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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196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

히 서울의 인구증가는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Jung, 1980). 이러한 인구집중과 함께 도시산

업구조 및 기능의 다변화는 도시의 과밀화를 야기하였으

며 도시공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성과 기능성을 

극대화 하는 구조로 발달되어 왔다. 이런 흐름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삶

의 질 향상이 사회적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도시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화 된 도

시환경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Abbott, 2012)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다양한 계획

적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도시재생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데, 서울로7017은 산업화의 유산인 고가도로를 도시민

의 휴식을 위한 녹지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사례로 손꼽

힌다. 서울로7017은 기존의 녹지와 달리 독특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 과밀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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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ullo7017, an elevated linear park, was created to redevelop obsolete road infrastructure as public space, which provides 

unique landscapes.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and suggest proper planting design for improving psychological benefits 
in Seoullo7017. Field survey and simulation experiment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user’s perception on the landscapes. 
Many users had negative feelings of the present landscapes in Seoullo7017, due to concrete pavement and simple planting 
design using big concrete pots. Landscape simulation experiment showed this perception could change depending on planting 
design. In especial, herb spec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andscape in a linear park and providing 
positive feelings such as refreshment, warmth and naturalness. This study suggested that planting design in a linear space 
needs to be focused rather on the planting style and species than the volume of g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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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기반구조를 활용하여 상부에 식물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도심 속 녹지를 창출하고 있다. 식물은 정

형적이고 인공적인 도시공간에 있어 질감적, 형태적 다

양성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해 줌으로써 도시에 생명

을 불어넣는 요소가 된다(Park and Lee, 2019). 이와 함

께 녹지공간에서의 식재유형은 보행자들의 경관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and Park, 2006). 따라

서 서울로7017의 경관적 특성은 식물에 의해 크게 좌우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부지의 

폭이 좁고 긴 형태를 띠고 있는 선형 녹지에 있어서는 이

용객들의 경험의 기회가 제한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공간내부의 미시적 요소들에 대해 면밀히 고려되어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녹지의 경관적 특성을 

좌우하는 식재계획 및 설계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

한 실정이다(Park and Lee, 2019).  
서울로7017의 내부공간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주변 

근무자를 대상으로 서울로7017을 이용할 때의 심리적 

회복특성에 대한 조사(Lee and Park, 2018)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공간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한 연구(Yoo and Kim, 2018)가 

보고되고 있다. 서울로7017 주변으로 공간범위를 확대

해 보면, 서울로7017 주변의 보행동선의 공간분포에 대

한 특성을 분석한 연구(Choi and Choi, 2019)와 인근지

역의 도보 접근성 개선에 따른 공간위상학적 특성에 대

한 조사(Park et al., 2018) 등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 당시에 제시된 공중정원이라는 측면에서 이

용자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식재계

획과 관련하여서는 Park and Lee(2019)가 해외의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서울로7017의 한계점을 제시

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서울

로7017의 경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정

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기법(Kim and Lee, 
1999; Muhar, 2001; Cho, 2006; Shin and Jung, 2014)
을 이용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식재방식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2.1. 현장조사

본 연구에서는 서울로7017의 경관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식재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경관

시뮬레이션 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서울로

7017의 대표 경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평가하였

다. 연구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일대에 

Fig. 1. Landscape survey point in Seoullo7017. View1, Toigye-ro section; View2, Hangangdae-ro section; View3, Seoul 
station section; View4, Jungrim-dong la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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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서울로7017로 총 938m에 해당하는 구간을 선정

하였다. 경관 평가의 대상지는 포장과 식재, 주변 건축물 

및 도로 등으로 형성되는 가로경관을 중점적으로 선정하

였고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구역은 가급적 제외하였다. 
현장에서의 경관평가를 위해 서울로7017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이용객의 이동이 많은 곳 중에서 특징적인 장

소를 추출하였고, 그 결과 퇴계로 주변(View 1), 한강대

로 주변(View 2), 서울역광장 주변(View 3), 중림동 방

향 램프 주변(View 4)의 네 곳을 선정하였다(Fig. 1). 설
문조사 대상자는 서울로7017을 방문한 시민 80명을 대

상으로 4개의 대표 경관 모두에 대해 현장에서 경관평가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동일한 비율로 하

였고 연령대는 20-30대가 6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나머지는 대부분 40대 이상이 차지하였다. 경관평가

는 12종류의 반대되는 형용사 쌍을 이용하여 리커트 척

도로 평가하는 의미분화법(SD법)을 이용하였고 0점을 

기준으로 긍정적 평가일수록 3점, 부정적 평가일수록 –3
을 부여하여 모두 7단계로 점수화하였다. 경관에 대한 느

낌이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별도로 파악하였다.  

2.2. 경관 시뮬레이션 실험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로7017의 경관에 대한 시

뮬레이션 실험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경관시뮬레이션 실

험을 위해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경관을 촬영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선정된 네 종류의 경

관 중 서울로7017의 경관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경관을 선

택하여 가로의 식재방식을 변경하였을 경우의 경관이미

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작하고 각각의 이미지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대상자는 양호한 시각

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정신병 등의 병력이 없는 20대 일

반 성인 50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경관 이미

지로는, 현재의 모습을 대조군(Control)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재방식을 변경한 세 종류의 시뮬레이션 영상

을 준비하여 실험군으로 하였다. 실험군1은 바닥에 그라

스류의 초본식물을 보도의 양측으로 배열하여 식재한 방

식으로 하였고(초본방식, Herb type) 녹시율을 20% 수
준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군2는 실험군1의 이미지에  관

목을 추가로 식재한 방식으로 하였고(관목방식, Shrub 
type) 녹시율은 30%수준으로 하였다. 실험구3은 실험구

2를 바탕으로 교목을 추가로 식재한 방식으로(교목방식, 
Tree type), 녹시율은 50%로 설정하였다(Fig. 2). 녹시

율은 과거 연구에 근거하여 최소 20%이상으로 설정하였

다(Masuda et al., 1989). 실내실험은 65인치 초고해상

도 모니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미지 주

변으로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백색의 벽을 배경으로 

모니터를 설치하였고 화면으로부터 2.5 m 떨어진 곳에 

피험자가 앉아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실의 온

도는 24~26도를 유지하고 상대습도는 65%가 되도록 하

였다. 경관이미지 제시 시간은 30초로 하였으며 순서효

과를 상쇄하기 위해 네 종류의 이미지는 피험자에 따라 

랜덤으로 제시하였다. 경관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각 이

미지의 제시가 끝나자마자 SD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

다. SD법에 사용한 형용사는 조사 대상지의 경관적 특성

과 관련문헌(Joo and Im, 2003; Lee and Kim, 2013)을 

참고로 하여 개방감, 독특함, 화려함, 무게감, 균형감, 쾌
적함, 친근함, 활기, 정감, 부드러움, 따뜻함, 자연감을 나

타내는 12쌍을 선정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경관평가에 사용된 하위척도값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흐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구하여 

control Herb type Shrub type Tree type

Fig. 2. Landscape images used in simulation experiment. Control (original) and simulation images (herb type, Shrub type 
and tre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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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일치도를 평가하였다. 각각의 경관에 대한 평가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해 SPSS 21.0(IBM-SPSS,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고 통계검정에는 ANOVA를 이용

하여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수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차 범위는 p<0.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현장 경관 평가

현장에서 평가한 하위항목들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계

수는 0.799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서울로7017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네 종류의 주요 경

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인상보다는 부

정적인 인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총 12개
의 세부항목 중에서 ‘개방적인-폐쇄적인’, ‘쾌적한-불쾌

한’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독특한-평범한’, 
‘화려한-수순한’, ‘활기있는-우울한’, ‘부드러운-딱딱한’, 
‘따뜻한-차가운’, ‘자연적인-인공적인’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가벼운-무거운’, ‘균형 잡

힌-불안정한’, ‘정감 있는-삭막한’에서는 경관에 따라 평

가가 엇갈렸다. SD법을 이용한 경관평가의 분석결과를 

보면, 경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용객이 느끼는 반응은 

네 종류의 서울로7017 경관들에 대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위척도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보면, 인공

적이며(view 1, -0.58 ± 0.17; view 2, -1.03 ± 0.17; 

view 3, -0.65 ± 0.17; view 4, -0.55 ± 0.14) 차가운

(view 1, -0.33 ± 0.15; view 2, -0.96 ± 0.16; view 3, 
-0.38 ± 0.17; view 4, -0.49 ± 0.16)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식물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view2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네 종류의 모든 경관에서 삭막하고 우울하며 딱

딱하고 평범하며 수수하다고 평가한 사람의 수가 압도적

으로 많았다.  
각 경관에 대한 남녀의 평가에 있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view 1에서는 남자가 삭막하고

(-0.35 ± 0.25) 우울하다(-0.25 ± 0.23)고 평가한 반면, 
여자는 정감있고(0.28 ± 0.21) 활기있다(0.18 ± 0.18)고 

평가한 사람이 많은 경향이 보였다. view 4에 대해 남자

들은 다소 가볍다(0.25 ± 0.20)는 느낌을 받은 반면, 여
자들은 다소 무겁다(-0.18 ± 0.17)는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각 경관에 대한 하위척도의 점수

가 차이를 보이긴 하나, 네 종류의 경관에 대한 전체적 평

가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Table 1), 이러한 성별에 

관한 결과는 과거의 연구(Lee, 1998)와 맥락을 같이하였

다. 
서울로7017은 보행로를 중심으로 서울역사, 간선도

로, 빌딩 등 배경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시한 서로 

다른 네 종류의 경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네 종류의 경관 중 하위척도의 수치에서 

Subscales View 1 View 2 View 3 View 4

Open-closed 0.75 ± 0.15 0.41 ± 0.18 0.46 ± 0.19 0.49 ± 0.15

Unique-commonplace -0.45 ± 0.17 -0.59 ± 0.15 -0.28 ± 0.17 -0.36 ± 0.16

Colorful-plain -0.26 ± 0.14 -0.76 ± 0.13 -0.53 ± 0.16 -0.40 ± 0.14

Light-heavy 0.26 ± 0.17 -0.04 ± 0.17 0.04 ± 0.15 0.04 ± 0.13

Balanced-unbalanced -0.13 ± 0.14 -0.09 ± 0.16 -0.01 ± 0.16 0.06 ± 0.16

Comfortable-uncomfortable 0.79 ± 0.14 0.44 ± 0.14 0.29 ± 0.16 0.24 ± 0.16

Familiar-unfamiliar 0.20 ± 0.14 -0.35 ± 0.16 -0.34 ± 0.15 -0.13 ± 0.16

Refreshing-depressing -0.04 ± 0.17 -0.46 ± 0.15 -0.31 ± 0.15 -0.38 ± 0.15

Amiable-unamiable -0.04 ± 0.15 -0.59 ± 0.16 -0.21 ± 0.16 -0.18 ± 0.16

Soft-hard -0.20 ± 0.15 -0.59 ± 0.18 -0.31 ± 0.16 -0.35 ± 0.17

Warm-cold -0.33 ± 0.15 -0.96 ± 0.16 -0.38 ± 0.17 -0.49 ± 0.16

Natural-artificial -0.58 ± 0.17 -1.03 ± 0.17 -0.65 ± 0.17 -0.55 ± 0.14

Table 1. User’s perception of the present Seoullo7017 (Mean ± SE)



955서울로7017의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식재유형별 경관인식 변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view1과 view2인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경관에 대한 전반적 인식 패

턴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크리트 질감의 바

닥포장과 화분들로 구성된 서울로7017 내부 공간이 경

관 전체의 인상을 평가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로7017 경관 인식에서 나타난 다소 부정적인 평

가들은 획일적인 식재방식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서울로7017은 도심 속 수목원으로서의 공간을 표방하였

으며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울로7017의 경

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가 자연의 양

이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또 경관을 형성

하는데 있어서의 식물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

는 전체 응답자의 73.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울로7017은 콘크리트 색상의 

바닥포장과 대형화분들에 의해 공간이미지가 상당부분 

좌우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이용자들의 가로경관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Masuda et 
al., 1989). 서울로7017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식물 성장

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녹시율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이 

보다도 식물을 배치하고 전시하는 방식과 더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로7017과 유사한 미국의 

하이라인과 프랑스의 프롬나드플랑테에서 보여지는 다

양한 식재방식은 공간의 다양성을 창출하고 이는 이용객

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Park 
and Lee, 2019).  

3.2. 경관 시뮬레이션 실험

서울로7017의 현재 경관을 바탕으로 식재방식을 달

리 하였을 경우의 이용자 인식과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시뮬레이션 경관을 피험자에게 제

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나타난 하위척도의 크론

바흐 알파계수는 0.862로,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실험 결과, 현재의 경관(대조군, Control)과 

시뮬레이션 경관(Herb type, Shrub type and Tree type)
을 비교하였을 때 피험자들의 인식 패턴에 있어서 중요

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3). 개방감과 독특함을 제외한 

10개의 하위척도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Fig 4). 세 종류의 시뮬레이션 이미지들에 

대해서 피험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인식 패턴을 보여주었

다. 식재방식을 변화시켰을 때, 피험자들은 대조군과 비

교하여 실험군에서 공간이 보다 화려하면서도 가볍고 균

형적이며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연적인 느낌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p<0.01). 이와 함께, 식재방식의 변화에 따

른 경관의 차이는 피험자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관에 대해서 피험자들은 

낯설고(-1.22 ± 0.17) 우울하고(-1.04 ± 0.14) 삭막하다

(-1.22 ± 0.17)고 느끼는 경향이 강했으나, 시뮬레이션 

경관을 본 후에는 쾌적하고(herb, 1.52 ± 0.14; shrub, 
1.40 ± 0.15; tree, 1.30 ± 0.13) 친근하며(herb, 1.52 ± 
0.14; shrub, 1.40 ± 0.15; tree, 1.30 ± 0.13) 활기있고

(herb, 1.28 ± 0.16; shrub, 1.00 ± 0.14; tree, 0.78 ± 
0.13) 정감있다(herb, 1.38± 0.16; shrub, 1.30 ± 0.15; 
tree, 1.22 ± 0.15)고 느끼는 등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들

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p<0.01). 이는 식재유형

이 공간의 특징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심리변

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CORE

Uncomfortable

Unfamiliar

Unamiable

Depressing

Hard

Plain

Cold

Comfortable

Familiar

Amiable

Refreshing

Soft

Colorful

Warm

Control TreeShrubHerb

Closed Open

Heavy Light

Artificial Natural

Unbalanced Balanced

Commonplace Unique

0 1.0-1.0 - 0.5 1.5- 2.0 0.5 2.0- 1.5

Fig. 3. Perceptions of the four different images of Seoullo –
7017.

세 종류의 시뮬레이션 경관들 사이에서의 비교를 보

면 ‘활기있는-삭막한’, ‘따뜻한-차가운’, ‘자연적인-인공

적인’의 세 개의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p<0.05). 
이들 하위항목에서 초본방식이 관목방식이나 교목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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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녹시율

이 가장 낮은 초본방식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점은 과

거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녹

시율의 관점에서 보면, 녹시율이 높아질수록 만족도 등

의 지표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Masuda et al., 
1989), 이번 시뮬레이션 실험에서는 교목방식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번 실

험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보였다는 점은 녹시율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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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scores in each subscale of S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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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소가 공간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보다 큰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에서 그 핵심적 

요인들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녹지의 형태나 식

물의 종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결론

서울로7017은 노후화된 고가도로가 보행로로 탈바꿈

하면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고가녹지이다. 지상 17미
터에서 서울역 앞의 간선도로를 관통하고 도심 속의 빌

딩 사이를 지나는 길은 사람들에게 독특한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서울로7017은 

공중정원을 테마로 200종이 넘는 식물을 24,000주 이상 

식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회색빛 도심 속에서 식물이 

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 후에는 콘크리트 바닥과 

획일화된 식재방식으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인공적이며 

차갑고 삭막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

정적인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식재방식을 경관시뮬레이

션을 통해 검토한 결과, 바닥에 직접 식물을 식재하는 방

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특히 초본식물을 적절하게 활

용하면 공간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와 함께 폭이 좁은 선형의 부지에 있어서 이용

객들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녹시율을 높이

는 것 보다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식재방식을 선정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고가녹지를 대상

으로 식재방식에 따른 경관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실험에서는 서울로7017의 특

정 경관에 한정하여 식재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므

로 모든 공간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식재방식의 변

화로 인한 이용객들의 심리적 효과는 매우 크고 긍정적

인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로7017의 초기 경

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식물 생장에 따른 경관변

화와 계절에 따른 경관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서울로7017과 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도심녹지 개발이 예상되며 각 공간

의 규모와 형태 뿐 아니라 식재지의 토심, 기후로 인한 동

해 등을 감안한 다양한 식재방식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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