 완주 

의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둘레길 완공 이후, 둘레길 이용자 및 시설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33%,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2%, 관심없다는 응답자는 24%로 파

악되어, 서울둘레길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9 전 코스 완공 후 완주 의향과 자원활동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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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기타 개선 요구사항

응답자들의 기타 개선 요구사항은 아래 표에서처럼, 둘레길 관리, 시설물 설치, 시설

물 정비, 위험지점 관리, 생태계 관리, 경관 관리, 이용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구    분 내          용

둘레길 관리

∙ 샛길 내지 말 것
∙ 샛길 차단할 것
∙ 둘레길 정비 및 관리 철저
∙ 노후화된 나무계단 정비할 것

∙ 노면을 고르게 관리할 것
∙ 훼손된 부분의 복원 필요
∙ 둘레길 표시를 빨간색으로
∙ 약수터 위생 점검 철저

시설물 설치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오류 수정
∙ 리본의 정확한 노선 표시
∙ 탁자와 의자 추가 설치
∙ 신발 흙 터는 장비 설치：에어 콤프레셔
∙ 화장실 설치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및 시설 설치

∙ 급경사지 계단 설치
∙ 휴식 공간 추가 설치
∙ 급경사지역에 밧줄 설치
∙ 흡연실 설치
∙ 음수대 설치
∙ 응급 지점 표시

시설물 보완/관리 ∙ 배수로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

위험 지점 관리
∙ 고사목 제거
∙ 도복목(쓰러진 나무) 제거 및 정리

생태계 관리
∙ 병충해 방제
∙ 산림관리 철저
∙ 숲가꾸기 부산물 정리를 잘 할 것

경관 관리
∙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 할 것
∙ 꽃길 조성

이용자 관리
∙ 소음규제(라디오, 음악)
∙ 애완견 출입 제한
∙ 산악자전거 출입 제한

∙ 응급체계 구축
∙ 음주 단속

환경미화 ∙ 쓰레기 청소를 잘 할 것

프로그램 ∙ 역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    타 ∙ 둘레길의 특성을 잘 살릴 것

표 3-2 기타 개선 요구사항

3 소결

서울둘레길 이용자 281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의 서울둘레길에 대한 이용현황, 인

지도, 만족도,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둘레길 이용자는 둘레길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50대 이상 고령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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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의 이용 목적은 건강과 치유이며, 등산로보다 둘레길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이용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건강과 치유, 여가와 휴양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자를 위한 안내시설(센터, 방향 및 노선 안내, 책자와 지도 등)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지만, 안내자 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았다.

또한, 화장실과 구급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노면정비와 노선 조정의 필요성, 이

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원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둘레길 이용자의 유형을 일부 구간에 대한 반복적인 

이용자와 전 구간 완주자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이용자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둘레길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강과 치유, 여가와 휴양 관련 시설과 프

로그램 설치, 관련 인력 양성과 배치가 시급하며, 일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안내시설 보완, 노면정비와 노선조정, 이용자의 이용행태 관리 등도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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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울둘레길 코스 및 시설 개선방안

1 서울둘레길 조성현황

1 1 ‘서울두드림길’의 개요

서울시는 서울성곽길, 서울둘레길, 서울자락길, 생태문화길, 한강/지천길 등 5가지 

탐방로(197개 노선의 총 연장 1,302㎞)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둘레길은 5가지 탐방로 중 하나로 서울시의 둘레를 잇는 산과 하천길의 탐방로

이다. 5가지 탐방로로 구성된 서울두드림길은 홈페이지10 운영을 통해 각 탐방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구분 연장(㎞) 노선수(개)

서울두드림길

서울둘레길 157 8

서울성곽길 21 4

서울자락길 31 14

생태문화길 851 133

한강/지천길 242 35

표 4-1 서울두드림길

그림 4-1 서울두드림길 안내도

10 http://gil.seoul.go.kr/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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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서울둘레길 개요

서울둘레길은 서울시 외사산 및 하천, 마을길에 조성된 탐방로로 2009년부터 시작

하여 ‘서울둘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20억원(국비 30%, 시비 70%)이 소요되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시의 외사산인 수락산~불암산~용마산~아차산의 동북권역, 고덕

산~일자산~대모산~구룡산~우면산의 동남권역, 관악산의 남서권역, 도봉산~북한

산~앵봉산~봉산의 서북권역을 대상으로 조성되었으며, 안양천 등 하천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둘레길의 개념과 대상, 조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개념
∙ 서울의 아름다운 역사·문화·자연생태 체험을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뱅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길

누구를 위한 길인가?

∙ 어린이와 함께 가는 가족을 위한 길
∙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바라보기만 하던 사회적 교통약자를 고려한 길(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 연인과 친구가 손잡고 걷는 길
∙ 사색하고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길(느림)
∙ 독서하고 명상하고 사람을 위한 길(여유)

어떻게 만들것인가?

∙ 산책하는 길：가능한 수평, 옆으로 걷는 자락길, 산책로 조성
∙ 자연을 위한 길：기존 등산로 이용, 부득이한 경우에만 새길 개설
∙ 사람을 위한 길：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조성
∙ 이야기가 있는 길：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길

표 4-2 서울둘레길 개념 및 대상

출처：서울시, 2011, 서울둘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보고서

서울둘레길 권역별 주제설정은 다음과 같으며, 조성된 서울둘레길에 주제별 특성을 

가진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은 아직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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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서울둘레길 권역별 주제설정

출처：서울시, 2011, 서울둘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보고서

서울둘레길은 숲길, 마을길, 하천길의 세 가지 유형으로 조성되어, 서울의 다양한 모

습을 탐방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개념도

숲길 탐방위주의 코스

마을길
그린웨이에 해당하는 길로 공원, 
선형 녹지를 활용한 코스

하천길 하천길은 제방, 둔치길로 연결한 코스

표 4-3 서울둘레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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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 현황 및 개선방안

2 1 코스 조성현황

서울둘레길은 서울시 외사산(수락산~불암산~용마산~아차산, 고덕산~일자산~대

모산~구룡산~ 우면산~관악산, 봉산~앵봉산, 북한산~도봉산) 및 하천(안양천, 불광

천, 탄천, 성내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5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코스를 

완공한 예정이다. 2011년 말 5 관악산코스가 가장 먼저 완공되었으며, 2012년 말 6 

안양천코스, 4 대모·우면산코스가 완공되었다.

그림 4-3 서울둘레길 코스 구간별 완공 일정

코스 거리(㎞) 소요시간 난이도 해당 자치구

1 수락·불암산코스 19.9 9:00 상 노원, 도봉구

2 용마·아차산코스 18.4 8:30 중 중랑, 광진구

3 고덕·일자산코스 25.2 9:10 하 강동, 송파구

4 대모·우면산코스 18.1 7:30 중 강남, 서초구

5 관악산코스 13.0 6:30 중 관악, 금천구

6 안양천코스 18.1 4:30 하 금천, 구로, 영등포, 강서구

7 봉산·앵봉산코스 18.1 7:20 중 마포, 은평구

8 북한산코스 26.2 13:00 중 은평, 종로, 성북, 강북, 도봉구

표 4-4 서울둘레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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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서울둘레길 안내도

2 2 코스의 문제점

서울둘레길 코스는 전반적으로 짧게는 13km에서 길게는 26.2km의 장거리 도보길

로 한 코스를 완주하려면 4시간~13시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일상에서 완주하기에

는 어려운 점이 있다.

코스당 연장은 평균 19.6km로, 6~8시간을 걸어야 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 하지

만 장시간 도보에 따른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휴식장소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숲 탐방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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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가장 적정하고 이용객 중 고령자가 많으므로 코스의 분할과 그에 따른 교통체

계와의 연계적 안내가 필요하다.

그림 4-5 서울둘레길과 인천둘레길 거리 및 소요시간 비교

방향안내판이 현재 편도로 설치되어 있어 코스의 역방향 이용 시 혼동되므로 양방향 

사인이 되도록 개선한다.

서울둘레길과 자치구 둘레길, 경기도 지자체 둘레길과 중복되거나 인접한 경우가 많

아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 자치구, 경기도 지자체의 협의하에 통합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2011년 말 가장 초기에 조성된 5코스 관악산구간과 가장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6코

스 앵봉산구간, 2코스 아차산구간은 시설물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 코

스 완공 후 코스별 시설물 점검이 바람직하다.

코스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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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비고

1 수락·불암산코스
∙ 한 코스 안에서 난이도 차이가 많음
∙ 수락산에서 끝나 당고개로 가는 노선, 수락산에서 불암산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혼동됨

2 용마·아차산코스

∙ 아차산 구간이 능선탐방로로 난이도가 매우 높아 코스 우회가 
요구됨

∙ 광나루역에서 아차산으로 연결되는 주거지의 좁은 골목 진입
로에 대한 안전 및 주의안내 시설 요구

∙ 구리둘레길과 겹쳐지는 구간으로 이용에 혼동을 줌

3 고덕·일자산코스

∙ 암사선사유적지~고덕산 구간은 암사대로 신규조성에 따른 코
스조정 필요

∙ 수서역에서 문정역까지의 구간을 조정하여 장지 생태하천길
로 연계 필요

4 대모·우면산코스
∙ 구룡산과 우면산을 연결하는 양재시민의숲 및 탄천 부분에서 

서울둘레길 안내사인 부족으로 경로 혼동 

5 관악산코스
∙ 관악구에서 조성한 ‘관악산 둘레길’과 서울둘레길이 혼동되므

로 안내체계 필요

6 안양천코스

∙ 안양천 고수부지가 아닌, 제방위 도로변으로 둘레길이 조성
됨. 안양천 고수부지에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둘레길
과의 조율 필요

∙ 다소 변화가 적은 하천길을 장시간 걷게 유도하여 향후에 구간 
조정이 요구됨

7 봉산·앵봉산코스

∙ 봉산~앵봉산까지 능선구간으로 난이도가 높음
∙ 봉산에서 앵봉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왕복 6차선으로 안내

체계 및 안전시설 요구 
∙ 앵봉산에서 내려와 구파발역 인근을 지나 북한산 선림사까지

의 긴 도시화지역을 통과하므로 자연성 부족

8 북한산코스
∙ 약 26㎞의 장거리 코스
∙ 다양한 역사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안내 필요
∙ 문화재로 추정되는 비석 등이 방치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

표 4-5 서울둘레길 코스별 문제점

2 3 코스 개선방안

서울둘레길은 현재 8개 코스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의 능력(성인, 노약자, 유아 등)이

나 방문목적 (생태 및 문화탐방, 산책)에 따라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분할한다. 이

를 위해 적정 위치에 스탬프를 설치하여 방문자로 하여금 한 개 코스를 나눠 완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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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분할 기준

- 2~4시간이 소요되는 반나절 코스

- 산(수락산, 불암산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정 거리 유지

◦ 스탬프 설치 지역 선정기준

- 기본적인 교통체계를 감안하여 해당 코스의 초입부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공간을 선정

- 향후 유지관리와 보수가 용이한 장소로 선정

- 산의 입구, 관리사무소 등을 우선 선정

당초 구간세분 스탬프 설치지 스탬프 설치 개수

1코스
(수락·불암산)

• 도봉산역~당고개역(수락산)
• 당고개역~화랑대역(불암산)

①서울창포원 앞
②당고개역
③화랑대역 앞

3

2코스
(용마·아차산)

• 화랑대역~양원역(묵동천, 중랑캠핑숲)
• 양원역~광나루역(용마, 아차산)

①화랑대역 앞(중복)
②중랑캠핑숲
③아차산 입구 

2

3코스
(고덕·일자산)

• 광나루역~고덕역(고덕산)
• 고덕역~방이동생태경관보전지역(일자산)
• 방이동생태경관보전지역~수서역(탄천)

①광나루역(광진교 초입)
②고덕역 인근
③수서역

3

4코스
(대모·우면산)

• 수서역~양재시민의숲(대모산)
• 양재시민의숲~사당역(우면산)

①대모산입구(수서역)
②양재시민의숲
③우면산입구

3

5코스
(관악산)

• 사당역~서울대(관악산)
• 서울대~석수역(삼성산)

①관악산입구
②서울대(관악산공원관리사무소)
③삼성산입구

3

6코스
(안양천)

• 석수역~구일역
• 구일역~가양역

①석수역
②구일역
③가양역앞 횡단보도사거리

3

7코스
(봉산·앵봉산)

• 가양역~DMC역
• 봉산입구~구파발역

①가양역앞 횡단보도사거리(중복)
②봉산입구(봉산체육공원)
③앵봉산입구

2

8코스
(북한산)

• 선림사~북한산생태공원(구름정원길)
• 북한산생태공원~형재봉입구

(옛성길, 평창마을길)
• 형제봉입구~북한산생태숲앞

(명상길, 솔샘길)
• 북한산생태숲앞~우이령길입구

(흰구름길, 순례길, 소나무숲길)
• 우이령길입구~도봉산역

(왕실묘역길, 방학동길)

①선림사
②북한산생태공원
③형제봉입구
④북한산생태숲앞
⑤우이령길입구
⑥보동산안내센터

6

표 4-6 서울둘레길 구간세분 및 스탬프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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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지도 분할 및 특성

1코스
(수락·불암산)

2개분할
1-1 서울창포원~ 당고개역

1-2 당고개역~화랑대역

2코스
(용마·아차산)

2개 분할
2-1 화랑대역~중랑캠핑숲

2-2 중랑캠핑숲~아차산성 입구

3코스
(고덕·일자산)

3개 분할
3-1 광나루역(광진교 초입)~고덕역

3-2 고덕역~올림픽공원역

3-3 올림픽공원역-수서역

표 4-7 코스 분할(스탬프 설치) 및 코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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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지도 분할 및 특성

4코스
(대모·우면산)

2개 분할
4-1 대모산입구~양재시민의숲

4-2 양재시민의숲~사당역

5코스
(관악산)

3개분할
5-1 사당역 관악산입구~서울대

5-2 서울대~호암사

5-3 호암사~석수역

6코스
(안양천)

2개 분할
6-1 석수역~구일역

6-2 구일역~가양역

7코스
(봉산·앵봉산)

3개 분할
7-1 가양역~DMC역

7-2 DMC역~봉산입구

7-3 봉산입구~구파발역

8코스
(북한산)

5개 분할
8-1 선림사~북한산생태공원

8-2 북한산생태공원~형제봉입구

8-3 형제봉입구~북한산생태숲 앞

8-4 북한산생태숲 앞~우이령길 입구

8-5 우이령길 입구~도봉산안내센터

표 계속 코스 분할(스탬프 설치) 및 코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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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스별 시설·훼손 현황 및 개선방안

코스의 시설물 현황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서울둘레길 초기에 조성된 4 

대모·우면산코스와 5 관악산코스를 대상으로 시설물 설치, 훼손지, 자원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시설물 설치현황은 일반 편의시설물과 안내시설, 교육시설, 배수시설로 구분하여 조

사하였으며, 조사는 시설물의 설치여부, 위치파악, 상태진단, 사진촬영을 통해 이루

어졌다.

서울둘레길의 훼손현황은 나지 확산과 샛길 분기 현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훼손

등급 조사는 개설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였다. 대신에 이용에 

따라 급속하게 훼손현상을 보이는 나지화 지역과 샛길 분기 현황을 조사하였다. 

서울둘레길 자원조사는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생

태자원은 뷰포인터, 군락지, 노거수(老巨樹)와 괴목, 아름다운 나무, 희귀식물, 기암

괴석으로 구분하였다. 역사문화자원은 뷰포인터, 사찰 및 종교공간, 굿당, 기타 역사

문화유적지, 묘지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분야 항목 세부항목 비고(방법)

시설물

편의휴게시설

안내센터 화장실
계단 약수터
정자 데크전망대
삼림욕장 운동시설
응급처치시설 기타

위치, 유무 및 시설 상태 파악, 사진촬영
불량기준：노후/훼손/위치 부적합/ 
미관상 부적합 등으로 하였음

교육시설
자연생태교육장
역사문화교육장
기타

안내시설

노선 안내판
방향 안내판
응급 안내판
기타

배수시설 배수시설

훼손지
나지

나지발생 여부 유무 체크, 사진촬영

나지규모 면적 조사, 사진촬영

샛길 샛길 분기 여부 위치/개소 파악, 사진촬영

자원분포

생태자원

뷰포인터 군락지
노거수와 괴목 아름다운 나무
희귀식물 기암괴석
기타

위치, 유무 파악, 사진 촬영

역사/문화자원

뷰포인터
사찰 및 종교시설
굿당
기타 역사문화유적
묘지 및 기타

표 4-8 4·5코스 시설 및 훼손지 조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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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4·5코스 시설물 현황

3 1 1 편의운동시설물

편의운동시설물의 분포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4 대모·우면산코스에 총 118개, 5 관

악산코스에 총 115개가 확인되었으며, 편의운동시설물 밀도는 5 관악산코스 9.0개

소/km, 4 대모·우면산코스 6.7개소/km개로 5코스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모·우면산코스는 계단과 약수터의 관리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시설구분 시설물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

편의운동
시설물 현황

안내센터 - -

화장실 5 12

계단 62 16

약수터 8 13

정자 14 18

데크전망대 5 4

산림욕장 - 2

운동시설 11 24

응급처치 - 2

기타 29 25

총    계 134 117

시설물 밀도(개소/km) 6.74 9.02

표 4-9 서울둘레길 편의운동시설물 현황

4코스, 5코스에는 자치구에서 설치한 산불진화장비가 있었으며, 장비의 규모에는 

차이가 보였다. 앞으로 산불진화장비의 설치밀도, 구비장비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

하다.

그림 4-6 산불진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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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4 대모·우면산코스 시설물 현황도

그림 4-8 5 관악산코스 시설물 현황도



서울둘레길 코스 및 시설 개선방안 65

계단(관리상태 불량)

   

계단(관리상태 양호)

화장실

   

정자

운동시설

   

약수터

그림 4-9 4 대모·우면산코스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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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테크전망대

화장실

   

정자

운동시설(베드민턴장)

   

삼림욕장

그림 4-10 5 관악산코스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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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안내시설물

안내시설물의 분포현황은 4 대모·우면산코스에 총 237개, 5 관악산코스에 총 240

개가 확인되었으며, 안내시설물 밀도는 5코스 19.1개소/km, 4코스 13.5개소/km

로 5코스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인 방향안내

시설물 밀도는 4 대모·우면산코스가 11.3개소/km, 5 관악산코스가 10.7개소/km

로 비슷했다.

4 대모·우면산코스는 계단과 약수터의 관리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또한 방

향안내시설물은 편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서울둘레길의 표식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

시설구분 시설물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

안내시설물
현황

노선안내판 13 22

방향안내판 198 137

응급안내판 2 4

기타안내판 24 77

총계 237 240

안내시설물 밀도(개소/km) 13.5 19.1

방향안내시설물 밀도(개소/km) 11.3 10.7

표 4-10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

노선안내판

 

방향안내판(불량)

 

방향안내판(불량)

그림 4-11 4 대모·우면산코스 안내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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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4 대모·우면산코스 안내시설물 현황도

그림 4-13 5 관악산코스 안내시설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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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안내판

  

방향안내판(불량)

방향안내판(불량)

  

방향안내판(불량)

응급 신고 안내시설

그림 4-14 5 관악산코스 안내시설물

3 1 3 배수시설

배수시설의 분포현황은 4 대모·우면산코스에 102개, 5 관악산코스에 148개로 확인

되었으며, 배수시설 밀도는 5 관악산코스 11.6개소/km, 4 대모·우면산코스 5.8개

소/km로 5코스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구분 시설물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

배수시설 현황 배수시설 102 148

배수시설 밀도(개소/km) 5.8 11.6

표 4-11 둘레길 배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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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4 대모·우면산코스 배수시설 현황도

그림 4-16 5 관악산코스 배수시설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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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모·우면산코스 배수시설 양호

  

4 대모·우면산코스 배수시설 불량

5 관악산코스 배수시설 양호

  

5 관악산코스 배수시설 불량

그림 4-17 배수시설 

3 1 4 교육시설

교육시설의 분포현황은 4 대모·우면산코스에 4개, 5 관악산코스에 10개가 확인되

었으며, 교육시설 밀도는 4코스 0.2개소/km, 5코스 0.8개소/km로 5코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구분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

자연·생태 교육공간 3 2

역사·문화 교육공간 - 6

기타 교육공간 1 2

총   계 4 10

시설물 밀도(개소/km) 0.2 0.8

표 4-12 교육공간 설치 및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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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4 대모·우면산코스 자연·생태, 역사·문화 교육시설 현황도

그림 4-19 5 관악산코스 자연·생태, 역사·문화 교육시설 현황

자연생태 교육시설

  

역사문화 교육시설

그림 4-20 4 대모·우면산코스 자연·생태, 역사·문화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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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교육공간

  

역사문화 교육공간

그림 4-21 5 관악산코스 자연·생태, 역사·문화 교육시설

3 2 4·5코스 훼손지 현황

3 2 1 나지발생 현황

나지는 4 대모·우면산코스에 11개소, 5 관악산코스에 22개소가 파악되었으며, km

당 나지 밀도는 5코스 1.75개소/㎞, 4코스 0.63개소/㎞로 5코스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총 나지면적은 5코스 1,535㎡, 4코스 2,195㎡이었으며, 개소당 평균 

면적은 5코스 70㎡, 4코스 200㎡로 4코스의 나지화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

나지확산 개소수 11 22

총 나지면적(㎡) 2,195 1,535

평균 나지면적/개소 200 70

나지 밀도(개소/㎞) 0.63 1.75

표 4-13 나지 발생 현황

4 대모·우면산 나지코스

  

5 관악산 구간 나지코스

그림 4-22 나지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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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4 대모·우면산코스 숲길 훼손 현황도

그림 4-24 5 관악산코스 숲길 훼손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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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샛길 분기 현황

샛길 분기 현황은 4 대모·우면산코스에 99개소, 5 관악산코스에 112개소가 확인되

었으며, km당 샛길 분기 밀도는 5코스 8.78개소/㎞, 4코스 5.65개소/㎞로 5코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

샛길 분기 개소수 99 112

샛길 분기 밀도(개소/km) 5.65 8.78

표 4-14 샛길 분기 현황

5 관악산코스 샛길 분기

 

4 대모·우면산코스 샛길 분기

그림 4-25 샛길 분기 현황

3 3 4·5코스에 활용 가능한 자원분포 현황

3 3 1 생태자원

4 대모·우면산코스의 생태자원은 12개소, 5 관악산코스의 생태자원은 34개소로 조

사되었으며, 대부분이 특정식물의 군락지로 파악되었다. 우수경관 조망점이 총 4개

소, 아름다운 나무는 4개소, 기암괴석은 3개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거수와 괴목, 희귀식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희귀식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겨울철에 조사를 한데다 대도시 근교 산자락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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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시설물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

생태자원

우수경관 3 1

군락지 6 28

노거수, 괴목 - -

아름다운 나무 1 3

희귀식물 - -

기암괴석 2 1

기타 - 1

합     계 12 34

자원밀도(개소/km) 0.7 2.7

총     계 46

평균 자원 밀도(개소/km) 1.5

표 4-15 둘레길 생태자원 현황

그림 4-26 4 대모·우면산코스 생태자원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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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5 관악산코스 생태자원 현황도

3 3 2 역사문화자원

4 대모·우면산코스의 역사문화자원은 16개소, 5 관악산코스의 역사문화자원은 21

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이 묘지 및 기타 유적지로 파악되었다. 우수경관 조망

점은 1개소, 사찰 및 종교공간은 7개소, 굿당은 1개소, 기타 역사문화유적은 9개소, 

묘지 및 기타는 19개소로 조사되었다.

사찰 및 종교공간을 제외한 묘지와 기타 역사문화유적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들의 자원적 가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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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스 굿당

   

5코스 호압사

그림 4-28 역사문화자원 현황

시설구분 시설물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

역사문화자원

우수경관 - 1

사찰 및 종교공간 1 6

굿당 - 1

기타 역사문화유적지 3 6

묘지 및 기타 12 7

합     계 16 21

자원밀도(개소/km) 0.9 1.6

총     계 37

평균 자원 밀도(개소/km) 1.2

표 4-16 둘레길 역사문화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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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4 대모·우면산코스 역사문화자원 현황도

그림 4-30 5 관악산코스 역사문화자원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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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코스 시설물 개선방안

편의운동시설물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용시설로, 밀도와 관리상태가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므로, 이용자 규모와 이용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이 설

치 운영될 필요가 있다.

편의운동시설물은 이용자의 요구도가 높고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하며, 현재 성

인위주의 시설물을 어린이·청소년의 범위로 확대하여 도입하도록 한다. 이는 추후 

서울둘레길의 건강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수 있다.

안내시설물은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안내시설

물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안내하고 목적지까지 거리와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

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설이다. 4코스와 5코스의 안내시설물 밀도는 모두 높

았으나, 방향 안내 등의 정보전달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둘레길 중 초기에 조성된 코스로 당시의 시행착오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는 교체 및 수정계획을 수립해 꾸준히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물 제작 

매뉴얼을 개발하고 직접 설치하는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작 및 설치교육을 하

고 있다.

배수시설은 크게 횡배수대, 횡배수로, 측구배수로, 배수암거로 구분될 수 있으며, 배

수시설은 서울둘레길을 우수로부터의 침식을 예방하여 노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

다. 노면 보호와 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둘레길 배수로의 설치 기준은 경사도와 직선

구간 길이를 변수로 하여 설정해야 하며, 서울둘레길의 배수시설은 노선의 위치, 산

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며, 특

히 장마 전 집중점검이 중요하다.

교육시설은 이용자들에게 서울둘레길과 주변 생태경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달

해주는 교육자원이며,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둘레길 이용관리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킬 수 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환경이 서로 교감하는 공간

으로서 교육시설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요

구도, 필요성, 자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시설의 밀도를 설정하고, 교육시설을 

증설해 운영해야 한다.

이상으로, 서울둘레길 주변의 각종 시설물 밀도와 상태를 진단하고 관리방향을 정리

하여 보았다. 모든 시설물이 공통적으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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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4코스와 5코스 서울둘레길 구간의 시설물의 설치 기

준이 없어 어느 정도의 시설물을 유지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향후, 서울둘레길의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는 시설물 설치 기준과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구간별 시설물 간 설치 밀도

를 고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간별 이용자 특성과 요구도, 자원적 특성을 고

려하여 차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3 5 훼손지 개선방안

나지화 현상은 이용자들이 주어진 도보길을 벗어난 이용에 따른 답압의 영향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이용자들이 쉬어가는 쉼터 주변에서 나타난다. 

한 번 발생한 나지는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적인 회복이 극히 어려

운 공간이기 때문에 생태복원 기법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둘레길의 샛길은 주로 수직으로 형성된 등산로와 수평으로 형성된 서울둘레길

이 만나는 지점으로 보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샛길 분기 지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샛길은 주 이용객이 지역주민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수가 이용하는 경향

이 있다. 서울둘레길 샛길 분기 현상의 조기 진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이용자 이상이 

이용하는 간선 노선을 제외한 샛길은 폐쇄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객의 불편과 

샛길분기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선과 샛길밀도 상한선

을 설정하고 이외의 샛길은 폐쇄해야 한다.

3 6 활용 가능한 자원 개선방안

활용 가능한 생태자원은 서울둘레길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표이자 이용자를 위한 교

육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생태자원은 주로 식물과 무기환

경자원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동물자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

고 정밀도를 높여가야 한다. 이미 조사된 생태자원들의 위치와 특성을 정리하고 자원

적 가치가 높은 자원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보전/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은 인위적으로 첨가하고 보강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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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존의 역사문화자원을 정밀하게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대모·우면산코스, 5 관악산코스의 역사문화자원은 조사된 것 외에도 추가적인 조

사가 필요하며, 조사된 자원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전될 수 있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교육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안

1 관리·운영 현황

2 관리·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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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안

1 관리·운영 현황

1 1 조성 및 관리 현황

서울둘레길은 서울시에서 기획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조성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보

수 및 관리도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보수예산은 공원관리 예산에 포함되어 집

행되고 있다.

1 2 운영현황

1 2 1 안내

서울시는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 안내지도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둘레길 관련안내소는 은평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은평 둘레길 안내소는 북한산 

둘레길, 서울둘레길 8코스 북한산 구간, 북한산 등산로를 안내하고 있다. 안내소의 

설치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다른 실정이다.

그림 5-1 은평 둘레길 관광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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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홍보(홈페이지)

서울시는 서울두드림길 홈페이지(http://gil.seoul.go.kr/ walk/)를 운영하여, 서

울둘레길 외 한양도성길, 근교산자락길, 생태문화길, 한강지천길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서울둘레길에 대해 코스별 지도 제공, 지역·거리·소요시간 안내, 난이도

(상·중·하) 설명, 교통편 및 주요지점 소개 등을 하고 있다. 난이도는 장거리 코스와 

2개의 산이 연결된 코스도 있으나, 상·중·하의 3단계로 나누어 설정되어 있다. 따라

서 이용자 입장에서 난이도를 세분화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서울두드림길 홈페이지 안내 체계

1 2 3 시민단체 협력 현황

생명의숲은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자치구,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된 ‘서

울둘레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생명의숲은 ‘서울둘레길 유랑단’을 모집하여 월 2회 정기적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둘레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서울둘레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

금까지의 행사는 일시적인 행사이므로 서울둘레길의 정기적인 행사를 통한 꾸준한 

홍보와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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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날짜 개최코스 참여인원 주관단체

2013함께 걷는 서울둘레길 10.27 관악산 300 서울시, 서울둘레길 네트워크

첫걸음 떼기 10.27 관악산 150 품애

가족과 함께 11.3, 10, 17 대모산 300 아하 열린교육센터

엄마와 지역 11.1, 9 망우, 용마산, 관악산 300 이상상

역사와 전통문화 11.16~17 관악산 200 코리아헤리티지

시각장애인 친구와 함께 10.30, 11.6, 13 봉산 300 품애

환경과 함께 11.2 북한산 100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환경과 함께 11.13 북한산 90 행복한 학교재단

서울둘레길 유랑단 10.26~30
대모산, 관악산, 봉산,
북한산, 수락산

100 생명의 숲

표 5-1 2013년 서울둘레길 행사 개최 현황

1 3 관리·운영상의 시사점

2014년에 전 코스가 완공되는 서울둘레길은 현재 2, 3코스를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으

며, 현재는 적극적인 운영보다 코스 완성 및 시설물 수정·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코스 완공 시점에 대비하여 서울둘레길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사례조사 결과, 관리는 조성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맡는 것

이 효율적이고, 운영은 시민과의 접촉이 원활한 시민단체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둘레길의 점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이원화 과정의 

계획이 필요하다.

2 관리·운영 방안

2 1 관리·운영 이원화와 주체 구성 방안

서울둘레길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분배하여 해당자치구에서 조성하였으며, 둘레길

의 시설물은 산림의 탐방시설로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설치한 기관에서 지

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울둘레길 관리와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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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울둘레길 관리와 운영 이원화

서울둘레길의 관리와 운영을 이원화하여 주체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

다. 비교 결과, 총괄 관리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실행은 자치구에서 하는 기존의 관

리 방안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영은 위탁운영하도록 하는데, 총괄적인 운

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총괄 허브(HUB) 조직을 구성하고, 코스별로 운영을 위탁하도

록 한다.

구분 둘레길 관리 둘레길 운영

↴
∙ 총괄관리：서울시
∙ 코스별 관리：해당 자치구
∙ 운영：위탁

↓

위탁운영 시 총괄할 수 있는
허브(HUB)조직 필요 

관리
총괄   : 서울시

코스별: 자치구

운영
총괄   : HUB조직

코스별: 위탁체

시직영

∙ 전체 둘레길 코스의 총괄 관리 가능
∙ 문제발생 시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
∙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사업 추진 용

이

∙ 인력부족
∙ 시에서 통합운영 시 지역적 특성 도입이 부족

할 수 있음
∙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정보 부족
∙ 지역주민 참여결여
∙ 지역공감대 형성 부족
∙ 지속적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

자치구

∙ 현재의 관리방법
∙ 같은 코스를 여러 자치구가 담당하

게 되어 한 코스의 통합적 관리가 어
려움

∙ 둘레길 시설물의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 지역의 공감대 형성 용이
∙ 조성/운영/관리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가능
∙ 같은 코스를 해당 자치구에 따라 나뉘어 분할 

운영 시 통합적 운영이 어려움
∙ 코스별로 운영할 대표자치구를 선별하여 운영
∙ 지역축제와 연계가 용이하나, 자치구 행사 위

주의 운영 우려

위탁운영

∙ 조성은 시와 자치구에서 하였으므
로 시설관리상 문제발생 시 책임소
재가 불분명함

∙ 산길을 다루는 기술적 전문성 부족
∙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
∙ 운영/관리의 재정확보를 위한 위탁

기관의 수익사업 필요

∙ 둘레길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기관과 코스
별, 지역별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위탁

∙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
∙ 지역공감대 형성 용이
∙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계획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

표 5-2 주체에 따른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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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관리와 운영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는 항상 긴밀

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통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으로 협조한다.

그림 5-4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체계

서울둘레길을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할 경우, 푸른도시국 내 ‘서울길팀’을 신설하여 

서울두드림길과 그 외 길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한양성곽

길, 서울자락길, 등산로와 함께 서울둘레길을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의 1명이 담당

하고 있어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다. 또한 생태문화길과 함께 서울 두드림길에 

대한 CI 제작, 홍보, 홈페이지 운영, 안내책자 제작 등의 업무를 자연생태과 자연자원

팀의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한강/지천길은 기존의 한강 및 지천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서울두드림길로 통합

한 것으로 한강의 경우 한강사업본부에서, 지천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신규 탐방로 개발 또는 기존 탐방로의 서울두드림길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합관리할 신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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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푸른도시국 내 ‘서울두드림길(가칭)’ 조직 예시

2 2 관리·운영 이원화의 로드맵

관리와 운영은 점차적인 분리가 바람직하며, 현재는 서울둘레길을 완공하는 시기이

므로 향후 3년간의 관리·운영 이원화의 추진 과정을 계획하였다.

2014년은 ‘완공 및 관리집중기’로 서울둘레길의 완공과 시설보완 등에 집중한다. 서

울둘레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스별 준공시기가 달라 초기 준공된 코스의 

경우 시설의 오류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설보완에 집중하여 준공시기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2015년은 ‘관리/운영 안정화 준비기’로 전 코스 완공 후 1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에

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서울두드림길을 통괄하는 서울시의 ‘서울길팀’을 신설

하여 이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1~2개 코스의 운영을 시범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한

다.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서울둘레길에 관심있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키

워 전 코스 위탁운영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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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2014 2015 2016

조성 
및 

관리

관리
조직

∙ 시 기획+자치구 관리(실행)
관리
조직

∙ 서울시 ‘서울길팀’ 신설
∙ 1안：시 기획+자치구 관리
∙ 2안：시 기획+공원녹지사업소 관리

관리
조직

∙ 총괄：서울시 ‘서울길팀’
∙ 코스별 해당 관리조직

관리
내용

∙ 전 코스 조성 완료
∙ 코스별 부분적 수정 및 보완

관리
내용

∙ 시설물 관리 및 보수
관리
내용

∙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운영

운영
조직

∙ 서울시 직영 운영
운영
조직

∙ 서울시 직영 운영
∙ 시범 위탁 운영체 선발 및 운영

운영
조직

∙ 서울둘레길 운영총괄 허브
조직

∙ 코스별 위탁 운영체 선발 및 
운영

운영
내용

∙ 코스별 특성화 전략 설정
∙ 시민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개발
∙ 홈페이지 개선
∙ 완공에 따른 홍보 및 행사개최

운영
내용

∙ 홈페이지 운영
∙ 코스별 특성화 사업 추진
∙ 코스별 시민단체와 연계한 정기 프로

그램 운영

운영
내용

∙ 위탁체에 따른 코스별 특성
화 프로그램 운영

완공 및 집중관리기

▶ 서울둘레길 완공에 따른 노선 및 시
설물 집중관리

▶ 적극적 홍보
▶ 관리와 운영 일원화 

관리/운영 안정화 준비기

▶ 서울시 전담팀 신설
▶ 관리실행 주체 선정

(자치구 또는 공원녹지사업소)
▶ 관리와 운영 이원화 준비기
▶ 시범위탁 운영

관리/운영 이원화 완성기

▶ 운영총괄 조직체 구성
▶ 전 코스 위탁 운영
▶ 관리와 운영 이원화

그림 5-6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이원화 로드맵

2016년은 ‘관리/운영 이원화 완성기’로 관리와 운영을 이원화하여 각각 총괄조직과 

코스별 담당 조직을 구성한다.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서울둘레길을 효

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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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시설관리 조경/생태관리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서무, 재무, 회계
∙ 계획, 예산, 
∙ 재산관리

∙ 기계, 전기관리
∙ 토목, 건축물
∙ 시설유지 보수

∙ 식생, 토양관리

∙ 홍보
∙ 대외언론/매체
∙ 소식지인쇄물 제작
∙ 홈페이지 관리

기
초
행
정
적

∙ 공원질서 및 
∙ 안전관리

∙ 환경 청결, 위생
∙ 조경공사설계
∙ 안전관리

∙ 기금조성
∙ 기금개발
∙ 후원자관리

∙ 방문자서비스
∙ 방문자센터 운영
∙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
|
|
|
∨∙ 기타행정

∙ 시설사용승인
∙ 시설위탁관리

∙ 생태관리
∙ 모니터링
∙ 습지생태원 관리
∙ 생태교육

∙ 커뮤니케이션
∙ 이벤트기획
∙ 지역사회/시민단체 연

계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 공

공
서
비
스
적

∙ 고용프로그램 연계운영

기존 조성 및 관리로 
축적된 know-how

＜-----------------------------------＞ 새로운 가치 창출

관리영역
관리와 운영
의 협력영역

운영영역

표 5-3 관리와 운영의 업무 구분



VI 서울둘레길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

1 서울둘레길 특성화 방안

2 서울둘레길 콘텐츠 운영 방안

3 서울둘레길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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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서울둘레길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

1 서울둘레길 특성화 방안

1 1 건강

서울시는 “서울아 운동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과 둘레길을 

연계하여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단순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병의 치

유 및 치료 병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6-1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서울둘레길의 도시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숲속 요가 명상 교실

◦ 숲속 비만 클리닉

◦ 숲치유 프로그램(학교폭력,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가정치유 등)

◦ 질환별 병행치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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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인병 등 질환별 병행치유 프로그램은 질환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숲 활동이 

그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숲활동의 질환별 치유효과 및 기능강화 효과는 

아래와 같다.

목적 증상 내용

질환치료

고혈압

∙ 숲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 같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 
∙ 혈압이 높을수록 경사가 낮은 숲길을 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숲속에서 오감이 열려 즐거움을 느끼고 

심장을 적당히 자극해 운동효과를 높이고 혈압을 낮춤.
∙ 숲의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저감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볼 수 있음.
∙ 단, 고혈압 환자는 가파른 산을 오르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격한 행동은 삼가야 함.

비만

∙ 비만에 효과적인 숲에서 걷기 운동은 몸의 체지방을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임. 
걷기는 특히 지방 산화 및 소모에 효율성이 높음. 

∙ 숲에서 걷기는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호흡률이 좋아서 산소의 흡입량을 늘려 각 세포에 충분한 산소 
공급과 신진대사를 활발히 함.

아토피

∙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아토피를 일으키는 주요원인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아토피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됨.

∙ 숲 속의 흙에는 ‘지오스민'이라는 자연 항암제와 항생제, 항진균제 성분이 함유돼 있어 혈액순환이 활발
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피부 세포도 건강해짐.

∙ 아토피는 숲을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숲체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

암

∙ 암은 면역을 강화해주는 NK세포가 있는데 이는 병균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
는 역할을 함. 숲은 이 NK세포를 증가시키고 활성화시킴. 

∙ 걷기와 등산 같은 몸의 움직임이 유산소 운동 효과를 주고, 숲의 풍부한 산소와 공기, 피톤치드, 음이온 
등은 생리적 반응을 활성화하고 저항력을 높임.

알코올

∙ 알코올 중독자의 공통적인 정신적·심리적 문제는 우울증과 불안감, 낮은 자존감인데, 숲이 사람들 몸과 
마음의 치유에 큰 역할을 함.

∙ 특히, 알코올 중독자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는 불안감은 숲 체험을 통해 일시적 불안감뿐만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불안 반응이 많이 줄어들었고, 정서적 안정감도 회복되었음.

∙ 숲 체험을 통해 환경적 자극, 적절한 체험, 자연 공간에서 체험자 간의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 등이 긍정
적인 자극을 주고 우울과 불안 등을 해소하는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킴. 

기능강화

심장기능
∙ 숲에서의 운동은 신체의 각 부분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혈액 공급과 순환을 활발하게 해줌.
∙ 숲을 통해 심장 질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으며, 심장 질환도 예방할 수 있음.

뼈

∙ 뼈는 노년에 이르면 골밀도가 너무 약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데, 이 현상이 심화되면 
뼈의 칼슘이 부족하여 조직이 엉성해지는 골다공증이 우려됨. 

∙ 숲은 뼈에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받게 도와 줌. 야외에서 이상적인 햇볕을 통해 
천연의 비타민 D를 공급받을 수 있음.

∙ 숲에서 적정 수준의 운동은 뼈의 성장과 건강에 도움을 줌. 숲은 뼈와 근육을 단련하는데 최적의 장소임.

신체 건강 나이

∙ 숲은 노화 방지와 신체 나이를 가꾸는데 좋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심리적인 건강을 가져다주고 사회적
으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켜 줌.

∙ 숲에서 걷기와 같은 운동은 갱년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음.
∙ 특히 숲은 노년의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장소로서 역할을 함.

천연 비아그라
∙ 숲은 꾸준한 이용을 통해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을 줄이고 이 효과로 성 에너지를 높여줌.
∙ 숲의 산소는 혈관 확장을 돕는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천연 비아그라 역할도 함.
∙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생리적으로 안정과 평온을 주는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함.

표 6-1 숲 활동의 질환치료 및 기능강화 효과

출처：신원철, 2007,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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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보건소·

병원과의 연계 등 의학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헬스트레이너 등 건강관리 전문가

의 육성도 필요하며, 건강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 보건소·병원과의 연계 등 의학적인 네트워크 구축

◦ 비만 탈출 등을 위한 헬스트레이너 육성

◦ 학교폭력, 게임중독, 가정치유 등을 위한 심리상담사와 연계

◦ 워킹전문가 등 숲에서의 운동을 위한 전문가 양성

숲에서의 활동은 누구나 쉽고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숲 활동의 장점과 효과를 둘레길 이용객들에게 홍보하고 교

육하도록 한다.

구분 효과

장점
∙ 특별한 장비나 돈, 기술 없이도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 숲 속 산책은 누구나 하기 쉽고, 단순하며, 지속적으로 하기에 좋은 운동으로 쉽게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

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효과

∙ 육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숲이 만들어내는 산소를 통해 몸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
∙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피를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식욕을 증진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

가 있다.
∙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은 세로토닌의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 고혈압, 심장병, 비만 등을 예방해주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을 키워 유연성

을 길러준다. 
∙ 심리적으로는 숲에서 발생하는 안정적 뇌파인 알파파의 증가와 혈중 코르티솔의 감소는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 주고, 피톤치드의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으로 해줌으로써 인간의 심리와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 숲은 자연과 환경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삶을 배우고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까지
도 변하게 해준다.

∙ 숲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쉽게 동화되고 이해하며, 솔직해지고, 나와 자연이 교감할 수 있도록 오감을 열
고,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다.

표 6-2 숲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출처：신원철, 2007,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 재구성.

또한, 도시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적인 특성을 부여하면서 생애주기

를 고려한 다양한 숲 유형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서울둘레길 이용객 설

문조사결과 노년층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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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숲이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하고, 걷고 감상

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숲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생애주기 숲유형 프로그램

출생기 태교숲 ∙ 임산부가 편안한 숲길을 걸으며, 태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유아·청소년기
유아숲
청소년 모험숲

∙ 유아에게 숲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을 위한 모험숲, 체험숲 프로그램을 개발
∙ 부적응 청소년 치유, 인터넷중독 치유, 가족치유, 폭력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 비만치유 프로그램 개발

청·장년기
가족숲
산악레포츠
치유숲

∙ 가족숲：캠핑숲, 삼림욕장, 무장애숲길 등 가족단위 휴양공간 확대
∙ 가족치유(우울증, 분노장애,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개발
∙ 암치유 프로그램 개발
∙ 비만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년기
산림휴양숲
치유숲
문화숲

∙ 숲을 이용한 보건소, 병원 등과 연계한 산림휴양과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산속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우울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암치유 프로그램 개발

표 6-3 숲치유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숲의 접근방식 효율적인 이용 효과

신체적 
이용접근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

몸의 균형을 잡고 눈이 아닌 땅에서 즐기는 스키
임. 상체와 허리, 하체 등의 전신에 운동효과를 
주어 모든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줌. 

몸의 전체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전신운동 효과가 
있으며, 심장기능을 튼튼하게 해줌.

마사이 워킹(Masai Walking)

케냐의 마사이족이 하는 걸음걸이를 모방한 것
으로 부드러운 초원을 맨발로 자연스럽게 걷는 
방법을 말함.

몸의 무게중심을 이용해 발 뒤꿈치에서 앞까지 허리
를 곧게 펴 발바닥 전체에 힘을 골고루 분산시킴으
로써 허리 근육을 강화시킴.

파워 워킹(Power Walking)

산책과는 다르게 시속 7~8 킬로미터 속도로 걷
는 방법을 말하며 마라톤보다는 느리고, 걷기보
다는 빠른 걷기 방법임.

체지방 소모율이 높고, 심폐 지구력도 높여줌. 뼈를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높여주고 지구력을 
향상시켜 근육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

심리적·정신적 
이용접근

글로 표현하기

글의 형식은 상관없이 자연이 주는 감동과 아름
다움을 글로 표현함. 삼림욕을 즐긴 뒤 끌리는 장
소나 나무와 풀, 야생화, 산새 등 주변 풍경이나 
자연물을 글로 표현함.

숲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며, 눈앞에 보이
는 숲이 우리의 감각과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음.

그림 그리기

숲의 아름다움을 세밀화나 스케치로 표현하거
나 관찰한 숲의 새로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함.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야생화의 아름다움에 감
탄하고, 숲의 사물을 아주 가까이 관찰할 기회를 줌.

표 6-4 숲의 다양한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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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접근방식 효율적인 이용 효과

심리적·정신적 
이용접근

사진으로 자연 찍기

사진은 가장 손쉽게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방법 
중 하나임. 작은 동물이나 아름다운 야생화, 거
대한 나무 등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음.

프레임을 통해 숲에서의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기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
음.

감각 일깨우기

숲은 자연으로 가득 차 있음. 이런 모든 것이 숨
어 있는 감각을 일깨우는 원천임. 숲에서 쉬는 동
안 모든 감각으로 소리와 냄새를 느껴볼 수 있음.

도시생활에서 잃었던 감각을 되살릴 수 있으며, 감
각이 살아나면 건강의 회복과 함께 세상에 대한 호
기심과 흥미도 되살아나 행복감을 더 느낌.

자연 기념물 모으기

숲의 솔방울, 조그만 돌멩이, 낙엽 등의 아름다
운 자연 기념물을 주워와 책상이나 생활하는 공
간에 놓고 감상

관심사를 통해 취미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자연물
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낌.

상상 산림욕하기

‘플라시보 효과’처럼 숲의 간접 효과를 통해 숲 
속을 상상하고 소리를 상상함.

단순한 간접 체험을 통해 편안한 상태를 느끼며 세
로 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해소 

숲 체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 개선하기

점차 개인화되고 바빠지는 현대 생활에서 가족 
관계마저도 소홀할 수 있는데, 숲에서의 가족단
위 체험을 통해 그 관계개선을 꾀할 수 있음.

자기 모습을 닮은 자연물을 찾는 프로그램과 숲이 
주는 작은 감동은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함.

표 계속 숲의 다양한 접근 방식

출처：신원철, 2007,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 재구성.

1 2 역사·문화

1 2 1 스코리텔링 발굴

서울시는 서울둘레길의 자연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등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도시의 산림으로서 도시의 변천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둘레길 ‘8 북한산 코스’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자원을 

발굴하여 예시하였다. 추후 서울둘레길 전 코스의 자원을 발굴하여 전 코스 스토리텔

링을 개발하고 서울둘레길 이용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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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북한산 둘레길 안내도 및 서울둘레길 중복구간(스토리텔링 설정 구간)

북한산둘레길 
해당노선

주제설정 스토리자원 내용

A
옛성길

평창마을길

백호가 
알려준 

고진감래

북한산 생태공원
∙ 탐방시작 전 준비장소
∙ 연못 및 수목 관찰

장미공원, 거북약수터 ∙ 탐방시작 전 개인정비 시간(화장실)

탕춘대성 암문

∙ 1718~1719년 숙종 때 만들어진 성곽
∙ 북한산성과 연결해 지은 성곽
∙ 연산군이 세검정 고개에 지은 탕춘대라는 연회장의 이름을 따서 성곽의 

이름을 지음. ‘봄을 즐긴다’는 뜻

보현산신각, 여산신각

∙ 보현산신각은 보현산의 남신을 모시는 신각
∙ 호랑이와 함께 서있는 산신도가 있으며, 음력 3월 1일, 3월 13일에 유

교식 제사를 지냄(제물은 돼지 한 마리)
∙ 여산신각은 보현산신각 남신의 여신을 모시는 신각

평창동의 유래

∙ 평창동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곡식창고가 있었던 데서 유래 
∙ 조선시대의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훈련소가 있었음
∙ 현재는 저택들과 함께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는 풍수지리학

적으로 백호의 자리로 예술, 재물과 관련된 기운을 가지고 있음. 반대편 
성북동은 청룡의 자리로 명예, 관직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정치인 저택, 
대사관이 많음

연화정사

∙ 현대식 사찰
∙ 평창동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임
∙ 불교의 한 종파인 본원종의 사찰인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는 사찰 
∙ 풍수지리학적인 명당으로 좌청룡, 우백호의 기운을 가지고 있음

표 6-5 8코스 북한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안 100

북한산둘레길 
해당노선

주제설정 스토리자원 내용

B
솔샘길

흰구름길

흰구름이 
만들어낸 

샘물

북한산탐방안내소 ∙ 북한산의 생태와 문화재 전시를 둘러볼 수 있음

자락길과 솔샘마당 ∙ 자락길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무장애길

성북 생태체험관, 
북한산 생태숲

∙ 다양한 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참가비, 재료비 무료)
∙ 북한산 생태숲은 야생화단지, 생태체험관의 시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

음. 탐방의 중간 정비지점으로 이용할 수 있음

솔샘발원지 ∙ 원래 맑은 샘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볼 수 없음

작은 구름전망대 ∙ 흰구름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전망대에 올라 도시 전경을 볼 수 있음

공초 오상순선생 
묘소

∙ 현대시의 선구자로 알려진 공초 오상순선생
∙ 공초라는 호는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담배를 워낙 

좋아해 ‘꽁초’라고 불리기도 함
∙ 지금 시비가 있는 묘역은 철책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 출입은 하지 못함

빨래골

∙ 다리 아래 평평한 돌들이 있는 시내를 볼 수 있음 
∙ 평평한 돌들은 빨래판으로 사용했던 돌들이며, 물이 맑고 양이 많아 ‘무

너미’라고 불림
∙ 대궐의 세답방 궁녀들의 빨래터와 휴식처로 이용되었으며, 60~70년대 

인근 주민들의 빨래터였음 

구름전망대
∙ 높이가 12m인 전망대로 경치가 가장 좋은 조망대
∙ 강북구 끝에서 중랑구 끝까지 조망 가능

화계사

∙ 흥선대원군이 자손을 왕위에 올리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때, 화계사
의 스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어 둘째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그 보답으로 대원군이 화계사에 시주를 하였고, 곳곳에 대원군의 글씨
를 남겨놓았음

∙ 1933년 조선어학회 주관으로 국문학자 9명이 기거하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집필한 곳임

본정원사

∙ 본원정사(本願精舍)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며, 주불로 지장보살을 
모시는데 지장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불 사이인 부처님 없는 시대에 
중생들을 교화하는 보살임

∙ 지장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에 들어가 교화
해 제도하는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장보살의 서원은 보살과 부
처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라 하여 본원(本願)이라고 함

∙ 본원정사에는 한국전쟁 때 태고사에 불이 나서 옮겨왔다고 전하는 목조
지장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1980년대 초 주지스님은 이 지장보
살상에 감화를 받아 지장보살의 본원을 따르고자 절 이름을 본원정사로 
변경함

통일교육원, 
이명룡선생 묘소

∙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및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전문가와 교육자의 훈
련 및 양성, 통일 대비 정부기관·공공기관·사회단체의 간부 및 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

∙ 통일정책 및 국민정신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의 실시, 통일문제 및 국민정신문제에 관련되는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자
문, 통일문제 및 국민정신교육상 필요한 전시시설의 운영 등을 담당

∙ 이명룡선생은 3·1독립운동 때 기독교측에서 참가하는 민족대표 33인
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2년형
을 선고받았음. 이후 재를 처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각 사회단체의 고
문으로 추대되셨음

표 계속 8코스 북한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서울둘레길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 101

북한산둘레길 
해당노선

주제설정 스토리자원 내용

C
순례길 

소나무숲길
푸른솔을 
닮은 의지

이준열사 묘소

∙ 이준열사는 1907년 을사조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 이위종 등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헤이그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

∙ 하지만 일제의 압력과 방해로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1907년 7월 14일 
숙소였던 데 용(De Jong)호텔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고, 그의 시신은 
헤이그의 시립공동묘역에 묻혔다가 사후 56년이 되던 해인 1963년 고국으로 
운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의 현위치에 안장

광복군 합동묘역

∙ 광복군의 일원으로 중국 각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 순국한 애국선열 
열일곱분이 모셔져 있음

∙ 이 분들을 따로 모셔둔 이유는 안타깝게도 잠든 17위 모두 연고가 없어 시신 
역시 거둬오지 못해 유해는 들어있지 않음. 광복군 합동 묘소는 1967년 광복
군동지회에서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

이시영선생 묘소

∙ 이시영선생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알려지자 일제의 숱한 유혹을 물리치
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길러내고 무장독립운동을 선두에서 이끄신 분

∙ 이시영선생의 집안은 조선시대 최고 명문가 중 하나로 당시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부유한 가문이었으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주
로 건너감

∙ 선생의 가족들은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다 내주고,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날이 허다하였지만, 선생은 김구선생과 함께 임시정부 출범에 참여하며 독립
에 애쓰셨음. 광복후 형제들은 전부 타국에서 옥사하거나 전사해 홀로 고국땅
을 밟으셨으며, 이후 부통령에 당선되셨음에도 정권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분
노를 느껴 모든 공직을 버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통일운동에 전념

망주석의 다람쥐

∙ 망주석은 무덤의 앞에 세우는 팔각의 돌기둥으로 무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
며, 다람쥐가 조각되어 있음

∙ 이 작은 다람쥐는 ‘동입서출’이라 하여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자세히 보면 오른쪽의 다람쥐는 위를 보고 왼쪽의 다람쥐
는 아래를 향해 있음)

태극기 안내판

∙ 태극기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없었다가 고종 때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음. 흔히 태극기를 최초로 만든 이는 박영효라고 알려져 있으나 <시
사 신보>에 따르면 고종이 직접 도안을 하고 색까지 지정하였다는 기록이 있으
며, 박영효는 고종의 명을 받아 태극기를 그리는 역할만 했다고 함

∙ 이렇게 만들어진 태극기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몰래 쓰이던 관계로 통일된 모
양이 없이 제각각 그려지다가 1946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국기의 도안과 규격
이 지금에 이르렀음

섶다리

∙ 섶다리는 나룻배로 오가기 힘든 겨울을 나기 위해 놓는 임시다리로 이듬해 봄
눈이 녹아 큰물이 내려오거나 여름장마로 강물이 불어나면 물에 떠내려감

∙ 이렇게 만들고 허물어지고 떠내려가기를 반복하지만 섶다리 만들기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 공동체 작업이었음. 다리가 다 놓이면 양쪽 마을에서 최고 연장
자를 앞세워 서로 마주보고 다리를 건너며 인사를 나누고 잔치를 벌였다고 함

∙ 이처럼, 섶다리는 두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도모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사용한, 바로 자연과 하나된 
삶이었음

유림선생 묘소

∙ 유림선생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부흥회, 자강회, 서로군정
서, 비밀결사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한중항일연합군 등을 결성해 독립운동
을 주도한 분임. 유림선생은 무정부주의라는 아나키즘을 악의로 번역해온 일
제에 강하게 저항했음.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며 끊임없이 
저항하던 유림선생은 망명을 하기도 함 

∙ 다시 국내로 들어온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고 광복 후에는 비상국
민회의 부의장, 대한국민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셨음

표 계속 8코스 북한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안 102

북한산둘레길 
해당노선

주제설정 스토리자원 내용

C
순례길 

소나무숲길
푸른솔을 
닮은 의지

김창숙선생묘소

∙ 1879년에 태어난 김창숙선생은 한학을 공부한 선비로서 일제시대 민족교육
운동에 헌신하시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일제의 심한 고문과 감옥생활로 
인해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음

∙ 조선과 일제 강점기 한국의 유학자, 독립운동가, 정치가이며, 교육가, 성균관
대학교의 창립자인 그는 해방 후 민중의 지도자로 헌신하며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음

야생동물 발자국
∙ 바닥을 보면 너구리와 멧돼지, 고라니의 실제 발자국을 본떠 놓은 시설물이 

있어 관찰할 수 있음

신숙선생 묘소

∙ 강재 신숙선생은 독립 운동가로 1920년 상하이로 가서 천도교를 전파했으
며, 1923년 국민대표회의 소집에 참여했으나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되었음. 북만주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했고 홍진·지청천 등과 한
국 독립당을 조직하고 총무위원장·문화부장으로 활약하셨음

∙ 그는 독립운동에만 전념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가는 민족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를 세워 애국계몽운동에도 앞장서신 분임. 뿐만 아니라 3월 1일에 개최
된 3·1운동 기념식에서 여운형 선생과 함께 기념사를 발표하셨음

∙ 광복후에는 만주 등에 뿔뿔이 흩어진 동포들의 귀국을 돕는 동북 한국인 연합
회를 결성하셨음

4.19 전망대

∙ 이곳은 4·19 혁명에 참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잠드신 곳으로 자유, 민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묘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묘지 한가운데 4·19혁명의 기상을 상징하는 높이 7척의 탑주 일곱 개가 솟아 
있고, 주위에는 수호신상 및 각도를 달리한 20개의 만장이 조화를 이루었음. 
진입로 앞에 세운 ‘민주의 뿌리’는 9개 기둥의 화강암 조형물로 민주주의 발
원지임을 뜻하고, 중앙 양측에 마련된 청동재질의 ‘자유투사’는 독재정권에 
항쟁하는 모습을 담았으며, 화강암 재질의 ‘정의의 불꽃’은 높이 9m의 불꽃
형상으로 4·19의 정신을 뜻함

박을복 자수박물관

∙ 박을복 자수박물관은 솔밭근린공원을 지나 한적한 주택가에 있음
∙ 이곳은 전통자수와 근·현대 회화의 흐름을 결합시켜 한국 현대자수 발전에 

기여한 박을복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각종 문화예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 선생의 작품 40여점을 전시하여 그동안 관람이 용이하지 않았던 감상 자수를 
일반에게 선보여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 자수의 
역사를 재정리해 놓았음

소나무쉼터

∙ 이곳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비석과 망료대로 보이는 돌이 놓여 있는데, 비석
의 주인은 이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추측됨. 소나무쉼터로 오면서  머리부분
이 깨져서 없는 인물석상이 있는데, 머리 부분이 깨져 없어졌지만 입고 있는 
옷과 손의 위치가 문·무인석과 같아 보임

∙ 지금은 봉분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석물들은 처음에는 한 
묘역에 놓여있던 것들로 짐작할 수 있음

만고강산 약수터

∙ 만고강산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변함이 없는 산천이라는 뜻으로 판소리 제목
이기도 함, 판소리 만고강산은 강산을 두루 유람하며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삼
신산 중 하나로 꼽히는 봉래산의 절경을 찬미하는 내용

∙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삼신산으로 불렀으며 봉래산은 여
름철 금강산의 다른 이름임. 옛날 술에 취하고 풍경에 취한 한 초로가 이 약수
터에 앉아 만고강산 한 자락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이곳 이름의 유래

표 계속 8코스 북한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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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둘레길 
해당노선

주제설정 스토리자원 내용

C
순례길 

소나무숲길
푸른솔을 
닮은 의지

의암 손병희선생 묘소

∙ 이곳은 천도교의 교주이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독
립운동가 의암 손병희선생의 묘역

∙ 한국 근대의 신종교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귀천이 없다는 인내천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조선왕조의 탄압과 천주교의 확산으로 입지
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음. 동학의 제3대 교주가 된 손병희선생은 점점 쇠퇴
해 가는 동학의 재건에 힘쓰신 분임

∙ 선생의 묘는 곡장(曲牆)에 둘러싸여 있으며, 봉분에는 화강암 호석(護石)
으로 띠가 둘러져 있음. 호석 중앙에는 천도교를 상징하는 표시가 새겨져 
있으며 묘 좌우에는 망주석 1쌍이 서 있음. 묘역 오른편에 의암손병희 선생
묘(義菴孫秉熙先生墓)라고 적힌 묘비, 왼편에 독립선언서가 새겨진 비석
이 있음

∙ 손병희선생은 교육사업과 언론활동도 활발히 펼쳤는데, 특히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던 그는 독립운동의 기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여 
3·1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음

봉황각

∙ 손병희선생 묘역 아래쪽에 있는 봉황각은 1912년 손병희선생이 지은 누
각으로 의창수도원(義彰修道院)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천도교 지도자
들에게 역사의식을 교육한 수련장이었음

∙ 봉황각은 1912년 6월 19일 천도교 제3대 교조인 손병희선생이 천도교의 
신앙생활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우고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역사의
식을 심어주며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이끌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건물

∙ 봉황각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민족의 성지로 재인식되
고 있으며, 후세들의 역사탐방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봉황각 부지 안에 12칸의 수련도장이 있었지만, 3·1운동 이후 헐어냈다고 
하며, 정면5칸, 척면2칸 규모의 팔작집인 봉황각만 남아 있음

우이계곡

∙ 봉황각에서 나와 물소리를 찾아 걷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계곡이 있는데, 
지금도 피서철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처임

∙ 일제강점기 때 여행을 통제했던 일제의 정책으로 행락의 형태가 제한된 
몇몇 공간에서만 가능했는데, 그 중 하나가 우이계곡임

∙ 우이계곡은 1983년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되면서 깨
끗한 모습을 찾게 되었으며, 옆새우, 가재, 버들치, 꺽지 등을 비롯해 여러 
수서생물이 살고 있어 관광지뿐 아니라 생태 자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D
왕실묘역길
방학동길

오르막, 
내리막

연산군 묘

∙ 연산군은 성종의 큰 아들로 조선의 열 번째 왕위에 오른 왕
∙ 연산군은 글씨를 잘 쓰고 시를 잘 짓는 임금이었지만, 생모 윤씨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후, 두 번씩이나 사화를 일으키는 등 성품의 광폭함이 
드러나자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중종반정이 일어나, 1506년 왕직
을 박탈당하고 연산군으로 강봉되어 강화 교동으로 추방되었다가, 그 해에 
운명을 달리했음

∙ 후에 부인 신씨가 연산군 무덤을 강화에서 현재의 이곳으로 옮겨 달라 청하
여 이장하게 되었음

∙ 연산군 묘역에는 연산군과 부인 신씨, 의정궁주 조씨, 연산군의 딸 휘순공
주와 사위 구문경의 묘가 모셔져 있음. 의정궁주 조씨는 누구일까? 의정궁
주 조씨는 태종이 죽기 2년 전 후궁이 된 인물로 입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종이 세상을 떠서 빈으로 봉해지지 못하고 일반인도 후궁도 아닌 궁주라
는 이름으로 쓸쓸히 여생을 보냈음

∙ 이곳에 그녀의 묘가 있는 이유는 세종이 후사가 없는 의정궁주의 제사를 
아들 임영군에게 모시라 명하자 그는 자신의 땅인 이곳에 모셨다고 함. 그 
후 임영대군의 외손녀인 신씨가 연산군의 묘를 의정궁주의 묘위에 이장한 
것으로 전해짐

표 계속 8코스 북한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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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둘레길 
해당노선

주제설정 스토리자원 내용

D
왕실묘역길
방학동길

오르막, 
내리막

원당샘, 원당천

∙ 원당샘은 원당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우물로 수백년동안 이곳 마을 사람들
의 식수로 이용되었음. 이 우물은 일명 ‘피양우물’이라고 불리워졌으나 
1979년 정비되면서 원당샘으로 명명되었음

∙ 원당샘은 풍부한 수량으로 심한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고 일정한 수온을 유
지하여 혹한에도 얼어붙는 일이 없었음

∙ 네모난 연못안에 동그란 인공섬을 만들고 소나무를 심었는데, 네모난 연못
은 하늘을, 동그란 섬은 땅을 상징했다고 함. 주변에 놓은 암석들은 신선이 
살고있는 산을 표현한 것임

방학동 은행나무

∙ 그저 서있는 모습만으로도 든든한 이 나무의 나이는 무려 830살임. 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울시 소재 수목 중에서도 최고령인 천연기념물 제
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 다음으로 수령이 오래된 것임

∙ 본래는 은행나무의 동남쪽 200m 지점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더 있어 이 
두 은행나무를 ‘부부 은행나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암나무는 신동아아파
트 건립 당시 벌목되었음

정의공주 묘

∙ 이 묘역의 주인은 세종의 둘째 공주인 정의공주와 그의 남편 안맹담임 
∙ 정의공주는 세종의 딸 중 총명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며,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뒤에서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줌
∙ 출가 후에도 공주 슬하 네 아들의 이름을 세종이 손수 지어줄 만큼 사랑이 

각별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그녀처럼 무덤 또한 양지바른 
곳에 단정히 자리 잡아 평화로워 보임

쌍둥이 전망대
∙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어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면 능선 위에 커다란 구

조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쌍둥이 전망대임

소달구지길 ∙ 옛날 소가 달구지를 끌고 다니던 길이라고 해서 소달구지길이라고 함

표 계속 8코스 북한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1 2 2 예술적 지점(Art spot)

서울시는 서울둘레길이 탐방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지도록 하여 이용객에게 자연과 예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울둘레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술적 지점(Art Spot)을 만들고, 다

음과 같은 문화예술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청년예술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여 설치예술 등 예술적 명소

◦ 숲속음악회 개최 

◦ 인문학 등 문화강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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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위치

1 학도암, 서울여대 부근

2 망우묘지공원 부근

3 일자산

4 예술의 전당 부근

5 천주교 삼성산성지 부근

7 증산역(명지대) 부근

표 6-6 서울둘레길 예술적 지점(Art Spot) 가능 지점

그 예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이 있으며, 이 국제예술제는 일본의 지중해라고 

불리는 세토내해의 여러 섬을 무대로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활약하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 축제이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2012년에 ‘자연과 예술의 조화’라는 주제로 

계절별 시즌제로 운영되었으며, 지역의 지점에 작가들이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지역

적으로 특성화하였고,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둘레길에도 숲에서 가능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거나 음악회, 창작활동 등

을 접목시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3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 작품사례

출처：http://setouchi-artfest.j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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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영국 Hannah Peschar Sculpture Garden

그림 6-5 국내 서울시립미술관의 아날로그 숲 전시회

아울러 서울둘레길과 연계된 삼림욕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숲 체험 이외에 다양한 문화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숲속의 

장이 되도록 한다.

그 예시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조성된 우면산 숲속교실이 있는데, 이 숲속교실은 

서울연구원에서 조성하여 현재 서울연구원·서울시 인재개발원·서울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는 ‘서울: 숲에서 책을 만나다’라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그림 6-6 서울연구원 우면산 숲속교실 ‘서울：숲에서 책을 만나다’ 프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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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생태교육

서울둘레길은 산림, 하천 등을 지나는 탐방로로 서울의 생태적 거점이 인접하여 분포

되어 있다. 특히 3코스(고덕·일자산)는 생태경관보전지역 4개소가 인접한 구간이며, 

길동 생태공원도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3코스에서는 서울둘레길 탐방과 함께 생태

적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따라서 코스별로 생태적 거점을 발굴하고, 생태특성화 공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한다.

그림 6-7 서울둘레길 주요 생태적 거점

코스 연계된 생태적 공간

1코스 수락·불암산코스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3코스 고덕·일자산코스 암사동·둔촌동·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길동자연생태공원

6코스 안양천코스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7코스 봉산·앵봉산코스 봉산 생태경관보전지역

8코스 북한산코스 무수골 농경지 지역

표 6-7 서울둘레길 연계 생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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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 프로그램은 도보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운영한다.

◦ 현재 서울둘레길에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연계하

여 프로그램 운영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공원에서 생태교육 및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시민단체, 개인의 서울둘레길과 연계 유도

◦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서울둘레길 도보 및 생태관찰 프로그램 개발

◦ 생태 모니터링 프로그램

◦ 도보 및 겨울철 철새관찰 프로그램 개발

그림 6-8 현재 서울둘레길에서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사례

2 서울둘레길 콘텐츠 운영

2 1 서울둘레길 패스포트·스탬프

서울둘레길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서울둘레길 

패스포트’와 무인스탬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패스포트는 원하는 이용객에게 서울

시청 시민청 등 시민이용공간에서 배부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서울둘레길 스탬프는 코스의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 생태자원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스탬프가 설치되는 장소는 코스를 분할하여 교통체계와의 연계가 용이한 

지점이 되도록 한다.

◦ 서울둘레길 패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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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둘레길 여권을 도입하여 시민 스스로 서울둘레길을 완주하면서 스탬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울둘레길 마일리지와 연계

- 여권에 서울둘레길 8코스 스탬프를 모두 찍어 완주하면 ‘서울둘레길 완주 인

증서’ 수여와 ‘서울둘레길 마일리지 또는 머니’ 증정

코스 이미지화 가능 특성

1코스：수락·불암산
서울창포원
학도암
불암산

2코스：용마·아차산
망우묘지공원
아차산성
용마산 대표 생물종

3코스：고덕·일자산
선사주거지 
올림픽공원(세계평화의 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표 생물종

4코스：대모·우면산
대모산 대표 생물종
예술의 전당

5코스：관악산
관악산 
서울대학교
한우물

표 6-8 서울둘레길 스탬프 이미지화 아이템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안 110

코스 이미지화 가능 특성

6코스：안양천
안양천 전경
안양천 도래 철새 대표종

7코스：봉산·앵봉산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봉산생태경관보전지역 대표 생물종

8코스：북한산

탕춘대성암문
이준열사묘소
4.19국립묘소
북한산 대표 생물종

표 계속 서울둘레길 스탬프 이미지화 아이템

2 2 서울둘레길 마일리지·서울둘레길 Money

서울둘레길 인근 전통시장 및 먹거리골목을 서울둘레길과 더불어 활성화할 수 있도

록 서울둘레길 마일리지와 서울둘레길 Money의 도입이 필요하다.

◦ 서울둘레길 마일리지 개발

- 둘레길 이용자에게 1코스 완주 시 또는 전 코스 완주 시 마일리지 부여 

-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부여

- 서울둘레길을 이용하면서 훼손시설을 신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이용

객에게 마일리지 부여

- 일정 마일리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울둘레길 Money로 전환

- 서울 둘레길 Money제도 도입

- 서울둘레길 인근 전통시장, 먹거리 골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 둘레길 

Money 도입

- 기존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온누리상품권에 서울둘레길 인증 

스탬프 및 로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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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서울둘레길 인근 전통시장 

서울둘레길과 인접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먹거리골목은 다음과 같으며, 서

울둘레길 Money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맹점을 새로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활

발히 사용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코스 구분 대상 주소지

1 코스

전통시장 상계중앙시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먹거리골목 수락산입구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3번출구

전통시장 공릉동도깨비시장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2 코스 먹거리골목 능마루 맛의 거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3 코스
전통시장 고덕전통시장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0-3

전통시장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 코스 기타 양재 꽃시장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5 코스

전통시장 사당시장, 이수시장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전통시장 낙성대역 인근 인헌시장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먹거리골목 사당시장 내 족발거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 코스 전통시장 고척시장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7 코스
전통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 마포구 성산2동

먹거리골목 우이동 먹거리마을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8 코스
전통시장 신도종합시장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먹거리골목 동봉산 손두부 골목, 수락산 족발거리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표 6-9 서울둘레길 인근 전통시장 및 먹거리골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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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행사 및 축제

기존의 자치구 축제를 서울둘레길과 연계하면 다양하고 풍족한 행사가 될 수 있다. 

지역 자치구의 산행 축제는 해당 자치구의 둘레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둘레길과 연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행사를 통해 서울둘레길과 자치구 둘레길에 대

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지역 축제

은평구 Colorful 북한산 페스티벌(북한산성마을협동조합)

관악구
관악산 철쭉제
숲속 음악회 및 산행

광진구 아차산 해맞이 축제

강북구 삼각산 이름 되찾기 캠페인

표 6-10 지역 자치구 축제

서울둘레길의 이용패턴은 일상에서 근거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형 축제

나 행사, 기존 자치구 축제 외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즐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행

사를 기획한다. 이러한 소규모 행사는 홈페이지 구축, 지역 커뮤니티 형성, 지역 시민

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행사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서울둘레길 그림 전시회

◦ 모월 30일 서른살 또래 이웃과 함께 걷기(날짜별 나이또래 보도)

◦ 이웃 어르신과 함께 걷기

◦ 서울둘레길 동네 친구 만들기

◦ 우리 아이 친구 만들어주기(같은 또래 아이들과 엄마들 보도)

2 4 안전

서울둘레길의 안전은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둘레길 주변 거주자의 안전도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도로변의 구간은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안전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레길안전지킴이 자원봉사 운영

◦ 주요지점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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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통화구간에 주의 안내판 및 조명 설치

◦ 도로구간 교통안내판, 휀스 설치 및 가로변 녹지대 확충 

◦ 도로구간 횡단보도 LED조명 설치

그림 6-10 서울둘레길 안전 강화 구간

그림 6-11 서울둘레길 도로변 구간

2 5 안내

2 5 1 안내

현재는 자치구 역량별 서울둘레길, 등산로 등을 안내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은평구는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 등산로, 서울둘레길 8코스를 안내하고 있으

며, 안내지도 배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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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의 안내센터와 상주할 수 있는 안내자는 코스를 같이 걷는 가이드가 아닌, 

안내지점에서 지도 배포, 코스 특성 설명, 휴식장소, 화장실 위치안내 등을 하는 가이

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동행가이드 또는 교육가이드를 요구하는 이용객에게는 

가능한 한 가이드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서울둘레길의 안

내자는 ① 코스, 난이도(급경사, 계단, 코스 혼동 등), 위치, 교통연계 등을 안내하는 

안내센터의 안내자와 ② 코스를 직접 동행하면서 가이드할 수 있는 안내자로 그 역할

을 나눌 수 있다. 안내자는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가지도록 한다.

◦ 장애인 이용 시 동행

◦ 이용객의 신체수준에 맞는 코스를 추천할 수 있도록 코스 파악

◦ 코스 중 급경사지, 장거리 계단, 위험 구간 등에 대한 파악

◦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안내 

◦ 이용자 부상 시 응급처치

2 5 2 안내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

서울둘레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및 안내자는 안전지킴이/안내센터 지킴

이/동행 안내자/모니터링 봉사자/프로그램 운영 안내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운영한다.

안내자 및 자원봉사자는 보수 지급/보수 미지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수를 받는 활

동가에는 상해보험의 지원이 불가능하며,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11해주고 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는 활동가에는 상해보

험가입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또한 서울둘레길의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한 시간에 따른 서울둘레길 마

일리지를 지급하여 서울둘레길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를 부여한다.

현재 생명의숲은 ‘서울둘레길 유랑단’을 모집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

며, 서울둘레길의 개선방안 도출, 자원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는 이러한 활동가들을 추후에도 연계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11 2001년부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업을 시작한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국내 봉사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봉사자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자원봉사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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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둘레길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3 1 홈페이지 개선 및 앱 개발

3 1 1 ‘서울 두드림길’홈페이지 개선

현재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http://gil.seoul.go.kr/walk/index.jsp)는 서울

의 탐방로 중 하나로 서울둘레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둘레길에 대한 거리, 소요

시간, 난이도, 지도, 교통 연계, 주요 지점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

서는 다소 부족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세부적인 안내가 필

요하다. 탐방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안내지도

가 단순하므로 지도상에서 코스의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안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30m 이상 계단 구간 

◦ 급경사 구간

◦ 낙석 발생 및 위험 구간

◦ 데크구간(휠체어, 유모차 이용가능)

◦ 자주 길을 잃는 지점

◦ 조망지점

◦ 전철역,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지점

그림 6-12 서울둘레길 4코스 안내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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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앱 개발 및 연계

서울둘레길 등 서울두드림길을 안내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 중 지도 앱과 연계하여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에도 서울둘

레길이 표시되도록 한다.

아울러, 등산객이나 탐방객이 많이 사용하는 트랭글GPS 앱, 밀레트래킹 앱, 나들이 

앱과도 연계하여 서울둘레길 코스 및 주요지점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 밀레트레킹 앱

- 이동 경로와 지점을 GPS를 통해 기록·분석

- 산행이나 도보 여행 시 특정 지점을 등록하거나 움직인 경로를 앱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도·속도변화·이동거리·

이동시간·칼로리·등반고도까지 저장

그림 6-13 밀레트레킹 앱

특히 서울둘레길을 탐방하면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

편신고’ 앱이 있으므로, 이를 홍보하여 이용객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방식

- 불편 사항 신고：민원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내용작성 → 사진, 동영

상, 위치정보 등록 → 신고

- 처리사항 조회：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자기글 확인 → 답변 확

인 → 만족도 평가(공개 등록된 다른 사람의 민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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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서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3 2 시민참여 방안

서울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후 서울둘레길에 대

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참여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공모전 개최

- 서울둘레길을 걸으면서 생긴 에피소드 공모

- 서울둘레길과 함께한 질병치유수기

- 서울둘레길에서의 가족체험수기

◦ 시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 건강과 관련하여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둘레길과 함께 이겨낸 스토리텔링 

및 노하우 수집

-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텔링 수집

- 서울둘레길 인근 옛 동네의 추억을 가진 시민들의 사진 및 스토리텔링 수집

◦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에 이용 후기 작성

- 서울둘레길 이용 후 코스에 대한 감상, 개선 의견, 불편사항 등 다양한 후기를 

작성하여 참여 

- 채택됀 내용에 서울둘레길 마일리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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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활동 지원

- 현재 서울둘레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고, 정기적으

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추진 

- 시민단체 정기 모임 추진 시 안내지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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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약 및 정책건의

1 결과요약

서울시는 서울시의 산, 하천 마을길 등을 편안하게 걸으면서 서울의 둘레를 순환할 

수 있는 서울둘레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전 코스를 완공할 예정이다. 서울둘

레길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7㎞의 구간에 8개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

로 약 124억원이 소요되었다. 서울둘레길은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과는 달리 도

심의 탐방로로서 서울시민의 생활의 일부로 여가와 휴양의 길, 건강을 지키는 길, 교

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성을 반영하여 특성화 지점이 전략적으로 포함되

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둘레길의 정체성은 ‘목표(완주, 배움, 치유)를 가지고 탐방할 

수 있는 여가·휴양의 숲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둘레길 조성완료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서울둘레길 4·5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스의 노선 적절성 / 시설물 배치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관리와 

운영을 이원화하여 행정에서의 관리와 위탁운영 방안을 구상하고 로드맵을 제안하

였다. 또한 서울둘레길에서 지역성을 반영하여 특성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

는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첫째,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서울둘레길 주변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노년층이 이용

객 중 가장 많았으며, 건강과 치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둘레길이 등산로보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으며, 이용만족도는 대체로 높

았다. 이용객은 건강과 치유, 여가와 휴양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기대하고 있으

며, 이용객을 위한 안내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동행하는 안내자를 원하는 

이용객은 많지 않았다. 더불어 화장실과 구급시설의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노면정

비와 노선 조정 등 적극적인 관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올해 서울

둘레길 전 코스 완공 시 완주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서울둘레길의 코스 적절성에 대해서는 단거리, 장시간 노선으로 분할조정이 

필요하며, 분할되는 위치에 스탬프를 설치하여 교통체계와 연계되도록 한다. 4·5코

스에서는 나지 및 샛길에 대한 향후 복원조치가 필요하며, 역사자원, 생태자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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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조사를 통해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서울둘레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와 운영의 이원화를 방향으로 하되, 

연차별로 점진적인 이원화가 필요하다. 관리는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코스별로 해당

자치구 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행하며, 운영은 서울둘레길의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허브(HUB)조직(가칭 서울둘레길 네트워크)을 만들고 코스별로 위탁하여 운영

한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두드림길과 다양한 길을 전담하는 ‘서울길팀’을 서울시 푸

른도시국에 신설하여 통합관리하도록 한다.

넷째, 서울둘레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 방안을 도입하고, 콘텐츠 개발,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 먼저 서울둘레길에 지역성을 부여하여 특

성화하기 위해 건강/역사·문화/생태분야로 특성화한다. 또한 서울둘레길에 도시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서울아 운동하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서울

둘레길 코스별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발굴, 설치미술, 음악회, 교양강좌를 도입한 예

술적 지점(Art Spot)을 발굴하며,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 특성

화 지점을 활성화한다. 서울둘레길 콘텐츠로는 서울둘레길 패스포트와 스탬프 도입, 

서울둘레길 마일리지와 머니 도입, 행사 및 축제, 안전, 안내의 콘텐츠가 있다.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으로는 홈페이지 개선,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앱개발과 공모전 개

최, 시민과 스토리텔링 발굴, 시민단체 활동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및 시설물 조사가 서울둘레길 초기에 조성된 4·5코스에 제한되

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현재 서울시는 초기에 조성된 서울둘레길의 오류 등을 개선

하는 수정보완 계획을 실행 중이다.

추후 서울둘레길의 전 코스 완공에 따른 코스별 시설설치 현황 및 자원분포를 조사하

여 시설물을 수정·보완하고, 코스별로 지역성에 따른 테마 발굴 및 특성화 전략을 구

상하며, 위탁 운영 가이드라인 및 특성화 운영 방안 등의 후속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

하여 서울둘레길이 서울의 명소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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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건의

2 1 서울두드림길 및 탐방로 전담 팀 신설

현재 서울둘레길을 비롯한 한양도성길, 서울자락길, 생태문화길, 한강/지천길의 서

울두드림길에 대한 서울시 전담인원은 2인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팀이 달라 연

계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서울두드림길과 이외 서울시의 다양한 길을 전담하는 

4~5인 규모의 ‘서울길팀’을 푸른도시국에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획 및 운영이 되도

록 한다.

2 2 서울둘레길 관리 및 운영 지침 개발

서울둘레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조성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시설물 제작, 시설물 설치, 설치 지점, 

훼손 시 보수 방법, 샛길 및 나지의 복구 방법 등으로 구성하여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점차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기

본적인 운영 방침, 프로그램 구성과 발굴 방안, 프로그램 개발 지침, 참여 시민 대응 

방법 등으로 세밀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서울둘레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2 3 서울둘레길 특성화 방안 및 콘텐츠 개발

서울둘레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 역사·문화, 생태로 지역적 특성화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건강 분야의 특성화는 도시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만치

유, 가정치유, 질환별 병행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역사·문화 분야의 특성화는 구간별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설치미술, 음악회, 교양

강좌를 할 수 있는 예술적 지점(Art Spot)을 도입하며, 생태 분야의 특성화는 서울둘

레길과 인접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공원, 철새보호구역 등 중요 생태 지점과 연

계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서울둘레길의 콘텐츠로는 서울둘레길 패스포트와 스탬프 도입, 전 코스 완주 인증서 

개발, 서울둘레길 마일리지 및 머니 도입 등이 있다. 이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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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포원

서울창포원은 총면적 52,417㎡에 꽃창포 등 붓꽃을 주제로 한 

서울시의 생태공원으로 12개의 테마로 구분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생태교육 및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

덕릉고개

덕릉고개는 노원구의 수락산과 불암산을 연결해주는 곳으로 

생태육교를 설치하여 사람은 물론 동물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다리임.

넓은마당

넓은마당은 불암산 둘레길 노선에 위치한 공원으로 휴식시설과 

편익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객들과 동네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임.

부록1. 서울둘레길 코스정보

1코스
코스명 1코스-수락·불암코스 지역 노원구

개요

외사산의 1코스로서 수락산과 불암산을 통과하는 코스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트래킹하며 숙련된 트래킹기술을 요하지는 않도록 정상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불암산을 둘러 통과하는 노선으로 대체적으로 완만하다.
이 코스는 수락산과 함께 연계되어 태릉까지 이어지며 노선주변으로 당고개역, 상계역, 화랑대역등이 인접한다.

코 스
정 보

세부코스  도봉산역~서울창포원~덕릉고개~넓은마당~경수사~성관사~넓적바위~학도암~태릉~화랑대역

거   리 17.8km 소요시간 11시간 난이도 상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2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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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사

경수사는 1955년 사기옥(史基玉)님께서 건립한 절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당고개 근처 지역 주민과 불암산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음. 

태고종파 계열의 사찰로 최초 건립 시에는 작은 움집에서 

시작했으나 사기옥님께서 친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난 뒤 그 

병환이 낫자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기리고자 하여 대웅전과 

칠성각 등을 마련, 확장하였음.

성관사

성관사는 상계동에서 불암산으로 오르는 초입에 아파트와 가까이 

있는 절로 전주 장수 성관사의 대각선원장인 월성스님이 제자 

양성과 수좌를 지도하기 위해 창건하였음.

넓적바위

넓적바위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 ‘밑바위’라고 불리었으며 도봉산의 

여성봉과 함께 발견된 실물과 가장 닮은 여성의 상징이라고 함. 바위 

옆에 설치된 의자의 글귀가 인상적임. - 光風霽月(광풍제월): 맑은 

날의 바람, 비갠 후의 달, 즉 훌륭한 성품이나 잘 다스려진 세상을 

뜻함.

수암사

수락산 중턱의 남향 길상지에 자리한 경관 좋은 사찰 수암사는 신라 

진평왕 43년(621년)에 화랑세속오계의 원작자인 원광국사께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창건하였음.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소실된 이후 석국법당만 남아 있던 것을 다시 중건함. 

경내에는 1962년 도욱스님의 중창 당시에 세워진 25평 규모의 

전통양식(단청)의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삼성각, 요사채와 

1972년에 건립된 미륵입상 등이 있음.

학도암

학도암은 조선 인조2년(1624)무공화상이 불암산에 있던 옛절을 

이곳으로 옮겨 창건함.

학도암에는, 큰법당, 삼성각 등의 전각이 있으며, 대웅전 뒤편 

암벽에는 명성황후의 염원에 의해 1872년에 조성된 높이 22.7m, 

폭 7m의 거대한 '마애관음보살좌상(서울시유형문화재 제124호)이 

있는데 조선후기의 뛰어난 마애상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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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스
코스명 2코스-구릉~아차산코스 지역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개요

외사산의 2코스로 구릉산,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을 통과하는 코스이다
대체적으로 산이 경사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한 코스에 산이 4개고 길이가 길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코스 중 구릉
산과 망우산은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적인 산을 즐기며 트래킹할 수 있고 용마산과 아차산은 정비가 잘되어 있어 
편안한 트래킹이 가능하다.
특히 아차산은 정비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쉼터와 약수터가 곳곳에 위치하여 어려움없이 트래킹이 가능하다. 
또한 아차산 생태공원으로 인해 볼거리가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코 스
정 보

세부코스 화랑대역~중랑캠핑숲~구릉산~망우산~용마산~아차산~광나루역

거   리 16.8km 소요시간 8시간30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4번 출입구

중랑캠핑숲

중랑캠핑숲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복원하여 학생소풍 및 가족단위 피크닉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원,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숲을 주제로 한 생태학습 공원, 

소규모 야외무대 설치 등 청소년 중심의 문화중심 공원으로 

조성하였음.

망우묘지공원

망우산 일대 83만 2,800㎡의 공간에 조성된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5월 27일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73년 3월에 

2만 8,500여 기의 분묘가 가득 찼음. 이장과 납골을 장려한 결과 

2005년 9월 기준으로 1만 7,041기의 묘가 남아 있음. 한용운, 

오세창, 서동일 등 독립 운동가들과 방정환, 이중섭, 박인환 등 17인의 

유명인사가 잠들어 있으며, 안창호 선생의 묘도 이장되기 전에는 

이곳에 있었음.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5.2km의 산책로 곳곳에 15인의 연보비가 놓여 있음. 

해맞이광장
아차산내에 있는 해맞이광장은 해돋이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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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생태공원, 

아차산 역사문화 

홍보관

서울특별시에서 공원 녹지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성된 

아차산생태공원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연생태계 학습장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도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녹지공간의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아차산 역사문화 홍보관：아차산 일대의 다양한 유적지들은 

소개하고, 관련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년 아차산생태공원 내 생태자료실 맞은편에 설치되었음.

홍보관은 지상1층, 66㎡의 작은 규모이지만, 내부는 알차게 

구성되어 있음. 아차산 유적지와 관련된 패널, 항공사진, 

중원고구려비 탁본 등이 있으며, 진열대에는 아차산에서 확인되는 

토기와 기와류 등의 유물 일부가 전시되어 있음. 또한 각종 고구려 

유적 및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동영상 및 이미지 자료와 체험을 

위한 복식과 관련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매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하고 

있으며(09:00~18:00), 문화유산해설사가 홍보관에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등산객과 관람객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사전에 단체 

예약을 한 팀은 ‘아차산역사문화교실’ 진행을 통하여 아차산 

유적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음.

아차산4보루성터

보루성이라고도 불리는 보루는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낮은 

봉우리에 쌓은 소형 석축산성으로, 산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군사시설을 말함.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출토유물이나 축성방법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보이며, 분포지역으로 볼 때 고구려가 5세기 

후반에 한강유역을 진압한 후 신라와 백제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6세기 중반까지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정세를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됨.

아차산성

아차산성은 백제 책계왕 원년(286)에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을 고쳤다는 기록이 처음 확인되는 삼국시대의 산성 유적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했을 때도 아차산성의 다른 

이름인 아단성(阿旦城)이 등장하고,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공격한 뒤 개로왕을 살해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음. 이후 한강 

유역을 신라가 장악한 후에 고구려의 온달(溫達)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장소로도 알려진 것처럼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삼국 간의 치열한 항쟁의 중심에 위치한 유적지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아차산성 하단의 광나루와 한강을 

통제하고, 이 일대에 행정력을 미치기 위한 치소(治所)로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음.

해발고도 200m 산정에서 시작해 동남쪽으로 한강을 향하여 

완만하게 경사진 산 중턱 위쪽을 둘러서, 둘레 약 1,038m의 

성벽이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면적은 63,810㎡에 이름. 

동쪽·서쪽·남쪽에 성문지(城門址)가 남아 있음. 산성의 형식은 

테뫼식[鉢卷式]에 속하나 규모가 매우 크고 성안에 작은 계곡도 

있어 포곡식(包谷式)으로도 보임. 

현재 아차산성은 서벽와 남벽 일부의 성벽에 대한 보수정비가 이루

어졌으며, 나머지 부분은 임시 복토하여 보호 중임. 아차산 등산로

를 통해 서벽의 석축성벽 일부는 일반인의 관람이 가능하며, 다른 

성벽과 산성 내부 유적지는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93)

로 사전에 신청 후 관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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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스
코스명 3코스-고덕·일자산코스 지역 강동구, 송파구

개요

고덕·일자산코스는 광나루역에서 출발해 한강, 고덕산, 일자산, 성내천, 문정근린공원, 탄천을 경유해 수서역에 도착
하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강길, 숲길, 하천길이 모두 포함되어 서울시의 자연경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코스이다. 또한 숲길은 
높지 않은 고도로 수월한 산행이 가능하며, 주변에 역사문화관광지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볼거리 또한 풍부하다. 
코스가 긴 편으로 소요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트레킹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 

코 스
정 보

세부코스  광나루역~고덕산~일자산~성내천~탄천~수서역

거   리 26.13㎞ 소요시간 9시간 10분 난이도 하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3호선, 분당선 4번 출입구

연계코스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암사동선사주거지, 샘터공원, 명일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올림픽공원,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문정근린공원, 가든파이브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강동대교에서 잠실철교 사이에 있는 광나루 한강공원은 한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퇴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톱과 

대규모 갈대군락지로 자연 그대로의 한강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임. 서울시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뱃놀이와 각종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물이 맑고 깨끗하며, 북쪽 아차산 수목의 

푸르름과 2km에 이르는 한강둔치의 갈대밭이 잘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함. 또한 광나루 한강공원은 철새들의 서식처이기도 함. 

더욱이 근처에는 암사선사주거지 등 많은 문화유적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자연과 문화가 잘 조화를 이루는 곳임.

암사동

선사주거지

1979년 7월 26일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1925년의 대홍수 때 한강이 넘쳐 유적 일부가 파손된 채로 토기편과 

석기들이 발견된 이후 1967년에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1971~1975년 

재발굴조사를 거쳐 1980년대에 다시 발굴했음. 그 결과 수렵·채집으로 

생활하며 취락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와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를 비롯해 돌도끼·돌화살촉·긁개 등의 

생활도구와 돌낫·보습과 같은 농기구 등의 석기가 대량 출토되었음. 이 

유적에서는 서로 시대가 다른 3개의 문화층이 발견되었는데, 최하층인 

제1문화층은 적갈색 사질층으로 움집[竪穴住居]터가 확인되었고, 

내부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뼈조각이 출토되었으며 기둥자리의 흔적도 

발견되었음. 중간의 제2문화층은 흑회색 사질층으로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無文土器]를 비롯해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음. 

제3문화층은 삼국시대 백제에 해당하는 문화층으로 빗살무늬토기 

조각, 석기, 백제의 토기조각 등이 출토되었고, 독무덤[甕棺墓]과 

건물터가 발견되었음. 집터는 둥근꼴과 모줄임네모꼴[抹角方形]로 된 

길이 5~6m, 깊이 1m 정도의 움집터로, 가운데에는 주위에 한 줄로 

돌을 두른 화덕자리[爐址]가 있으며 저장구덩이 시설도 갖춤.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움집을 세운 것으로 보임. 기원전 

4000~3000년 무렵에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터 

유적으로 1981~1988년 유적지 발굴조사로 움집 등이 복원되면서 

암사동 선사유적공원이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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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터공원

샘터공원은 고덕주공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리를 마주하고 방죽공원과 맞붙여 있음. 지어진 이름답게 공원 내에 

약수터가 있어 지역주민의 발이 끊이지 않은 곳임. 넓직한 공원의 

운동시설과 더불어 풍치 좋은 산책로가 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공 1단지 아파트 쪽으로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한우물 정자 

등이 위치하고 있음. 주공 1단지 쪽으로 어린이 놀이터 양 옆으로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있음.

어린이 놀이터의 그네는 높이 3미터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통그네형식 

으로 지어져 있음.

게이트볼장은 활성화되어 있어 평일에도 운동과 더불어 여가를 즐기는 

노인 분들을 볼 수 있음.

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아침 운동장소와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과 더불어 휴식처인 쉼터로서 

역할을 병행함. 

명일공원

숲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일공원은 1971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강동구 상일동 산26번지 일대 53,117㎡에 야생화단지, 생태연못, 

건강보도, 인라인스케이트장, 고인돌 등을 조성함.

길동자연생태
공원

길동 자연생태공원은 생물 서식공간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하남시와 

인접한 천호대로변 저습지에 조성한 공원임. 참나리, 패랭이 등의 야생 

초화류가 여기저기 피어나고 말잠자리, 호랑나비가 호숫가를 선회하며 

귀여운 물총새와 꼬마물떼새가 먹이를 사냥하고 흰뺨검둥오리 부부가 

호수를 누비는 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됨.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일자산 가족 
캠핑장

2006년 9월 21일 개원한 허브천문공원은 일자산 기슭 2만 

5,500㎡에 색의 정원·감촉의 정원·향기의 정원·차의 정원·맛의 

정원으로 분류된 허브원과 자생원, 약초원, 암석원, 온실, 관천대(觀

天臺), 전망데크, 놀이터,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음. 120여 종의 허브 

3만 2,448본을 비롯해 약용식물과 자생식물 47종 9,138본이 심어져 

있음. 공원바닥에 282개의 조명을 설치하여 쌍둥이자리·사자자리 

등의 별자리를 연출하고, 빛의 색이 수시로 변하게 만들어짐. 

길동생태공원 건너편에 있으며, 2008년 3월 22일 개원한 

일자산자연공원과도 연결되어 있음.

올림픽공원

서울 올림픽 공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공원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건설되었으며, 현재는 일반적인 

종합 공원으로 이용됨. 사이클·역도·펜싱·수영·체조·테니스 등 6개의 

경기장 등의 경기 시설과 소마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들이 함께 

있음. 올림픽 공원 건설 도중 발굴된 백제 유적지 몽촌토성은 공원 내에 

자리함. 올림픽공원에는 야외조각공원을 비롯하여 88놀이마당, 음악 

분수 등과 같은 휴식공간이 조성됨. 기타 주요 시설로는 올림픽회관, 

올림픽 파크텔, 몽촌 역사관 등 각종 편익시설이 구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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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

서울 송파구 방이동 443-8 일대에 있는 인공습지로 2002년 4월 15일 

58,909㎡의 면적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됨.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도심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인공습지로, 

2007년 5월 관찰 데크, 조류전망대 등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됨.

문정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은 1993년 부곡~도농 간 철도계획의 취소로 미정비된 

상태로 이용되었던 철도 부지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송파구 도심 내 거점녹지축 및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공간임.

가든파이브

가든파이브는 총 6천여개의 점포가 입점하는 초대형 쇼핑몰에 

멀티플랙스영화관, 서점, 전시관, 스파시설은 물론 

생산시설,기초산업용재판매시설,물류시설,지원시설 등이 총 

망라되어 있는 원스톱 문화특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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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스
코스명 4코스-대모·구룡·우면산코스 지역 강남구, 서초구

개요

외사산의 4코스로서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을 거쳐 사당역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대부분 산행코스지만 높지 않은 고도로 수월한 트레킹이 가능하며 산림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서울시 조망
이 매우 좋다. 
또한 구룡산과 우면산 사이의 여의천, 양재시민의 숲, 양재천을 경유하는 길은 주변 경관이 좋으며, 평탄하고 아늑한 
산책로로 간편한 트레킹이 가능하다. 
출발지인 수서역과 도착지인 사당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다. 

코 스
정 보

세부코스 수서역~대모산~구룡산~여의천~양재천~우면산~사당역

거   리 16㎞ 소요시간 7시간 34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2호선, 4호선 사당역 4번 출입구

연계코스  

불국사

불국사는 대모산 북쪽 기슭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함. 고려 공민왕 

2년(1343년)에 진정국사가 창건하고 불국사라 했는데, 조선 고종 

17년(1880년)에 네 번째로 이곳에 옮겨지은 것임. 이곳에 약사전이 

있으므로 일찍이 ‘약사절’이라고도 불림.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윤봉길의사의 업적과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의 높은 뜻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며, 선양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국민들의 성금으로 서울 양재시민의숲 안에 

설립하게 되었음.1988년 12월 1일에 준공된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대지 1,996평에 건평 743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윤의사의 유품과 생애사진, 훈장, 그리고 항일독립운동 관련사진 

등이 전시되고 있음.

양재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재시민의숲은 숲이 좋아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됨. 현재 도심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울창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가을에는 감, 모과 등 과일이 열려 풍성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음.

서초문화예술
공원

서초문화예술공원(文化藝術公園)은 양재시민의숲 제3지구에 

1994년 조성된 공원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있어 

양재시민의숲 제1,2지구와는 전체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

공원 산책로를 따라 전시된 다양한 소재의 조각작품들은 문화 예술 

공원의 면모를 느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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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2호(1993.04.03. 지정)로 예술의전당 

위쪽에 위치한 대성사는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54년에 

재건했으며, 사찰에 모셔진 불상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백용성 스님이 만들었다고 전해짐.

대성사 유래：백제 제15대 침류왕 1년(384) 인도의 마라난타 

대사가 설법하러 백제에 오는 동안 병이 들었으나, 우면산 생수로 

병을 고쳤다고 함. 그리하여 우면산 기슭에 대성초당을 창건함으로써 

이 우면산 대성사는 백제 불교의 성지가 되었음.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는 이 절에 머물면서 불교 중흥을 구상했다고 전해짐. 

대성사는 백용성 큰스님이 한용운 대사를 앞세워 천도교 손병희 

교주, 기독교 길선주 목사, 기독교 이필주 목사 등과 교류하여 

3종교가 합심하여 민족중흥과 종교 중흥을 도모한 성지로 

유명하다고 함.

헌인릉

헌인릉(獻仁陵, 사적 194호)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조선조 

왕릉임. 이곳에는 조선 3대 임금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능인 헌릉, 

23대 임금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능인 인릉이 있음. 능 아래쪽에는 

약 56,200㎡(17,000여평)의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숲은 2005년에 서울시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196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1부 2과)으로 출범한 

인재개발원은 1979년 8월 31일 현재의 장소로 신축·이전했음. 

서울시 공무원들을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이론교육 외에 현장실습과 

체험학습, 참여와 토론, 문제해결능력 향상, 나눔과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공무원시험의 출제와 관리, 

면접과 선발, 합격생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주관함. 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 안내(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공고, 합격자 

안내(경쟁률 및 합격선), 인터넷 시험 접수 등을 관할하며, 해외 

공무원들의 위탁 교육 등 국제연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학습이 가능하고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20일 준공하였으며, 2004년 7월 23일 개원하였음.

총 면적은 31만 8,644㎡이며 주요 시설은 숲생태계 관찰림과 

습지생태계 관찰원, 나비 관찰원, 야생조류 관찰원, 수서동물 관찰원, 

도시림 및 곤충 관찰원, 풀꽃 관찰원, 참나무류 층위구조 관찰원, 

양지성 식물 관찰원, 참나무 문화 관찰원, 식이식물 관찰원, 염료식물 

관찰원, 계곡경관, 관찰소, 경관 관찰소 등의 관찰원과 자연해설판 

14개, 1,320m의 자연탐방로, 명상의 숲, 야외강의장, 목교, 

2,000㎡의 저수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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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스
코스명 5코스-관악·삼성산코스 지역 관악구, 금천구

개요

관악·삼성산코스는 사당역에서 출발해 관악산, 삼성산을 거쳐 석수역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관악산은 높은 고도로 등반을 위한 산행이 대부분이지만 이 코스는 관악산의 둘레길을 따라서 걷는 코스로 자연경관이 
매우 훌륭하고 곳곳에 역사문화유적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볼거리 또한 매우 풍부하다.
대부분의 구간이 숲길로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코스지만 서울의 산림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코스이기도 하다.

코 스
정 보

세부코스 사당역~관악산~삼성산~석수역

거   리 13.5㎞ 소요시간 6시간 30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2호선, 4호선 사당역 4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1호선 석수역 1번 출입구

연계코스  

관음사

관음사는 관악구 남현동 519-3번지 관악산 북동 기슭, 남태령 서쪽에 

자리하고 있음. 예로부터 서울 근교 사찰 가운데 영험 있는 관음 기도도량 

중의 하나였음.

관음사는 1943년 이후에 쓰여진 『봉은사본말사지(奉恩寺本末寺誌)』에 

의하면 신라 진성여왕 9년(895) 도선대사가 세운 비보사찰(裨補寺刹) 

중의 하나라고 전함. 조선 초기에 쓰여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변계량이 관음사의 절경을 읊은 시가 수록되어 있어, 이 무렵까지 

관음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영조 때 쓰여진 『여지도서』에도 

관음사가 보임. 예로부터 관음사 아래에 있는 승방벌이라는 마을과 그 

앞에 승방교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관음사는 작은 규모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철종 14년(1863) 8월에 행념이 당시 철종의 장인인 영은부원군 

김문근의 시주를 받아 다시 고쳐지었음. 1975년에 중창을 발원하여 

7년여 동안 여러 건물을 차례로 중수하였음. 관음사 입구에는 수령 

300여년의 느티나무가 있어 지정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음.

낙성대공원

관악산 북쪽 기슭 관악구 낙성대동 산 48번지에 위치한 낙성대는 

고려시대 명재상이었던 강감찬이 태어난 곳으로, 성역화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음. 그런데 강감찬의 본래 출생지는 지금 

공원 터의 동북쪽 약 100m 정도에 위치한 봉천동 218번지 14호와 

19호 지역임. 그가 출생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이 생가 

터를 낙성대라고 불렀다고 전해짐.

1973년 당시 강감찬 생가 일대를 성역화하여 길이 보전하라는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이곳 일대 약 1만평을 물색하여 

이듬해 6월 10일에 준공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였음. 공원 경내에 

5만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 입구에 큰 연못을 파서 구름다리를 

설치하였으며, 성역화 지역 내에도 낙성교를 두었음. 따라서 광장과 

놀이마당 등 휴식처가 마련되고, 관악산 기슭이라는 지리적 위치의 

이점과 조화되어 사시사철 찾는 사람이 많아 서울 남부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음.

낙성대 3층석탑(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호)은 봉천동 218번지의 

본래 낙성대터에 있던 것을 1964년에 보수하여 1973년에 현재의 

낙성대를 정화하고 옮긴 것임. 원위치에는 높이 2m의 유허비(遺虛碑)를 

세워놓고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하였음. 관악구는 1988년 

이후 9·10월이면 ‘낙성대 인헌제’라고 이름 한 제례의식과 민속놀이 등 

문화행사를 개최함. 이 행사는 강감찬 장군의 위업을 기리며, 주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한 축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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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1946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국립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대학본부와 14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관악캠퍼스와 

의과대학·간호대학으로 이루어진 연건캠퍼스로 나뉘어 있음.

약수암

약수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로 창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음. 《봉은본말사지》에 따르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김처사(金處士)라는 사람이 초가삼간을 짓고 수도하던 것이 

절의 시작이라고 함. 그 후 1880년(고종 17)에 명성황후가 법당을 

건립하면서 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천주교 
삼성산성지

삼성산성지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새남터에서 순교한 성 앵베르(L. 

Imbert) 주교, 성 모방(P. Maubant) 신부와 성 샤스탕(J. Chastan) 

신부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교회 사적지임. 본래 

‘삼성산’이란 명칭은 고려 말의 명승 나옹, 무악, 지공 등이 수도한 

곳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음. 그런데 이곳 한 자락에 천주교 성직자였던 

세 명의 선교사의 유해가 안장되었고,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천주교 

안에서는 ‘삼성산’을 가리켜 ‘세 명의 성인 유해가 안장된 성지’로 

설명하게 된 것임. 

호압사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인 호압사는 

1407년(태종 7) 왕명으로 창건되었음. 당시 삼성산의 산세가 호랑이 

형국을 하고 있어 과천과 한양에 호환(虎患)이 많다는 점술가의 말을 

듣고 산세를 누르기 위해 창건하였다고 함. 호갑사(虎岬寺) 또는 

호암사(虎巖寺)라고도 함. 조선 후기까지의 연혁은 거의 전하지 않고, 

다만 1841년(헌종 7) 4월에 의민(義旻)이 상궁 남(南)씨와 

유(兪)씨의 시주를 받아서 법당을 중창한 기록이 있음. 1935년 

만월(滿月)이 약사전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름. 건물로는 약사전과 

요사가 있고, 약사전 내에 약사불과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음.

한우물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는 호암산 정상에 있는 길이 22m, 폭12m의 

작은 연못 규모의 우물로 네 주변을 화강암으로 쌓았으며, 산 정상에 

있으면서도 늘 물의 양이 변함없고, 항상 맑은 상태로 고여 있어 

신비로움을 더해 주고 있음. 한우물은 용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가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고 전시에는 군용에 대비하였다고 

함. 이 연못 모양의 우물이 만들어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보수를 위한 발굴당시 확인된 바로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연못이 

현재의 연못 밑에 묻혀 있었으며, 그 위에 어긋나게 축석한 연못이 

다시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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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스
코스명 6코스-안양천코스 지역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개요

안양천코스는 석수역에서 출발해 안양천, 한강을 따라 걸어 가양역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다소 길지만 지하철역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편리하고, 전 구간이 평탄한 지형으로 
수월한 트레킹이 가능하다. 
서울의 하천과 한강을 만끽할 수 있어 숲길이 대부분인 다른 코스와 차별화가 된다.
곳곳에 운동시설,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코 스
정 보

세부코스 석수역~안양천~한강~가양역

거   리 17.8㎞ 소요시간 4시간 30분 난이도 하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1호선 석수역 2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9호선 가양역 4번 출입구

연계코스

안양천

안양천(安養川)은 한강의 지류 중 하나임. 경기도 안양시를 지난다 

하여 안양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음.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원하여 왕곡천, 오전천, 학의천, 산본천, 수암천과 합류하며 경인선 

구일역(안양천철교)부터 올림픽대로 염창교까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음.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안양천과 나란히 

지나가고 있음.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의 경계가 되기도 함.

목동

종합운동장

목동 종합운동장은 서울시가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야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7년 양천구에 건립한 운동장임.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빙상장의 체육 시설과 사격장, 체력단련장의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동장 주차장과는 

별도로 유수지를 복개하여 조성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육상 경기, 축구 경기, 아마추어 야구 경기, 빙상 경기, 아이스발레 

등의 행사가 개최되며, 인근에 목동 대단위 주택 단지 거주민이 

편의시설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양화교폭포

양화교 앞에 있으며 1979년 7월 27일에 준공된 양화교폭포는  높이 

15m·길이 98m의 규모로서 주 폭포를 포함하여 모두 6줄기의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옴. 주 폭포는 높이 12m·넓이 15m 규모이며, 

나머지 폭포들은 높이 12m·넓이는 각각 2~3m임. 폭포가 쏟아져 

형성하는 연못 주변에 180개의 수중등과 투광등을 설치해 놓아 

밤이면 아름다운 야경이 연출됨. 폭포 주위에는 녹지대를 조성하여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며, 파라솔·벤치·식수대·화장실·휴게실 등과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음. 

황금내근린

공원

넓이 2만 2,002㎡로, 1993년 11월 1일 개원한 황금내근린공원은 

서울 올림픽대로를 따라 길게 뻗어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맞닿는 

면에는 높은 펜스가 있음. 농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 ·소운동장 

등의 체육공간과 화장실·정자·벤치 등이 있음. 

스트로브잣나무·은행나무·벚나무·느티나무 등이 있고, 나무 사이로 

700m의 탄성고무 산책로가 있어 조깅하거나 산책하기에 좋음.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안 140

7코스
코스명 7코스-봉산·앵봉산코스 지역 마포구, 은평구

개요

외사산의 7코스인 봉산·앵봉산코스는 가양역에서부터 출발하여 과거의 난지도로 유명한 지금의 노을공원, 하늘공
원을 통과하고 2002년 이후로 많은 사람이 찾는 월드컵경기장을 지나 진입하게 된다. 봉산과 앵봉산은 특별한 트래
킹 기술을 요하지는 않으며 급한 경사지와 통과하기 어려운 곳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봉산과 앵봉산에는 수국사, 서오릉 등 역사적 유산이 많아 볼거리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코 스
정 보

세부코스 가양역~노을공원~하늘공원~월드컵경기장~봉산~앵봉산~구파발역

거   리 18.6km 소요시간 7시간 20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9호선, 가양역 4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입구, 북한산 인접지

연계코스 홍제천, 수국사, 서오릉, 은평뉴타운

노을공원

노을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공원으로, 조각작품, 전망데크 등과 더불어 넓은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음.

또한 노을공원은 고라니, 삵,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보고이기도 함.

난지천공원

월드컵공원 내에 위치한 난지천공원은 한강변의 난지도 쓰레기 

매집장이 폐쇄된 자리와 그 주변에 조성되었음. 난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갈대가 우거지고 버드나무와 각종 식물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음. 하천 외의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와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산책로 등의 시설이 

마련되었음.

하늘공원

한강 상류 쪽에 위치한 제2매립지는 면적이 19만㎡이고  난지도 

중에서 토양이 가장 척박한 지역임.

하늘공원은 자연 천이가 진행되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기보다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결과로 형성된 인공적인 공원임.

월드컵경기장
마포구 난지도길에 위치한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 

유명해진 곳으로 66,806명이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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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천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걸쳐 흐르는 홍제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조선시대에 천변에 중국의 사신이나 관리가 묵어 가던 

홍제원이 있었던 까닭에 ‘홍제원천’이라고도 함.

홍제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

수국사

대한 불교조계종 수국사는 조선조 제7대 세조대왕 5년(1459년)에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경릉 동쪽에 정인사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음. 그 후 화재로 소실되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가 갈현동 태화산 자락에 다시 짓게 되었음. 

서오릉

서오릉은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龍頭洞)에 있는 사적 제198호 

조선시대 왕실의 무덤으로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 등 총 오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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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스
코스명 8코스-북한산·도봉산코스 지역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개요
8코스는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해 통과하는 노선으로 이미 개통이 되었고 정비가 잘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경사가 
급하진 않지만 약간의 코스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산 코스임에도 노선이 길어 하루동안 코스를 통과할 수는 없다.
8코스는 대체적으로 사찰과 문화재뿐만 아닌 계곡 등의 자연적 요소 등이 분포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한 코스이다.

코 스
정 보

세부코스
은평뉴타운~선림사~북한산생태공원~탕춘대성암문~불심원~연화정사~성북생태체험관~빨래골지
킴터~이준열사묘소~419국립묘지~봉황각~우이령길입구

거   리 23.9km 소요시간 14시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입구, 북한산 인접지

도 착 지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1번 출입구  

연계코스 북한산 둘레길

선림사
은평뉴타운 3지구 뒤편에 인접해 있는 선림사는 최근에 창건되어 

오래된 문화재가 없으나 쭉쭉 뻗은 소나무가 많아 운치가 있는 사찰임.

북한산생태
공원

국유지 내 무허가 건물들을 헐고 북한산 둘레길과 연결되는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갖춘 북한산생태공원이 조성되었음. 이곳은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길음 뉴타운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탕춘대성암문
탕춘대성암문은 대남문과 비봉능선에서 이어져 내려와 조선시대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여 축성된 성문임.

불심원
탕춘대성암문을 지나 길 옆에 있는 작은 암자인 불심원은 북한산 

둘레길 안내판과 함께 소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는 산책로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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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정사
삼각산의 정기를 받아 염불수행 도량으로 건립한 연화정사는 

대한불교 본원종으로 평창동의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명소임.

성북생태
체험관

북한산에 인접하여 위치한 성북생태체험관은 자연학습을 통해 식물과 

동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임.

빨래골지킴터

빨래골은 삼각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많아 ‘무너미’라 

불리던 곳임. 물이 많아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쉼터와 빨래터로 이용되었고, 당시 대궐의 궁중 무수리들이 빨래터와 

휴식처로 이용하면서 ‘빨래골’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지금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명임.

이준열사묘소

한말의 독립운동가 이준(李儁 1859~1907)열사의 묘역 입구에는 

위훈비와 홍살문이 서 있고, 묘역으로 올라가는 숲속 오솔길 곳곳에 

이준이 남긴 말을 적은 비석들이 배치되어 있음. 묘역에 들어서면 

이준의 흉상부조가 부착된 벽체 아래에 태극기가 새겨진 석판이 놓여 

있는데, 그 석판 밑에 이준열사가 묻혀 있음.

419국립묘지

1963년 9월 20일 약 3,000평으로 건립된 4·19국립묘지는 

한가운데 4·19혁명의 기상을 상징하는 높이 7척의 탑주 일곱 개가 

솟아 있고, 주위에는 수호신상 및 각도를 달리한 20개의 만장이 

조화를 이루었음. 진입로 앞에 세운 ‘민주의 뿌리’는 9개 기둥의 

화강암 조형물로 민주주의 발원지임을 뜻하고, 중앙 양측에 마련된 

청동재질의 ‘자유투사’는 독재정권에 항쟁하는 모습을 담았으며, 

화강암 재질의 ‘정의의 불꽃’은 높이 9m의 불꽃형상으로 4·19의 

정신을 뜻함.

봉황각

1969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봉황각은 

1912년 6월 19일 천도교 제3대 교조인 의암 손병희(孫秉熙 

:1862∼1922)가 천도교의 신앙생활을 뿌리내리게 하는 한편,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우고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며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이끌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음.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민족의 성지로 재인식되고 

있으며, 후세들의 역사탐방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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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서울둘레길 조사야장

조사구간

조사자

조사일시

기상상태

항목 지점 양호 불량 특이사항

훼손현황
나지규모

샛길/분기

시설물
현황

공간시설

편의/휴게시설

안내센터

화장실

계단

약수터

쉼터
정자

데크전망대

산림욕장

운동시설

응급처치시설

기타

교육공간

자연생태교육장

역사문화교육장

기타

안내시설

노선안내판

방향안내판

응급안내판

기타

배수시설

활용가능
자원분포
현황

생태자원

뷰포인터

군락지

노거수, 괴목

아름다운 나무

희귀식물

기암괴석

기타

역사/문화
자원

뷰포인터

사찰 및 종교공간

굿당

기타 역사문화유적지

묘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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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매뉴얼

1. 시설물현황(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과 자원분포 현황(향후 시설물 등의 요

구에 대한 조사)으로 구분한다.

2. 공간시설은 건축물/영역/시설물 등이 있는 곳으로 하고, 안내시설은 간판/말뚝표시 등으로 

하며, 배수시설은 양호와 불량으로 표시한다. 

3. 시설물의 양호/불량의 정도: 불량기준은 노후/훼손/위치부적합/미관상부적합으로 한다.

4. 시설물 현황의 공간시설

  1) 편의/휴게

    ① 약수터는 물의 적합.부적합을 표시하고, ② 데크전망대는 뷰포인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점을 모두 포함하며, ③ 계단은 데크/나무/돌 등을 모두 포함하고 특이사항에 계단

의 길이를 명시한다.

  2) 교육

    ① 교육장은 자원생태/역사문화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즉 자원설명이 

되어 있는 인근을 교육공간으로 본다.

5. 시설물 현황의 안내시설

  1) 노선안내판 : 종합안내와 노선안내 시설을 포함한다.

  2) 방향안내판 : 화살표 / 기둥/ 말뚝 등의 모든 방향 안내시설을 포함한다. 

6. 시설물 현황의 배수시설

  1) 배수시설 : 배수로/배수대/암거시설까지 포함한다.

7. 발굴자원분포는 생태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으로 나뉜다.

  1) 생태자원의 군락지는 기타사항에 초본/관목/교목으로 상세하게 구분해준다.

   예) 둥글레, 고사리, 진달래, 철쭉, 참나무, 소나무 등

  2) 역사/문화 자원 기타역사문화 유적지는 현재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곳으로 본다.

   예) 돌에 한문이 새겨져 있는 곳/ 이야기가 있는 곳/ 터만 남아 있는 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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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oul Trail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

Won Ju Kim·Kyu Yi Kang·Young Min Yoo·Hye Lee Kim

The Seoul Trail Project spans across 157km in eight different courses costing approximately 

12.4 billion won from 2009 to 2014. The identity of the Seoul Trail can be defined as an 

urban scenic trail that is a ‘forest path for rest and relaxation that can be enjoyed with a 

purpose (completion, learning, healing)’.

This study proposed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s with the completion of the Seoul 

Trail. Surveys were held for users of the Seoul Trail 4 and 5 course and examined the course 

suitability/facility arrangement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and composed a management 

and consigned operation plan for administration through the two-tracked method of 

management and operation, while suggesting a road map. Furthermore, this study reflected 

regionality to the Seoul Trail for specialization and suggested contents to promote its usage. 

First, based on the user survey, it was found that there many elderly over 50 years of age 

residing near the Seoul Trail, they used it for the goal of health and healing, and the user 

satisfaction was for the most part high. Users wanted it to operate programs related to 

health, healing, leisure and relaxation, and for facilities, wanted installation of rest rooms 

and emergency facilities, and expressed the intent to complete the courses once its 

construction is finished.

Second,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oul Trail course, its courses are long and required 

fragmentation, and at the fragmenting location, stamps are installed so that it can be linked 

to the transportation system. In addition, for the facilities of Seoul Trail, on-site studies of 

courses 4 and 5 course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to identify the facility concentration 

and management status.

Third,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eoul Trail, while being in the direction for 

the dualized system of management and operation, a gradual dualization will be pursued by 

year. For management, it is overseen by the city of Seoul and for each course,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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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 by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 and park and greenification office, while the 

operation is consigned by course by organizing a HUB organization (tentatively called the 

Seoul Trail Network) that can oversee the operation of Seoul Trail. Furthermore, the 

‘Seoul-road Team’ that is in charge of the Seoul Dodream-Road and a variety of other paths 

of Seoul shall be installed under the Seoul Green City to comprehensively manage the HUB 

organization.

Fourth, specialization plans, contents development, PR and civil participation plans to 

promote the use of the Seoul Trail were proposed. By implementing the urban forest healing 

program at the Seoul Trail, it shall be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the ‘Let’s Exercise, Seoul’ 

program, while finding historical and cultural story-telling themes for each Seoul Trail 

course, finding ‘art spots’ for installation arts, concerts and lectures, while promoting 

ecological specialization spots by linking up with regions with excellent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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