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640호

2017년 서울 여름 녹음길 사진 공모전

1. 공모내용

❍ 공 모 명 : 2017년 서울 여름 녹음길 사진 공모전

❍ 작품내용 : 서울 도심의 시원한 녹음을 주제로 한 모든 모습

❍ 촬영장소 : 서울시내 어디나 가능

※ 2017년 서울 여름 녹음길 209선 참조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작품 접수기간: 2017. 7. 17.(월) ~ 8. 31.(목)

❍ 사진종류 :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컬러사진

❍ 출 품 수 : 1인당 3점 이내

❍ 작품규격 : JPG 이미지파일로 3,000×2,000픽셀(Pixel) 이상

❍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 (LBS1127@seoul.go.kr)

내손안에서울(http://mediahub.seoul.go.kr) →시민참여→공모전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출품사진 3점 이내와 함께 제출

2. 응모조건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심사 후라도 발견될 경우 수상을 취소)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및 합성사진 출품 불가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

(단, 서울시는 수상작을 동 공모전의 취지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전시, 출판 등 홍보자료로 이용함)



3.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심사기준 : 홍보성, 작품성, 독창성 등

❍ 발표일자 : 2017. 9. 25.(월) 예정

❍ 발표방법 : ‘내 손안에 서울’ 게시 및 수상자 개별 문자통보

❍ 시상내역

구 분 인 원 시 상 내 역

계 26명 상  장 시 상 품

최우수상 1명 서울특별시장 상장 5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우 수 상 2명 서울특별시장 상장 각 3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장 려 상 3명 서울특별시장 상장 각 2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입    선 20명 서울특별시장 상장 각 1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 작품 접수량 및 수준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을 통해 공지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조경과(☎ 2133-2127)로 문의

붙임 : 2017년 서울 여름 녹음길 현황(209개소) 1부.

2017. 7. .

서 울 특 별 시 장



연번 구별 유형 위치(구간) 규 모 수 종 특 징
비 고

(문의처)

계
총 209개소 220.51km

(공원 75개소, 가로 101개소, 하천변 21개소, 녹지대 11개소, 기타 1개소)

1 종 로 가로
세검정삼거리

~북악산책로
8.8km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세검정 주변 일대는 경관이 아름다운

풍치지구로 유명하며, 관광도로인 

북악스카이웨이는 드라이브 길 옆에 

산책로를 개설하여 쉽고 편리하게 

팔각정에 접근 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2148-2864)

2 종 로 가로 삼청로 2.5㎞ 은행나무

경복궁과 국립현대미술관 샛길로 

관광객이 많으며 오래된 은행나무가 

많아 울창한 녹음길을 제공

공원녹지과

(2148-2864)

3 종 로 공원 삼청공원 1.5㎞ 느티나무 등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삼청공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화랑, 맛집 

등이 즐비해 시민들의 산책코스로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임

공원녹지과

(2148-2864)

4 종 로 공원 와룡공원 2㎞ 느티나무 등

서울의 성곽길을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야경을 즐기기에도 좋음

공원녹지과

(2148-2864)

5 종 로 가로 효자로 0.5㎞ 은행나무

경복궁 입구에서 시작하는 이 길은 

고풍스런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고즈넉한 길로, 

주변의 국립고궁박물관도 무료로 관람 가능

공원녹지과

(2148-2864)

6 종 로 가로

대학로

(혜화동로터리

~방송통신대)

0.8㎞ 양버즘나무

사각 전지된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특색이 있는 거리이며 각종 

문화공연시설이 있는 장소 임

공원녹지과

(2148-2864)

7 종 로 가로

돈화문로

(돈화문~

종로2가역)

0.5㎞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빼곡히 식재되어 푸른 녹음을 제공하며,

가로 중간에 유실수(감나무,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148-2864)

8 중 구 녹지
봉래초교 옆

녹지대
0.18㎞ 느티나무

아파트와 봉래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녹지대로 길 양쪽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임

공원녹지과

(3396-5873)

9 중 구 공원 응봉근린공원 0.1㎞

벚나무

스트로브잣나

무

공원 내 완만한 경사와 함께 나무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어 산책하기에

좋으며, 한강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음

공원녹지과

(3396-5863)

10 중 구 공원 손기정 체육공원 0.3㎞
느티나무

소나무

공원 내 녹음길로 길 양쪽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쉼터 및 인조잔디축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3396-5852)

11 중 구 공원 서소문근린공원 0.25㎞
청단풍

소나무 등

공원 내 산책로를 따라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며, 바닥분수도 가동되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339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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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별 유형 위치(구간) 규 모 수 종 특 징
비 고

(문의처)

12 중 구 가로 정동길 0.8㎞ 은행나무

시내에서 아름다운 가로로 손꼽히는 

길 중 하나인 정동길은 가로 

양쪽으로 녹음이 짙어 걷기에 좋으며, 

캐나다대사관 앞에는 550년 된 

회화나무가 위치해 있음

공원녹지과

(3396-5873)

13 용 산 가로

소월길

(제이마호가니

~ 소월고가차도)

0.3㎞
은행나무

복자기

완만한 경사와 우거진 나무들의 

그늘로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199-7623)

14 용 산 가로

이촌로

(우성아파트

~ 강촌아파트)

1.2㎞
은행나무

회화나무

아파트 내 수목과 가로수가 

어우러져 가로수터널이 조성되어 

있으며, 탄성포장 보도로 산책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2199-7623)

15 용 산 가로

다산로

(버티고개역~

남산타운아파트)

0.15㎞ 은행나무

2열 식재된 은행나무와 띠녹지가 

어우러져 짙은 녹음을 제공하며, 

응봉근린공원(매봉산)과 남산을 

연결하는 생태육교 진입부가 있음

공원녹지과

(2199-7623)

16 용 산 가로 녹사평대로 0.35㎞ 은행나무

예쁜 카페, 맛집이 즐비한 

경리단길과 연결된 노선으로 2열 

식재된 은행나무와 띠녹지가 

어우러져 산책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2199-7623)

17 용 산 가로

이태원로

(녹사평역 ~

용산전쟁기념관)

0.75㎞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가로변 양쪽으로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 대형목이 즐비한 곳으로, 

지나는 시민들에게 푸른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199-7623)

18 용 산 녹지 원효녹지대 0.2㎞
느티나무

단풍나무

원효대교 북단에 위치한 녹지대로 

여러 종류의 나무들과 운동기구, 

휴양시설들이 어우러져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 좋으며, 주변 건물에 

오르면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2199-7612)

19 용 산 공원 효창공원 2㎞
소나무

느티나무

도심 속 울창한 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녹음이 짙어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199-7594)

20 성 동 하천변 전농천 제방 0.4㎞
벚나무

은행나무

전농천 제방도로 옆 산책로에 

벚나무길이 울창하고 중랑천을 

조망할 수 있어 청량한 산책길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공원녹지과

(2286-5661)

21 성 동 하천변
송정제방

(중랑천)
1.3㎞

벚나무

느티나무

중랑천 제방으로 울창한 수목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나무 그늘 

밑으로 산책하기 좋고 산책로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나무그늘 

터널로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2286-5661)

22 성 동 공원 무학봉근린공원 0.3㎞

벚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공원 자락길에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어 산책 및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정상의 팔각정에서는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2286-5661)

23 성 동 공원
응봉근린공원

(금호산)
0.7㎞

벚나무

느티나무

공원 내 산책길가 녹음이 우거져 

산책하기 좋고 산책로에 운동기구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과 

휴식에 좋은 장소임

공원녹지과

(2286-5661)



연번 구별 유형 위치(구간) 규 모 수 종 특 징
비 고

(문의처)

24 성 동 공원
응봉근린공원

(매봉산)
0.8㎞

참나무

복자기나무

공원 내 산책길의 녹음이 우거져 산책하기

좋고 운동기구 및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과 휴식에 좋은 장소임

공원녹지과

(2286-5661)

25 광 진 가로

능동로

(건대입구역사거리

~ 건대병원입구)

0.6㎞
칠엽수

느티나무

건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건대병원입구사이에 우거진 나무그늘

사이로 휴식, 산책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450-7792)

26 광 진 가로

아차산로 78길

(푸르지오 입구

~ 한강변)

0.4㎞
느티나무

단풍나무

아파트 사잇길에서 한강으로 연결된 

길 양쪽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한강변에서 

휴식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450-7792)

27 광 진 녹지
아차산 등산로

(정상길)
0.4㎞

소나무

참나무류

서을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여유로운 산책과 

휴양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여가 

및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비된 등산로와 곳곳에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공원녹지과

(450-7792)

28 광 진 녹지

아차산 둘레길

(평강교

~ 휴계데크)

0.5㎞
소나무

참나무류

턱이 없는 데크로드 등 무장애길로 

정비하여, 휠체어 및 유모차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450-7792)

29 광 진 가로

아차산로

(광장현대8단지 

앞)

0.35㎞
양버즘나무

메타세콰이아

도심지 내 병렬가로수와 다층 식재된

띠녹지의 수목이 어우러져 녹음을 

제공하여 산책과 휴식이 가능함

공원녹지과

(450-7792)

30 광 진 가로

워커힐로

(워커힐호텔

대형주차장

~정립회관 입구)

1km
벚나무

단풍나무

수목이 터널로 이어져 있고 아차산 

산책로와 연계하여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음 

공원녹지과

(450-7792)

31 광 진 하천변 중랑천 제방 1.5㎞
벚나무

장미 등

중랑천 제방으로 산책로 벚나무길이 

울창하고 중간중간에 쉼터와 운동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의 여가, 휴식,

운동공간 등 지역명소로 이용되고 있음. 

공원녹지과

(450-7882)

32 동대문 하천변
중랑천 제방

(연육교~군자교)
3.4㎞

느티나무

벚나무

제방산책로를 따라 느티나무와 벚나무

녹음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중랑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127-4772)

33 동대문 하천변

중랑천 제방

(성북구경계

~중랑교)

1㎞
은행나무

느티나무

은행, 느티, 잣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휴게쉼터,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방 가로공원으로 산책로에 설치된

장미아치가 색다른 경관을 연출함

공원녹지과

(2127-4772)

34 동대문 공원
배봉산공원

(황톳길)
0.35㎞ 벚나무

완만한 경사와  우거진 나무 그늘로 여름철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바닥이 황토로 되어있어 맨발로 걸을 수 있음

공원녹지과

(2127-4772)

35 동대문 공원 배봉산공원 0.73㎞
참나무

서양측백

무장애길로 조성되어 있으며, 

우거진 나무그늘로 여름철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127-4772)

36 동대문 가로
신답초교

숭인중학교 앞
0.9㎞

소나무

느티나무

길 한쪽으로는 미나리길 수림대가 

위치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가로수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어 타원형의 

산책이 가능하며  다양한 수종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공원녹지과

(2127-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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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대문 가로
중랑천제방아래

(군자교~장안교)
2㎞ 양버즘나무

중랑천 제방  아래 사잇길로 우거진 

나무들의 그늘로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중랑천 

제방길과 연결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127-4772)

38 동대문 가로

회기로

(산업연구원

~홍릉초등학교)

0.25㎞
느티나무,

은행나무

길 양쪽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늘을 제공하고, 홍릉근린공원, 영휘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산책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2127-4772)

39 중 랑 공원
망우산

사색의 길
4.5㎞

단풍나무

참나무

망우산 산책로로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중랑 둘레길과 연계되어 있고 주민 

쉼터도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094-2372)

40 중 랑 가로

복개천 녹지대

(마젤란아파트

~리치카운티@)

0.6㎞

느티나무

단풍나무

양버즘나무

복개 도로에 조성된 녹지대로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주민 쉼터가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094-2372)

41 중 랑 가로

용마산로

(대원아파트

~태은교회)

0.4㎞
은행나무

느티나무

대형 가로수 및 하부 띠녹지가 잘 

조성되어 녹음이 우거져있으며, 근처

용마폭포공원이 있어 나들이 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2094-2372)

42 중 랑 공원
중랑천 제방

(중랑교~겸재교)
0.4㎞

느티나무

단풍나무

중랑천 체육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며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2094-2372)

43 중 랑 공원
묵동

수림대 공원
0.25㎞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묵동천 산책로와 인접한 공원으로 

나무터널이 짙은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094-2372)

44 중 랑 가로

공릉로18길

(브라운스톤@

~묵동교)

0.15㎞ 양버즘나무

묵동천과 인접한 노선으로 기존 

가로수가 대형목으로 식재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094-2372)

45 중 랑 가로
망우로

(망우리고개)
0.4km 은행나무

망우로(망우리고개)에 가로수 및 

하부 띠녹지가 잘 조성되어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인근 망우산 순환 

산책로 있어 산책하기에 좋음

공원녹지과

(2094-2373)

46 중 랑 공원 신내공원 입구 0.23km 왕벚나무
공원입구 양옆과 중앙에 수목이 

우거져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094-2374)

47 중랑 공원 용마산 자락길 2.2km
당단풍나무

참나무

무장애 데크길 주위로 다양한 

수목이 어우러져 짙은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094-2373)

48 성 북 공원 북한산 자락길 0.8㎞
소나무

잣나무

무장애숲길로 조성된 자락길로, 

울창한 숲속에서 삼림욕을 즐기며 

남산과 N서울타워까지 조망 할 수 

있는 장소로, 인근 

성북생태체험관에서는 

체험프로그램도 이용 가능

공원녹지과

(920-3793)

49 성 북 공원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북악골프연습장

~성북구경계)

1.7㎞ 산벚나무 등

북악하늘길과 연결되어 있으며, 

종로구에 위치한 팔각정까지 

연결되어 있어 등산 및 산책코스로 

적당함

공원녹지과

(920-3793)

50 성 북 공원 개운산근린공원 0.35㎞ 산벚나무 등

완만한 경사와 우거진 나무들의 

그늘로 산책하기 좋으며, 마로니에 

마당은 우수조망명소로 선정된 바 

있음

공원녹지과

(92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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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 북 가로 구민회관길 0.2㎞ 메타세콰이아

아름드리 메타세콰이아가 길 양쪽으로

심어져 있어 녹음이 풍부하고, 

성북근린공원 및 북악스카이웨이와 

연결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920-3793)

52 성 북 공원
오동근린공원

자락길
0.75㎞

소나무

잣나무 등

무장애숲길로 조성된 자락길로, 

울창한 숲속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임

공원녹지과

(2241-3665)

53 강 북 공원
솔밭근린공원

산책로
0.8㎞ 소나무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소나무 

군락이 있는 솔밭근린공원은 산책로 

경사가 완만하여 어르신부터 유아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푸른도시과

(901-6938)

54 강 북 하천변
우이천변

산책로
1.4㎞ 벚나무

우이천변을 따라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철쯕, 벚나무, 

무궁화 등 다양한 꽃들을 감상할 수 있음

푸른도시과

(901-6938)

55 강 북 공원
오동근린공원

꽃샘길
0.2㎞ 참나무

오동근린공원에 조성된 꽃길로서 

산책로와 연계되어 푸른 녹음과 함께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들을 

감상할 수 있음

푸른도시과

(901-6938)

56 강 북 공원
북한산둘레길

(소나무숲길)
2.9㎞ 소나무

소나무숲길은 우이령길 입구에서 

솔밭근린공원 상단까지의 구간으로 

소나무가 무성하고 폭이 넓고 

완만하여 산책을 즐기기 적합하며 

우이계곡을 따라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음

푸른도시과

(901-6938)

57 강 북 공원
북한산둘레길

(순례길)
2.3㎞

소나무

참나무

이준 열사 등  우리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군 12기의 독립유공자 

묘역이 조성된 구간으로 전망대에서 4.19 

묘지가 바라다 보임

푸른도시과

(901-6939)

58 강 북 녹지
미아뉴타운

산책로
0.5㎞

벚나무

단풍나무

미아뉴타운 산책로는 벚나무,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녹음이 우거져 

산책코스로 좋음

푸른도시과

(901-6938)

59 강북 공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0.9km

느티나무

벚나무 

북한산공원의 산책로로 벚나무, 

느티나무 그늘이 아름다우며 벚꽃, 

무궁화, 다양한 초화가 

식재되어있어 경관이 아름다우며 

돌탑이 구경거리임

푸른도시과

(901-6927)

60 도 봉 하천변 중랑천변 0.5㎞ 중국단풍

중랑천 제방 산책길로 완만한 

경사와 나무그늘, 주민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수락산, 불암산을 

조망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2091-3772)

61 도 봉 하천변 우이천변 0.7㎞
느티나무

단풍나무

우이천 제방 산책길로 완만한 

경사와 나무그늘, 주민쉼터가 

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091-3772)

62 도 봉 공원 발바닥공원 1.2㎞
왕벚나무

단풍나무

판자촌을 철거하고 만들어진 

발바닥공원은 산책로와 생태연못, 

꽃피는 숲속 도서관, 환경배움터 

등이 조성되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에도 좋은 장소임

공원녹지과

(2091-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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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 봉 가로
방학성원아파트

사잇길
0.2㎞

느티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대형목들이 

우거져있어 녹음을 짙게 조성하고 

있음

공원녹지과

(2091-3772)

64 도 봉 가로
창일중학교

가로변
0.5㎞ 느티나무

길 양쪽으로 느티나무 가로수가 

그늘을 제공하고, 초안산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하여 산책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2091-3772)

65 도 봉 가로
창일초등학교

가로변
0.6㎞ 은행나무

은행나무 가로수와 학교 수목이 

어우러져 나무터널을 이루어 시원한 

그늘을 제공

공원녹지과

(2091-3772)

66 도 봉 가로
초안산근린공원

주변 가로
0.7㎞

은행나무

느티나무

초안산근린공원과 접하고, 길 

양측으로 우거진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으며, 가로수가 아파트 

수목들과 함께 짙은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091-3772)

67 도 봉 가로
창동주공3단지

가로변
0.6㎞ 은행나무

가로수, 띠녹지, 시설녹지 수목들이 

어우러져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고 

있음

공원녹지과

(2091-3772)

68 도 봉 가로
방학래미안

주변 도로
0.6㎞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그린웨이로 조성된 아파트 주변은 

가로수, 띠녹지 등 수목들이 짙은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091-3772)

69 도 봉 가로

창동동아아파트

창동주공19단지

주변

0.57㎞ 은행나무

아파트 열린녹지, 그린웨이가 

조성된 구간으로 많은 수목이 

어우러져 시원한 그늘을 제공

공원녹지과

(2091-3772)

70 노 원 가로
상계주공2.3단지  

사잇길
1.1㎞

느티나무

벚나무 등

아파트 사잇길로 길 양쪽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주민 쉼터도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116-3958)

71 노 원 가로
노원구화랑로

(육사정문~강릉)
2.1㎞ 양버즘나무

이열 식재된 가로수가 나무터널을 

이루고 있음

공원녹지과

(2116-3958)

72 노 원 가로
상계주공7단지

사잇길
0.1㎞ 느티나무

아파트 양쪽 길의 대형수목이 

터널을 이루어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116-3958)

73 노 원 가로 노원로 20길 0.2㎞ 느티나무
아파트단지 사이 도로로 느티나무가 

터널을 형성하고 있음

공원녹지과

(2116-3958)

74 노 원 녹지 공릉동 706 0.8㎞ 잣나무
경춘선 인접 시설녹지로  

잣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116-3961)

75 노 원 제방 중랑천 제방 0.8km
은행나무

벚나무 등

은행나무, 벚나무, 아까시 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산책길로 많이 이용됨

공원녹지과

(2116-3958)

76 은 평 가로
증산로

(증산교~신흥교)
2km

은행나무

왕벚나무

양버즘나무

불광천 옆에 위치한 가로로 양쪽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정자 및 휴게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며, 새절역 주변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어 책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351-8022)

77 은 평 가로

진흥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기터널)

1.4km 은행나무

북한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녹음이 풍부한 가로수 길로, 

북한산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351-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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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78 은 평 가로

북한산로

(입곡삼거리

~북한산성입구)

1.4km
느티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가로수길로 녹음이 풍부하며, 

북한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북한산 둘레길과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351-8022)

79 은 평 녹지

백련산 등산로

(알로이시초교

~백련배드민턴장)

0.9km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류 등

완만한 경사면에 잣나무,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한 낮에도 나무그늘 

아래로 산책을 즐길 수 있음 

공원녹지과

(351-8022)

80 서대문 가로
홍제천로

(홍연교~홍연2교)
0.5㎞ 왕벚나무

홍제천을 따라 조성된 왕벚나무 

가로수길로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인도 양쪽으로 

나무가 터널을 이루어 우거진 

나무그늘 아래로 산책하기 좋은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푸른도시과

(330-1711)

81 서대문 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연희숲속쉼터)
0.5㎞

왕벚나무

산벚나무

수양벚나무

벚꽃 개화시기에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열리기로 유명한 연희숲속쉼터는 

나무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지며, 

허브원과 방죽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음

푸른도시과

(330-1711)

82 서대문 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숲속무대메타길)
0.3㎞ 메타세콰이아

안산도시자연공원 자락길 구간 내 

조성된 메타숲길로, 한여름 푸른 

메타세콰이아 숲은 더위를 잊게 

하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음. 

메타숲길 주변에는 넓은 숲 속 

무대가 있어 피크닉 장소로 

애용되고 있음

푸른도시과

(330-1711)

83 서대문 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잣나무숲길)
0.3㎞ 잣나무

안산도시자연공원 자락길 구간 내 

잣나무숲길로, 잣향기 가득한 

무장애 산책로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 하는 걷기 

좋은길

푸른도시과

(330-1711)

84 서대문 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안산숲길)
0.7㎞ 느티나무

안산도시자연공원 자락길 입구로 

가는 안산숲길로 느티나무 터널을 

이루고 있어, 여름철 녹음을 

제공하고, 가을에는 느티나무의 

아름다운 단풍 감상과 산책을 즐길 

수 있음

푸른도시과

(330-1711)

85 마 포 가로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0.5㎞ 느티나무

홍대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서교동 

걷고싶은거리는 느티나무가 

수목터널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

공원녹지과

(3153-9572)

86 마 포 가로
용강동

걷고싶은거리
0.5㎞ 벚나무

마포빌딩군과 용강동음식점에 접해 

있는 거리로서 보도가 넓어서 걷기에 

편하고 벚나무 터널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다양한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3153-9572)

87 마 포 공원 상암근린공원 1.2㎞
느티나무

단풍나무

완만한 경사와 우거진 나무들의 

그늘로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못과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3153-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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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마 포 가로

큰우물로

(용강래미안@

~태영@ 사잇길)

0.4㎞ 느티나무

아파트 사잇길로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3153-9572)

89 마 포 가로

독막로

(태영아파트

~주택가 사잇길)

0.5㎞
느티나무

은행나무

아파트 사잇길로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3153-9572)

90 마 포 가로 토정로 0.9㎞
느티나무

벚나무

주택가 사잇길로 양쪽으로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3153-9572)

91 마 포 가로 월드컵로 2.7㎞ 느티나무

월드컵공원과 상암택지개발지구 

사이의 도로로 수목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3153-9572)

92 마 포 가로 성중길 0.6km 메타세콰이어

불광천 제방에 조성된 산책로로 

아파트 수목들과 메타세콰이어가 

짙은 녹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광천

산책로와 연결되어 산책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3153-9573)

93 양 천 가로 목동서로 10길 0.5㎞ 느티나무

아파트 밀집지역 내 위치하며 주변 

신월로 디자인거리와 연속된 공간으로

터널형으로 조성된 느티나무 가로수길

공원녹지과

(2620-3583)

94 양 천 가로 목동동로 1길 0.5㎞ 느티나무

아파트 밀집지역 내 위치하며 주변 

신트리공원과 연결되어 산책 및 휴식,

운동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터널형으로 조성된 느티나무 가로수길

공원녹지과

(2620-3583)

95 양 천 가로 목동동로 2길 0.5㎞ 느티나무
아파트 밀집지역 내 위치한 터널형으로

조성된 느티나무 가로수길

공원녹지과

(2620-3583)

96 양 천 가로 목동동로 6길 0.3㎞ 느티나무
아파트 밀집지역 내 위치한 터널형으로

조성된 느티나무 가로수길

공원녹지과

(2620-3583)

97 양 천 가로
11단지 옆 

녹지대
0.8㎞ 잣나무

아파트 주변 녹지대 내 산책로로 

다양한 수목들이 우거져 있으며, 

주민들의 사색의 공간으로 활용

공원녹지과

(2620-3583)

98 양 천 가로

목동중심축

걷고싶은거리

(청소년문화의거리

~사랑의거리)

3.62km
팽나무

느티나무 등

목동중심축 걷고싶은거리는 보행자 

전용도로로써 일정 구간마다 특색 

있는 테마길로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

공원녹지과

(2620-3583)

99 양 천 제방
안양천 산책로

(신정교~오목교)
0.7km 벚나무

안양천 제방 위 산책로 벚나무길로 

주민들의 산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보도 공간 제공

공원녹지과

(2620-3585)

100 양 천 가로
목동동로

(양천공원 주변)
0.3km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은행나무 가로수길로 주변 

양천공원과 연결되어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

공원녹지과

(2620-3585)

101 강 서 공원
우장산근린공원

(산책로)
2.5㎞

버즘나무

느티나무

매년 걷기대회 등 우장산 신록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경사가 완만하고 

나무들이 우거져 산책하기에 좋음

공원녹지과

(2600-4185)

102 강 서 공원
방화근린공원

(산책로)
1㎞

벚나무

느티나무

리기다소나무

다양한 나무들의 녹음이 우거진 

방화근린공원은 민속놀이마당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 되어 온가족이 함께 산책하기 

좋은 장소임

공원녹지과

(2600-4185)



연번 구별 유형 위치(구간) 규 모 수 종 특 징
비 고

(문의처)

103 강 서 공원
서남환경공원

(산책로)
2㎞

메타세콰이아

버즘나무

느티나무 등

강서둘레길 2코스의 일부인 

서남환경공원은 울창한 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메카세콰이아 

산책로는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 중 하나임

공원녹지과

(2600-4191)

104 강 서 공원
구암근린공원

(산책로)
0.5㎞ 느티나무 등

산책로 주변으로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한강공원까지 이어진 

자전거도로를 통해 한강 조망 및 

야경을 즐길 수 있음

공원녹지과

(2600-4187)

105 강 서 가로

화곡로

(화곡역 ~

강서구청사거리)

2㎞ 메타세콰이아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대로 

양쪽으로  수벽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2600-4188)

106 강 서 가로

양천로61길

(가양9단지 

사거리

~ 증미역사거리)

0.2㎞ 메타세콰이어

아파트 사잇길로 길 양쪽으로 

메타세콰이아 대형목의 녹음이 

우거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

공원녹지과

(2600-4188)

107 강 서 가로

공항대로39길

(등촌동명아파트

~ 등명중학교)

0.5㎞ 느티나무

아파트 사잇길로 길 양쪽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2600-4188)

108 강 서 가로

화곡로69길

(강서그레이스힐

~ 동양초교)

0.5㎞ 버즘나무 등
아파트 수목과 버즘나무 가로수가 

어우러져 짙은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600-4188)

109 강 서 가로

화곡로63가길

(등촌주공9단지 

10단지 사잇길)

0.5㎞ 느티나무

아파트 사잇길로 길 양쪽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2600-4188)

110 강서 가로

강서로 68길

(등촌주공1단지~

등촌대림아파트)

0.6km 버즘나무 등
아파트 수목과 가로수가 어우러져 

짙은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2600-4188)

111 구 로 하천변
안양천제방길

(신정교~안양교)
3.6㎞

왕벚나무

스트로브잣나

무

안양천을 따라 우거진 나무그늘 

아래로 산책하기 좋은 제방길은 

큰나무 아래 계절별 초화를 감상 할 

수 있으며, 길을 따라 벤치, 

운동기구 등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860-3090)

112 구 로 철로변 항동 철길 1㎞
아까시나무

메타세콰이아

오류선 철길을 따라 메타세콰이아와 

산림사면 옆 수목이 녹음을 드리워 

향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공원녹지과

(860-3090)

113 구 로 가로 거리공원 1.1㎞ 왕벚나무

중앙분리녹지 내 산책로이지만, 

도심에서 흙길을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동,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음

공원녹지과

(860-3090)

114 구 로 가로 가마산로27길 0.34㎞ 은행나무

에코스쿨 조성사업으로 기존 가로수와

학교 수목이 어우러져 녹음을 드리우고,

가로수 아래 띠녹지 내 다양한  

향토수종으로 걷기 좋은 길임

공원녹지과

(860-3090)

115 구 로 가로
경인로

(한마음아파트앞)
2.2㎞ 느티나무

가로수 2열 식재 구간으로 녹음이 

우거지며, 가로수 아래 띠녹지와 

벽면녹화로 다양한 수종의 관목, 

초화를 감상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860-3090)



연번 구별 유형 위치(구간) 규 모 수 종 특 징
비 고

(문의처)

116 구 로 공원
잣절공원 

무장애산책로
0.8km 참나무 등

잣절공원 내 생태연못과 연계하여 

참나무가 제공하는 울창한 녹음을 

무장애 데크로드에서 즐길 수 있으며

반딧불이 증식장도 조성되어 매년 

방사행사도 진행하고 있는 장소임

공원녹지과

(860-3090)

117 금 천 가로
금하마을 입구 

산책로
0.53㎞

벚나무

느티나무

산책로 양쪽으로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어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고 쉬어 갈 

수 있는 벤치가 곳곳에 있음

공원녹지과

(2627-1672)

118 금 천 하천변
안양천제방산책로

(독산역방면)
2㎞ 벚나무

안양천 제방길 산책로로 대형 벚나무가

우거져 주민들의 운동 및 산책 

장소로 애용되고 있음

공원녹지과

(2627-1672)

119 금 천 하천변
안양천제방산책로

(광명방면)
2㎞ 벚나무

안양천 제방길 산책로로 대형 

벚나무가 우거져 주민들의 운동 및 

산책장소로 애용되고 있음

공원녹지과

(2627-1672)

120 금 천 가로
벽산아파트5단지 

사잇길
0.4㎞ 메타세콰이아

아파트 사잇길로 길 양쪽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뤄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주민 쉼터도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627-1672)

121 금 천 가로

벚꽃로

(독산역~

가산디지털역

철도변 보도)

1.6㎞
벚나무

스트로브잣

철도변옆 녹지 스트로브잣나무와 

벚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녹음이 

우거져 있음 

공원녹지과

(2627-1672)

122 금 천 공원

호암산 

무장애숲길

(호암1터널입구~

한우물)

1km
잣나무

참나무류

테크로드가 조성된 호암늘솔길로 

장애인, 어르신등 보행약자도 

휠체어, 유모차를 타고 숲을 이용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2627-1662)

123 금 천 공원 금나래중앙공원 0.5㎞ 메타세콰이어

공원 내 산책길로 공원 곳곳에 위치한 

미술품들과 어우러져 열식된 대형 

메타세콰이어를 조형적으로 느낄 수 

있음 

공원녹지과

(2627-1655)

124 금 천 공원
호암산 치유의숲

/관악산도시자연공원
2㎞ 잣나무

호암산 잣나무 녹음이 우거진곳에서 

산림치유를 즐길 수 있는 삼림욕베드,

쉼터 들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2627-1663)

125 영등포 가로

여의서로

(서강대교남단

~파천교)

1.5㎞ 왕벚나무

샛강과 한강을 끼고 산책 할 수 있는

가로로, 오래된 대형 왕벚나무 아래 

녹음과 시원한 강바람을 느낄 수 있음.

군데군데 쉴 수 있는 벤치가 놓여있고,

차량통행이 적은 것이 특징

푸른도시과

(2670-3765)

126 영등포 가로

여의동로

(원효대교남단

~윤중중학교)

2.4㎞ 왕벚나무

한강을 끼고 산책할 수 있는 가로로, 

대형 왕벚나무 가로수와 시원한 

강바람을 맞을 수 있는 산책로

푸른도시과

(2670-3765)

127 영등포 하천변
안양천 제방길

(양평교~신정교)
3.5㎞ 왕벚나무

안양천 제방 산책로로 왕벚나무 

가로수 아래 다양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화장실 등 각종 

편익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육교를 

통해 주택가에서 접근이 가능함. 

하천 사면에는 다양한 야생화와 

꽃나무가 가득하여 사시사철 

볼거리가 있음

푸른도시과

(2670-3765)



연번 구별 유형 위치(구간) 규 모 수 종 특 징
비 고

(문의처)

128 영등포 가로

여의동로

(목화아파트

~여의도고)

0.3㎞ 양버즘나무

아파트와 학교 담장 뒤 사잇길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음. 대형 양버즘나무와 

왕벚나무가 녹음을 조성하여 조용히 

산책하기 좋음

푸른도시과

(2670-3765)

129 영등포 녹지

양평동 가로녹지

(성산대교

~양화대교)

0.7㎞ 양버즘나무 등

주택가와 한강 사이에 위치한 

녹지대로 대형수목이 즐비하여 녹음이 

매우 우수하고, 중간중간 벤치와 

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주택가에서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조용함

푸른도시과

(2670-3765)

130 영등포 가로

국회대로

(삼성2차아파트

앞 가로변)

0.2㎞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도로변에 위치한 녹음길로 대형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그늘을 

제공하고 중간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음. 새로 조성한 띠녹지가 

차량소음과 매연을 완화시켜주고 꽃을 

감상할 수 있음

푸른도시과

(2670-3765)

131 영등포 가로
대방천로14길

(신길6동 벚꽃길)
0.36㎞ 왕벚나무

아파트와 학교 사잇길로 도로 

양쪽으로 왕벚나무터널이 조성되어 

있고 아파트와 학교 수목까지 

더해져 녹음이 우수함. 매년  

지역벚꽃축제가 열릴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사랑하는 가로임.

푸른도시과

(2670-3765)

132 영등포 가로
선유서로13길

(현대1,2차사이)
0.1㎞ 느티나무 등

차 없는 거리 조성지로 아파트 

단지의 풍부한 녹음과 쉼터(정자), 

자연학습이 가능한 초화단지, 

수경시설 등이 잘  구비된 주민 

산책겸 휴게장소임

푸른도시과

(2670-3765)

133 영등포 가로

국제금융로8길

(수정아파트앞

~대한지적공사)

0.4㎞ 은행나무

은행나무 가로수가 병렬로 식재되어 

나무터널을 이루는 곳으로 근처 

직장인들의 휴식시간에 녹음을 제공

푸른도시과

(2670-3765)

134 영등포 가로

63로

(시범아파트~

은하맨숀아파트)

0.5㎞
은행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가로수와 아파트 수목이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나무 터널을 

제공

푸른도시과

(2670-3765)

135 영등포 가로
여의나루로2길

(윤중초~윤중중)
0.3km

양버즘

은행나무

학생들 통학로로 일방통행 좁은 길 

좌우에 키가큰 버즘나무가 늘어져 

있어 운치있고 나무터널을 이룸

푸른도시과

(2670-3765)

136 영등포 가로

도영로

(영등포푸르지오 

맞은편)

0.3km 메타세쿼이어

철로변 방음 벽면녹화 수벽과 

메타세쿼이어 대형수목으로 

이루어진 녹색 길을 따라 시원한 

그늘을 이룸

푸른도시과

(2670-3765)

137 영등포 가로

여의동로

(원효대교남단

~여의나루역)

0.5km 왕벚나무

시원한 한강공원을 끼고 나무터널을 

이룬 왕벚나무 아래 녹음을 느낄 수 

있음

푸른도시과

(2670-3765)

138 영등포 가로

여의나루로

(여의나루역~

MBC사옥)

0.4km 느티나무

MBC여의도 사옥에서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도로로써 가로수와 띠녹지, 

아파트 내 대형 느티나무가 우거져 

숲터널을 이루어 녹음이 풍부하고, 

심미적 쾌적감을 느낄 수 있음

푸른도시과

(2670-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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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영등포 가로

은행로 사잇길

(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0.35㎞
단풍나무

복자기

은행로와 여의공원로를 잇는 사잇길로 

공개공지. 단풍나무가 가득한 녹음길로 

가을철 아름다운단풍도 감상이 가능함. 

의자가 많이 설치 되어 있어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음

푸른도시과

(2670-3765)

140 영등포 가로
자원순환센터 

(성산대교 하부)
0.2㎞ 소나무

성산대교 하부 영등포 자원순환센터 

안에 소나무 힐링 산책로

푸른도시과

(2670-3765)

141 동 작 가로

여의대방로

(대방동

대림아파트 주변)

0.3㎞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도심 속 녹음이 울창하며, 

벽면녹화가 잘 되있음

공원녹지과

(820-9849)

142 동 작 가로

노량진로

(대방역~

현대자동차서비스)

0.4㎞
느티나무

산수유나무

경부선 철도변 소음차폐를 위해 

조성된 녹지공간으로 녹음이 

울창하며,  벽천 및 벽면녹화가 

훌륭함

공원녹지과

(820-9849)

143 동 작 공원

서달산자락길

(백운소방파출소

~서달산생태다리)

0.5㎞
참나무

잣나무

국립현충원을 끼고 있는 서달산 

내에 평소 산을 오르기 힘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등 보행약자의 산책에 

적합하도록 낮은 산자락에 폭은 

넓고 경사는 완만하게 조성한 

힐링공간

공원녹지과

(820-9849)

144 동 작 공원

국사봉길

(국사봉관리초소

~국사봉정상)

0.2㎞
대왕참나무

단풍나무

상도근린공원의 산림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피톤치드 숲이 

조성되어 있어 삼림욕에 적합함 

공원녹지과

(820-9849)

145 동 작 가로

사당로

(총신대정문~ 

백운소방파출소)

0.5㎞
이팝나무

소나무

사당로 걷고 싶은 거리로 다채로운 

화목류가 계절별로 만발하며, 걷기 

좋은 녹음길임

공원녹지과

(820-9849)

146 관 악 가로

성현로

(관악드림타운@

~구암중학교)

0.57㎞
왕벚나무

단풍나무

벽면녹화 나무와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어 녹음을 제공하여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있으며, 

구암중학교 사잇길은 

상도근린공원과 연결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879-6532)

147 관 악 하천변 도림천변 1㎞
느티나무

단풍나무

도림천변 산책로에 식재된 벚나무와  

느티나무 대형목이 수목터널을 

이루어 녹음을 제공하여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879-6532)

148 관 악 공원
관악산자연공원

입구
0.96㎞ 소나무 등

관악산 입구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변에 수목이 우거져 녹음을 

제공하여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879-6532)

149 관 악 가로

관악로

(관악구청

~ 관악소방서)

0.47㎞
은행나무

자작나무 등

자작나무 가로수가 특색 있는 이 

길은 은행나무와 자작나무와 함께 

벽면녹화가 잘 조성되어 시원한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879-6532)

150 관 악 공원
관악산자연공원

(맨발공원)
2.8㎞ 느티나무 등

맨발공원은 관악산 밑에 위치한 

작은 공원으로 예전부터 고시원이 

밀집된 대학동 주변 시험공부에 지친 

고시생들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879-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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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관 악 공원 상도근린공원 4㎞ 느티나무 등

상도근린공원은 관악구와 동작구에 

걸쳐 있고 전체면적 449,484㎡ 중 

관악구에 87,458㎡ 차지하고 있는 

공원으로 정상인 국사봉(107m) 일대와 

공원 내 주요지점을 연결한 코스로 

경사가 완만하고 숲길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

공원녹지과

(879-6532)

152 관 악 가로 남부순환로 1.6㎞ 양버즘나무 등

관악구 주요 노선인 남부순환로는 

양버즘나무를 사각으로 전지하여 

특색 있게 조성한 곳으로, 중앙 분리 

녹지대와 가로수가 어우러저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879-6532)

153 관 악 가로

문성로

(신림고등학교

가로변)

0.2㎞ 양버즘나무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사각 전지하여 

특색 있는 가로로 조성된 곳으로 

주변 관목 등과 함께 푸른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879-6532)

154 관 악 가로

낙성대로

(관악구재향군인회

~관악영어마을)

0.3㎞ 벚나무 등

보도 양옆으로 벚나무와 관목이 

수목터널을 이루고 있어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879-6532)

155 관 악 가로

양녕로

(국사봉터널

~벽산블루밍아파트)

0.5km 벚나무 등

벚나무 식재 구간으로 녹음이 

우거지며, 가로수 맞은편 벽면녹화로 

다양한 수종의 관목, 초화 등을 힘께 

감상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879-6532)

156 서 초 공원

동광로

(서리풀공원과

대법원 사이길)

0.3㎞ 느티나무

대법원과 서리풀공원 사이에 위치한 

길로 느티나무 가로수와 대법원의 

잣나무가 나무터널을 형성하고, 

주변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 공원이 

위치해 있음

공원녹지과

(2155-6894)

157 서 초 가로

도구로

(뉴캐슬아파트

~ 성원빌라)

0.4㎞ 느티나무

새우촌공원을 가로지르는 길로, 

느티나무가 숲을 형성하고 있어 

도심 내 쉼터역할을 함

공원녹지과

(2155-6894)

158 서 초 가로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 

앞)

0.5㎞ 메타세콰이아

수고가 높은  메타세콰이어가 

녹음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양재시민의 숲과 문화예술공원이 

위치해 있음

공원녹지과

(2155-6894)

159 서 초 공원
양재천로

(양재천근린공원)
0.5㎞

메타세콰이아

이팝나무

양재천근린공원과 맞닿아 풍부한 

수목이 녹음을 이루고 있으며, 

양재천 카페거리와 산책로가 함께 있음

공원녹지과

(2155-6894)

160 서 초 가로 바우뫼로15길 0.2㎞ 느티나무

아파트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길로 가로숲 터널 형성으로 

녹음이 짙고, 차량통행이 적어 

산책하기 좋음

공원녹지과

(2155-6894)

161 서 초 가로

길마중길

(서초ic

~명주근린공원)

3.9km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스트로브잣나

무 등

‘길마중길’은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에 

위치한 3.9㎞의 숲길인데 

마사토(굵은 모래)로 되어 있어 

걷기에 최고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걷기 동호회원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졌고, 강남역 일대 직장인들의 

출퇴근 코스로도 이용되고 있음

공원녹지과

(2155-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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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서 초 가로

연인의길

(영동2교

~ 영동1교)

0.7km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영동1교와 영동2교 사이 까페가 

즐비한 거리 까페나 와인바, 

레스토랑 등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10월경 

“와인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 양재천 

뚝길을 따라 걷는 길, '연인의 거리'임

공원녹지과

(2155-6894)

163 강 남 하천변

양재천

(대치교

~ 영동3교)

3.5㎞

벚나무

회화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아

바로 옆 아파트 수목들과 더불어 

양재천의 우거진 나무그늘 아래 

산책로와 곳곳에 주민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3423-6254)

164 강 남 가로 양재천길 1.4㎞
메타쉐콰이아

양버즘나무 등

도로 양쪽이 메타세콰이아로 둘러 

쌓여 산책하기 좋으며, 길을 걷다 

보면 카페거리를 접할 수 있음

공원녹지과

(3423-6272)

165 강 남 녹지
강변오솔길

(청담, 신사)
2.5㎞

잣나무

느티나무 등

도심의 작은 숲으로 다양한 

수종들이 우거져 있으며, 중간 

중간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어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임

공원녹지과

(3423-6273)

166 강 남 녹지 대청오솔길 0.7㎞
느티나무 

벚나무 등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시원스러운 

녹음을 즐길 수 있을 뿐 만아니라 

5~6월에는 비비추가 꽃을 피워 

특색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공원녹지과

(3423-6273)

167 강 남 공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수서역

~ 능인선원)

7.4㎞

신갈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수서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시작되는 둘레길로 싱그러운 녹음과 

함께 숲속여행을 할 수 있고 약수터,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휴식이 

가능함(약 2시간 30분 코스)

공원녹지과

(3423-6283)

168 강 남 공원
청담공원

산책로
0.7㎞ 참나무 등

도심의 휴식처인 청담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며,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실개천, 

산책로 등 다양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공원녹지과

(3423-6245)

169 강 남 가로 영동대로 131길 0.2㎞ 은행나무 등

청담공원과 진흥아파트 사잇길로 

공원 수목과 아파트 수목이 좁은 

골목길을 에워싸 짙은 녹음을 제공

공원녹지과

(3423-6272)

170 송 파 공원
오금공원

산책로
1㎞

참나무

소나무

해발 200m의 나지막한 야산을 공원화 

한 오금공원은 숲길에 들어서면 우거진

수목으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장소임

푸른도시과

(2147-3397)

171 송 파 공원
장지공원

산책로
1.3㎞

참나무

메타세콰이아

송파소리길의 일부구간으로 

삼림욕장의 기능을 하는 산책로와 

다양한 체육시설, 휴식공간이 

갖추어져 있음

푸른도시과

(2147-3397)

172 송 파 공원
송파나루공원

산책로
2.5㎞ 벚나무

석촌호수 산책로 주변으로 우거진 

수목들이 있어 꽃과 그늘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디서든 아름다운 호수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푸른도시과

(2147-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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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송 파 공원
아시아공원

산책로
1㎞

벚나무

소나무

지하철역 및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아름드리 

수목이 우거져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음

푸른도시과

(2147-3397)

174 송 파 가로 위례성대로 2㎞ 은행나무

은행나무 가로수가 병렬로 식재되어 

있으며 양쪽으로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은 장소임 

푸른도시과

(2147-3397)

175 송 파 가로 성내천 제방길 1.2㎞ 벚나무

벚나무가 양쪽으로 식재되어 있어 

그늘을 제공하여 산책하기 좋은 

장소임

푸른도시과

(2147-3397)

176 송 파 가로 양재대로 1km 버즘나무

버즘나무 가로수가 병렬로 식재되어 

있으며 양쪽으로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은 장소임 

공원녹지과

(2147-3397)

177 송 파 가로 석촌호수길 1.1km 버즘나무

버즘나무 가로수가 양쪽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길을 걷다 보면 

카페거리를 접합 수 있음

공원녹지과

(2147-3396)

178 강 동 가로

고덕로

(고덕역

~ 상일동역)

1.2㎞ 느티나무

생태계류를 따라 병렬식재 된 

느티나무가 나무터널 녹음길을 

걸으며 산책하기 좋음

푸른도시과

(3425-6460)

179 강 동 가로

고덕로80길,

상암로79길

(상일동역~

상일동아아파트)

1.6㎞ 버즘나무

버즘나무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어 

명일근린공원의 녹음과 어우러져 

있으며, 생태연못과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된 명일근린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푸른도시과

(3425-6460)

180 강 동 녹지

동남로

(한영중고교앞~

이마트사거리)

0.6㎞
버즘나무

단풍나무

우거진 수목의 녹음 사이로 난 길을 

걷다가 곳곳에 놓여있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책길임

푸른도시과

(3425-6460)

181 강 동 공원

명일근린공원

(이마트사거리~

고덕주공4단지)

1㎞ 느티나무

강동 그린웨이의 일부 구간으로 

수목이 자생하여 우거진 숲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음

푸른도시과

(3425-6440)

182 강 동 공원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일자산잔디광장뒤)
1.5㎞ 느티나무

일자산 잔디광장과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사이의 길로 완만한 

경사와 우거진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하여 산책하기 좋은 길임

푸른도시과

(3425-6440)

183 강 동 가로

선사로

(올림픽대로변

수림대)

2㎞ 버즘나무

우거진 수목의 녹음 사이로 난 길을 

걷다가 곳곳에 놓여있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책길

푸른도시과

(3425-6440)

184
남산

공원
공원 북측순환로 3.5㎞

왕벚나무

단풍나무

차량통행이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운동과 산책을 겸할 수 

있으며, 완만한 경사와 우거진 나무 

그늘 덕에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됨

공원운영과

(3783-5922)

185
남산

공원
공원 남측순환로 3.1㎞

왕벚나무

단풍나무

국립극장~서울타워~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경사도가 있으며 

일반 가로에서 볼 수 없는 아름드리 

왕벚나무 터널이 조성되어 도심 속 

숲속에 온 듯한 색다른 경치를 만끽할 

수 있음

공원운영과

(378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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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남산

공원
공원 

남산공원

산책로
1.2㎞

느티나무

소나무

아카시아

남산둘레길과 둘레길에서 연결된 

야생화공원 산책길로 남산공원에서 

숲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음

공원여가과

(3783-5993)

187
중랑

캠핑숲
공원 

중랑캠핑숲 

주능선 산책로
0.5㎞

아카시아

신갈갈참 

중랑캠핑숲 주능선을 걸을 수 있는

숲이 우거진 코스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원운영과 

(3783-5922)

188
월드컵

공원
공원

하늘공원

강변북로변
0.7㎞ 메타세콰이아

시원하게 뻗은 산책로와 하늘 높이 

솟은 메타세콰이아, 그리고 하늘공원 

사면의 울창한 녹음이 특징

공원운영과

(300-5501)

189
월드컵

공원
공원

유아숲체험장 ~

하늘계단 전망대
0.68㎞

메타세콰이아

아까시나무

메타세콰이아 숲과 하늘공원 사면에 

2014년에 새로 조성한 오솔길로 

녹음이 좋음

공원운영과

(300-5501)

190
월드컵

공원
공원

난지천공원주차장

~오리연못
0.45㎞

스트로브잣나무

메타세콰이아

공원 외곽 차폐림으로 그늘이 좋아 

나무 사이를 산책하기 좋음

공원운영과

(300-5501)

191
월드컵

공원
공원

여의도공원

자연생태의숲
36,523㎡

갈참나무,

중국단풍,

괴불나무 등

괴불나무, 상수리나무 등 30여종의 

수목들이 자연생태에 가까운 수림대를

이루며 생태연못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음

공원운영과

(300-5501)

192
보라매

공원
공원 서문~동문 0.75㎞

느티나무

은행나무

공원 주진입로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터널을 이뤄 짙은 녹음을 제공

공원운영과

(2181-1195)

193
보라매

공원
공원

중앙잔디광장

주변
0.42㎞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공원 중앙잔디광장 주변으로 

양버즘나무와 느티나무가 4열이상 

식재되어 터널을 이루고 있고 

독서쉼터와 피크닉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공원운영과

(2181-1195)

194
보라매

공원
공원 와우산숲관찰로 0.55㎞

벚나무

목백합나무

숲 속 산책로 주변으로 벚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아름드리 목백합나무가 다수

자생하고 있어 주민 휴식공간 및 

가벼운 등산코스로 활용되고 있음 

공원운영과

(2181-1195)

195
보라매

공원
공원 북동산 산책로 0.72㎞ 참나무 등

참나무 군락지 등 다양한 수종이 

자생 중에 있으며 데크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산림욕, 산책 등 

이용객이 많음

공원운영과

(2181-1195)

196
보라매

공원
공원

남부장애인

복지관 앞
0.4㎞

메타세콰이아

양버즘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아와 양버즘나무가 공원 내

도로 양쪽으로 식재되어 공원 산책 

이용자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음 

공원운영과

(2181-1195)

197 서울숲 공원 은행나무 숲 1.25㎞ 은행나무

경사가 없고 우거진 은행나무들의 

그늘로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포토죤으로도 금상첨화임

서울숲공원

(460-2921)

198 서울숲 공원 숲속길 0.1㎞ 메타세콰이아

경사가 없고 우거진 숲 내에 자리 

잡은 메타세콰이아가 짙은 녹음을 

제공하여 산책하기 좋으며 평상 등의 

편의시설과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 

구역임

서울숲공원

(46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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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서울숲 공원 사색의 길 0.2㎞ 은행나무

경사가 없고  메타세콰이아를 

비롯한 큰나무들이 우거져 그늘을 

조성하여 연인, 가족단위 산책하기 

좋음

서울숲공원

(460-2921)

200
시민의

숲
공원 시민의 숲 1.85㎞

칠엽수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아

공원전체를 한바퀴 돌 수 있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푸르른 

녹음과청량한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공원 

내야외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음

시민의숲

(578-7089)

201

길동

생태공

원

공원 길동생태공원 0.4㎞ 참나무

완만한 경사와 우거진 나무들의 

그늘을 제공하고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음

길동생태공원

(472-2770)

202
서울

대공원
공원 하마사~남미관 0.9㎞ 느티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청량한 녹음을 제공하여 

동물들을 구경하며 산책을 할 수 

있음

서울대공원

조경과

(500-7522)

203
서울

대공원
공원

산림전시관 뒤

~ 호주관 뒤 

외곽순환도로

4㎞
벚나무

참나무 등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로 

서울대공원을 외곽으로 한바퀴 돌 수 

있는 코스. 울창한 수목들이 터널을 

이루어 걷는 동안 상쾌하고 

청량함을 느낄 수 있음

서울대공원

조경과

(500-7522)

204
어린이

대공원
공원

상상나라~

놀이동산
0.5km 왕벚나무

왕벚나무 등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녹음이 짙고, 운동과 

산책하기에 좋음

어린이대공원

(450-9317)

205
한강

공원
하천변

고덕수변

생태복원지
0.4㎞ 버드나무

고덕수변생태복원지는 자연학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성된 곳으로, 

생태복원지 내에 있는 탐방로는 

마치 숲 속 오솔길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음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3780-0845)

206
한강

공원
하천변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1.5㎞ 버드나무

서울교를 지나 마사토 포장으로 되어 

있는 탐방로를 걸으며 생태탐방과 

짙은 녹음을 누릴 수 있으며, 

생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찾아볼만한 장소임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3780-0845)

207
한강

공원
하천변

강서습지

생태공원
0.58㎞ 버드나무

자연스러운 마사토 포장이 되어 

있는 탐방로를 걸으며 흙냄새와 

풀냄새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류관찰대, 맹꽁이 서식처 등이 있어 

아이들 교육장소로도 좋으며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함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3780-0845)

208
한강

공원
하천변 난지생태습지원 0.2㎞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조성한 난지생태습지원의 탐방로는 

생태탐방과 함께 녹음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의 한강야생탐사센터, 

난지캠핌장이 있어 가족 단위로 

찾기에 좋은 장소임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378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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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한강

공원
하천변

뚝섬한강공원

자연학습장
0.3㎞

단풍나무

매화나무

복숭아 등

뚝섬유원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뚝섬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 수령이 

오래된 단풍나무와 매화나무, 복숭아 

등 유실수가 서울에서 보기드문 

수목터널로 짙은 녹음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 

숲과 하천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녹음길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3780-0845)

※ 2017년 여름 녹음길 10개 추가노선(파란색 박스 표기)

  ▸중 랑 구(1) : 용마산 자락길

  ▸성 북 구(1) : 오동근린공원 자락길

  ▸노 원 구(1) : 중랑천 제방

  ▸양 천 구(2) : 안양천 산책로(신정교~오목교), 목동동로(양천공원 주변)

  ▸금 천 구(2) : 금나래중앙공원, 호암산 치유의숲/관악산도시자연공원

  ▸영등포구(3) : 여의나루로(여의나루역~MBC사옥), 은행로 사잇길(산업은행~중소기업중앙회), 자원순환센터(성산대교 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