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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 도시조형공원 구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Revitalization of 
Inje gun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an Urban Art Park-

서명석
*

Myong-Suk Suhr*

요 약 강원도 인제군민의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제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연

구한 결과 인제군의 군민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이 용이한 대상 부지를 분석한 결과 공원의 유형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문화적인 체험과 휴식을 취 할 수 있으며, 정서생활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조형공원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에 지자체마다 생태공원, 테마공원, 체험공원 등은 많은 존재하고 있으나 인제군만의 특징을

담아내며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공원 형태로 계획함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 인제군, 인프라, 지역활성화, 도시조형공원

Abstract As a result of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frastructure to revitalize the region of Inje gun in 
order to enjoy the high quality of the Inje gun residents in Gangwon do, the analysis of the target sites that 
are easily accessible and easy to use by the residents of Inje gun resulted in a type of park with a quality of 
life. It is analyzed that the urban art park is the most suitable for enhancing the city cultural experience and 
relaxation, and promoting emotional life. There are many ecological parks, theme parks, and experience parks in 
each country, but it is desirable to plan them in the form of city parks to differentiate themselves by captu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je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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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강원도의 총 면적은 20,569㎢이며 이 가운데 휴전선

이남이 82%인 16,873.51㎢로 남한 면적의 16.8%에 해당

하며, 총 면적 중 81.7%인 13,783.68㎢가 임야이며, 농경

지는 9.7%에 해당하는 1,625.22㎢이며, 기타는 8.6%인

1,457.49㎢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적으로도 취약하여 타 지

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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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강원도는청정지역으로서좋은자연환경을갖

추고있으며, 특히강원도에위치한인제군은 상당히쾌

적한 청정지역으로서 설악산, 방태산, 소양호, 내린천 등

사계절활용가능한천혜의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내린

천 래프팅, 번지점프 등 풍부한 내용의 모험관광지로 부

상하고 있으며 빙어축제, 황태축제 등의 지역축제 개발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인제군은수도권과동해안을연결하는중앙거점

지역으로서 44번, 46번국도가 관통하고 있고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며 휴전선 12.7km를 접하고 있는 안보의

최첨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인제군은차별화된자연환경을보유하고있으며지정

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구유입의 유

인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청정이미지와 걸맞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에 휴식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연구는강원도인제군의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

분석하여인제군의지역활성화를위하여대상지를선정

하여어떠한형태의도시공원이적합한지기초자료를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본연구는표 1 연구의흐름과같이강원도인제

군의 지역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도시

조형공원을 조성하여 외부 방문객을 이끌 수 있는 유인

요소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에게

어떠한형태로든도심과좋은자연환경의매개역할을하

며접근이가능한지역에인프라를제공하여삶의질향

상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인제

군을 중심으로 대상 유휴지를 선정하여 기초적 자료 조

사·분석을 실시하며, 인제군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론

적고찰과더불어유사사례분석및대지현황을분석하며

교통, 접근성, 지리, 향·조망, 연계성 분석을 진행한다.

설정된 대지의 대안을 설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계획

을 확정하여 그에 따른 진입공간, 광장, 완충녹지공간계

획을 진행하여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결론을 도

출하고 시사점과 차기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인제군 현황분석

표 1. 연구의 흐름

Table 1. The research flow

연구

흐름
세부 내용 연구방법

↓ ↓ ↓

연구

목표

§ 문제인식

§ 연구목표설정
§ 조사·분석

↓ ↓ ↓

현황

분석

§ 이론적 고찰

§ 유사사례분석

§ 대지현황분석

§ 교통분석

§ 접근성분석

§ 지리적분석

§ 향및조망분석

↓ ↓ ↓

방안

제시

§ 대안설정

§ 기본계획연구

§ 진입공간계획

§ 광장계획

§ 완충녹지공간계획

↓ ↓ ↓

결론
§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도출

1. 선행연구분석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고찰을 실시한 결과

김교정(2012)은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공원복지 활

성화 전략에서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특성을 조사하였

으며, 안중호(2012)는 농촌마을종합개발 항목별 중요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마을 개발사업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과 함께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조의영(2006)은 복합

자연공원의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간배치에

대한 개발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

치단체 중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강원권중에서 44번 국

도로 인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적합한 유휴공간을 가

지고 있는 인제군을 선정하여 유휴공간에 대한 대비분

석 및 적합한 공원의 성격 규정과 합리적 공간활용을

위한 대안제시를 하여, 향후 지방자체단체 및 지역주민

의 공간활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시하므로서 기존연구의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2. 인제군 현황조사 및 환경분석

1) 대지 선정

인제군 인제읍이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주변 환경을

분석조사한결과 인제군인제읍 365답주변자연녹지

지역이 인제군민의 접근성과 유휴지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있으므로, 인제군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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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모험관광지로 적합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축제

를연계하여동해안지역의인프라확충및육상및해상

교류 활성화를 달성 할 필요가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거주지역에대한자긍심을고취시키며지역주민의소양

호와의 접근성확보와 내린천 래프팅 이용자들의 인제군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2) 대지현황분석

① 교통분석

본 계획대지는 그림 1 좌측 내용과 같이 인제읍의 중

심 간선도로인 구 44번 도로와 현재의 44도로를 직각으

로 연결되는 왕복 2차선 간선도로에서 동쪽으로 약

600m 떨어진 곳으로, 대지의 하단은 왕복 4차선인 44번

국도변과 접해 있으며 대상지에 접하여 있는 왕복4차선

인 44번 국도는 양양군과 홍천군을 잇는 도로로 본 계

획대지로부터 양양방향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인 합강

정공원에서 31번 국도 및 구 44번 국도와 연결되어 있

으나 구 44번 국도와 더불어 인제읍의 중심 간선도로인

상동리 방면으로 향하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정중앙휴게

소 사이의 2차선도로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다.

구 44번 국도인 인제읍 중심 간선도로로부터 본 계

획대지와의 연결은 가능하나 대부분 1차선 소로이므로

원활한 소통은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과 본 계획대지 사이에 대형 주차장이 건설되어 있어

새로운 진입도로의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44번

국도로부터의 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접근성 분석

인접대지 대상 부지들을 검토 후 그림 1 우측 내용과

같이 선정된 계획대지는 인제읍의 중심으로부터 북서쪽

으로 약 600m에 위치하여 인제종합운동장, 인제중·

대지현황 및 교통분석 접근성분석

그림 1. 대지분석 및 교통분석

Figure 1. Site analysis and Accessibility anaiysis

고, 인제초등학교까지 500m 이내거리에있고, 남동쪽경

계에해당하는인제교아래를흐르는하천까지약 1.4km

의 거리에 있으므로 군청을 비롯한 인제읍 전 지역에서

도보로진입이가능하여접근성이뛰어나며차량을이용

한 접근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로부터 400m, 주 진입로

인 44번 국도와 연결되는 상동리 방면 간선도로로부터

600m, 시외버스터미널과 본 계획대지 사이의 대형주차

장과 약 200m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본

계획대지 인근의 문화시설인 인제산촌민속박물관과

700m, 내린천방향의 31번 국도및구 44번 국도와연결

되는 합강정과 1.2km, 서울방향 44번 국도변의 인제공

설운동장과 인근 체육·레져시설과 2km 이내로 주변 관

광시설을연계한접근성도원활하다. 선정된계획대지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서울시청과

약 155km, 강원도청및춘천시청과약 90km, 원주시청과

약 112km, 속초시청과약 55km떨어져있으며제한속도

기준으로각각약 116분, 68분, 84분, 45분정도소요될것

으로 예상된다.

③ 지리적 분석

인제읍은 읍중심부를 기준으로 서북방향으로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있으며, 동북지역으로는 강과 높은 산

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업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

으며 본 공원 대지는 동북방향으로는 건설되어 있는 44

번국도를이용하면서쪽으로는서울, 원주, 춘천, 홍천과

연결되며, 동쪽으로는금강산, 속초, 양양, 강릉과연결되

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본 공원 대지는 그림 2 좌측내용과 같이 인제읍의 지

리적 중심부에서 볼 때 동북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

지의동북방향으로는 44번국도와맞닿아있으며국도와

거의 평행하게 내린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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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분석 향 및 조망 분석

그림 2. 지리적 분석 및 조망 분석

Figure 2. Geographical analysis and View anaiysis

도시 계획 유보지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문화적인 체험과 휴식, 정서생활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

고, 또한타지역관광객의유치를통해지역산업의발전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④ 향분석 및 조망분석

본 공원 대지는 그림 2 우측 내용과 같이 남북방향으

로긴비정형사각형형상을나타내며, 북쪽끝의대지는

좁고남쪽끝의대지는그폭이북측대지의 2배이상넓

고, 공원 대지 형상으로 볼 경우, 동향과 서향으로 가장

많이열려되어있고, 그다음이남향이며, 북향으로는거

의 막혀 있다.

본공원대지의동쪽은강과들및산이보이는곳으로

가장 열려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며 서쪽의

경우, 공원과인접한곳에는관공서및주택지가있어막

혀있는느낌을 받을수있으나, 그뒤로높은산이위치

하고 있으므로 열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남쪽과 북

쪽은인제읍상가및주택지등에의해조망이닫혀있다.

Ⅲ. 공원 분류 특성과 적합성 분석

1. 공원 분류 특성

표 2와 같이 공원은 유형별로 다양한 분류를 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식인 위치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대별되며, 자연공원

의 경우 관리 주체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으

로 분류되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설치되는 녹지지역·풍치지구 등의 공원 및

녹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다양한 공원으로

분류된다.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의해분류하면생활권공원과주제공원으로구분되며.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

리되는 공원이며,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

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기타 공원 등으로 분류된다.

대안분석은 유형별 분류방식이 아닌 계획대지의 성격

과연관지을수있는다양한 성격의공원을 임의로선

택하여 상호비교를 통해 대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자연휴식공원

지역의풍광을대표할만한수려한자연풍경지를대상

으로지정하는공원을말하며전국에산재한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자연휴양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제읍의 환

경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주변에기존국립및도립공원과근접해있으므로기존

의 자연휴식공원과 상충되어 연계성이 우수하지 않다.

계획대지의 적용성 면에서 살펴보면 자연휴식공원으로

서 크기와 위치가 부적당하며, 공간 구성면에서도 자연

휴식공원의 경우 식목과 녹지 배분 비율이 높고 문화공

간의 배분이 어려움 크므로 계획대지에 자연휴식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생태공원

자연계의 질서와 조직에 관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체험을할수있도록조성한공원으로여의도샛강과같

은 생태공원은 인제읍의 경우 내린천 등 주변 자연환경

과근접해있으므로별도의생태공원을조성할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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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원 특성 대안

Table 2. Alternative analysis of Park personality

대안

자연휴식공원 생태공원 테마공원 도시·조형공원

도립자연휴양림 여의도 샛강 담양대나무 공원 선유도 공원

인제읍

환경연계성

기존주변

국립,도립공원과

근접,상충도됨

▲
내린천주변 자연환경과

근접
▲

처정지역과

레져지역이미지 구성

가능

▲
인제군 도시발전욕구와

이미지부합
●

사업대지

적용성

식목과 녹지비율이

높고 문화공간 배분

곤란

×
대상대지의 위치와

성격에 부적당
▲

주민대상이 아닌

외부방문자 대상
×
대상대지위치와 성격에

부합
●

공간구성

식목과 녹지비율이

높고 문화공간 배분이

어려움

×
식목과 녹지비율이 높고

문화공간 배분이 어려움
×

일정한 기확공간

구성으로 편중된 구성
×

공간구성 배분이

다양하고 적응성 높음
●

범례 ●:양호 ▲:보통 ×:불량

약하다. 대상대지의적용성면에서살펴보면같은이유로

위치와성격이부적당하다. 자연휴식공원과같은개념으

로식목과녹지배분비율이높아문화공간의배분이어

려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3) 테마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주제를

갖는공원으로담양대나무공원, 제주도돌문화공원등이

실례가되며인제의성격이청정지역과레져지역의이미

지를 갖고 있으므로 테마공원으로서 타당성은 충분하다

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민이 배제된 외부방문자

이용 위주의 공원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대지의 성격과

는상이하며, 공간구성면에서도일정한방향으로기획적

이고 편중적인 공간구성이 될 우려가 있다.

4) 도시조형공원

광의로 분류하면 테마공원에 속하지만 협의로 분류하

면서울의선유도공원, 목동파리공원과같은공원을도

시조형공원으로지칭된다. 인제읍의경우인제읍의도시

적 발전 욕구 및 그 이미지와 부합하며, 본 대지의 위치

와성격에적합하고, 자연휴식공원이나생태공원에비해

공간 구성과 배분이 다양하고 테마공원으로서 적응성이

매우 높다.

2. 적합성 분석

현 계획부지의 공원화 할 경우 도출될 수 있는 유

형별 공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제읍민의 삶의 질 향

상과 도시 문화적인 체험과 휴식, 정서생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계획대지의 공원화안은 도시조형

공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 조형공원

의 경우 전국 지자체 별로 이미 설치한 생태공원, 테

마공원, 체험공원과의 상충을 피할 수 있으며, 인제읍

만의 차별화된 공원구성이 가능하며 특히 대상 사업대

지의 크기와 위치를 감안할 때 본 계획대지에는 도시

조형공원의 조성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Ⅳ. 적용대안 분석 및 계획요소 분석

1. 적용대안 분석

1) 배치대안-1 분석

중앙 광장을 대지의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남쪽과

북쪽에 대칭으로 중심조형공간을 형성하고 그 주위를

녹지 완충 공간을 배치하여 서북방향의 도심에서 전면

진입하는 방안이며, 중앙광장이 넓고 중심에 있어 활

용성이 높고, 이용자의 소통과 연계가 용이하다. 대지

축과 대지 형태와의 상관성에서 살펴보면 국도 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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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배치 대안 분석

Table 3. Alternative analysis of Arrangement

대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특징

§ 중앙광장 대지 중심부 위치

§ 남쪽과 북쪽 대칭 중심조형공간

§ 서측방향에서 전면 진입

§ 대지 중심부에 중앙광장 위치

§ 중심 조형공간 광장 남측 배치

§ 이용자 보행공간 조형공간 서측배치

§ 단일 대지축 사용

§ 중앙광장 대지 중심부 위치

§ 다 방향 진입을 위한 진입공간 및

완충녹지공간 배치

§ 단부에 서비스 공간 배치

장단점분석
§ 중앙광장활용성 높음

§ 대지형태와 계획 축 연계성 저하

§ 전체적 유기성 저하

§ 이용자 불편, 접근성 저하

§ 대지축과 대지형태 적용성 저하

§ 원활한 공간 구분과 유기적 연결

§ 다 방향 진입으로 접근성과 연계성

§ 공원 효율성 증대

선도로를 중심으로 2개의 도시축이 병존한 반면에 이

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대지 형태와 계

획축의 상호연계성이 떨어진다. 또한 외부 조형공간의

분할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조형공간구성 연출이 가능

하다.

2) 배치대안-2 분석

중앙 광장을 대지의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광장의 남

쪽에중심조형공간을배치하여도심내부간선도로와동

일축선을 대지의 단일축으로 구상하며 조형공간 서쪽에

이용자보행공간을배치하여진입을유도하였으며, 조형

공간과 44번 국도 사이에는 녹지 완충 공간을 배치하고,

광장의 북쪽에는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녹지완충공간을

배치하는방안이다. 중앙광장의위치가계획대지의중심

에 위치하나 북쪽의 녹지완충공간을 별도 시설계획없이

진입기능으로만활용하고있어광장의균등분할이이루

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유기적 연계성이 낮다. 이용자

의편이와진입및접근성이떨어지며, 단일대지축의사

용으로북쪽녹지완충공간의축과방향이상충을일으켜

대지축과대지형태의적용성이떨어진다. 녹지공간을넓

게확보한것은장점이지만중앙광장과중심조형공간등

의편중과단일대지축사용으로대지의균등분할이이

루어지지 않아 전체 대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

료된다.

녹지완충공간이 중심 조형공간으로 분할 격리될 수

있어 유리하나 공간의 분절로 상호간 연계성은 약하다.

3) 배치대안-3 분석

중앙광장을대지의중심부에위치시키고, 2개의계획

축을 활용하여 남쪽과 북쪽에 대칭으로 중심조형공간을

두고다방향진입을위한진입공간및완충녹지공간을

배치하고계획대지의단부에서비스공간을배치하는방

안이며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이용자 계층별 공간구분과

배치하고결절점에해당하는부분에다양한광장을배치

하여원활한공간구분과연결이유기적이며다방향진입

공간의활용으로이용자의접근성과 연계성이우수하며,

대지의형태에적합한 2개의계획축을적용하여전체적

인공간배치가적절하고순리적으로적용할수있다. 외

부 공간 및 조형공간이 이용자의 대상별 계층별로 적절

히 분리되고 조화롭게 연결되어 공간의 유기적 연계와

구분이이루어지며녹지공간을구분하여휴게를위한녹

지공간과 소음 차단 및 완충 목적의 녹지공간으로 구분

하여 공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2. 계획 요소 분석

1) 보행자 동선 계획

인제군 인제읍 주민들이 한 방향에서만 진입하는 것

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에서 도시조형공원의 각 부

분으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접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제군민 중심의

삶의 질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

조형공원의 진입부분에 있어서 진입완충공간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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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획요소 분석

Table 4. Plan element analysis

계획요소 보행자 동선 계획 차량 동선 계획 조닝 계획

대지분석

특 징

§ 거주 공간에서 쉽게 공원 진입

§ 자유로운 진입 흐름 유도

§ 중앙광장과 수변광장 배치로합리적

동선 흐름 유도

§ 차량동선의 원활한 접근

§ 주차 후 자유롭게 보행자 동선 이용

§ 소음차단을 위한 차음 완충 녹지

계획

§ 대지 형태 고려한 두개의 축

교차형태로 조닝 연관 관계 부여

§ 지역 특성 고려한 녹지 완충공간

§ 공원과 주변 원활한 접근을 위한

연관관계 형성

여 자유로운 진입의 흐름을 유도하였으며 중앙광장과

수변광장을 배치하여 동선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차량 동선 계획

보행자 동선과 같은 개념으로 도시조형공원의 각

부분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동선의 원만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차공간을 계획하여

차량이용자가 주차 후 자유롭게 보행자 동선으로 이동

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시조형공원

에 면한 44번 국도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차음완충녹지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조닝 계획

대지의 형태를 고려하여 대지 내 두개의 축을 구성하

여두개의축이중앙조형공간에서교차하는형태로계획

하여 조닝의 연관관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인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녹지완충공간을 계획하며 공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접

근완충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도시조형공원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접근과 소통을 위하여 연관관계를

형성하였으며가능한한효율적인조닝을계획할필요가

있으며 중앙조형공간을 중심으로 한편에 조형공간, 노

인시설공간, 녹지중앙공간, 녹지완충공간, 접근완충공간

을 구성하며, 다른 한편에 청소년 문화시설과 녹지완충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도 인제군민의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제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인제군의 군민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이 용이한 대상부지를 분석한 결과 공원의 유형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문화적인 체험과 휴식을 취 할

수 있으며, 정서생활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조

형공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에 지자

체마다 생태공원, 테마공원, 체험공원 등은 많은 존재

하고 있으나 인제군만의 특징을 담아내며 차별화를 이

룰 수 있도록 도시공원 형태로 계획함이 바람직하다.

또한선정된대상지의 보행자동선계획에있어서다

방향에서 진입 할 수 있도록 진입완충공간을 배치하여

자유로운진입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며동선의흐름

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차량동선계획에 있어서 각 부분에서 원만한 접근이

가능하도록하며 44번 국도로부터소음을차단할수있

도록 차음완충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닝 구획에 있

어서 대지의형태를고려한두개의축을구성하여조닝

의 연관관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녹지완충공간

을 계획하며 공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접근완충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청소년 문화시설과 녹지완

충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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