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모락산 명품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
  

○ 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 조성된 모락산 명품등산로를 더욱 친근

하고 가까운 수평적 생활 산책로로 조성

○ 모락산 주변 마을길과 가까운 등산로를 연결하여 산책과 휴식, 이야기가

있는 모락산 명품 둘레길 조성 및 지역 주민간 휴먼 네트워크화

 사업개요

○ 위 치 : 모락산 일원

○ 면 적 : 4.587㎢(등산로 20.6km)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사 업 비 : 1,526백만원(시비 1,132, 도비 37, 국비 357)

 추진전략

○ 모락산 주변의 마을길과 등산로를 연결하는 수평적 산책로를 조성

기존의 등산로와 네트워크화 하여 마을과 마을을 잇는 둘레길 조성

○ 산책과 휴식, 이야기가 있는 지역별 숲속 회랑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

모든 사람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락산 명품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526 432 294 500 300
시 비 1,132 432 240 250 210
도 비 37 7 30
국 비 357 47 250 60
민자등



 연도별 실행방안

연도별 추    진    계    획 비 중

2014년
 ○ 모락산 명품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계획 수립용역 
 ○ 동백아파트∼모락어린이 공원 구간 둘레길 조성
 ○ 오전동 모락고∼모락중 구간 둘레길 및 운동시설 조성

30%

2015년
 ○ 모락중∼LG아파트앞 약수터 구간 연계 둘레길 조성
 ○ 오전동 모락어린이 공원∼이화아파트 구간 둘레길 조성
 ○ 이화아파트∼나자로마을 순환∼모락산 현대아파트 구간 
    연계 둘레길 조성

30%

2016년
 ○ 모락산 명상의 숲길 복원 및 연계 등산로 조성
 ○ 오매기 길∼모락산 등산로∼능안마을∼문화예술로 
    ∼모락산 명상의 숲길 연계 둘레길 조성

40%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임야내 사유지에 등산로 개설 및 둘레길 조성에 따른 시설물 설치 시

산주 동의 어려움 예상

- 모락산 하단의 군부대, 도로법면, 아파트 조성 법면 등의 기존시설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용지확보가 어려움.

○ (대 책)

- 사유지 임야의 등산로 사용에 따른 산주와의 적극적인 협의 이행

- 등산로 정비 대상지(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 적극 활용

- 사유지 토지, 임야내 시설물의 최소화 등으로 토지소유주 동의 유도

- 군부대 이전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 도로법면, 아파트 조성법면 등의

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여 둘레길 조성

▶ 추진부서 : 공원산림과 등산휴양팀(☏34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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