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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find sites available for establishing new parks 

in highly developed city areas, the development of linear parks in riverfront areas, on 
abandoned railroads, or on buried highways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neighborhood parks. This study examined the potential benefits of a linear park as a 
neighborhood park. The major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o linear parks 
function as neighborhood parks? and 2) Do they provide better accessibility than conventional 
neighborhood parks? The study begins by clarifying the definiti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otential of a "linear park" based on a review and a reinterpretation of existing literature. 
Then it proposes a hypothesis about the functionality and accessibility of a linear park and 
present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linear parks and conventional neighborhood park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how that linear parks, when designed properly, can function as 
neighborhood parks accommodating most of the activities available in conventional 
neighborhood parks and provide better accessibility for pedestrians, particularly for physically 
weak individual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potential benefits of a linear park could be 
realized if carefully designed for the details including visual openness of park areas and 
pedestrian-friendly environments of adjac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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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연구는 선형공원(linear park)1)이 도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린공원으로서 가지는 잠

재력과 한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들어 생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

식 확산, 도시지역 내 가용지의 고갈, 도시재생 및 보

행환경 우선 정책의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강화에 대

한 관심의 증대와 같은 상호 연결된 다양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하천생태공원, 가로공원, 폐선부지 활

용 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선형공원들이 기존의 공원 

공급방식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발히 도입되

고 있다. 

특히, 과거 기술 중심의 산업화시대에 생산의 효율

  * 이 논문은 국토연구원에서 2013년 수행한 수시연구과제 「공원복지 구현을 위한 선형 공원의 조성효과와 공급방   
향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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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던 철도, 고속도로, 고가도로 

및 유틸리티 라인(송전탑, 가스관 등)과 같은 대규모

의 네트워크형 도시기반시설들(그림 1)은 인간 중심

의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도시지역에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로 인식되고 있다(Kullmann, 2013). 노후한 청계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하천공원으로 조성한 서울의 청계천, 

도심을 지나는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광주의 

푸른길, 고가화물철도노선을 공중정원화한 뉴욕의 하

이라인(High Line) 등이 과거의 도시기반시설을 선형

공원화한 대표적인 시도들이다. 

더구나 이러한 도시기반시설들은 도시전역에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선형공원 조성을 통하여 도시 전역을 연결하는 대안

적 네트워크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네트워크의 오래된 예로는 암스테르담

의 수로 네트워크를 들 수 있고, 최근의 사례로는 오

레건주 포틀랜드시의 ‘근린 그린웨이(Neighborhood 

Greenways)’2)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선형공원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지유형
Figure 1. Infrastructure site types for potential 

linear parks
자료: Kullmann, 2013 수정인용

선형공원은 걷기, 자전거 등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다양한 선적인 여가활동들을 적절히 수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한편, 여러 커뮤니티에 걸쳐 위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커뮤니티들 

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생태적 측면에서도 선형공원은 바람길 확보, 생물

이동통로 등 도시공간을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의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형공원은 어린이

놀이터나 쌈지공원과 같은 소규모 공원과 달리, 중·

대규모 근린공원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건강한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

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통합가로(complete 

streets, shared streets, livable streets 등)에서도 이

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도

시기능과 긴밀히 연계된 선형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형공원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능

성에도 불구하고, 선형공원의 특성, 설계요소, 효과 

또는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단계

이다. 지금까지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 잉여부지가 발생하는 경우 도입을 고려

하는 정도의 비계획적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으며, 

기존 가로에 계획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도 시민들에

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일상적 접근이 가능한 공

간보다는 일상생활과 괴리된 상징성에 중점을 둔 공

간(예: 세종로광장)의 조성에 그치곤 하였다. 최근 들

어 청계천 복원·경의선숲길 조성과 같이 선형공원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정

치·경제적 논리에 의해 주도되어 단기적 일회성 사업

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공원

과 차별되는 선형공원의 잠재력이나 특성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이러한 소극적 또는 제한적 활용의 원

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형공원과 관련된 기존 연

구의 검토 및 재해석을 통하여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

고, 실증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

동을 지원하는 근린공원으로서의 선형공원의 잠재력 

및 한계를 보다 명확히 밝힘으로써, 선형공원이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나의 주요설계요소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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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사례연구에서는 선형공원

이 “근린공원으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가?”(기능성)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접근성)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

루었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하는 선형공원의 정의 및 특성을 구체화하는 한편 

선형공원의 잠재력과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정리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에서는 선형공원의 기능

성 및 접근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들을 분석의 틀로 삼아 선형공원과 면적 근린

공원의 이용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선형공원의 정의 및 형태적 특성

일반적인 논의에서는 관점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 규모 또는 입지의 공원들을 선형공원으로 볼 

수 있지만, 엄밀한 연구수행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선형공원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선형공원에 대한 기존 연구들(McMahon, 2000; 정

혜진 등, 2007; 양석우 등, 2007)은 대부분 선형으로 

파악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다양

한 유형의 선형공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는 기여하였지만 기능과 목적이 다른 각 유형의 선형

공원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

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형공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 자연보호 등의 생태적 관점이나 국가 

상징가로와 같은 정치적·상징적 관점이 아닌 시민들

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삶의 공간으로서 선형공원의 

이용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선형공원은 시민들의 일상공간

이라는 점에서 깊은 산 속이나 농촌의 오솔길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공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

는 도시공원을 말하며, 또한 페루 나스카 평원의 거

대지상화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볼 때서야 선

형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지상에 발을 딛

고 있는 이용자의 시각에서 선형으로 인식되는 공원

을 의미한다. 즉 ‘도시와의 연계성’ 그리고, ‘공간체험

의 선형성(또는 연속성)’이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선

형공원의 핵심이다. 

이렇듯 주변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선형의 

연속적 체험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선형공원

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형태 및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선형공원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세부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최근 이용자의 시각에서 선형공원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특성들을 정리한 Kullmann의 연구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Kullmann, 2011). 그가 

제시한 특성들 중,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는 선형공

원의 핵심인 “도시공간과의 연계성” 및 “공간체험의 

연속성” 개념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경계로 인식

되는 공간”, “적정규모”, “길이/폭의 비율”, “선형의 

내부동선체계”, “디자인의 연속성”의 다섯 가지 형태

적 특성들을  선형공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표 1).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

공원의 경우 선적인 형태를 갖지만 공원 내부에서 공

원의 폭(약 170m)이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형공

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상 논의한  형태적 특성들 외에도 선형공원은 

프로그램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선형

의 오픈스페이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는 그

린웨이(greenway)가 녹지의 연결 또는 이동에 중점

을 둔 반면에 선형공원은 공원으로서 보다 다양한 프

로그램의 수용을 전제로 한다(Searn, 1995: 66, 

Kullmann, 2013: 46). 선형공원은 휴식, 여가활동, 문

화행사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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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들을 연계하는 틀의 역할을 할 수 있다(양석

우 등, 2007: 211-212). 또한 선형의 활동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는 만큼 프로그램 및 공간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이동속도에 따라 다양한 체험이 가능

하다(Forsyth and Krizek, 2011).

형태적 특성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내용
Contents

핵심개념
Core 

concepts

경계적  
공간

All edges

외부와 차단된 중간영역 
없이 공원 전체가 주변 
도시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계로 인식됨
Linear parks are all edges 
having close relationship 
with adjacent urban areas

도시공간과
의 근접성
proximity 
to the 

urban area

적정 규모
Limits on size

공원이용자가 양측 경계를 
동시에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비가 넓은 경우  
대형공원으로 인식되며, 
길이방향의 양단을 동시에 
인지할 정도로 짧은 경우 
선형공원보다는 
쌈지공원으로 인식됨
A park user is able to 
recognize both edges at 
anywhere within a park 
and but not both ends 

도시공간과
의 근접성,
공간체험의 

연속성
proximity 
to the 
urban 
area, 

continuity 
of spatial 
experience

길이 대 폭의 
비율

Proportional 
definition

이용자가 선형공원으로 
인식하는 길이 대 폭 
최소비율 약 10:1 임 
The minimum length-to 
–width ratio of a linear 
park is approximately 10:1

공간체험의 
연속성

continuity 
of spatial 
experience

선형의
내부동선

Linear inside 
circulation

공원 내 이용자의 이동이 
하나의 축을 따라 
움직이도록 선형의 
동선체계를 갖춤
Pedestrian circulation 
inside a linear park is 
arranged along the axis 
of the park

공간체험의 
연속성

continuity 
of spatial 
experience

디자인의 
연속성
Design 

continuity

디자인 요소의 반복을 
통하여 공원의 일체성을 
유지함
The integrity of a linear 
park is maintained 
through repetition of 
design elements

공간체험의 
연속성

continuity 
of spatial 
experience

표 1. 체험적 일상공간으로서 선형공원의 형태적 특성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linear 

park as a space of everyday experience

2. 선형공원의 잠재력에 대한 논의

선형공원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좁은 

폭, 연속된 공간, 도시공간과의 인접성 및 도시기반시

설 활용 등 선형공원이 가지는 특성들로 인하여 면적

공원과 차별되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형공원의 잠재력들을 검토하였다(표 2).   

첫째, 선형공원은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간과 분리되어 여가·문화활동 

등의 특정 목적이 있을 때 찾게 되는 면적 근린공원

과 달리, 일상공간과 긴밀하게 연계된 선형공원은 의

도적·계획적 이용 외에도 다른 목적지로의 경유(통근, 

통학 등), 즉흥적인 산책 또는 휴식 등 다양한 유형

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Marcus and Francis, 

1998; Ahern, 2004; 김진환, 2009). 또한 선형의 특

성상 이용자들이 공원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공원에

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자연스럽게 노출

된다.  

둘째, 선형공원은 우수한 접근성 및 연속성으로 인

해 걷기, 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 또는 여가 목적의 

일상적 이용을 촉진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근·통학 등 경유 목적의 선형

공원의 이용은 자연스럽게 차량 이용을 감소시켜 대

기오염 감소 및 에너지절약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Marcus and Francis, 1998; McMahon, 2000; 

배정한, 2007a; Coutts, 2009; 김진환, 2009; 박만식

과 조경진, 2010). 

셋째, 여러 커뮤니티에 걸쳐 위치하는 선형공원의 

경우 특정한 지역에 점적으로 배치되는 면적 근린공

원과 달리 서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공원을 통해 

서로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사회적 융화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Marcus and 

Francis, 1998; 배정한, 2007b). 또한 상대적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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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year) Potentials of linear parks

Ahern (2004)

생태보호 측면에서의 공간적 효율성; 다양한 용도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여러 이해당사자 간 정치적 합의 및 지지 용이; 
생태적·물리적·문화적 측면에서 도시 내 지역을 서로 연결        
Effective nature conservation; political support for mutual benefits; 
ecological, physical and cultural benefits of connectivity 

효율성, 다양성, 커뮤니티 증진 
Efficiency, diversity, community 
building

Coutts (2009)
생태계 기능 지원; 신체활동 촉진 및 건강증진 
Support for the ecosystem;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ies and 
health

친환경성, 건강증진 
Eco friendliness, health 
promotion

Marcus and  
Francis (1998)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 운동 촉진; 긴 둘레로 인한 인접한 
근린으로부터의 접근성 향상; 좁은 공원 폭으로 인한 시각적 개방성 및 
안전감 제공; 공원부지 확보 용이(폐선부지 등); 커뮤니티 간 이동 
증진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융합 촉진; 자연적 배수처리 등 
생태계획적 접근과 일치; 공원시설 간 자연스런 분리 배치로 다른 활동 
간 간섭 최소화; 이용자가 자연을 연속적으로 체험 
Promotion of exercises such as walking, bicycling and jogging; 
better accessibility due to an elongated perimeter; easiness of land 
acquisition for parks; facilitation of social mixing encouraging 
movement through communities; consonance with ecological 
approach such as the use of natural drainage patterns; easy 
separation of park facilities minimizing conflicts between different 
activities; provision of lengthier green experience

건강증진, 다양성, 접근성, 
안전성, 범죄예방, 효율성, 
커뮤니티 증진,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Health promotion, diversity, 
accessibility, safety, crime 
prevention, efficiency, eco 
friendliness, community building, 
sustainability

McMahon 
(2000)

자연보호; 시민들의 건강증진; 접근이 용이한 녹지 제공; 도심 활력 
증진; 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 
Nature conservation; promotion of citizens’ health; provision of 
accessible green spaces; revitalization of downtowns; enhancement 
of urban sustainability

친환경성, 건강증진, 접근성,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Eco friendliness, health 
promotion, accessibility,  urban 
regeneration, sustainability

김진환(2009)
Kim (2009)

산책·조깅 등 선적인 프로그램의 지원; 통근·통학 등 여러 선적 흐름의 
중첩 및 연결; 도시 내 공원녹지·문화시설의 연결 
Support of linear activities such as walking and jogging; overlap 
and connection of diverse linear movements; connection of urban 
parks, green spaces and cultural facilities

건강증진, 다양성, 연속성 
Health promotion,  diversity, 
continuity

박만식·조경진 
(2010) 

Park and Cho 
(2010)

연속적 산업유산으로서의 잠재력; 도시재생 촉진, 부지확보 용이; 
일상공간과의 밀착; 도시의 다양한 공간 연결, 도시의 가독성 증진 
Potentials as continuous industrial heritages;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easiness of land acquisition; connection of diverse 
urban spaces; enhancement of urban legibility

역사성, 경제성, 부지확보 
용이성, 연결성, 가독성 
Historicity, economical efficiency, 
easiness of land acquisition, 
connectivity, legibility

박현경(2011)
Park (2011)

도시공원들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보행·자전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녹색 교통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에 의한 조성 가능 
Green network connecting urban parks; green routes for pedestrians 
and cyclists; participation of citizens

연결성, 친환경성, 커뮤니티 
증진 
Connectivity, eco friendliness, 
community building

배정한
(2007a, b)

Bae
(2007a, b)

산업유산·생태공원의 잠재력(폐선부지); 보행과 자전거를 위한 최적의 
공간; 도시 내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들을 연결 
Potentials as industrial heritages and ecological parks); spaces for walking 
and cycling; connection between spac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건강증진, 커뮤니티 증진, 
연결성 Health promotion, 
connectivity, community 
building

정혜진 외 
(2007)

Jung et al. 
(2007)

종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통로, 홍수예방 및 수질관리, 도시환경 개선, 
접근하기 쉬운 여가공간 제공, 친환경 이동수단 
Ecological corridors for the promotion of species diversity; flood 
prevention and water quality control; provision of accessible 
recreation areas; provision of eco friendly transportation

친환경성, 접근성, 방재효과 
Eco friendliness, accessibility, 
disaster prevention

표 2.  선형공원의 잠재력 및 가능성 관련 논의 
Table 2. Discussions on the potentials of linear parks

순한 선형의 동선체계로 인해 사람들 간의 반복적인 

만남을 유도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선형공원의 이용자는 좁은 공원 폭으로 인하

여 다른 공원이용자뿐만 아니라 인접한 가로이용자의 

시선에도 노출되어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

(Marcus and Francis, 1998). 즉 Jane Jacobs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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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리의 시선(eyes on streets)’이 작동하여 공원을 

더 안전한 장소로 만든다. 이러한 선형공원의 개방성 

및 근접성에 의한 범죄예방은 공원에 면한 대지의 토

지이용 및 건물전면 디자인 등에 따라 더 효과적일 

수 있다(Jacobs, 1961). 예를 들어, 건물 지층부 전면

의 개방적 설계 또는 적당한 활기를 유도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들은 공원과 인접한 도시공간을 더 안전

하게 만들 수 있다.

다섯째, 선형공원은 시민들에게 공원서비스를 효과

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형태적

으로 볼 때 같은 면적의 공원을 공급할 경우, 선형으

로 조성된 공원이 정방형으로 조성된 공원에 비해 더 

긴 둘레를 가지며 더 넓은 지역이 도보권 내에 포함

된다. 따라서 선형공원은 보다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원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Marcus and 

Francis, 1998; McMahon, 2000; 배정한, 2007b; 

Kullmann, 2011). 선형공원의 도입을 통한 공원접근

성의 제고는 특히 이동이 어려운 신체적·사회적 약자

들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공간복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에 비해 더 우수

한 생태·환경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Marcus 

and Francis, 1998; McMahon, 2000; 정혜진 등, 

2007; Coutts, 2009; 박현경, 2011). 선형공원이 도시 

내에서 바람길로 작용하여 도시의 미기후를 개선하고 

열섬효과를 완화시키며 생물이동통로로 기능할 수 있

다. 또한 수변공원과 같은 경우 홍수조절과 수질관리 

기능을 하여 자연보호 및 방재 차원에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선형공원이 가지는 잠

재력 중 하나로 공간 확보의 용이함을 들고 있다

(Marcus and Francis, 1998; Ahern, 2004; 박만식과 

조경진, 2010). 하천변 고수부지이나 폐선부지와 같은 

잉여부지를 활용하여 선형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공공공간의 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경우들도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시민을 위한 가로공원을 조성한 보스턴의 로즈 

핏츠제럴드 케네디 그린웨이가 대표적인 예이다. 도

시와 수변공간의 연결, 도심환경의 개선, 시민들을 위

한 공원의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된 이 사업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약 146억 달러)이 투입된 도

시기반시설사업으로(Tajima, 2003), 선형공원이 적극

적으로 조성된 예로 볼 수 있다. 

3. 체험적 일상공간으로서의 선형공원의 잠재력

위에서 제시된 선형공원의 여러 가지 잠재력 중 

특히, 활동의 다양성, 일상적 이용 촉진 및 건강증진, 

사회적 교류 증진, 범죄예방, 그리고 공원 접근성 향

상 등 다섯 가지의 잠재력들은 특히 이 연구에서 정

의한 체험적 일상공간으로서의 선형공원의 핵심적인 

특성들, 즉 도시공간과의 근접성 및 공원의 연결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잠재력들로 볼 수 있다(그림 

2). 다음의 사례연구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잠재력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체험적 일상공간으로서의 선형공원 
특성에 기반을 둔 잠재력 

Figure 2. Potential benefitss of linear parks as 
spaces of everyda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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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연구

1. 연구목적

사례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형공원의 잠재력들

에 대한  기본가설들을 수립하고, 수립된 가설들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제시된 가설들은 단순한 검증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의 틀로서 기능한다. 즉 단순히 채택 또는 기각하기 

위한 가설이 아니라 더 나은 설명을 구축하기 위한 

e기 가설로 기능한다.  

2. 연구가설

이 연구의 기본가설은 ‘선형공원이 일반적인 면적 

근린공원이 갖는 기능성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으

며,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선형공원의 형태적 특성에 기인한 잠재력들을 

기능성과 접근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들

을 수립하였다.  

1) 공원의 기능성

(1) 활동의 다양성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에서 수용하는 활동 중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①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일부 활동(축구, 축제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면적 근린공원이 수용하는 대부

분의 활동들이 선형공원에 수용가능하다.

② 산책, 달리기, 자전거와 같은 선적 활동의 경우, 

선형공원에서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2) 일상적 이용 촉진 

선형공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의 일부로 기

능한다. 

① 선형공원은 통근·통학과 같은 다른 목적을 겸한 

이용이 면적 근린공원보다 더 많다. 

② 선형공원은 일상적·주기적 이용(예: 주 3회 이상)

이 면적 근린공원보다 더 활발하다.

(3) 커뮤니티 증진 및 범죄 안전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보다 시민 간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보다 이용자들 간의 더 잦

은 대면접촉을 유도한다(느슨한 사회적 관계 형성). 

②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보다 더 많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 

③ 이용자들은 폐쇄적인 면적 근린공원보다 개방적인 

선형공원에서 범죄에 대하여 더 안전하게 느낀다.  

 

2) 공원의 접근성

(1) 접근 효율성 측면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에 비해 더 많은 시민들

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도보권이 같다고 가정할 때(예: 1km),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보다 더 많은 시민들을 잠재적 이용

자로 포함한다. 

②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보다 도보, 자전거를 이

용하여 접근하는 이용자가 더 많다.

(2) 접근 형평성 측면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보다 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한다. 

① 선형공원의 경우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하여 면적 

근린공원보다 다양한 소득계층의 커뮤니티에서 이

용한다. 

② 선형공원은 면적 근린공원보다 접근성이 좋아 교

통약자의 이용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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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는 4개의 사례지역 - 선형공

원 2개소와 비교 대상으로 면적 근린공원 2개소 - 

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관찰, 공간분석 및 이용자 설

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설과 관찰결과를 

비교하는 패턴매칭(pattern matching), 현상의 세부 

맥락에 기e하여 가설과 다른 결과에 대한 설명의 보

완 또는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는 설명구축

(explanation building) 등의 사례연구 분석기법(Yin, 

2009)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4. 사례연구 대상지

1) 선정방법

대표적인 선형공원의 유형으로 도로·철로 등 교통

기반시설에 인접한 가로공원형 선형공원과 강·바다·

하천에 인접한 수변공원형 선형공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선형공원 사례를 각각 

선정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또는 반경 2km 내에 위

치한 유사 규모의 면적 근린공원을 비교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선형공

원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설득력을 높

이고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형공원 사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내부에 입지하여 도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고 주변 

토지이용이 주로 주거지역인 곳, 2) 공원규모 30,000

㎡ 이상(도보권 근린공원 기준)인 곳, 3) 형태적으로 

선형으로 인식되는 곳(세장비 10:1 이상) 4) 공원 내

부에서 공원의 폭을 인지할 수 있는 곳(폭 50m 내외), 

5) 주변(같은 행정구역 또는 반경 2km 이내)에 비교 

대상지로서 유사 규모의 면적 근린공원이 있는 곳, 6) 

공간분석을 위한 자료 구득이 가능한 곳이다. 

위의 기준에 따라 표 3과 같이 사례를 선정하였다. 

가로공원형 선형공원 사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

근린공원(49,972㎡)을 선정하고 인접 지역·유사 규모

의 아시아공원(66,027㎡)을 비교 대상지로 선정하였

다. 수변공원형 선형공원 사례로는 경기도 의왕시 학

의천(112,290㎡)을 선정하고 인접 지역·유사 규모의 안

양 중앙공원(119,834㎡)을 비교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공원유형
Park 
Type

Group1 Group2
Linear1 Comp.1 Linear2 Comp.2 
문정

근린공원
Munjeong 

Park

아시아
공원

Asia Park

학의천
Hak-eui
Stream

안양
중앙공원
Anyang
Central 
Park

위치
Location

2-5  
Munjeong-
dong, 
Songpa-gu, 
Seoul

84 Jam sil 
–dong, 
Songpa-gu
, Seoul

U iwang-si, 
Gyeonggi-
do

895  
Pyeongan  
-dong, 
Dongan-gu , 
Anyang-si, 
Gyeonggi-do

면적
(길 이 ×폭 )

Area
(L×W )

49,972㎡
(1.7km×
30m)

66,028㎡
(390m× 
170m)

112,290㎡
(2.2km×
50m)

119,834㎡
(400m×
300m)

조성시기
Year 2005 1986 2009 1993

표 3. 선형공원 사례지와 비교 대상지 개요 
Table 3.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cases

2) 사례 개요

가로공원형 선형공원 사례인 문정근린공원(선형1)

은 1993년 부곡~도농간 철도계획의 취소로 방치된 

철도예정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2004년 도

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2005년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2011년 지하주차장 상부 등이 공원으

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모습(길이 약 1.7km, 폭 약 

30m)을 갖추었다. 공원 전체를 연결하는 주 산책로를 

따라 물놀이시설(바닥분수, 계류 등), 어린이놀이터, 

다목적 광장, 다목적 운동장, 파고라, 주차장 등의 시

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공원 남측 종단에는 8호선 문

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인접지역에는 아파트, 근린생

활시설, 학교 등이 입지해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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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형1(문정근린공원) 위치도와 위성사진
Figure 3. Map and photo of Linear Park 1 

(Mujeong Neighborhood Park)

자료: 네이버지도

문정근린공원이 속한 서울 송파구의 도보권 근린

공원 중 하나인 아시아공원(대조공원1)(면적 66,028

㎡)은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선수촌 및 기자

촌 아파트단지 건립 시에 조성된 곳이다. 주변에 서

울종합운동장 등 각종 경기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공

원 내부에 송파문화원, 야외공연장, 부리도 기념비,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북서측에 지하철2호

선 종합운동장역이 공원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인접지역에는 아파트, 상업 및 업무시설, 잠실 종합운

동장 등이 입지해 있다(그림 4). 

수변공원형 선형공원 사례인 학의천(선형2)은 백운

산 북쪽(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지방 2급 하천이다. 하천연

장은 z 6.71km로 안양시 구간(4.5km)과 의왕시 구간

(2.21km)로 나뉜다. 이 연구의 사례대상지인 학의천

그림 4. 대조1(아시아공원) 위치도와 항공사진
Figure 4. Map and photo of Comparison Park 1 

(Asia Park)
자료: 네이버지도

 

의왕시 구간은 백운호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까

지의 구간을 말하며 평균 폭 약 50m, z 면적 

112,290㎡이다. 인접지역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자연녹지 등이 위치해 있다. 학의천 산책길

은 2005년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기도 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수변무대, 농구

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운동시설물 등이 있다(그림 5). 

학의천 주변의 근린공원 중 유사 규모에 해당하는 안

양 중앙공원(대조공원2)(119,834㎡)은 수도권 1기 신도

시인 평촌신도시 개발 시기에 조성되었다(1993.12.31. 

완공). 주요시설로 축구장, 테니스장, X-게임장, 배드

민턴장, 야외무대, 수경시설, 조각, 주차장, 매점, 어린

이놀이터, 운동시설물 등이 있다. 특히 1만 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조립식 야외무대에서는 연간 각종 공연과 

행사가 펼쳐진다. 2000년 10월부터는 공원 북측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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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조2(안양 중앙공원) 위치도와 항공사진
Figure 6. Map and photo of Comparison Park 2 

(Anyang Central Park)
자료: 네이버지도

그림 5. 선형2(학의천) 위치도와 위성사진
Figure 5. Map and photo of Linear Park 2 

(Hak-eui Stream)
자료: 네이버지도

(240m)를 차 없는 거리(주말)로 정하여 자전거와 인

라인스케이팅을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 찬다. 인접지

역에는 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학교 등이 입지

해 있다(그림 6).  

5. 조사결과 분석 

선형공원의 기능성과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

례대상 공원 4곳에 대해 현장관찰과 도면분석을 통한 

공간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공원이용행태분석을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먼저 연구가설을 토대로 사례대상지 4

곳에서 z 20부의 예비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설문을 수행하는 두 단계로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2013년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고 z 415부의 설문이 수거되어 이 중 공원

별로 유효한 설문지 100부씩 z 400부를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요일별(주중·주말), 시간대별(오전·오후·

저녁), 공원 내 위치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수행되었

다. 설문대상자의 일반 특성은 아래 표 4와 같다. 

조사결과를 연구가설에 따라 기능성과 접근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선형공원의 유형별 사례지

역인 문정공원(선형1)과 학의천(선형2)을 각각의 대조

공원과 비교하여 연구가설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예상한 가설과 상이한 결과들에 대하여 해

당 사례의 지역적 맥락 검토 및 다른 사례지역과의 

비교 등을 포함한 통합적 해석을 통하여 해당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근린공원으로서 선형

공원의 특성 및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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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lassification

Group1 Group2

Linear1 Comp.1 Linear2 Comp.2 

조사표본수
Respondents

107 105 100 103

유효표본수
Valid respondents

100 100 100 100

성별(%)
Gender

남 male 38 46 48 38 

여 female 62 54 52 62 

평균연령(세)
Average ages

41 46 45 38 

65세 이상 비율(%)
Ratio of over 65 
years old

15 16 10 2 

교통약자 비율(%)
Weak pedestrian ratio

28 17 20 13 

월평균가구소득(만원)
Monthly mean family 
income (￦10,000)

299 303 315 354 

표 4. 사례대상지 설문대상자 일반특성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1) 결과분석 1: 기능성

(1) 활동의 다양성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과 주요 활동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단체운동을 제외하고는 선형공원과 면적 근린

공원의 이용활동의 종류 및 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표 5). 특히 다양한 운동유

형 중 응답자가 10인 이상인 운동의 종류는 선형공원

이 면적 근린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 선형공원에서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던 선적인 여가활동의 경우, 내부연결

성이 우수한 선형2에서는 대조2에 비해 월등히 우세

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300~400m 간격의 횡단보도로 

동선이 단절되는 선형1에서는 내부에 순환형 산책로

가 설치된 대조1과 유사한 정도의 선적 활동이 이루

어졌다. 광장 및 운동장 등 넒은 공간 위주로 설계된 

대조2에서는 선적 활동 참여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표 5). 

(2) 일상적 이용 촉진

이용목적 측면에서 통근·통학, 장보기와 같이 일상

적인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용자의 비율은 선

형1, 2 모두 각각의 대조공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목적통행을 유발하는 지하철역이 인접한 

그룹1(선형1과 대조1)에서 그룹2(선형2과 대조2)보다 

통과목적 이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7).

그림 7. 공원이용목적별 비율(%)
Figure 7. Ratio by purpose of park use

운동유형
Exercise type

Group1 Group2
Linear1 Comp.1 Linear2 Comp.2 

걷기 
Walking

46 58 66 32

달리기 
Running

11 0 25 6

자전거 
Cycling

5 5 13 6

대규모 단체운동
Large group 

sports
0 0 0 11

소규모 단체운동
Small group 

sports
3 0 4 7

개인운동 
Individual 
excercise

13 22 25 8

표 5. 운동유형별 참여비율(%)
Table 5. Ratio by exercis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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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용빈도 측면에서 일상적 이용자(주중 

이용자 및 주3회 이상 이용자)의 비율과 관련하여, 

선형2는 대조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선형1은 대조1

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림 8, 그림 9). 이는 지하철2호

선과 업무시설 밀집지역이 연접해 있는 대조1의 경우 

출근시간대 공원에 들리는 이용자가 많고 지하철로 

접근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그림 10, 그

림 12)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원의 일상적 

이용에는 공원의 형태뿐만 아니라 공원 입지나 주변 

토지이용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이용요일별 비율(%)
Figure 8. Ratio by day of park use

그림 9. 이용빈도별 비율(%)
Figure 9. Ratio by frequency of park use 

그림 10. 이용시간대별 비율(%)
Figure 10. Ratio by time slot of park use

(3) 커뮤니티 증진 및 범죄 안전

먼저 공원이용자 간의 반복적인 조우빈도(낮은 수

준의 사회적 관계 형성)와 관련하여 선형1과 선형2 

모두 각각의 대조공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6). 

내부공간이 연속적이고 진출입지점이 한정되어 있는 

선형2의 경우, 다양한 내부동선을 가진 대조2에 비해 

확연히 높은 조우빈도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진출입지점이 많은 선형2는 상대적으로 진출입지

점을 적고 공원 내부 산책로가 순환형 동선체계를 가

진 대조2와 유사한 조우빈도를 나타냈다. 

커뮤니티활동 참여도는 선형1, 선형2보다 각각 대

조1, 대조2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7). 

넓은 광장, 무대,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는 대조2가 

가장 높은 커뮤니티활동 참여율을 보였으며, 공원 내 

문화원과 공연장시설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

사를 개최하고 있는 대조1 역시 선형1보다 커뮤니티

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7). 즉, 공원 내 커

뮤니티활동 참여도는 공원의 형태, 관련시설의 유무,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이며 행사나 이벤트를 위한 공간의 확보가 상

대적으로 용이한 면적 근린공원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안전 체감도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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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원이용을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형공원과 면적 근린공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표 6). 공원형태에 따른 차이보다는 공원 

내부의 울창한 식재(대조1) 또는 공원과 주변지역과

의 단차(선형2)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과 시각적 연계

가 미흡한 공원들에서 범죄안전 체감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표 6). 

조사항목** 
Items

Group1 Group2

Linear  
1

Comp. 
1  

p  
value

Linear 
2  

Comp. 
2  

p  
value

조우빈도
Frequency 

of 
encounters

2.94 2.93 .946 3.03 2.72 .033***

커뮤니티 
활동참여도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1.75 2.14 .005*** 2.24 2.65 .008***

범죄안전 
체감도
Sense of 
security

3.62 3.51 .316 3.50 3.69 .120

*: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5: 매우 그렇다, 1: 매우 아니다)
**: 구체적인 질문은 각각 ‘나는 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많다’(조우빈도), ‘나는 이 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축제, 청소, 동호회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커뮤니티활동참여도), ‘나는 이 공원이 
이용하기 안전하다고 느낀다’(범죄안전체감도)임

***: 5%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정 결과 유의성 있음

표 6. 이용자들의 반복적 조우빈도, 커뮤니티활동 참
여도 및 범죄안전 체감도*

Table 6. Frequency of encounters of park
users,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and sense of security

커뮤니티활동 
유형

Types of 
Community 
activities

Group1 Group2

Linear1 Comp1 Linear2 Comp2 

축제 Festival 5 19 23 47
동호회활동
Club activity

8 21 36 26

길거리공연
Perfomance

3 33 11 23

봉사활동
Voluntary service

2 19 3 21

전시회 Exhibition 3 2 4 10
장터 Market 3 6 10 12
체육대회
Athletic meet

4 3 12 49

기타 Etc. 0 0 1 3
계 Total 28 103 100 191

표 7. 커뮤니티활동별 참여자수(단위: 인)
Table 7. Number of participants by community 

activity type

2) 결과분석 2 : 접근성

(1) 접근 효율성

먼저 도보권 내의 잠재적 공원이용자 수와 관련하

여, 이론적으로 선형공원은 같은 면적의 정방형 공원

에 비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적 범

위가 더 넓다. 예를 들어, 가상으로 도보권 근린공원 

규모(30,000㎡)를 가지는 폭 50m의 선형공원과 정방

형 공원의 도보권3) 면적을 계산해 보면 각각 444ha

와 383ha로, 선형공원이 면적 근린공원보다 16% 더 

많은 도보권 면적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지

역권 근린공원 규모(100,000㎡)를 적용하면 도보권 

면적 차이는 64%로 더욱 커진다(표 8).

이 연구의 실제 사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도보권 

내 거주인구를 비교해보면 선형1, 선형2 모두 각각의 

대조공원들보다 공원면적이 약간 작음에도 불구하고

(표 3) 더 넓은 도보권 면적을 보여주고 있다(표 9). 

이 결과는 선형공원의 면적이 커질수록 면적 공원과

의 도보권 면적 차이가 커진다는 가상연구결과(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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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접근교통수단별 이용자 비율
Figure 12. Park user ratio by access mode

를 뒷받침한다. 사례지역의 잠재이용자수를 살펴보면, 

선형1이 대조1에 비해 많은 거주인구를 도보권 내에 

포함하는 반면에, 선형2는 대조2에 비해 적은 잠재이

용자수를 갖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선형2가 도시 경

계에 위치하여 도보권 내 많은 면적이 비시가화지역

(녹지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분
Classification

선형공원
Linear 
park 

정방형공원
Square 
park

면적 차이
Walkable 

Area 
difference

30,000㎡
(도보권 근린공원)
(Park serving a 
walking distance 

area)

440ha 383ha
60ha 
(16%)

100,000㎡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Park serving a city)

724ha 440ha
283ha 
(64%)

표 8. 선형공원과 정방형공원의 도보권 면적 비교
Table 8. Hypothetical comparison of the area in 

walkable distance

구분
Classification

Group1 Group2

Linear1 Comp.1 Linear2 Comp.2 

행정동 수(개)
Number of dong

11 7 8 13

도보권 면적(ha)
Walking dist. 
area

644 431 1,035 479

잠재이용자수(인)
Number of 
potential users

130,706 97,386 59,705 124,015

표 9. 사례지역의 도보권 면적과 잠재이용자수 추정
Talbe 9. Actual comparision of the area in 

walkable distance and number of 
potential users 

a: Linear 1

 

b: Comp. 1

c: Linear 2

 

d: Comp. 2

그림 11. 사례공원별 도보권(1km) 표시도
Figure 11. Map of walking distance areas (1km 

radius) of the cases

실제 이용행태에 있어서도 접근교통수단 중 도보

로 접근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선형1, 선형2가 각각의 

대조공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따라

서 선형공원이 면적 근린공원에 비해 더 넓은 도보권 

면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수한 도보접근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보 외의 접근교통수단으로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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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선형1), 지하철(대조2), 자전거(선형2), 승용차·택시

(대조2) 등 공원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2) 접근 형평성

먼저 소득계층의 다양성 측면에서, 선형1과 선형2

의 가구소득 표준편차가 각각 대조공원들의 표준편차

가 높게 나타났다(표 10). 즉, 도시를 가로지르는 선

형공원의 형태적 특성 상 면적 근린공원에 비해 더 

다양한 소득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선형공원 이용자의 평

균 가구소득이 면적 근린공원보다 낮고 가구소득 200

만 원 이하의 이용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구분
Classification

Group1 Group2
Linear1 Comp1 Linear2 Comp2 

100만 이하
Under 1mil. won

10 8 8 8

100-200만
1mil. to 2mil. won

21 17 19 8

200-300만
2mil. to 3mil. won

18 21 15 12

300-400만
3mil. to 4mil. won

26 32 29 33

400-500만
4mil. to 5mil. won

11 12 16 22

500만 이상
Over 5mil. won

14 10 13 17

계 Total 100 100 100 100
평균(만원) 
Average(\10,000)

299 303 315 354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1.53 1.39 1.49 1.44

표 10. 설문응답자의 소득 분포(단위: %)
Table 10. Respondents’ income distribution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하는 교통약자4)의 이용

자비율을 살펴보면, 선형1과 선형2 모두 각각의 비교

대상지보다 높게 나타난다(표 11). 선형공원의 이용자 

중 신체적 약자가 많다는 점은 선형공원이 면적 근린

공원에 비해 보다 나은 도보접근성을 제공하며, 따라

서 공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이 높다는 가설

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Classification

Group1 Group2
Linear1 Comp1 Linear2 Comp2 

평균연령(세)
Average age

41.3 45.6 45.1 38.5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17.0 16.8 14.2 9.9

65세 이상(%)
Ratio of over 65 
years old

15 16 10 2

교통약자(%)
Weak pedestrian 
ratio

28 17 20 13

표 11. 설문응답자 연령특성 및 교통약자 비율
Table 11. Respondents’ ages and weak pedestrian ratios

3)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연구가설(예측

패턴)과 사례연구 결과(관찰패턴)의 일차적 비교에서

는 기능성 관련 일부 가설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형공원 사례들은 비

교대상지들과 유사한 수준의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줬

으며, 더 높은 수준의 접근 효율성과 접근 형평성을 

보여주었다(표 12). 

한편, 공원의 규칙적 이용(주 3회 이상 이용), 커뮤

니티활동 참여도 및 범죄안전 체감도 등과 같이 예상

과 상이한 사례연구결과가 나타난 연구가설들에 대해

서는 해당사례별로 세부적인 맥락을 고려한 재검토를 

거쳐 보완적인 설명요소를 제시하였다. 선형공원 여

부 외에도 내부동선의 연속성, 공원 주변의 토지이용 

및 대중교통(지하철역) 입지, 커뮤니티활동 관련 프로

그램 및 시설 유무, 밀집한 수목이나 고저차 등에 의

한 시각적인 차폐 등의 요소들이 선형공원의 기능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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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lassification

연구가설 (선형 ≧ 대조)
Hypotheses (Linear ≧ Comp.)

사례조사결과
Case observations

보완 설명요소
Complementary explanation factors

기능성  
Functionality

활동의 다양성
Diversity

참여활동  수
Number of activities

선형 ≓ 대조
Linear ≓ Comp.

-

선적 활동 
Linear activities

선형 > 대조
Linear > Comp. 

내부동선의 연속성
Continuity of internal circulation

일상적 이용
Everyday use

다른 목적 통행
Passes for other 

purposes

선형 > 대조
Linear > Comp.  

주변 토지이용 및 지하철역 위치
Adjacent land uses, 

location of a subway station

규칙적인 이용 
Regular uses 

선형1 < 대조1
선형2 > 대조2

Linear1 < Comp.1 
Linear2 > Comp.2  

주변 토지이용 및  지하철역 위치
Adjacent land uses, 

location of a subway station

커뮤니티 증진
Community 
promotion

높은 조우빈도
Encounter frequency

선형 > 대조
Linear > Comp.  

내부동선의 연속성 및 개방성
Continuity and openness of internal 

circulation
커뮤니티활동 참여
Community activity 

participation

선형 < 대조 
Linear > Comp.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여부
Existence of related facilities and 

programs

범죄안전 체감
Sense of crime safety

선형1 > 대조1 
선형2 < 대조2 

Linear1 > Comp.1 
Linear2 < Comp.2 

시각적 개방성
Visual openness

접근성 
Accessibility

접근 효율성
Efficient access

도보권 내 거주인구
Population in walking 

distance area

선형1 > 대조1 
선형2 < 대조2 

Linear1 > Comp.1 
Linear2 < Comp.2 

주변 토지이용
Adjacent land uses

도보이용자 비율
Pedestrian user ratio

선형 > 대조 
Linear > Comp. 

-

접근 형평성
Equitable access

소득계층의 다양성
Income diversity

선형 > 대조 
Linear > Comp. 

-

교통약자 이용률
Weak pedestrian ratio 

선형 > 대조 
Linear > Comp. 

-

표 12. 연구가설과 사례조사결과 비교 종합
Table 12. Summary : Comparison of hypotheses and case observation

Ⅳ. 결론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선형공원 관련 이론과 선행연

구 검토를 통하여 근린공원으로서 선형공원이 가지는 

형태적 특성과 잠재력을 정의하였다. 즉 시민들이 체

험할 수 있는 일상공간으로서 선형공원이 가지는 핵

심적 특성으로 ‘도시공간과의 근접성’과 ‘공원체험의 

연속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선형공원의 특성에 따라 

예상되는 잠재력들로서 기능성 측면에서 활동의 다양

성, 일상적 이용 촉진, 커뮤니티 증진 및 범죄 예방

을, 접근성 측면에서 접근 효율성과 접근 형평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연구에서는 선형공원과 면적 근린공

원의 비교를 통하여 앞서 제시한 선형공원의 잠재력

들이 다양한 도시적 맥락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

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대상지들에 대한 공간

분석과 설문을 통해 공원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

한 결과, 예상했던 선형공원의 잠재력들 중 많은 부

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례로 다룬 

선형공원들은 적절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보완된다

면 면적 근린공원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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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

을 제공할 수 있어 공원서비스의 효율성 및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사례연구는 하나의 선형공원이 그

러한 잠재력들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요소들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선형공원의 장점인 도시공간과의 근접성은 

시각적 개방성 확보와 연접지역의 적절한 토지이용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

이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한 루트비히 미스반 데

어 로에의 말처럼 공원 역시 이용자가 실제로 체험하

는 공간의 스케일에서 보다 섬세하게 설계될 때 작동

할 수 있다.

이 사례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유형의 모든 선형공

원들이 가지는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 

연구는 선형공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공원의 특

정 측면에 한정하여 엄밀한 검증을 시도하기보다는 

선형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 즉 다양성, 일상성, 

사회성, 접근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탐색적인 접근

을 통하여 근린공원으로서 선형공원의 가능성을 검토

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주요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연

구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기한 여러 

이슈들은 각 이슈에 e점을 맞춘 실증적인 후속연구

를 통하여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1. 선형의 오픈스페이스와 관련된 개념으로 linear 
Park 외에 greenway, green infrastructure, 
landscape corridor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
고 있으나(Kullmann, 2011: 72),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둔 이 연구에서는 이동이 강조된 
다른 용어들(~way 또는 ~corridor)보다 linear 
park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하지
만 특별히 구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

주2. 포틀랜드시 교통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portlandoregon.gov/transportation/50518)
주3. 도보권의 범위는 도보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한 범

위이자 도보권 근린공원의 법정 유치거리인 1km로 
설정하였다. 공원의 잠재이용자수 추정을 위해 도
보권(1km) 안에 포함된 행정동의 인구(2013년 6월 

기준)를 모두 더하였으며, 행정동이 도보권의 경계
에 걸친 경우 도보권 안에 포함된 면적 비율과 해
당 행정동의 총인구수를 곱하여 적용하였다.

주4.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
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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