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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대부터 물은 도시에서 필수적 요소로서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

맺어 왔다. 식음료 및 물자의 수송이 편리하고 방어를 위한 경계를 형성

하기 적합한 물가에 도시와 마을들이 주로 세워졌다. 산업시대에 이르러

적극적인 교통로 확보와 물의 의존적인 산업시설의 입지에 적합한 수변

을 중심으로 공장과 물류 창고 등이 인접하고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상업과 무역을 위한 항구의 모습으로 더 이상 물과 어울려

살던 해안의 경관은 사라지게 되었고, 활발했던 항구들이 2차 산업의 성

장으로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항구의 역할 또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하

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내륙의 도시에서는 도시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하천을 복개하거나 상공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등

단순생산성·경제성 위주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 공간과 수변의 기능상의 분리를 회복하고 수

변공간의 장점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려는 움

직임이 크다. 60년대 초 미국 볼티모어와 보스턴 항구를 시작으로 약 반

세기동안 진행된 북미와 유럽권역의 도시 수변공간 재개발 사업 역사에

비해 짧지만 국내에서도 1995년 양재천 복원과 2005년 청계천을 시작으

로 수변공간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 인천 송

도, 부산 북항과 같은 광역지차체롤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변 공간 개발

사업들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로 황폐화된

도시공간을 개발하고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변

공간의 개발이 도시 재생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수변공간개발의 관심이 이어지고 사업이 확장고 있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수변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채 해외 선례의 외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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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과 장식적 시설의 공급에 치중되는 실정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대

한 고려 없이 수변공간을 단순히 도시의 유휴부지로 여기고 도시 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수변공간은 도시 공간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계획되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연속된 선형공원이

자 복합적 도시장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과 함께하는 수변공간의 개발 흐름의 접

목에 주목하였다. 수변공간은 단순히 수공간 자체로의 친환경적, 심미적,

기능적 회복과 이외에도 그 주변을 아우르는 도시 수변 공간에서의 일상

의 회복이라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들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밀

접한 관련을 가지며 발달되었고, 도시 발전의 근원지였으나 현재 소외,

방치 되고 있는 수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민들에게 산업화

이전의 친수환경을 환원시켜주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도시 재생적 가치로서 수변도시 개발사례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과 장소성을 구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및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그 이전에 각각의 개발들은 각 도시들의 지리적 위치와 도

시의 역사, 규모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배경, 개발의 목적과 시

기가 일률적이지 않다. 또한 수변공간은 해안과 하천, 인공호수와 같은

형태에 따른 유형적 분류를 달리하며 전면 개발형과 기존도시 구조 활용

형 등 그 개발의 방식에 따라 사업별로 큰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수

변공간개발에 있어 중요한 계획요소로, 사례대상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바탕으로, 수변공간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후기산업화시대의 항만수변도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여 매력적인

수변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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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수변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에서 도시와 수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

안들의 한 사례로 포항 동빈내항복원사업1)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분석하였다. 포항 동빈내항복원사업은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포항

의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하천복원, 항만재생, 연안재생을 포함하는 복합

적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지자체에서 수변공간 재생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기 산업도시 수변공간의 복원과

활성화 방향의 한 사례로 포항의 동빈내항복원사업의 의의와 그 특징을

밝히고 통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항 동빈내항 복원 사업은 포항산업단지 조성으로 막히게 된 동빈내항

과 형산강을 잇는 1.3km의 수로를 복원하는 포항운하 건설사업을 비롯

하여 동빈내항복원 재정비촉진사업, 해양공원건설, 동빈부두정비사업, 송

도해변 복구사업, 포항 구항 재개발, 타워브릿지 건설 사업을 포함하며,

결과적으로 포항 도심부와 밀접하게 결합하는 수변의 공간에 대해서 복

합적으로 계획하고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인 도시재

생적 관점에서 도시 수변공간의 긴밀한 연계와 통합적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인 포항운하 부분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지

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동빈내항복원사업’은 현재는 포항시의 도시재생 주력사업으로 2012년 5월부

터 7개의 연계사업으로 묶어 ‘T7 Ocean Project“란 명칭으로 진행·홍보 하고 있

으나, 이는 대외적인 홍보를 위한 상징적 명칭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 기획단

계에서부터 고시되었으며, 도시적 차원에서 사업대상지인 동빈내항 주변부의 지

리적 의미가 담겨있는 ’동빈내항복원 사업’으로 통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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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범위 계획안

1
포항운하 복원 및

해도수변 유원지 조성
수로건설 L=1.3km
수변유원지 96,120m2

2
포항운하 주변지역

도시재정비
재정비촉진지구 
A=590,976m2

3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해양공원 A=16,400m2

4 동빈 부두 정비 부두정비 L=1,290m

5 송도백사장복구
잠제3기 L=900m, 
양빈L=1.7km

6 포항구항 항만 재개발 A=173,900m2

7 타워브릿지 건설 송도해수욕장-북부해수욕장 연결 

표1-1 동빈내항복원사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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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포항 동빈내항복원 사업 지리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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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단계에서 사업 대상지 일대를 중심으로 각 시대

별 분석을 통해 지금의 수변공간 재생의 단계에 이르게 된 배경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그 단계를 크게 산업화시대 전후와 현재 후

기 산업화 시대로 3단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항만수변도시

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였다.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 : 2010년 ~ 2020년(2015년 포항시 고시 기준)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계획의 기간 2010 ~2015 2016~2020 2020년 이후

계획의 성격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1. 포항운하 복원
  (2009 ~ 2014)
2. 동빈내항 복원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2008 ~ 2012)
3.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2007 ~ 2009 )
4. 송도백사장 복구(1단계)
  (2006~2012)

1. 해도수변유원지조성
  (2016 ~ 미정) 
2. 동빈내항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016 ~ 미정) 
4. 송도백사장복구(2단계)
  (2016 ~)
7. 타워브릿지건설
  ( 2016년 ~)

4.송도백사장복
구(3단계)
 (2020년 이후)
6. 포항구항
  항만 재개발
 (2020년 이후)

표 1-2 전체 사업의 단계별 시행 계획

대상지에 더욱 집중하는 4, 5장에서는 현황분석과 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시점을 현재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성공적인 수변공간개발사업들은 상당 기간의 장기적 계획들로 이

루어지는 사업들이며 본 연구의 대상인 7개의 사업을 포함하는 동빈내항

복원사업 또한 2010년에서 2020년 이후로의 시간적 범위를 두고 3단계

로 단·중·장기적 계획 중에 있다.

주요 사업인 포항운하 복원사업은 2012년 5월 22일 기공식을 거쳐

2014년 1월 8일까지 수로 건설을 완공한 상태이며 대상지의 수변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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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부분은 제 2단계 사업으로 현재 계획단계에 있다. 동빈부두 정비사

업과 송도백사장복구 1단계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며 타 사업들은 계획,

진행 중에 있다. 포항시에서 고시한 동빈내항복원사업의 중장기적 계획

을 제외한 제1단계가 2015년 완료된다.

1.2.3 연구의 방법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도시수변공간에 관한 이론 고찰을 통해 대상지 조사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이론적 고찰은 먼저 도시 수변공간의 역할과 그 유형의 분석

으로 시작하였다. 수변공간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서 도시에서 그 공간적

가치가 발현 될 수 있는 분석적 요소를 유추하고자 하였으며, 수변공간

의 유형 분류를 통하여 하천복원에서 항만재생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빈내항복원사업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

시재생의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적 관점에서의 계획요소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수변재생에 관한 연구와

국내 수변재생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는 수변공간의 이론

적 고찰을 통하여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수변공간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둘째, 수변공간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적 결과를 목표로 하는

수변공간의 계획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는 동빈내항복원사업의 분석의 틀

로 적용되며 이에 앞서 수변공간의 적용 현황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4장의 동빈내항복원사업의 사업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자료조사를 실행하였다. 포항시에서 제공한 자료들2)이 기초자료

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정량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연구시점

이전의 동빈내항복원사업의 발생적 배경과 계획을 위한 여건 분석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서는 포항시의 도시재생과와 해양항만과를 통하여 수집 분석하였고, 각

2) (재)포항 테크노파크,포항운하백서, 2014

포항시청, 포항시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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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보도 되었던 기사 또한 활용되었다.

넷째,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헌연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요소가 실제 이용되고 있는 수변공간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현재 계획의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수변공간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간대, 계절별,

또 축제·행사 기간에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동빈내항복원사업

이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하나로 실제적으로 도시 공공의 공간

에 어떠한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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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3 연구의 흐름



- 10 -

1.4 선행연구 고찰

1.4.1 수변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국내 도시 수변공간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1995년 청계천 복구 사업을 시작으로 수변공간의 개

발이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2000년 이후 공공성에 바

탕을 둔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수변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수변공간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는 국

내외 수변도시 재생 사례에 관한 단독·비교연구, 도시수변공간의 재생을

위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의 정책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으

로 구분 될 수 있다.

도시 수변공간에 관한 연구는 도시 재생적 측면, 계획 및 설계기법 외

에도 하천복원, 수변경관, 환경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이 연안개발, 항만재생, 하천복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변공간 유형별로 크게 분류하여 연안개발, 항만재생, 하

천 정비, 하천 복원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수변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수

변 특징을 분석하고 필요한 계획 기법 및 요소에 관한 연구들이 모두 선

행연구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수변도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볼티모어 항

구, 배터리파크나 유럽의 도크랜드, 하펜시티등과 같이 주로 해외에서 시

행되고 있는 성공적인 도시 수변개발 사례에 대한 연구이거나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한 개괄적인 수변공간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본 연구

에서 대상지 분석을 위한 요소 도출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국내 연구의 대상지는 수변재생의 유형 중 하천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최근 항만재개발의 재생에 관한 사례로 부산 북항 재

개발 사업, 인천내항복원사업에 관한 연구가 몇 차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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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제   목
출판
연도

출판기관

양도식
포스트모던 도시수변공간의 문화적 사용을 위한 
도시설계과정 분석 - 볼티모어 항구 문화 
도시수변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2006 서울도시연구

어정연

여홍구 
도시재생측면을 고려한 수변공간구성 연구 
-프랑스 파리 동쪽지역개발계획지역 중심으로 

2008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양윤재
도시재생 전환기제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역할과 
성과에 관한 연구

2008
한국도시설계

학회지

이금진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버밍엄 
브린들리플레이스 수변복합개발 특성

2008 대한건축학회

김민경

이정형
도심활성화와 연게한 뉴욕 맨해튼 워터프론트 
재생 디자인 수법 연구

2009 대한건축학회

권영상

조민선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2010 AURI

서은영 

이철수

원제무

계획요소를 통한 대도시 수변공간 
도시재생프로젝트의 비교 분석 - 런던, 파리, 서울의 
수변공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12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김희철 

이한울 

이건혁

해외 수변공간 개발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계획 특성 
- 클라이드 워터프론트, 하펜 시티, 배터리 파크 
시티를 대상으로 

2013
한국도시설계

학회

이금진
항만수변도시의 공공디자인 계획방향 연구 - 
함부르크 하펜시티 및 웨일스 카디프베이 분석

2013 대한건축학회 

문지영

오덕성
도시공간 속 수변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의 
사례연구

2007 대한건축학회

백현아 산업항만 이전적지 문화수변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서울대학교

정순원
우신구

탈산업시대 소프트 워터프런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10 대한건축학회

진영환
선진국 항만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2015 지역연구

표 1-3 수변도시 재생에 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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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제   목
출판
연도

출판기관

정선아
포항운하 복원사업에 관한 연구: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심 이미지와 어메니티 개선

2014 한동대학교

구자문
포항도심 재개발 방향 연구 : 동빈내항을 포함한 
구도심을 대상으로

2010 환동해 리뷰

구자문
동빈내항지역을 중심으로한 창조적인 도심재생 전략 
연구

2013 환동해 리뷰

이동걸
현행지방자치단체 개발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2009 영남대학교

구자문,이성근
장소성 변화를 고려한 도심수변공간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포항 송도해변 사례를 중심으로
2006 환동해 리뷰 

표 1-4. 동빈내항 복원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1.4.2 포항 동빈내항복원사업에 관한 연구

2006년 동빈내항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동빈내항과 그 주변지역에 관

한 선행연구가 몇 차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포항 동빈내항 복원사

업에 관한 연구는 사업 대상지 7군데 중 각각의 개별 연구로 진행된 경

우는 있었으나, 7군데의 수변개발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부재하였

다. 이는 연구 대상 사업 중 주요 사업인 포항운하 복원 사업이 완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

행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대한 기본 자료는 포항운하 복원 사업완료 이후 발행된 포항운

하 백서(2014년 7월 발행)를 참고하고 그 외 부족한 자료는 신문기사나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대상지 관련 공고문 등의 문헌 자료에서 수집하였

다. 동빈내항 복원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동걸은 2009년 사업시행 이전시점의 사업의 정책적 문제에 관한 연구

로 사업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시공간적 관점이 아닌 경제

적, 사회적 관점의 연구로 본 연구와 맥을 달리한다.

정선아는 국내외 워터프론트 사례를 통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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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도출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포

항운하 복원사업을 평가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사 완료 기점 2013

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한 연구이며 이후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이

후의 환경변화와 주민 인식의 변화등 주요 변화 과정을 담아내지 못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지 범위가 포항운하 복원사업

만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와의 연구 범위에 차이가 있다.

구자문은 2010년 동빈내항복원사업이 계획단계에 있었던 시점에서 동빈

내항과 구도심을 연계한 재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로 도심 재개발의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방향성을 제시함에 따라 본 연구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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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도시 수변공간의 개념 및 특성

2.1.1 도시 수변공간의 개념

(1) 수변 공간의 정의

도시 수변공간의 사전적 의미를 고찰해보면, 수변(waterfront)은 수제선

(水際線:물과 땅이 닿아서 이루는 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 범위의

육역과 수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

수변공간은 ‘물’을 아우르는 자연·환경적 개념과 ‘도시공간’개념이 결합된

용어로서 그 특성 또한 자연·생태적 측면과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

할 수 있다. 이는 수변공간이 단순히 물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 공업, 어업 등과 같은 생산적 행위를 포함하

고, 도시민에게 수변공간의 활동, 수상레저 활동, 자연경관을 통한 심리

적, 정서적 만족 기능 등의 친수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시 수변공간

은 이러한 수변의 기본적 특성에 도시적 입지성을 더하여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 업무, 주거, 여가 등의 기능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또한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의 공간 개념으로 보아

야한다.3)

따라서 수변공간은 배후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의 설정이 수변공간

의 중요한 개발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Douglas. M. Wrenn(1989)은 “수

변공간을 개발할 때에는, 단지 도시 속에서 수제선의 위치만을 문제 삼

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후관계(Urban Context)의 면에서 고려해야 한

다.”4)고 하였다. 즉 수변공간은 도시에서 독립된 요소나 개발 대상이 아

3) 김민경, 도시수변공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통합적 수변공간디자인을 중심으

로, 중앙대학교, 2010, pp33

4) Douglas M.Wrenn, Urban Waterfront Development, 1989



- 15 -

니라 기본적으로 도시와의 맥락에서 인지되고 경험되어야 한다.

수변공간의 지역적 범위는 단일의 제도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5)에 의한 친수구역 범위 지정, 연안관리

법6) 에 의한 연안육역이 지정관리 되고 있다. 이 밖에 하천법의 구분 및

지정7)은 하천변 지구가 아닌 이·치수 기능에 적합한 하천 유역의 범위

를 설정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수변공간의 범위를 도출하는 데는 타당하

지 않다. 또한 수변공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

자 별로 수변의 유형 및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공간의 정확한 수치상의 범위보다는 수변공간이 도

시민과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계적 의미에 집중하기에 그 범위를

개념적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수변 공간의 유형

수변공간은 크게 해안, 하천, 운하, 호소로 구별되며 각각의 공간적 형

태, 지리적, 생태적 특성, 개발 현황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5)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구역 양쪽 2km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 이

상 면적을 지정해야 하며, 이 구역은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6)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

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

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7)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

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

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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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안(Coast)

해안은 도시와 바다가 만나는 단일 선형구조로 존재하지만 해안지형의

형태에 따라 폐쇄성과 개구성 해안으로 구분되어 그 성격을 달리한다.

폐쇄성의 해역은 외부로부터 안정적이고 선박의 하역 등이 용이한 점으

로 주로 항만 시설로 이용, 도시가 발달하여 중심시가지와 근접하여 경

관이 우수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설들이 배치된 곳이 많다. 반면 개구성

해역의 경우에는 쓰나미, 조수차, 강풍 등으로 시설의 배치나 활동에 불

리한 조건을 가지다 보니 시가지와 격리되고 낙후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안은 바다가 제공하는 심리적, 시각적 영향으로

단순한 경관 체험뿐 아니라 해상, 해면, 수중 활동의 장으로 활용도가 높

다.

2) 강(River)

강은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 주변을 따라 흐르면서 오랫동안 도시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그와 동시에 물리적 경계를 형성함으로 경계를 중

심으로 서로 다른 환경을 만들지만 도시에서 사람들의 정주환경을 유도

하고 커뮤니티 형성의 바탕이 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강은 규모와 길이, 폭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경관적 차이

를 보이면서도 연속된 강변은 파노라믹한 대표적인 도시의 경관을 만들

어낸다.

3) 운하(Canal)

이중 선형의 강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물자의 수송과

이동을 목적으로 조성한 인공수역에 해당한다. 도시에 위치한 운하는 항

구나 강에 비해 수면의 폭이 좁아 대부분 소규모의 도시수변공간을 형성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면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유럽 국

가들에서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버려진 운하를 관광, 생태적 용도로 복

원하면서 매력적인 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4) 호수(lake)

호소는 육역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형태를 가지면서 규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받기 쉽다.

호수는 도시와 별도로 정적인 풍경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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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도시 수변공간의 개발과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을 달리한다.

2.1.2 도시 수변공간의 일반적 특성

(1) 물리적 특성

물이 가지는 가장 큰 속성 중 하나는 흐름과 방향성이다. 물은 높은 곳

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면서 하천의 상류·중류·하류에 따라 또는 소

하천·강·바다에 이르는 연속성을 가지며, 구간별 특징을 달리하면서 다양

한 수변경관을 창출하게 된다. 또한 물의 방향성과 연속된 공간은 도시

에서 이동성을 제공한다.

반면 물의 선형적 속성은 개발위주의 도시공간에서 수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수변에 위치한 제방을 따라 도로, 고가도로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배치시킴에 따라 도시의 선형적 단절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

었다. 오늘날의 시점에 와서 복개도로, 배후단지의 단절 등의 수변 공간

문제는 고가도로 철거, 폐철도 부지 재생과 함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변과 어우러지는 도시의 모

습은 그 도시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 수변공간의 재생이 오염된 산업지역의 환경적 재

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수변이 가지는 생태적 중요성은 도시 수

변공간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된다.

(2) 심리적 특성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수변공간에서 타 장소와는 다른 환경적 변화

를 경험한다. 수변에서 물은 계절·시간·수량의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물

리적 변형에 그대로 노출 되어 그 온도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바람이나 빛의 반사, 물의 냄새와 소리 등을 통해 인간의 감각적

체험을 가능케 하면서 도시에서 자연과 관계 맺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가

진다.

이와 함께 수변공간은 도시민들에게 친수환경을 수반한 공공성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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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공해 준다. 수변공간은 물이 가지는 이·치수적 특성으로 건축물

의 밀집이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도시에서는 수역의 규모에 따라 필수

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육역의 범위가 발생함에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제

공하면서 공공영역으로서 그 활용에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변공간은 도심 속에서 훌륭한 오픈스페이스로 형성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개방성을 지

닌다. 다양한 목적과 요구에 부합하면서 수변의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공공영역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다.

(3) 사회적 특성

수변공간이 현재에 와서 위락 위주의 기능으로 존재한다면, 과거에는

생산위주의 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수변공간은 도시 형성 초기단계부터

농림·수산업, 산업과 공업, 유통 및 기타 서비스업이 타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경제적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 왔다. 현

재에는 그 기능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해안이나 큰 하천을 끼고 발달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여전히 그 도시의 경제적 원동력으로 존재한다. 또

한 그 기능이 상실된 수변공간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대규모 토지와

산업 시설과 관련된 유산들을 제공하면서 오늘날의 문화수변으로서의 재

생 가치를 제공해준다.

한편 물은 항상성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도시에서 역사와 함께 존재하였

으며 이는 수변공간의 장소성을 확보한다. 도시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관계 맺으면서 물이 도시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해안에 위치한 도시,

강이 흐르는 도시, 호수를 끼고 자리한 도시, 도시 사이로 운하나 작은

물길이 흐르는 도시와 같이 그 도시만의 독특한 경관과 정체성을 가지게

해준다. 물을 매개로 한 공동의 기억의 바탕이 되며, 수변이라는 특이 장

소에 대해 쉽게 기억이 되고, 지역의 상징이 되는 공간으로 장소성을 형

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수변공간은 하나의 도시 공간으로 물리적, 심리적, 사회

적 기능을 수행하며, 각 요소별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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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요소별 특징

물리적 특성

지리적 특성
·도시의 연속성과 방향성 부여
·육지와 도시가 면하는 경계선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

생태성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제공

경관 요소
·개방적 경관 제공
·도시의 타 장소와는 다른 이색적 경관 제공

심리적 특성

친수성 · 수변 환경으로부터 감각적 체험 가능

개방성 ·고 밀도화 된 도시에서 개방적인 공간 제공 

사회적 특성

생산성 ·과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기능의 배경

역사, 문화성
·물자 유통의 통로이자 교류의 장소
·도시 활성화의 바탕
·오랜 기간동안의 도시의 문화와 역사성이 함께 존재

어메니티 제공
·수상 레저, 레크레이션 활동 공간
·오픈스페이스로 도시의 다양한 이벤트 및 활동 수용

표 2-1 도시 수변공간의 일반적 특성

2.1.3 도시수변공간의 개발의 유형

도시수변공간은 도시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된다.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수변공간의 개발방식에 따른 분류와 수변 공간 자

체의 형태에 따른 유형에 따른 분류로 크게 나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국내 수변재생의 유형분류와 본 연구 대상인 동빈내항복원 사업의 위

치를 확인하고, 후행연구의 참고 지표로 삼고자 한다.

(1) 형태에 따른 분류8)

수변공간은 크게 해안, 하천, 운하, 호소로 구별되며 각각의 공간적 형태,

지리적, 생태적 특성, 개발 현황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변의

8) 어정연, 도시수변공간의 공공영역 장소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를 중

심으로 , 한양대학교,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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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형 내용 대표적 사례

CBD-Linkage
기존의 도심부를 강 건너 연결 확
대하는 개발

- KOP VAN ZUID, Rotterdam 
- Cermaique Project,  Maastricht

harborfront 도심지 항만의 대형 복합수변개발
- Inner Harbor, Boltimore
- Darling Harbor, Sydney

canal-city
물을 도심지에 끌어들여 물의 환
경을 밀도 있게 공급하는 개발

- Paseo del Rio(Riverwaik), San Antonio
- canal CIty Hakata, Fakuoka

riverside
도시 강변에 나란히 개발, 도시개
발의 전형적인 모델

- Orange Nassau Barracks, Amsterdam
- Riverplace, Portland, Oregon

island 도심지 수역에 붙은 섬의 개발
- Granville Isalnd, Vancouver
- KNSM Island, Amsterdam

harbor - canal
도시하천이나 호수와 붙은 부두 
운하의 개발

 - Tom Mccall Waterfront Park, 
Portland, Oregon
- Parc Citroen, Paris

waterfront park 도시수변공간의 공원화 개발
- Tom Mccall Waterfront Park, Portland, 
Oregan
- Parc Citroen, Paris

river gereenway 강변녹지화의 시스템 개발
- NewYork State Canal Recreationway 
Plan
- Arapahoe Greenway, Denver, Colorado

promenade terrace 수변산책테라스 공간개발
- Wandelterras Zuid, Antwerp, Belgium
- eine Promenade Architecture, Paris

architecture landmark 건축적인 랜드마크의 수변개발
- Guggenhiem Museaum, Bibao, Spain
- Exhibition Center, Melbourne, Australla 

표 2-2 형태에 따른 수변개발 유형

형태에 따른 개발 방향으로 ‘하버프론트’, ‘리버사이드’, ‘레이크사이드’등

으로 구별되며 그 개발 방향이 공원화, 복합수변개발, 친환경개발과 같이

개발 목적 및 방식에 따라 ‘하버프론트’, ‘워터프론트 파크’, ‘리버 그린웨

이’등으로 구별된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수변공간은 도시 공간 및 기

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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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형 내용 대표적 사례

수복

재개발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정비, 보존하고 항만, 철도 등의 원

래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적용하는 개발 

방식

-낡은 세관과 창고 건물을 개보수하여 이용하고, 수변지구에 위치

한 산책로에 개방감을 살리며, 음식점, 상가 등과 같은 상업시설이

나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을 배치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

는 형식 

- 보스턴 찰스타운 

네이비 야드

- 볼티모어의 이너 

하버

- 시드니의 서클러퀴 

등

전면

재개발

- 기존의 수변공간 매립 등을 통해 대폭적인 변형으로 특정한 도

시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생겨나 오래된 항만도시에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개발 방식

- 새로운 상업시설의 구비, 주거단지의 확충, 부지환경의 개선 등과 

함께 항만의 용도를 전환하면서 도시기능을 존속시키기 위한 것

- 뉴욕의 배터리 파

크

- 런던의 도크랜드

-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 21

신개발

- 수변개발의 가장 적극적인 방식

- 연안을 매립하는 보편적인 방식과 인공섬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인공섬을 만드는 개발 방식의 경우, 개발지역이 넓고 큰 수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수제부의 길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해수 유

통이 유리하며, 특정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

적이고 적극적인 방식

- 고베의 포트 아일

랜드

- 싱가포르의 마리나 

센터 

표 2-3 개발방식에 따른 수변개발 유형

(2) 개발 방식에 따른 분류9)

9) 오덕성·문홍길, 도시설계, 기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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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수변 공간 개발 패러다임(paradigm)

2.2.1. 산업화 이전 : 도시 - 수변의 공존과 확장

도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물은 인간의 삶에 토대가

되어 왔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등 인류의 고대 문명은 모두 강

을 기반으로 발생하였으며, 동·서양 도시의 형성을 살펴보면 많은 도시

가 바다와 큰 강을 끼고 발전해 왔다. 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지의 농경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그 속에서 문

화가 발생하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은 인간의 정주환

경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특유의 공간질서를 만들어 왔다.

중세에는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성채 도시를

만들어 도시공간을 자연으로부터 격리 시켰다. 수공간은 주로 방어의 목

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수로가 물자 운반, 쓰레기 처리와 같은 도

시로의 접근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수변을 연결하는 도시의 다리

또한 방어의 기능을 수반하는 공공시설이었다. 시의 경비로 지어지고 지

출된 경비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다리위에 2~3층의 상점 또는 주택을 지

어 임대하기도 하고 예배당을 두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수변을 심미적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였으며, 그 예로 처음부터 상점이 들어서도록 설

계된 14세기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Ponte Vecchio)는 다리의 중간부분에

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시야를 열어주는 공간을 두었다. 또한 회화적 형

태로 수변의 미학을 더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강을 관조의 대상으로 바

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569년 Uffizi궁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강을 따라 열주와 상부부분에 벨베데레를 두어 수변 조망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현재에도 피렌체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으로 도

시에 상징성과 장소성을 부여하는 친수공간의 하나가 된다.



- 23 -

그림 2-3 도시와 운하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1650년대 베네치아

그림 2-1 Vecchio다리와 Ufizzi궁전 그림 2-2 Vecchio다리

부두를 설비하는 것은 도시의 또 다른 관심사였다. 수상교통에 크게 의

존하는 도시에서는 초기부터 강변 부두가 존재하였으나 13~14세기에 처

음 석조 부두 설비가 나타났다. 강변 부두는 홍수를 방지하고, 상품을 하

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 제공 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집과 물 사

이의 공간이 선박 보관소와 사설 부두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발전되어 물가를 따라 한쪽 측면에 집들이 늘어선 수상가옥의 형태가 나

타나다 양편에서 건물들이 줄지어진 좁은 수로들이 나타났다. 베네치아,

네덜란드와 같은 도시에서 이처럼 수로를 따라 무역을 위한 건물들이 들

어서면서 점점 도시가 번성하게 되었다.

2.2.2. 산업화 과정 : 도시 - 수변의 단절

세계의 도시들은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하여 근대도시로 변모하게 되었

다.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

고 많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항구에서 육지로 운반되는 원

재료를 저장, 가공하기 위해서 저습지의 매립이 이루어지고 공장과 창고

가 입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공장의 매연과 폐수, 소음은 거주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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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상 징

○ 도시    ● 항구
기 간 특 징

Ⅰ 초기 항구/도시
고대/중세~
19C

도시와 항구간의 밀접한 공간적, 기능적 관계

Ⅱ 성장기 항구/도시
19C~
20C초

근대의 상업적 도심항구의 출현

Ⅲ 근대산업시기 
   항구/도시

20C 중반
산업 성장(석유)과 대형 컨테이너 화물의 등장
과 관련 화물선 및 시설의 성장으로 대규모 수
변공간 필요, 공간들의 분리 요구

Ⅳ 워터프런트 
   퇴락 시기

1960년~
1980년

해양기술의 변화로 해양산업 개발지역의 필요
성 증대와 도시와 항구의 기능적 공간 격리

Ⅴ 워터프런트 
   재개발 시기

1970년~
1990년

도시와 항구의 공간적, 기능적 격리로 버려진 
대규모 공간에 대한 재개발 : 원도심의 재생

표 2-4 항구와 도시의 관계의 발달 과정 ( 출처 : Holye. 1988 )

쾌적성으느 사라지게 되었고 수변공간에는 주로 선원, 노동자, 무역상 등

저소득 계층만이 남게 된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증기선은 철도의 발전

으로 이어지고 이후 발명된 자동차는 육지 운송수단의 발전을 이끌며 유

통혁명의 지위를 빼앗는다.

한편 대형선과 컨테이선으로 집중된 해양 선박 수송은 보다 깊은 수심

을 가진 항구를 필요하게 되고 이는 기존 항구지대의 공동화를 야기하면

서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도시의 중심지가 쇠퇴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수변과 관련 산업의 쇠퇴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와 함께

도시 수변공간의 공동화와 슬럽화로 도시문제의 핵심지역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60년대의 구미 도시수변공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영국의 도시계획가 Brain S. Holye는 그의 공동저서「Revitalising the

Waterfront: International Dimensions of Dockland Redevelopment」에

서 시대에 따른 도시와 수변공간의 관계의 변화 양상을 역사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Hoyle에 의하면 고대로부터 본래 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던 수변공간

은 20세기에 이르러 기능적, 공간적 단절로 인해 도시문제의 핵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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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70년대 런던 도크랜드

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재개발의 여지를 남겨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런던 템즈강의 도크랜드는 이러한 도시수변공간 쇠퇴의 대표적인 예이

다. 1880년대에 개발된 2,200ha규모의 도크랜드는 런던항의 대표적 항만

시설로 1960년대까지 런던의 무역관문 역할을 수행 하였다. 하지만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 해운이 보편화 되고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재래부두가

있는 도크랜드 지역은 경제가 침체되고 1970~ 1980년대엔 폐허와 다름

없이 방치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의해

1976년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도심

공동화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까지 미국의 보스턴,

볼티모어항, 캐나다의 토론토, 벤쿠버,

시드니의 달링하버, 멜버른 등과 같이

탈산업화시대를 맞이하는 항만 수변도

시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2.2.3. 산업화 이후 : 도시 - 수변의 재생

1950년대 이후 황폐화된 도시지구의 재개발과 도로정비가 급격하게 진

전되었다. 나라별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서구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자

동차 사회에 대응한 슈퍼블록 방식의 재개발이 전개된다. 주거와 공장지

대의 혼합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 분리의 ‘토지이용계획’, 지역을 연결하

는 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 정비의 ‘도시시설’,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한

‘재개발’10) 방식의 도시 건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 방식위주로 진행되던 도시 건설의 기류에서 1960년

대부터 미국의 제인제이 콥스(Jane butzner Jacobs, 1916-2008)11)와 같

10) 니카노 츠네아키, 인간중심의 도시환경디자인, 씨아이알, 2012

11) 대표작「미국대도시의 죽음과 삶」의 저자로 미국 대도시가 자동차 중심으

로 되어 가자 인간 부재의 상황에 대한 의문으로 ‘도시가 지닌 다양성’의 중요

성을 주장한다. 책에서는 ‘복합용도지역의 필요성’, ‘소규모 블록의 필요성’, ‘오

래된 건물의 필요성’, ‘집중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기능 주의적인 근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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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Inner harbor 마스터플랜

은 인물이 출현하면서 도시 개발에 관한 가치가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

1970년대에 영국의 역사도시 현상 조사12)를 시작으로 전개된 도시재생

운동이 중심시가지 공동화 문제를 가진 미국과 유럽의 유사한 도시들에

게 도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 수변의 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었다. 대규모 트레일러 통행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와 도심 컨테이너

야적으로 인한 미관문제, 폐쇄적 항구 형태로 시민 접근 차단의 문제 등

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항만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필요

성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수변 재생의 선구가 된 것은 미국의 항만도시 보스턴이었다. 1950년대

도심 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he Plannig Council of the Greater

Bailtimore Committe(GBC)와 David A. Wallace는 1954년 300에이커(약

1.2㎢)에 이르는 전체 중심상업지역(CBD)의 단계적이면서 장기적인 개

발 계획을 수립하였다.13) 제 1 단계 계획에서 3동의 조적조 창고를 상업

시설로 전환한 계획은 완수 하였으며, 제 2단계 계획에서는 이너 하버

웨스트 지역 재개발을 수립하면서 공

공 워터프론트의 성격으로 변화 하였

다. 1980년 미국 각지의 중심시가지

개발로 유명한 라우스 회사를 사업

주체로 하여 레스토랑, 쇼핑몰이 포

함된 하버플레이스를 완공하였고 이

후 하버플레이스와 호텔, 컨벤션센터,

찰스센터를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

한다. 이후 1984년 수변 보행 공간

계획 이론들을 비판하고 있다.

12) 1968년 역사도시 보존 조사 리포트Studis in Conservation(HMSO 1968: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3) 정순원, 포스트모던 도시 수변재생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소프트워터프런트

의 개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11, pp97



- 27 -

네트워크가 포함된 공원 정비 계획인 ‘하버 워크 계획’을 발표하면서

17km의 보행도로를 건설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변으로 공

간을 개방하고 기존 산업시설을 역사적으로 보존, 건물의 높이 제한, 수

변 경관 창출의 목적을 포함하였다.

이너하버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워터프런트의 재개발이 주는 혜택을

개발업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볼티모어 시의 공공성의 회복

과 도심과 수변의 접근성과 연결성의 향상에 있다.14)

기존 마스터플랜15)을 바탕으로 지속적 업그레이드 하면서 약 50년 후

2003년 작성된 마스터플랜 또한 계속적으로 보행네트워크가 부각되고,

공적인 영역의 조성과 수변공간의 경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들을 가이

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한편, 제인 제이콥스는 그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버

려진 항구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항구는 그 자체로 한가로운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첫 번째 버려진 자산

이다. 이(배터리파크)지구의 항구 일부는 거대한 해양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

어디든 구경하고 직접 타 볼 수 있는 최고의 소장품인 표본과 골동품 선박을

영구 정박시켜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후에는 지구 관광객들이, 주말과 휴

일에는 관광객과 도시 사람들 모두가 몰려오게 될 테고, 여름철에는 저녁시간에

대단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해안선의 다른 지형들은 항구와 섬 주변의 유람

항해의 출항지가 되어야 한다. 이 출항지들은 예술적 기교를 발휘한 것처럼 매

력적이고 자극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 해안선이 아니라 약간 안쪽에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방문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관련된 인기거리(attraction)가

있어야한다 … 사람들이 무척이나 필요로 했던 공립 도서관 지점도 건설해야

하며, 그것은 흔한 대출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해양 및 금융 지식을 망라한 특화

된 도서관이어야 한다. …황량한 제조업 공장을 더 지어서 공간만 차지하고 지

구의 힘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 것보다, 제대로 하기만 하면

14) ibid, pp 102

15) The Plannig Council of the Greater Bailtimore Committe(GBC)·David A.

Wallace, The Inner harbor Master Pla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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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커스가 이 지구의 장기적인 사업 가치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층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제이콥스는 위와 같이 항구와 항구 그 주변부를 수변의 매력적 요소를

통하여 일상성이 발현되는 장소가 될 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방문 가능

하게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후기 산업화 시대 이후 항구의 외연적 확산과 도심의 슬럼화로

인하여 그동안 외면당하였던 수변공간을 도시의 공공의 공간으로 이해하

고, 이를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 기존 도시 공간과 수변공간의 유기적 연

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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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도시재생의 개념 (자료 :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2.3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수변 공간 개발

2.3.1.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체계→전자공학·하이테

크·IT 등 신산업체계)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

으로 쇠퇴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6)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활

동으로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구시가지의 제반활동으로, 쇠퇴지역의 자생적 발전

을 이끌어 내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분류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환경적 차원의 개

선을 의미한다면, 재정비촉진사업은 환경과 더불어 사회적 재생을 포함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경제적 활성화 또한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

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재생, 보성각, 2015,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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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이 환경개선이라는 최종 결과물에

주목하였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의 보전, 고양을

위한 과정적 산물을 중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내용적 범위17)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다.

물리·환경적 측면

도심 쇠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

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도심부는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 일뿐 아니라 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압축적이고 짜임새 있

는 개발로 이루어 져야한다.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개

발개념에 의해 업무·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통합된 복합개발로 이루어져

인구 및 산업의 도시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경제적 측면

도시를 물리·환경적으로만 정비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활기를

되찾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산업과 경

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의 확대와 소

득 증가, 교육 증진 부분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변 지역주민

들을 통합시키고 기존 상권의 회복과 소매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 경제

의 활력을 회복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일방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지역의 기능 및 용도설정, 그리고 도

17) ibid, p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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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프라의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 식재 등의 지역 유지 활

동, 지역 프로모션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지역의 홍보 및 정보발신을 통

한 소프트한 측면의 활동 등 계획단계에서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전 과

정이 주민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지만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

을 유지하고 삶의 질, 공간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쇠퇴된 지역을 물리적·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

화적 측면의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당지역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3.2.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본 요소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구조나 형태를 크게 변화 시키는 기존의 개발패

턴과 차별된다. 또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접근 방법이나 시기적

차이가 남으로 도시재생의 유형이나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그

이전에 도시 재생의 최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도시재생의 기본 요소 및 요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평가 요소에 관한 연구에는 이일희·이주형

(2011), 안정근(2014), 김영외(2008), 윤용건(2011), 도시재생사업단(2010)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박소연·오덕성(2015)은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지속가능한 개발 개

념을 토대로 도시재생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검증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계획 요소18)를 도출하였다. 표와 같

이 물리·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되는 상

18) 박소연, 오덕성의 연구 「쇠퇴지역의 유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대

전광역시 쇠퇴지역을 중심으로」(2015)에서 도시재생 관련 연구, 도심재생 관련

연구, 스마트성장 관련 연구, 성관관리 관련 연구 등 11개 선행연구와 지속가능

한 개발 개념을 토대로 도시재생 개념에 근거하여 도출된 계획요소의 검증을

위해 연구원, 학계 전문가 3인의 그룹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연구의 결과로 신

빙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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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물리·환경적 측면

토지이용 고도화

복합용도 개발방식 활성화

교통결절부 집약적 개발

이전적지 및 유휴토지 활용

고밀건축 설계방식 채택

노후 건축물 재이용

녹색교통 활성화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구축

보행자·자전거 도로 활성화

보행자 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정비

도시 주거 공간 정비

도시주거 다양성 확보

불량주거지 정비 및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도시생태환경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연계체계

도시 생태 환경 조성 및 보존

효율적 지역 환경 관리 대책

자원 및 에너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계

폐기물 재처리와 쓰레기 발생 저감

산업·경제적 측면

지역상권 활성화

재래시장정비 및 활성화

소매업 활성화

신규 일자리 및 고용 창출

도시 마케팅 활용

도시산업 기반구축

이전산업 도심회귀 촉진 및 도심 산업체 활성화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지역 특화 업종 및 시설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통합과 커뮤니티 증진

사회적 약자 주거공급 및 지원

원주민 재정착 대책

커뮤니티 재활성화

도시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

주민 참여 증대

주민 참여 활성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주민교육의 확대

역사·문화적 지역 특성 계승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활용

도시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기반시설 확충

표 2-5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 요소

( 박소연, 오덕성, 쇠퇴지역의 유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2015 재인용)

위 요소 8개 부문과 하위요소 34개의 계획요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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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국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과 수변 재생 현황

국내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급성장 과정에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신도

시개발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의 중

심역할을 수행하였던 원 도심지역은 쇠퇴의 길을 걸어 왔다. 정부는 원

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다시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복

원하기 위하여 2013년 4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19)을 제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단계

적 추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하며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

형20)을 구분하여 선정된 13개의 지역 중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사례

대표로 부산 초량 1,2,3,6동(부산역 일대)이 선정되어 부산 북항 - 부산

역 - 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 지구로 조성 사업 중에 있다.

한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급성장과 쇠퇴를 겪어온 구 항

만시설과 원도심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2007년에

항만재개발법과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시행하여 선도지역을 선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과 함께 역사적 공간으로서 도시 수변의

재생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변공간은 과거 항구나 공장, 창고 등 항만도

시의 역사적 산물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통한 역사성의 발현과 함께

도시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관광자

19) 제2조 1항에서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

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20)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은 경제회복 효과가 큰 핵심시설의 정비·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앵커사업)등을 통해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지

역으로 산업단지, 항만, 철도, 일반국도, 하천, 공항, 이전 적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중심가로와 그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

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중심시가지형과 항만형에

따라 추진 내용을 달리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6항

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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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

개요

위치: 서울 (영동2교~ 탄천합류부)

규모: 3.5㎞, 약491,022㎡

사업기간: 1995년 ~ 2000년

유형 소하천/ 자연형 하천 복원

내용

- 국내 최초의 생태하천 공법을 적용 

- 자연형 둔치와 여울, 소 조성

- 학여울생태공원 조성

- 하천생태프로그램 운영

표 2-6 국내 수변공간 재생 현황과 특성

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거시설로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따라서 도시수변공간의 재생과 관련된 항만 재개발과 하천 친수환경의

조성과 같은 시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의 물리적·환경적 변화에 이바

지 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도시 공공의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 재생과

연계한 통합적 개발을 이루었을 때, 더욱 도시민들의 공공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시의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3면이 해안과 접하고 있는 지형적 특성으

로 인해 대부분의 도시들이 해안 및 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욕

구와 도시의 쾌적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친수공간 조성 및 생태하

천 복원의 움직임이 발생하였고,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과 청계천 복원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수도권을 비롯

한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복개도로의 철거와 생태하천의 복원으로 도시

공간에 대한 수변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다 규모가 큰 하천의 재

생 사업으로는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 수변 공간을 개발하는

한강개발사업이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항구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도

시인 부산과 인천에서 기존 항만시설 노후화와 이에 따른 기존시가지가

도심 쇠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수변 복합 개발의 계획 및 진행

단계에 있다. 항만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의 예산과 정책상

의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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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복원 사업

개요

위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규모 : 길이 5.844km, 면적 59.83㎢

사업기간 : 2003년 ~ 2005년

유형 소하천/도심 하천 복원

내용

- 복개도로의 안전 문제 해소

-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 조성

- 광교·수표교 등 청계천의 문화유적 복원 등을 통해 서

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회복

- 노후된 청계천 주변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유도

3 한강 개발 사업

개요
위치 : 한강 여의도권, 뚝섬, 난지권, 반포권역

사업기간 : 2006 ~ 2010년

유형 하천 / 수변 공원 재생

내용

- 자연성 회복 및 경관 개선

- 도심과의 접근성 향상

- 문화기반 조성 

- 수상 이용 활성화 

4 부산 북항 재개발

개요

위치 :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4,5,6부두일원

규모 : 152만 7247㎡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예정

유형 항만 재개발 / 수변 복합 개발

내용

- 친수형 복합 기능을 개발 

- 친수공간의 확보 및 국제 해양 관광 거점 조성

- 국제 상업과 국제 교류 및 업무의 조성, 동천과 연계한 

워터프런트 조성

- 기존 도심과의 통합개발로 원도심 재생

5 인천 내항 재개발 

개요

위치: 인천 중구 북성동,신포동 인천내항 1·8부두 일원

규모 : 286,395㎡

사업기간 : 2015년 이후 

유형 항만 재개발 / 수변 복합 개발 

내용

- 항만 기능재편에 따른 부두 기능 재배치

- 내항일원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재개

발

- 항만주변 도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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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복재개발 전면 재개발 신개발

하천

한강 개발 사업 

청계천 복원 사업

양재천 복원 사업

호수 인천경제자유개발(송도,청라)

해양

부산 북항 재개발

인천 내항 재개발

포항 동빈내항복원사업
운하

표 2-7 국내 수변공간 재생 사례의 요약

1990년대부터 현재 계획·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수변 공간 재생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앞서 살펴본 수변공간의 개발 유형인 수복재개발,

전면 재개발, 신개발을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항동빈내항 복원사업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하천복원사업

이 그 범위를 자연하천의 복원과 주변부 수변공원 조성에 그치는 것과

달리 국내 최초로 매립된 자연하천을 도시형 운하로 복원시키고, 이를

아우르는 단계별 통합적 수변 도시 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공간 개발적 측면에서는 국내 대표

수변도시 개발사업인 한강개발사업과 인천 송도, 부산 북항 개발사업이

주로 대도시의 대규모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본

포항운하는 중소도시 규모의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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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미
2. 토지의 재생과 적절한 사용
3. 토지 가격의 상승
4. 새로운 일자리
5. 새로운 주택과 공동주택
6. 수익
7. 활력
8. 새로운 공공 접근
9. 보존 및 유산의 사용
10.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표 3-1 Clark의 10가지 수변 활성화 측면

3. 분석의 틀을 통한 선진 사례 분석

3.1 분석의 틀

3.1.1 도시 수변공간 계획 요소 도출

수변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출판물은 도시학자와 환경, 건축분야의 이론·실무가들

을 중심으로 한 수변개발 관련 국제회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Revitalising the Waterfront: International dimensions of

dockland redevelopment」(1988)는 경제학자, 지리학자, 항만 당국, 계획

가, 정치학자에 의해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자료를 추출한 것이다. 이는

수변개발의 전반적인 현황을 개괄하고 물리적, 정치적, 생태적 그리고 사

회·경제적 요소로 관찰되는 항구와 도시 사이의 관계 변화를 통한 모델

과 이론적 체계를 제공한다.

그 가운데 Clark(1988)은 수변개발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

한 방법으로 10가지 수변 활성화 측면을 제안하였다.

1990 년대 이후 수변개발에 관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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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수변의 변화는 도시의 삶에서 반복되는 조건이며, 경제 기술 및 문화 변화

의 시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 도시의 분위기는 장소적 특징이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때 광

범위하게 존재하며 수변을 따라 지속된다.  

3. 때로는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변은 경계도시로서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 

4. 수변은 가치 있지만 종종 경쟁이 치열한 영역으로 보존과 개발이라는 인간의 

욕구가 대립되는 공간이다. 

5. 육역과 수역 사이의 자연적 경계로 제공되지만, 단순히 얇은 선형으로 개념화 

하거나 계획되어서는 안된다.  

6. 수변의 재개발은 장기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잠재력을 가지도록 장기적으로 시

도되어야 한다. 단기적 개발은 가장 가치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7. 지속적인 수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문, 레크레이션 목적이 아닌 거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8. 대중은 점점 수변에 대한 접급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수변공간을 공공영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설득시킴으로써 역사적 

표 3-2 Alex Krieger의 수변개발의 10가지 원칙(10 Principles of waterfront

Development)

되었다. 예로 「Urban Waterside Regeneration: Problems and

Prospects」 (1993)는 실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 및 환경 문제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Recreation and Tourism as a Catalyst for Urban

Waterfront Redevelopment: An international survey」(1995)는 관광과

레저, 그리고 수변개발이라는 두 보편적인 주제를 함께 언급하였으며,

「City, Capital, and Water」(1996)는 경제적 정치적 힘이 수변개발의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Waterfront in post-industrial cities」(2001)는 수변의 연결, 수변으로

부터의 ‘도시 이미지 제고’, ‘항구와 도시와의 관계’, ‘역사도시의 새로운

수변’이라는 네 가지 특정 측면을 연구하였다.

도시 수변공간의 재생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Remaking the Urban

Waterfront」를 통해 Alex Krieger(2004)는 수변공간의 특성과 개발 방

향에 대하여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개발방향으로는 장기적 시점의

개발, 거주용도의 혼용, 공공 영역으로의 성격 유지, 수변 접합부 환경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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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터프론트는 다른 것과 같아서는 안된다. 디자인은 각 사이트의 본질을 인지

해야한다.

2. 랜드스케이프는 공간적 형태와 정체성을 보강하는 구조여야 한다.

3. 수변의 장애물은 제거돼야 하고 비활성화된 오픈스페이스나 내부로 향한 복합

건물 같은 새로운 방해물로 교체되면 안된다.

4. 수변으로 가야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연결수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5. 과거의 산물들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과 수변공간의 개성을 더해주는

데 필연적이다. 변화와 적응은 역사를 맹종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6. 단일목적의 교통 시스템은 보행, 자전거, 수상수송연결, 차량 등의 다중모드 코

리더로 다시 디자인되어야 한다. 

7. 수제선의 인프라스트럭쳐 개선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디자인 되

어야 한다. 

8. 도시는 수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주거와 같은 도시적 복합용도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용도가 도시와 수변을 재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9. 동시에 수변공간의 영향력이 어메니티와 도시재생의 가치로서 내륙까지 확장되

어야 한다.

10. 연안역의 공간의 규모는 근접한 육역공간의 형태를 잡는 힘으로서 인지되어

야 한다.

11. 이동하는 공간 만큼이나 머무르고 싶어지는, 자극적인 환경으로서 수역과 육

역 사이의 전이공간은 조심스럽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12. 수변공간의 건물들은 경관적이나 공공적 접근에서 투과성이 있어야 한다.

13. 대중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시민과 커뮤니티의 지도력이 대규모 프로젝

트의 실행을 이끌고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3-3 Bonnie Fisher의 수변디자인( Waterfront Design)특성

장벽으로서 물리적, 소유권적, 심리적인 장애물 극복이 요구된다.

9. 수변개발의 성공과 매력은 본질적으로 육역과 인접한 물, 수변 사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상호 관계된 것이다. 

10. 수변이 가지는 독특한 환경은 그 지역 또는 경쟁 도시와의 관계에서 도시 경

쟁력의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같은 책에서 보니 피셔 (Bonnie Fisher)는 수변공간의 디자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또한, Giovinazzi & Moretti (2010)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변지역 개발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2000년 7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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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과 환경을 보호한다.

물길, 강, 운하, 호수, 항만 및 바다의 시스템에서 수질은 모든 수변에서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다. 버려진 제방과 오염된 물의 지속적인 회복은 지자체의 챔임이 

된다.

2. 수변은 기존 도시의 일부가 된다.

새로운 구성되는 수변은 기존 도시의 통합적인 일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도시의 활력에 기여한다. 물은 도시의 풍경의 일부이며, 해상운송, 엔터테이먼트, 문

화 등 특정 기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 역사적 정체성을 규정한다.

물과 도시, 이벤트, 랜드마크, 자연 등 집단 유산으로 수변 재개발의 성격을 제공하

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과거 산업의 보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소이

다.

4. 복합 용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변은 문화, 상업 및 주거 용도의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물을 기념해야 한다. 물

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근린 주거는 기능적으

로, 사회적으로 혼합되어야 한다.

5. 대중의 접근이 필수조건이다.

수변은 모든 연령, 소득층의 지연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물리적, 시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한다. 공공공간의 집약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6. 민관의 협력을 통한 계획은 과정의 실행을 촉진시킨다.

 새로운 수변 개발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공공기간 

당국은 디자인의 질을 보장해야하며, 인프라를 공급하고, 사회적 균형을 보장해야한

다. 민간 개발자들은 시장의 경험을 보증하고 개발을 가속도 하기 위해서 처음 단

계에서부터 관련 되어야 한다.

7. 공공의 참여는 지속 가능성의 한 요소이다.

도시는 지속 가능한 친수 개발에서 생태학적,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누려야한다. 커뮤니티의 구성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정

보를 제공받고 토론에 참여 해야한다. 

8. 수변개발은 장기 프로젝트이다.

 수변공간은 도시 전체가 수변의 잠재적 가능성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발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수변개발은 한 세대 이상에 걸친 

도전이며, 건축, 공공 공간, 예술의 성격을 다양하게 필요로 한다.  공공행정 당국은 

표 3-4 지속가능한 도시 수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10 원칙

(10 Principles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Urban Waterfront Areas)

Global Conference on the Urban Future(Urban 21)과 EXPO 2000

World Exihibition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며 인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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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개발이 경기 변동이나 단기 이익으로 부터 무관하게 인식되도록 정치적 수준

의 충동을 주어야 한다. 

9. 재활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모든 마스터플랜은 수변에서 고려해야하는 기능과 의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기

반으로 해야한다. 플랜은 유연해야 하며, 변화에 적용가능하며 모든 관련된 분야를 

일부로 포함해야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변 건설에 대한 우선권이 주·야

간 운영 및 관리에 동이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10. 수변은 국제 네트워킹으로부터 실현된다.

수변의 재개발은 많은 분야의 전문과들과 관련되어 있는 고도로 복잡한 과업이다. 

다양한 수준의 수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을 교환

함으로써 완성되었거나 진행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각각의 지원과 정

보를 제공받을수 있다.

분류 계획 요소 

공간 구조적 측면

보행, 자전거, 수상수송연결, 차량 등 다양한 접근 

수변의 접근을 차단하는 장애물(고속도로,선착장)의 제거 

도시 활동을 수변으로 유도

수변 완충역할을 위한 공간 설정

모든 연령, 소득층의 지역주민, 관광객을 접근이 용이 

토지 이용적 측면

주거의 혼용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
수변의 적절한 오픈스페이스의 구성

기존 장소적 특징 유지
공공을 위한 장소의 제공

시설·프로그램 측면

역사적 유산 보존 및 재활용

보존과 개발의 혼용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 배치
수변의 정체성을 살리는 랜드스케이프
공공의 유입을 유도하는 투과성의 건물 표면

도시의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수변의 어메니티와 활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표 3-5 수변공간 계획 요소

따라서 해외 연구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수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을 보다 명료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간 구조적 측면, 토지 이용적 측면, 시설·프로그램적 측면, 유지·관리적

측면으로 크게 4개의 부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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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적 측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수변 환경 관리
장기적·단계적인 계획
변화에 적용가능한 유연한 계획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성

새로운 일자리 제공및 수익 창출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환

사업 초기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인 수질·환경 관리

저 자 내용 도출 및 분석 요소 

김영환
(2008)

- 수변공간과 문화형 도시재생 특성 분석 및 분석의 틀 설정
- 버밍엄 브린들리플레이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빌바오 
아반도이바라 분석

- 물적요소(수자원,역사문화자원)
- 물적계획(토지이용, 교통 및   
 동선체계, 오픈스페이스)
- 물적제어(도시계획, 경관계획)

문지영 
오덕성
(2008)

- 도시 수변공간 특징 분석 
- 수변개발 계획요소와 도시재생 전략과 연계성 분석
- 청계천, San Antonio Riverwalk, Hakata CanalCity분석

- 접근계획
- 생태계획
- 수공간계획
- 경관계획

- 오픈스페이스 
- 건축계획 
- 호안계획 

어정연 
여홍구 
(2008)

- 파리 동쪽지역개발계획의 세느강 수변공간 분석
- 도시공간 구성 요소로서 수변공간의 개념과 역할 고찰 
- 도시재생의 요소로서 수변공간구성의 필요성 해석

- 접근성과 근접성
- 건축환경
- 공공공간 
- 프로그램 및 이벤트 

김민경 
이정형
(2009)

- 도시 워터프론트의 역할과 의미 고찰
- 뉴욕 맨해튼 워터프론트 계획 분석

- 경관적 연결
- 보행 및 교통 연결
- 시설 프로그램
- 이벤트 프로그램

권영상 
조민선
(2010)

- 국내 12개 도시 수변공간의 문제점과 시사점 분석
- 수변공간 중심 도시 계획 및 도시설계의 방향 제시 

- 공간구조부분
- 토지이용부분
- 경관 및 건축물/시설물 부분
- 환경/기반시설 부분 

서은영 
이철수 
원제무
(2012)

- 수변공간 평가를 위한 계획 요소 선정 
- 런던, 파리, 서울 수변공간 평가

- 도시재생
- 도시 건축 
- 디자인
- 공공 공간

- 도시마케팅
- 보행편의성
- 교통접근성

김민호
정선환

- 도시 수변공간과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정의 및 특징에   
대한 고찰 

- 접근성
- 공간성

- 심미성
- 정체성

표 3-67 국내 수변 분석 요소 관련 선행연구

3.1.2 수변공간 계획 요소의 적합성

수변공간의 평가 및 분석 요소 도출 연구는 분석의 틀을 구성할 평가

요소를 구축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선행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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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국내외 도시 수변공간 사례를 통한 수변공간 디자인 요소 
도출 

- 활동성 - 안전성

김희철 
이한울 
이건혁
(2013)

- 유형별 해외 수변공간 개발 사례 분석
- 클라이드 워터프론트, 하펜 시티, 배터리 파크시티 

- 토지이용
- 공공성/접근성
- 역사성/장소성
- 지속 가능성

이금진
(2013)

- 함부르크 하펜시티 및 웨일스 카디프베이 분석
- 항만 수변도시 공공디자인 계획방향 모색

- 접급성
- 연계성
- 영역성
- 경관성

국·내외 수변공간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인자를 도출한 연구들에 집중하였다. 수변공간 개발에 관한 연구는

도시 재생적 측면, 도시 활성화 측면, 공공영역 구성, 문화수변 개발, 항

만 수변재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다. 수변공간 개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각각의 수변의 유형과 개발 목적에 따라 또 연

구의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도시 수변공

간을 형성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계획요소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수변의 계획 요소는 해외 선행연구와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토지 이용적

측면에서는 복합적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의 구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

려하고 있다. 시설·프로그램적 측면에서 건축 환경과 시설물 부분과 프

로그램 및 이벤트의 구성을, 유지·관리적 측면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성과 안정성 및 민·관 협력의 단계적 개발이 고려되었다.

3.1.3 도시재생과 수변공간 계획 요소의 연계성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 수변공간 개발 계획에 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

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앞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한 수변공간의 계

획요소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평가 요소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계획의 구체적인 하위 요소를 수변계획 요소와

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차적인 요소를 판별하기 위하여 수변 계획

요소 큰 부분인 공간구조 부분, 토지 이용 계획 부분, 시설 프로그램 부

분, 유지 관리 부분과 대응시켜 보았으며 이를 유사항목과 차이 항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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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 수변공간 계획 요소

영역 하위 요소 공간구조 
부분

토지 
이용계획

부분

시설· 
프로그램 

부분

유지·
관리 
부분

물리·
환경적
측면

복합용도 개발방식 활성화 ◉
교통결절부 집약적 개발 ○

이전적지 및 유휴토지 활용 ◉
고밀건축 설계방식 채택 ○

노후 건축물 재이용 ◉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구축 ◉
보행자·자전거 도로 활성화 ◉
보행자 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정비 ◉
도시주거 다양성 확보 ◉
불량주거지 정비 및 개선 ○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연계체계 ◉
도시 생태 환경 조성 및 보존 ◉
효율적 지역 환경 관리 대책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계 ○

폐기물 재처리와 쓰레기 발생 저감 ○

산업·
경제적 
측면

재래시장정비 및 활성화 ○

소매업 활성화 ◉
신규 일자리 및 고용 창출 ◉
도시 마케팅 활용 ◉
이전산업 도심회귀 촉진 및 도심 산업체 활성화 ○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

지역 특화 업종 및 시설 ○

사회·
문화적 
측면

사회적 약자 주거공급 및 지원 ○

원주민 재정착 대책 ○

커뮤니티 재활성화 ◉
도시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 ○

주민 참여 활성화 ◉
마을 만들기 ○

도시재생 주민교육의 확대 ○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활용 ◉
도시문화 활동 활성화 ◉
문화기반시설 확충 ◉

◉ 유사항목 ○ 차이항목

표 3-7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 요소와 수변공간 계획 요소의 연관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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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분석의 틀 설정

로 분별 하였다.

차이 항목으로는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교통결절부 집약적 개발과 고밀

건축 설계방식의 채택, 불량 주거지 정비 및 개선, 신재생 에너지 및 폐

기물의 활용과 관리차원의 요소가 파악 되었다.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에 특화된 업종 및 시설의 도입문제가, 사회·문화

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공급 계획과 원주민 재정착 문

제, 도시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 의 문제가 파악 되었다.

3.3.4 분석의 틀

수변공간과 도시재생 계획 요소의 연계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 수변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선별 하였다. 직접적

상관성을 가지는 유사항목과 차이항목 가운데 수변공간의 계획에 있어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차이항목을 살펴보았다.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교통결절부 집약적 개발은 수변공간으로의 공공

의 접근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고밀건축 설계방식의 채택은

수변 공간의 오픈스페이스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 복합용도의 개발의 하

나의 방안으로 채택가능하다.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계는 수변공간의

친환경적 지속성을 위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지

역에 특화된 업종 및 시설의 도입문제는 수변공간과 수변도시만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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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물리·

환경

보행 중심의 다양한 접근 체계 

대중교통과 및 수상수송연결 

연속적인 보행자 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정비

편리한 수변으로의 접근 

역사·문화적 연속성 유지

이전 적지 및 유휴 부지 활용

유산 및 노후 건축물의 보존 및 재활용

기존 수변 도시 구조의 특성 파악 

건축 및 외부 공간 구축

수변의 정체성을 살리는 랜드마크

공공의 유입과 수변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기반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수변 환경 보존 및 정비
생태 환경 조성 및 보존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 수변 환경 관리

산업·

경제

복합 용도의 개발
문화· 상업· 주거 용도의 다양성 제공

도시 주거의 다양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수변 공간 주변 상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수익 창출

지역 특화 업종 및 시설

장기적 · 단계적 계획
변화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계획

사업 초기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

사회·

문화

주민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다양한 경로의 주민 참여 확대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성

이벤트 및 프로그램 구성
수변의 어메니티와 활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도시의 기존 문화 · 프로그램과 연계

표 3-8 분석의 틀

성을 구축하고 도시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가능성을 가진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주민교육의 확대는 수변

지역 주민들을 주도로 하여 잃어버렸던 수변 도시와 마을의 장소성을 재

현하고 물리적·환경적 재생 다음 단계에 주변부를 지속적으로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주는 수변공간의 계획

요소를 (1)물리·환경적 재생, (2)산업 경제적 재생, (3)사회·문화적 재생

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 종합하여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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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선정 기준

현재 수변공간의 우수한 개발 사례를 통하여 1절에서 도출한 분석의 틀

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실제적인 개발의 형태 및 현황의 파악을 통하여

동빈내항복원사업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행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지는 수변공간 개발 사업이 단순히 수변의 물리적 환경

만을 개선·재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접한 주변 지역을 재

활성화 시키고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이룬 사례를 분석 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첫째, 수변의 다양한 유형 중 동빈내항복원사업의 주요 사업인 포항운

하와 같이 도시와 긴밀한 관계를 구성하는 하천 및 운하 형태의 수변공

간을 선정하였다.

둘째, 단순한 수공간의 복원이나 재생 사업이 아닌 수변 양측의 일정

범위 또는 연결되는 주변 수변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이러한 사례 중 현재 도시 재생적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세계의

여러 수변도시들의 벤치마킹대상이 되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변

재개발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 중 미국의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와 일

본의 ‘오사카 도톤보리’, 영국 ‘버밍엄 브린들리 플레이스’ 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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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마스터플랜

3.3 사례 분석

3.3.1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1) 사례 개요

위치 :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시

연장 : 5.8 km

폭원 6~8m

수심 : 1.5m

주요 내용 : 수변산책로를 따라 리버

센터 쇼핑몰, 쇼핑센터, 레스토랑, 카

페, 호텔, 문화시설 등이 위치한다. 수

변공간과 접하여 도심의 상업, 문화시설을 집중시켜 개발함으로서 지역

특성화 및 재생의 성공한 모델이 된다.

(2) 개발 배경 및 특성

샌안토니오 시는 미국 텍사스 주 남부의 인구 125만여 명의 도시로 교

통·무역상의 요지이며, 스페인 식민지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샌안토니

오 강은 총 연장 384km으로 1920년대 샌안토니오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댐과 수로 건설 등 제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이 시행되었

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을 미적요소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보행자 다리, 산책로 등이 설치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전체 강 개발의 장기 구상 아래, 10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세워 자본을

확보하고, 강변 환경의 재편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70년대 시정부와 시민들간의 협력을 통해 알라모 요새와 리버워크를

연결하는 유도보가 건설되었으며, 1981년 각종 호텔과 대형 쇼핑몰인 리

버워크 센터가 입점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자극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하천재정비사업 및 샌안토니오 강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가 로버트 허그먼은 도심의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강과 근접거리

에 집중시키는 계획을 제안하였고, 시는 주변 상업시설의 디자인을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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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리버워크의 단면 구조

터하고 관리하는 자문위원회(Riverwalk Adivisory Commision)을 만들어

강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발전시키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발

프로젝트 진행은 강변개발국(SARA·San Antonio River Authority)이 주

도하고, 지역 상공인, 주민들은 ‘파세오 델 리오 연합회’를 결성해 ‘강물

녹색으로 염색하기’ ‘루미나리에 축제’와 퍼레이드 등 다양한 문화 이벤

트를 창출해 왔다.

(3) 계획 요소와 도시재생 효과

샌안토니오 강은 총 연장 384km이며 이를 따라 프로젝트는 도심 구간

(Downtown Reach)을 포함하여 박물관 구간(Museum Reach), 이글랜드

프로젝트(Eagleland Project), 역사보존 구간(Historical Reach) 등 4개 구

역으로 나눠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도심구간을 흐르는 5.8km의

부분에 리버워크가 조성되어 있다. 수문을 개량하고 댐의 건설에서 발생

하는 유기수를 이용한 폭 8~10m의 수로가 확보됨에 따라 관광유람선의

운항이 가능해졌다. 수로를 따라 지상도로로부터 약 6m가 낮은 총 4km

의 직선 보행자 도로가 조성되었으며 지상의 도로와 연결하는 31개의 계

단과 35개의 석교가 설치되었다. 지구를 격자형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

를 통해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시내도로와 통하는 1층 출입구와 지하 1

층에서 리버워크와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따

라서 리버워크는 도심의 곳곳에서 접근가능 하며 복합적인 기능과 공간

이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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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요소 구분 내용

물리·

환경

대중교통과 및 수상수송연결 ◉ - 리버워크를 관통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를 
통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 편리
- 수로 양쪽으로 Walk way 조성
- 지상의 도로와 Walk way를 연결하는 31
개의 계단과 35개의 석교가 설치
- 건물의 주출입구는 도로를 향하게 하고 수

연속적인 보행자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정비 ◉ 
편리한 수변으로의 접근 ◉ 

이전 적지 및 유휴 부지 활용 ◉ 

표 3-9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의 수변공간 계획 요소

SARA의 핵심 세부목표 중 기초가 되는 것은 생태계 복원에 있다. 리

버워크를 따라 강변에 가로수 2만 4000그루와 56종의 식물이 식재되고,

113종의 해양식물, 320종의 초목식물 등을 방사함으로서 수변과의 조화

로운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녹지축을 연계한 자연형 하천의

복원은 생태계 복원과 함께 도심 내 열섬 효과 완화와 대기질의 개선의

효과에 기여하였다.

그림 3-4 보행교 그림 3-5 수변 산책로 그림 3-6 수변상업 가로

건축 환경의 정비 계획은 기본적으로 UD(Universal Design) 가이드라인

에 따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건물 유형내의 신축으로 기존 건물과의

조화로운 계획, 휴먼스케일의 보행자 위주 건물 규모 계획, 외부 공간 확

보를 위한 일정거리의 건축선 후퇴, 층별 특색 있는 복합용도 건물의 계

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무리한 신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시설을 최

대한 활용함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심 수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역사보존구간은 4개의 ‘미션 포털’로 구성되어 현재 세계 문

화 유산으로 등재된 앨러모 성당 등 19세기 텍사스 독립을 위해 멕시코

군과 전투를 벌이는 데 기지역할을 했던 5군데의 선교지를 모두 관광지

로 조성하는 등 기존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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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도톤보리 위치도

유산 및 노후 건축물의 보존 및 재활용 ◉ 
변으로 향한 별도의 출입구 계획
- 전통건물 유형 내에서의 신축 허용
- 엘라모 역사와 문화의 원형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환경의 연속성 유지 
- 건물과 수변 사이에 오픈스페이스 및 
소규모 공원 조성 
- 건물 높이의 통일성 부여
- 하천의 복원과 생태환경 조성

기존 수변 도시 구조의 특성 파악 ◉ 
수변의 정체성을 살리는 랜드마크 ◯ 
공공의 유입과 수변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 
기반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태 환경 조성 및 보존 △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 수변 환경 관리 △

산업·

경제

문화· 상업· 주거 용도의 다양성 제공 ◉ 

- 상업시설의 활성화와 함께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 10년 단위의 세부적인 계획을 통한 장기적
인 개발
- SARA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 관리

도시 주거의 다양성 확보 ◉ 
수변 공간 주변 상업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수익 창출 ◉ 
지역 특화 업종 및 시설 △

변화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계획 ◉
사업 초기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 ◉

사회·

문화

다양한 경로의 주민 참여 확대 △ - 컨벤션센터, 전망대, 뮤지엄 등의 다양한 
시설과 수변 연계
- SARA를 포함한 5개의 협력기간의 운영
- 미션포털을 중심으로 보행, 카약 프로그램 
등 운영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성 ◉
수변의 어메니티와 활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

도시의 기존 문화 · 프로그램과 연계 ◉
◉적극적 ◯보통 △소극적 - 없음(계획되어 있지 않음)

3.3.2 오사카 도톤보리

(1) 사례 개요

위치 : 일본 오사카시

연장 : 2.7km

폭원 28~50m

수심 : 1.5m

주요 내용 : 오사카의 대표적인 번

화가에 위치하여 1912년 나리야스

도톤에 의해 건설된 인공하천으로

오사카 도심의 중심 번화가에 위

치하고 있다. 수질의 오염과 주변 상업시설의 침체를 막기 위해 시행된

1994년 하천재생 사업을 시발로 2001년 이후 '물의 도시 오사카'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심 재생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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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수변 정비 후그림 3-8 수변 정비 전

(2) 개발 배경 및 특성

오사카만으로 흐르는 요도강(淀川)의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오사카는

도시로 면적의 10%가 넘는 20.5㎢ 지역이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로

부터 ‘물의 도시 오사카’ 라고 불려왔다. 오사카는 도심 전체가 도사보리

천(土佐堀川), 히가시요코보리천(東橫堀川), 기즈천(木津川) 그리고 도톤

보리천(道頓堀川)의 네 개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을 주변으로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1615년 수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하천인 도톤보리천이 자리하고 있

다. 도톤보리천이 위치한 난바지역의 많은 기업이 신도심인 우메다지역

으로 옮겨가면서 단순한 쇼핑과 유흥지역으로 되자, 난바지역을 되살리

기 위한 부흥책으로 도톤보리천 정비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비사업은 1

단계-치수 및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 건설, 2단계-친수성을 확보한 유보

도 정비 및 조망을 고려한 교량의 정비 및 개축, 3단계-대규모 개발에

어울리는 일체화도된 수변정비, 4단계-수변공간의 이용 및 활용 촉진이

다.21) 이에 따라 1995~2000년까지 도톤보리 수문건설, 1996~2000년까지

히가시요코보리 수문 완성, 1999~2004년까지 에비스바시-다자에몬바시간

유보도 완성, 1997~2000년까지 미나토마치 리버플레이스 유보도 완성 등

단계별 공사를 진행하였다.

21) 문지영, 도시활성화를 위한 수변공간의 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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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요소와 도시재생 효과

기존 도톤보리천은 치수 대책으로 높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된 하천 제

방과 홍수 방지턱으로 인해 수로로만 활용되었고, 일반인이 하천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였으며 기존 16개의 교량에서만 조망이 가능하였다. 이

에 수변에 연속된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배치하기 위하여 하천의 폭을

12~14m로 줄이는 대신 양쪽에 폭8m의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그림 3-10 수변 테라스부 단면도 그림 3-11 수변 테라스

기존 오염된 하천을 등지고 개발된 상업시설을 수변을 연계하기위해

2004년 3월 '도시 및 지역재생 등을 위한 이용 시설에 관련된 하천부지

점용허가 준칙 특례조치'를 제정하여 수변 부지에서 물건 판매나 이벤트

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 후 많은 상가들이 하천 쪽으로 출입문을 설치하

였고, 현재는 그 활용이 극대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의 활용에 차별화를 두기 위

하여 사시사철 축제가 열리는 활기찬 공간으로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민·관

협력기구로 ‘도톤보리천수변협의회’를 조성하고, 천신제, 뱃놀이 축제, 프

리마켓, 크리스마스 파티 등 2011년 기준 연중 49회, 106일 동안의 행사

를 주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수변 이용 및 관리, 하천 수질 관리

와 행사 개최 등을 총괄하면서 민간에서 전적으로 수변의 재생을 주도하

고 있다.

하천 정비 단계에서 문화적 재생을 도모하고 대규모 수변활동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도톤보리 진입부에 건설된 미나토마치 리버플레이스는 기

하학적 형태로 도심부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고 있다. 복합이벤트 공간으

로 라이브 홀, 야외 무대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음악 및 각종 이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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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요소 구분 내용

물리·

환경

대중교통과 및 수상수송연결 ◉ 

- 편리한 대중교통의 접근과 수상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수단 연계

- 수변 양안에 폭8m의 수변산책로를 조성 및 보

행교 설치 

- 오사카 전체 연속된 수변 산책로

- 공공 활동을 수용하고 수변 랜드마크로서의 미

나토마치 리버플레이스 

- 지속적 하천 및 수변 관리

연속적인 보행자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정비 ◉ 
편리한 수변으로의 접근 ◉ 
이전 적지 및 유휴 부지 활용 ◉ 
유산 및 노후 건축물의 보존 및 재활용 ◉ 
기존 수변 도시 구조의 특성 파악 ◉ 
수변의 정체성을 살리는 랜드마크  ◯
공공의 유입과 수변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 
기반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태 환경 조성 및 보존 △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 수변 환경 관리 ◯

산업·

경제

문화· 상업· 주거 용도의 다양성 제공 ◯ 
- 하천 변 인접건물의 주출입구를 수변을 향하도

록 변경

- 도톤보리천을 중심으로 상업가로가 활성화 되어 

있음

- 민간주도하의 상업 및 문화 활성화 방안 추진

- 물의도시 오사카 프로젝트 수행

도시 주거의 다양성 확보 △ 

수변 공간 주변 상업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수익 창출 ◯ 
지역 특화 업종 및 시설 ◯
변화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계획 ◉
사업 초기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 ◉

표 3-10 도톤보리 수변공간 계획요소

즐길 수 있으며 테라스 부분 선착장과 함께 수변활동의 거점을 활용되고

있다.

그림 3-12 수변 상업가로 그림 3-13 가부키 선상공연그림 3-14미나토마치 리버플레이스

광역적으로는 오사카 수변공간 전체를 ‘물의 도시 오사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물의 회랑’이라 지칭하는 도톤보리를 비롯한 오사카

수변부를 운항하는 다양한 코스와 컨셉의 크루즈 및 수상버스, 재즈보트,

선상 공연, 수변테라스 등 수변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

성하여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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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다양한 경로의 주민 참여 확대 ◉
- ‘도톤보리천수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사시사철 다양한 이벤트 및 축제 활성화

- 기존 상업중심의 난바지구의 특성을 유지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성 ◉
수변의 어메니티와 활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
도시의 기존 문화 · 프로그램과 연계 ◉ 

◉적극적 ◯보통 △소극적 - 없음(계획되어 있지 않음)

3.3.3 버밍엄 브린들리 플레이스

(1) 사례 개요

위치 : 영국 버밍엄 도심 타워햄릿, 뉴햄, 사우스 워크의 3개 행정구역

면적 : 2,200ha

계획인구: 22만명(인구밀도55/ha)

주요 내용 : 버밍엄(Birmingham)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복합개발지역이

다. 1993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불 링 광장과 빅토리아 광장을 연

결하며, 버밍엄 운하로 둘러싸인 컨벤션센터지구 안에 사무실·상점·갤러

리·식당·카페·금융 등 주거·문화·레저·상업 분야가 고루 발달되어 있다.

(2) 개발 배경 및 특성

기존 버밍엄 운하는 1768년 제임스브린들리(James Brindley)에 의해 무

역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건설되었다. 이후 운하를 따라서

공장들과 물류창고가 건설되는 등 영국 산업화의 주요 기지가 되었던 버

밍엄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산

업구조의 재편과 이로 인한 경제구조의 붕괴와 인구유출로 주변부 공장

과 건물들이 방치되었다. 이에 버밍엄 시의회는 새로운 경제개발 지역의

창조를 목적으로 1987년부터 시의회에 의해 브린들리플레이스 개발계획

이 추진하였다. 1993년 ‘Water's Edge’를 포함하는 문화, 상업, 복합주거,

레저시설등을 포함하눈 상세계획이 승인되었다. 이후 단계별 진행으로

2009년 11번쨰 업무용 건물이 완공되었고 900여대 수용 규모의 주차건

물뿐 아니라 1급 호텔과 미술관 2곳, 극장, 국립해양생물관, 수변공간과

접한 상업시설까지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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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개발 전 그림 3-16 개발 후

(3) 계획 요소와 도시재생 효과

브린들리플레이스 지구를 감싸 도는 운하는 현재는 시민들과 관광객들

에게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93년에 조성된 Water's

Edge는 상업기능을 지구내로 끌어들이고 방문객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중앙광장(Central Square)으로 유도한다. Water's Edge 주변부는 공동주

택과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등으로 개발되어 활력 있는 수변 공간으로

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광역적으로는 도심과 확장되는 접점에 국제회의장(ICC)가 위치하며, 버

밍엄운하를 가로질러 빅토리아 광장(Victoria Square)-센터너리광장

(Centenary Square)-버밍엄 도서관-체임벌린광장(Chamberlain Square)

이 통과 축선상에서 위치하여 도심과 도심 확장지역으로 연결되고 있다.

교통 및 동선체계는 브린들리플레이스와 인접하여 Broad Street 운하

가 위치하고 있고, 주요 버스, 기차 노선이 인근에 형성되어 있어 도보로

접근이 용이하다.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Brunswick Square는 지구

내 주차 빌딩과 면하여 있으며 동시에 안전한 보행자 구역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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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Central Square 그림 3-18 Oozells Square 그림 3-19 Brunswick Square

지구 내 주요 오픈 스페이스는 Central Square, Oozells Square,

Brunswick Square, Water's Edge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Central

Square은 295sqft의 조경 광장으로 브린들리플레이스를 통한 모든 보행

자 동선이 수렴한다. 중앙 원형 극장, 분수가 설치되어 있으며, 회의 및

휴양공간으로 사용되며, 야외 예술 공연 지역 농산물 시장 등이 개최된

다. Oozells Square 역사적인 Oozells 거리와 Oozells 거리 학교의 이름

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광장을 가로지르는 대각의 철 수로가 특징이다.

Water's Edge는 야외 음악당에서 중앙광장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길과

광장 주위에 배치된 레스토랑과 바를 포함한다. Water's Edge의 건물은

운하 유역, 부두 및 갑문을 따라 건물의 재료, 색, 질감을 통일하고 있다.

이 외에 1877년에 건설된 중심부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학교 건물은 유

일하게 철거되지 않고 현재 미술관으로 재사용 되고 있으며, 1827년에

만들어진 철제교도 현재까지 산업혁명 시대 당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전체 마스터 플랜과 인접한 ICC와 국립 실내 경기장과 같은 도시 시설

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림 3-20 보행교와 산책로 그림 3-21 수변과 연결 그림 3-22 상업시설과 연결

브린들리플레이스 지구는 기본적으로 버밍엄시 도시설계 전략에 따라 지

구 전체의 성격과 기능이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 건축물,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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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요소 구분 내용

물리·

환경

대중교통과 및 수상수송연결 ◉ 

- Water's edg를 중심으로 보행자 산책로와 공원 
조성
- 기존건축물의 보존과 신축건축물의 다양화
- 기존 건물을 문화적 용도로 재창조
- 주요 버스노선, 기차노선을 인접시키고 도로로 접
근이 용이 
- Central Square, Ozells Square, Brunswick Square 
광장을 중심으로 오픈스페이스 구축
- 기준레벨범위 내에서 공공건물 보행공간화 및 입
체도로 체계
- IOC를 중심으로 도심과 도심연결부로 확장 

연속적인 보행자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정비 ◉ 
편리한 수변으로의 접근 ◉ 
이전 적지 및 유휴 부지 활용 ◉ 
유산 및 노후 건축물의 보존 및 재활용 ◉ 
기존 수변 도시 구조의 특성 파악 ◉ 
수변의 정체성을 살리는 랜드마크 ◯ 
공공의 유입과 수변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 
기반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태 환경 조성 및 보존 △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 수변 환경 관리 △

산업·

경제

문화· 상업· 주거 용도의 다양성 제공 ◉ 
- 업무, 문화, 상업, 주거 시설 혼용
- 호텔과 공동주택 형식의 주거용도 확보
- Central Square, Ozells Square, Brunswick Square 
광장을 중심으로 오픈스페이스 구축
- 초기 종합계획안, 수정계획안을 바탕으로 장기 종
합 계획 수립
- 버밍엄시 주도하에 민간 사업사 Argent Group에 
의해 개발

도시 주거의 다양성 확보 ◉ 
수변 공간 주변 상업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수익 창출 ◉ 
지역 특화 업종 및 시설 △

변화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계획 ◉
사업 초기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 ◉

사회·

문화

다양한 경로의 주민 참여 확대 △

- 수변 문화시설과 ICC, 경기장등 다양한 프로그램 
과 연계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성 △

수변의 어메니티와 활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

도시의 기존 문화 · 프로그램과 연계 ◯ 
◉적극적 ◯보통 △소극적 - 없음(계획되어 있지 않음)

표 3-11 브린들리 플레이스 수변공간 계획요소

및 오픈스페이스 등의 각종 계획이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를 통해 고밀, 압축개발의 개념하에 통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토지이

용으로 공공 공간을 늘리고,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지구 내 근무 중인 사

무직원만 1만여명을 육박하는 자족적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다. 소규모의 운하에 알맞은 휴먼스케일의 보행

자 중심체계와 업무, 상업, 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특히 도심과 광장, 건

축물, 운하를 연계하여 다양한 어메니티를 갖는 수변공간으로 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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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포항동빈내항복원사업의 도시재생적 개발

특성의 분석에 앞서 수변공간 개발계획요소를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분석

해 보았다. 먼저 수변공간의 재생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체계를 살

펴보면,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

사카 도톤보리와 버밍엄 브린들리 플레이스는 쇠퇴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졌으나 결과적으로 현재에는 도

시 재생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서는 유사하다.

계획요소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물리적 요소는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

었다. 수변과 도심을 연결하는 보행중심의 다양한 접근 체계의 구성과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지구내로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수변공

간을 활용한 보행동선 확충과 연계된 휴게 공간 및 오프스페이스의 조성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운하 형태의 도시하천의 특성상 생태계보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

이 있었으나 산안토니오리버워크의 경우에는 녹지공간의 구성에 많은 힘

을 기울임으로서 수변과의 조화로운 자연의 상태를 느낄 수 있다.

주변 지구의 용도 구성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점을 보였는데 상업·문화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와 도톤보리천과 달

리 브린들리플레이스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과 함께 호텔 및 레

지던스와 공동주거가 함께 조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수변개발을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시와

협력한 민간 개발자를 통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몇

십년에 걸친 단계적 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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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포항 동빈내항복원 사업 구역 위치

4. 사례 분석 : 포항 동빈내항복원 사업

4.1 동빈내항 복원사업의 개요

포항시가 매립지인 해도동의 노후화와 동빈내항의 무역항으로서의 기능

상실 및 정채수역 오염심화에 따른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를 목적으로 하

고 장기적으로 주변개발을 통한 도심 재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T7 Ocean Renassance"란 명칭으로 포항시에 추진하는 총 7개의 사업

을 통합하는 포항운하건설 프로젝트로써 그 주된 사업인 포항운하 건설

은 수변유원지 96,455m2(공원 62,467m2, 시설용지 33,988m2) 포항운하관

823로 총 사업비 16,00억원으로 2008년 10월 LH공사와 MOU체결하는

등 2013년 11월 통수식을 가졌고, 2014년 1월 준공완료 하였다. 주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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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동빈내항복원
수로건설 L=1.3km
(수변유원지 96,120m2)

1,170억원(국50,도15,시3
5, 포스코300, 주공770)

2009~2014

동빈내항 복원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재정비촉진지구 
A=590,976m2 - 208~2012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해양공원 A=16,400m2 270억원(국비) 2007~2015

동빈부두 정비 부두정비 L=1,290m
48억원(국비28,도비1,시
비19)

2007~2009

송도백사장복구
잠제3기 L=900m, 
양빈L=1.7km

380억원(국토해양부) 2006~2012

포항구항 항만 
재개발

A=173,900m2 예산 772억원(국비) 2010~2020

표 4-1 포항 동빈내항복원 사업의 구성

재정비 사업은 포항운하건설사업과 연계하여 2011. 12. 29일자 경상북도

고시제 2011-573호로 결정고시 되었다.

해양공원 조성은 9,090의 규모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포항구항 일원

에 조성하는 연안여가휴양시설사업이며 현재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송도백사장 복구사업은 국가시행사업으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2013.

7월 발주, 9월 착공하여 201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타

워브릿지 건설 또한 사업계획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민자유치 등 국토

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동빈부두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13,9억원으

로 동빈부도 1.7km 일원에 난립한 담장, 창고, 컨테이너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고 유휴공간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하는 친환경 부두정비 사업으로 2007년 11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및 포

항수협과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0월 사업을 완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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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빈내항 복원 사업의 배경

4.2.1 동빈내항의 역사

(1)포항항22)의 형성과 발전

항구로서 포항의 역사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삼국시대에 발견

되는 고분이나 유적들이 주로 형산강을 경계로 한 남·북의 발전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과 157년(아달라왕, 신라시대) 연오랑세오녀설화23)가 탄

생한 만큼 항구로서의 기능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포항항의 역사는 조선 영조대에 이르러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현

대적 의미의 동빈내항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 100년에 이르는 기

간이라고 할 수 있다. 포항은 일제강점기에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전국

적 규모의 어항으로 부상하였다. 포항은 1904년 통어조약 이후 1907년경

부터 일본인 기업가·어민들의 포항 이주가 실시되었고, 1917년 포항이

포항항으로 지정되어는 세 번째의 발전 단계를 맞게 되었다.

현재 포항운하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 지역은 과거 형산강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섬마을 지역이다. 포항을 표현한 고지도를 통해서

살펴본 섬마을 지역은 커다란 하나의 섬 혹은 두, 세 개의 섬으로 그려

지고 있다. 1832년 처음으로 영일현 읍내면에 도내동(島內洞)이라는 명

칭이 등장하였으며, 1871년 도내동이 해도, 상도, 하도, 분도, 죽도동으로

분동 또는 개척되었다. 형산강의 북하구의 포항리가 포항창진이 설치되

면서 부터 인구 유입과 물자의 이동이 번번해 지면서 현재의 동빈내항

일대의 도내동을 비롯한 5도 등의 섬마을이 개척되었다. 이후 일제강점

기를 거치면서 형산강 주변지역이 매립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22) 포항항은 동빈내항에 위치한 구항구의 명칭이다.

23) 삼국사기 제1권에 수록된 설화로 신라 사람인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니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세오가 보낸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어 해

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는 설화이다. 그 제사를 지내던 곳을 영일현(迎日縣) 또

는 도기야(都祈野)라고 하여, 그 공간적 배경이 현재의 포항, 영일현(迎日縣)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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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포항진지도

그림 4-3 포항항의 구성

시작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까지는

여전히 논과 갈대밭으로 형성된 습지

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1917년에는 지방항으로 지정되어 울

릉도와 내륙지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

할을 수행하였으며, 1962년 6월에는

개항장으로 지정·공포되어 국제항만으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

다. 개항장 지정 이후 포항항에는 외

국선박은 물론 잉여 농산물을 운반하

는 대형선박이 입항하여 경북 일원에

식량공급의 창구역할을 하였으며 선박의 입출항이 나날이 증가하는 등

경북의 관문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빈내항은 고대로부

터 어항의 역할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

었으며, 동해안을 대표하는 항구로서, 수송선들의 무역항이자 경북의 관

문이 되었다.

(2) 포항의 산업화와 수변공간의 슬럼화

1968년 포항제철소 지원항만이 시작되어

1969년에는 새로 건설한 신항을 개항장에

포함시켜 과거의 항을 구항으로 칭하고, 포

항제철소 지원항을 신항으로 일컫게 되었

다. 이후 동빈내항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어

한산한 항구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어항의 핵심기능을 구룡포항에, 물류기능은

포항 신항과 영일만항에 주로 처리하고 있

다.

이와 함께 1960년대 농·어업도시였던 포

항은 포항종합제철 건립으로 산업화의 시

대를 도래하게 되었다. 포항제철 건설부지가 선정되고 부지조성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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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산업단지건설 전(위) 후(아래) 동빈내항주변 위성사진 비교

시작되면서 예정부지에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그 과정에서 제철 직

원 전용 주택지 조성과 홍수 예방을 위하여 형산강 쪽의 물길 1.3km구

간을 매립했다. 막힌 물길로 동빈내항에 물이 더 이상 순환되지 못하고

좁고 깊숙한 만으로 변모 하였다. 이로 인해 동빈내항이 정체수역으로

변화하고, 거주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활하수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염도

가 증가하게 되었다.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동빈내항은 끊어진 형산강

지류로 인해 수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항내에 유입된 오

염물질이 장기간 정체되어 오염도가 증가하거나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

었다.

이와 함께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형성된 송도해수욕장은 해일과 주변

개발로 인해 모래가 휩쓸려나가 폐장 되었으며, 포항 유일의 갯벌도 자

취를 감추었다. 동빈내항은 점점 퇴적 오니가 쌓여 형성된 뻘층으로 썩

어갔고 주변지역은 슬럼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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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동빈내항 주변 인구 감소

4.2.2 동빈내항복원사업 배경

슬럼가로 변해버린 동빈내항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포항시는

1997년부터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보다 근본적인

오염의 원인해결과 자연생태의 복원을 위해 동빈내항복원 사업을 시작하

게 되었다.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직접적인 원인은 동빈내항 정체수역이 심각한

오염에 직면하게 된 것이나 포항운하 건설을 통한 오염해역 수질개선의

기대와 상권의 회복, 도심재생, 관광활성화 등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1) 정주 환경의 개선

그림 4-5 동빈내항 주변 동구분

동빈내항 주변지역의 정비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년전부터 필요

성이 제기돼 왔으나 실질적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송도, 해도동

일원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20년 이상된 노

후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부가로망이 협소하고 기반시설의 연

계성이 부족하여 시가지의 회형적, 구조적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

었으며, 동빈 내항의 주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3년부터 사

업이 시행된 2011년까지의 송도동, 해도동, 중앙동, 죽도동의 인구추이를



- 68 -

그림 4-7 포항운하 건설 전 동빈내항

살펴보면 중심 시가지 중앙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감소 추세

가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대상지 주변부 쇠퇴 및 도심 확장 개발에 따라

인구의 유출이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빈내항 인근 지역인 중앙동 일대는 포항이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이래 도심부로서 행정기관을 비롯한 중심상가, 금융기관, 행정기

능 및 상업기능이 집중되어 분포하였으나, 시청,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과

금융 및 상업기능의 외곽지역 이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도시의 확장에 따라 외곽 주거지 형성 또한 가속화 되어 상대적으로 정

주환경이 좋지 못한 송도동, 해도동 일대는 불량주거지구와 슬럼화의 주

된 지역으로 진행되었다.

(2) 환경오염의 개선

동빈내항은 조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나가

지 못하고 퇴적되는 구조여서 정지적인 정화 작업이 필요했다. 1997년부

터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바닥의 오물을 준설하는 등 동빈내항 정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준설 이후 다시 오염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근본

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

천복원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동빈내항복원 사업은 동빈내항으로 유입되

는 구하도의 복원으로 이수·치수는 물론 하천이 가지는 수질정화기능,

친수기능, 생태적 공간기능 등 하천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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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되었다.

(3)도시 발전전략 수립

도심부를 관통하는 동빈내항은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과 같은 포항

의 대표 관광지와 면하여 있으며, 여객선 터미널의 장소이다.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적용

하는 대상지로 주목 받았다.

동빈내항 오염의 방지와 함께 주변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하천 정비와 함께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공공성, 개방성에

우선한 토지 활용을 추구를 목표로 하였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의 국가연안정비계획의 지정, 예산지원으로 송

도백사장복구 사업과 동빈부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적 차원에

서 수변의 잠재력을 고려한 종합적 개발의 일환으로 공공참여를 확대하

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통합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중장기

적으로 시가지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기반시설의 구조를 보강하고자 하였

다.

(4)신산업기반 창출 목표

서구 선진 공업도시들은 1960년대 이후 활발한 산업성장과 원료 및 생

산품의 집약지라는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산업의 쇠퇴는 도시의 실

업과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였다. 1980년대 이후

그러한 공업도시들은 산업화로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개념의 주거, 생산 및 여가공간을 개발하여 신산업, 즉 정보

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의료산업 등을 유치하고 있다.

포항시는 국내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철강도시의 사양화의 불가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포항시 지역내 총생산 추계 결과24)를 보면 성장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생산액(십억원) 14,328 17,396 15,613 17,546 17,040

증감율(%) 2.8 21.4 -10.2 12.4 -.29

인구(천명) 508 510 513 516 520

인당생산(달러) 30.344 30.923 23.865 29.403 29.562

24) 포항시 경제 현황 추이(자료 : 경상북도 법무통계실.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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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경제가 선진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변화과정이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이나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경기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

였다. 또한 서구의 연안 재개발과 달리 포항지역은 물류와 노동집약적

산업이 현재까지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문화·레저등 포항

지역 산업 다양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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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건설 공사 중 포항운하 대상지

4.3 동빈내항 복원 사업 계획 및 현황

4.3.1. 포항운하건설(해도수변유원지)

포항운하 건설사업은 2012년 5월 22일 착공하여 2014년 1월8일 준공되

었다. 포항운하 건설사업의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고 포항시 송도동

과 해도동 사이로 동빈대교에서 형상강을 남북방향으로 잇는 지역에 해

당한다. 구 포항역에서 반경 1km이내,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0,5km이

내에 인접 하여 있으며, 과거의 동빈 내항 ~ 형산강 사이의 구간은 1970

년대 도시화 과정으로 인하여 매립 후 주거지역으로 변모한 상태이다.

사업면적은 총 96,330.8m2이며, 동빈내항 ~ 형산강 까지 총 1.30km 구

가에 대한 운하 건설을 통해 형산강의 물길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600억원으로 구조분야에서 경관교량 3개소, 보행교 4개소,

배수구조물 2개소가 건설되었으며, 수로공은 2.4km의 호안으로서 1개의

침사지를 포함하고 있다. 수질환경의 개선을 위해 차집관거, 합류식 관

거, 상수관거를 각각 1.297km, 1.012km, 0.265km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완공 후 크루즈 사업과 병행하고 있으며, LH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특급

호텔과 대형식당, 휴게공간으로 건설 예정되었던 해도수변유원지 부분은

현재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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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기 추진내용

2009.4.1. LH공사 사업시행 세부협약 체결

2009.4.23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09.4~8 토지 및 지정물 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

2009.6.29 해도수변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2009.9~2010.3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2010.5.18 편입토지 등 보상 착수

2011.5.18 보상추진

2011.7.29 지장물 철거공사

2011.9.7 동빈내항복원 개발사업소 개소

2011.11.11 보상 완료(총483건 중 483건 보상. 100%)

2011.12.3 철거 완료(총 479건 중 479건 철거. 100%)

2012.5.9 포항운하 건설공사 착공(공사기간 2011.5.9.~2014.1.8.)

2012.5.22 포항운하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공정율 65%)

2013.10.6 운하 물막이 제거

2013.11.2 통수식 개최

2014.1.8 포항운하 준공

표 27 포항운하 건설사업 추진 연혁

그림 4-9 포항운하 과거 모습

그림 4-10 포항운하 건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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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촉진기구 지정 고시(2009년 2월 12「경상북도」

-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2009년 4월 17일「LH공사」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시행 (2009년 5월 25일~2012년 2월 11일)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2010년 11월 11일)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 공람(2010.12.7.~2010.12.27.)

- 재정비촉진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2011년 2월 16일)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2011년 12월 29일)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2012년 3월 5일)

표 4-3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 추진현황

4.3.2.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

해도 송도 죽도동 일원의 노후북량주택 밀집지역과 구시가지지역을 광

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도

시기능 회복 및 지역 내 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항운하건설 사업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에 도시재정비촉진 계획(A=590,976 ㎡)을 수립 시행 하여 도시기능의 회

복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재정비촉진지구 지

정 고시(2009.2.12)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2년 3월 5일에 도

시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 등을 통해 시행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4.3.3.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포항운하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남구 송도동 일원 포항구항에 해양공원

(9,090㎡)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포항구항의 무역항 기능이 상실

됨에 따라 어선의 정박지로 이용되는 등 주변지역이 극도로 낙후되는 모

습을 모이게 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해역 개선사업인 동빈내항복원

사업을 극대화 하고, 슬럼화된 포항 구항의 기능회복과 유휴해역의 문화

휴식공간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항 운하

건설과 병행하게 추진되는 부력형식의 해양공원으로서, 해양수산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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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감도

그림 4-12 포항구항 해양공원 공사 현황 ( 2015년 10월 31일 기준)

터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 국비 270억원 전액을 포항시에 위탁, 포항시에서 직

접 사업을 시행중이며 현재는 기본 골조 구성의 상태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4.3.4. 동빈부두 정비

포항시 북구 동빈동 일원(동빈부두)의 담장, 창고, 위판장, 급유소, 컨테

이너 등을 철거 및 이전하고 가로변 녹지, 자전거도로, 테마거리, 조명시

설 등 친수공간(L=1.7km)을 조성하였다.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수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 40억원과

시설 이전비 57억원 등 97억원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동빈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주민에게 쾌적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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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동빈부두 정비 후

그림 4-215 송도백사장 복구 계획 단면도

간을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시가지 경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그림 4-13 동빈부두 정비 전 모습

4.3.5. 송도백사장 복구

송도백사장 복구 사업을 시행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해수욕장의 옛 명성

을 되찾아 지역상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잠제 및 양빈

공사를 통해 백사장 유실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송도해수욕

장은 한때 백사장 너비가 40~100m에 달했으나 공단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등으로 조류가 변하면서 백사장이 줄어들었고, 1983년 해일로 자갈

밭으로 변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양빈공사를 실행하였지만 유실이 급속

화 되어 2007년 페장 하였다. 1970년대 까지 동해안의 최고 해수욕장으

로 그 주변부 또한 관광지로 개발 되었으나 송도백사장의 유실과 함께

주변부도 슬럼화 되고 현재는 폐건물로 존치하면서 포항시의 주 경관사

업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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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송도백사장 침식이전(1970년도) 그림 4-17 송도백사장 복구 이후 (2015년)

2006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도백사장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들어가 총 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하여 바닷 속에 900m의 잠재설치와

71만 2천m2의 양빈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사업은 2007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 고시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

되었으며, 국가지정 무역항만 구역내 연안이므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 해

안 연안 정비사업의 일환이며, 총 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2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4.3.6. 포항구항 항만 재개발

영일만항 건설에 따른 포항구항 기능이전 계획에 의거 수리조선소 및 시

멘트 사일로 지역 등 공업지역을 최첨단 비즈니스 타운 및 호텔, 공원,

체육시설 등 신도시 개념의 워터프론트로 개발하는 등 포항운하건설과

연계한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포항구항 재생사업니다.

항만공간의 장점을 살려서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동해 경제권

의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목표로 2007년 10월 4일 국토해양부 항만 재개

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송도동 일원의 시멘트 사일로, 수리조선소 일

원의 173,900m2 면적을 개발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이

후 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자 발굴을 위한 총 772억원의 국비가 투자된다.

이 사업으로 인해 노후화로 항만경쟁력이 저하된 포항구항의 개발을 통

해 주변도심의 발전을 촉진하고, 노후 ·유휴항만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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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부가가치의 항만으로 재개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다 .

항만명 위치 대상면적 선정사유

포항항
경북 포항시 송도동 

포항항 구항 일원
174000㎡

- 영일만항으로의 항만 및 배후 산업기능 이전

- 주변 도심의 환경정비와 연계하여 도심의 해

양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기대 

표 4-4 포항항 항만재개발 대상항만별 선정사유 (자료:국토해양부, 2012b, pp24-25)

4.3.7. 타워브릿지 건설

포항구항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 타워브릿지를 건설하여 동빈내항 복원

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

는 브릿지형 상업빌딩으로 포항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포항 타워브릿

지를 항만지원시설로 국내 대기업 등의 민자 유치로 추진을 목표로 한

다. 2006년 9월 타워브릿지 건설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국지

도 20호선 개설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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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버스노선 및 정류장 현황 그림 5-2 수상의 연결

5. 도시재생 관점에서 동빈내항복원사업 특성 분석

5.1 물리·환경적 측면

5.1.1 보행 중심의 다양한 접근 체계

(1) 대중교통 및 수상교통 연결

대중교통으로는 운하로와 송도동 일대를 순환하는 버스가 하루 평균 45

회, 40회씩 운영되며, 동빈내항과 도보 5분 거리의 중앙로를 거치는 통과

하는 버스가 최대 5분 간격으로 배차되며 해도동·송도동 내부를 순환하

는 버스는 두 개의 노선이 배차간격 25분으로 배차된다. 하지만 이는 동

빈내항복원 사업 이전의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된 구간인 동빈부두와 포항운하 부분의 수변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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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수상 교통 연결 부분에서 현재는 크루즈가 동빈내항 수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는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포항운하

의 남측 운하관 부분에서 탑승하여 동빈내항과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순

환하는 시스템으로 수변의 주요 랜드마크나 지점에서 상·하선은 불가능

하다. 포항운하 내부에 현재 2개소의 선착장이 개설되어 있긴 하나 특별

행사 시 행사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상교통은 현

재까지는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해외 수변 사례에서 적용되는 전철, 트램, 모노레일 등의 대중

교통은 현재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계획부분이 파악되지

않았다.

(2) 연속적인 보행자 공간 확충 및 가로 환경 정비

포항운하의 사업 대상지는 소필지의 주택가를 철거 후 운하 신설을 하

게 됨으로 주택가와 8m. 25m의 도로와 간격을 두고 건설되었다. 도심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기존의 격자형 도로체계가 사라지고 긴 선형 공간의

수로가 자리함에 따른 물리적 단절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파악

되었다.

첫째는 수로를 기준으로 양방향 각각 1.2lkm, 동빈부두는 1.5km의 수변

보행자 전용 도로가 각각 설치되었다. 수변의 양안을 연결하기 위한 보

행자 전용교로는 동빈내항에 1개소, 포항운하 부분에 4개소가 설치하면

서 도시구조의 단절을 극복을 시도하였다. 휠체어의 통행에도 큰 어려움

이 없을 정도의 완만한 경사로 설치되어 보행자들에게 활발하게 이용됨

은 물론 경관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는 포항운하관의 건설 단계

에 있어서 수공간과 외부 순환도로로 단절된 형산강변과 운하부분을 연

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디자인이 돋보였다. 결과적으로 포항운하관의 방

문자들을 포항 운하 수변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운하 방문자들의

주된 접근 경로로 이용되었다.

포항운하 수변공간 내부로는 최소 4m에서 최대 60m의 충분한 보행 공

간의 확보와 함께 다양한 가로 환경이 조성되었다. 실제로 걷기대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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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간선도로 상부 운하관 연결

그림 5-4 외부에서의 보행로 접근

그림 5-5 운하관에서 운하 접근 경로

그림 5-3 수변을 가로지르는 보행교

같은 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아 연속되고 넓은 보행 공간으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판단된다. 또한 옥외공간에서 바닥면의 차이는 사람

들이 이용하기가 쉽고 심리적으로도 사용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연

결25)이 되어야 하는데, 포항운하는 수변공간과 기존 도로와의 단차를 최

소화하면서 보행공간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같은 거리의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보행전용 도로의 친수환경을 선택하여 걷게 될 것

이며 이는 공간의 활발한 이용을 야기한다.

또한 가로시설물인 관상용 식재가 3~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부분

적으로 벤치와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양방향의 도로에서 방문을 유

도하고 있다.

하지만 동빈내항과 면한 전체의 보행로를 파악해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

다. 현재 보행자 도로가 동빈부두정비사업(A)과 포항운하부분(E)의 사업

이 따로 진행되다 보니 두 부분의 연결 부분(B) 수변전용도로가 차단되

25) 얀겔, 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 도서출판 푸른 솔, 2003



- 81 -

그림 5-8 보행자 도로 현황

그림 5-9 보행자 도로 현황 2

어 있다. 기존의 보행도로가 있긴 하나 선박의 수송 동선과 교차하면서

기존 보행자의 이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포항운하와 동빈부두

가 연결되는 시점은 죽도시장이 위치하여 관광객의 이용이 가장 많은 장

소로 현재는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수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표가 부

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포항 동빈부두와 포항운하에 설치된 인도교

(B)에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26) 이는 기존 동빈내항 부분의 양안을 연결하는 교량이 부족하였던

점과 포항운하 사업 부분에 대하여 동·서 방향을 연결하던 7군데의 도로

가 유실되게 된 후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만 4개소가 복원됨에 따

라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통행이 다소 불편해 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26) 김재원기자, 인도교(동빈내항·포항운하)에 오토바이·자전거 ‘쌩쌩~’, 경북도

민일보,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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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리한 수변으로의 접근

외부인과 관광객을 위한 일반 차량으로의 접근이 가장 유리한 편이다.

매년 증가하는 죽도시장과 송도해수욕장의 방문객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

하여 죽도시장의 주차타워와 노상주차, 송도해수욕장의 공용주차장 외에

도 형산강변 유원지에 대형주차장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포항 운하의

양측에 면하여 일반도로에 직선주차가 가능하게 되어있어 선형의 대상지

로의 차량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차량이 급증하는 행사시에는 송림초등

학교의 운동장이 임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5-10 차량 접근 그림 5-11 자전거도로 현황

한편 자전거전용 도로의 경우 운하의 우측으로 양방향의 2차선 도로가

, 송도해수욕장, 동빈부두에 일차선의 자전거전용 도로가 신설되었다. 각

부분은 보행자전용도로의 개입과 교량으로 인한 장애요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원활히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송도해수욕장 부분은 부산-고성

을 잇는 동해안 국토 종주 자전거 도로의 일부가 되면서 수변을 따라 적

극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송도해수욕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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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각 부분 자전거 전용 도로 현황

그림 5-13 자전거 전용 도로 연결 부분

영일만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영일만대교가 개설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수변을 연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5.1.2 역사적·문화적 연속성 유지

(1) 이전 적지 및 유휴 부지 활용

포항운하는 개발 단계에서 수로와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도로와

건물 479채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천을 재생함으로서

기존 도시구조 복원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나 수변개발의 유형으로 분

류할 경우 전면 재개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로 및 수변공간을 확보하

기 위한 불가피한 진행이나 현재의 도시재생적 패러다임 그 이전의 대규

모 재개발 방식과 유사하다 볼 수 있다.

현재 포항구항의 모래, 시멘트, 유류부두와 수리조선소 및 해경부두가

2020년 영일만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유휴 부지에 대하여 항만재개

발이 계획 중에 있다. 도심과 인접하여 있고, 양호한 송림과 동빈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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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해수욕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

구역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활성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포항구항의 시야가 높은 쌍용양회 시멘트 보관 사일로와 같은 시설은

산업 유휴부지의 랜드마크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동빈내항의 포항함과

같은 시설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는 구항의 산업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단계에 있어 전면

재개발 보다는 수복 재개발의 형식으로 재생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2) 유산 및 노후 건축물의 보존 및 재활용

동빈부두 정비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부두시설에 대하여 담장, 창고,

급유 탱크등을 철거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둣가

가로 환경 정비사업과 친수 공간 조성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도로변 녹

지공간과 자전거도로, 목재데크, 산책로가 정비되고 이국적 수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려나무와 후박나무, 소철 등 상록수가 식재되었다. 창고

와 급유탱크와 같이 문화적 용도로 재활용 가능한 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항구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조형물로 대체되었다.

또한 동빈내항 정비사업은 부두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까지 어구,

어망 보관 등 어민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하던 장소를 유실시키는 문제점

을 안고 있다. 1917년 포항항의 개장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어항

으로의 역사와 기능을 무시한 채 심미적 접근으로만 정비한데는 다소 문

제점이 있다.

그림5-14 동빈부두 정비 전 그림 5-15 급유탱크 제거 그림 5-16 정비 후 조각작품

(3) 기존 수변도시 구조의 특성 파악

수변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은 수변공간에 바탕을 둔다. 포항운하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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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동빈내항 매립전 동빈내항 복원 전 동빈내항 복원 후

사업을 통하여 사라진 물길을 복원함으로서 천혜 항구로서 동빈내항의

환경을 되돌려줌과 동시에 오랜 시간 형성된 역사 문화 공간의 보전의

의미를 가진다. 도시 공간구조적으로는 도시조직의 재생을 의미할 뿐 아

니라 주민들에게는 항구와 강변에서의 삶을 되돌려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존 수변도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

립 전 해도동과 송도동은 형산강 하구의 습지로 조성된 어촌마을 이었으

며 송도해수욕장의 부흥으로 일대가 근접한 도심과 함께 활성화를 뛰었

던 장소이다. 산업화 인해 일대가 매립된 후부터 해도동에 비해 도심에

서 더욱 분리된 송도동은 환경오염과 경제침체 문제를 안고 있다. 복원

의 단계에서 해도동·송도동 일대의 경제적 활성화와 어촌 마을의 역사와

장소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원 사업 단계에서 수로의 위치와 형태를 구성 하는 요소는 부

지확보가 어려운 점과 경제적 타당성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빈

내항과 매립지 부분, 매립지와 형산강 면에 위치한 두 군데 하수처리 시

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복원 공사 및 사업대상지의

보상비의 절충안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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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포항 운하관 그림 84 동빈부두 히즈빈스

5.1.3 건축 및 외부 공간 구축

(1) 수변경관을 고려한 랜드마크의 부재

동빈내항복원 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로는 포항운하관과 동빈부두의 카

페만이 파악되었다. 포항운하관은 운하관의 물 관리센터와 포항크루즈

매표소, 포항 홍보관, 카페테리아, 전망대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동빈내

항복원 형산강 구하도 물관리센터 건축설계공모’를 통하여 현상설계 방

식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안으로 건설되었다. 형산강 둔치 부분과 동빈내

항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긴 나선형의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형

태에 치중한 현대적 건물로 건축되어 동빈내항과 그 일대의 수변의 정체

성을 구현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동빈부두정비사업 당시 랜드마크적 요소로 건설된 히즈빈스는 사

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카페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의 조형물과 같은

독립된 형태로 동빈 부두의 수변과 관계 맺지 못하며 활용도 또한 떨어

진다.

또한 광역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도심내 해양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네

트워크가 부재한 실정으로 동빈내항을 연계한 해양공원, 송도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 등을 연결하기 위한 상징적 관광 소재가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내 해양관광네트워크 연결거점을 활

용한 관광안내소, 휴게공간, 수상 교통의 연계수단(크루즈매표소 및 선착

장, 시티투어버스, 자전거 대여소)을 접목한 워터폴리(Water Folly)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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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워터폴리 입상작(송도해수욕장 설치)

그림 5-20 포항운하 수변지역 건축물 계획 투시도

설이 계획 중이다. 수변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을 연결하는 관광네

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주요 관광포인트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6년에 영일대해수욕장

과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각각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물리적

으로 단절된 공간에 가시적 지점을 확보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8개소의 워터폴리를 통합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

황이라 거점으로 작용할 뿐 도시 연속된 수변의 경관과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5-18 워터폴리 설치 장소

(2) 공공의 유입과 수변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수변공간에 면한 건축물은 도시의 다른 타 공간과는 달리 수변 특유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항운하 수변지역은 현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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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화해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구역지정

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

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가 완화되었다. 기존 주차장법

에 따라 구역 내 건축물의 부지 내에 약 736대 가량의 부설주차장을 설

치해야 하나, 협소한 부지로 인해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 주차장을 설치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변과 연계한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

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736대) 중 일부(444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니라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통합해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

준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수변경관을 고려한 융통적인

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동빈내항복원사업의 경우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나 버밍엄 브린들

리 플레이스와 같이 보존되고 있는 기존의 수변 건축물이 부재한 상황이

고 현재까지의 수변건축물에 대하여 통합적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으므로 건축계획에 앞서 수변경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3) 기반 시설의 구성

수변재생 사업은 주변 주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적 생활공간을 환원시켜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동빈내항 복원 사업 중 현재 사업 일부 완료

된 포항운하와 동빈부두는 운하 복원으로 연결된 약 5km의 연속된 보행

자 전용 수변로와 녹지공간, 휴게 공간 등이 시민을 위한 공공 영역으로

계획 되어 졌다. 일대 수변 공간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어 있

는 점을 감안하여 동빈내항복원 연계 사업인 송도백사장 및 송림공원 부

분의 기반 시설의 현황은 함께 파악하였다.

공공을 위한 기반 시설로는 광장 및 무대시설과 공간의 배치와 체육시

설, 휴게·편의시설로 배치가 파악되었다. 수변공간에서 기반시설물은 주

민 및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이고 목적이 있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위해

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선적인 공간으로 연결된 수변공간에서 이용자

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연 및 문화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적인

공간의 배치가 중요한데, 포항운하 플라워트리 광장과 송도해수욕장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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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광장 및 무대 시설 현황

그림 5-23 지원시설 현황

그림 5-21 주변부 기반 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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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결절부와 근접 배치되어 수변공간에서의 구

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판단되었다.

한편 송도동에 조성된 송림 공원은 1910년부터 조성된 송림숲과 함께

체육시설, 다목적 공연장, 식수대, 파고라, 화장실, 자연학습장 등을 배치

하고 있는데, 이곳은 송도해수욕장의 게이트볼, 풋살구장, 수변 보행자

전용도로 등과 연계하여 더욱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4) 오픈스페이스 확보

포항운하 주변 수변공원은 수로의 최소4m에서 60m의 공공공간을 양측

으로 배치하여 공공공간을 확보하였다. 연속된 보행자 공간과 더불어 조

각공원과 식재조경, 휴게 시설 도입 등으로 수변 공간을 하나의 공원으

로, 또 체육·문화 행사가 수용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로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를 위한 공간의 구성은 초기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의 계획으로

파악해보면 수로의 복원에만 목적을 둔 계획이라면 현재는 공공의 유입

을 더욱 유도하고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건설되었음을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5-24 2005년 당시 운하건설 계획 그림 5-25 운하 수변공간 현황

특히 포항운하주변부 오픈스페이스의 구성을 보면 9개의 주거 블록이

대상지와 마주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공공공간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기존 도로와 주변부와의 레벨차,

수면과의 레벨차를 최소화 하여 주변부와 건설된 수변 공간 내에서 더욱

수변을 근접하여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상지에 방문할 경우

동네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머무르고 있거나, 노인들이 상시적으로 모

이는 장소가 구성되는데 이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의 친밀감을 의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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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들은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심의 공공공간을 이용한다.

그림 5-26 주거블럭과 면하는 수변공간

그림 5-27 포항 운하 부분 단면 구조

5.1.4 수변 환경 보존 및 정비

(1) 생태 환경 조성 및 보존

포항운하는 국내외적으로 복개하천의 철거와 함께 하천의 친환경적 복

원의 흐름과 달리 도심운하로의 복원으로 생태계적 측면에서 그 맥을 달

리 하고 있다. 이는 개발단계에서 타 도시의 도심하천과 다르게 강의 하

구에 바다와 면한 지점의 복원 문제로 수 환경 제어와 치수 관리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국내 최초로 도심 운하로 복원되었다.

물길의 확보라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만큼 건설 완료 후 2년이

지난 현재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숭어로 관

찰되는 물고기 떼 수백 마리가 출현했고 황어와 장어, 각종 치어 등이

자주 관찰되며, 수생식물을 식재한 수변데크 주변으로는 갑각류와 같은

수생식물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질 확보는 가능해졌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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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1 송림과 수변공간 연계

그림 5-28 자연형 하천의 양재천

단된다.

그림 5-29 운하형태의포항운하수로 그림5-30 조경수가식재된동빈부두

하지만 수변공간의 생태 환경을 구성하는 녹지 공간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운하와 동빈 부두의 보행자 공간을 따라 조경수를 식재한 것이 전

부이다.

한편 송도동 일대는 역사적으로 해안가의 송림

이 보존되어 있으며 최근 동빈내항복원사업과

함께 우수한 송림의 환경을 보존·정비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송도 송림 일대를 포항

운하, 죽도시장, 송도해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림테마거리 조성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송림을 관통하는 길이 300m

의 실개천과 바닥분수·워터스크린 등 수경시설,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해 도심공원으로 조성한

다.

(2)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 수변 환경 관리

동빈내항의 이·치수적 관리는 물관리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동빈내

항으로의 원활한 물흐름을 위하여 연간 45일정도의 시스템을 관리하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총75백만원으로 소요된다.

현재 2단계 정비 사업으로 2017년까지 7만5천㎡의 오염퇴적물 준설 및

환경복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포항 남구 해도동과 송도동 주민센터가 주도하여 지역주민들과 16

개의 지역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환경개선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포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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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운하 주변 주택 벽화거리 조성 그림 5-33수변공원 화단 조성

하 수변유원지와 마주하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마을 벽화거리를 조성 중

에 있으며, 운하와 송도해수욕장 일대 화단 정비, 환경정화 활동 등 마을

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식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들을 주기

적으로 실행중이다.

하지만 동빈내항복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2014년을 기준으로 이를 통합

적으로 관리하던 포항시 소속의 동빈내항복원팀이 해체되고 공원관리과,

해양항만과, 도심재생과 등 수변공간의 각 부분에 대하여 전담하는 방식

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해 가

는 주도적 역할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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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업 · 경제적 측면

5.2.1 복합용도의 개발

(1) 문화·상업·주거 용도의 다양성 제공

사업 대상지 주변부는 동빈내항과 서측으로 중앙상가가 밀집한 상업지

역으로 구분되고 송도동, 해도동 일대는 현재 대부분이 단독주택지로 구

성되는 일반 주거지역이다.

포항운하 해도수변유원지 조성과 주변부 재개발, 구항 항만재개발로

인하여 용도의 혼용이 예상된다.

포항 운하 1단계 사업인 수로 복원 후에 2016년부터 진행될 2단계 사업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은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1단

계 사업으로 포함된 도로 및 수경, 조경시설의 사업을 제외한 부분에 대

해서 LH의 사업 주도 하에 유희시설(7,260.73㎡), 휴양시설(7,814.06㎡),

특수시설(2,247.05㎡), 편익시설(14,044.78㎡)27)건설에 대한 부분을 민간부

분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협소한데다 각종 규제가 겹치면

서 건축계획이 제약되다보니 투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에 난항이 계속되

었다.

포항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항운하 수변지역 부분을 국토

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입지구역 최소구역28)을 지정받았다. 따라서

지정되는 구역은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3,999.6㎡로서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판매(사무실, 카

페․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

이다.29)

27) 2012년 결정 고시

28)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5.10.29.)를 통과하여, 제도 도입(국토계획법 개정,

‘15.1.6. 시행) 이후 첫 번째로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29) 현재 까지 민간의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가 없고 토지의 분할 매각이 진행

된다면 난개발로의 진행과 사업진행에 따른 계획이 변경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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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포항운하 수변지역에 계획 중인 복합용도 개발

구분 계획방향 주요 도입시설 면적비율

해양문화 관광지구
도심 문화기능, 관광 및 여가
기능 제공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
설, 근린생활시설

20%

복합도심지구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해양
도심 기능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40%

공공시설 지구
공공의 이용을 위해 조성, 설
치되는 시설의 입지

공원, 녹지, 주차장, 운수
(항만)시설 등

40%

표 5-1 포항 구항 항만 재개발 지역 지구 계획

포항 구항 항만 재개발 지역은 기존 총 면적173,638㎡ 에 대하여 시민

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수변 공간 조성과 함께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기능을 도입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까지 계획 중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며 동빈내항복원사

업의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예측이 어렵다. 현재 까지

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응집시킬 수 있는 용도로는 공원으

로의 포항운하부분 뿐이며 재개발 지역에 묶여 다른 용도로의 주변부 개

발이 어려운 상태이다.

(2) 도시 주거의 다양성 확보

포항운하 주변 해도유원지 조성 부분은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 관리 계획

을 결정하였다. 사업 대상지는 기존에 기존 건축물 68.5%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구성되어 주거지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주변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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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4 해도동(위) 송도동(아래) 현황 그림 5-35 동빈내항 재개발지역 계획 조감도

발촉진지구는 현재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

업이 미시행 된 상태로 지역 내에 단일 규모의 개발이 어려우며 소규모

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하여 지역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주변 상권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24시간 주변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주 인

구를 늘일 수 있는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5.2.2 지역 경제 활성화

(1) 수변 공간 주변 상업 활성화

동빈내항복원사업으로 인해 외부 이용객의 방문이 많은 포항 최대 규모

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은 활성화를 띄고 있다. 죽도시장과 면한 동빈내

항의 악취가 사라지고 동빈부두정비와 함께 죽도시장 어시장의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다. 또한 포항운하 크루즈 관광과 맞물려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포항운하와 근접한 소규모 재래시장인 해도동의 큰동해시장과

송도동의 송림종합시장은 반대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 포항운하 복원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827세대, 2200여명이 이주하게 되면서 잠재

이용객의 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포항운하

건설사업 당시 시 측에서 큰동해시장 주변 상권에 대하여 보상으로 도시

정비의 일환으로 간판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상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으

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현재까지 포항운하 해도수변유원지 및 재개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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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송도 해수욕장 수변 신축 현황

진지구의 개발 또한 시행되지 않으면서 사업 이전까지는 상권의 침체는

계속 될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동빈내항복원사업을 통하여 가장 큰 경제적 활성화를 보이는 것은

송도해수욕장 일대이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사업은 현재 진행 중

이나 2012년 12월 1단계 복구 사업 완료로 해안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

로,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수변공간이 정비 되고, 2011년 송도 유원지 일

대가 규제가 해지되면서 이후 활성화를 띄고 있다. 대부분 유원지 일대

상업시설이 해수욕장이 성행 하였던 건축되고 2007년 해수욕장이 폐장된

이후로 흉물 폐가로 방치되었지만 이 지역이 현재 커피 전문점과 식당등

의 상업시설로 신축되고 있으며 윈드서핑, 제트보트 등 해양레포츠를 즐

기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수변에 면한 상업가로에 한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송림 테마거리 조성과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잇는 타워브릿지가 건설되면 더욱 활성화를 띌 것이라 예상

한다. 현재는 해수욕장의 시설 중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는 평화의 여신

상과 광장을 중심으로 가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5-37 송도해수욕장 상업가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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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수익 창출

동빈내항 주변부 시설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업을 통한

수입 창출의 가장 큰 성과는 포항크루즈 운항이다. 포항크루즈는 평일

평균 500여명, 휴일에는 1천500여명이 이용하며 2015년 8월 기준 방문객

30만명30) 기록하였다. 또한 야간운행을 추가하고 57인승 유람선을 추가

도입하는 등 포항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항

크루즈는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의 포항 크루즈를 설립하

여 운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현재까지 선장출신과 해군 함

정 대위 출신의 경력 은퇴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을 중심으로 채

용31)하고 있다.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장학금 지원 같은 사회

환원에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포항운하와 연계된 관광의 활성화로 포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코레일과의 연계를 통한 포

항투어, 포항운하와 송도해변을 포항크루즈 운항, 영일대 야경, 죽도시장

투어 등이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2)

더욱 적극적인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항운하 수변시설의 도입으

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수입원의 발생이 필요할

것이다.

5.2.3 장기적 · 단계적 계획

(1) 변화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계획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단기적인 건설이나 정책적 노력이 아닌, 일관성과

30) 2015년 8월 30일 기준

31) 한국사회적기업 공식 블로그, ‘국내 최초 도심형 ‘포항운하’를 달리는 사회적

기업 ‘(주)포항크루즈’ 출처

32) 수치로는 “포항시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 현재 포항을 찾은 관광객

은 1천7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00만 명보다 11%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로 설명하고 있다.- 용광로 불로 뜨겁던 포항, 관광산업

열기로 더 후끈, 주간매일,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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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 담보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으로 현재의 결과를 가져

왔다. 10여 년에 걸쳐 지역에서 복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 재생의 기틀을 다졌고, 이후 바탕으로 개발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포항운하 수변유원지 부분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대한 계획

의 수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동빈내항주변 재정비지구와 포항구항 항

만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의 선정과 사업 시행에 따라 계획

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 : 2010년 ~ 2020년(2015년 포항시 고시 기준)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계획의 기간 2010 ~2015 2016~2020 2020년 이후

계획의 성격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1. 포항운하 복원
  (2009 ~ 2014)
2. 동빈내항 복원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2008 ~ 2012)
3.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2007 ~ 2009 )
4. 송도백사장 복구(1단계)
  (2006~2012)

1. 해도수변유원지조성
  (2016 ~ 미정) 
2. 동빈내항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016 ~ 미정) 
4. 송도백사장복구(2단계)
  (2016 ~)
7. 타워브릿지건설
  ( 2016년 ~)

4.송도백사장복구(
3단계)
 (2020년 이후)
6. 포항구항
  항만 재개발
 (2020년 이후)

표 5-2 전체 사업의 단계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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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회·문화적 측면의 재생

5.3.1 주민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1) 다양한 경로의 주민 참여 확대

다음과 같은 공공사업의 경우 토지의 확보를 위한 기존 상주 인구의 이

주 문제가 불가피 하다. 포항운하 건설대상지의 경우 407개 필지, 479동

827세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주정착금과 영업권, 주거 이전비 등으로

별도의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고 이전하였으나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 문제

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의 시행 결정 이후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단계에서 주민과의 커뮤니티 구성에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빈내항이 복원 된 이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프로그

램의 구성에 있다. 현재는 해도동 주민센터와 송도동 주민센터를 중심으

로 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자생단체들의 경관개선사업과 주요 행사시

행사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시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와 동

자체의 문화 행사 구성 이외에 수변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하의 참여

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다.

(2)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성

포항시는 2016년도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 시범사업지로 확정됨

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추진계획안을 수립중이다. 시민,

문화예술계,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

진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토대

를 다지고 지역 특화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전체 문화사업을

연계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인력 구축을 위한 전문인

력 양성,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포항 브랜드 공연 창작 등 포항 특



- 101 -

화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시민 육성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

영 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동빈내항복원사업과 연계되지는 않

지만 주민과 민·관이 협력하여 구성된 문화조성 사업으로 포항시의 다양

한 문화행사를 수용하고 있는 대상지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지역에 고착

될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 판단된다.

5.3.2 이벤트 및 프로그램 구성

(1) 수변의 어메니티와 활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항구 도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범선을 활용한 포항함 체험

관이 운영 중이다. 포항함은 천안함과 같은 기종의 퇴역함을 포항시에서

기증받아 동빈 내항 내에 정박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천암함과

동일제원으로 함상체험관 및 천암함 46인 전사자 추모 코너 등이 마련되

어 간접 선상 병영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5-38 동빈내항에 정박된 포항함 그림 5-39 천안함 추모 동상

크루즈 운항으로 연구의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수변경관의 체험이 가능

하다. 포항운하관을 출발하여 포항운하 - 동빈내항 -포항구항 - 영일대

해수욕장 - 송도해수욕장 - 포스코에 이르는 코스로 포항의 대표적 랜

드마크의 시각적 경험과 동시에 하천 - 운하 - 내항 - 산업 항만지- 해

수욕장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수공간 경관이 제공된다. 46인승, 17인승 57

인승의 크루즈가 상시 운항되며 야간에도 운영된다.



- 102 -

그림 5-40 크루즈 운항 노선

그림 5-41 크루즈 운항시 주요 경관 요소

(2) 도시의 기존 문화·프로그램과 연계

포항운하와 송도백사장 복구사업이 시행되면서 포항시의 표적인 문화행

사들이 대상지를 중심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 포항의 지역성을 나타

내는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포항운하가 건설

된 2014년부터는 포항운하 수변공원에서 개최 되었고 2015년에 축제 시

에는 총 10만 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했으며, 2014년부터 개최된 포항운하

축제는 약1만오천명이 축제에 참가하면서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하

고 있다.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는 철을 소재로한 예술 축제로 철강산업

의 대표적인 도시의 포항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산업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축제이다. 지역 아티스트는 물로 시민과 지역 철강기업 근로자들

이 직접 작품에 참여 하는 등의 매해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

고 있다.

포항운하축제는 2014년부터 포항운하 일대에 열리는 연례행사로 시민이

참여하는 방티 달리기, 이색 창작배 퍼레이드 및 경주 이벤트 및 수상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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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포항운하축제

행사 시기 행사명 행사장

 2015 5.23 제20회 형산강사랑 포항시민걷기대회 형산강 해도공원 및 포항운하 일대

2015. 7. 14 제1회 포항운하 아리랑 포항운하 광장

2015. 7. 11 하절기 문화마당 상시공연 포항운하 광장 및 포항시 도심

2015. 8. 15 광복 70주년 기념 ‘포항운하 찾아가는 음악회 포항운하 광장

2015. 10. 31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포항운하 광장 

2015. 10.16-18 제 11회 일월 문화제 포항운하 일대

2015. 10.16-11.1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해도 공원

2015. 10. 31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포항운하 광장 

표 5-3 포항운하 일대 연간 지역축제 개최 현황 (2015년 기준)

저스포츠 체험 및 시연행사, 지역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개

최된다. 포항운하의 건설을 기념하고 동빈내항의 수상 자원을 활용한 대

표적인 문화 행사이다.

그림5-42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그림 5-43 포항운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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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요소
구
분

내용

물리·

환경

대중교통과 및 수상교통 연결 △

- 수변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및 수상교통의 도입이 필
요
-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된 각 부분의 수변 보행자 공간

의 연계가 필요

- 수변공간 내부로 접근이 편리  

- 포항구항을 중심으로 산업 유휴 부지를 활용(계획중)

- 노후 건축물의 철거 및 전면 재개발 형식 

- 매립 이전의 수변구조 특성에 대한 반영 미비

- 현재까지 랜드마크적 요소가 부족 

- 보행자 가로와 연계된 기반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연속적인 보행자공간 확충 및 가로환경 정비 ◯ 

편리한 수변으로의 접근 ◉ 

이전 적지 및 유휴 부지 활용 ◯ 

유산 및 노후 건축물의 보존 및 재활용 - 

기존 수변 도시 구조의 특성 파악 △ 

수변의 정체성을 살리는 랜드마크 △ 

공공의 유입과 수변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 

기반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태 환경 조성 및 보존 △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 수변 환경 관리 △

산업·

경제

문화· 상업· 주거 용도의 다양성 제공 ◯ 
- 포항 운하 수변 유원지 부분 복합 개발 계획 단계

- 재정비 촉진지구의 고밀 압축 개발

-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이 침체

- 현재까지 주변 경제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음 

- 장기적·단계적 계획을 목표로 시행중

- 시를 주도로 한 사업 진행되며 현재까지 민간 참여 

미비

도시 주거의 다양성 확보 ◯

수변 공간 주변 상업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수익 창출 △ 

지역 특화 업종 및 시설 -

변화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계획 ◉

사업 초기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 △

사회·

문화

다양한 경로의 주민 참여 확대 ◯
- 지자체 중심으로 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축제 등의 지역 특성

화 축제 개최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성 △

수변의 어메니티와 활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

도시의 기존 문화 · 프로그램과 연계 ◯ 
◉적극적 ◯보통 △소극적 - 없음(계획되어 있지 않음)

표 5-4 동빈내항복원 사업의 계획요소 적용 현황

5.4 소결

5.4.1 분석의 종합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동빈내항복원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

된 수변공간개발의 계획요소별 특징을 종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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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보행자공간의 확충 및 가로 환경 정비 부

분과 수변으로 접근하기 위한 체계가 적극적으로 구축되었으나, 개별로

진행된 사업으로 인하여 분리된 공간에 연속적인 체계의 구축과 수변의

다양한 접근을 위한 활발한 대중교통 및 수상교통의 연결의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변공간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과 랜드마크의 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포항운하 수변 유원지 부분과 주변부가 현

재까지 사업 미시행 단계로 고밀도의 압출 개발을 통한 주변 경제 활성

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를 주도로 한 민간 개발자의 참여가

요구 된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현재까지 포항 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와 같은 시의 주요 행사와 상시 행사를 유치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

으나, 보다 사회적 지속성을 위한 주민중심의 커뮤니티의 구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5.4.2 해외 선진 사례와 비교 분석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선진 사례와 동빈내항복원 사업에서 고려

하고 있는 계획요소의 적용 정도를 파악해보았다.

물리·환경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수변 환경 구축과

유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는 보다 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상 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물리·환

경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모두 존재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역사적·문화적 연속성 유지를 위한 계획 요소에서 특히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도심 경제 활성화 부분

의 고려한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적극적으로 주변부를 상업·업

무·주거시설 등으로 종합적으로 재생시키고 있는 브린들리플레이스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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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오사카
도톤보리

버밍엄
브린들리플레

이스

동빈내항복원
사업

적용도 적용도 적용도 적용도

물리·

환경

보행중심의 
다양한 접근 체계

상 상 상 중

역사적·문화적 
연속성 유지

상 중 상 하

기반시설 및 외부공간 구성 상 중 상 중

수변 환경 
보존 및 정비

상 중 중 중

산업·

경제

토지 이용의 
다양성

상 중 상 하

도심 경제 활성화 상 상 상 하

장기적·단계적 계획 상 상 상 중

사회·

문화

주민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중 상 중 중

이벤트 및 
프로그램 구성

상 상 상 중

적용도 : 상 /중 /  하 구분

표 5-5 선진 사례와 비교 분석 정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소극적

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사례 모두 대상지에서 관광

객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는 반면,

대상지는 현재까지 특정 행사시에만 활발히 이용되는 현황으로 보아 그

이용에 다소 소극적인 부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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