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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Ⅰ

1. 들어가는 말

주 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늘어난 주말의 여가시간을- 5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그러나 잦은 여가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교통혼잡 등이 새로운- ,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도시에서 특히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확충이 요구됨.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생활권의 수변공간이 많은 잠재력을 지닌 시-

민여가공간으로 부각되지만 제외지에 국한된 일률적인 조성은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특성 및 시민수요를 고려,

하여 보다 다양한 수변여가공간의 창출이 필요함.

도시수변공간의 시 적 관점2.

문화시대의 도시수변공간○

산업화시대에 교역 및 물자운송의 최적지였던 수변공간은 탈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시의 공동화와 슬럼화,

로 도시문제의 핵심지역이 됨.

도시패러다임의 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산업이전적지에 대해 문화시-

대에 적합한 탈산업적 기능이 요구됨 문화시대에서는 근대의 산업.



도시에서 요구되는 물리적 양적 효율성보다도 감성적 질적인 가치, ,

가 더 중요시되므로 기존의 흔적은 고유한 장소성으로 새로운 문화,

유산지로 부각되고 산업시설물도 근대도시의 주체가 되는 건축문화,

유산이 될 수 있음.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했던 근대도시계획에서 개발의 경계가 되었던-

수변공간은 오히려 잠재력이 많은 도시의 시민공원임 특히 문화시.

대는 노동집약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시민여가공간이,

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급속한 도시팽창기의 자동차전용도로에 인해 주변지역과의 단절된-

수변공간은 시민의 휴식처로 접근성을 회복하려는 추세임.

수변공간은 물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서정성에 의해 다양한 문-

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소임 인간의 친수감정과 아름다운 경관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문화이벤트가 매우 효과적인 장소임.

시민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

주 일 근무제 시행이후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지만- 5 , ,

적극적 여가활동보다는 시청이나 휴식 등 정적이고 소극적 형태TV

의 활동이 지속되어 여가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

경제적 이유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공간 및 시설과 같은 외적 여가- ,

자원의 부족이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여.

가가 일상생활화 되는 시기에는 생활권 여가를 위한 이용자 지향적

자원개발이 요구됨.

여가를 위한 공간적 요구와 도시의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도시공간에서는 만족할만한 요소가 불충분하여 잠재,



력있는 수변공간이 주목을 받음.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다양한- ,

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

양한 여가활동을 수용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하므로 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서울시 지천의 수변여가공간3. 4

중랑천○

중소규모의 녹지가 하천변에 인접해 있으며 하천을 따라 놓인 철도- ,

에 의해 분절된 강변지역이 있음.

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상류부분은 아파트 하- (60%) , ,

류부분은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됨 또한 청계천과 만나는 부분에.・
산업 및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고수부지가 대체적으로 평탄하나 일부지역은 계단모양임 최근 중랑- . ,

천 뚝방 일부에 산책겸용의 자전거도로가 완공됨.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하천접근이 어려워 교량형식 또는 통로방식의-

접근로가 설치됨.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수변공-

간으로 평탄한 고수부지는 자전거타기에 매우 적합하여 많은 시민,

이 이용하고 있음.

제방길을 따라 개나리꽃 벚꽃 단풍 낙엽길이 있어 중랑천을 이용- , , ,

하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함.

자치구 여가프로그램으로 구민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 도봉구- ‘ ’( ),



직장인 웰빙헬스 및 자전거프로그램 등의 생활체육프로그램 동대문(

구 과 성동구의 강기원 월드컵 기마 퍼레이드 청계천 및 하이서울) 4 ,

페스티발 시민걷기대회 인라인 및 게이트볼 강습 등이 있고 서울시, ,

는 야생화 체험교실 청계천 생태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탄천○

상류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기에 녹지비율 이 가장 높고 아파트- (38%) ,

상업 주택 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18.7%), (16.6%), (23.2%) .

잠실운동장 농산물 도매시장 탄천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시설과 유- , ,

수지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다수의 수해방지시설이 있음, , .

고수부지는 하천변에 면해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강 합류- ,

부에 주차장 강남면허시험장 자동차극장 등 차량관련시설이 있음, , .

그 외 고수부지는 자연생태지역으로 유지됨.

양측이 고가도로와 뚝방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있음- .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여가프로그램은 없음.

다만 송파구에서 환경의 달에 자전거를 타면 지구를 살려요 라는- ‘ ’

주제의 탄천 자전거도로 이용 등의 탄천 생태 경관보전지역 정화활∙
동을 진행하였고 제 회 아마츄어 카트대회가 개최되었음, 1 .

안양천○

일본의 대륙침략 목적으로 운송체계가 발달하여 공업지역 가 우- (21%)

세하고 목동단지개발 이후로 아파트 가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29%)



추세임.

안양시와 경계지역인 상류부분은 철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로 접근성-

이 가장 불량하며 공업시설이 밀집됨, .

고수부 양안 모두 제방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축조되어 있고 우안부- ,

는 제방에 옹벽을 설치했으며 좌안부는 산책로로 이용됨 일부 체육, .

공원 및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고수부지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

고 있음.

저수부는 콘크리트호안으로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하천수질이- ,

나쁨.

고수부지는 대부분 체육시설 주차장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로 이용- , ,

되고 있고 인접구별 여가시설 분포의 차이가 많이 나타남, .

자치구 여가프로그램으로는 금천구에 에어로빅 프로그램 구로구에- ,

아침건강 에어로빅 생활체육 프로그램 조류관찰 프로그램 생태체험, ,

프로그램 양천구에 안양천 문화재 가족걷기대회 여성백일장 학생, , , ,

사생 백일장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절마라톤대회 어린이 축구, , 3 1 ,・ ・
교실 인라인 강습 전국 청소년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 생태체험 프, , ,

로그램 영등포구에 게이트볼 자전거 인라인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 , ,

램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있음, .

홍제천○

하천주변현황은 녹지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 다세- (70%) ,

대주택 으로 아파트 비중이 적음 상류측은 산악지대로(20%) (3.6%) .

근린공원과 더불어 호텔 사찰 학교 등이 있고 하류측은 주거지역, , ,

이 밀집되어 있음.



일부의 하천구간은 복개되었으나 최근에 복원공사 중에 있으며 난- , ,

지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차집관로가 하천양안으로 설치되어있어

고수부지 활용도가 매우 낮음.

북부간선도로가 하천중앙을 관통하여 경관이 불량함- .

상류부에만 약간의 물이 고여있는 건천으로 수변여가공간이라기 보-

다는 고가차도에 의해 생긴 그늘막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

근 한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공사 중에 있음.

홍제천은 특별한 여가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하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시민

들이 더러 있음.

자치구 여가프로그램으로는 서대문구에 홍제천 문화행사 홍제천 사진- (

전시 주민노래자랑 풍물놀이 중창단 공연 등 청소년 대상의 사생, , , ),

대회 등이 있음.

지천 수변여가공간의 문제점4. 4

산업화 후기에 진행된 주차장 및 체육공원화○

년대 이후 각 하천구역은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설치 체육공원- 1980 , ,

조성으로 대변되는 하천정비사업 진행됨.

생활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시대에 들어서면서 하천은 생활환경-

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으나 현재의 수,

변공간은 양적인 팽창 이후에 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하천별 특징이 없는 획일화된 수변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대 지천별 특징과 상관없이 일상적인 체육 및 편의시설로만 조성되- 4

고 현행 프로그램도 체육프로그램에 치중됨, .

대 지천은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수변공간임에- 4

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임, .

생활권 휴식공간의 역할과 동시에 좀더 질 높은 체험 및 다양한 여-

가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지천별 특성을 살리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주변지역과 하천과의 단절○

철도 혹은 자동차전용도로가 하천변을 따라 건설되거나 하천 중앙을-

관통하면서 주변지역과 단절된 양상임.

하천변의 대규모 산업시설들로 인해 주거지역에서 하천으로의 접근-

에 심리적 거리감이 있음.

법규 및 제도 관련 관리청간의 협조체계 필요-○

제방을 경계로 법의 범위가 달라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주변지역정-

비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됨.

여가 프로그램 또한 하천의 인접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어서 조직적인 수변여가공간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음.

하천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제도적 체계 및 관리청간 협조체- ,

계의 법적 마련이 필요함.

하천의 오염○



현재 대 지천의 수변여가활동은 둔치에서 행해지는 활동이 대부분- 4

이며 하천의 오염으로 하천을 이용한 여가활동은 거의 없고 탁한, ,

물과 악취 등으로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감소됨.

양재천 정화사업과 같은 하천정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지역주민의 인식○

하천주변 지역주민들의 수변공간에 대한 잠재력 인식과 일상생활속-

의 여가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함.

행정적 측면의 지원 하에 인간과 자연이 생활 속에서 어우러진 건강-

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정책건의.Ⅱ

수변공간의 시민여가활동 활성화 방안1.

주변지역과의 특성 및 시민수요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개발○

수변공간이 생활권 여가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특성 및 시민수요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바람직함.

현재 인접 자치구별로 수변공간 재정비와 여가프로그램 제공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자치구별 차이와 더불어 수변공간의 관할경계가 모,

호하므로 바람직한 수변여가공간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특성별 유,

형연구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자치구가 제공하는 여가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하는 시민의 연령 성별, · ,



시간대 주변시설 여가시설 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 ,

어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여가공간 및 시설 확충○

제외지에 국한된 여가활동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성에 의해 제한적이-

므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여가활동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등과 같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수변공간과 연-

계함으로써 여가공간 및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음, .

진행 중인 산업시설 관련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장소성을 고려한 적○

극적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킹 필요

최근에 하수처리장 공원화 유휴철도 부지활용 유수지 생태복원 등- , ,

도시의 산업화 또는 근대화와 관련된 수변공간에 대한 재활용이 한

창 진행 중이 있으나 시대적 도시흔적의 가치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산업시설물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 선유도 공원처럼 그 고유의 장- ,

소성으로 시민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음.

하천을 따라 발달한 산업시설물들이 문화적 기능을 보유하게 함으로-

써 다양한 수변여가활동을 유도하는 문화네트워킹의 거점지역으로,

서의 역할을 하도록 함.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주변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전용도로 전철 등 산업도시구조에 대한 장기적 개선 필요,



도시의 산업화와 팽창에 의해 구축된 교통체계가 주변지역과의 단절-

을 가져옴으로써 수변공간의 시민여가활동을 축소시켰음, .

탈산업화시기를 맞이한 많은 도시들은 수변여가공간의 활성화를 위-

해 일반도로화 도로지하화 복개 등 근대도시구조의 개선을 진행하, , ,

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주변지역과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계획이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하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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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Ⅰ 연구의 개요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배경1.

년 월 일부터 주 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늘어난 주2004 7 1 5

말의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에 한 시민들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여가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교통 혼. ,

잡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특히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여가활동을, ,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은 산과 더불어 수계가 발달된 지형을 지니고 있으나 산업화시,

에 도시가 팽창되면서 수변공간은 다른 지역을 잇는 교통체계의 주요 장소

로서 이용되었다 최근에 청계천이 복원됨에 따라서 수변공간이 많은 잠재.

력을 지닌 도시의 여가공간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청계천과 같은 도심권,

이외에도 생활권에 흐르고 있는 하천들이 시민 여가공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변공간의 조성이 제외지에 국한되어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

되기보다 하천을 따라 자전거도로 운동장 자연학습장 벤치 등이 일률적, , ,

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수변공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주로 다루.

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각 자치구마다 단편적으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있,

으며 중랑천의 경우는 년 기본계획 이후에 현재까지 재수립되지 않고, 1992

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환경적인 차원으로 편중되어 수변공간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한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수변공간을 시민여가공간으로서의 이용을 증진시키

고 산발적으로 조성된 수변공간을 장소적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성,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한다 특히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의 주요 생활권에 흐르는 중랑천 동북권 탄천, ( ),

동남권 안양천 서남권 과 홍제천 서북권 의 수변공간에 주목한다 즉 한강( ), ( ) ( ) .

의 지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 에4 ‘ ’

한 기초연구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둔다, 2 .

각 하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공-

간의 확충방안 모색

장소적 특성에 맞는 수변여가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침-

제시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연구범위1.

본 연구 상의 범위는 한강의 지천인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4 , , ,

의 수변공간으로 하천과 강변도로 사이에 위치한 제외지 뿐만 아니라 제,

내지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한 주된 연구범위는 간.

선도로에 의해 영역이 구분되는 하천변의 첫 번째 블록이지만 주변에 파,

급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지는 주요한 거점은 연구 상이 된다 특히 산업.

화시 에 하천변에 위치하게 된 시설 및 유휴지가 문화시 를 맞이하고 있

는 서울시에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를 검토하여 시민 여가공간의

확충 가능성을 고찰한다.

그림< -Ⅰ 1 한강의 지천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수변공간> 4 ( , , , )



연구방법2.

장소적 특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 수변공간의 역사적 변천과정1)

및 현황 파악

각 수변공간의 장소적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 에 따라 중랑천 탄천. , ,

안양천 홍제천의 역할 및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수변공간은 서로 다, ,

른 발전과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도시의 팽창기인 산업화시 에는 수변공.

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문화시 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오늘,

날에 있어서 기능을 상실해가는 산업화 부산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가능

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각 수변공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장소적 잠재력을 돌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황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그 잠재력의 발전가능성을 살펴본다.

여가수요에 적합한 수변공간을 제시하기 위한 여가활동의 사회2)

적 흐름파악 및 시민설문조사

본 연구의 목적은 단지 환경미화적인 수변공간의 재정비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변공간을 시민들의 증가하는 여가수요에 적합한 여가공간,

으로서 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여가활동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

여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고 시민들이 수변공간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이 개선되기를 원하는지 등에 대한 현장, ,

조사를 수렴하여 보다 나은 공간 활용을 제시한다.



여가공간으로서 수변공간 활성화의 권역별 구상 및 세부지침3)

각 하천의 장소적 특성과 여가활동을 연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여가공,

간으로서 수변공간의 활성화 유형을 나눈다 이러한 수변여가공간 의. ‘ ’

유형에 따라서 서울시 수변공간의 권역을 구상한다 그리고 권역별 구상을.

기초로 하여 자치구의 개별적인 계획으로 조성된 수변공간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여가공간으로서 수변공간을 조성한 해.

외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서울시 권역별 수변공간의 활성화에 대한 구,

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참조한다.





제 절 문화도시의 수변공간1

제 절 시민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2

제 장 도시수변공간의Ⅱ

시 적 관점





제 장Ⅱ 도시수변공간의 시 적 관점

제 절 문화시 의 도시수변공간1

수변 공간은 문자 그 로 물과 인접한 공간 으로 해석되는데( ) ‘ ’ ,水邊
일반적으로 수제선1)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

진 상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수변공간을 지리적 의미의( ) .帶狀
협의적인 해석에서 수상 수중의 레져활동 생태계의 보전 자연경관 등 친, ,・
수 및 환경기능을 포괄하는 공간의 확산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2).

또한 도시 및 환경계획분야에서 워터프런트‘ ’(Waterfront)3)란 외래어가

도시의 수변공간에 한 전문용어처럼 혼용되기도 한다.

도시수변공간의 변화1.

도시의 수변공간은 시 에 따라 그 역할 및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서구의 도시들은 부분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팽창하였

기 때문에 수변공간은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장소가 된다, .

영국의 도시계획가 는 공동저서B. S. Hoyle <Revitalising the waterfront;

1) 수제선 은 영어로 에 해당하며 강이나 호수 바다 등의 물가( ) ‘waterline' , ,水際線

를 말하는 것으로 물과 땅이 닿아서 이루는 선을 말한다.

2) 정석희 황성수 도시수변공간의 이용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강변공간개, , < ;

발 과제를 중심으로 국토개발연구원>, , 2002. pp. 7-8.

3) 는 수변공간 이외에도 임해부 연안역 등으로 다양Waterfront ( ), ( )臨海部 沿岸域

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개발 상에 따라 은 하천연안, River Front , Lake Front

은 호소변 는 임해부로 불린다 또한 하천법에서 지정하는 하천, Haber Front .

구역은 하천의 물이 흐르는 토지 및 지형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구역 제, ,

방 등의 제외지를 말한다 그리고 하천법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하천인접구. 21 ,

역은 하천경계선으로부터 이내의 구역이다400m .



에서 도시와 수변공간International dimensions of docklands redevelopment>

의 유 관계가 시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하여 역사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에 의하면 본래 도시와 밀접했던 수변공간은 세기에 이. Hoyle , 20

르러 산업화되면서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격리가 되기 시작하였고 탈산, ,

업화시 를 맞이하여 생산기능의 상실과 함께 도시의 공동화 슬럼화 등,

도시문제의 핵심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년 에. 50-60

탈산업화를 맞이하는 선진국의 수변공간에 있어서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처럼 수변에 위치한 산업지 가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규모의 재

개발이 가능한 잠재적 장소가 되었으며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도시들이 도,

시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계획의 핵심지역이다 파리 세느강의 동쪽지역. ,

런던 템즈강의 도클랜드 등이 도시재생을 위한 수변공간 재개발의 표적 사

례가 된다.

탈산업화시 의 도시재생은 양적인 산업생산이 도시의 경쟁력을 가져

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효율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질적인 특히 문화잉, ,

여에 의한 가치상승에 더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도시의 탈산업화현상은.

자연스럽게 문화도시를 표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다 즉 문화.

도시는 근 의 생산체계에서 벗어나는 탈산업화의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이

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인문지리학자 은 이러한 도시패러다임의. Tim Hall

변화를 도시의 주요 요소별로 표 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II-2> .



단계 시기 특징

초기도시
고 중세・

세기-19
도시와 수변의 공간적 기능적인 수변을,
따라서 깊은 연관관계

팽창도시 세기초19-20
상업 및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수변의
기능도시를 능가하면서 선박관련 산업발전

근 산업도시 세기중반20
산업성장 석유 과 형 컨테이너 화물의( )
등장과 관련 화물선과 시설의 성장으로

규모 수변공간 필요

수변공간과의
단절

년1960-80
해양관련 기술변화로 수변을 따라
산업개발지 필요성과 더불어 도시와
수변공간의 기능적 공간격리

수변공간의
재개발

년1980-90
도시와 수변의 공간적 기능적 격리로,
버려진 규모 공간에 한 재개발

표 의 도시맥락과 수변공간< II-1> B. S. Hoyle(1998)

이 지적하듯이 탈근 또는 탈산업화시 에 있어서 도시는 더Tim Hall

이상 사회목적을 위한 생산적 기능성 추구의 총체적 계획에서 벗어나 미학

적 목적으로 전문생산 소비패턴 문화유산 등이 중시되는 고도의 분절화가, ,

요구된다 전문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탈산업화시 의 문화도시.

패러다임은 도시의 근 화 또는 산업화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에 한 논

의가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변공간이 도시발생지인 동시에 산업.

화의 중심지가 되는 서구의 도시들에 있어서 강변의 산업이전적지가 도

시재생의 중요한 장소로 부각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서구의.

도시들과는 달리 서울은 산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강 측으로 도,

시가 팽창함으로써 수변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

서 서구의 도시수변공간에 한 일반적인 이론이나 사례들은 서울의 경우

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 의 도시 근 성과 탈근 성에 한 논의< II-2> Tim Hall(1998) 4)

근 탈근

도시구조

동질적인 기능적 지구제;
지배적인 상업중심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하락하는 지가

무질서한 다결절 구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빈곤의;
넓은 바다 첨단산업 회랑‘ ’; ,
후기교외개발

건축 경관,
기능적 건축 건축양식의;

량생산

절충주의적 콜라쥬‘ ’
건축양식 스펙터클 기이한; ; ;
아이러닉 문화유산의 활용; ;
전문가를 위한 생산

도시정부
관리주의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 필수적;
서비스의 공공 공급

기업가주의적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자본과 투자 유인을
위한 자원 이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 필수적;
서비스의 시장공급

경제
공업적 량생산 규모의; ;
경제 생산에 기반;

서비스부문에 기반 틈새;
시장을 겨냥한 유연적 생산;
범위의 경제 세계화; ;
텔리커뮤니케이션에 기반;
금융 소비지향적 새롭게; ;
개발된 주변지역에서의 고용

도시계획
총체적으로 계획된 도시;
사회적 목적을 위한 공간

사회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공간적
분절

문화와 사회
계층분화 집단의 내적;
동질성의 정도가 큼

고도의 분절화된 생활양식의
분화 사회적 양극화의 정도가;
큼 소비패턴에 의한 집단의;
구분

4) 유환종 외 번역 팀 홀의 현 도시의Tim Hall, <Urban Geography>, 1998. , <

변화와 정책 푸른길>, , 1999. pp. 128-131.



도시수변공간의 문화적 잠재력2.

도시수변공간의 문화적 잠재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겠지만,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수변공간은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물리적 단절로 인해 오히려,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이다 탈산업화의 문화시 는 노동집약적인 사회구.

조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시민여가공간이 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토지이용률을 극 화했던 근 도시계획에서 개발의 경계가 되었던.

단절된 수변공간은 오히려 잠재력이 많은 도시의 시민공원이 된다 최근에.

자동차전용도로 및 철도를 부분적으로 복개함으로서 공간적으로 기능적으, ,

로 단절된 수변공간을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

다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은 본래 캘리포니아 석유조합 공장이. (UNOCAL)

있었던 부지로서 최근에 건축가 에 의해 완성된 생태조각공Weiss/Manfredi

원이다 강변고속도로 위를 형의 경사진 인공 지로 보행자동선을 유도하. Z

여 미술관과 수변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그림 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주변< II-1>

지역과 자연스런 연계를 이루는 시애틀 올

림픽 조각공원



파리 국립도서관 주변지역의 경우 세느강변에 놓인 철도에 의해 주변,

지역이 수변공간과 단절되었으며 강변의 공장지 는 강과 철도로 둘러싸,

여 고립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철도일부를 지중화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

고 기존건물에 새로운 문화기능을 부여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철도지역을 복개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고 있는 세느강변< II-2>

그림 파리 만국박람회 계기로 지어진 관광의 명소 에펠탑 및 샤이오 궁전< II-3> ,

우측사진에 알렉산드르 세 다리와 큰 궁전 작은 궁전3 ,

둘째 도시수변공간에는 수공간이 지니는 감성적인 환경이 있다 수변, .

공간은 물에 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서정성에 의해 다양한 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인간의 친수감정과 아름다운 경관의 입지조건으.

로 인해 문화이벤트가 매우 효과적인 장소이다 파리의 경우 국제박람회가. ,



산업혁명을 전후로 세느 강변에 총 회8 (1855, 1867, 1878, 1889, 1900, 1925,

년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계기는 수변공간에 커다란 발전을 주1931, 1937 ) ,

었다 오늘날 파리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에펠탑 샤이오 궁전 알렉산드르. , ,

세 다리 큰 궁전 작은 궁전 오르세이 역사 미3 , (Grand Palais), (Petit Palais), (

술관 등이 국제박람회를 계기로 지어진 것이다 년 월 일부터 월) . 2002 5 15 10

일까지 개최되었던 스위스 박람회는 모라 비엔느 뉴샤텔 이베르동 레20 , , ,

벵의 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세4 .

계 유명 건축가들의 전시관들이 돋보여 예술의 해변 라 불리‘ ’(Art plage)

기도 했다.

그림 강변에 개최되었던 의 전시관들< II-4> Yvesdon-les-Bains 2002 Swiss Expo

셋째 도시수변공간에 위치하는 산업시설물들은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근 시 의 건축유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제가 문화 인만큼 장소성 즉 장소의 역사 및 흔적이 중시되고 산업‘ ’ ,

시설물조차도 과거의 혐오적인 존재에서 고유한 장소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고려되어 기존의 건축물을 시 적 용도에 맞게 문화 및 여가

활동의 기능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산업시설물의 문.

화적인 재생은 시민여가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식의 역전으로 강한,

인상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독일 디스부르그에 위치한 티센 철강공원은 공장지 를 파괴하지 않고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공장시설과 식재가 동시에 드러나게 하고 제,



철작업이 이루어졌던 현장을 공연무 로 구성하며 잔재벽체를 암벽등반으,

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산업시 와 현재의 문화시 를 공존케 하고 있다.

파리 세느강 동측끝부분에 위치한 마세나 학촌은 제분소가 있던 곳

으로 설계당시에 공장건물의 보존여부에 한 논쟁이 있었다 결국 세느강.

변이라는 장소적 중요성이 존중되어 공장건물의 외부를 유지한 채 내부의

기능을 학건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마세나 학촌은 년부터 시. 2002

작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건축학교의, Paris Val-de-Seine

경우는 기존의 건물이 규모가 작아서 증축하는 안으로 건축되고 있다.

그림 시민공원으로 재생된 독일 티센 제철소< II-5>

그림 학촌으로 재생되는 파리 마세나 지구< II-6>



제 절 시민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2

주 일 근무제와 생활권 여가1. 5

생활권 여가1)

현 사회의 여가(1)

현 의 여가개념은 노동에 한 가치관의 변화와 여가욕구의 다양화로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우리사회는 년 후. 1980

반 이후 탈산업화와 사회변화 속에서 중여가시 가 열렸다 현 인들은.

여가를 소극적 개념이 아닌 적극적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여가의,

범위와 활동도 광범위해져가고 있다 현 인의 여가생활에 한 관심과 욕.

구는 일상생활 중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가 생,

활의 일부로 스며들고 있다.

과거의 여가는 일상생활과는 분리된 별개의 특정 활동의 개념이었으나,

현 의 여가는 일상생활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개념으로 자리잡아가

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 가. ,

치관의 변화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현 인들에게 여가는 하나의 생활양식

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즉 현 사회는 사회적 현상인 여가가 조직화.

되고 현 인들에게 여가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여가사회라고 할

수 있다.

생활권여가의 개념(2)

현 인의 여가활동은 근로나 의무를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에 볼거리,

배울거리 놀거리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기분전환 자기계발 자아성, , ,

취를 하는 것으로서 주로 도시공간 내의 생활권에서 행해지고 있다 여가.

활동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는 여가를 생활권 여가와 관광권 또는 여행형 여가로 구분하고자한다 강.

남국5)은 여가를 즐기는 것 보는 것 쉬는 것 사교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 , ,

여가활동 종류에 따라 생활권 여가와 관광권 여가로 구분하였다 다른 연.

구에서는 여가를 거주지를 기점으로 거주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권

여가와 거주지역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여행형 여가로 구분하였다6).

생활권이란 일상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활

동이나 생활문화활동 등과 같은 일상적인 여가활동이 행해질 때에 거주지

에서의 접근성이나 이용 빈도 측면에서 일상성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자가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접근 가능한 여.

가활동 일상생활의 일부로 진행되는 여가활동은 모두 생활권 여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주 일근무제와 여가활동2) 5

주 일근무제와 여가(1) 5

우리사회는 성장주의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사회의 질적성장 보다는 양

적성장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양적변화 속에서 체계적인 기반조성과정 없,

이 여가문화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주 일근무제도 마찬가지로 고도경제성. 5

장 시 의 역사성 속에 급속하게 추진되는 관계로 개인이나 사회의 여가문

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 일근무제는. 5

년 월부터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년 월 일 주 일근무제 시행을2002 7 2003 8 29 5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모든2004 7 1

5) 강남국 여가사회의 이해, < >, 1999. pp. 32~38.

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생활권 여가 인프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주민참여, <

방안 연구>, 2004. pp.1~8.



공기업 금융 보험업종의 기업 및 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이 법에 의, · 1,000

해서 주 일근무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해마다 주 일근무제 시행을 확산해5 , 5

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7)은 주 일근무제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로 근로5

의 변화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 인적 자원개발에 한 투, ,

자 지역사회에의 참여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 .

로 주 일근무제는 우리사회에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늘어난5 .

여가시간을 신체적 건강을 위한 휴식 및 운동참여 여가활동을 통한 자아,

실현 및 자기만족 개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삶,

을 추구하게 되는 자기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

문이다 주 일근무제의 도입은 여가시간의 활용이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 5

할 수 있다는 삶의 질적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주 일근무제의 시. 5

행으로 증가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주 일근무제와 여가행태의 변화(2) 5

주 일근무제 시행 이후 서울시민들은 여가시간을 보다 여유있고 의미5

있게 보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 일근무제 시행을 기점으로 여, 5

가활동과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방법 등이 변화하고 있다 주 일근무. 5

제가 시행되기 전인 년 월 삼성경제연구소2001 8 8)에서 주 일근무제와 소득5

과 여가에 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주 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일5 2

간의 여가시간 활용방안으로 가족 내 활동을 하겠다 는 응답이‘ ’ 47.4%,

드라이브나 여행 을 하겠다는 응답이 로 전체의 약 를 차지하‘ ’ 22.2% 70%

7)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 2001.

pp. 44-52.

8) 삼성경제연구소 주 일제 근무와 여가에 한 인식, < 5 >, 2001. p.19.



였으며 그밖에 자기개발 휴식 스포츠 의 순‘ ’ 14.9%, ‘ ’ 6.6%, ‘ ’ 4.1%

으로 조사되어 주 일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여가패턴이 다양하지2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있다.

통계청의 년2000 9)과 년2004 10) 사회통계조사결과 가운데 서울시민의 주

일근무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을 비교해보5

면 시청과 여행을 제외한 부분의 여가활동참여는 주 일근무제 시행, TV 5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표 주목할만한 점은 주 일 근무제 시행으로 참여율이 많이 늘었을( II-3). 5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여행 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 일3.4% 5

근무제 시행과 관계없이 시청 휴식이나 수면은 내외의 큰 비중을TV , 50%

차지하는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년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11)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

로자들을 상으로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의 여134

가활동을 제시한 후 그중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4

결과 여전히 시청 독서 잠자기 음주 등 소극적TV (8.7%), (4.8%), (4.4%), (4.4%)

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이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내관광 여행의 경우에 년과< II-4> 2000 2004

년의 여행자비율을 비교해보면 주 일근무제 시행 이후인 년의 국내여, 5 2004

행자 비율이 로 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당일 여행자 비율은59.3% 2000 1.5% ,

동일하나 숙박 여행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주 일근3.5% . 5

9) 통계청 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0 >, 2001.

10) 통계청 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4 >, 2005.

1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 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근로자 여가생활 실태, < 40

조사>, 2005. pp.38~39.



무제 실시이전의 기 치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소득의 변화 없이 늘

어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여행 등의 소비가 많은 여가를 즐기기에는 경제

적인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 세이상 서울시 거주자< II-3> (15 )(%)

*복수응답이므로 합이 를 넘음100%

표 국내관광 여행자 비율 및 여행횟수< II-4>

2000 2004

시청TV 61.1 55.2

휴식 수면, 47.1 49.5

사교관련 28.5 29.9

가족과 함께 22.1 24.5

여행 15.6 12.2

컴퓨터게임 통신,PC 15.3 19.3

감상관람 14.7 (13.8)

문화예술관람 10.9

스포츠관람 2.9

스포츠 9.2 10.4

창작적 취미 3.4 3.2

자기계발 5.4

봉사활동 2.6

기타 4.2 3.8

년2000 년2004

국내관광여행자 비율 57.8 59.3

인당 여행횟수1 2.7 3.1

숙박여행 여행자 비율 43.5 47.0

인당 숙박여행 횟수1 1.1 1.2

당일여행 여행자 비율 39.1 39.1

인당 당일여행 횟수1 1.6 1.9



서울시민의 여가시설별 이용율과 이용횟수를 보면 여가시설을 이용하

는 이용자수는 주 일 근무제 도입 이후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5 3.9%

타났으나 전반적인 여가시설의 이용비율은 크게 늘어 여가시설 이용자가,

다양한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당 여가시설 이용의. 1

종류가 다양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여가시설 이용은 관.

광명소 해수욕장 산림욕장 놀이공원 가 증가하였다20%, 18%, 15.7%, 17.8%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여가시설 및 공간< II-5>

의 종류들이 부분 생활권 여가공간과 립되는 관광권 여가공간으로 서

울시민의 생활권 여가공간을 활용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서울시민의 여가시설별 이용자비율 및 인당 이용횟수< II-5> 1

주 일근무제 실시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개인과5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2)에서 주

1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위의 책, , 2005. p.19.

년2000 년2004

% 횟수 % 횟수

여가시설이용자 66.9 63.0

관광명소 41.6 1.15 61.5 1.11

온천장 20.3 0.54 30.0 0.51

골프장 2.6 0.24 5.3 0.31

스키장 9.0 0.22 17.7 0.28

해수욕장 21.0 0.32 39.0 0.38

산림욕장 10.9 0.22 26.6 0.35

놀이공원 32.3 0.81 50.2 0.76

기타 3.2 0.12 1.5 0.05



일근무제 이전에 비해 희망하던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한 조사를5

한 결과 절반이상 의 응답자가 주 일근무제 실시 이후에도 크게 계(59.4%) 5

획적이거나 규모있는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즉 주 일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5 ,

여가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생활에 있.

어서 여가시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어난 여가시간 만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활용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어진 여가

시간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

적인 여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2.

여가공간의 필요성1)

여가공간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물리적 형태의 공간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활동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여가공.

간은 물리적 접근성과 이용시기를 기준으로 이용자 지향형 중간형 자원, ,

중심형으로 구분된다13) 이용자 지향형은 여가공간이 이용자와 근접한 거.

리에 있어 이용이 용이하며 일상생활 중에 이용 가능한 여가자원을 의미한

다 자원 중심형은 여가자원의 질이 뛰어나지만 이용자와 원거리에 위치하. ,

며 주로 휴가 시에 이용되는 여가공간을 의미하며 중간형은 이용자로부터, ,

한정된 거리 안에 자원이 존재하여 당일 또는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여가

13) Clawson, M., & Knetsch, J. L.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신화경 여가생활패턴과 여가공간의 위치구조 에서1966. p.12. , < >, 2000. p.4

재인용.



공간이다 여가 공간 분류로 봤을 때에 여가가 일상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현 사회에는 당일여가를 위한 이용자 지향형의 여가공간개발이 필요하며,

이용자 지향형 여가공간의 일차적 고려사항은 물리적 접근성과 저비용 여

가시설이다.

주 일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활동에 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5

여가생활의 변화로 여가공간의 활용에 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

며 주요한 계획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는 여가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가자원의 공급 여가공간과 여가환경의 정비 여가시설의, ,

제공 등 다방면의 접근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사회도 여가공간과 환경을,

포함한 여가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여가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생활권 여가공간의 필요성2)

기존의 생활권 여가는 적극적 여가활동보다는 시청이나 휴식 등 정TV

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현실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생활권 여가공간의 부족도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이 주 일근무제 시행이후에 여가활동에 참여. 5

하려는 욕구가 증 하고 있으나 여행상품이나 레저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성

여가를 제외하면 어디서 어떻게 여가를 즐겨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소비성 여가의 활성화는 주 일근무제 시행으로 개인의 경제적. 5 ․
사회적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가에 따른 지출만이 증가하

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여가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의 여가시간.

의 증가로 중을 위한 여가공간 여가정보 및 여가컨텐츠가 부족한 상황,

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빈약한 여가문화는 음주 비계획적인 쇼핑 장시간, ,



시청 등의 비생산적인 여가문화와 여가권태를 고착시킬 개연성이 높다TV .

주 일근무제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여가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지출의 증5

속에서 소비지출을 늘릴 수 없는 계층에서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체감하

면서 상 적 빈곤감에 시달리며 증가한 여가시간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 일근무제가 우리사회에 여가. 5

시간 확보와 여가산업 발전을 가져다준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의 여러 계,

층을 위한 외적인프라 개발 및 여건조성에 한 공동체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여가 계층화의 심화와 여가권태감의 형성이 사회문제로 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년과 년에< II-6> 2000 2004

서울시민의 여가활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이 이상으로 나타나70%

이상의 서울시민이 여가를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2/3

났으며 주 일근무제 시행 이후인 년의 여가 불만족이 주 일근무제 시, 5 2004 5

행 이전인 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여가활용 불2000 3.4% .

만족은 전체국민의 여가활용 불만족 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여가68.4%

불만족의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다 주 일 근무제. 5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 때 경제적 부담은 에서 로, 37.8% 53.2% 15.4%

가 증가하였고 시간부족은 에서 로 가 증가하였다 주, 17.8% 24.7% 6.9% . 2

일 연휴로 그만큼 여가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발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적 이유와 시간부족을 제외한 상태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방해요인으로는 시설부족 교육기관부족 교통문제 등과 같은 외적, ,

여가자원 부족 의지부족과 피곤함 신체적 문제와 같은 심리적 신(29.7%), , -

체적 방해요인 여가스킬부족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19.9%), (17.9%),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의 순으로 나타났다(16.1%), (10.3%) .14) 문화관광부15)



에서 실시한 여가활동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말여가방해요인으로 비,

용부족을 제외하였을 때 장소 시설 부족 이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 ‘ / (34.9%)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의 외적인프라가 여가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막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외적인프라에 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중복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적인프라의 구축과,

병행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다.

표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II-6>

주 일근무제 시행 이후에 서울시민들의 바람직한 여가활동 참여를 유5

도하고 질적인 차원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주체적인

여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요구되며 그 표적인 방안으로,

생활권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참여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1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위의 책, , 2005. p.46.

15) 문화관광부 주 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조사보고서, < 5 >, 2004.

년2000 년2004

만족 28.4 25.0

불만족 71.6 75.0

경제적부담 37.8 53.2

시간부족 17.8 24.7

교통혼잡 4.9 5.4

여가시설부족 1.6 2.9

여가정보부족 1.5 1.7

취미가 없어서 3.3 4.5

건강 체력부족, 4.3 5.5

여가를 즐길 사람이 없음 2.0

기타 0.4 0.1



생활권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저비용 여가공간 및 시설의 확 는 시민

들에게 적극적 여가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저소득층

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여가활동의 접근성을 강화힌다 서울시는 주.

일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 증가한 여가시간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여5

가의 외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여가활

성화를 위한 여가공간 확충의 행정적 접근이 요구된다 일상생활권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권 여가공간의

개발 및 활성화는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

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수변 여가공간의 필요성3)

현 사회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되었

고 이로 인해 도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으며 현,

인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환경에 한 요구가 높아

져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도시의 쾌적성에 한 관.

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를 즐기기 위한 쾌적한 공간에 한 요구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공간에서는 만족할 만한 쾌적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곳으

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쾌적성과 친근성을 겸비한 수변공간이 그 공간적

상이 되고 있으며 친수공간으로의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6).

여가가 일상생활화 되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는 생활권 여가를 위한 이

용자 지향적인 자원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변공간은 다양한.

16) 김형태 이윤남 장준호 커뮤니티 개념을 적용한 도시하천 수변공간 정비방, , , <

안에 관한 연구>, 2002, p.201.



시설구비와 함께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여 도시인들의 변화하는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무엇보다.

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

고 있다.

현 의 여가는 일과 구분되어 행해지는 즐거운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

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가를 위한 여.

가가 아니라 일상생활로서의 여가 개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

지역특성을 살려 수변공간을 여가공간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친,

수공간과 생활권 여가공간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시표정을 연출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 절 문화도시의 수변공간1

제 절 시민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2

제 장 서울시 지천의4Ⅲ

수변여가공간





제 장Ⅲ 서울시 지천의 수변여가공간4

제 절 지천 수변여가공간의 변천과정1 4

조선시1.

행정구역 도성과 성저십리1) :

조선시 한양은 궁궐관청 등이 있는 도성과 성벽으로부터 리에 이10․
르는 지역을 일컫는 성저 리로 구성되었다 성저 리는 북으로는 북한10 . 10

산 남으로는 한강 노도 동으로는 양주의 송계원 현 중랑포 장, ( ), · · ·露渡
안평 서로는 양화도 고양의 덕수원 응암동 모래내를 따라 난지도에 이, · ( )·

르렀다 지천은 도성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중랑천과 홍제천은. 4 ,

한강과 함께 성저십리의 경계 역할을 했으며 탄천과 안양천은 경기남부의,

물화집산지교통요지의 길목을 따라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림< -Ⅲ 1 조선시 도성과 지천> 4



중랑천2)

청계천을 비롯하여 개 지류가 모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중랑천은14

당시에는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고 하천변은 풍류를 즐

기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였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상류인 도봉동 부근은.

도봉서원이 있어서 서원천이라고 불렸으며 하류인 살곶이다리 근처는 지,

형의 특징으로 인해 견항 이라 불렸다 특히 하류의 살곶이다리는 국( ) . ,犬項
왕의 왕릉행차 및 당시 군사훈련장이었던 살곶이벌의 훈련참관을 위해 건

설 년 된 조선시 당시로서는 가장 긴 교량이었다(1483 ) .

한편 묵동천과 우이천이 합류하는 중류 지점은 마치 큰 바닷가와 같아,

서 중랑포 라고 불렸는데 넓은 백사장에 물이 깊고 수량이 많아 조( ) ,中浪浦
선시 후기에는 도강연습 및 신무기연습 등 수전훈련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중랑포 인근에는 건원릉 능참배 시 왕의 도강을 위한 송계교와 공무

상 강원도지방으로 떠나는 관리들의 국립여관인 송계원이 설치되면서 민․
관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다.

탄천3)

현재의 탄천은 서울 시계에서 양재천 세곡천 등 개 지류가 모여 한강, 2

으로 흘러들어가지만 조선시 에는 한강 하중도인 부리도로 인해 탄천과

양재천이 각각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뽕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잠실.

이라고 일컬어졌던 부리도와 학여울 일 는 물목이 넓어진 한강에 양재천

과 탄천이 합류하게 되면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었으며 그로 인해 조선,

시 의 탄천 전역은 자연재해로부터 거의 무방비로 놓여져 있었다 하지만.

배후 송파나루 일 는 송파시장이 번성하여 물화의 집산이 활발하게 이루

어진 교통의 요지였다.



안양천4)

삼성천 목감천 도림천 등 개 지류가 모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안, , 3

양천은 그 주변 부분에 비옥한 농지를 근간으로 하는 소규모 집단부락이

입지하고 있었다 한편 안양천 하구에는 양화나루와 연결되는 나루터가 있. ,

어서 서울과 경기도 이남지역 및 인천과 수원 등지로 통하는 교통로 역할

을 하였다.

홍제천5)

홍제천은 현재는 불광천을 지류로 하고 있지만 조선시 에는 한강 하,

중도인 난지도로 인해 불광천과 홍제천이 각각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형

태여서 하류 지역은 특히 유로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중류 지역에는, .

도성에서 무악재를 넘어 중국에 이르는 로가 하천과 교차하고 있어 사람

들의 왕래가 빈번했으며 고려시 부터 있던 여행자 숙소인 홍제원을 비롯, ,

북산한성과 도성을 잇는 탕춘 성의 홍지문과 오간 수문이 설치되었다.

한편 산수 경치가 좋은 상류 지역에는 세검정 원군별장 옥천암 등이, , ,

생기면서 계곡풍경을 즐기는 인파가 모여들었다.

수변여가6)

유사이래 인류의 삶은 하천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고 의 문명인. 4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문명도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 , ,

조선시 에도 지금의 서울인 한강변에 도읍을 정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 하천과 인간사회는 경제 교통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 , ,

여가적 측면에서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



조선시 한강과 한강의 지천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많은 사람들4

이 모여들어 물놀이와 배낚시를 즐겼고 하천 주위에 정자를 짓고 시를 읊,

으며 풍류를 즐기기 위해 자주 왕래하였다 조선시 에는 한강과 한강의. 4

지천 주위에 많은 정자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연회나 손님접 시적 교,

류 등 정치적 문화적 요소를 두루 갖춘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외국,

사신이 왔을 때에 한강가의 정자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외교적 문제를 해결

하기도 했었다 이들 정자들은 한강의 물줄기를 바라보고 한강과 산을 둘.

러싸고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일제시2.

행정구역1)

전기 년(1) (1914~1935 )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어 경기도에 예속됨으로써 서울의 지위가 격

하되었으나 용산지역이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시작된 서울용산역의 철도, ․
중심 행정구역 개편이 전근 적 도시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후기 년(2) (1936~1945 )

경기도 일부지역이 경성부로 편입하면서 관할지역이 확 되었다 도시.

발전이 남 문 외곽지역인 용산개발과 더불어 노량진영등포의 서남지역,․
뚝섬장안평의 동북지역으로 확 되었고 이러한 성곽외부지역의 도시화는,․
철도와 전차 궤도의 설치 방향과 그 궤를 같이하였다.



그림< -Ⅲ 2 일제시 행정구역과 지천> 4

중랑천2)

일제시 전기에는 근 적 토목공사로 하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1914

년 경원선 개통으로 시작된 중랑천의 변화는 년 월 홍수로 약 년1925 7 9

에 걸쳐 진행된 하천 개수공사와 뚝도수원지 장안평농장에 이르는 연장~

의 제방 축조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사업들은 물자운송 및5,719m .

교통로 확 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천변의 유휴지를 활용한 것이었으며,

하천 개수 및 제방 축조는 이를 위한 방재사업의 일환이었다.

후기 역시 전반기 연장선상의 도시화 과정으로 년에는 경춘선 및, 1939

중앙선이 개통되었으며 년에는 연장 의 제방이 차례에, 1934~1939 16,032m 14

걸쳐 축조되었다.



탄천3)

타 하천들이 일제시 도시화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근 적

토목공사로 변화를 겪은 것과 달리 탄천은 중앙정부의 관리차원에서는 아

직 거리가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비옥한 농지가 많았던 유역이었기 때문.

에 홍수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구호양곡을 노임으로 하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의해 상당구간이 개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안양천4)

중랑천과 마찬가지로 안양천 또한 년의 경인선 개통과 년 경1900 1905

부선 개통으로 하천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철도 개통 이후 년부터. , 1929 9

년간 진행된 제방축조사업은 총 차례에 걸친 연장 의 공사였으16 25,227m

며 그 후에 영등포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년 과 경부선의 복선화, (1937 )

년 등 하천 주변지역으로 개발사업이 확 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1939 ) . ,

철도 개통 및 행정구역 확장 이후로 안양천과 도림천을 경계로 한 영등포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의 발전 및 운송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홍제천5)

홍제천 주변 역시 년 경의선 개통과 년 용산선 개통으로 변화1906 1906

하기 시작했다 년부터는 개년 계획으로 홍제천 개수공사가 시행되었. 1923 5

고 성산지역을 굽어 들어가던 홍제천의 유로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직강,

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로 하천주변은 경지정리가 단행되었고 광복 이후. ,

성산지구 택지 조성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중랑천과 안양천이 하천변을 따라 철도개통과 제방축조가 이뤄



졌던 것과 달리 홍제천의 경우 경의선과 용산선은 하천 하류부근에서 하,

천과 교차하여 건설되었고 유로변천 또한 하류지점에서 진행되었다 이러, .

한 현상은 홍제천 상류지역이 홍제원무악재 인근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그 외의 천변은 인왕산 안산 등의 자연지형으로 인해 개,

발 가능한 유휴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점에서 비롯되었다.

수변여가6)

일제강점기인 세기 초에는 한강의 지천 주변에 제방축조 및 철20 4

도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천변 주변의 정자에서 풍경을 감상

하고 풍류를 즐기던 인파가 서서히 감소한 반면에 한강과 성곽내외의 풍부

한 자연자원이 서울시민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변여가공간이 되

었다.

성곽주변의 계곡에는 물놀이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몰렸고 세검정,

아래에 풀장을 만들어 수영을 하기도 하였다 정릉계곡 일 는 숲이 우거.

지고 계곡이 깊어 여름철에는 피서와 목욕하는 인파로 가득찼다 한강을.

주변으로 한 둔치일 는 서울시민에게 피서지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강폭,

이 넓고 물결이 완만한 관계로 광나루일 는 피서와 수영을 즐기려는 인파

가 몰렸고 넓은 백사장에 있는 수영장은 서울시민의 수변 여가공간이었다, .

강변에 위치한 뚝섬유원지는 풍경이 아담하고 강물이 잔잔해서 유선장과

수영장 시설이 있었고 여름철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마포에는 뱃놀이가 성, .

행하였으며 노량진 일 에는 여름철에 보트놀이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 ,

로 이용되었다17).

17) 서울육백년사 제 권4 , 1983, pp. 1291~1305



년 한강인도교에 한 경성지방의 명승사적 의 소개라는 글에1937 ⌜ ⌟
서 봄 여름 가을에는 투망 낚시 주유가 적합하고 인도교 아랫목은 보트, , , , ,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량, .

의 중앙에 있는 중지도는 산책객의 휴식에 편하고 한여름에는 교각의 모습

이 강물에 비추어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18) 일제강점.

기에는 한강과 주변 계곡과 같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일년 내내 다양한

수변여가활동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여름철에 물에. ,

들어가서 즐기는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림 일제강점기의 수변여가활동< -3>Ⅲ

18) 김동완 세기 서울시민의 여가생활변천에 관한 연구, <20 >, 2002. p.63.



산업시3.

행정구역1)

전기 년(1) (1945~1963 )

해방과 더불어 경성부는 서울시로 개명되고 경기도 관할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더불어 홍제천 서측의 은평면을 서 문구에 중랑천 동남측의 둑도. ,

면을 성동구에 영등포 남측 시흥군 일부를 영등포구에 편입하면서 시경계,

는 확장되었다.

후기 년(2) (1963~2000 )

강남의 편입 등 시역의 적 확장으로 서울시의 총면적은 기존보다

이 늘어난 가 되었다 편입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현재의324.02 593.75 .㎢ ㎢

영등포와 노량진을 제외한 부분의 강남지역이 서울에 편입되었다.

그림< -Ⅲ 4 산업시 행정구역과 지천> 4



중랑천2)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시역확 와 전쟁복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

랑천도 하천 방재를 위한 토목공사가 재차 이뤄지게 된다 년 뚝도제. 1958

방 호안공사를 비롯 년부터는 년에 걸쳐 제방축조 및 호안공사가 진1966 10

행되었다 한편 주변 연안에는 비옥한 농지가 많아 중랑천 자체는 관개용. ,

수원으로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재사업이 일정 정도 완료가 된 년 이후에는 년 중랑하수처1975 1976

리장 준공을 시작으로 둔치정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년에는 하상정비. 1979

를 통해 체육공원 및 자연학습장 등의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년부터는 년에 걸쳐 천변을 따라 동부간선도로가 건설되기에 이른다1988 6 .

탄천3)

탄천주변은 일제시 와 마찬가지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도 큰 변화

를 겪지 않다가 년 강남지역의 시역편입 이후에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1962

하게 된다 년 연장의 제방축조 및 호안공사를 시작으로 년. 1966 300m 1971

에는 공유수면 매립이 단행되었고 육지로 변한 부리도를 중심으로 탄천주,

변에는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잠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년 이2 , (1971~1985 )

진행되었다.

강남지역의 단위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탄천주변에는 잠실종합운동

장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년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년 탄(1980 ), (1985 ),․
천하수처리장 년 등 단위 시설물이 조성되며 하천변 상부로는 동부(1987 ) ,

간선도로가 고가도로의 형태로 건설 년 되기에 이른다(1997 1999 ) .～



안양천4)

공장지역이었던 영등포노량진 일 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
괴와 복구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그로 인해 안양천 주변의 하천부지에,

는 토막민의 집단부락이 밀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년 행정구역 확 로. 1963

인해 편입된 안양천 주변지역에 한국수출공업산업단지 년 가 조성되면(1965 )

서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 년 등의 개발사(1968 1986 )～․
업들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년 에는 농지상태로 남아있던 목동지역에. 1980

목동신시가지기본계획 년 으로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하천인근에(1983 1988 )～

는 목동종합운동장열처리발전소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었고 천변,․
동측제방 밖으로는 서부간선도로 년 가 건설되기에 이른다(1987 1991 ) .～

홍제천5)

타 하천과 달리 홍수의 피해가 적은 홍제천은 해방 직후에는 축제공사

보다는 호안공사 사업이 주로 이뤄졌고 본격적인 산업화시 에 들어서는

본류가 복개되기에 이른다 년 초반에는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복개. 1970

되었고 난지도 제방축조 공사 년 로 난지도가 육지화되었다 그 후에, (1977 ) .

사천교 하류의 복개 년 로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복개된 하천 상(1977 1979 ) ,～

부로 내부순환도로가 건설 년 되기에 이른다(1995 1998 ) .～

수변여가6)

년 는 한국전쟁으로 국토의 황폐화 정치경제적 악순환과 급격히1950 ,

늘어나는 서울 유입인구로 도시는 확장되고 빈부의 차가 격심하였던 시기

였다 이 시기의 생활상은 전반적으로 여가활동보다는 생계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둔 시기로 하천에 한 관심은 최소한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하천의 이. 1960

치수기능에 중점을 둔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수의 오염과 한께 하천의 인공화

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분의 도시하천은 자연적으로 구(Channelization) .

부러진 하도를 직선으로 만들고 양안에는 높은 제방을 쌓고 그 안의 하천, ,

수는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로에 국한시키고 나무 돌 등 홍수 시에 물의, ,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나아가 도시에 흐르는.

작은 하천의 상당수는 복개되어 영원히 소멸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배수기능 이외에 하천의 기능을 불필요하

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시 적 흐름의 영향으로 년 와 년 에는 한강의 지1950 60 4

천에서 수변여가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여가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년 에는 새로운 물놀이 여가의 표적인 활. 1950

동으로 보트타기가 성행하여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보트를 즐기기 시작하였

으며 한강 곳곳에서 보트 여업자가 영업을 하였다 한편 겨울철에는 썰매, .

타기로 겨울철 서울시민의 여가공간이 되었었다 년 에는 한강변의. 1960

광나루 뚝섬 노량진 마포둔치 일 가 잔잔한 물결과 어우러진 백사장, , , ,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사람들이 계절 내내 찾는 수변 여가공간이었다4 19).

년 에는 서구화된 여가문화가 밀려오기 시작하였고 서울이 공간1970 ,

적으로 확장하면서 서울시민의 생활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한강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많은 교들이 생겨나고 지하철이 처음 서울에 도입되면서

그동안 주요 생활중심이 되었던 종로 명동 등의 강북 몇 곳에서 강남 등,

지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19) 서울육백년사 제 권< > 5 , 1983. pp. 1354~1358.



그 영역이 서울 각 지역으로 분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년 뚝섬유원지< -5> 1956Ⅲ

그림 년 빙상 회< -6> 1956Ⅲ

그림 년 흑석동 앞 한강< -7> 1959Ⅲ

그림 년난지도재첩잡이좌 년한강물놀이중 년한강물고기잡이우< -8> 1960 ( ), 1961 ( ), 1962 ( )Ⅲ



그림 년 마포강변 백사장 좌 년 뚝섬 다이빙 우< -9> 1962 ( ), 1964 ( )Ⅲ

그림 년 광나루 피서인파 좌 년 청계천 물놀이 우< -10> 1967 ( ), 1968 ( )Ⅲ

또한 년 경부고속도로와 년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시1970 1975



내와 서울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도 서울시민의 여가공간,

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여름에 장기휴가를 받은 직장인들은 서울을 벗.

어나 자연이 있는 곳에서 휴가를 보내기를 원하게 되고 서해안과 동해안,

은 주요한 여름휴가지가 되었으며 철도청은 여름이면 피서열차 를 운, ‘ ’

행하였다20) 이 시기의 수변여가는 생활권내에서의 활동보다는 장거리 여.

행이나 관광등과 접목된 형태로 활성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위험을 무릅쓰고 열차 위까지 올라타고 있는 피서인파와 해운< -11>Ⅲ

국내에서 이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 관행은 년 중반까지 계속되1980⋅
다가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친수기능을 강조한 하천정

비 행태가 시작되었다 년 한강 둔치와 수상공간을 여가공간으로 활용. 1982

하고 둔치정비 저수로 정비 하수차집관 설치를 위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 ,

시작되었고 암사동에서 행주 교까지 좌우 양안에 새로운 공원시설36Km

및 서울시민의 여가선용과 보건 휴양 정서생활 및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

이 설치되었다 뚝섬과 광나루에는 유원지를 조성하여 낚시터와 자연학습.

장으로 활용되는 초지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및 축구장 배구장 농구, , ,

20) 김동완 앞의 책, , 2002. p. 83.



장 등의 운동시설 개소를 설치하였다124 21) 한강시민공원 조성사업은 다양.

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넓은 여가공간 확보와 여러 계층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한강을 서울시민의 표적인 여가공간으로 떠오르게 하였다.

그림 한강의 수변여가< -12>Ⅲ

이로써 한강시민공원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고 조선시 부터 시민들의,

여가공간이었던 한강이 서울의 주요 오픈스페이스 여가공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의 젖줄인 한강은 서.

울시민의 주요한 수변여가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문화 관광 레저 등, , ,

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민.

에게 넓은 잔디밭 초지와 화단 운동편의시설 야외자연학습장 산책 자전, , , , ,

거타기와 수상레포츠공간을 제공해주는 표적이고 복합적인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22).

년 에는 한강종합개발 사업으로 한강에서의 수변여가활동이 활성1980

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산업시 의 도시하천은 년 까지는 치수중심의1980

개발로 한강의 지천에서 수변여가활동은 거의 행해지지 않았던 시기이4

다 그러나 년 에 들어서면서 한강의 지천을 중심으로 호안에 돌. 1990 4

21)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 < >, 1997. p55.

2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세기 공간변천사, < 20 >, 2001. pp. 422-424.



붙임을 하고 고수부지에 초목 식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설치 체육시설과, ,

주차장 설치 등의 하천공원화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에 치수위주로 정비된 하천의 친수성을 높이고 하천오염문제를 부분적

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해방지 차원에서 정비되던 방재하천에서

하천의 친수기능을 살린 공원하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년 는 국민들의 소득수준향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여가시간1990 ,

이 증가함에 따라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등의 여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년 후반에는 경제위기가. 1990 IMF

오면서 여가활동이 위축되었고 저가격 저거리 저시간 형태의 여가를 지, , ,

향하는 추세로 변화하여23) 한강의 지천과 같은 도시 수변공간을 활용한4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시4.

년부터 년여에 걸쳐 진행된 청계천 복원사업은 도시 관리 패러다2003 2

임에 변화를 가져와 산업화시 에 진행되었던 근 적 개발사업을 반성하

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계획수립을 촉,

진시켰다 지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지역에서도 하천변의 탄천하수처리. 4

장 등의 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유휴철도부지 활용계획 유수지 생태복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넓게는 배후지역의 노후화된 주거지 및 시가,

지의 재생을 위한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 개발.

사업들이 하천과의 다각적 연계가 고려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3) 김동완 앞의책, , 2002. p. 95.



그림< -Ⅲ 11 문화시 행정구역과 지천> 4

이러한 수변공간을 공원화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산업시 를 거쳐 문

화시 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시하천이 공원과 휴식의 기능을 가진 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주 일근무제 시행과 시민의 여가. 5

가치관 변화의 결과로 생활권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시민의 여가요구가 다

양화되어 시민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활권 여가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천 수변공간의 활용은 자연스러우면서도. 4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천별로 자전거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깅트랙 등의 체4 , ,

육시설 및 휴게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물들의 설치 및 공원. ,

조성이 시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계획이나 시민의 요구 및 수요를 기초로 만



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도 조사 및 실제 이용현,

황에 한 조사를 토 로 한 체계적인 수변여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제 절 지천의 현황 및 특성2 4

중랑천안양천탄천홍제천 개 하천은 서울의 생활권을 관통하는4 4․ ․ ․
표적 하천이다 중랑천과 안양천은 하천의 규모가 크다는 점 외에도 지.

리적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일제시 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어왔으며, ,

홍제천과 탄천도 산업시 를 거치며 생활권역 내에서의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지천으로 꼽히고 있다4 .

하천의 평균하폭을 살펴하면 중랑천 안양천 탄천이 경기도에서 시작, ,

하는 만큼 서울시계에 이르면 폭의 넓은 하천부지를 갖고 있는데 반200m

해 홍제천은 서울시계 내에서 발원하여 한강까지 이르는 거리가 짧아 평,

균하폭도 로 좁은 편이다 중랑천은 시계 내 하천연장이 긴만큼 개의45m . 7

자치구가 인접하고 있으며 넓은 하천면적과 개나 되는 지류 등 규모면, 14

에서 타 하천과 큰 격차를 보인다.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

평균하폭 200m 200m 245m 45m

하천면적 4,194,000m² 2,928,000m² 2,156,000m² 499,950m²

유역면적 299.65km² 286.00km² 300.95km² 40.77km²

시계내
하천 연장

20,970m 14,640m 8,800m 11,110m

시계내 지류 개14 개3 개3 개2

인접자치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동 문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남구,

종로구 마포구,
서 문구

교량
개 도로교18
개 철교4

개 도로교23
개 철교1

개 도로교11
개 도로교12
개 철교2

하천법에
의한 구분

국가하천 국가하천 지방 급하천2 지방 급하천2

관리주체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표< -Ⅲ 1 지천별 주요 현황> 4



중랑천1.

자연현황1)

국가하천 한강의 제 지류인 중랑천은 청계천 등 개 지류가 서울시내1 14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동 문구 성동구 등을 관류하는 전형적인 도시하, , , ,

천 수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랑천의 제 지류 개하천 제 지류 개하천, 1 8 , 2 5 ,

제 지류 개 하천을 구성하고 있다3 1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불국산에서 그 수원을 발하여 의정부시의 중심

부를 지나 남류하고 하류부인 성동구 송정동에서 서류하여 사근동에 이르

러서 유역의 최 지류인 청계천이 합류하며 한강본류의 성수 교 직하류,

우안측으로 한강본류에 유입한다.

유역의 동측에는 상류부에 의정부시와 양주군계를 이루는 천령산맥이

위치하고 용암산 수락산 불암산 등이(EL. 476.9m), (EL. 637.7m), (EL. 508.0m)

왕숙천과 분수령을 이루고 있고 서측으로는 도봉산 북한산, (EL. 730.5m),

등이 곡릉천 창릉천과 분수령을 이룬다(EL. 799.5m) , .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

행정구역으로는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 문구 중랑구는 전구역이, , , ,

유역 내에 포함되고 있으며 광진구 성동구는 전체면적의 일부가 포함된다, .

인구현황은 가구수 약 호에 인구수 약 인이 거주하여1,374,479 3,660,415

인구밀도 인12,216 /km2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 전 인구밀도 인18,121 /km2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3)

중랑천 주변지역은 주택 및 아파트 의 비율이 전체의(34.76%) (23.68%)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상업업무 공공시설용지58.44% , (14.62%),․
녹지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역이 가장 큰 비율을(10.02%), (7.50%) .

차지하는 가운데 월릉교를 경계로 상류주변지역은 아파트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하류주변지역은 다세 및 다가구가 밀집해있다 한편 청계천이 합. ,

류하는 구간은 산업 및 공업시설과 학교하수처리장 등 규모의 시설이․
집중해있다.

영축산 초안산 배봉산 등 중소규모의 녹지가 하천 서측에 근접해 있, ,

으나 하천변을 따라 건설된 철도에 의해 하천변 인접지역은 녹지로부터 단

절되는 양상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하천과 철도에 의해 고립된 경우도 나,

타난다.

하천명 토지이용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상업
업무

공업
공공시
설용지

녹지 합계

중랑천
면적( )㎢ 7.972 5.432 1.323 3.352 0.838 2.299 1.719 22.935

구성비(%) 34.76 23.68 5.77 14.62 3.65 10.02 7.50 100.00

표< -Ⅲ 2 중랑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Ⅲ 12 중랑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Ⅲ 13 중랑천 주변지역 학교 공간 방재시설 현황> / /



둔치 여가시설 현황4)

중랑천은 서울시 한강의 지류 중 가장 긴 하천으로 강북의 개구 도봉7 ( ,

노원 성복 중랑 동 문 광진 를 거치거나 관통 성동 하고 있다 중랑천은, , , , ) ( ) .

주변지역에 주택과 아파트 등 도시민의 거주지가 로 구성되어 있어58.44%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서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수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의 경우 중랑천의 고수부지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체

적으로 평탄하여 자전거타기에 매우 적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

다 중랑천 우안은 노원교에서부터 한강시민공원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

되고 있으며 중랑천 좌안은 노원교에서부터 성동교까지만 연결되어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있다고 해서 모두 자전거 도로로 잘 포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노원교에서부터 창동교까지 양측으로 개나리꽃 제방길이 이어지고 중

랑교에서부터 군자교까지 우안에 벚꽃 제방길이 이어진다 도봉 성동 동. · ·

문구 등 중랑천을 끼고 있는 자치구들은 중랑천 제방길 을 최고의 단‘ ’

풍과 낙엽 길로 꼽는다 특히 도봉구청 옆 중랑천 변에는 허리 돌리기 아. ,

령 철봉 등이 곳곳에 마련돼 있어 운동을 하기에도 좋다, .

그림< -Ⅲ 14 개나리꽃 제방길과 벚꽃 제방길>



중랑천 고수부지의 여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 와 같다 여가시설의 분포를 보면 동 문구가 가장 활성화 되어있< 3-3> .

는 반면에 성북구의 경우에는 여가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동 문구의 경우에는 중랑천변의 면적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성북구의

경우에는 중랑천변 면적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이유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별
주차
장

농구
장

축
구
장

배구
장

야구
장

게이
트
볼장

인라
인,
게임X

족
구
장

배드
민턴

모형
자동
차

휴게
광장

궁
도
장

기타

도봉구 - 2 - - - - 2 1 2 - 2 - -

노원구 - 2 - - - - 3 8 - - 4 - -

성북구 - - - - - - - - - - - - -

중랑구 - 4 - 2 - 4 3 1 6 1 5 -
MTB
트랙

동 문
구

- 6 - 2 - 3 9 1 3 3 7 - -

광진구 - 2 - - - 2 1 1 2 - 2 - -

성동구 1 2 2 1 1 1 1 1 1 - 2 1 -

표< -Ⅲ 3 중랑천 여가시설 현황>



여가 프로그램 현황5)

중랑천에서의 여가프로그램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서울시

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도봉구에서는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따라.

구간에서 구민한마음 건강달리기 회를 실시한 바 있다 동 문구에서7Km .

는 중랑천 하류부터 제 제 체육공원의 총 개의 구역으로 둔치에 공원을1~ 5 5

조성하여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있다 동 문구의 중.

랑천 고수부지의 제 제 체육공원에서는 직장인 웰빙체조 및 자전1, 2 ‘ ’ ‘

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그림< -Ⅲ 15 살곶이 공원에서 출발한 강기원 기마 퍼레이드와 시민걷기 회> 4

성동구에 있는 살곶이공원은 청계천에서 이뤄지는 행사의 기점지역으

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년 월에는 강 기원 월드컵 기마 퍼레이2006 6 ‘4

드 가 살곶이 공원에서 출발하여 서울시청까지 진행되기도 하였다’ . 2006

년 월부터 시작된 청계천 시민걷기 회는 청계천 고산자교에서 마장 교4 2 ,

살곶이 공원을 거쳐 서울숲에 이르는 총 구간으로 매월 둘째 넷째5.8Km ,

주 토요일 오전 시 분에 실시하고 있다 년 월 하이서울 페스티발7 30 . 2006 5

시민걷기 회에서는 살곶이다리에서 집결하여 고산자교 다산교 삼일교, , ,

청계광장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구간을 걸었다 서울시체육회 청소년8.5Km .

스포츠클럽에서는 살곶이 다리 인라인강습 을 실시중인데 살곶이 다리“ ”



를 건너면 성동구청 관할 인라인스케이트 전용 트랙에 일주일에 번 초중3 ․ ․
고등학생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이 진행된다 또한 노인들이 이용 가.

능한 게이트볼 강습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다산교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하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년 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을 세우고2006 4

청계천과 중랑천 합류부 구간에 야생화와 어류 조류를 관찰하고 동식물의,

생태 하천의 지형 특색 등에 해 알아보는 야생화 체험교실 과 청, , ‘ ’ ‘

계천 생태학교 등의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단체’ .

인 중랑천 사람들에서는 보름 민속놀이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쥐불“ ”

놀이 깡통돌리기 달집태우기 등의 도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잃어버린, ,

우리의 지혜로운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이는 해마다 보름이면 중랑천에서 보름 민속놀이를 진행하여 아.

이들에게는 조상의 지혜로운 지혜를 어른들은 잊혀진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한 청소년 여가 프로그램인.

중랑천 지킴이단 은 중랑천에 살고 있는 생물 식물들을 조사하고 중“ ” ,

랑천 수질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
통하여 진행된다 또한 매년 어린이 그림그리기 회를 마련하여 유치부. ,

초등학생 중학생이 참가하여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랑천의 모습을,

그려 보는 자리가 있다.

그림< -Ⅲ 16 중랑천 민속놀이 수질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림그리기 회> , ,



구간별 하천지역 및 주변지역 특징6)

한강합류부 성동교(1) ~

주변지역-

우안에는 응봉이 자연경관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배후 구릉지에,

아파트단지가 밀집해있다 하천구역으로의 접근이 국철로 인해 차단된 가.

운데 진입이 가능한 성수교와 성동교 부근에는 광희중 응봉초교 행당여중, ,

등이 위치하고 있다 좌안에는 동부간선도로 뒤로 서울숲이 조성되어 있으.

며 용비교 인근에 래미콘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

둔치 및 제방-

우안으로 콘크리트 하천 둑이 성동교에서 응봉역까지 연결되어 있고,

좌안으로는 성동교에서 용비교까지 콘크리트 블록이 쌓아져있다 성동교에.

서 한강까지 양안은 하천부지가 비교적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갈 종류,

의 식생이 크게 자라고 있다 둔치 내 시설로 자전거도로가 한강까지 연결.

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우안에는 국철이 한강제방을 따라 중랑천으로 합류 성수교 상류 지점,

에 이르러 내륙으로 향하며 좌안에는 동부간선도로가 한강에 이르러 강변,

북로에 합류한다 국철과 동부간선도로로 인해 배후지역에서 하천부지로의.

도보에 의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류구간에서의 자전거 접근이 가,

능하다 성동교 상부로는 지하철 호선이 지나고 한양 역이 거리에. 2 , 100m

있다.



여가문화시설 서울숲

공원 녹지 서울숲 응봉,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서울숲 왕십리,

개발구역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 응봉유수지 생태복원사업, ,
서울숲조성사업 한일약품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 한양 역 국철 호선 응봉역2 , 1

제외지에서의 접근 육교 계단,

특징 -

표< -Ⅲ 4 한강합류부 성동교 특징> ~

그림< -Ⅲ 17 한강합류부 성동교 주변지역현황> ~



성동교 군자교(2) ~

주변지역-

중랑천 우안에는 청계천을 경계로 서쪽에는 한양 학교가 동쪽에는 서,

울 중북부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다 규.․
모 시설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우안과 달리 좌안의 배후에는 남쪽으로는 성

수동 준공업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다세 다가구를 중, ․
심으로 한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둔치 및 제방-

우안의 군자교에서 구장안교 사이에는 높은 제방을 경계로 하천변에

사행천의 형태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청계천 유입지점인 한양 학교,

앞에는 살곶이공원과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좌안의 하천 둑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천 수면 밑으로는 돌망태가 만들어져 있어 물,

고기의 산란 및 휴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장안교 하류로는 하천부지.

가 거의 없다.

접근 및 교통체계-

동부간선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횡단하

다가 좌안으로만 상행선과 하행선을 횡단하게 된다 그로 인해 지 가 낮, .

은 좌안 배후에서의 하천으로의 진입은 지하도를 통해 가능하다 우안의.

경우 규모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그 배후 주거지역에서의 하천

접근은 매우 불리하다 구장안교와 성동교 구간에는 지하철 호선이 장안. 2

철교와 성동교를 통해 중랑천을 횡단하며 청계천이 유입되는 구간에는 내,

부순환도로 또한 동부간선도로에 합류하면서 많은 교량이 중랑천을 점유한

다.



여가문화시설 살곶이다리

공원 녹지 살곶이공원

주요 행사
월드컵 기마퍼레이드 청계천 시민걷기 회, ,
하이서울페스티벌시민걷기 회 야생화체섬교실, ,
살곶이다리인라인강습 보름 민속놀이,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

개발구역
중랑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용답자동차정비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 한양 역 뚝섬역2 ,

제외지에서의 접근 지하터널 경사로 계단, ,

특징 -

표< -Ⅲ 5 성동교 군자교 특징> ~

그림< -Ⅲ 18 성동교 군자교 주변지역현황> ~



군자교 장안교(3) ~

주변지역-

장안교 부근에서 까르푸와

두산아파트를 끼고 아차산에서

발원하는 면목천이 연결되어 중

랑천으로 유입된다 우안 배후.

로 장안아파트 현 아파트 삼, ,

성아파트 등의 아파트단지가 있

고 그 뒤로 일반주택지역이 분

포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가.

하천에 인접하여 조성되면서 하

천부지에 체육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 공동주,

택단지와 하천체육공원을 연계

하는 진입육교와 도로변 근린공

원이 설치되었다 좌안 배후로.

는 중곡동 다세 다가구 주택․
이 밀집해 있고 우안과 달리,

제내지측 제방사면 옆에 도로가

아닌 건물이 하천과 평행하게

블록을 이루고 있다.

둔치 및 제방-

콘크리트 블록으로 둑이 형성되어 있으나 토사가 콘크리트 블록을 덮

어 식생이 자라고 있고 양쪽 모두 상류에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

우안으로는 하천면적이 넓고 모래와 진흙으로 형성되어 식물군이 다양하,

그림< -Ⅲ 19 군자교 장안교 주변지역현황> ~



게 형성되어 있고 좌안 하천부지는 우안에 비해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더 많이 조성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타 구간과 마찬가지로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하천접근이 어려운 상태로

써 제방상단에서 고수부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량형식 또는 통로

등의 접근로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분포한 지역에Box ,

설치되었다.

여가문화시설 동 문구 복지회관

공원 녹지 중랑천 제 체육공원1

주요 행사 직장인 웰빙체조 자전거프로그램,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까르푸

거점지역 -

개발구역 군자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7

제외지에서의 접근 육교 지하터널,

특징 -

표< -Ⅲ 6 군자교 장안교 특징> ~



장안교 이화교(4) ~

주변지역-

중랑천을 중심으로 중앙선,

망우선 경원선이 삼각형태로 둘,

러싸고 있는 장안교와 중랑교

사이구간에는 주변에 다세 및

다가구 중심의 주택지가 밀집해

있다 중앙선이 지나는 철교와.

중랑교 사이구간에는 우안으로

는 아파트단지가 좌안으로는 자,

동차관련 공업사들이 밀집해 있

다 중랑교 하류 구간에는 우안.

으로 배봉산을 배후로 휘경주공

아파트 등의 아파트단지와 휘경

여중 등의 학교들이 블록을 형

성하고 있다 좌안으로는 한신아.

파트를 비롯 주택이 밀집해있,

다.

둔치 및 제방-

중랑교와 우회교량사이 구간은 콘크리트 벽으로 하천 둑이 만들어져

있고 제방에는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이화교와 중랑교 구간의 하천부, .

지는 폭이 넓고 인위적으로 식물이 조성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하천,

식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장안교 인근 상류 양안에는 체육 및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은 농작물 경작도 이뤄지고 있다 체육시설이 조, .

그림< -Ⅲ 20 장안교 이화교 주변지역현황> ~



성된 지점에는 진입육교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 및 교통체계-

동부간선도로가 양안 둔치를 지나고 있으며 제내지측 제방옆으로는 보

행자 횡단이 가능한 도로가 하천과 평행하게 지난다 체육 및 편의시설이.

조성된 둔치 인근에 진입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상류에서는 철교 아래 육,

로를 통해 보행자 진입이 가능하다.

여가문화시설 -

공원 녹지 배봉산 중랑천 제 체육공원, 2

주요 행사 직장인 웰빙체조 자전거프로그램,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

개발구역
배봉산지구단위계획구역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상봉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7

제외지에서의 접근 육교 지하터널,

특징 -

표< -Ⅲ 7 장안교 이화교 특징> ~



이화교 월계 교(5) ~ 1

주변지역-

월릉교를 중심으로 상류지

역 주변은 주거지역이다 우안.

으로는 단위 아파트지역이며,

아파트단지 배후로는 성북차량

기지가 넓은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하천 접근은 체로 아파,

트단지 주민들에게만 열려있다.

좌안으로는 풍림아파트를 제외

하고 그 남쪽으로는 단독 및

다세 주택이 밀집해 있다 월.

릉교 부근에서 좌안에서는 묵

동천이 우안에서는 우이천이,

합류하며 북부간선도로가 지나,

고 있어 월릉교를 중심으로 남

북이 단절되어있는 형상이다.

월릉교 하류지역은 우안의 경

우 기차차량기지가 하천과 바

로 인접해 있어 그 배후 주거

지역에서의 하천접근은 매우

불량하다.

둔치 및 제방-

월릉교 하부는 콘크리트 블록화되어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부구간,

자연형하천둑으로 조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직강화된 하천형태다 월계 교, . 1

그림< -Ⅲ 21 이화교 월계 교 주변지역현황> ~ 1



와 한천교 사이구간에는 하천둑에서 동부간선도로 구간이 매우 짧고 하천

부지가 좁아 식생은 거의 없으며 이화교와 우회교량 사이구간에는 체육,

및 편의시설이 양안에 설치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월릉교 상류지역은 둔치 폭이 좁아 시설 조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데다 동부간선도로를 건너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시민의 이용이

저조하다 월릉교 하류지역은 체육 및 편의시설과 진입육교가 조성되어 있.

어 인접 주거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나 차량기지로 인해 그 배후 주거,

지역에서의 접근은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동부간선도로가 둔치 양안.

을 지나며 제내지 측 제방옆으로는 보행자 횡단이 가능한 도로가 지난다, .

지하철 호선과 국철이 하천 양측에서 하천과 평행하게 지나며 지하철7 , 6

호선은 중랑천을 횡단한다.

여가문화시설 -

공원 녹지 중랑천 제 체육공원3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

개발구역
휘경지구단위계획구역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
중화뉴타운사업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 지하철 호선 국철 호선6 , 7 , 1

제외지에서의 접근 육교 계단,

특징 -

표< -Ⅲ 8 이화교 월계 교 특징> ~ 1



월계 교 창동교(6) 1 ~

주변지역-

창동교와 녹천교 구간은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등 규

모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하.

천변 일부 지점에는 공원 및

학교가 하천과 맞닿아서 조성

되었다 녹천교와 하계 교 구. 1

간은 우안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고 좌안으로는 노원소각장,

이 자리하고 있는데 수락산,

에서 흘러 내려오는 당현천이

유입되는 좌안에는 마들근린

공원 청소년수련장 자원회수, ,

시설 등 공공시설들이 집중되

어 있다 그 반 편에는 초안.

산과 영축산이 하천과 인접해

있으며 하천과 산의 경계에,

경원선이 지나고 있다.

둔치 및 제방-

창동교에서 녹천교 구간 우안 하천 둑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지

만 집중호우 때 토사가 밀려와 하천 둑을 덮고 있고 다양한 식생이 서식,

하고 있다 하천부지는 양안 모두 아파트가 맞붙어 있고 체육 및 편의시설. ,

이 다수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 녹천교에서 하계 교 구. 1

간 우안은 식물상태가 다양하며 둑과 하천부지가 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림< -Ⅲ 22 월계 교 창동교 주변지역현황> 1 ~



하천 둑에 식물이 많고 좌안 하천 둑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

접근 및 교통체계-

동부간선도로가 좌안으로 달리다가 상행선과 하행선이 나눠져서 하계1

교를 기점으로 하행선 도로가 우안으로 바뀌게 된다 우안에는 초안산 영.

축산 부근에서 하천과 평행하게 지나던 경원선 철로가 동부간선도로가 나

눠지는 하계 교를 기점으로 내륙으로 들어간다 좌안으로 동부간선도로가1 .

있지만 계단진입로가 있어 진입은 편리하며 우안은 산철로하천이 맞닿는, ․ ․
구간 이외에는 접근이 용이하다.

여가문화시설 노원구 청소년수련장 노원구 복지회관,

공원 녹지 마들근린공원 초안산 영축산 중랑천 제 체육공원, , , 4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

개발구역 -

중교통 지하철 호선7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경사로,

특징 -

표< -Ⅲ 9 월계 교 창동교 특징> 1 ~



창동교 상계근린공원(7) ~

주변지역-

상계 교 하류구간에는 우안으로 도봉생활체육광장과 창동 하나로클럽,

공용주차장이 있고 좌안으로는 창동지하철 차량기지와 자동차운전면허시,

험장이 있다 규모 시설물들이 주변에 많은데다가 지하철 호선이 중랑천. 4

을 횡단하고 있어서 휴식 및 산책을 위한 시설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한.

편 상계 교 부근 우안에서는 북한산에서 흐르는 방학천이 하수도로 연결,

되어 중랑천과 합류한다 상계 교 상류구간에는 좌안은 규모 상계동 주.

공단지와 근린공원이 하천변을 따라 위치하며 우안에는 하천변으로만 아파

트단지가 밀집하고 그 배후는 역세권역에 속한다.

둔치 및 제방-

하천 둑은 콘크리트로 블

록화되어있다 좌안으로는 자.

전거도로가 있으며 상류부근

에는 조깅로 및 편의시설 등

이 조성되어 있긴 하나 타 구

간에 비해 인위적인 시설은

극히 적은 편이어서 체육시설

의 경우 좌안 일부 지점에 치

중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동부간선도로가 좌안을 따

라 지난다 좌안 상계주공아.

파트단지 배후 간선도로를 따

라 지하철 호선이 지나며7 , 그림< -Ⅲ 23 창동교 상계근린공원 주변현황> ~



지하철 호선의 경우 창동교 상류 철교를 통해 중랑천을 횡단한다 우안은4 .

하천으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좌안은 진입로의 거리가 떨어져 있.

고 동부간선도로가 놓여 있어서 도보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이다, .

하지만 상계 교 상류지역은 하천으로 진입하는 육교가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서 아파트단지에서의 하천 접근은 용이한 편이다.

여가문화시설 도봉생활체육광장

공원 녹지 상계근린공원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농협하나로클럽

거점지역 창동

개발구역 창동지구단위계획구역 방화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 지하철 호선 지하철 호선1 , 7 , 4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육교,

특징 -

표< -Ⅲ 10 창동교 상계근린공원 특징> ~



상계근린공원 서울시계(8) ~

주변지역-

노원교를 경계로 하류부근

에는 하천변에만 일부 아파트

가 조성되어 있고 그 배후로,

는 단독 및 다세 등의 주택

지가 분포하고 있다 도봉천.

이 노원교 우안에서 중랑천으

로 합류하고 있으며 그 남쪽

으로 성균관 야구장과 국군

창동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노원교 상류에 서울시계구간

에는 유원아파트 도시개발,

아파트 등이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시계 하

천변에는 학교들이 다수 분포

하고 있다.

둔치 및 제방-

좌안 하천 둑은 동부간선도로가 수락중고교를 기점으로 하천변을 따라

남하하면서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다 우안 하천 둑은 노원교까지 돌.

망태로 만들어져 있다가 노원교에서 하류구간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정비,

되어서 노원교 상류는 자연스럽게 주변식물과 연결되어 있다 하천부지는.

양안 모두 자연 식생 위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인위적인 시설로는 산책로,

만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Ⅲ 24 상계근린공원 시계 주변현황> ~



접근 및 교통체계-

양안의 배후 간선도로를 따라 국철과 지하철 호선이 지나며 호선의7 7

경우 수락중고등학교 부근에서 중랑천 하부를 관통해 도봉산역에서 국철과

교차한다 수락중고등학교 위치한 서울시계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좌안으로.

연결된다 우안 하천부지는 노원교에서 무명교쪽 방향으로 하천으로의 진.

입이 용이하며 서원아파트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 이용은 편,

리한 편이다.

여가문화시설 성균관 야구장

공원 녹지 -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

개발구역 -

중교통 국철 호선 지하철 호선1 , 7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육교,

특징 -

표< -Ⅲ 11 상계근린공원 서울시계 특징> ~



중랑천 수변여가공간 문제점7)

제외지 공간의 획일적 배치(1)

산업시 당시 진행된 한강하천정비사업 이후 중랑천 역시 콘크리트,

호안 조성과 체육시설 위주의 기능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획일적인 방향

으로 하천부지가 조성되었다 즉 하천의 규모에 따른 장점 수용이나 주변. ,

지역과 어울리는 다양한 기능 배치 등은 없고 체육공원의 적당한 간격별,

배치만 진행되었다 서울시계내 하천연장이 긴만큼 시설물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운동 외에 휴식 학습 놀이 생태 등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 , ,

는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2)

양쪽으로 하천부지 내에 동부간선도로가 놓여 있어서 접근이 어렵고,

진입 육교나 터널의 경우도 거리상 멀거나 양안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주변지역에서의 진입이 불편하다 주변.

지역의 성격에 어울리는 하천부지 조성과 더불어 하천과 주변지역이 연계

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진입로 확충이 필요하다.



탄천2.

자연현황1)

국가하천 한강의 제 지류 지방 급하천인 탄천은 양재천 등 개 지류1 2 19

가 서울시 경기도를 관류하는 가운데 서울시계 내에서는 개의 지류가 합, 3

류하는 전형적인 도시하천 및 농경지 하천수계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 동남측에 위치하며 탄천 우안측에 서울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한강 하류 약 지점 한강 횡단교량인 청담 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유100m

입된다.

탄천 유역은 광주산맥의 남서 연장 점멸부에 해당된다 남북으로 거의.

직선상 저지 를 중심으로 동서 양측으로 병립하는 이체로운 지세를 보여

준다 서반부에는 이지역의 최고봉인 망경 와 최저지 인 한강. (EL.618m)

변 이 있고 동반부에는 검단산 과 광주면 태전리 일(EL.20m) , (EL.534.7m)

저지 가 있다 이들의 기복차이는 동서가 각각 와 로(EL.40.0m) . 600m 500m

서 더욱더 심한 편이다 서반부에서 능선들은 광교산 백운산. (EL.582m),

바라산 모은봉 청계산 망경(EL.564.2m), (EL.428m), (EL.540m), (EL.583m)

옥녀봉 등이 남북으로 연봉을 이루며 고준한다(EL.618m), (EL.373m) .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

행정구역으로는 송파구 강남구 등 개구만을 포함한다, 2 .

인구현황은 가구수 약 호에 인구수 약 인이 거주하여604,024 1,819,139

인구밀도 인 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 전 인구밀도 인6,044 /km² 18,121 /km²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3)

탄천 주변지역은 녹지가 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상업38.16% . (18.70%), ․
업무 주택 가 그 뒤를 이어 비슷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16.60%), (15.23%)

며 공공시설용지는 를 차지하고 있다, 9.42% .

잠실종합운동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 규모시설과 유수지 하수처리장, , ,

배수펌프장 등 다수의 하천시설이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하천 서측 일.

부구간으로는 상업업무 용도가 밀집해 있으며 하천 동측 중류부근은 일반․
주택지역이 밀집해 있다.

한편 하천 상류구간인 시경계 구역은 현재 농경지 등 녹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동남권유통단지계획 및 송파권역도시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

다.

하천명 토지이용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상업
업무

공업
공공시
설용지

녹지 합계

탄천
면적( )㎢ 1.910 2.345 0.209 2.082 0.030 1.181 4.786 12.543

구성비(%) 15.23 18.70 1.67 16.60 0.24 9.42 38.16 100.00

표< -Ⅲ 12 탄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Ⅲ 25 탄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Ⅲ 26 탄천 주변지역 학교 공간 방재시설 현황> / /



둔치 여가시설 현황4)

탄천은 주변지역에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지역이 를 차지하33.93%

고 있으며 강남구와 송파구를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탄천 고수.

부지의 여가시설은 송파구 고수부지의 주차장 자동차면허시험장 자동차, ,

극장 카트경기장과 강남구 고수부지의 주차장이 전부다 탄천 주변 주거지, .

역이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서33.93%

활용될 수 있는 수변공간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별 주차장 자동차면허시험장 자동차극장 카트경기장 기타

송파구 1 1 1 1 -

강남구 1 - - - -

표< -Ⅲ 13 탄천 여가시설 현황>

그림< -Ⅲ 27 자동차극장과 자전거도로>



여가 프로그램 현황5)

송파구는 년 월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탄천 주변에서 자전거를2006 6 ‘

타면 지구를 살려요 라는 주제로 송파녹색 자전거 봉사단이 탄천부터 잠’

실 자전거 무료 여소를 거쳐 송파구청과 올림픽로 평화의문 성내천까지,

자전거로 달리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벌였고 탄천 생태경관보전․
지역 정화활등 등을 진행하였다 년 월 일에는 제 회 아마추어. 2005 12 18 ‘ 1

카트 회 가 잠실 탄천에서 열렸다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 로 더욱’ . ‘ ’

유명해진 카트 는 로 달리는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다 카트는(KART) 40Km .

원동기 엔진에 뼈 프레임 와 바퀴 핸들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시트80 ( ) , , , ,

범퍼만 달랑 장착한 달리는 기계 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 차체가 없는‘ ’ .

데다 지상고가 낮고 주행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돼 속도감은 실

제속도의 배가 넘으며 지상고가 워낙 낮아 전복될 위험이 전혀 없고 안2~3

심하고 스릴을 즐길 수 있다 지난 월 문을 연 잠실카트체험장은 총길이. 5

의 트랙에 형 형 형 등 가지 주행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요금500 A , B , C 3 .ｍ

은 분에 만원인데 주행에 앞서 운전요령과 안전교육을 받는다 레저용7 1 .

카트는 인승과 인승이 있는데 키 이상이면 누구나 인승을 이용할1 2 140 1㎝

수 있고 인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 .

그림< -Ⅲ 28 환경의 달 행사와 아마추어 카트 회>



구간별 하천지역 및 주변지역 특징6)

한강합류부 탄천제 교(1) ~ 2

주변지역-

송파구측에는 잠실 우성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고밀도 아파트단지가, , ,

강남구측에는 한국종합전시장을 비롯 상업업무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한강.․
합류부에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와 잠실종합운동장 아시아공원이 위치하,

고 있고 방재시설로 치 잠실유수지가 인접해 있으며 정신여중고교와, , ,

아주초중교가 우안측 제내지에 위치해 있다.

둔치 및 제방-

청담교와 삼성교 사이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의 보조주차장 및 견인이동

차량보관소 자동차천극장 카트경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삼성교와 탄천, , .

제 교 사이에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좌안부에는 양재2 ,

천에서 이어지는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가 한강합류점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수부지와 저수부지 좌우 양안 모두 도로 겸 제방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축조되어 있고 제방 밑 지하에는 탄천 하수관로가 통과하고 있다, .

접근 및 교통체계-

하천 내에 지하철 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삼성역이 위치한다 잠400m 2 .

실종합운동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하천 접근이 가능한 지하보도 및 진

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업무지역과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양안 모

두 하천 접근이 양호하다 좌안 둔치 상부로 동부간선도로가 지나며 제방. ,

도로는 왕복 차선으로 횡단보도가 일정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하천 접4 ,

근은 양호하다 우안 제방도로 역시 왕복 차선으로 청담교 삼성교 구간에. 4 , ~

는 횡단보도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삼성교 탄천제 교 구간 제, ~ 2

방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용되고 보행자는 지하보도로 하천에 접근한다.



여가문화시설 잠실종합운동장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공원 녹지 아시아선수촌공원 탄천생태보전지역,

주요 행사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정화활동 아마추어 카트 회,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삼성동 코엑스

거점지역 삼성동 코엑스

개발구역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 삼성역 종합운동장역2 ,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육교 경사로, ,

특징 -

표< -Ⅲ 14 한강합류부 탄천제 교 특징> ~ 2

그림< -Ⅲ 29 한강합류부 탄천제 교 주변지역현황> ~ 2



탄천제 교 탄천교(2) 2 ~

주변지역-

부지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송파구측으로는 다세 다가구 주택이 밀집․
해 있으며 규모시설로는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가 하천에 인접해있다, .

탄천유수지 배후로는 가락아파트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 유수지는 주차,

장이나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강남구측에는 탄천제 교 부근에서 양재. 2

천이 탄천으로 합류하며 합류부에는 학여울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양.

재천 남쪽으로 한도시가스 탄천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등의 규모시, ,

설이 탄천과 인접해있고 그 배후로 규모아파트단지 및 다세 다가구주, ․
택 등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나 규모시설로 인해 탄천으로의 접근성

은 매우 불량하다.

둔치 및 제방-

양안 모두 넓게 형성되어 있는 둔치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용시설이 없는 자연 상태로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부 자연적.

으로 형성된 산책로 길이 있으나 고수부지 활용은 없는 상태다 부지 내.

제방은 호안블럭으로 포장되어 있고 제방 밑 지하에는 탄천 하수관로가,

통과하고 있다 저수부는 콘크리트 호안 등 인공적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초지와 함께 형성되어 있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

다 한편 좌안부에는 성남에서 이어지는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가 한강합. ,

류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송파구측은 제방 법면 옆으로 도로가 있고 보행자 횡단이 가능하다, .

하지만 하천으로의 접근은 교량 및 유수지인근에서만 할 수 있다 좌안은.

동부간선도로 및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접근불가능하며 이들로부터 생,

태보전지역을 보호하려는 방음벽으로 인해 하천경관 또한 차단되어 있다.



여가문화시설 유수지 내 체육공원

공원 녹지 탄천 생태보전지역 학여울생태공원,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

개발구역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잠실유수지 생태복원사업,
탄천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중교통 -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특징 -

표< -Ⅲ 15 탄천제 교 탄천교 특징> 2 ~

그림< -Ⅲ 30 탄천제 교 탄천교 주변지역현황> 2 ~



탄천교 서울시계(3) ~

주변지역-

부지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올림픽훼밀리

아파트가 송파구에 인접해 있으며 강남구측에는 수서아파트단지가 배치되,

어 있는데 특히 학교들이 하천변과 인접해서 배치되어 있다 남쪽 서울시, .

계에 이르면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송파구측 농,

경지는 송파권역 도시개발사업 및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

다.

둔치 및 제방-

둔치 및 제방은 탄천제 교 탄천교 구간과 동일하게 조성되어 있다 생2 ~ .

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둔치는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좌안은,

하천변 광평교 상류부까지 동부간선도로가 고수부로 관통하고 있어 하천경

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광평교상류부에서 좌안 고수부를 관통하던 동부간선도로가 우안으로

옮겨 성남까지 이어진다 접근성은 탄천제 교 탄천교 구간과 마찬가지로. 2 ~

하천도로 및 주요시설물 등에 의하여 하천접근이 비교적 불량하다 송파구.

에는 간선도로변으로 지하철 호선이 지나고 있으나 하천에서는 일정 정도8

거리가 있으며 강남구에는 지하철 호선 수서역이 탄천으로부터 거, 3 400m

리에 있다.



여가문화시설 -

공원 녹지 탄천 생태보전지역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점지역 -

개발구역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송파권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중교통 지하철 호선 수서역 지하철 호선3 , 8

제외지에서의 접근 육교

특징 -

표< -Ⅲ 16 탄천교 서울시계 특징> ~

그림< -Ⅲ 31 탄천교 서울시계 주변지역 현황> ~



탄천 수변여가공간 문제점7)

하천공간에 부적합한 시설(1)

탄천 상류구간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타 하천에 비해

하천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류구간은 주차장 운전면허시험장, ,

등 하천기능과 상충되는 시설 배치로 인해 하천 하류의 환경기능 전체가

악화되고 있다.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과 도시의 인공적인 경관의 분리(2)

생태보전지역인 상류는 자연성이 잘 보존되고 있지만 주변지역에서의,

접근이 거의 차단되면서 주변지역의 인공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

리된 자연생태계공간으로만 남아있다 주변에 밀집한 주거지역 및 업무지.

역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 하천공간의 자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

수성 공간으로의 조성이 요구된다.

주변지역과의 연계 부족(3)

탄천 주변에는 규모의 시설들이 구간마다 분포하고 있어서 그 배후

인구밀집지인 업무지역 및 주거지역에서의 접근이 도보로는 불가능한 실정

이다 산업시 규모 시설의 용도 변경 시 제외지와 제내지의 완충을 위.

한 용도로의 체가 필요하다.



안양천3.

자연현황1)

안양천은 국가하천 한강의 제 지류이며 소규모 지류인 도림천 등 개1 11

지류가 서울시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시흥시 과천시 등, , , , , , ,

을 관류하는 전형적인 도시하천 및 농경지 하천 수계로 이루어져 있고 시,

계 내에서는 개의 지류가 안양천으로 합류한다3 .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서측으로 유하한

후 유향을 북서측으로 바꿔 흐르다 안양시를 관류하여 동측에서 학의천과

합류하고 서울시를 관통하여 흐르면서 목감천과 도림천을 합류하여 한강,

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하천형태학적으로 수지상 의 형상을 이루( )樹支狀
고 있다.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시계 내에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 , , ,

구 등 개구를 포함하고 있다5 .

인구현황은 가구수 약 호에 인구수 약 인이 거주하여642,972 1,956,262

인구밀도 인 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 전 인구밀도 인 보6,850 /km2 18,121 /km2

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3)

안양천 주변지역은 아파트 공업 이 가까이 점유하고(28.71%), (20.86%) 50%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주택 상업업무 공공시설용지, (19.38%), (15.94%), (7.60%)․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륙침략 목적으로 운송체계가 발달하여 공업지역이 우세하고,

목동단지개발이후로 아파트 가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추세다(29%) .

안양시와 경계지역인 상류부분은 철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로 접근성이

가장 불량하며 공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천명 토지이용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상업
업무

공업
공공시
설용지

녹지 합계

안양천
면적( )㎢ 3.141 4.654 0.631 2.584 3.381 1.232 0.586 16.209

구성비(%) 19.38 28.71 3.89 15.94 20.86 7.60 3.62 100.00

표< -Ⅲ 17 안양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Ⅲ 32 안양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Ⅲ 33 안양천 주변지역 학교 공간 방재시설 현황> / /



둔치 여가시설 현황4)

그림< -Ⅲ 34 안양천의 여가시설>

안양천 주변지역은 아파트와 주택의 거주지가 이며 고수부지는48.09%

부분 체육시설 주차장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

안양천 고수부지의 자치구별 여가시설 현황을 보면 금천구의 경우 주변에

공업지 가 많고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 , ,

서구의 경우에는 여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금천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안양천 인접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여, ,

가시설이 분포되어 있다.



구별
주차
장

농구
장

축구
장

배구
장

야구
장

게이
트

볼장

인라
인,
게X
임

족구
장

배드
민턴

모형
자동
차

휴게
광장

궁도
장

기타

금천구 4 3 - - - - 3 1 - - - - -

구로구 1 6 3 4 - 1 3 5 2 - 3 -
피구
장

양천구 4 2 6 - 1 2 2 1 - - 4 1 -

영등포구 3 1 5 - - 6 1 1 5 - 3 -
테니
스장

강서구 - - - - - - - - - - - - -

표< -Ⅲ 18 안양천 여가시설 현황>

여가 프로그램 현황5)

안양천변에서는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행해지고 있다 금.

천구 시흥역 근처 안양천에서는 저녁시간에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구로구에서도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아침건강 에어로빅 생활체육 프.

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 고등학생에게 자연환. ․ ․
경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철새들이 많이 찾아드는 안양

천에서 조류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년 월. 2006 2 1

일 일까지 이며 주 회 약 시간씩 진행된다 안양천에서 철새관찰 및 먹~17 2 2 .

이주기 및 강연을 듣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으며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 ․
및 일반시민 단체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년 월 일에는 초 중 고, . 2006 8 1 , ,

등학생을 상으로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양천 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양천구에서는 년 월에 안양천 문화재 및 가족걷기 회를 신정교2006 10

아래에서 진행 또한 월에는 구민의 날 일환으로 여성 백일장 학생사생백5 , ․
일장 회 길거리농구 회가 신정교 아래에서 개최된다 또한 안양천 마라, .



톤 회가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개최되는데 표적인 마라톤 회로 절3.1

마라톤 회가 있으며 양천구청의 주관으로 년 월 일에 개최되었다, 2006 3 1 .

회코스는 양천구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프코스 목동교 아래 신정잠수( ▷

교 양평교 방화 교방면 코스 목동교 아래 신정잠수교), 10km (▷ ▷ ▷ ▷

양평교 목동교 코스행사장 목동교 아래 신정교 왕복 로 구성되, 5km ( )▷ ▷

어 있다 어린이 축구교실과 인라인 강습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으며 전. ,

국단위의 전국 청소년 인라인 스케이트 회가 양천구청 주최로 개최된다.

영등포구에서는 게이트볼 자전거 인라인 등의 안양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안양천과 인접한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개 자치구에서 모두, , 3 2006

년 월 일 월 부터 월 말까지 안양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시6 19 ( ) 8 ‘ ’

작되었다 일정을 살펴보면 양천구는 월 일 월 일 월 일 회에. , 6 24 , 7 8 , 7 22 3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등포구는 월 일 토 부터 월말까지 매주, 6 24 ( ) 8

토요일 오전 시부터 시까지 진행한다 구로구는 월 일 월 부터 월10 12 . 7 24 ( ) 8

일 금 까지 매주 수 목요일 아침 시 분부터 약 시간 동안 안양천 오18 ( ) , 9 30 2

목교에서 염창교까지 구간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자연4km .

생태분야 해설전문가와 안양천을 걸으며 하천의 수질 어류 조류 생활과, , ,

환경 등을 알아보는 안양천 탐방코스도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여가활

용 및 환경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구간별 하천지역 및 주변지역 특징6)

한강합류부 양평교(1) ~

주변지역-

좌안 하류구간에는 하천변으로 아파트단지들이 인접하고 있으며 그 배

후로 학교 및 단독다세 주택이 분포하고 있다 양화교 상류부근에는 용.

왕산이 배후에 있으나 하천과의 연계는 전무하며 양평교 좌안 배후에는,

목동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하천변으로는 열병합발전소가 인접해 있

다 우안 하류구간에는 정수사업소가 있으나 일반인의 접근이 거의 없으며. ,

양화교 배후에 쥐산이 위치한다 양평교 배후로는 소규모 산업단지들이 밀.

집해 있었으나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혼재된 양상이다, .

둔치 및 제방-

좌안은 염창교에서 양화교에 이르는 구간은 하천부지가 좁아 자전거도

로만이 조성되어 있으며 제방은 일반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자동차통행,

량이 많아 보행자통행은 거의 없다 양평교 부근 좌안 하천부지에는 체육.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인근주민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외지인의 이용

이 빈번하다 우안은 하천부지가 넓게 분포하며 하류부근은 자연식생 위주. ,

이나 양화교에서 양평교에 이르는 구간에는 체육시설이 부분의 하천부지

를 점유하고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제내지측은 양안 모두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우안에는 서부간선,

도로가 지나고 있어 보행육교가 설치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접근이 불

가능하다 좌안은 용왕산 상류 부근목동아파트단지에서는 횡단보도 등을.

통해 하천접근이 용이하다.



여가문화시설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공원 녹지 용왕산 쥐산,

주요 행사
양천구영등포구 생활체육프로그램,․
안양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양천구 절 마라톤 회, 3 1․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

개발구역 -

중교통 -

제외지에서의 접근 육교 계단 경사로, ,

특징 -

표< -Ⅲ 19 한강합류부 양평교 특징> ~

그림< -Ⅲ 35 한강합류부 양평교 주변지역현황> ~



양평교 오목교(2) ~

주변지역-

목동교와 오목교 구간의 좌안 배후에는 종합운동장 및 공용주차장 등

이 인접해 있고 그 뒤에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양평교와 목동교 좌.

안에는 병원 공원 학교가 하천변을 따라 입지하고 있다 우안에는 규모, , .

유수지가 목동교 부근에 위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분 소규모 산업단지

가 밀집해 있으며 아파트단지 몇몇이 하천과 인접한 지역까지 침투하고,

있는 양상이다.

둔치 및 제방-

고수부 좌우양안 모두 제방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양호하게 축조되어

있으며 우안부는 제방에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좌안부는 산책로로 이용되, ,

고 있다 하천부지는 좌안의 경우 교량 하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

며 일부구간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국궁장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자연,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다 우안의 경우 오목교에 이르기까지 하천부.

지에 특별한 인공시설물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접근 및 교통체계-

우안에는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주변배후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

어 보행자를 위한 하천진입로는 거의 없으며 좌안은 목동아파트단지 지역,

주민의 하천접근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가 적절구간마다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 호선이 안양천을 횡단하며 오목교역과 양평역이 하천구역과5 500m

내 지역에 인접하고 있다.



여가문화시설 목동종합운동장

공원 녹지 목동근린공원 목동파리공원,

주요 행사
양천구영등포구 생활체육프로그램,․
안양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양천구 절 마라톤 회, 3 1․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목동

개발구역 목동지구단위계획구역 양평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중교통 지하철 호선5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육교 경사로, ,

특징 -

표< -Ⅲ 20 양평교 오목교 특징> ~

그림< -Ⅲ 36 양평교 오목교 주변지역현황> ~



오목교 오금교(3) ~

주변지역-

신정 교 부근 우안에서 도림천이 합류하며 합류지점에는 빗물펌프장1

유수지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우안에는 도림천을 경계로 상류구간에는.

신도림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하며 점차적으로 아파트단지로 변화하고 있

고 하류구간에는 하천변으로 아파트단지가 입지하고 있고 배후로는 산업,

단지가 밀집해 있다 좌안에는 하천변으로 현 아파트 등이 인접해 있다. .

오금교 근처 상류구간에는 칼산근린공원과 유수지체육공원이 있으나 하천

과의 연계는 없으며 그 배후로 지하철차량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

둔치 및 제방-

제방은 콘크리트 블록화 되어있으며 하천둑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하천부지는 양안 모두 매우 많은 체육시설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

따른 편의시설도 배치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서부간선도로가 있어서 보행자접근이 어려운 우안은 진입육교가 일정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어 안양천우안의 여타구간보다는 접근이 용이한 편이

다 이는 타배후지역이 산업단지인데 반해 이 지역의 경우 주거단지가 많.

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내에도체육 및 편의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데에 따른다 좌안 역시 주거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 접근시설이 비.

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 호선 도림천역에서 안양천으로 직접 접. 2

근이 가능하다.



여가문화시설 유수지 체육공원

공원 녹지 -

주요 행사
양천구영등포구 생활체육프로그램,․
안양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조류관찰 프로그램, ,
양천구 안양천 문화제 걷기 회 절 마라톤 회( 3 1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목동

개발구역 구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2

제외지에서의 접근 육교 계단 경사로, ,

특징 -

표< -Ⅲ 21 오목교 오금교 특징> ~

그림< -Ⅲ 37 오목교 오금교 주변지역현황> ~



오금교 안양교(4) ~

주변지역-

좌안에 칼산근린공원이 하천에 인접하고 있으나 연계는 전무하며 고척,

교 부근에는 배수지 주변으로 학교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우안에는 공.

구상가 등이 배후에 분포하고 있으며 안양철교 상류구간 배후에는 구로주,

공아파트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구로전동차차량기지가 위치,

하고 있다.

둔치 및 제방-

제방 폭이 넓으며 법면 녹화사업 인공식재 등을 통해 하천 둑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칼산 근린공원이 제내지에 위치하고 있어 좌안 하천.

부지에는 체육 및 편의시설이 우안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고 고척

교 부근에만 일부 조성되어 있다 우안 하천부지에는 체육시설이 다수 분.

포하고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경인선 안양철교가 안양천을 횡단하면서 철교 위에 역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안 배후로 구로전동차차량기지가 있어 서남지역 물류교통의 요,

지가 된다 우안은 타구간과 마찬가지로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보행자 접근.

은 불량한 편이다 보행자의 하천 접근은 좌안의 경우 횡단보도를 통한 진.

입이 가능하나 우안의 경우 교량을 통한 접근 외에는 보행육교 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여가문화시설 -

공원 녹지 칼산

주요 행사
생태체험 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
조류관찰프로그램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구로역 주변 롯데마트,

거점지역 구로역

개발구역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신구로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중교통 국철 호선1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육교 경사로, ,

특징 -

표< -Ⅲ 22 오금교 안양교 특징> ~

그림< -Ⅲ 38 오금교 안양교 주변지역현황> ~



안양교 금천교(5) ~

주변지역-

배후에 가산디지털산업단지가 넓게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유입이 빈번하다 안양교 부근에는 신구로유수지가 위치.

하고 있으며 그 배후로 구로전동차차량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둔치 및 제방-

하도에 자연퇴적에 의한 하

중도 및 사주부가 일부 발달하

여 자연하천의 특성을 보인다.

기존 퇴적지에는 조류서식 및

자연적인 식생이 잘 보존되고

있다 인공시설은 교량 인근에만.

조성되어 있으며 그 외 하천부,

지는 자연식생 위주로 조성되어

있다 하천부지 전 구간에는 자.

전거도로만이 상류에서 연결되

어 한강까지 이르고 제방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서부간선도로가 성산 교에

서 금천교까지 이어지며 그로

인해 보행자 접근이 불량하다.

교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나

교량 간에 거리가 있어 진입이 그림< -Ⅲ 39 안양교 금천교 주변지역현황> ~



용이하지는 않다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배후 간선도로를 따라 수원까지 국.

철이 연결되며 지하철 호선이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국철과 교차하여 안, 7

양천을 횡단한다.

여가문화시설 공단종업원 종합운동장

공원 녹지 -

주요 행사 직장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가리봉역세권

개발구역 가산 유수지 생태복원사업 가리봉 지구단위계획구역1 ,

중교통 지하철 호선 국철 호선7 , 1

제외지에서의 접근 지하터널 계단,

특징 -

표< -Ⅲ 23 안양교 금천교 특징> ~



금천교 서울시계(6) ~

주변지역-

좌안으로는 아파트와 학교 및 공원이 공동주택단지를 이루고 있다 우.

안 시흥 교 하류구간에는 군부 이전지와 공군부 가 넓게 분포하고 있

으나 인근 산업단지와 함께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계인 상류,

구간은 공장들과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둔치 및 제방-

양안 제방 모두 콘크리트

블록화 되어있으나 사면은 자

연 식생이 자라고 있으며 하,

천부지 내에도 갈 외에도 다

양한 식물군이 분포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만이 인공적으로 설

치되어 있으며 하천 둑은 산,

책로 및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금천교 상류구간에서 서부

간선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합류하여 서울시계를 벗어난

다 우안 배후지역은 서부간선.

도로와 경부선 철도로 인해 보

행자의 하천 접근은 매우 어렵

다.
그림< -Ⅲ 40 금천교 서울시계 주변지역현황> ~



여가문화시설 -

공원 녹지 -

주요 행사 직장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금천구심

개발구역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국철 호선1

제외지에서의 접근 지하터널 계단,

특징 -

표< -Ⅲ 24 금천교 서울시계 특징> ~



안양천 수변여가공간 문제점7)

하천부지의 시설수용능력(1)

안양천은 평균하폭이 로 하천부지가 넓어서 자연식생이 번식하기200m

에 양호하지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량설치구간과 체육시설이 몰,

려있는 하류 구간은 다수의 시설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하천이 가

져야할 친수성 식생처기능 경관기능 등의 환경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 .

하천과 주변지역의 부조화(2)

안양천의 좌안 배후에는 공동주택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공공시설과 아.

파트단지가 하천변과 인접해서 구간별로 일정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하천시설들은 그러한 주변지역의 특성과 큰 연관성이 없이 분포하고,

있다 즉 인접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보통은 단지에 근접해. ,

있어 안양천에는 인접 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이 차량을 갖고 하천에 접근하,

는 경우가 많고 하천부지에는 주차장시설이 많이 분포한다.

하천공간으로의 접근성 불량(3)

하천변을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제방,

사면이 급경사이거나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주변의 공업단지로부터 접

근성이 매우 불량한 편이다.



홍제천4.

자연현황1)

국가하천 한강의 제 지류 지방 급하천인 홍제천 및 지류 불광천 및 녹1 2

번천이 마포구 서 문구 종로구를 관류하는 전형적인 도시하천 수계로 이, ,

루어져 있으나 녹번천은 전구간이 복개되어 하천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

서울시 서북측에 위치하며 홍제천 하구 우안 측으로 난지도가 위치하,

고 한강 상류 약 지점 한강횡단교량인 성산 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250m

유입된다.

홍제천 수계 유역은 서측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를 분수계로 하

여 경기도 고양시와 접하며 북측으로 마봉 비봉 과(EL. 235.7m), (EL. 535m)

연결되는 북악산 인왕산 무악재 등을 연결하는(EL. 342.4m), (EL. 338.2m),

능선을 따라 형성된 분수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서 문구 마포구 등 개구를 포함하고 있다, , 3 .

인구현황은 가구수 약 호에 인구수 약 인이 거주하여 인261,478 781.832

구밀도 인 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 전 인구밀도 인 보19.176 /km² 18,121 /km²

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3)

홍제천 주변지역은 녹지가 주택이 로 전체의 이상을70.40%, 20.10% 90%

녹지와 주택이 점유하고 있다 부분 단독 및 다세 주택으로 아파트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상류측은 산악지 로 안산 인왕산 등 근린공원과 더불어 호텔 사찰, , ,

학교 등이 있고 하류 측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데 홍제천 하류 구역은,

또다시 경의선철도에 의해 지역이 단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강 합류부에는 유수지 및 월드컵 평화의 공원 등 규모 시설이 하

천변에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였던 내부간선도로가 성산 교

로 연결되어 배후 주거지역에서 홍제천으로의 접근이 제한된다.

하천명 토지이용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상업
업무

공업
공공시
설용지

녹지 합계

홍제천
면적( )㎢ 4.879 0.876 0.508 0.814 0.002 0.105 17.084 24.268

구성비(%) 20.10 3.61 2.09 3.35 0.01 0.43 70.40 100.00

표< -Ⅲ 25 홍제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Ⅲ 41 홍제천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Ⅲ 42 홍제천 주변지역 학교 공간 방재시설 현황> / /



둔치 여가시설 현황4)

홍제천 주변지역은 아파트와 주택의 주거지역이 녹지가23.71%, 70.4%

를 이루고 있다 홍제천 인근 자치구는 서 문구이며 현재 여가시설로는.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갖추고 있다 홍제천은 상류부에만 약간의, , .

물이 고여 있을 뿐 중하류는 건천으로 수변여가공간이라기보다는 고가차․
도에 의해 생긴 그늘막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분의 고수.

부지 폭이 협소하고 하첩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별
주차
장

농구
장

축구
장

배구
장

야구
장

게이
트

볼장

인라
인,
게X
임

족구
장

배드
민턴

모형
자동
차

휴게
광장

궁도
장

기타

서 문구 2 4 - - - 3 - 6 - - - - -

표< -Ⅲ 26 홍제천 여가시설 현황>

그림< -Ⅲ 43 체력단련시설 비포장도로 자전거도로 홍제천 상류부> , , ,



여가 프로그램 현황5)

홍제천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다기 보다는 홍제천을 중심으

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시

민들이 눈에 띠는 정도이다 서 문구에서는 서 문사회복지관을 주최로.

홍제천 문화행사 홍제천은 살아있어요 를 개최하여 홍제천 사진전시“ - ” ,

주민노래자랑 풍물놀이 중창단 공연 등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한, ,

바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상으로 홍제천의 오늘과 내일에 한 사. ․ ․
생 회를 개최하여 홍제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 시상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구간별 하천지역 및 주변지역 특징6)

한강합류부 사천교(1) ~

주변지역-

한강합류점부터 성산교구간에서 반복개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좌안부는

배후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고수부지 이용은 불가능하다 우안측은 한.

강 합류지점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넓은 고수부지로 형성되어 있고 부지주,

변에 불광천 합류점과 평화의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성산교에서 사천교.

구간은 부지주변에 고층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지 마포구청이 위치하고,

있고 배후로 성산이 자리잡고 있다.

둔치 및 제방-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차집관로가 하천 양안으로 하사 및 고수

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내부순환도로 및 옹벽 반복개도로 및 주차장이 하. ,

천변에 이어져 설치되어 있어 경관이 매우 불량한 상태로 주민들의 고수부

지 활용도가 매우 낮다 하천부지는 하천 건천화로 인해 충분히 친수공간.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고수부지 폭이 상류에 비해 넓어 인근 주민들

이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고 체육시설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있다, .

접근 및 교통체계-

내부순환도로가 하천 중앙 상부를 관통하고 있으며 한강합류부는 특,

히 올림픽 로와 성산 교 등과 합류하면서 하천경관이 매우 불량하다 성, .

산교에서 한강합류부 구간은 옹벽과 반복개도로로 인해 하천접근이 차단되

어 있으며 사천교하류 구간역시 반복개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보행자,

의 하천부지 이용은 저조하다 지하철 호선이 성산교 하부를 횡단하며 경. 6 ,

의선은 사천교에서 홍제천 상부를 지나고 있으나 복선화사업에 의해 지하

화할 예정이다.



여가문화시설 월드컵 경기장 성산유수지 체육공원,

공원 녹지 월드컵 평화의공원 성산,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월드컵 경기장

거점지역 월드컵 경기장

개발구역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 마포구청역6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경사로,

특징 -

표< -Ⅲ 27 한강합류부 사천교 특징> ~

그림< -Ⅲ 44 한강합류부 사천교 주변지역현황> ~



사천교 홍연 교(2) ~ 2

주변지역-

하천 좌안으로는 단독주택지와 근린상가군이 하천변을 따라 인접해 있

으며 그 배후에 연희산이 자리잡고 있다 하천 우안에는 블록 내부 일부.

지역에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사천교 인근에 모래내시장이 있으나 부분,

단독 및 다세 주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가좌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부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

둔치 및 제방-

홍제천이 건천화되어 부분의 구간이 친수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으나 이 구간의 경우 주변에 주택지가 밀집해 있어서 하천부지에 주민을,

위한 자전거도로 이외에도 체육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양안 하천변.

제방에는 일부 구간이 도로공원화되어 있어 식재 및 벤치 등의 휴식공간,

이 조성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양안 모두 하천둑이 지반고와 같고 하천변 도로가 일반도로화되어 있

어 보행자의 접근이 양호하며 둑방길은 산책 및 휴식이 가능한 보행로로, ,

조성되어 있다 하천 상부로는 고가도로가 관통하며 사천교 우안에는 경의. ,

선 가좌역이 인접해 있다.



여가문화시설 -

공원 녹지 연희산

주요 행사 홍제천 문화행사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모래내시장

거점지역 가좌역세권

개발구역
가좌뉴타운 사업구역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

중교통 -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경사로,

특징 -

표< -Ⅲ 28 하천교 홍연 교 특징> ~ 2

그림< -Ⅲ 45 사천교 홍연 교 주변지역현황> ~ 2



홍연 교 홍제 교(3) 2 ~ 2

주변지역-

부지 주변은 제방과 인접한 제방상단부 구간을 도로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고 배후에는 백련산과 안산이 전구간에 걸쳐 넓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 주거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홍연교 인근에는 서 문구, .

청 서 문구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이 있고 홍제 교 부근에는 힐튼호텔과, , 3

현 아파트가 하천변에 인접하고 있다.

둔치 및 제방-

하천폭이 좁아지면서 하천 중앙 상부의 내부순환도로가 하천 하부 경

관을 전부 덮고 있어 고수부지이용이 전무하다 제방 또한 석축옹벽 및 반.

복개도로가 설치되어 주차장 및 쓰레기집하장으로 사용되면서 하천접근 또

한 곤란하다 좌안의 경우 좁은 하천부지를 따라 자전거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다.

접근 및 교통체계-

하천부지로의 접근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나 하천부지가 주차장 및 쓰

레기집하장 등으로 사용되면서 주민의 이용은 거의 없다.

특히 우안의 경우 반복개되면서 하천 저수부로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하천 중앙 상부로 내부순환도로가 통과하면서 경관 또한 불량하다 좌안의.

경우 주택지에서의 접근이 양호하며 주로 자전거도로 이용자만이 진입한,

다 홍제 교 하부로는 지하철 호선이 홍제천을 횡단하며 홍제역이 인접해. 2 3

있다.



여가문화시설 서 문구 체육센터,

공원 녹지 안산 백련산, ,

주요 행사 서 문구 주최 홍제천 문화행사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홍제역세권

거점지역 홍제역세권

개발구역 서 문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 홍제역3

제외지에서의 접근 계단 경사로,

특징 -

표< -Ⅲ 29 홍연 교 홍제 교 특징> 2 ~ 2

그림< -Ⅲ 46 홍연 교 홍제 교 주변지역현황> 2 ~ 2



홍제 교 옥천 교(4) 2 ~ 2

주변지역-

홍제 교 주변은 역세권역에 해당하여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2

형성되어 있으며 홍은교와 홍은 교 구간 주변에는 우안으로 벽산아파트,

와 배후에 북한산이 뻗어 있으며 좌안으로는 다세 주택이 밀집한 가운,

데 배후에 인왕산이 자리잡고 있다 홍은 교 상류구간에는 단독 주택 위.

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변으로는 자동차진입이 불가능하고, ,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다.

둔치 및 제방-

홍제 교와 홍은교 사이는 복개된 구간으로 상단에 유진상가가 자리잡2

고 있다 홍은교 상류부터 홍은 교 구간 우안은 반복개되어 도로로 이용.

되고 있으며 좌안은 석축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고 건천화로 인해 식생이, , ,

많이 자라고 있지는 않다 홍은교와 홍은 교 중간지점에서 하천중앙을 관.

통하던 내부순환도로가 하천구역을 벗어난다 홍은 교 상류구간은 사행하.

천으로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으며 양안 제방으로 자동차통행은 불,

가능하다.

접근 및 교통체계-

하천상부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도로가 하천을 벗어나는 지점을 중심으

로 하천접근 형태가 변화한다 하류구간은 유진상가 등으로 인해 복개가.

이뤄지면서 하천 접근이 불가능하며 상류구간은 양안제방으로 자동차통행,

이 불가능해 보행자의 하천접근 조건으로서는 최적의 형태다.

지하철 호선이 홍제 교 하부를 지나 복개된 홍제천 부근으로 역세권을3 2

형성하지만 상류구간은 간선도로가 전무하다, .



여가문화시설 -

공원 녹지 북한산 인왕산,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유진상가 홍제역세권,

거점지역 홍제역세권

개발구역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교통 지하철 호선 홍제역3

제외지에서의 접근 경사로 계단,

특징 -

표< -Ⅲ 30 홍제 교 옥천 교 특징> 2 ~ 2

그림< -Ⅲ 47 홍제 교 옥천 교 주변지역현황> 2 ~ 2



옥천 교 신영상가(5) 2 ~

주변지역-

세검정초교 앞에서 구기천이 합류하며 신영천은 세검정 앞에서 합류한,

다 복개구간의 복개단면 위에 상가 검문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영상. , ,

가에서 세검정구간에는 서울시 기념물 제 호 세검정을 중심으로 하천이 사4

행하고 있고 그 중앙에 불량주택이 하천변을 점유하고 있다 상명 학교.

하류로는 홍지문과 수문이 위치하고 있다.

둔치 및 제방-

좌우안 모두 옹벽 석축 반복개 등으로 제방이 조성되어 있고 좌안의, , ,

경우 제방 겸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천부지는 하폭이 협소하여 부지이.

용이 없는 상태이며 차집관거가 일부구간은 하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

접근 및 교통체계-

하천부지내에 편의시설 및 진입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복개도로가

인접하여 하천부지로의 진입은 용이하지 않다.



여가문화시설 세검정 옥천암 홍지문, ,

공원 녹지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상명 학교

개발구역 신영상가주변 하천복원사업

중교통 -

제외지에서의 접근 경사로 계단,

특징 -

표< -Ⅲ 31 옥천 교 신영상가 특징> 2 ~

그림< -Ⅲ 48 옥천 교 신영상가 주변지역현황> 2 ~



신영상가 홍제천발원시점(6) ~

주변지역-

계곡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하천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해 있어

전형적인 도시형 하천이다 하천의 좌안으로는 북한산이 인접하여 옹벽으.

로 제방이 조성되어 있으며 우안으로는 주택지역이 하천변을 따라 배치되,

어 있고 서울예고와 올림피아호텔 등이 일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홍제, .

천 우안 배후에 세검정길은 북악터널로 연결되며 그 배후에는 평창동 단독

주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둔치 및 제방-

상류수계에 해당하여 경사가 가파른 계곡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량.

이 적고 하폭도 협소하여 하천부지내에 시설이 전무하며 좌안에는 옹벽으,

로 인해 하천부지가 그늘져 있다 저수로는 자갈 모래 잡풀 등으로 이루. , ,

어져 있고 하수관이 일부는 상부로 돌출되어 있다, .

접근 및 교통체계-

하천부지내 시설조성이 전무하여 하천부지내 접근은 거의 이뤄지지 않

고 있다 하천의 상류구간이기 때문에 인근에 간선도로는 없으며 하천과. ,

거의 평행하게 세검정길이 우안 배후로 지난다.



여가문화시설 -

공원 녹지 북악산

주요 행사 -

중심상업지 및 형상가 -

거점지역 평창동

개발구역 -

중교통 -

제외지에서의 접근 -

특징 -

표< -Ⅲ 32 신영상가 홍제천발원시점 특징> ~

그림< -Ⅲ 49 신영상가 홍제천발원시점 주변지역현황> ~



홍제천 수변여가공간 문제점7)

건천화로 인한 하천기능 상실(1)

홍제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천의 건천화로 생태환경이 매우 열악하,

고 최소한의 친수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하천기능 유지조차 어렵다 하.

천의 환경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유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한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복개된 구간의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수변공간이 갖춰야할 기본 토

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 경관 불량(2)

하천의 중앙으로는 내부순환도로가 관통하고 있는데 이를 순화하기 위,

한 녹화시설이 전무해 하부경관이 매우 불량하며 하천 호안도 부분의,

구간이 직강화된 콘크리트 제방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하천 경관이 단

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천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없어서 하.

천정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생태환경도 방치된 상태이다, .

제내지와의 연계 부족(3)

제방도로가 일반도로화되어 있고 제내지와 제방의 지반고도 같아서 보

행자의 접근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하천진입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

다 즉 열린 공간인 하천이 생활환경공간속으로 가깝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

제내지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 절 지천 관련제도 및 계획3 4

관련제도 검토1.

서울시 지천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천으로서 하천법 및 국토의4 「 」 「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르.」

면 하천법 은 제방을 경계로 제외지인 하천구역 토지만을 적용 범위로, 「 」

하며 제내지인 하천 주변지역 관리에 한 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

관한법률 수변지구 관련조항에 따른다.」

하천법1)

하천법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유역의 국10「 」

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 「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 조에 의하면 하천에116」․
하여는 하천법에 의하여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결정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해당하천의 관리청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

해 수계에 한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하천공사시행의,

기본적 사항 하천공사의 실시에 과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하천법은 하천 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하천법에서의 하천계획 및 관리 등은 부분 도시방재

를 위한 것들이며 이는 도시하천환경이 개선이라는 면에서 추후 재검토되,

어져야 할 것이다.



구분 개요 내용

제 장1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하천의 귀속 권리의무의 이전, , , ,
타법령과의 관계 타국가사업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 , ,
하천부속물의 준용 준용하천 등 총 조로 구성, 11

제 장2
하천의
관리

관리천 지정 경계하천의 관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 ,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공사관련 하천의점용허가관련, , ,
허가공작물 사용제한 등으로 구성

제 장3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유수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분쟁의 조정과 신청,
의견청취 비용의 부담 등으로 구성,

제 장4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비용과 수익의 범위 비용부담의 원칙 부 시설공사비용, , ,
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점용 공사비용 등으로 구성, ,

제 장5
하천관리위

원회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수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 건설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설치 시도에, , ․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장6 감독
법령위반자 등에 한 감독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
관리청의 감독 허가의 실효 하천감시원 건설교통부장관의, , ,
인가사항 등으로 구성

제 장7 보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토지, ,
등의 수용사용 폐천부지 등의 교환 비용에의 규정으로, ,․
구성

제 장8 벌칙 하천법 위반자에 한 벌칙으로 구성

표< -Ⅲ 33 하천법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

서울시 지천 수변공간 관리에 한 법적 제도로는 서울특별시 도4

시계획조례를 들 수 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계법, ( )「 」

등 상위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 군 조례 등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계법시행령 제 조 용도지구의 지정 에서는 국계법 제 조 제 항에17 ( ) 37 2

의해 경관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지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지․
구지정 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표< -Ⅲ 34 국계법시행령 제 조 용도지구의 지정 상지역> 17 (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 너비색채 및 지안․ ․ ․ ․
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국계법시행령 제 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72 ( )

을 통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조의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41

지게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심의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지침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 ,

지는 않으나 향후 서울시 경관관리기본계획 안 이 수립되면서 수변경관지, ( )

구에 한 규제기준 및 지표는 하천변 경관개선계획 확정과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하천 관련 상위계획2.

서울시 도시기본계획1) 2020

그림< -Ⅲ 50 서울시 생태축 설정 및 연결 구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 에서는 첫번째 목표로 양질의「 」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을 들고 있다 충분하고 다양한 양질의 공원녹지의.

확보는 방문객 관광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른 과제 중 지. 4

천의 수변공간과 연계되는 과제로는 생활권별 균형있는 공원녹지 배치‘ ’

와 공원녹지시설의 다양화 가 있다‘ ’ .



목표 과제 전략 시책 단기
중장
기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공원녹지의
확충

강변녹지 확충․ 한강 지천변 공원화계획 수립- √

이전적지 및․
형신개발지의

공원녹지 확충

미군기지 공장 학교 등- , ,
이전적지의 공원 확보율 제고
공공시설 이전적지내-
공원확보율 제고

√

시가지 녹화․
녹시율 증진방안 마련-
학교 공원화-
유수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

√

생활권역별
균형있는
공원녹지

배치

도보권 내․
공원녹지조성

공원녹지부족 지역에 한-
예산의 우선 조치
자치구별 체육공원 조성-
공원녹지 균형배치방안 마련-

√

공원녹지의
수준향상

공원녹지의 질․
개선

공원녹지 기능의 재정비 및-
시설의 현 화
도시공원 이용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확충-

√

공원녹지
시설의
다양화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
설치

역사문화 공원의 조성-
과학공원 조성-
생태공원 자연생태관찰원- , ,
도시농장 등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수목원화 및-
생태탐방로 조성

√

표< -Ⅲ 35 공원녹지계획 의 목표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1 ‘ ’「 」

생활권별 균형있는 공원녹지 배치 에 따르면 녹지면적이 절 적으‘ ’

로 부족한 자치구와 구별 인당 공원면적이 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1 10㎡

구 그리고 공원서비스 소외면적비율이 를 넘는 자치구 등을 상으로, 30%

공원녹지 우선확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일정수준의 공원녹

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생활권 중생활권

2000(2001) 2005 2010 2015 2020

공원
점유율
(%)

인당1
공원
면적
( )㎡

공원
점유율
(%)

공원
점유율
(%)

공원
점유율
(%)

공원
점유율
(%)

인당1
공원
면적
( )㎡

도심생활권 도심생활권 26.55 25.35 26.87 27.19 27.50 27.82 22.17

동북생활권
동북 생활권1 14.91 6.34 16.26 18.51 20.41 22.32 10.35

동북 생활권2 44.21 25.27 44.21 44.21 44.21 44.21 26.98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34.34 20.00 34.09 33.84 33.59 33.34 18.29

서남생활권

서남 생활권1 9.17 5.34 10.53 12.61 14.34 16.07 9.62

서남 생활권2 10.56 5.58 11.59 12.62 13.64 14.67 10.00

서남 생활권3 31.86 15.60 31.87 32.13 32.39 16.65

동남생활권
동남 생활권1 23.21 21.31 23.21 23.21 23.21 23.71

동남 생활권2 11.63 5.92 13.18 14.74 16.29 17.84 16.21

표< -Ⅲ 36 생활권역별 공원배분계획 지표>

공원녹지시설의 다양화 에 따르면 여가시간의 증 와 함께 다양한‘ ’

여가공간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되 법적인 의미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개념을 떠나서 공,

원녹지 면적이 절 적으로 부족한 도심에서 실질적으로 도시민이 이용하거

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책은 아래와 같다.

시책 1 유원지를 특성에 따라 적정 개발하도록 공원으로 전환3

시책 2 역사문화공원의 조성

시책 3 과학공원 조성

시책 4 생태공원 자연생태관찰원 도시농장 등 조성, ,

시책 5 개발제한구역의 수목원화 및 생태탐방로 조성

표< -Ⅲ 37 공원녹지시설 다양화를 위한 시책>



지천별 하천계획 및 주요사업3.

하천계획1)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안양천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

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양천은 년에 수립되었으2003

나 중랑천은 동부간선도로 적법화 문제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지방 급하천인 탄천과 홍제천은 년 하천정비기. 2 2003

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및 구청.

치수관련 부서에서는 하천관리 및 정비와 관련하여 실시설계 및 정비사업

을 진행한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치수과 및 자연생태과 그리,

고 각 구청 치수과에서는 하천생태복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

다 강남구의 탄천하천환경정비사업 서 문구의 홍제천 복원사업 등이 최. ,

근 진행중인 표적인 하천정비사업이다 이들 사업이 저수로 및 하천둔치.

구역을 공사범위로 한다면 제방 및 제방법면 녹화사업은 서울특별시 조경,

과 및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관련 계획들은 제방을 비롯한 제외지만을 계획범위로 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도시계획2)

하천 주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차원의 사업으로는 지구단

위계획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사업 기타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다, , .

하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계획내용이 지구중



심 혹은 도시중심지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

고 하천 주변지역 정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획내,

용상 하천과의 연계성은 미흡하다.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의 주거환경 및 도시중심지

개발과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하천주변의 사업들은 추

진일정이나 도입기능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며 다수의 계획들이

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천과의 관계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2013

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동남권유통단지 개발계획 송파권역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주로 새로운 수요 혹은 용도를 수용하,

기 위한 미개발지의 개발에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3)

하천변의 주요사업들은 규모시설 재생을 위한 계획으로 변된다 새.

롭게 조성된 서울숲을 비롯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과 유수지 생태복원사,

업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등이 있으며 작게는 학교 공원화사업 등도 포,

함된다 이러한 계획들은 산업시 의 시설들을 현재에 맞는 새로운 용도로.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랑천(1)

구분 명칭 내용 및 진행경과

하천
계획

중랑천하천정비기본계획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심의 미완료

도시
계획

중화뉴타운사업 및
휘경뉴타운사업

중화 차 년완공(2 , 2013 )
휘경 차 기본계획미수립(3 , )

방학이문배봉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세권역 뉴타운사업구역 공동주택단지 등, ,
성격으로 구분

주요
사업

서울숲 조성사업 기존 체육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2005.6.
중랑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이후 잔여부지 계획
응봉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응봉동 일 총면적 생태복원210-3 , 2,874㎡

표< -Ⅲ 38 중랑천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내용>

그림< -Ⅲ 51 중랑천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탄천(2)

구분 명칭 내용 및 진행경과

하천
계획

탄천하천정비기본계획 서울시 고시2003.12.
강남구 탄천하천환경정비사업 환삼덩굴 제거 및 습지 조성2006.

도시
계획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년 이전 도시설계구역 년 재정비1996 . 2005
동남권유퉁단지 조성사업 완공예정 총면적2008.12 . 511,084㎡

송파권역 도시개발사업지구 -

주요
사업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년 단계 년 단계 공사2004 1 , 2006 2 .

복합문화공간 조성
탄천유수지 생태복원사업 가락동 일 총면적509-18 . 87,000㎡
잠실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잠실본동 일 총면적306 . 53,000㎡

표< -Ⅲ 39 탄천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내용>

그림< -Ⅲ 52 탄천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안양천(3)

구분 명칭 내용 및 진행경과

하천
계획

안양천하천정비기본계획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03.2.
안양천하천환경정비사업 서울시계 하천부지내 시설 재정비2006.

도시
계획

목동구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세권 지구중심 등으로 성격 구분,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 이전적지 및 공장단지 재정비의 성격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년 지정 년 기본계획수립2003 . 2005 .

주요
사업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년 기본계획수립 년 사업진행1996 . 2006
관악고 학교공원화사업 년 학교 유휴부지 활용한 녹지 확충2005 .

양평 신구로 유수지1,
생태복원사업

양평동 가 구로 동 년3 57, 1 683-12, 2006
추진예정

가산 유수지 생태복원사업1 가산동 일 총면적550-2 , 5,300㎡

표< -Ⅲ 40 안양천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내용>

그림< -Ⅲ 53 안양천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홍제천(4)

구분 명칭 내용 및 진행경과

하천
계획

홍제천하천정비기본계획 서울시 고시2003.12.

서 문구 종로구 홍제천,
복원사업

완료 하천 유수량 유지 및 고수부지 및2008 .
하상 정비

도시
계획

성산정비단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지정 지구중심 재정비2002. ,

가좌 뉴타운사업 차뉴타운사업 년 기본계획 수립2 , 2005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년 지정 년 기본계획 수립2003 , 2005

주요
사업

신영상가주변
하천복원사업

신영상가 철거 하천복원 및 소공원2006.7. .
조성진행중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 마포구 유휴철도 부지활용기본계획 수립

표< -Ⅲ 41 홍제천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내용>

그림< -Ⅲ 54 홍제천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주요 관련시설 계획3.

서울시 문화도시 개년계획 에서 공원 하천 과 관련한 계획으로‘ 10 ’ , ,「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 라는 모토로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 ’ 7

다 그중에는 하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변시설인 하수처리장의 복합문. ‘

화공간 활용 사업과 유수지 정비 문화체육공간 조성 사업을 다루고 있다’ ‘ ’ .

하수처리장의 복합문화공간 활용1)

하수처리장 계획은 시민들에게 기피 및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민

원의 상이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친환경

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 내에는 중랑 탄천 서남 난지 등 총 개의 하수처리장이, , , 4 4

지천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 중 중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

장은 하천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

되면서 보행자들의 하천 접근을 막아왔다 주요 추진전략은 복합 문화공간.

을 조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바꾸는데 두고 있으며 배치시설은 생태학, ,.

습장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물재생체험학습장 하수도전시관 등 이 있다, , ( ) .․
현재 공간활용방안 타당성조사만이 진행된 상태이며 향후 설계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림< -Ⅲ 55 탄천하수처리장 현황> 그림< -Ⅲ 56 중랑하수처리장 계획>



유수지 정비 문화체육공간 조성2) ․
유수지 계획은 도시주변지역과 어울리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지역주,

민이 접근하기 쉬운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내에는 개소의 유수지가 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50 1,390,000㎡

나 부분은 평상시 주차장 및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유수지들은 하천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

불구하고 하천은 물론 인접 주거지역 등과의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단일 시설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현재 유수지는 도수로 미정비에 따른 악취가 많이 나며 유수지 바닥이,

정비되지 않거나 관리동 빗물펌프장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미관을 저해하( )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유수지별 기본방향 설정

및 정비계획 수립함으로써 유수지 및 관리동을 주변경관과 조화된 주민 문

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년 현재에는 총. 2006 10

개 유수지를 생태복원사업 상지로 우선 지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매년

약 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2 .

그림< -Ⅲ 57 유수지 정비 이전> 그림< -Ⅲ 58 유수지 정비 년> (2005 )



제 절 지천 수변여가공간의 문제점4 4

물리적 환경1.

산업화후기에 진행된 주차장 및 체육공원화1)

한강개발이 추진된 년 이후 각 하천구역은 직강화 콘크리트 호1980 ,

안설치 체육공원 조성으로 변되는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생, . ,

활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시 에 들어서면서 하천은 생활환경의 쾌적성

을 향상시키는 주요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하천구역의 계획은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갖춘 채 하천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연녹지 조성의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체육문화 등 여가를 위한 인공적인 시설 등은, ․
제외지와 제내지를 연계시키는 시설로서 배치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에 한 수요를 체할 만한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하천구역은 여전히

기능상 체육공원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하천별 특징이 없는 획일화된 수변공간구성2)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은 크게는 각 하천별로 작게는 하천 내에, , , ,

각 구간별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둔치가 일상적인 체육,

및 편의시설로만 조성되었다 이는 하천 수변공간에 한 매력을 저하시키.

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활권 휴식공간과 동시에 시민들이 하천에서 좀더.

질 높은 체험이 가능한 공간 공간에 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

기 위해서는 지천별 특성을 살리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주변지역과 하천과의 단절3)

지천은 부분 철도 혹은 자동차전용도로가 하천변을 따라 건설되4

거나 하천중앙을 관통하면서 주변지역과 단절된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하천.

제방의 많은 구간이 도시고속화 도로용지로 제공되면서 하천으로의 시민접

근은 제한되고 다양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의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외에도 규모 시설이 하천변에 자리잡으면서 주거지역에서 하천으

로의 접근 시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생활권역으.

로 흡수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모시설들이 공원

녹지화 되는 추세이지만 하천과의 연관성을 떠나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도 및 프로그램 환경2.

법규 및 제도 관련 관리청간의 협조체계 필요1) -

제방을 경계로 법의 테두리가 달라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주변지역정비

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즉 제방을 경계로 제외지와 제내지에서. ,

밀접한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관리하는 관리청 간에도 협,

의 및 협조가 미흡하게 진행되면서 하천구역이 생활권역과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지지 못하고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하천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향을 더욱 높이려면 계획 수립과 관

리 시에 각 계획간 연계체계 및 관리청간의 협조체계 마련이 법적으로 갖

춰져야 할 것이다.



테마구성에 어려움2)

지천의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은 하천의 인접 자치구별로 시행하는4

것이 일반적이어서 하천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정한 테마를 가진 수

변여가공간으로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을 보.

더라도 자치구별로 설치를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어 하천 고수부지를

따라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가 비포장도로가 되기도 한다.

하천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구별 협력체계 구축이나

시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편중3)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수변공간에서 체육활동을 가장 많이 행하고

있으며 각 하천 고수부지의 시설물은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체육

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체육프로그램

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도시민의 체육시설이용 이외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변여가공간이 되기 위한 시설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필요하다.

하천의 오염4)

일제강점기 시 와 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내의 수변여가20

활동은 한강을 비롯한 계곡이나 하천에서 수영이나 보트놀이 등이 성행하

였고 하천근처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휴식적 활동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현재의 지천의 수변여가활동은 고수부지에서 행해지는 활동이 부4

분이며 하천의 오염으로 하천을 이용한 여가활동은 거의 없고 탁한 물과

하천에서 생기는 악취 등으로 경치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많지않



다 양재천 정화사업과 같이 하천이 시민들의 수변여가공간으로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하천의 정화사업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인식5)

중랑천과 양재천은 부분적으로나마 지역주민들의 수변여가공간으로 자

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탄천과 홍제천은 여가공간으로서의 이용이 미.

미하다 거주지와 인접한 하천 고수부지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성화 방안.

이 필요하며 하천주변 지역주민들이 수변공간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일상생

활 속의 여가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정적 측면의 지원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 하천의 고수부지에 많은 시설을 입지시켜 근린공원화 하기.

보다는 하천이 가진 자연생태적 요소를 살리면서 인간과 자연이 생활속에

서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수변여가를 활성화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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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Ⅳ 설문조사 및 분석

제 절 조사설계1

조사시점 구성1.

설문조사는 시민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야외행사가 많은 가을에 실시하

였다 조사의 시점은 주중과 주말을 배려하도록 고려하였으며 시간 또한. ,

오전과 오후를 균형있게 배치 응답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

조사기간 년 월 일 월 부터 월 일 일 까지 일간- : 2006 10 9 ( ) 10 22 ( ) (14 )

조사시간 오전 오후- : 7:00 9:00～

조사지점 구성2.

조사지점은 각 지천별로 짧게는 에서 길게는 에 이르는 점을8km 20km

고려하여 우선 지천별로 구간을 나눠 조사하도록 설계하였다

중랑천
한강합류부 성동교 성동교 군자교 군자교 장안교~ ~ ~① ② ③
장안교 이화교 이화교 월계 교 월계 교 창동교~ ~ 1 1 ~④ ⑤ ⑥
창동교 마들근린공원 마들근린공원 서울시계~ ~⑦ ⑧

탄천 한강합류부 탄천제 교 탄천제 교 탄천교 탄천교 서울시계~ 2 2 ~ ~① ② ③

안양천
한강합류부 양평교 양평교 오목교 오목교 오금교~ ~ ~① ② ③
오금교 안양교 안양교 금천교 금천교 서울시계~ ~ ~④ ⑤ ⑥

홍제천
한강합류부 사천교 사천교 홍연 교 홍연 교 홍제 교~ ~ 2 2 ~ 2① ② ③
홍제 교 옥천 교 옥천 교 신영상가 신영상가 발원시점2 ~ 2 2 ~ ~④ ⑤ ⑥

표< -Ⅳ 1 각 지천별 조사구간>

구간을 나누는데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간선도로로 연결된 교, ①

량의 구간으로 세분한 후 제외지의 시설 및 행태 등의 상황과 주변지, ,② ③



역의 토지이용 및 주요시설 등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통합

혹은 세분하여 중랑천 개구간 탄천 개구간 안양천 개구간 홍제천 개8 , 3 , 6 , 6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상 구성3.

조사 상은 각 지천을 방문하는 사람 중 연구범위 내에 사는 거주‘ ’

자 일하는 근무자 등하교하는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각, , .

지천 주변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에 생활권역 연구범위 내 에서 각 지천을 방문한 사람, ( )

들 거주자 근무자 학생 을 중심으로 지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 , )

였기 때문이다.

설문지의 구성4.

설문은 인구학적 요인 지천 이용 시 일반사항 천변 시설 만, ,① ② ③

족도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 인식 등의 분류 하에 총 개 문항, , 29④

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업 등 개 문항, , , , 5

천변 이용 시
일반사항

방문빈도 방문시간 방문시간 주로 방문하는 날, , , ,
방문목적 동행하는 사람 이동수단 이동시간, , , ,
이동시요구사항 천변 이용시 시종점 등 개 문항, 11

천변 시설 만족도
주이용시설 천변시설별 만족도 천변 요구시설 천변에서, , ,
좋았던 지점과 이유 등 개 문항5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 인식

천변에서 주로 하는 여가활동 천변에서 참여한,
여가프로그램 여가공간으로서 수변공간 조성 시 바라는,
점 주변지역에 조성되었으면 하는 여가시설 등 개 문항, 8

표< -Ⅳ 2 설문지 구성 항목>



제 절 조사결과2

전 구간 응답결과 분석1.

인구통계학적 특성1)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

성별
남자 108 48.21

직업

전문 자유직/ 18 8.04

여자 116 51.79 사무 기술직/ 26 11.61

결혼유무
기혼 145 64.73 경영 관리직/ 9 4.02

미혼 79 35.27 서비스직 7 3.13

연령

10 20 8.93 일용 작업직/ 8 3.57

20 57 25.45 생산 운수직/ 3 1.34

30 41 18.30 전업 주부( ) 50 22.32

40 41 18.30 학생 40 17.86

50 32 14.29 자영업 20 8.93

60 21 9.38 기타 42 18.75

70 12 5.36 무응답 1 0.45

합계 224 100.00 합계 224 100.00

표< -Ⅳ 3 성 결혼유무 연령 직업에 따른 특성> , , ,

지천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2)

천변 이용도(1)

하천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 지에 해서 일주일에 번 방문하는3-4

사람이 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일 방문하는 사람까지60 (26.79%) ,

포함하면 명 으로 일주일에 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이 절반에109 (48.67%) , 3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머무는 시간은 시간에서 시간 미만이라고. 1 2

응답한 사람이 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목 빈도 퍼센트(%)

방문 빈도

매일 49 21.88

일주일 번3-4 60 26.79

일주일 번1-2 53 23.66

한달 번1-2 41 18.30

일년 번1-2 15 6.70

기타 6 2.68

머무는 시간

시간 미만1 45 20.09

시간 시간 미만1 -2 111 49.55

시간 시간 미만2 -3 48 21.43

시간 이상3 20 8.93

합계 224 100
방문 빈도< > 머무는 시간< >

일년 1-2번
6.7%

기타
2.7%

매일
21.9%

일주일 3-4번
26.8%

한달 1-2번
18.3%

일주일 1-2번
23.7%

1시간 미만
20.1%

3시간 이상
8.9%

1시간-2시간
미만

49.6%

2시간-3시간
미만

21.4%

표< -Ⅳ 4 방문 빈도 및 머무는 시간>

항목 빈도 퍼센트(%)

방문하는 요일
중복 응답( )

월 65 12.31

화 61 11.55

수 83 15.72

목 74 14.02

금 83 15.72

토 94 17.80

일 68 12.88

합계 528 100.00

표< -Ⅳ 5 방문 요일>

주로 방문하는 요일은 토요일 명 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94 , 17.80%) ,

전체적으로는 주말 평일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방문 목적 및 동행인(2)

항목 빈도 퍼센트(%)

방문 목적

휴식 및 산책 59 26.34

자연생태체험 2 0.89

문화행사 1 0.45

생활체육 109 48.66

사교 13 5.80

그냥 지나다가 28 12.50

주차 2 0.89

기타 10 4.46

동행하는 사람

가족 60 26.79

친구 66 29.46

연인 6 2.68

혼자 77 34.38

동호인 5 2.23

직장동료 8 3.57

기타 2 0.89
합계 224 100

방문 목적< > 동행하는 사람< >

생활체육
48.7%

휴식및산책
26.3%

문화행사
0.4%

자연생태
체험
0.9%

주차
0.9%

기타
4.5%

그냥
지나다가
12.5%

사교
5.8%

가족
26.8%

혼자
34.4%

연인
2.7%

친구
29.5%

직장동료
3.6%

기타
0.9%동호인

2.2%

표< -Ⅳ 6 방문 목적 및 동행하는 사람>

방문 목적은 생활체육이 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109 (48.66%) .

음으로는 휴식 및 산책이라고 응답한 사람 명 이 높게 나타났으(59 , 26.34%)

며 그냥 지나다가라고 응답한 사람 명 이 세 번째로 많았다, (28 , 12.50%) .

방문 시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라고 응답한 사람 명 이 가장(77 , 34.38%)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 명 가족 명 순으로 많, (66 , 29.46%), (60 , 26.79%)

이 나타났다.



천변 접근성(3)

항목 빈도 퍼센트(%)

접근 시
교통수단

지하철 7 3.13

버스 21 9.38

도보 133 59.38

자전거 및 인라인 50 22.32

자가용 11 4.91

기타 2 0.89

천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분 이내10 71 31.70

분 이내20 74 33.04

분 이내30 61 27.23

시간 이내1 15 6.70

시간 이상1 3 1.34

합계 224 100

접근 시 교통수단< > 천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

도보
59.4%

자전거 및
인라인
22.3%

버스
9.4%

기타
0.9%

지하철
3.1%

자가용
4.9%

10분이내
31.7%

30분이내
27.2%

20분이내
33.0%

1시간이상
1.3%

1시간이내
6.7%

표< -Ⅳ 7 접근 시 교통수단 및 천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하천까지 접근하는데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도보가 명 으로133 (59.38%)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전거 및 인라인이라고 응답한 경우, (50

명 가 많았다, 22,32%) .

천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분 이내가 명 이고 분30 206 (91.96%) , 30

이상이 명 에 불과해 부분 연구범위 내 생활권역에서 하천을 찾18 (8.04%)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빈도 퍼센트 접근 시 개선사항< >

중교통노선변경 10 4.46

안내표지
설치
24.1%

기타
14.7%자동차전용

도로의
일반도로화

9.8%

무응답
0.4%

대중교통
노선변경

4.5%

진입시설
확충
46.4%

진입시설확충 104 46.43

안내표지설치 54 24.11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반도로화

22 9.82

기타 33 14.73

무응답 1 0.45

합계 224 100.00

표< -Ⅳ 8 접근 시 개선사항>

천변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개선사항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명104

이 진입시설 확충을 우선으로 꼽았고 안내표지 설치 명(46.43%) , (54 ,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반도로화 명 순으로 나타났다24.11%), (22 , 9.83%) .

천변 이용시설 관련사항3)

주요 이용시설 및 만족도(1)

천변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서는 절반이상인 명 이118 (52.68%)

체육시설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게시설 명 로 나타, (56 , 25.00%)

났다.

한편 천변에 있는 시설 중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질문에는 없다 라, ‘ ’

는 응답이 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차시설 명73 (32.59%) , (41 , 18.30%),

문화공연관람시설 명 순으로 나타났다(40 , 17.86%) .

천변시설에 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분의 시설들에 한 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체육시설에 한 만족도 가 그 중 가장 높게, (M=2.60, SD=1.16)

나타났으며 문화공연관람시설에 한 만족도 가 가장 낮, (M=1.63, SD=0.90)

게 나타났다.



항목 빈도 퍼센트

천변
주요 이용시설

주차시설 7 3.13

체육시설 118 52.68

교육생태체험시설 11 4.91

문화 공연관람 시설( ) 3 1.34

휴게시설 56 25.00

안내시설 4 1.79

기타 24 10.71

무응답 1 0.45

천변
불필요시설

주차시설 41 18.30

체육시설 13 5.80

교육생태체험시설 24 10.71

문화 공연관람 시설( ) 40 17.86

휴게시설 20 8.93

안내시설 13 5.80

없음 73 32.59

합계 224 100.00

천변 주요 이용시설< > 천변 불필요시설< >

문화
공연관람시설

1.3%

교육생태체험
시설
4.9%

휴게시설
25.1%

안내시설
1.8%

기타
10.8%

주차시설
3.1%

체육시설
52.9%

주차시설
18.3%

체육시설
5.8%

교육생태
체험시설
10.7%

문화공연
관람시설
17.9%

휴게시설
8.9%

안내시설
5.8%

없음
32.6%

표< -Ⅳ 9 천변 주요 이용시설 및 불필요시설>

주차시설 체육시설
교육체험

시설
공연관람

시설
휴게시설 안내시설

평균 2.11 2.60 1.91 1.63 2.34 1.93

표준편차 1.13 1.16 1.09 0.90 1.17 0.96

표< -Ⅳ 10 천변시설 만족도>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 1= . 5= )



천변 및 주변지역 시설 관련 요구사항(2)

항목 빈도 퍼센트

천변 확충
요구시설

주차시설 11 4.91

체육시설 74 33.04

교육생태체험시설 15 6.70

문화 공연관람 시설( ) 32 14.29

휴게시설 56 25.00

안내시설 9 4.02

기타 13 5.80

없음 13 5.80

무응답 1 0.45

하천 제내지
조성희망
여가시설

문화시설 33 14.73

상업시설 13 5.80

스포츠시설 55 24.55

공원 등 휴식시설 117 52.23

기타 5 2.23

무응답 1 0.45

합계 224 100.00

천변 확충 요구시설< > 하천 제내지 조성희망 여가시설< >

휴게시설
25.0%

체육시설
33.0%

교육생태
체험시설

6.7%

기타
5.8%

무응답
0.4%

없음
5.8%

주차시설
4.9%

안내시설
4.0%문화공연

관람시설
14.3%

무응답
0.4%

공원 등
휴식공간
52.2%

스포츠시설
24.6%

문화공간
14.7%

기타
2.2% 상업시설

5.8%

표< -Ⅳ 11 천변 확충 요구시설 및 하천 제내지 조성희망 여가시설>

천변에 더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시설로는 체육시설 명 이 가(74 , 33.04%)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게시설 명 문화공연관람시설, (56 , 25.00%), (32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천 주변 제내지에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시, 14.29%) .

설로는 공원 등 휴식시설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명 으로 가장 높117 (52.23%)

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시설 명 문화시설 명, (55 , 24.55%), (33 ,

순으로 나타났다14.73%) .



수변 여가프로그램 관련사항4)

수변여가 프로그램 참여도(1)

항목 빈도 퍼센트

참여한 수변여가
프로그램

스포츠 회 17 7.59

생활체육교실 7 3.13

축제 및 행사 4 1.79

생태체험교실 2 0.89

문화공연 2 0.89

참여한 적 없음 192 85.71

수변여가
프로그램
불참 사유

홍보 및 진행부족 43 19.20

시간경제적 부담 29 12.95

낮은 질 17 7.59

무관심 97 43.30

기타 12 5.36

무응답 26 11.61

합계 224 100.00

참여한 수변여가프로그램< > 수변여가프로그램 불참 사유< >

생태
체험교실

6.3%

축제 및 행사
12.5%

스포츠대회
53.1%

문화공연
6.3%

생활
체육교실
21.9%

무응답
11.6%

낮은 질
7.6%

무관심
43.3%

홍보 및 진행
부족
19.2%

기타
5.4% 시간경제적

부담
12.9%

표< -Ⅳ 12 참여 수변여가프로그램 및 불참 시 사유>

수변에서 참여한 여가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85.71%

명 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 중 명(192 ) , 17

이 스포츠 회에 명 이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7.59%) , 7 (3.13%)

응답했다.

수변여가 프로그램의 불참 사유로는 명 이 무관심 때문이97 (43.30%) ‘ ’

라고 응답했으며 홍보 및 진행부족 명 시간경제적 부, ‘ ’(43 , 19.20%), ‘

담 명 순으로 나타났다’(29 , 12.95%) .



주요 여가활동 및 바람직한 수변여가공간의 상(2)

항목 종합 퍼센트

천변
주요 여가활동

순위 응답( )

휴식산책활동 4910 37.57

체육스포츠활동 4820 36.88

사교활동 1720 13.16

관람감상활동 690 5.28

학습활동 430 3.29

관광활동 170 1.30

기타 330 2.52

합계 13070 100.00

바람직한
수변여가공간의

상
순위 응답( )

생활체육공간 4810 36.27

휴식 및
스트레스해소공간

4240 31.98

문화공간 1950 14.71

사교공간 1450 10.94

교육공간 810 6.11

합계 13260 31.75

천변 주요 여가활동< > 바람직한 수변여가공간의 상< >

학습활동
3.3%

관람감상
활동
5.3%

관광활동
1.3%

휴식산책
활동

37.6%

기타
2.5%

사교활동
13.2%

체육스포츠
활동

36.9%

휴식 및
스트레스해소

공간
32.0%

교육공간
6.1%

생활체육공간
36.3%

사교공간
10.9%

문화공간
14.7%

표< -Ⅳ 13 천변 주요 여가활동 및 수변여가공간의 정체성>

천변에서 행하는 여가활동은 휴식 및 산책활동이 로 가장 높게37.57%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체육스포츠활동 사교활동 순으로, (36.88%), (13.16%)

나타났다.

한편 여가공간으로서 수변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변공간이 어떠한 공,

간으로 조성되어야하는지에 한 질문에는 생활체육공간이 로 가장36.27%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휴식 및 스트레스해소공간 문화공, (31.98%),

간 순으로 나타났다(14.71%) .



하천별 응답결과 분석2.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1)

천변 이용도(1)

중랑천< > 탄천< >

한달
1-2번
10.7%

일년
1-2번
1.8%

매일
26.8%

기타
5.4%

일주일
1-2번
21.4%

일주일
3-4번
33.9%

한달
1-2번
16.1%

일년
1-2번
3.6%

매일
25.0%

기타
5.4%

일주일
1-2번
21.4%

일주일
3-4번
28.6%

안양천< > 홍제천< >

일년
1-2번
5.4%

한달
1-2번
23.2%

매일
14.3%

일주일
1-2번
28.6%

일주일
3-4번
28.6%

일년
1-2번
16.1%

한달
1-2번
23.2%

매일
21.4%

일주일
1-2번
23.2%

일주일
3-4번
16.1%

표< -Ⅳ 14 방문 빈도>

중랑천< > 탄천< >

목
11.4%

금
13.4%

일
14.8%

화
12.1%

수
15.4%

토
19.5%

월
13.4%

목
17.5%

금
14.4%

일
8.1%

화
13.8%

수
17.5%

토
11.9%

월
16.9%

안양천< > 홍제천< >

목
12.5%금

12.5%

일
19.2%

화
9.6%

수
13.5%

토
25.0%

월
7.7%

목
13.9%

금
23.5%

일
11.3%

화
9.6%

수
15.7%

토
17.4%

월
8.7%

표< -Ⅳ 15 방문 요일>



방문 빈도에 한 질문에 중랑천과 탄천은 일주일에 번 과 매‘ 3-4 ’ ‘

일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안양천은 일주일에 번 다음으로 일’ , ‘ 3-4 ’ ‘

주일에 번 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홍제천은 일주일에 번 과1-2 ’ . ‘ 1-2 ’

한달에 번 이라는 응답이 많아 중랑천과 탄천에 비해 하천 방문 빈‘ 1-2 ’

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 요일은 중랑천과 안양천의 경우 토요일 이 이라는 응답이 가‘ ’

장 많았고 홍제천은 금요일 탄천은 수요일 과 목요일 이라고, ‘ ’, ‘ ’ ‘ ’

답한 빈도가 높았다 타 하천들이 주말 방문 비율이 높은 반면에 탄천의. ,

경우 평일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랑천< > 탄천< >

3시간
이상

16.1%

1시간
미만
8.9%

2-3시간
미만

17.9%

1-2시간
미만

57.1%

1-2시간
미만

42.9%

1시간
미만

23.2%2-3시간
미만

23.2%

3시간
이상

10.7%

안양천< > 홍제천< >

1-2시간
미만

50.0%

2-3시간
미만

26.8%

1시간
미만

16.1%

3시간
이상
7.1%

1시간
미만

32.1%

3시간
이상
1.8%

2-3시간
미만

17.9%

1-2시간
미만

48.2%

표< -Ⅳ 16 방문 시 머무는 시간>

방문 시 머무는 시간은 지천 모두 시간 미만 이라고 응답한4 ‘1-2 ’

비율이 높았으며 중랑천과 안양천의 경우 시간 미만 이 그 다음으, ‘2-3 ’

로 나타났다 반면 홍제천과 탄천은 시간 미만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 ‘1 ’

그 다음으로 나타나 중랑천과 안양천에 비해 방문 시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천< > 탄천< >

18:00-21:00
26.8%

08:00-10:00
7.1%

10:00-13:00
19.6%

21:00 이후
10.7%

05:00-08:00
5.4%

13:00-18:00
30.4%

05:00-08:00
5.5%

08:00-10:00
10.9%

13:00-18:00
32.7%

18:00-21:00
16.4%

10:00-13:00
32.7%

21:00 이후
1.8%

안양천< > 홍제천< >

13:00-18:00
50.0%

18:00-21:00
26.8%

05:00-08:00
1.8%

08:00-10:00
3.6%

21:00 이후
7.1% 10:00-13:00

10.7%

13:00-18:00
51.8%

18:00-21:00
14.3%

05:00-08:00
5.4%

08:00-10:00
3.6%

21:00 이후
12.5%

10:00-13:00
12.5%

표< -Ⅳ 17 방문 시간>

방문 시간 는 하천 모두 시 시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가운‘13 -18 ’

데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의 경우 시 시 라고 그 다음으로 응답한, , , ‘18 -21 ’

반면 탄천은 시 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시 시 라고 응답한, ‘10 -13 ’ ‘13 -18 ’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목적 및 동행인(2)

중랑천< > 탄천< >

기타
5.4%

자연생태
체험
1.8%

문화행사
1.8%

휴식 및
산책

26.8%생활체육
64.3%

생활체육
55.4%

휴식 및
산책

28.6%

사교
5.4%

기타
10.7%

안양천< > 홍제천< >

생활체육
53.6%

그냥
지나다가
12.5%

사교
5.4%

휴식 및
산책

25.0%

주차
3.6%

생활체육
21.4%

그냥
 지나다가

37.5%

사교
12.5%

휴식 및
산책

25.0%

자연생태
체험
1.8%

기타
1.8%

표< -Ⅳ 18 방문 목적>

중랑천< > 탄천< >

동호인
1.8%

기타
1.8%

혼자
21.4%

가족
51.8%

직장동료
5.4%

친구
17.9%

가족
19.6%

혼자
46.4%

기타
1.8%

친구
21.4%

직장동료
5.4%동호인

5.4%

안양천< > 홍제천< >

가족
25.0%혼자

28.6%

친구
35.7%

동호인
1.8%

연인
8.9%

가족
10.7%

혼자
41.1% 친구

42.9%

직장동료
3.6%

연인
1.8%

표< -Ⅳ 19 동행하는 사람>

방문 목적에 해서 중랑천 탄천 안양천은 항목에 한 응답 비율이, ,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홍제천은 그냥 지나다가 와 사, ‘ ’(37.5%) ‘

교 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동행인에 해서는 중랑천은 가’(12.5%) . ‘

족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양천과 홍제천은 친구 탄천은’(51.8%) , ‘ ’,

혼자 라는 응답 비율이높게 나타났다‘ ’ .



천변 접근성(3)

중랑천< > 탄천< >

자전거및
인라인
33.9%

버스
3.6%

자가용
7.1%

지하철
3.6%

도보
51.8%

버스
10.7%

지하철
5.4%

기타
1.8%

도보
46.4%

자전거및
인라인
33.9%

자가용
1.8%

안양천< > 홍제천< >

버스
12.5%

지하철
3.6%

도보
58.9%

자전거및
인라인
17.9%

자가용
7.1% 버스

10.7%

기타
1.8%

도보
80.4%

자전거및
인라인
3.6%

자가용
3.6%

표< -Ⅳ 20 접근 시 교통수단>

중랑천< > 탄천< >

1시간이내
5.4%

10분이내
50.0%

30분이내
19.6%

20분이내
23.2%

1시간이상
1.8%

1시간이내
10.7% 10분이내

42.9%30분이내
17.9%

20분이내
26.8%

1시간이상
1.8%

안양천< > 홍제천< >

1시간이내
10.7%

10분이내
12.5%

30분이내
41.1%

20분이내
33.9%

1시간이상
1.8%

10분이내
21.4%

30분이내
30.4%

20분이내
48.2%

표< -Ⅳ 21 천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천변 접근 시 교통수단에 한 질문에 개 지천 모두 도보 가 가장 많았4 ‘ ’

으며 중랑천과 탄천은 자전거 및 인라인 에 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 ‘ .

천변 접근 시 걸리는 시간은 중랑천 탄천이 분 이내 라는 응답이 가장, ’10 ‘

많았으며 안양천과 홍제천은 분 이내 분 이내 가 높게 나타났다, ’20 ‘, ’30 ‘ .



천변 이용시설 관련사항2)

주요 이용시설 및 만족도(1)

중랑천< > 탄천< >

주차시설
1.8%

휴게시설
19.6%

교육생태
체험시설

3.6%

문화공연
관람시설

1.8%

기타
12.5% 체육시설

60.7%

주차시설
3.6% 체육시설

50.9%

교육생태
체험시설

5.5%

문화공연
관람시설

1.8%

휴게시설
27.3%

기타
10.9%

안양천< > 홍제천< >

주차시설
5.4%

기타
5.4%

문화공연
관람시설

1.8%

교육생태
체험시설

8.9%

체육시설
55.4%

휴게시설
23.2%

주차시설
1.8%

안내시설
7.1%

기타
14.3%

교육생태
체험시설

1.8%

휴게시설
30.4%

체육시설
44.6%

표< -Ⅳ 22 천변 주요 이용시설>

중랑천< > 탄천< >

주차시설
32.1%

교육생태
체험시설

1.8%

체육시설
1.8%

문화공연
관람시설

5.4%

휴게시설
8.9%

없음
48.2%

안내시설
1.8%

체육시설
8.9%

주차시설
14.3%없음

42.9%

휴게시설
5.4%

교육생태
체험시설

7.1%

문화공연
관람시설
21.4%

안양천< > 홍제천< >

안내시설
12.5% 휴게시설

16.1%

체육시설
5.4%

주차시설
17.9%

없음
28.6%

교육생태
체험시설

7.1%
문화공연
관람시설
12.5%

휴게시설
5.4%

안내시설
8.9%

체육시설
7.1%

주차시설
8.9%

없음
10.7%

문화공연
관람시설
32.1%

교육생태
체험시설
26.8%

표< -Ⅳ 23 천변 불필요시설>

천변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개 하천 모두 체육시설이며 휴게시설4 ,

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천변에 불필요하다고 한 시설로는 중랑천과.

탄천은 없음 이라고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중랑천의 경우 주차시설 탄‘ ’ , ,

천의 경우 문화공연관람시설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천변 및 주변지역 시설 관련 요구사항(2)

중랑천< > 탄천< >

주차시설
8.9%

체육시설
21.4%

휴게시설
25.0%

기타
10.7%

없음
7.1%

안내시설
7.1%

교육생태
체험시설

7.1%문화공연
관람시설
12.5%

안내시설
5.4%

체육시설
25.0%

없음
5.4%

기타
8.9%

휴게시설
17.9% 교육생태

체험시설
16.1%

문화공연
관람시설
21.4%

안양천< > 홍제천< >

주차시설
8.9%

체육시설
25.0%

휴게시설
26.8%

없음
8.9%

기타
3.6%안내시설

1.8%

교육생태
체험시설

1.8%
문화공연
관람시설
23.2%

휴게시설
30.9%

교육생태
체험시설

1.8%

체육시설
61.8%

없음
1.8%

주차시설
1.8%

안내시설
1.8%

표< -Ⅳ 24 천변 확충 요구시설>

중랑천< > 탄천< >

문화공간
30.4%

기타
3.6%

스포츠시설
26.8%

상업시설
5.4%

공원 등
휴식공간
33.9%

기타
3.6% 상업시설

7.3%

문화공간
10.9%

스포츠시설
20.0%

공원 등
휴식공간
58.2%

안양천< > 홍제천< >

스포츠시설
25.0%

기타
1.8% 상업시설

5.4%

공원 등
휴식공간
53.6%

문화공간
14.3%

공 원  등
휴 식 공 간
6 4 .3 %

스 포 츠 시 설
2 6 .8 %

상 업 시 설
5 .4 %

문 화 공 간
3 .6 %

표< -Ⅳ 25 하천 제내지 조성희망 여가시설>

천변에 확충되길 바라는 시설로는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이 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홍제천의 경우 체육시설 탄천과 안양천은 문화공연관람시설의, ,

비율이 타 하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천 제내지에 조성되길 바라는 시.

설로는 중랑천은 휴식시설 스포츠시설 문화시설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 ,

고 나머지 하천에서는 휴식시설과 스포츠시설이 높게 나타났다, .



수변 여가프로그램 관련사항3)

수변여가 프로그램 참여도(1)

항목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참여한 적 있다 12 21.43 10 17.86 5 8.93 0 0.00

참여한 적 없다 44 78.57 45 80.36 51 91.07 56 100.00

무응답 0 0.00 1 1.79 0 0.00 0 0.00

합계 56 100.00 56 100.00 56 100.00 56 100.00

표< -Ⅳ 26 수변여가 프로그램 참여 여부>

중랑천< > 탄천< >

낮은 질
10.7%

무관심
25.0%

기타
5.4%

시간경제적
부담

17.9%

무응답
19.6%

홍보 및
진행부족
21.4%

시간경제적
부담

25.0%

낮은 질
7.1%

무관심
21.4%

홍보 및
진행부족
25.0%

무응답
17.9%

기타
3.6%

안양천< > 홍제천< >

낮은 질
8.9%

기타
5.4%

시간경제적
부담
7.1%

무응답
8.9%

무관심
53.6%

홍보 및
진행부족
16.1%

기타
7.1%

무관심
73.2%

낮은 질
3.6%

시간경제적
부담
1.8%

홍보 및 진
행부족
14.3%

표< -Ⅳ 27 수변여가프로그램 불참 이유>

수변 여가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한 질문에 홍제천은 응답자 모두 참

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 중랑천의 경우도 참,

여율이 명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참 이유로는 안양천과21.43%(12 ) .

홍제천이 무관심 이 가장 큰 반면 중랑천과 탄천은 시간경제적 부‘ ’ , ‘

담 및 홍보 및 진행부족 비율도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주요 여가활동 및 바람직한 수변여가공간의 상(2)

중랑천< > 탄천< >

학습활동
2.2%

휴식산책
활동

38.2%

체육스포츠
활동

40.1%

사교활동
6.0%

관광활동
0.9%

기타
5.6%

관람감상
활동
6.9%

휴식산책
활동

38.8%
사교활동

5.4%

학습활동
5.4%

체육스포츠
활동

37.2%

관광활동
0.6%

기타
3.5%

관람감상
활동
9.1%

안양천< > 홍제천< >

체육스포츠
활동

35.1%

학습활동
2.7%사교활동

17.6%

휴식산책
활동

39.0%

관광활동
2.1%

기타
0.3%

관람감상
활동
3.3%

체육스포츠
활동

35.2%

학습활동
3.0%사교활동

23.0%

관광활동
1.5%

기타
0.9%

관람감상
활동
2.1%휴식산책

활동
34.3%

표< -Ⅳ 28 주요 여가활동>

중랑천< > 탄천< >

문화공간
19.5%

사교공간
4.3%

교육공간
4.6%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공간
31.3%

생활체육
공간

40.4%

문화공간
20.3%

사교공간
4.9%

교육공간
4.6%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공간
35.4%

생활체육
공간

34.8%

안양천< > 홍제천< >

문화공간
8.9%

사교공간
17.3%

생활체육
공간

36.9%
교육공간

6.8%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공간
30.1%

문화공간
10.4%

사교공간
17.0%

교육공간
8.3%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공간
31.3%

생활체육
공간

33.0%

표< -Ⅳ 29 바람직한 수변여가공간의 상>

주요 여가활동은 휴식산책활동 및 체육스프츠활동 이 높은 비율을‘ ’ ‘ ’

차지하고 있으며 안양천과 홍제천은 사교활동 또한 높게 나타냈다 바람직한 수, .

변여가공간은 어떻게 조성되어야하는가에 해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공간‘ ’

및 생활체육공간 이란 응답이 많았으며 중랑천과 탄천은 문화공간 안양‘ ’ , ‘ ’,

천과 홍제천은 사교공간 이라는 응답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집단간 차이분석3.

성별에 따른 천변 이용사항1)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는 항목을 살펴보았다(p<0.05) .

성별
동행인

남성 여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가족 17 15.74 43 37.07 60 26.79

친구 28 25.93 38 32.76 66 29.46

연인 2 1.85 4 3.45 6 2.68

혼자 49 45.37 28 24.14 77 34.38

동호인 2 1.85 3 2.59 5 2.23

직장동료 8 7.41 0 0.00 8 3.57

기타 2 1.85 0 0.00 2 0.89

전체 108 100.00 116 100.00 224 100.00

표< -Ⅳ 30 천변 방문 시 성별에 따른 동행인> (Ｘ2=29.126, df=6, p=.000)

여성은 주로 가족 이나 친구 동반이 많은데 반해 남성은(37.07%) (32.76%)

혼자 천변을 찾는 경향을 나타냈다(45.37%) .

성별
이용시설

남성 여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주차시설 5 4.63 2 1.74 7 3.14

체육시설 60 55.56 58 50.43 118 52.91

교육생태체험시설 7 6.48 4 3.48 11 4.93

문화공연관람시설 2 1.85 1 0.87 3 1.35

휴게시설 19 17.59 37 32.17 56 25.11

안내시설 0 0.00 4 3.48 4 1.79

기타 15 13.89 9 7.83 24 10.76

전체 108 100.00 115 100.00 223 100.00

표< -Ⅳ 31 천변 방문 시 주 이용 시설> (Ｘ2=13.550, df=6, p=.035)

남성과 여성 모두 체육시설에 한 이용도가 높은 가운데 여성의 경우,

휴게시설 이용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별
프로그램

남성 여성 전체

스포츠 회 13 76.47 4 26.67 17 53.13

생활체육교실 1 5.88 6 40.00 7 21.88

축제 및 행사 2 11.76 2 13.33 4 12.50

생태체험교실 0 0.00 2 13.33 2 6.25

문화공연 1 5.88 1 6.67 2 6.25

전체 17 100.00 15 100.00 32 100.00

표< -Ⅳ 32 성별에 따른 여가프로그램 참여 분야> (Ｘ2=10.251, df=4, p=.036)

남성은 여가프로그램 참여 시 스포츠 회 참여 비율 이 월등히(76.47%)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생활체육교실 을 비롯하여 참여하는, (40.00%)

여가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연령 별 천변 이용사항2)

연령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는 항목을 살펴보았다(p<0.05) .

연령
이용빈도

10 20 30 40 50 60 70 전체

매일
5

25.00%
10

17.54%
3

7.32%
6

14.63%
14

43.75%
7

33.33%
4

33.33%
49

21.88%
일주일

번3-4
4

20.00%
10

17.54%
10

24.39%
12

29.27%
9

28.13%
10

47.62%
5

41.67%
60

26.79%
일주일

번1-2
6

30.00%
11

19.30%
10

24.39%
14

34.15%
6

18.75%
3

14.29%
3

25.00%
53

23.66%
달1
번1-2

5
25.00%

16
28.07%

12
29.27%

6
14.63%

2
6.25%

0
0.00%

0
0.00%

41
18.30%

년1
번1-2

0
0.00%

9
15.79%

2
4.88%

2
4.88%

1
3.13%

1
4.76%

0
0.00%

15
6.70%

기타
0

0.00%
1

1.75%
4

9.76%
1

2.44%
0

0.00%
0

0.00%
0

0.00%
6

2.68%

전체
20

100%
57

100%
41

100%
41

100%
32

100%
21

100%
12

100%
224
100%

표< -Ⅳ 33 연령 별에 따른 천변 이용빈도> (Ｘ2=60.584, df=30, p=.000)



의 경우 천변 이용 빈도가 년에 한두번에서 매일까지 다양하게30 1

분포하며 를 중심으로 연령 가 높아질수록 하천 이용 빈도가 높은, 30

편이다.

연령
체류시간

10 20 30 40 50 60 70 전체

시간 미만1
7

35.00%
17

29.82%
5

12.20%
9

21.95%
6

18.75%
1

4.76%
0

0.00%
45

20.09%
시간 시간1 -2

미만
8

40.00%
29

50.88%
26

63.41%
17

41.46%
14

43.75%
9

42.86%
8

66.67%
111

49.55%
시간 시간2 -3

미만
3

15.00%
7

12.28%
8

19.51%
14

34.15%
8

25.00%
7

33.33%
1

8.33%
48

21.43%

시간 이상3
2

10.00%
4

7.02%
2

4.88%
1

2.44%
4

12.50%
4

19.05%
3

25.00%
20

8.93%

전체
20

100%
57

100%
41

100%
41

100%
32

100%
21

100%
12

100%
224
100%

표< -Ⅳ 34 연령 별 머무는 시간> (Ｘ2=32.376, df=18, p=.019)

연령 가 낮을수록 시간 미만 체류 비율이 높으며 연령 가 높아질수1 ,

록 체류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동행인

10 20 30 40 50 60 70 전체

가족
1

5.00%
11

19.30%
23

56.10%
13

31.71%
7

21.88%
3

14.29%
2

16.67%
60

26.79%

친구
18

90.00%
20

35.09%
7

17.07%
7

17.07%
9

28.13%
2

9.52%
3

25.00%
66

29.46%

연인
1

5.00%
5

8.7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

2.68%

혼자
0

0.00%
17

29.82%
8

19.51%
19

46.34%
11

34.38%
16

76.19%
6

50.00%
77

34.38%

동호인
0

0.00%
0

0.00%
1

2.44%
1

2.44%
3

9.38%
0

0.00%
0

0.00%
5

2.23%

직장동료
0

0.00%
4

7.02%
2

4.88%
1

2.44%
1

3.13%
0

0.00%
0

0.00%
8

3.57%

기타
0

0.00%
0

0.00%
0

0.00%
0

0.00%
1

3.13%
0

0.00%
1

8.33%
2

0.89%

전체
20

100%
57

100%
41

100%
41

100%
32

100%
21

100%
12

100%
224
100%

표< -Ⅳ 35 연령 별 동행인> (Ｘ2=113.029, df=36, p=.000)



동행인의 경우 는 친구와 가족과 이상은 혼자, 10 -20 , 30-40 , 50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이용시설

10 20 30 40 50 60 70 전체

주차시설
0

0.00%
4

7.02%
1

2.44%
1

2.50%
1

3.13%
0

0.00%
0

0.00%
7

3.14%

체육시설
5

25.00%
24

42.11%
27

65.85%
29

72.50%
17

53.13%
11

52.38%
5

41.67%
118

52.91%

교육생태체험
시설

0
0.00%

6
10.53%

3
7.32%

2
5.00%

0
0.00%

0
0.00%

0
0.00%

11
4.93%

문화공연관람
시설

0
0.00%

2
3.51%

0
0.00%

1
2.50%

0
0.00%

0
0.00%

0
0.00%

3
1.35%

휴게시설
12

60.00%
17

29.82%
7

17.07%
4

10.00%
9

28.13%
4

19.05%
3

25.00%
56

25.11%

안내시설
0

0.00%
2

3.51%
1

2.44%
1

2.50%
0

0.00%
0

0.00%
0

0.00%
4

1.79%

기타
3

15.00%
2

3.51%
2

4.88%
2

5.00%
5

15.63%
6

28.57%
4

33.33%
24

10.76%

전체
20

100%
57

100%
41

100%
40

100%
32

100%
21

100%
12

100%
223
100%

표< -Ⅳ 36 연령 별 주요 이용시설> (Ｘ2=61.782, df=36, p=.004)

주요 이용시설은 연령 가 젊어질수록 휴게시설 이용비율이 높고 문화,

시설 교육생태체험시설 등은 에서 다른 연령 에 비해 상 적으로, 20-30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연령 가 높을수록 체육 및 휴게시설의 이용 비율.

이 높고 기타 시설에 한 이용비율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령
희망시설

10 20 30 40 50 60 70 전체

문화공간
3

15.00%
7

12.50%
10

24.39%
5

12.20%
6

18.75%
1

4.76%
1

8.33%
33

14.80%

상업시설
4

20.00%
7

12.50%
1

2.44%
0

0.00%
1

3.13%
0

0.00%
0

0.00%
13

5.83%

스포츠시설
5

25.00%
15

26.79%
14

34.15%
14

34.15%
3

9.38%
3

14.29%
1

8.33%
55

24.66%

공원 등
휴식공간

8
40.00%

27
48.21%

15
36.59%

21
51.22%

21
65.63%

16
76.19%

9
75.00%

117
52.47%

기타
0

0.00%
0

0.00%
1

2.44%
1

2.44%
1

3.13%
1

4.76%
1

8.33%
5

2.24%

전체
20

100%
56

100%
41

100%
41

100%
32

100%
21

100%
12

100%
223
100%

표< -Ⅳ 37 연령 별 주변지역 조성희망 여가시설> (Ｘ2=41.719, df=24, p=.014)

의 경우 휴게시설에 한 이용 및 요구가 많으나 나머지 연령 의10 ,

경우 스포츠시설에 한 이용 및 요구사항이 많다 상업시설 및 문화공간.

의 경우 의 젊은 층에서만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10 -30 .



제 절 시사점3

여가공간으로서의 이용도가 낮음1.

천변 이용도를 살펴본 결과 방문 빈도 측면에서 매일 과 일주일, ‘ ’ ‘

에 번 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고 방문 요일 또한 주말에 한정되어 있지3-4 ’ ,

않고 평일에도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지천은 생활권. , 4

여가공간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은 매우 한정된 몇몇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

으며 여가공간으로서의 이용 또한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들, .

의 여가욕구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생활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의 부족2.

수변공간을 여가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의 시민들은 생활체육

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있는 시설로는 수요에 비해 생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fktkj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시설과 휴식공

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하천 특성 및 성별 연령 에 따라 생활체육시설과 휴식공간 외에,

도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새로운 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내지와 제외지에 한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것

이 필요하다.



접근성의 문제3.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의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인라인을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진입로가 현재 있는 시설.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보 자전거 인라인. , ,

을 이용한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의 보완확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
변 이면 블록에서 또한 하천 진입로 인지가 수월하도록 수변공간으로의 진

입로 위치에 한 안내표지판의 개설이 필요하다.

저조한 여가프로그램 참여율4.

수변공간에서 행해지는 여가프로그램 참여율이 매우 낮으며 지역주민,

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이 수변공간을 생활권.

여가공간으로 인식하고 수변공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수변공간의

특성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 절 지천 수변공간의 유형1 4

제 절 유형별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2

제 절 지천 수변공간의 권역구상3 4

제 절 권역별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4

제 장 여가공간으로서의Ⅴ

수변공간 활성화방안





제 장Ⅴ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

제 절 지천 수변공간의 유형1 4

지천 수변공간은 하천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방을4 ,

중심으로 제외지와 제내지의 특성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공간의 특징을 나

타낸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제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용도이다 주변지. .

역의 토지용도에 의해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행태 둔치의 구성,

그리고 제내지와 제외지간의 연결방법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

다 우선 연구범위 내의 하천 주변지역을 교량으로 연결된 간선도로로 구.

분되어지는 일련의 블록으로 분류한 결과 총 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었다, 94 .

그리고 각 블록 별로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유,

율이 높은 용도에 따라 총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8 .

구분 유형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합계

주
거

단독 ① 17 3 1 16 37

단독 기타+ ② - - 2 1 3

아파트 ③ 10 3 7 1 21

상업업무․ ④ - 3 2 - 5

공업 ⑤ 3 - 8 - 11

기
타

공원 ⑥ 1 1 1 1 4

녹지 ⑦ 3 2 - 6 11

위험혐오시설 ⑧ 1 1 - - 2

합계 35 13 21 25 94

표< -Ⅴ 1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하천별 유형>



중랑천은 유형 단독주거와 유형 아파트 탄천은 주거와 더불어 유,① ③

형 상업 및 업무시설 안양천은 유형 공업시설과 유형 아파트 홍제, ,④ ⑤ ③

천은 유형 단독주거와 유형 녹지가 주된 분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분.① ⑦

포를 서울시 도시공간에 입을 하면 각 지천 주변지역의 서로 다른 성격,

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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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계

공업
기타- 공원/운동장

상업업무
주거- 아파트

기타- 위험시설
기타- 전답임야

주거- 단독
주거- 단독/공원
주거- 단독/상업
주거- 단독/위험시설

그림< -Ⅴ 1 하천별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유형 분포>



유형 단독 주거지역1. :①

유형 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다세 다가구 연립주택 을 포함( / / ) ,①

단독주택이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천변 아파트 단지의 경50% .

우 교량으로 구분되어지는 블록 단위로 배치되어 있어 다른 주거유형과,

혼재되어 있지 않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다세 다가구 연립주택 등 아파, , ,

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함께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 인 단독 주거지역은 전체 개 구역 중 가장 많은 개 구역인94 37①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랑천과 홍제천 주변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39.4% ,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사례지역으로 홍제천 구역과 중랑천 구역. 13 17

을 살펴보았다.

그림< -Ⅴ 2 단독 주거지역 분포>



구
역
특
징

제외지 하천상부에 고가도로 둔치는 하천정비사업 중,

제방 보행자의 횡단이 용이 자동차 일방통행 넓은 폭의 보행자도로( ),

제방법면 법면 경사가 크며 계단을 통해 둔치접근,

제내지 하천가로변 층 용도는 근린상업 블록 내부는 단독주택 분포1 ,

토지이용현황
기타(도로 등)

36.6% 단독 등

42.0%

임야

10.7%
상업업무

7.1%

아파트
1.2%

주상복합
2.5%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2 유형 사례지역 홍제천 구역> - 13①

제외지 제방 제방 도로: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3 홍제천 구역 현장사진> 13



구
역
특
징

제외지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식생 개구간 선형으로 하천 점유, , 3 :

제방 포장 산책로로 구성 정자 및 헬스기구 등 일정간격 두고 분포.

제방법면
녹화 법면 계단을 통해 제방산책로 접근 교량으로 제방과. ,
제외지 연결

제내지
보행자 횡단이 용이한 일반도로 가로변은 근린상업 블록. ,
내부는 단독주택

토지이용현황
기타(도로

등)
47.9%

단독 등
35.3%

상업업무
10.6%주상복합

5.8%
공업
0.3%

주차장
0.1%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3 유형 사례지역 중랑천 구역> - 17①

제외지 제방 산책로: 제방법면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일반도로: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4 중랑천 구역 현장사진> 13



유형 단독 주거지역 기타2. : +②

유형 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다세 다가구 연립주택 을 포함한( / / )②

단독주택과 기타 상업 공업 녹지 등의 다른 용도가 비슷한 점유율로 혼재, ,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체 개 구역 중 개 구역으로 홍제천 구. 94 3 , 18

역 단독 상업 과 안양천 구역 단독 녹지 공업 안양천 구역 단독 녹지( + ) 13 ( + + ), 3 ( + +

혐오 이 이에 해당한다) .

그림< -Ⅴ 5 단독 주거지역 기타 용도지역 분포> +



구
역
특
징

제외지
하천상부는 고가도로 둔치는 식생구간과 산책로로 구성 일부, ,
복개 유진상가( )

제방 제방을 따라 선형의 주차구역과 보차혼용도로

제방법면 경사가 크지 않으며 식생이 분포 경사로를 통해 둔치접근, ,

제내지
유진상가주변 시장 조성 가로변 근린상업 활성화 블록 내부는, ,
단독주택 분포

토지이용현황

주상복합
3.1%

상업업무
22.6%

아파트
3.1%

단독 등
23.9%기타(도로 등)

47.3%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4 유형 사례지역 홍제천 구역> - 18②

제외지 제외지 유진상가: 제방법면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방 주차장 및 도로: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6 홍제천 구역 현장사진> 18



구
역
특
징

제외지 식생 넓게 분포 선형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다른 구역 연결,

제방
일반도로 및 보행도로 빠른 차량속도와 넓은 차도폭으로 인해.
보행자횡단 불편

제방법면 자연식생 분포 제내지에서 둔치로의 접근통로는 없음,

제내지
하천과 연접한 가로변에 칼산과 공장 분포 이면간선도로쪽,
블록으로 주택 분포

토지이용현황

공업
14.5%

주상복합
1.8%

상업업무
7.1%

전답
0.5%

공원/운동장
0.2%

단독 등
17.0%

아파트
13.5%

임야
16.5%

기타(도로 등)
28.7%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5 유형 사례지역 안양천 구역> - 13②

제외지 제방 제방 도로: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7 안양천 구역 현장사진> 13



구
역
특
징

제외지 자전거도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 위주로 둔치 구성,

제방 제방을 따라 약 폭의 산책로 조성5m

제방법면 법면 중앙에 헬스기구 설치 제내지와 제외지는 계단으로 연결.

제내지 열병합발전소 용왕산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 , ,

토지이용현황

위험혐오시설
14.4%

기타(도로 등)
39.4%

아파트
13.5%

상업업무
2.0%

주상복합
1.4%

단독 등
14.5%

임야
13.5%

공원/운동장
1.3%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6 유형 사례지역 안양천 구역> - 3②

제외지 제방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8 안양천 구역 현장사진> 3



유형 아파트 주거지역3. :③

유형 은 아파트가 블록 내에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50% .③

전체 개 구역 중 인 개 구역이 이에 해당하며 단독 주거지역 다94 22.3% 21 ,

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형 아파트 주거지역은 그림 와 같이 중랑천과 안양천 주변< -9>③ Ⅴ

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중랑천의 경우 상류에 안양천은 하류에 많이 분포, ,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사례지역으로 중랑천 구역과 안양천. 26

구역을 살펴보았다9 .

그림< -Ⅴ 9 아파트 주거지역 분포>



구
역
특
징

제외지
자전거도로보행로식생 중랑천의 타구간과 달리.․ ․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음

제방 낮은 제방으로 인해 하천 접근 용이

제방법면 경사가 완만하며 교량부근 법면 경사로를 통해 하천 접근,

제내지
하천과 맞닿은 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에서 아파트로의
진출입이 가능

토지이용현황

공원/운동장
7.2% 상업업무

1.6%

단독 등
8.2%

아파트
49.6%

기타(도로 등)
33.4%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7 유형 사례지역 중랑천 구역> - 26③

제외지 제방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접근 통로: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10 중랑천 구역 현장사진> 26



구
역
특
징

제외지 축구장 주차장이 넓은 면적을 점유,

제방 산책로 일반도로 횡단 가능 방향별로 지반고 차이가 있음, ( , )

제방법면
법면 중앙에 헬스기구가 설치된 산책로 계단 및 경사로를 통해.
하천 접근

제내지
아파트거주자의 하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계단횡단보도가 하천과 연계․ ․

토지이용현황

아파트
20.3%

기타(도로 등)
51.8%

단독 등
10.1%

주상복합
8.5%

상업업무
8.4%

공업
0.6%

공원/운동장
0.3%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8 유형 사례지역 안양천 구역> - 9③

제외지 제방 제방 도로:

제방법면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가로변:

그림< -Ⅴ 11 안양천 구역 현장사진> 9



유형 상업업무지역4. :④

유형 는 상업업무용도가 블록 내에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50%④

한다 전체 개 구역 중 인 개 구역이 이에 해당하며 그림. 94 5.3% 5 , < -12>Ⅴ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탄천과 안양천 일부 구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례지역으로 탄천 구역을 살펴보았다2 .

그림< -Ⅴ 12 상업업무지역 분포>



구
역
특
징

제외지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부분은 주차장이 넓은 면적을 점유,

제방 횡단이 가능한 자동차도로가 있으나 보행환경이 좋은 편은 아님

제방법면 상부에 고가도로 고가교각 사이의 계단경사로를 통해 하천접근. ․
제내지

업무용빌딩과 상가밀집 하천과 면한 도로쪽은 건물의 후면이.
가로를 면함

토지이용현황
상업업무
59.5%

기타(도로 등)
40.5%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9 유형 사례지역 탄천 구역> - 2④

제외지 제방 제방 일반도로: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13 탄천 구역 현장사진> 2



유형 공업지역5. :⑤

유형 는 공업용도가 블록 내에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한50%⑤

다. 전체 개 구역 중 인 개 구역이 이에 해당하며 그림94 11.7% 11 , < -14>Ⅴ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안양천 부분의 지역과 중랑천 성수동 일부 구

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례지역으로 안양천 구역과 중랑천. 18

구역을 살펴보았다8 .

그림< -Ⅴ 14 공업지역 분포>



구
역
특
징

제외지 농구장 족구장 등 일부구간 체육시설 부분은 인공식생 조성, .

제방 제방을 따라 산책로 일정간격으로 헬스기구 설치.

제방법면 제방벽옆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지나 육교 통해서만 횡단 가능

제내지 규모 공장단지 분포 단지 내에 근로자체육공간이 있음.

토지이용현황
기타(도로 등)

40.9%
공업
58.5%

아파트
0.5%

공원/운동장
0.1%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10 유형 사례지역 안양천 구역> - 18⑤

제외지 제방 접근 통로: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자동차전용도로: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15 안양천 구역 현장사진> 18



구
역
특
징

제외지 둔치는 자연식생 서식 제방 바로 옆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통과.

제방 제방을 따라 산책로 일정간격으로 헬스기구 설치.

제방법면 경사가 완만하며 법면 중간에도 산책로 조성

제내지
왕복 차선 일반도로 변으로 영세한 규모의 점포공장창고 등이6 ․ ․
분포

토지이용현황

공업
33.4%

기타(도로 등)
36.0%

공원/운동장
0.3%

위험혐오시설
0.2%

주상복합
3.1%

상업업무
16.2%

아파트
0.6%

단독 등
10.3%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11 유형 사례지역 중랑천 구역> - 8⑤

제외지 제방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도로: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16 중랑천 구역 현장사진> 8



유형 공원지역6. :⑥

유형 은 공원 운동장 포함 용도가 블록 내에 이상을 점유하는 경( ) 50%⑥

우에 해당한다 전체 개 구역 중 인 개 구역이 이에 해당하며 그. 94 4.3% 4 , <

림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하천마다 한강합류부 인근에 하나씩-17>Ⅴ

분포하고 있다 중랑천 구역 탄천 구역 안양천 구역 홍제천 구역이. 2 , 3 , 7 , 1

이에 해당한다.

그림< -Ⅴ 17 공원지역 분포>



구
역
특
징

제외지
형버스 위주의 주차장이 부분을 점유 한강합류부근에.

자동차극장

제방 왕복 차선도로 차량속도가 빨라 보행환경이 뛰어난 편은 아님4 .

제방법면 계단을 통해 제내지와 제외지 연결

제내지 종합운동장이 블록전체를 차지하며 제외지와의 연계성은 없음

토지이용현황

기타(도로 등)
53.8%

공원/운동장
46.2%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12 유형 사례지역 탄천 구역> - 3⑥

제외지 제방 제방 일반도로:

제방법면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18 탄천 구역 현장사진> 3



유형 녹지지역7. :⑦

유형 은 녹지 전답임야 용도가 블록 내에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 ) 50%⑦

해당한다. 전체 개 구역 중 인 개 구역이 이에 해당하며 그림94 11.7% 11 , <

에서 나타나-19>Ⅴ 는 바와 같이 홍제천 상류 지역의 임야지역 중랑천의,

몇몇 임야지역 탄천 시경계부의 개발제한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

사례지역으로 홍제천 구역 중랑천 구역 탄천 구역을 살펴보았다14 , 24 , 12 .

그림< -Ⅴ 19 녹지지역 분포>



구
역
특
징

제외지 안산이 하천과 맞닿아 있어 둔치가 없음

제방 주택지 쪽의 일부구간만 제방 설치

제방법면
수직 제방으로 되어 있어 교량 혹은 제방에서 계단으로 제외지
진입

제내지
안산홍제천주택지가 붙어있으나 경관 및 공간활용면에서,․ ․
연계성은 없음

토지이용현황

임야

32.2%

단독 등

7.1%
주상복합

1.4%기타(도로등)

59.3%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13 유형 사례지역 홍제천 구역> - 14⑦

제외지 제방 제방 접근 통로:

제내지 안산: 제내지 안산과 주택: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20 홍제천 구역 현장사진> 14



구
역
특
징

제외지 자전거도로 보행로 자연식생, ,

제방 초안산과 제방 사이에 왕복 차선의 자동차도로와 철도가 지남2

제방법면 제방이 낮아 제방법면 어느구간에서도 하천진입은 용이

제내지 초안산 골프클럽 및 체육공원이 있으나 하천과의 연계성은 없음

토지이용현황

임야
29.4%

단독 등
13.3%기타(도로 등)

38.5%
아파트
13.8% 상업업무

3.0%

주상복합
0.6%

전답
0.5%

공원/운동장
0.7%

주차장
0.2%

위험혐오시설
0.1%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14 유형 사례지역 중랑천 구역> - 24⑦

제외지 제방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초안산: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21 중랑천 구역 현장사진> 24



구
역
특
징

제외지 자연생태구역으로 인공시설 전무

제방 제방을 따라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음

제방법면 법면은 자연식생이 조성되어 있고 사람의 출입이 어려움,

제내지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이 부분 일부 지하철차량기지 점유( ) .

토지이용현황

전답
46.4%

기타(도로 등)
36.0%

임야
12.7%

단독 등
1.3%

상업업무
2.2%

공업
1.0%

공원/운동장
0.1%

위험혐오시설
0.2%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15 유형 사례지역 탄천 구역> - 12⑦

제외지 제방 도로: 제방법면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접근 통로: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22 탄천 구역 현장사진> 12



유형 위험혐오시설7. :⑧

유형 은 위험혐오시설이 블록 내에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50%⑧

한다 전체 개 구역 중 인 개 구역이 이에 해당하며 그림. 94 2.1% 2 , < -23>Ⅴ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랑천 구역 탄천 구역이 이에 해당한다7 , 8 .

그림< -Ⅴ 23 위험혐오시설 분포>



구
역
특
징

제외지 자전거도로와 자연식생

제방 왕복 차선의 자동차도로 보행환경 열악함2 .

제방법면 경사로 및 터널을 통해 제외지 접근

제내지 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어 형차량의 출입이 빈번함

토지이용현황
상업업무

9.0%
공원/운동장

0.3%

전답
0.1%

위험혐오시설
49.3%

기타(도로 등)
41.3%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16 유형 사례지역 중랑천 구역> - 7⑧

제외지 제방 일반도로: 제방법면 접근 통로:

제내법면 접근 통로: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24 중랑천 구역 현장사진> 7



구
역
특
징

제외지 자연생태구역이지만 자전거도로가 있어 사람의 통행 가능

제방
제방 상부에 고가도로가 있으며 그 옆으로 왕복 차선의8
자동차도로가 지남

제방법면
경사로 통해 제외지 접근 높은 제방 및 넓은 자동차도로로 인해.
보행환경 열악

제내지 탄천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등 단위 시설이 블록을 차지함,

토지이용현황

위험혐오시설
41.2%

기타(도로 등)
47.2%

아파트
7.3%

단독 등
2.1%

상업업무
0.8%

공원/운동장
1.3%

주차장
0.2%

건축물용도현황

표< -Ⅴ 17 유형 사례지역 탄천 구역> - 8⑧

제외지 제방 제방법면

제내지 가로변: 제내지 도로: 제내지 블록 내부:

그림< -Ⅴ 25 탄천 구역 현장사진> 8



제 절 유형별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2

단독 주거지역1.

유형 인 단독 주거지역 유형 포함(① ② 24) 은 주변지역의 지형적인 조건이)

나 열악한 도시기반으로 인해 근 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므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는 경향인 동시에 개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수변공간 활성화방안은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 등의,

보행자동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개발 시에도 수변공간의 여가활동이 공간설

계에 반영되도록 지침을 주어야 한다.

홍제천의 경우는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지역의 지반고가 제

방높이와 같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접근성이 단절되어 있지 않으므

로 제내지의 제방가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지역 주민의 하천이용,

을 유도할 수 있다 가로변 부적합용도를 적합용도로 유도하고 걷고싶은. ,

거리만들기계획 및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하천주변지역에 한 계획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랑천 중류의 경우는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으므로 높은 제,

방과 더불어 재해관리구역 등과 같은 도시관리적 차원에서의 재개발 가능

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하천의 지형적 조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

도시공간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이 요구된

다.

24) 유형 인 단독 주거지역 기타는 유형상으로 분류했으나 주된 특징이 유형+ ,② ①

과 유사하므로 본 장에서 함께 설명한다.



아파트 주거지역2.

유형 인 아파트 주거지역은 유형 단독 주거지역 다음으로 많이 분③ ①

포되어 있으나 유형 을 비롯한 다른 유형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유, ,①

형 으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가장 지배적인 분포를 가질,③

전망이다.

중랑천과 안양천의 경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하천,

변의 시민공원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때로는 하천변 자동차전용도로를 넘을

수 있는 보행자 고가다리를 설치하였다 또한 경사로 및 옥외승강기를 갖.

추어 장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를 천변공원에서 탈 수 있게 하였

다 그 중에 중랑천 상류지역이 주목할 만한데 문화 및 체육시설 소공원. , ,

등의 주민복리시설이 고가도로의 아파트 단지 측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도시경관측면으로는 적극적인 개선책이 아니지만. ,

용도배치측면에서는 수변공간과 주거공간 간의 완충지 를 이루어 자연스

러운 접근과 더불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시한다.

상업 및 업무지역3.

유형 인 상업 및 업무지역은 탄천과 안양천의 일부지역에 해당된다.④

상업지역의 경우는 규모 시장 및 단일점포 등의 형태로 되어 있고 상업,

지역 블록 내 이용과 수변공간 이용에 있어서 상호용도 간의 연관성이 떨

어지므로 용도측면에서의 연계보다는 하천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경관디자인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지역의 경우는 제내지와 제방사이의 도로가 주로 통과교통로로 이

용되면서 하천과 인접한 부분 건물들의 후면이 하천에 면하도록 배치되,



어 있다 둔치는 업무지역 배후의 주차장 용도로 쓰이고 건물의 전면이 있. ,

는 이면도로에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탄천은 코엑스 잠실종합. ,

운동장 롯데월드 등 국제행사 및 놀이공원에 근접해 있으므로 이면도로변, ,

의 상업용도를 하천 인접도로변까지 유입시키고 자동차관련시설을 이전한

다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광객들을 위한 수변여가공간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공업지역4.

유형 인 공업지역은 부분 안양천 옛 구로공단지역에 밀집되고 중랑⑤

천 성수동 일부구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의 산업기능이 점차 축소되어,

공장빌딩으로 체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과 변화에 응하.

는 유연성을 겸비하여 현재의 근로자를 위한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양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공장지역과 하천 제외지를 연,

결하는 접근방식은 교량에 연결된 육교 외에는 전무하다 열악한 하천 접.

근성의 개선을 위해 블록을 구분하는 교량부근 이외에도 단지 내에서 연결

하는 접근 통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둔치에서는 휴식 및 산책을 위주로 한.

여가활동이 주가 되도록 공간을 조성하며 이벤트성 행사를 시범하면서 점,

차 내용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자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중랑천 성수동의 경우는 소규모 점포 위주의 공업. ,

지역이므로 휴식 및 산책 이외에도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을 제내지 측 제,

방법면에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탈산업화와 더불어 문화도시시 를 맞이한 서구의 도시들이 폐

산업시설 또한 역사적 장소의 중요한 상징물로 인식 필요한 기능으로 전,

환하면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에 안양천의 구로단지와 같



은 서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주요한 요소가 되는 공업지역에 하여 문

화여가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지역5.

주변지역과 가장 바람직한 연계는 녹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수변공간에

이르는 것이다 흔히 그린웨이 라 부르는 녹지체계를 하천과 직교적으. ‘ ’

로 두어 일방향의 단조로운 수변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한다 특히 홍제천과 중랑천은 산들이 주변에 근접해있어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계에서는 여가문화 및 복리시설 등.

이 녹지의 오픈스페이스 측으로 개방되게 위치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25).

유형 인 공원지역은 한강과 만나는 합류 지점 부근에 서울숲 잠실종,⑥

합운동장 월드컵 평화의 공원 목동종합운동장으로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 , .

으로 수변여가공간의 거점지역이 되는 블록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체,

육 및 여가행태가 블록 내로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한강과 지천 등의.

수변공간과 이 시설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여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동시에

이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

유형 인 녹지지역은 하천과 직교체계를 이루어 다양한 수변여가공간⑦

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휴식 및 산책뿐만 아니라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며 수변공간의 주요한 자연경관요소가 된다, .

따라서 도시맥락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은 하천 자,

연생태구역과 연계하여 자연생태체험 등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

25) 양재천의 경우는 전체배치 상으로는 이상적이나 주변건물들이 녹지공간을 등

지고 배치되어있는 상황이라 자연스러운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공원녹지지역으로 유수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부분 체육공원이,

나 주차장 등의 잔여기능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유수지는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으로 하천과 거주.

지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천에 접근할 때에 중요한 매개공,

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체육 및 잔여기능의 경우는 부분 철망울타리에.

의해 특정목적과 일정기간에만 개방고 있어 하천과 거주지 간의 연계성을,

크게 차단하고 있다 또한 유수지 생태공원도 매력적인 기능을 내포하지.

않으면 상 적인 저지 라는 지형적 조건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시각적인

녹화지 가 되기 쉽다 따라서 유수지를 시민여가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저.

수기능을 수용하면서 물이 주는 자연의 풍성함 저지 의 독립성 및 동선,

적 불리함 등 유수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과 주거지 간의 시각적 연계

뿐만 아니라 행위공간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위험혐오시설6.

유형 인 위험혐오시설은 중랑천과 탄천 상류에 위치한 하수처리장⑧ 26)

이다 규모의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 시설공사로 규모가 축소되고 주변.

을 체육시설이나 시민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탄천하수처리장 만평 의. (12 )

경우는 일부시설을 없애서 이미 체육공원으로 체하였고 단계사업 추진, 2

중에 있으며 중랑하수처리장 만평 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청계천, (24 )

26) 일명 배수종말처리장으로도 불리는 하수처리장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을 위‘ ’

해 공장 사업소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배수를 처리하는 장소로서 현재 서울, ,

에 개소가 있지만 지천과 근접한 것은 중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4 , 4

이다.



유지용수 공급시설이 완공되었고 일부는 복개하여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장내 일부구역이 시민공간으로 조성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와 관련된 시설들이 규모 블록을 점유하고 블,

록 내 여가시설에 한 인지도가 떨어지며 중교통 및 보행에 의한 접근,

성도 열악하다.

따라서 중교통 노선의 변경과 더불어 하수처리장 내 여가시설에

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기존의 시설일부를 남겨두면.

서 여가 및 문화기능화로 전환하여 하수처리장이라는 장소성을 기억하게

하는 방안이 일률적으로 조성되는 경향이 있는 수변공간에 지속적인 다양

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절 지천 수변공간의 권역구상3 4

서울시 지전 수변공간의 권역구상은 앞서 장 절에서 언급했던4 4 1

유형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중랑천은 단독 아파트의. , ,

주거유형이 주된 요소이므로 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고 탄천은 단독주택2 , ,

아파트 상업 자연경관이 비슷한 분포를 하므로 개 권역 또는 권역, , 4 3 ,

안양천은 공업과 아파트로 개 권역 홍제천은 단독주택 녹지가 부분이2 , ,

지만 중류에 상업용도가 밀집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 권역으로 나3

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Ⅴ 26 지천 수변공간 권역구상> 4



표 수변공간의 유형을 고려한 지천 수변공간의 권역구상< -18> 4Ⅴ

중랑천
단독 아파트 로 주거지역이 전체의 약 를 차지함(48.6%), (28.6%) 77%

중랑천 상류 아파트 수변여가생활권역- :
중랑천 하류 단독주택 수변여가생활권역- :

탄천
단독 아파트 상업업무 공원녹지가 동일한 비율을 점유함, , ,

단독주택 수변여가생활권역 아파트 수변여가생활권역- ,
수변상업활성화권역 수변자연경관권역,

안양천
공업 아파트 로 상류와 하류가 양분되는 형상임(38.1%), (33.3%)

안양천 상류 수변공업단지권역- :
안양천 하류 아파트 수변여가생활권역- :

홍제천
단독 공원녹지 가 부분이며 중류는 상업용도가 혼재함(68%), (28%) ,

수변자연경관권역 수변상업활성화권역- ,
단독주택 수변여가생활권역-



제 절 권역별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

중랑천1.

단독주택 수변여가생활권역1)

이 권역은 서울시계에서 월릉교에 이르는 것으로 녹천교를 기준으로

신시가지의 생활중심권과 혼재된 생활중심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서울시계 녹천교 구간은 신시가지의 생활중심권으로 하천부지가 좁아-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은 소수 분포하며 자전거도로와 자연녹지가 둔치를,

점유하고 하천 배후로는 상계동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단위 집합주거단,

지가 밀집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하천변으로 나와 휴식 및 산책을 즐기

는 편이다 이 구역은 아파트단지와 하천구역이 연계될 수 있는 단지조성.

및 시설확충이 요구된다.

녹천교 월릉교 구간은 혼재된 생활중심권으로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이 넓게 자리잡고 있어서 하천구역 내에 체육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좌안배후에는 다세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하고 있으며 우안배후에는 초안,

산 영축산 근린공원이 하천변에 인접하고 있다 그러나 우안의 근린공원과, .

하천은 경원선으로 인해 접근성이 불량하다 산과 하천의 연계를 통해 매.

력적인 자연경관 형성이 가능하다.

아파트 수변여가생활권역2)

이 권역은 월릉교에서 한강합류부에 이르는 것으로 군자교를 기준으로

개발예정의 생활중심권과 거점지역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월릉교 군자교 구간은 계발예정의 생활중심권으로 다세 다가구 주- ·



택이 밀집해 있으며 그로 인해 하천구역 내에 많은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주변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 예. , ·

정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해 친환경 주거지역 조성 및 하천,

과의 연계지침을 마련한다.

군자교 한강합류부 구간은 거점지역권으로 하천구역은 수량도 많고 자-

연식생도 다양하다 주변지역에 한양 학교 서울숲 하수처리장 등 규모. , ,

시설이 인접해 있고 하천 좌안배후로는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자리잡고 있,

어서 지역주민의 접근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규모 시설물의 기능변경 및.

물리적 배치시의 연계향상을 통해 하천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이 가능하

다.

탄천2.

수변상업 활성화권역1)

한강합류 탄천제 교 구간은 수변상업 활성화권역으로 우안배후로는 잠- 2

실아파트 종합운동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좌안배후로는 상업 업무지역, , ·

이 밀집하고 있어 하천둔치가 부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의 이전방안 마련이 시급하

며 시설을 이전한 이후에 하천부지와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과의 연계방,

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중심 수변여가권역2)

탄천제 교 광평교 구간은 생활중심 수변여가권역으로 좌안배후로는 아2 -

파트 우안배후로는 다세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다 하천구역은 생태보전, .

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유수지 및 하수처리장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서,



방재관련시설에 한 활용방안 마련 시에 주변의 주거지역과 연계하는 방

법을 모색할 수 있다.

수변자연경관권역3)

수변자연권역인 광평교 서울시계 구간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배후로는 부분 비닐하우스 단지가 분포하고 있다 좌안에는 규모, .

시설로 수서차량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안에는 현재 동남권유통단지,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사업 시에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해 제방도로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안에서의 하천접근,

이 더욱 불량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안양천3.

아파트 수변여가생활권역1)

이 권역은 한강합류부에서 광명 교에 이르는 것으로 신정 교를 기준1

으로 아파트중심의 생활중심권 공업기능과 혼재된 생활중심권으로 나뉠,

수 있다.

한강합류부 신정 교 구간은 좌안배후에 목동 규모 아파트단지가 있- 1

고 하천변으로는 열처리발전소 종합운동장 등 규모 시설들이 인접한다, , .

우안배후에는 소규모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아파트단지로 체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이 주변지역에.

혼재하지만 아파트단지화되는 추세이고 하천의 주이용자는 인근 주거지역,

의 주민들이다 넓은 하천부지를 생활중심형 수변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거단지와의 원활한 연계가 요구된다.



신정 교 광명 교 구간은 좌안배후에 칼산공원을 중심으로 공업기능과1 -

아파트단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우안배후에는 공구도매상가 소규모 공업센, ,

터 등이 하천인근에 입지하고 있다 칼산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권역 내에.

매력적인 수변여가공간을 조성한다.

수변공업단지권역2)

이 권역은 광명 교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곳으로 공통적으로 개발잠

재권에 속하지만 금천교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명 교 금천교 구간은 규모 산업단지가 배후에 넓게 입지하고 있-

다 그로 인해 하천부지에 인공적인 시설 조성이 거의 없고 자전거도로 이. ,

용자 외에는 하천접근로도 거의 없다 공장 등 산업단지가 외곽지역으로.

계속 이전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산업단지 이전 시에 하천과의 연계지침 수

립이 필요하다.

금천교 서울시계 구간은 안양시와의 경계지역으로 산업단지 및 주거지-

등의 기능이 혼재하고 있다 또한 철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 하천으.

로서의 접근성이 가장 불량하다 현재 이전적지와 시흥전철역을 중심으로. ,

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중심과 하천이 연계되는,

공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홍제천4.

단독주택 수변여가생활권역1)

이 권역은 한강합류부에서 홍제 교에 이르는 곳으로 사천교를 기준으3

로 거점 및 생활중심권과 개발예상 생활중심권으로 나뉠 수 있다.



한강합류부 사천교 구간은 거점 및 생활중심권으로 강변북로 내부순환- ,

도로 등 각종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 접근성 및 경관이 불량하지만 한강,

시민공원 월드컵공원과의 연계 및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규모 수변공간,

의 기능부여가 가능하다.

사천교 홍제 교 구간은 개발예상 생활중심권으로 우안배후로는 가좌뉴- 3

타운이 지정되어 있고 좌안배후로는 연희동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또한 하천과 인접한 가로변을 따.

라 상가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도심형 하천 조성에 유리하.

며 하천 제방도로 상가 등의 물리적 배치에 의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 ,

수행도 가능하다.

수변상업활성화권역2)

이 권역은 홍제 교에서 옥천 교에 이르는 것으로 하천일부가 복개되어3 2

상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하철 호선 홍제역을 중심으로 홍, , 3

제균형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호텔 산 등이 인접해 있으므. ,

로 도심관광 성향의 수변여가공간 조성에 유리하다, .

수변자연경관권역3)

이 권역은 옥천 교에서 홍제천시점에 이르는 곳으로 발원지인 북한산2

근린공원을 배후로 단독주택지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하천시점이어서 주변,

경관 및 수질은 양호하나 일부 하천경관은 옹벽 및 불량주택지 등으로 인,

해 불량하다 세검정 홍지문 등의 역사적 공간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 ,

니라 계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유원지 성격의 수변여가공간 조성,

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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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정책제언1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여가공간 및 시설 확충1.

제외지에 국한된 여가활동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성으로 인해 매우 제

한적이므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풍부해질 수 있다 특히 중랑천의, .

서울숲 탄천의 잠실종합운동장 안양천의 목동종합운동장 홍제천의 월드, , ,

컵 경기장 및 평화공원 등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수변공간과 연계함으로써

여가공간 및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2.

수변공간이 생활권 여가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특

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

재 인접 자치구별로 수변공간 재정비와 더불어 여가프로그램 제공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자치구별 편차가 심하며 수변공간의 관할경계 또한 모호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 ,

는 여가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변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특.

성을 반영한 유형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개선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용하.

는 시민의 연령 성별 이용시간 주변시설 여가시설 등을 고려한 다양· , , ,

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홍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진행 중인 산업시설 관련 녹화사업에 하여 장소성을 고3.

려한 적극적인 여가프로그램 수용 및 네트워킹이 필요함

최근에 하수처리장 공원화 유휴철도 부지활용 유수지 생태복원 등 도, ,

시의 산업화 또는 근 화와 관련된 수변공간에 한 재활용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시 적 도시흔적의 가치에 해 소홀한 경향이 있다 산업시, .

설물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 선유도 공원처럼 그 고유의 장소성으로 시,

민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하천을 따라 발달한 산업시설물들이.

문화적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수변여가활동을 유도하는 문화네트워,

킹의 거점지역이 될 수도 있다.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주변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4.

는 자동차전용도로 철도 등 산업도시구조에 한 장기적 개선,

도시의 산업화와 팽창에 의해 요구된 교통체계가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가져옴으로써 수변공간에서의 시민여가활동을 축소시켰다 탈산업화시기를, .

맞이하는 많은 도시들은 수변여가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도로화 도로, ,

지하화 복개 등 근 도시구조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

중랑천과 안양천 주변의 낙후된 지역 특히 철도와 하천에 의해 사각지,

를 이루는 부분은 일반시설이 위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분 산업시설,

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각지 부분이 오히려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지.

역을 분절시키는 철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주요부분을 지중화하여 주변지

역과 연계한다면 수변여가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

은 주변지역과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규모 계획이므로 전체,

적인 도시계획하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 절 향후과제2

본 연구는 서울시 지천의 수변공간을 시 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4

가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문헌연구 현장조사 전문가 자, ,

문회의 시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여가공,

간으로서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과 정책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평균.

에 이르는 하천을 주변지역과 더불어 개 장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14km 4

매우 방 한 작업이 요구되었다 특히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이 있는 상황.

에서 연구의 결과를 기초연구에 적합하게 지천의 전체적인 현황조사와4

유형분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그 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비 및 관리해야 할지에 한 방향성을 연구의 이론적인 배,

경과 해외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 .

울시 지천을 생활권의 수변여가공간으로 고려해본 것에 의의가 있으4

며 향후에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첫째 각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천생태 연구 지천별 경, . ,

관관리 연구 역사문화 연구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용도적 교통적 연결성, , , ,

연구 등 전문분야별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천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홍제천 을, 4 . (45m)

제외한 서울시 지천은 평균하폭이 약 로 규모면에 있어서 파리의4 200m

세느강 영국의 템즈강 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천의 계(100-200m), (100-300m) .

획 및 관리측면에서는 전체구상이 부재한 채 자치구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하천의 연속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질적인 불연속적 경관,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강의 경우와 같이 각 지천 또는 지천에. 4

한 총괄 관리사무소를 갖추고 전체적인 기본계획 하에 자치구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핵심지역에 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천에 한 기, . 4

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제사업을 위한 우선순위의 핵심지역을 정할 수 있다, .

핵심지역은 수변여가활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환경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선정에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특히 자동차전용도로나 철도와 같은 기존의 교통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넘

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지역에 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전체적,

인 구상 하에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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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천 이용 일반사항○○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의 천 이용 일반※ ○○
사항에 한 것입니다.

문 천변을 자주 이용하십니까1) ?○○
매일1.
일주일에 번2. 1-2
일주일에 번3. 3-4
한달에 번4. 1-2
년에 번5. 1 1-2

기타6. ( )

문 천변을 주로 방문하는 요일은 언제2) ○○
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문 천변 방문 시 얼마나 머무르십니까3) ?○○
시간 미만1. 1
시간 시간 미만2. 1 -2
시간 시간 미만3. 2 -3
시간 이상4. 3

문 천변을 방문하는 시간 는 언제입니4) ○○
까?
1. 05:00-08:00
2. 08:00-10:00
3. 10:00-13:00
4. 13:00-18:00
5. 18:00-21:00

이후6. 21:00

천을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5) ?○○
휴식 산책하기 위해서1. ,

2. 자연생태체험 등 교육을 위해서
3. 문화 공연관람 등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4. 조깅 자전거 축구 등의 운동을 하, ,

기 위해서
5. 약속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 사교 장소로
그냥 지나다가6.
주차하기 위해서7.
기타8. ( )

문6) 주로 누구와 천변을 방문하십니○○
까?
가족1. 친구2.
연인3. 혼자4.
동호인5. 직장동료6.
기타7. ( )

문 천변에 올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7) ○○
단은?
지하철1. 버스2.
택시3. 도보4.
자전거 및 인라인5.
자가용6.
기타7. ( )

문 귀하의 출발지에서 천변까지 오는데8) ○○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분 이내1. 10 분 이내2. 20
분 이내3. 30 시간 이내4. 1

시간 이상 기타5. 1 6. ( )



문 귀하의 출발지에서 천까지 오는 과9) ○○
정에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무
엇입니까?

중교통 노선 변경1.
진입시설 확충2.

3. 진입구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4.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반도로화

기타5. ( )

문 천변 이용 시 출발지는 어디입니까10) ?○○
출발지에 를 표시하고 지역혹은 근( ‘V' (
무처학교명을 안에 적어주세요) ’< >‘ )․

거주지 구 동: < > < >□
근무지 : <□ 구 동> < >
학교 : <□ 학교>

문 님이 천 방문 시 시작지점과11) ○○ ○○
종료지점은?
조사자의 그림을 보고 응답하세요( )
시작지점 ( )
종료지점 ( )

천변 시설 만족도○○

※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의 천변 시설○○
만족도에 한 것입니다.

문 천변에서 어떤 시설을 주로 이용하12) ○○
십니까?

주차시설1.
체육시설2.
교육생태체험시설3.
문화 공연관람 시설4. ( )
휴게시설5.
안내시설6.
기타7. ( )

문 천변 시설에 한 만족도 조사입니13) ○○
다 점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점수. . (
에 표시)

낮음 높음
주차시설㉮ 1 2 3 4 5
체육시설㉯ 1 2 3 4 5
교육체험시설㉰ 1 2 3 4 5
공연관람시설㉱ 1 2 3 4 5
휴게시설㉲ 1 2 3 4 5
안내시설㉳ 1 2 3 4 5

문 천변에 가장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14) ○○
면 무엇입니까?

주차시설1. 체육시설2.
교육생태체험시설3.
문화 공연관람 시설4. ( )
휴게시설5. 안내시설6.
없음 기타7. 8. ( )

문15) 천변에 현재보다 더 확충되어야○○
할 시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차시설1. 체육시설2.
교육생태체험시설 문화공연관람시설3. 4. ( )
휴게시설5. 안내시설6.
없음7. 기타8. ( )



문 천변에서 가장 좋았던 지점과 이유16) ○○
는 무엇입니까?
조사자의 그림을 보고 응답하세요( )
좋았던 지점( )
이유( )

여가공간으로서 천○○

※ 아래의 문항들은 여가공간으로서 천이○○
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한 귀하
의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 천변에서 주로 어떤 여가활동을 하17) ○○
십니까?

순위로 표시(1,2,3 )
체육스포츠활동1. ( )
학습활동2. ( )
사교활동3. ( )
휴식산책활동4. ( )
관람감상활동5. ( )
관광활동6. ( )
기타7. ( )

문 천변에서 휴식 및 산책 이외의 여가18) ○○
프로그램 스포츠프로그램 문화행사 축( , ,
제 등 에 참여하신적이 있습니까) ?

있다 문 로 이동1. ( 19 )→
없다 문 으로 이동2. ( 20 )→

문 천변에서 참여한 여가프로그램을 체19) ○○
크해주십시오.
1. 스포츠 회 걷기 회 달리기 회 자( , ,

전거 회)
생활체육교실 웰빙체조 인라인강습2. ( , ,

축구교실)
축제 및 행사 하이서울페스티벌 기마3. ( ,
퍼레이드)

4. 생태체험교실 야생화조류체험교실 수( ,․
질모니터링)
문화공연5.
기타6. ( )

문 천변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20) ○○
이유는?

여가프로그램에 관한 홍보 및 진행 부1.
족
시간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부담감2. ․
내용상 질이 낮거나 다양하지 못한 여3.
가프로그램
관심이 없음4.
기타5. ( )

문21) 여가공간으로서 수변공간은 어떠한 공간
으로 조성되어야 하는가에 해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 주십시오 순위로 표(1,2,3
시)

문화공간1. ( )
생활체육공간2. ( )
사교공간3. ( )
교육공간4. ( )
휴식 및 스트레스해소공간5. ( )



문 천변에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및22) ○○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1. .
그렇지 않다2. .
보통이다3. .
그렇다4. .
매우 그렇다5. .

문 천 인근 주변 지역에 조성되었으면23) ○○
하는 여가시설은 무엇입니까?

문화공간 공연장 미술관 등1. ( , )
상업시설 쇼핑 레스토랑 등2. ( , )
스포츠시설3.
공원 등 휴식공간4.
기타5. ( )

문 천을 이용하면서 여가공간으로서24) ○○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점이 가장 필
요한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통계처리문항

아래 문항들은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
본사항들입니다 자료의 분류를 위하여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님의 성별은D1) ?○○
남 여/

님의 결혼 여부는D2) ?○○
기혼 미혼/

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D3) ?○○
만 세

D4) 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졸 이하1.
중졸 재 중퇴2. ( / )
고졸 재 중퇴3. ( / )

학졸 이상 재 중퇴4. ( / )

님은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D5) ○○
십니까?

전문 자유직 사무 기술직1. / 2. /
경영 관리직 판매 서비스직3. / 4. /
일용 작업직 생산 운수직5. / 6. /
전업 주부 학 원 생7. ( ) 8. ( )
자영업 기타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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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plans which promotes waterfront

utilization as leisure space for citizens and systematically reorganizing waterfront

space, which was made in disarrangement,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ncourage citizens, whose leisure time has increased due to five working

days a week, and to promote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in their everyday life

this study focuses on Han River's four watercourses, Jung Rang Chun(Northeaster

area), Tan Chun(Southeaster area), Ahn Yang Chun(Southwestern area), Hong Je

Chun(Northwester area) lie in the heard of Seoul.

This study points out some issues which prevent waterfront development. First, it

concerns the space allocation. Even though each of Han River's four watercourses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waterfront space of each watercourse ignored its own unique

beauty due to limited space. Thus they became a playing field rather than a place

where citizens can take a rest. Second, it is a problem of accessibility. Waterfront of

Han River's four watercourses is separated from residential districts by driveways and

railroads, which are constructed next to the sidewalks or through the watercourse.

Along with this, large industrial facilities are located in the waterside area, keeping



citizens from approaching the waterfront. Recently some part of the industrial area is

being afforested; however, the afforestation work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watercourse. Third, policy issues should be dealt as well. Systemic problem arose from

different rules are applied to the watercourses and surroundings on banks, therefore,

the master plans of watercourses and surrounding watercourses are separately planed

and executed. Leisure programs implemented by different districts, causing

inconsistency in policy-makings, is also problematic.

This study suggests three policy implications.

1.Space for leisure activities in the waterfront is very limited. In solving this

problem, one of the solutions can be building a road from the waterfront to existing

public facilities such as the Jamsil Sports Complex. A plan to link these two places will

encourage citizens to participate more in leisure activities.

2.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leisure programs and networks, especially in

relations to the green area. The massive scale plan including bridging the green and

the residential areas should be implemented.

3. In order to revitalize leisure activity in the waterfront space, different interest

groups should come together to discuss what is best for citizens. Efforts to fulfill needs

of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ness of the surroundings should be

considered. Any changes in policies take the people using these facilities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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