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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바위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Regional Revitalization by Creating a Landmark of 
Ulsanbawi in Goseong-gun, Gangwon-do

서명석*

Myong-Suk Suhr*

요 약 2006년 7월 개통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2017년 6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량이 급감하여 인근

지역 방문자 수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어져 인근지역의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시령

힐링가도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바위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울산바위 랜드마크를 조

성하가 위하여 전망 카페, 전시 시설 및 편의 시설을 구축하고,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울산바위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힐링광장, 휴식 공간 및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어 : 경제위기론,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울산바위 랜드마크 조성

Abstract The Misiryeong East-West road opened in July 2006, after the opening of the Expressway 
between Seoul and Yangyang in June 2017, has led to a recession caused by a de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to nearby region, leading to the emerg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surrounding region. 
Against this background, in order to revitalize the Healing Road in Misiryeong, we study to find a way 
to revitalize the region by creating a landmark in Ulsanbawi Rock. In order to create a landmark of 
Ulsanbawi Rock, an observation cafe, exhibition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were built, and a 
monorail was used to view Ulsanbawi Rock, and a healing plaza, resting area, and outdoor performance 
hall were installed to promote the local economy. 

Key words :  economic crisis, revitalize the Healing Road in Misiryeong, landmark in Ulsanbawi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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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강원도는 한반도 국토면적의 약 12% , 남한 전체면

적의 16.7%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는 150만명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도이다. 강원도 2018년 재정자립도가

28.7%로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5위로 취약한 경제구

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강원도에서는 강원지역 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SOC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동

서를 축으로 하는 고속도로인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를 2017년 6월에 개통하였다. 그러나 그 여파로 2006년

7월 운영을 시작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2017년 6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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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이용 방문객수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어

져 인근지역의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미시령힐링가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힐링 9경

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은 설

악산 대표 명물인 토성면에 소재한 울산바위가 위치하

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국가

지정 명승 100호로 지정된 울산바위를 조망할 수 있고,

외국의 사례와 같은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현대

인의지친삶을힐링할수있는건축적요소를적용하여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도 44호선 통행량 감소로 위축된

강원도 영동북부지역과 인제, 홍천을 잇는 동서 벨트의

경제활성화에 방안 구축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Ⅱ. 현황조사 및 환경분석

1. 지리적 환경분석

고성군은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동경 128° 3

5′ 18″로 부터 동경 128° 13′ 41″까지 동서간

32.17km이며, 북위 38° 11′ 06″로부터 38° 36′ 38″

까지 남북간 48.13km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북으로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을 경계로 통천군과 접하고, 동

쪽은 동해, 서쪽은 향로봉을 경계로 하여 인제군에 접

하였으며 남으로는 속초시 장사동을 경계로 하고 있다.

미시령 힐링가도를 통해 전망되는 울산바위는 경이

로운 장관을 연출하며, 미시령 힐링가도는 기존 미시령

옛길 대비 약 31km 단축된 노선으로 그간 폭설과 산사

태 등으로 겨울철 통행이 제한적이었던 미시령 옛길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동홍천 IC로부터 인제를 거쳐 미시

령터널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며 볼거리와 먹거리

가 풍부하다.

고성군의 연평균 기온은 12.8℃에 달하며, 연교차

는 25.8℃이며 특히 1월의 평균 일 최저기온은 -16.4℃

내외를 나타내고 8월의 일 최고기온은 35.9℃정도로 나

타나고 있다(고성군 기상자료 2016년 기준).

표 1. 고성군 기상자료 (2016년도 기준)

Table 1. Weather data for Goseong-gun (as of 2016)

Yearly and
monthly

wind speed(m/s)
Precipi
tation
(mm)

Aver
age

Maxi
mum

Maximu
m-insta
ntaneous

2016 1.9 10.7 26.2 1,333.8

January 2.4 8.7 20.0 6.6

February 2.1 8.8 17.5 38.3

March 1.9 8.8 15.4 31.8

April 2.3 10.4 23.1 77.5

May 2.2 10.7 26.2 35.7

June 1.8 8.8 14.5 62.2

July 1.3 7.7 11.3 477.8

August 1.6 9.9 17.1 186.9

September 1.5 7.7 13.6 126.0

October 1.7 8.1 12.4 128.5

November 1.8 8.3 15.8 40.8

December 1.9 9.9 19.5 121.7

고성지역은 표 1과 같이 봄에 부는 양간지풍으로 인

한 강풍 및 산불 등 재해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계획시에도 풍하중을 고려한 안전한 구조계획과

전기계획에서 전기인입은 전선 지중화 등이 요구된다.

2. 인문환경분석

미시령 힐링가도는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

경계지점(국도 44호선)부터 미시령요금소(국가지원지방

도 56호선)까지 120㎞의 도로와 주변 자연경관, 관광지

를 연계한 국내 첫 자동차 올레길로서 미시령 힐링가도

의 백미는 힐링 9경으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시령 힐링가도의 힐링 9경은 인제 5곳, 홍천 3곳,

고성 1곳으로 지역 대표 거점관광지를 체류형 관광상품

으로 개발되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 대부

분이고 전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곳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고성은 설악산 대표 명물인

토성면에 소재한 울산바위가 포함되었으며, 고성지역의

미시령 힐링가도에서 설악산 울산바위에 오를 수 있는

정식 탐방로의 개설 및 울산바위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미시령관통도로의 문제점 및 재정완화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미시령 관통도로는 강원도 인제군과 강원도 속초시

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2000년 12월 민간사업자와 실시

협약이 체결된 BTO사업으로서 2017년 6월 서울-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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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Case

Songdo G Tower IFEZ Gijang wave on Gijang wave on Gijang wave on

North Seoul Dream
Forest

Wirye New Town Aramaru
Incheon Bridge
Observation Deck

Sangam Sky Park

Foreign
Case

Niagara Lookout Park Guell Michelangelo Square Barcelona, Montserrat Turkey, Pamukkale

Croatia, Flotvice Croatia, Dubrovnik Croatia, Zadar Grand Canyon Italy, Cinque Terre

간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이

급감하여 실시협약상 향후 30년간 강원도가 부담할 최

소 수입보장액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미시령관통도로의 경우 현재 재정적으로 자금재조달

또는 사업재구조화방식의 적용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가 사업재구조화와 같은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외부 연구기관들에 각종 연구용역을 의

뢰하고 방안을 찾아보았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 재정완화방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행한

다면 상행선 구간 및 주변 부지에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활용하여 약 600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국내 외 사례조사

Figure 1. Domestic and Foreign Case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하여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야말로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비용절감과부대사업을활용한수익증대방안은비단미

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뿐 아니라 수입미달로 인해 고전

하고있는타민간투자사업에도모두적용할수있는방

안이므로개별사업별로적용가능한방안을찾아서시행

할 수 있다면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사업활성화를통해지역경제발전및민간투자사

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국내·외 사례조사

1. 국내사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사례의 조사는 그림 1의 상단과 같이 전망대와 전시시

설, 편의시설로 실시하였다.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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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및 전망대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였고, 건축물

모양이 사선과 삼각형이 만들어 내는 이정표역할을 하

고 있으며 29층에는 하늘정원이 위치하고 있다. 전망대

에 올라서면 인천대교와 송도국제도시 전경이 훤히 보

이고 전시공간에서는 인천 송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 및 VR기기로 설명하고 있다. 전시공간의

VR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시티 체험과 360도 시야확보

를 통한 전망대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며 매력적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F1963은 KISWIRE, 고려제강의 도시

재생으로 기업의 철학이 담긴 공간으로 화려하거나 위

압적이지 않고 실질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친환경적

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 곳곳을 통하여 자

연의 풍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과 수공간을 조성

하여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상암 하늘공원은 생태환경공원으로 평화공원, 난지

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노을공원과 함께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5대공원이다. 월드컵 평화공원에 입장하기 위하

여 환경 친화적인 통나무 원목으로 만든 계단을 통하거

나, 셔틀버스를 통하여 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전망대

에서 자연 속의 그릇 모양 안에서 편안하게 자연을 감

상할 수 있다.

기장 웨이브온은 외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공간 구

성으로 평상 모양의 계다닉 데크와 테라스가 위치하여

여유롭게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2. 국외사례

국외사례의 조사는 그림 1의 하단과 같이 전망대 및

자연공원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나이아가라의 전망대

는 산책로를 통해 내려가며 폭포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장으로 내려가 탑승

하게 되는데 도심에 세워진 타워보다 직접 폭포를 경

험할 수 있고 자연을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바로셀로나구엘공원은천재건축가 가우디의작품으

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에서 모티브

를얻은아르누보양식의작품으로서화려하면서도기이

한 모양을 하고 있다. 공원의 벤치에서 따사롭고 호화로

운휴식을즐기기도하는데벤치에새겨진모자이크에는

그의 열정이 서려있다. 편안한 쉼과 힐링을 선사하는 공

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크로아티아의 플로트비체는 에메랄드빛 신비로운 물

색을가진곳으로아름답고수려한풍경을갖고있다. 자

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하여 산책로를 형성하고 정상부의

전망대에서내려오면서플로트비체내의여러호수를관

람하게 된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

불리며, 자다르에는 바다 오르간이 명물이며, 자다르의

아름다운 일몰은 히치콕 감독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

름다운 일몰로 뽑히고 있다.

Ⅳ. 울산바위 랜드마크 조성 계획방향

1. 개발 컨셉

울산바위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계획은 표 2와 같

이 현황분석 및 개발방향의 분석을 통해 개발 컨셉을

결정하였다. 미시령 힐링가도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교

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계획

하여야 하며, 울산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하고, 지형 및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기능적인 공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대상지의 지형에 순응하는 공간구

상 및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대상지의 각 지형의 특성

에 부합하고 전망대와 탐방로의 계획에 있어 꼭 필요한

아이템을 우선 선정하여 시설을 도입한다.

대상지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형 체험공

간으로 친환경적인 공간구상을 수행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시령국

도와 설악산 국립공원의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여 지속적인 운영활성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상지의 각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체계

및 교통수단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2. SWOT분석을 통한 포지셔닝

지역환경 분석을 통한 포지션닝은 미시령힐링가도

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울산바위 탐방로(신설예정)이

용 및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중심 거점지로서 고성, 속

초, 양양, 인제, 홍천 등과 인접되어 있어 연계 개방이

가능하다. 관광자원 분석을 통한 포지셔닝은 천연 자연

관광 자원과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성을 문화관광

도시로 연계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분석을 통한 포지

셔닝은 선형 대상지를 따라 조경테마시설, 전망대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 가능하며, 기존 도로를 미시령힐링

가도로 연계하여 인제, 홍천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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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황분석 및 개발방향

Table 2. Status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Current Status Analysis Development direction

- Rest area is located at the entrance of Healing Road

- Ease of attracting users with easy accessibility

- Adapt to the natural environment

- So as not to interfere with the traffic flow

- Safe for disasters (minimization of flood, slope, wind, cut

soil)

- Space for travelers to stay and rest)

- Creating profitability by introducing convenience

facilities

- Observation deck and observation cafe considering

natural environment rather than observation tower (city

topography)

- Healing and healing concept introduced

고 울산바위 서봉의 탐방로를 통해 전국 및 세계적인

탐방객 유치하여 대상지의 다양한 단면구조로 울산바

위를 역동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3. 창조적인 컨셉 아이디어 제시

1) SO(강화전략)

울산바위를근접하여전망할수있는차별화된관광자

원으로 연계하는 개발을 수립하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

하여 전망대 카페 및 전시시설을 구축하여 관광객을 유

치할 수 있다.

그림 2의 왼쪽과 같이 강점요소(Strength)로 서울 및

경기권에서진입하기위한관광도시와 울산바위와연계

하여 개발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기회요소(Oppor

tunity)로는 대상지 주변으로 대명레저리조트, 울산바

위, 신선봉 등이 인접해 있는 것이다.

2) WT(방어전략)

힐링 및 치유, 문화체험의 이미지를 문화예술과 접목

그림 2. SWOT분석을 통한 포지션닝

Figure 2. SWOT Positioning through analysis

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지역주민과

타지역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

하고 다양한 교통수단(모노레일, 셔틀)을 이용하여 대상

지에 접근 방안을 마련한다.

그림 2의 오른쪽과 같이 약점요소(Weakness)는 상행

선에서만진입가능하며미시령터널이용객만시설을가

능하므로 하행선의 진입로를 고려한다. 위협요소

(Threat)는 30∼40m의 고도의산정상부는도보체험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통수단을 강구한다.

Ⅴ.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1.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미시령 힐링가도의 이용을 높이고, 인근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탐방로의 신설(울산바위 말굽폭포,

서봉)을 통해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전망카페, 전시편

의시설, 전망대, 테마정원, 모노레일 시설을 도입한다.

2. 건축계획

전망카페 및 전시시설,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주차장

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수려한 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고, 주차장(경관의 중심)

을 중심으로 한 건축계획을 하며 다양한 행사와 연계

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한다.

표 3과 같이 기본계획 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층부와산정상부에전망카페를설치하고, 전시시설에

는 기본전시 외에 울산바위 및 인근지역의 VR체험장을

만들고, 서점및음식점도유치한다. 테마정원을두어힐

링과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로컬마켓에서 고성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근거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모노레일 및 스카이워크 등 무장애시설을 설치하고,

자선공연 및 창작공방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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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ic Plan Facility Overview

표 3. 기본계획 시설개요

Division Contents

Major facilities

Facility name Total area Construction cost

Observation Cafe / 2nd Floor 370㎡

4,600,000,000 Won
Exhibition facilities / 2nd floor 360㎡

Amenities / 2nd floor 620㎡

Panorama (top part) 300㎡

2 monorail pick-up and drop-off

points
1,000,000,000 Won 1,000,000,000 Won

Introduction Program Observation deck, exhibition, book cafe, VR experience, Local souvenir shop, local food, workshop

Land area
18,200㎡(Gangwon-do: 6,766㎡, Daemyung Resort: 10,35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043㎡, individual 35㎡)

Building area / coverage ratio 1,650㎡ / 5.22%

Division Contents

Major facilities

Facility name Mass Construction cost

Original:210m 40-seater 2,700,000,000 Won

Change:700m 40-seater 6,500,000,000 Won

Introduction Program 2 monorail pick-up and drop-off points (Construction work)

표 4. 모노레일 기본계획 시설개요

Table 6. Monorail Basic Plan Facility Overview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3. 토목계획

  전망카페 및 전시시설의 기반시설 외 주차장 공사,

가감속차선 설치한다.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

황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통하여 상·하수도

계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하수 분야업무 처리지

침 등에 의하여 설계하며, 오수는 정화조(상,하부 2개

소 설치)를 설치하여 관로에 연결한다. 또한 건축, 토

목 및 기타구조물의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

성 계획고를 조성한다.

4. 조경계획

테마조경, 산책로 조성,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조경

계획을 실시하며 치유(힐링)를 주제로 한 힐링광장, 치

유의 샘 조성과 아름답고 경이로운 전망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와 지역과 연계한 이벤트를 계획한다. 녹

지공간을 활용하여 레크레이션 및 야외공연장 공간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5. 스카이워크를 통한 등산로 연계

등산로 개발로 주변지역 이용객 유치를 도모하고 산

책로에 정원 등의 테마조경 계획을 연계한다. 효율적

진 출입 동선계획으로 관람 시 혼잡 방지하며, 스카이

워크를 건너서 쉼터광장 조성하여 등산로 진입공간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한다.

6. 모노레일 이용하여 정상부의 전망대 진입

표 4의 모노레일은 울산바위를 전망할 수 있는 산

정상부로 가기 위한 무장애 교통시설로 모노레일을 이

용하는 기본계획으로 700m구간의 모노레일을 제안하

고 있다. 또한 추후에 신선봉과 연계한 관광테마개발

및 이에 걸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사업구간의 특성을

살리고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 진 출입 동선계획으로 관람 시 혼잡을 방지

하는 계획을 하고 산 정상부에 무장애시설로 설치하여

누구나가 오를 수 있게 한다. 700m구간으로 승강장을

상,하부 2곳에 설치하고 운행 시간은 왕복 약 22분 소

요(40인승 1대)되며 1시간당 108명 수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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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울산바위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랜드마크 조

성 대상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진입시작부분으로

결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하행

측은 일방통행, 상행측은 편의시설 및 탐방로를 스카이

워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서 편의시

설(주차장 등)으로의 접근성은 양호하며 주차장 설치시

도로에서 접근을 도모하여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안

전성을 확보하며 조경과 펜스를 이용하여 도로와의 경

계를 조성한다. 주차장 진입로는 연접한 도로에서 진입

하고, 건축물 및 스카이워크 진입은 계단 및 엘리베이

터를 통해 진입 하게 하여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분리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전망카페 및 전시시설,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주차장

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녹지 조성은

건물 쪽 부분에 대하여 차폐용으로 식재하고, 중앙부는

비움을 모태로 잔디광장과 힐링광장, 휴게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계획한다.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는 미

시령힐링가도 이용 접근이 용이해지고 울산바위의 탐

방로 개척으로 인한 울산바위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

객의 수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미시령 통행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산 정상부 전망대가 조성 시 모노레일을 이용

하여 역동적인 울산바위를 조망할 수 있으며, 동해의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를 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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