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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해안 경관 관리를 고려한

해안 친수공원의 프로그램 및 공간 설계

-진해루 해변공원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 정 욱 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장혁준

국내 해안 지역은 2000년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 변화는 내

륙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해안의 특수한 경관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되

면서 시작되었다. 곧 과거의 항만조성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난 여가 및

관광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도래했다. 그리고 이 변

화의 한 줄기로서 인근 거주민의 여가 공간 제공과 해안지역의 관광 활성

화를 목적으로 한 통칭 해안 친수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해안 친수공

원은 해안지역의 개발에 수반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시 되는 점은 동시대의 많은 공원들이 그러하듯,

해안 친수공원 조성 사업이 지자체의 정치적인 성과품으로 이용되는 현상

을 쉽사리 피할 수 없고 장소적 특성이 심도 있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성과 위주 사업은 지역 기념품이 되기 위한 온갖 치장 더버기가 되

거나 계륵이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공원의 문제에서 그

치지 않는다. 해안 친수공원은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해안

에 조성된다. 이 공간은 공원이면서 동시에 해안 경관을 구성하는 일부이

다. 그래서 해안 친수공원이 공공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해안 경관을 가

장 공공적인 방식으로 노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

원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해안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안

경관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고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명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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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친수공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해안 경관 관리 체계는 공원 설계 단계에 있어서 큰 실

효성이 없다. 중앙 부처와 각 지자체들은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수

의 해안 경관 관리 체계들을 수립해 왔지만, 공통적으로 관리 체계의 적

용 범위가 광역적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지침 내용들이 건축물과 시설물

제한 부분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비교적 소규모의 공간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

구자는 해안 친수공원에서 해안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원을

여가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와 해안의 지역성을 갖춘 관광요소로서 이해하

는 것에 덧붙여 해안 경관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해안 경관의 관리를 고려

하기 위한 해안 친수공원의 설계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해안 경관 관리의 현황과 한계, 해안 친수공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고찰 내용을 바

탕으로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이 분석 틀을 통해 성공적 사례 5개소와

국내 해안 친수공원 7개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설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도출된 고려사항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진해루 해변공원을 사례

대상지로 삼아 고려사항을 반영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설계 적용 대상지인 진해루 해변공원은 임해 매립지와

선형공간이라는 국내 해안 친수공원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 사례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설계의 큰 방향은 대상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해

안 경관을 드러내는 전망공간과 해안을 활용한 해양 프로그램 지원공간으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방향을 기초로 세부적인 설계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해안 친수공원을 공원이자 관광지이면서 동

시에 해안 경관의 일부로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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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해안 경관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과 관광이라

는 기능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안 경관 관리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공원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공원 활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해안의 지역성을 드러냄으로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

다. 또한 이 제안을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해 공원이라는 공간에 특화된

설계 지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해안 경관의 일부로서 그 관리를 고려한 근린

공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로 기능하는 해안 친수공원을 만들

기 위한 도구이자 모범적인 선례로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해안 친수공원, 해안 경관 관리, 해안 조망, 해안 프로그램,

해안, 진해루 해변공원

학번 : 201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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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내 해안지역은 해양 관광개발이라는 기조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

는 2000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시작으로 한다.1) 항만 위주의

1960년대의 해안 개발에서 벗어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해안에 존재하는

다채로운 요소들을 여가와 관광의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함에

서 비롯한 현상이다. 이러한 흐름의 한 줄기로서 해안 경관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공공간인 통칭 ‘해안 친수공원’이 국내 해안 곳곳에 조성

되어 왔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연안 친수·문화 공간의 조성’과 ‘국민에

게 다가서는 친수항만의 조성’ 과 같은 계획을 통해 여가, 위락, 관광기능

을 해안에 도입 하려 하고 있다.2) 해안 친수공원은 보편적인 공원의 형태

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인근 거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기

능하고, 장소적 특수성에 의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광지로 기

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해안가 도시

의 팽창으로 인한 도심지와 해안의 물리적 거리 단축과 교통체계의 발달,

임해 매립지 개발에 수반한 공원의 사회적 수요에 의해 그 필요성과 중요

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안 친수공원이 지자체의 정치적인 성과품으로서 조성되거나

장소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 없이 졸속으로 조성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겨났다. 다양한 장소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공원들이 공장에

서 만들어진 상품처럼 획일화 되거나 장소와 어울리지 않게 이질적인 시

설물이 설치된 공간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옹색하게 관광지임

을 주장하려하는 과도한 상징조형물이 설치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선

1) 김영준, “해양 관광개발 사례연구: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연구(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3.

2)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진흥 세부실천계획”,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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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공약으로 인해 활용도가 전혀 없는 공간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가장 아름다운 거제의 자연이라는 자부심은 그 동안 발표된 계획구상

의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자부심을 망가뜨리는

것들로 가득하다. … 산악을 대상으로 한 여타 국립공원들과 달리 이번

사업대상지역은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바다와 경관이라는 특별한 주제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개된 구상들을 들여다보면 해상택시라는 아이

템을 제외하면 바다라는 이미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식물원이나

도심테마파크를 연상하게 만든다.”3)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비단 공원의 문제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안 친수공원은 해안가에 면해 있다는 장소

적 특징에서 기인한 중요한 쟁점 하나를 내재하고 있다. 그것은 이 공간

이 보편적 의미의 ‘공원’이면서 동시에 해안 경관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해안 친수공원은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해안 경관을 공원을 향유하는 보편적인 방식을 통해 다수·다

층의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의의를 지닐 수 있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공적인 방식으로 해안 경관을 제공하는

해안 친수공원에서 해안 경관의 특성을 드러내고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물론 해안 경관의 특성을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리 제

도는 이미 존재한다. 1999년 연안관리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온 해안 경관 관리 체계들이 그것이다. 이는 해안의 고유한 특

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문제는 현재의 해안 경

관 관리 체계들이 해안 친수공원과 같은 소규모 범위에서 실효성을 발휘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수립된 해안 경관 관리 체계는 광역적인

경관단위를 그 적용범위로 하거나 건축 및 시설물 위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작은 공간이며 하위 요소인 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3) 장영주,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 논란의 이유’, <거제타임즈>, 2005년 5월 7일.

4)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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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지 않으며 오픈스페이스의 한 요소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요소는 시설물 정도에 불과하다. 공원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자연 및 생태경관 관리 내용에 있어서

도 기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논리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대부분 임해

매립 부지에 조성된 국내 해안 친수공원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해안 친

수공원은 해안 경관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해안 경관의 일부로서 해안 친수공원과 관련된 쟁점

의 흐름은 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해안 경관의 관리를

고려하기 위해서 해안 친수공원의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가. 따라서 연구자는 해안 친수공원에서 해안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원을 여가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와 해안의 지역성을 갖춘 관광요

소로서 이해하는 것에 덧붙여 해안 경관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기대하는 해안 친수공원의

미래상은 해안 경관의 관리가 고려된 인근 거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근린공원이자 프로그램 지원공간, 또한 지역 경제에 일정부분 이바지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공간이다. 해안 경관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과 관광

이라는 기능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안 경관 관리는 해양 자

원을 활용한 공원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공원 활용도를 증진시킬 뿐 아

니라 해안의 지역성을 드러냄으로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해안 경관의 관리를 고려한 해안 친수공원의 설

계적 접근법을 탐구하고 실효성 증빙을 위한 적용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

다.

2. 연구의 목적

해안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안 친수공원의 문제점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설계적 접근법, 즉 이론적 장치인

설계 고려 사항을 도출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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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2차적 목적은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설계 고려 사항을 실제 대상

지에 적용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시각적 이미지로서

제공되며 연구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유의미하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가 앞으로 조성될 해안 친수공원의 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사용되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연구의 배경에서 서술한 해안 친수공원의 발전적 미

래상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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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계 적용 대상지 항공사진

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해안 친수공원이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 학술적 용

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해안 친수공원(Seafront Park)은 바다에 면한 해안지역에 위치한 공

원을 의미하며, 워터프론트의 개념에서 해양이라는 수역적 조건과 여가·

위락·관광이라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적 조건을 만족하는 친수공

간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용어는 해양공원, 해안공원, 해변공원, 등 다

양하게 통용되고 있지만 모두 바다에 면한 해안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안 친수공원이라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국립공원이나 생태공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내용의 사례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대상지가 존재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위치한 진해루 해변공원을 그 대

상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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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해안 친수공원이라는 소재와 해안 경관이라

는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의 쟁점을 고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먼저 해

안 경관 관리의 필요성을 짚고 그것의 지향점을 고찰하도록 한다. 그 후

현재까지 수립된 주요 관리 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 보기로 한다. 병

렬적으로 해안 친수공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 해안 친수공원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공간 설계 단계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장치 마련을 위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안 경관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향해야할 가

치들을 해안 친수공원이라는 체계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설계 고려 사항

을 사례 조사와 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출된 고려 사항을 사례 대상지에 적용하여 구체

화 시켜 연구의 실효성을 증빙해 보기로 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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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 연구 고찰

이 자리에서는 해안 경관 관리와 해안 친수공원이라는 두 가지 흐름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

저 해안 경관 관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가시권역의 건

축물 제한에 치우쳐 있거나 광역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대부분이

었다. 조세환·권혁민은 1999년 연안관리법 시행 이후 해안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경관과 관련한 해안지역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

였다. 경관의 유형은 자연경관지역, 문화경관지역, 해양시설경관으로 나누

어 분류하였고, 각각의 경관 유형에 대한 개발 방향을 큰 범위에서 제시

하였다.5) 이한석·도근영·조용수·이정재·김나영은 직접적인 지침이나 가이

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아닌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부산 연안에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외 연안의 경관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6) 윤상호·이종훈·호장원·박상우는 기존 경관형성

계획의 사유권 침해와 민원발생,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미비한

효과를 문제점으로 짚으며,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 지역주민, 개발업자 등 주체별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그 내

용을 제안하고 해안지역의 경관유형별 관리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친수공간의 경관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시한 바 있지

만 모두 낚시용 구조물에 대한 지침이라는 한계가 있었다.7) 이재진·김기

환은 해안 도시의 조망에 초점을 맞추어 오픈스페이스에서의 가시권역 확

보를 위해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오픈스페이스에서 바라봤을

5) 조세환·권혁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연안역 개발”, 『대한토목학회지』, 47(7), 대한

토목학회, 1999.

6) 이한석·도근영·조용수·이정재·김나영,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6(1),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

7) 윤상호·이종훈·호장원·박상우,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

구보고서,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 8 -

때 보이는 건축물의 높이나 형태의 경관적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물

규제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8) 이동현도 이와 유사하게 부산 해수욕장

에서의 조망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권역의 건축물 높이제한과 형태제한 위

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9) 최지연·박수진·육근형·장정인·최희정·정

지호는 연안경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안관리제도와 융합될

수 있는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유형별 경관 관리요소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친수공간 설계지침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지만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진 않았다.10)

이처럼 해안 경관 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일정 공간단위가 아닌 조망이

나 광역적인 범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외적으로 조은일·이병걸

의 연구는 제주시의 해안변 해수인수관의 실태와 해안 경관에 미치는 악

영향, 나아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11) 이는 해안 경관 관리의

관점에서 시작하였고, 시설에 한정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공간 차원으로

내려와 실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해안 친수공원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하며 워터프론트라는 광역적

개념이나 항만친수공간의 일부로서 친수공원 설치를 제안하는 등의 언급

이 다수이다. 해안 친수공원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공간과 직접적으

로 연계된 연구는 전무하다. 민병형·김가현·유상호·민상철·이승휘는 해안

수변공간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부산시 기장군 해안을 자원성, 접근성, 이

용권, 연계성, 자연요소, 인문요소, 지역발전, 친수공간의 다양화, 자본유치

의 평가인자를 바탕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잠재적 개발 대상지를 선정하

였다.12) 이명권은 절영해안산책공원을 대상으로 이용객의 이용패턴과 특

8) 이재진·김기환, “해안 경관에서 오픈스페이스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3(2), 대한건축학회, 2003.

9) 이동현, “부산의 해안 경관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발전포럼』, 88, 부산발전연구원,

2004.

10) 최지연·박수진·육근형·장정인·최희정·정지호,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

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11) 조은일·이병걸, “경관을 고려한 제주시 해안변 해수인수관 관리방안”, 『제주대 해양

과환경연구논문집』, 29(2),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2005.

12) 민병형·김가현·유상호·민상철·이승휘, “해안 잠재 수변공간 개발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연구:기장군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연구논문집』, 14, 동아대학교



- 9 -

성을 연구하여 산책로로 가장 활발하게 기능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나아

가 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성과 편의성, 주차장 확보를 제안하였

다.13) 김미진은 현재 해안친수공원의 획일화된 공간 조성에 대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Bernard Tschumi의 Parc de La Villette 의 3가지 설계

개념을 활용한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모델의 토대는 지역의 고유성

요소와 관련된 현장성, 환경 친화적인 경관요소와 관련된 장소 의미성, 해

양 레크레이션 요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14) 전하나·변병

설은 시민들의 휴식의 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연안 친수공간의 필

요성을 제언하고 인천 연안 친수공간의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4개의 직접

적인 공간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15) 김명수는 부산의

민락 수변공원의 부가가치와 잠재력인 지역민과 이용객의 여가 및 휴식장

소 제공, 지역발전 및 관광수요창출을 위해 LED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파고라 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16)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를 통해 기본적으로 해안 친수공원의 필요

성과 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구체적인 공원설계 차원에서 해안 경

관 관리의 개념을 실현한다는 것에서 유의미한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의

해안 경관 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제도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정

책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광역적인 경관단위 위주로 건축이나

시설물 제한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해안도시 및 리조트

등의 전반적인 계획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

부적인 공간설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

해양자원연구소, 2002.

13) 이명권,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객의 이용패턴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

학회지』, 28(5), 한국항해항만학회, 2004.

14) 김미진, “해양도시형 친수 공원 개발의 개념적 모델 연구:Tschumi의 La Villette공원

의 3가지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관광

학회, 2005.

15) 전하나·변병설, “친시민성 연안 친수공간 조성의 정책제언: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1(1), 국토지리학회, 2007.

16) 김명수, “해양 친수공간을 위한 LED조명 파고라 시설물 디자인 제안 연구:부산 민락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34(1),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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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안 친수공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니 설치를 장려한다는 내용이

다수이며 공간조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미흡하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안 친수공원에

집중해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짚고 구체적인 조경설계를 제안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해안친수공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양적으로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능적 측면에서 토목이나 항만과 관련된 학계에서 다뤄왔고

조경학계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연구 내용 또한 공간을 조성하는

설계단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특정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뤄

통합적인 관점이 부족했다. 즉, 해안 친수공원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조

경설계의 측면에서 공간조성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인 제안을 수행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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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쟁점 고찰

1절 해안 경관 관리의 이해와 쟁점

1. 해안 경관 관리의 필요성과 지향점

1.1 해안 경관의 개념

해안 경관은 해안과 경관이 통합적으로 합쳐진 개념이다. 정의하자면,

바다와 면한 해안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생활환

경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환경이다.17) 그렇지만 이를 단순히 존재

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할 순 없다. 경관이라는 용어의 의미

를 되새겨 보자. 경관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이 오랜

시간을 거쳐 지표에 반영된 특성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구역이다.18)

즉, 지역 환경이라는 의미 속에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시각적으로 지각하

는 환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곧 인간이 인지하는 이미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19) 경관의 질적

수준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됨에 따라 이 개념

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1.2. 해안 경관 관리의 필요성

(1) 해안지역의 개발 양상

국내 해안지역은 1960년대부터 서서히 개발되어 왔으며,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체계 패러다임이 지배한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이나 주거 용지

위주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당시 해안지역은 해양의 경제적 가

치에 근거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개발로 인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해안가

는 쉽게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았었다. 인천 바다의 경우엔 대부분

17)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 p.5.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 2011, p.1.

19) 윤상호·이종훈·홍장원·박상우,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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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공간이었으며, 단지 싼 집값과 일자리 때문

에 몰려든 사람들이 몰려와 살던 곳이었다.20)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해안지역이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

의 자원을 토대로 가치가 재인식 되고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해안지역의 관광개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교통망의 발달로 인해 향상된 해안지역으로

의 접근성 또한 이 추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정

책당국은 해양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오고 있다.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해안지역은 60년대의 산업과 주거

에서부터 지금의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잠재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발은 국내 경제 활성

화에 상당량 기여하고 있지만 마냥 긍정적인 시선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

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2) 개발의 부작용과 관리 체계의 등장

과거 산업 위주로 해안지역이 개발되던 시절, 개발의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크게 대두된 것은 기존 자연환경의 파괴였다. 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무분별한 개발이 유발한 오염원들에 의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파

괴되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역

학관계를 고려하지 못해 해일 등과 같은 해안재해에 인간의 정주환경이

타격을 받게 되는 부작용도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계

에서는 80년대부터 연안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90년대 중반

부터 연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지침들이 수립되기 시작

하였다.

20) 이덕희, “인천연안 개발과 해양생태보전:인천환경 심포지엄 1”, 『황해문화』, 4(2), 새

얼문화재단, 1996.

21)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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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다르게 해안지역의 여가·위락·관광과 같은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미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간 경관에 대한 문제점이 바

로 그것이다. 해안의 가치를 경제적 논리가 아닌 심미적인 차원에서 바라

봤을 때 기존의 거대하고 높은 개발 방식이 해안지역의 가치를 저해시킨

다는 것이 문제의 요였다. 이제 도로나 거대 건축물, 산만한 광고물을 동

반한 소규모 음식점 등의 난립으로 인한 저급한 경관이 문제시 되기 시작

했다.22)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9년 이후부터 해안 경관 관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관리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99

년 연안관리법에 경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시작으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침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01년 강원시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통해 도내 6개 연안 시군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차별화하는 등의 해안 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로도 관

련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며, 2009년에 연안관리법 내용에 경관보

호구 지정,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자연해안복원사업, 연안정비사업 등과 같

은 해안 경관 관리에 대한 요소들이 개정 및 추가되면서 해안 경관에 대

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23)

1.3. 해안 경관 관리의 지향점

해안 경관 관리 체계에는 바다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의지에 기초한 지향점이 존재한다. 이는 그간의 다

양한 연구들에서 산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2011년 국토해양부의 연구

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해안 경관 관리에 대

한 기존의 연구와 계획을 종합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 유

도, 개발과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 체계적인 해안 경관 관

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목적 하에 해안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을

22) 윤상호, “경관법 제정에 따른 연안경관관리 시급”, 『해양수산』, 279,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2007.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 2011,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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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바 있다. 해안 경관 관리의 기본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제시되었으

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24)

친환경성, 해안선과 자연 상태의 해안 경관은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시에는 송림, 녹지대 등의 완충공간을 보전하고, 개발

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은 개선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개방성, 해안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된 주변경관과 조화

되도록 하고, 해안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저층개발을, 해안으로부터 멀어질

수록 중층개발을 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함으로서 해안의 개

방성을 확보한다.

공공성, 해안공간은 공공이용을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하며,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중심의 동선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도

록 한다.

간결성, 해안에 디자인이 복잡한 시설물이 난립하여 혼잡스러운 경관

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안의 간결성을 확보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경관을 창출한다.

지역성, 해안지역의 독창적인 경관요소를 보전·관리하며, 지역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통일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

도록 한다.

제시된 다섯 가지 방향은 도심지역과 다른 해안지역의 특성에 기인하

고 있다. 이는 해안 경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하나의 개념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본방향에서 나아가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전한다,

해안의 개방성을 높인다, 해안의 공공 이용성을 높인다, 해안의 시각적 질

을 향상시킨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해안 경관을 창출한다로 구체화 되었

다. 이는 동서남해안의 독특한 해안 경관을 보전·관리하면서, 주변경관과

24) 이하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

구”, 2011, p.176.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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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내용

해안의 
자연경관 

보전

해안의 자연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해안의 자연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해안으로 조성한다.

해안변 송림, 자연수림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해안과 인공적인 경관 사이에 
완충공간을 조성한다.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인공적인 구조물은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한다.

해안의 
개방성 증진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하는 등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해안에서 조망 시 차폐도를 높이는 판상형의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고, 타워형 
건축물 배치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개방성 높은 형태를 권장한다.

조망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해당구간에는 건축선을 넓게 지정하여 
개방성을 증진한다.

해안의 공공 
이용성 증진

해안선 주변에는 차량위주의 공간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중심의 
연속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해안선까지 접근이 가능한 보행자우선의 공공접근 동선을 조성하는 등 
해안으로의 접근동선을 확보한다.

해안방향으로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안 
건축물의 전면공지를 공공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안의 
시각적 질 

향상

가로등, 펜스. 조형물, 게이트 등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지역성을 고려하되 
과도하지 않게 하고 기능미, 단순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연출한다.

공공시설물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량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수량을 최소화한다.

건축물, 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은 과도한 색상의 돌출색을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해안 경관 

창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및 공간 주변 지역에는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된 
가로를 조성한다.

동일가시권 내 지역에서 건축물은 지붕 및 외관의 형태와 색채를 
자연적·인공적인 여건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통일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해안에 설치되는 건축물, 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은 지역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특색을 살리도록 한다. 

<표 1> 해안 경관 관리 기본원칙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에서 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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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안 경관 관리 체계의 현황과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안지역의 난개발이 유발하는 경관적 측면에

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해안

경관이 지향해야할 가치들을 기초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안

경관 관리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들을 수립해 왔다. 해안 경관 관리

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진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최근 해안 경관 관리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의 ‘찾아오기 위한 해안을 만들기 위한 해안 경관 조망점

조성방안 연구’는 특색 있는 해안지역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천편일률적

인 조망점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조망거점

선정 및 조성, 지역 연계, 광역 연계의 세 단계를 토대로 하며 각 조망점

의 디자인은 조망성, 연계성, 경관성, 친환경성, 기능성, 접근성, 안전성,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25)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에서는 해안마을의 난개발 및 지역경관의 해체

를 막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경관 유형

별 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침은 마을의 건축물과 도로의 환

경개선 위주로 제시되었다.26) ‘해안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은 가장 통합적

이고 구체적으로 해안 경관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연구와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해안권별,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경관유형은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농어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생태경관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경

관의 세부 분류로 공원이 포함된 오픈스페이스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오픈

스페이스로서 친수공간의 부족과 필요성을 제안할 뿐, 조성에 대한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녹지와 공원을 포괄적으로 다루

고 있는 자연경관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녹지 보존과 가시권역에 보이는

건축이나 시설물 제한, 조망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원 공간에 대한

25) 국토해양부, “찾아오기 위한 해안을 만들기 위한 해안 경관 조망점 조성방안 연구”,

2010.

26) 국토해양부,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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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미흡하다.27)

강원도의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가이드라인 설정 연구’은 강원도

전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각 경관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기준

을 제시하였다. 해안 경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해안변 가시권

역의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한 내용 위주이며, 완충녹지대 설치를 제안

하는 정도에서 그친다.28) 인천광역시의 ‘인천광역시 수변경관 관리방안’도

대부분 강원도의 연구와 유사한데, 추가적으로 자연성을 높이기 위해 건

축선 후퇴공간에 공적공간과 그린웨이 구역 등을 전통 수종으로 식재하고

수변 이미지에 부적절한 구조물을 통합하여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29)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은 해안지역

전반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광역단위이다 보니 시설물과 재료 위주로

제안된 한계가 있다.30)

이상의 해안 경관 관리와 관련된 계획들을 고찰한 결과 유사한 한계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대부분 광역 스케일

을 다룬다는 것, 그리고 광역 스케일을 다루다보니 주된 내용이 건축 및

시설물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그것이다. 때문에 비교적 작은 스케

일의 공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원은

오픈스페이스의 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어 설치를 장려하는 내용 외에 특

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제도는 건축물 배치

와 층고제한과 같은 개발의 큰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흐름

을 소규모 공간 단위에 적용시키는데 있어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7) 국토해양부, “해안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2011.

28) 강원도,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8.

2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변경관 관리방안”, 2006.

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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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변 및 워터프론트의 개념

2절 해안 친수공원의 이해와 쟁점

1. 해안 친수공원의 개념

1.1. 해안 친수공원의 개념

통상적으로 해안 친수공원(Seafront Park)은 연안지역에 바다와 면하

여 조성되는 공원을 일컫는다.31) 해안지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갖고 있

는 해안 친수공원은 워터프론트 개념의 한 종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다. 광의의 개념인 워터프론트는 장소적 측면에서 육지와 하천, 바

다 등의 수변이 서로 접하는 일련의 공간을 지칭하며, 친수공간, 또는 수

변공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32) 또한 기능적 차원에서, 거주·

노동·위락·교통 등 도시활동의 제반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제선에 접

하는 유역 주변 및 수역을 포함한 지역으로도 정의 가능하다.33) 다만 지

리적으로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발길이 한적한 공간은 워터프론

트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34)

31)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해양산업·관광연구실의 어촌·해양관광 분야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32) 이희천·박인규·전기환, “워터프론트의 관광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6(2),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p.306.

33) ibid., p.308.

34) 이종훈, “워터프론트 그리고 항만친수공간”, 『해양국토21』, 7(9),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2010,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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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

상위 계획 사업 명 조성 목적

문화
체육
관광
부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2~2011년)

생태공원 관광자원화

▪관광객의 자연생태 체험기회 제공, 
생태계 훼손 방지
▪관광객의 생태체험의 장 및 휴식공
간으로 활용
▪국민생활관광자원으로 활용

국토
해양
부

해양개발기본계획
(2001,2002년)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 
항만공간 개발

▪시민들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기
회 제공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2003년)

연안 친수공간 정비·확충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계획

해양종합공원 조성사업
(완도군)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위대한 업적 
재조명
▪해양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울돌목 해양에너지공원 
조성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의 장으
로 활용
▪상징적 역할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해양친수공간조성사업
(여수시)

▪자연친화적인 도시 건설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완도항 워터프론트 조성
(완도군)

▪관내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휴식공
간을 제공하여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표 2> 해안 친수공원의 조성 목적과 사업 명

전술한 광의의 워터프론트 개념 하에서 해안 친수공원은 장소적 측면

에서 바다라는 수역구분에 접하는 공간이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여가, 위

락, 관광의 제반환경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좁혀진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유사 용어인 해양국립공원은 주요 조성 목적에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국립공원은 광역적 차원에서 지정된 구역으로서, 바

다나 해안의 보존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반면, 해안 친수공원은 인근 거

주민들의 친수 휴게공간 제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해안 친수공원의 조성 목적과 사업 명을 정리한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참고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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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안 친수공원의 발전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해안 친수공원은 인근 거주민의 여가와 위락의 제반

환경을 담당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비롯하여, 해안지역의 관광 활성

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공원이 관광요소로서

작동한다는 이러한 개념은 장소의 아이덴티티와 함께 디자인적 가치가 강

조된 몇 개의 공원의 등장과 함께 형성되었다. 라 빌레트 공원을 그 시작

으로 하여 최근 뉴욕의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한 하이라인 공

원3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공원들

은 공원이 관광지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선구자 역할을 하였

다. 단일 객체로서가 아닌 도시 스케일의 맥락 하에서 공원의 역할은 랜

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동시대 패러다임과 맞물려 과거에 비해 확실

히 확장되고 있다.

국내 지자체들이 선정해 놓은 관광지 소개 목록에서도 공원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대부분은, 앞서 서술한 현상을 공원이

곧 관광지라는 환원적 논리로 해석함으로써 빚어진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조성된 해안 친수공원의 대부

분도 이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안 친수공원의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여타 공원에 비해 확

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안 친수공원은 해안지

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에 의해 입지 자체에서 이미 장소의 아이덴티티가

내재되어 있다. 관광소비자가 차별적인 것을 보기 위해 여행하는 존재36)

라는 점에서 이러한 잠재력은, 공원 자체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또한 해안 친수공원이 갖고 있는 공원의 형질은 소

비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난 최근의 녹색관광, 생태관광, 도보관광 등의 트

렌드와도 적절한 공생 관계를 맺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35) Lisa W. Foderaro, ‘Executive Director of High Line Group to Step Down',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1, 2013.

36) Robert Christie Mill and Alastair M. Morrison, The Tourism System,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2006., 허중욱, “관광현상과 지역의 정체성과의 관계”, 『관광연

구저널』, 25(4), 한국관광연구학회, 2011, p.2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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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안 친수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2.1. 해안 친수공원의 현황

국내 해안 친수공원은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7개소에 이른

다. 이 자료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naver’와 ‘daum’에서 제공하는 위성사

진을 이중으로 확인하여 집계하였다. 공원이라는 단어가 상기시키는 보편

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정자와 소규모 대지로 이루어진 쉼

터, 기존 자연환경에 보행로로 설치된 데크시설, 낚시공원, 테마파크나 유

원지의 성격이 명확한 공간, 휴게시설과 광장 위주인 항만 친수공간은 집

계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원이 조성된 대지의 성질과 공간 형태에

있어서 우점을 보이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지의 성질은 크게 수

면을 매립하는 방식(수면 매립)과 백사장 위 일부 공간에 조성되는 방식

(백사장)과 기존 대지위에 조성되는 일반적인 방식(-)의 세 가지로 나뉜

다. 이 중 수면매립의 방식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존의 자

연 지형을 사용한 공간도 26개소로 다소 높은 비율인 33%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10개소의 위치가 제주도라는 특수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획득하기 힘들다.

공원의 형태는 유형화할 수 없이 각기 다르고 비정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지만, 특징적으로 선형의 형태가 자주 발견되었다. 장변이 바다와 면하

고 그 길이가 단변의 4배 이상인 공간 형태를 선형으로 보자면, 전체 중

36개소가 포함되어 5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매립과 선형, 이 두 가

지 유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전체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내 해안

친수공원의 공간적 대표성이 수평적인 매립대지와 선형적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공원이 품고 있는 바다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바다가 상기시키는 (기암괴석이 즐비하거나 파도가

치는 맑은 바다 등) 이미지와는 상이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매립의 조건

이 되는 낮은 수심이나 갯벌, 잔잔한 파도가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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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명 위치
대지의 
성질

형태
면적
(㎡)

비고

1 설악 해맞이공원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178-9
수면
매립

선형 25400
도시,

테마공원

2 무궁화 동산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수면
매립

선형 7000 근린공원

3 지경공원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백사장 - 15500 근린공원

4 안목 해맞이공원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백사장 선형 4500
도시,

테마공원

5 모래시계 공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2
백사장 - 16500

도시, 
테마공원

6 묵호항 수변공원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수면 선형 24000 근린공원

<표 3> 해안 친수공원 국내 현황

<그림 4> 국내 해안 친수공원이 조성된 대지의 성질 유형과 비율

<그림 5> 국내 해안 친수공원 공간 형태의 유형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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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7 추암 조각공원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 - 23000 테마공원

8 수로부인공원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 - 11500 공원

9 비치 조각공원 강원도 삼척시 교동 86-3 - - 24600 테마공원

10 영덕 해맞이공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
- 선형 95000

도시,
테마공원

11 근린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수면
매립

- 13500 근린공원

12 하서 해안공원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57-27
백사장 선형 3500 공원

13 신명 해안소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백사장 - 2500 근린공원

14 산화 해안소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백사장 선형 4000 근린공원

15 신평 소공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 - 6700 근린공원

16 송림공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백사장 - 40000 근린공원

17 민락 수변공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수면 
매립

선형 20000 테마공원

18 청학 수변공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수면 
매립

- 7500 근린공원

19 부산해양종합공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수면 
매립

선형 29000 근린공원

20
송도해수욕장 공원 

(이름 미정)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백사장 선형 17000 -

21 진해루 해변공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수면 
매립

선형 35000 공원

22 애향동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 - 3000 근린공원

23 해맞이공원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 선형 4200 근린공원

24 애향동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 3100 근린공원

25 내죽도 수변공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수면 
매립

- 30000 공원

26 이순신공원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683 - - 65000 테마공원

27 통영해양관광공원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수면 
매립

- 30000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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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북신 해변공원
(이름 미정)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수면 
매립

선형 25000 -

29
와현해수욕장 공원

(이름 미정)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백사장 선형 7300 -

30 삼천포대교 공원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동
수면 
매립

- 18200
도시,

테마공원

31 당간마당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수면 
매립

선형 2500 근린공원

32
광양 국가산업단지 

공원
(이름 미정)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수면 
매립

선형 26000 -

33 배알도 해변공원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백사장 선형 54000 자연공원

34 여수해양공원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수면 
매립

- 10000 근린공원

35 여수구항 해양공원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수면 
매립

선형 16000 근린공원

36 웅천 친수공원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수면 
매립

선형 28000 근린공원

37 고흥만 방조제공원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수면 
매립

- 15000 근린공원

38 회천 생태공원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수면 
매립

- 25000 공원

39
사내호 공원
(이름 미정)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수면 
매립

- 40000 -

40 장보고 공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수면 
매립

- 26000 테마공원

41 완도항 해변공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수면 
매립

선형 22000 근린공원

42 미소공원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 - 1500 근린공원

43 갯바람공원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 선형 15000 근린공원

44 일몰공원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 - 10000 근린공원

45 이순신 승전공원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수면 
매립

선형 20000 -

46
오서아노 해수욕장 

공원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384
수면 
매립

선형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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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미정)

47 백수 해안공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 - 5500 근린공원

48 한마음공원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수면 
매립

- 260000 근린공원

49 부안 자연생태공원
전라남도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 - 270000

자연,
생태공원

50
곰소리 임해매립지 

개발지역 공원
(이름 미정)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수면 
매립

선형 23000 -

51 해넘이공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수면 
매립

- 5000 근린공원

52 사랑의 낙조공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 - 5000 근린공원

53 새만금공원
전랍구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수면 
매립

- 110000 근린공원

54 새만금 비응공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수면 
매립

선형 48000 근린공원

55
선도리 갯벌체험장 

공원
(이름 미정)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수면 
매립

선형 10000 -

56
무창포 해수욕장 

공원
(이름 미정)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백사장 선형 20000 -

57
대천 해수욕장 

공원
(이름 미정)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백사장 선형 43000 -

58 천수만 쉼터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수면 
매립

선형 10000 근린공원

59 간월호 쉼터공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 - 8000 근린공원

60 꽃지 해안공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 23000
도시,

테마공원

61
삽교호 친수공원

(이름 미정)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수면 
매립

- 30000 -

62 남항 진수공원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동
수면 
매립

선형 10000 근린공원

63
경인 아라뱃길 
선상체험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5동
수면 
매립

- 200000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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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화지구개발사업 

기념공원
경기도 시흥시 정왕3동

수면 
매립

- 23000 근린공원

65 어영소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3동
- - 13000 -

66 종달고망난돌 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 - 3300 근린공원

67 성산포 JC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 선형 55000 근린공원

68 표선 근린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선형 14000 근린공원

69 해양소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수면 
매립

- 5500 근린공원

70
외돌개 공원
(이름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륜동

- - 10000 -

71 스모르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 - 6100 근린공원

72
강정포구 공원
(이름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수면 
매립

선형 2700 -

73
대포동 공원
(이름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 선형 17000 -

74
대포 주상절리 

공원
(이름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 선형 16000 -

75
중문동 공원
(이름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 선형 15000 -

76 싱계물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 - 5000 근린공원

77 귀덕궤물동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수면 
매립

- 2800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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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내 해안 친수공원의 위치와 특성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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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안 친수공원의 문제점

공원의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에 기대어 대부분의 해안 친수공원 조성사

업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관광개발 활성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공원이 사업의 성과품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생겨나고, 지자

체의 경쟁적인 선심성 사업에 쉽게 노출되게 되었다. 지자체의 졸속 행정

과 성과 위주의 조성은 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를 누락하기 쉬운데,

이에 따라 해안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대한 반영 없이 획일적으로 조성

되거나 관광지임을 옹색하게 드러내는 과도한 시설물 등과 같이 해안 경

관의 질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해안 경관 관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

아, 해안 친수공원이 해안 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론보도 내용과

국내 현황을 조사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언론보도 내용은 대체로 정치·경제적인 부작용이 공간조성 프로세스와

결과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첫 번째로 사례로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무전매립지 공원에 설치된 해상 산책로에 관한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통영시에서 최근 28억원의 예산을 들인 북신만 산책

로사업이 행정기관의 졸속 발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는 내용이다.

통영시는 지난 2009년 북신만 해상에 약 20m의 데크 산책로와 30평

규모의 2층 휴게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시설이 들어선 해상은 분뇨처리장,

생활오수 등으로 평소에도 적조 현상이 발생하고 기형 물고기가 발견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휴게시설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에게 넘어갔다. 주

민들은 그들의 쉼터가 고작 개인 커피숍 정도의 이익수단으로 전락하고

산책로도 20m 에 불과해 커피숍 출입로 기능만 한다며 행정기관의 졸속

발상을 비난하고 있다.37)

37) 허평세, ‘통영 북신만 해상 산책로 예산낭비 논란’ <경남일보>,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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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예산낭비 논란이 된 북신만 해상 산책로

또한 기존의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조성 방식이 초래하

는 해안 경관의 획일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해양개발연구소

이수호 대표는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의 사업구상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거제의 자연이라는 자부심은 그 동안 발표된 계획구상의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자부심을 망가뜨리는 것들로 가득하다. … 식

생이 우수한 자연공원에 수목터널과 난공원, 야생화단지, 분재원 등을 새

로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백화점식 테마공원계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

편일률적인 계획이다. … 수목산악을 대상으로 한 여타 국립공원들과 달

리 이번 사업대상지역은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바다와 경관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개된 구상들을 들여다보면 해상택시라는

아이템을 제외하면 바다라는 이미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식물원이

나 도심테마파크를 연상하게 만든다”38) 며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와 유사한 논지의 기사로서, 제주도의 소규모 어항들의 리노베이션

작업에 대한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레길의 성공에 힘입어 이와 연

계한 소형 레저 및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

데 이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

적으로 동일한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이 같은 리모델링 사업이 모든 어

항에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나 시설이 난립하여 차별성이 없어지고 지역색

을 없애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39)

38) 장영주,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 논란의 이유', <거제타임즈>, 2005년 5월 7일.

39) 임창준, ‘제주 어항 리모델링사업 획일화 우려’, <세계일보>, 2011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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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진포해양테마공원 조감도 <그림 9> 진포해양테마공원 현황

진포 해양테마공원의 경우 진포대첩의 역사적 장소를 기리기 위해 조

성되었는데, 본래 취지와 상관없는 현대식 군사시설과 같은 이질적인 시

설물들이 하나둘씩 설치되면서 군사박물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취지에 맞게 진포해양테마공원의 정체성을 찾는 노

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40)

이상의 언론보도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해안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유사한 공간이 양산되고 있는 획일화에 대한 지적이다. 이는 각

해안 친수공원간의 유사성이기도 하며, 도시공원과 해안 친수공원간의 유

사성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해안지역의 특색을 드러내야 한

다는 해안 경관의 지향점과 상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oyle이 유사

성만이 남는 친수공간을 부정적 선례로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 하에 있

다.41)

두 번째로 국내 해안 친수공원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해안 경관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해안 친수공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하였다. 전체

77개소 중 대표적인 16개소를 현장 답사하였고 나머지는 2014년 5월 기준

‘naver'와 'daum'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과 로드뷰, 포탈에서 확인 가능

한 사진들을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해안 경관 관리 계획

의 한계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양산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40) 신수철, ‘진포해양공원, 정체성을 찾아라’, <군산신문>, 2013년 6월 3일.

41) Brian Hoyle, "Waterfront Revitalization in an East African Port-City", Cities, 18(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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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순신공원의 바다와 
해안산책로

<그림 12> 이순신공원 잔디마당의 바다전망

<그림 10> 상징물 위주의 공간구성 현황 사진

이다. 분석 결과 크게 6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2곳의 공원에서 상징물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한 사례가 발견

되었다. 이러한 공간은 상징물 중심의 방사형 공간과 각각을 연결하는 동

선으로 이루어진다. 바다보다는 상징물이라는 개별적인 오브제에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이러한 공간 구성은 조형물 전시장과 같은 산만한 경관을

형성하며 해안의 개방적인 감각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대조적인 사례로 통영시에 위치한 이순신 공원은 이순신 동상 공

간, 해안에 면한 해안 산책로, 공원의 중앙부에 위치한 넒은 잔디마당, 남

부 수종들이 식재된 소규모 식물원 형태의 공간, 조각 정원으로 큰 공간

들을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잔디마당과 해안 산책로가 공원 중심부에 주

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 바다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바다를 향한 개방

적인 전망 노출을 가능하게 한다.



- 32 -

<그림 13> 바다방향의 조망을 방해하는 시설물과 식생 현황 사진

<그림 14> 바다를 향한 조망이 강조된 공간 현황 사진

두 번째로, 식생이나 시설물이 바다를 향한 조망 및 개방성을 저해하

는 사례가 36곳의 공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경우는 바다방향으로의 강한

축선이나 광장과 같은 바다로의 조망과 개방성이 중요시 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한정한다. 많은 경우 중층식재로 점철되어 있는 식재 기

법이 사람의 시야를 차폐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간의

기능을 부여하는 경우, 시설물이 바다조망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물론 이와 대조적으로 축과 개방공간을 통해 바다를 향

한 조망을 강조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다로의 접근이나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적

접근이 부족하여 해안지역의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31곳의 공

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조경의 문제로만으로 환원할

수 없다. 매립대지의 경우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안을 단절적인

콘크리트 호안으로 조성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매립

후에 공원 계획이 반영되다 보니 공원에서 바다로의 접근이 제한되는 경

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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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바다 접근이 제한된 콘크리트 호안 현황 사진

<그림 16> 웅천 친수공원의 인공 
모래해변

<그림 17> 통영 
해양관광공원의 해안 스탠드

<그림 18> 이순신 공원의 해안 
데크시설

대부분의 임해 매립지 공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와 대

조적으로 바다로의 접근성을 극대화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라남

도 여수시에 위치한 웅천 친수공원의 경우는 매립 과정에서부터 공원계획

을 반영하여 콘크리트 호안 계획에서 인공 모래해변으로 해안 처리 방식

을 수정하여 조성하여 조성하였고, 통영해양관광공원의 경우는 처음부터

공원을 위해 매립하였기에 공원계획이 그대로 반영되어 계단형으로 조성

되었다. 이순신공원의 해안 데크시설도 바다로의 접근을 가능케 한다.

네 번째로 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지만 공간의 기능 및 구성이 미흡하

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적 이용 측면에서 문제시 되는데,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녹지와 몇 개의 동선만으로 이루어진 공

원들은 존재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해갈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

가 아니더라도 주차장이나 건물의 배치, 프로그램의 부재, 이용할 수 없는

녹지와 동선 위주의 공간 등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떨어지

는 공간적 문제가 31곳의 공원에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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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간 구성 효율이 
떨어지는 장보고 공원 위성사진

<그림 22> 해수욕장, 캠핑장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된 
웅천 친수공원 위성사진

<그림 19> 부산해양종합공원의 과도한 포장패턴 현황 사진 <그림 20> 웅천 친수공원의 
포장 현황 사진

<그림 23> 통일성이 떨어지는 건축 및 시설물 현황 사진 <그림 24> 바닥포장과 일체화된 벤치

다섯 번째로 24곳의 공원에서 관광지 홍보요소나 바다를 형상화하는

상징화의 한 종류로서 과도한 포장패턴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해안 경관

의 간결성을 저해하는 문제요소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재료나 시설물의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는 34곳의 공원에서 발견되며, 통일성 없이 너무 많은 종

류의 외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도입된

시설물들은 해안 경관의 간결성을 저해하고 공간을 산만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35 -

분류 문제점 키워드 발생 횟수

공간 디자인

상징물 중심의 공간 구성 22

식재나 시설물에 의한 바다조망 저해 36

바다로의 접근성 및 해양자원 활용도 부족 32

공간의 기능 및 구성 미흡 31

재료 및 시설물 디자인
과도한 포장 패턴 25

통일성 없는 재료와 시설물 34

<표 4> 국내 해안 친수공원의 문제점과 발생 횟수

이상에서와 같이 해안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해안 친수공원

의 실질적 문제점들은 현재 경관관리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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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해안 경관 관리의 추세는 해안에서 조망되는 가시권역에 대한 건축적

제한에서 나아가 이용자와 가깝고 직접적인 공간에 대한 지침으로 발전하

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들은 광역적인

경관단위를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지침은 신도시나 리

조트와 같이 다수의 건축물이 건설되는 대규모 스케일의 개발에선 유효하

나 소규모 공간단위에서는 구체성과 실효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몇몇 광

역자치단체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축물이나 시설물 관

리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해안 친수공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경관 관리의 대상에서 비껴난 해안 친수공원은 지자체의 경쟁적인 개

발과 선심성 사업추진 등에 의한 부정적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간 차원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해

안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문제점이 보도된 기사들의 시점이 대부

분 비교적 최근인 2011년 이후라는 점은 해안 친수공원이 경관 관리의 사

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명백한 문제점은 존재하

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는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앞서 서술하였듯 해안 경관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해안지역

의 경쟁력 있는 자원이다. 그리고 해안 친수공원은 바다에 직접적으로 면

한 가장 공공적인 공간이기에 해안 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데 가

장 효과적인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안 친수공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은 결국 작은 스케일에서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접근을 요구한다. 다

시 말하면 광역적 경관단위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접근이 아닌 공원이라

는 세부 공간에 대한 ‘설계적’ 접근이다.

이 시점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해안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과 원칙

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안 경관의 특성을 살리고 질적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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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한 이 방향과 원칙은 설계적 접근을 통한 체계 확립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수행하게 될 사례 조사와 현황 조사는 해안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해안 친수공원의 공간 체계 속에서 실제

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 고려 사항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결과

는 곧 해안 경관의 관리는 물론, 공원 프로그램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한

해안 친수공원 설계 고려 사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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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상지 명 설계 위치

1 Dover Esplanade Tonkin Liu Ltd. Dover, Kent CT17 9TF, UK

2
Blackpool 

Promenade
James Haig Streeter, 

Jason Prior
Esplanade, Blackpool, UK

3 Pirrama Park Aspect Studios
20 Pirrama Rd, Pyrmont NSW 2009, 

Australia

4
Former BP Site 
Public Parkland

Mcgregor+partners Waverton NSW 2060, Australia

5 South Pointe Park Hargreaves Associates
1 Washington Ave, Miami Beach, FL 

33139, USA

<표 5> 사례 조사의 대상

제 3 장 설계 고려 사항 도출

1절 분석의 대상과 방법

1. 분석의 대상

본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

고 있는 해안 친수공원들을 조사하여 어떠한 설계적 방법이 해안 친수공

원의 주요 가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며, 앞서 발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사례 조사의 대상은 국내 조경잡지인

‘Landscape Architecture Korea(전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of Korea)’에 성공적인 해안 친수공원의 사례로 소개된 5개

프로젝트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단계는 국내 해안 친수공원을 현지 답사하여 사례 조사와 마

찬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현황 조사의 대상은 국토해양부에서 분류한 광역적 경관유형의 오픈스페

이스로 볼 수 있는 공원을 각 유형별로 1개소씩 총 7개소를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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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경관 유형 대상지 명 위치 답사일

1 시가지 통영해양관광공원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2014.2.8.

2 산업 완도항 해변공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2014.2.14.

3 농어촌 간월호 쉼터공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2014.6.22.

4 관광휴양 부산해양종합공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4.2.9.

5 역사문화
이충무공
승전 공원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2014.2.13.

6 자연
올레길 중문동 
오픈스페이스
(이름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13.12.30.

7 생태 대포 주상절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13.12.30.

<표 6> 현황 조사의 대상

<그림 25> 분석의 틀 설정 방법

2. 분석의 방법

분석의 틀은 국토해양부에서 정리한 해안 경관 관리의 주요 가치들을

기초로, 앞서 조사한 현재 국내 해안 친수공원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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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틀

설정 근거

해안 경관 관리의 주요 
가치

현황의 문제점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해안의 자연경관 보전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해안의 개방성 증진

식재나 시설물에 의한 
바다조망 저해

상징물 중심의 공간 구성

해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다양화 해안의 공공 이용성 증진 

바다로의 접근성 및 
해양자원 활용도 부족 

상징물 중심의 공간 구성

공간의 기능 및 구성 미흡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해안의 공공 이용성 증진 공간의 기능 및 구성 미흡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해안의 시각적 질 향상

과도한 포장패턴 

통일성 없는 재료와 시설물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해안 
경관 연출

획일화된 조성 방식

<표 7> 분석의 틀과 설정 근거

설정된 분석의 틀은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바다조망 확보 및 개

방성 강화,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외

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이다. 이 틀을 기준으로 각 대상 공간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을 파악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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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Dover Esplanade의 전경(좌)과 Lifting Wave(우) 

2절 분석

1. 사례 조사

1.1. Dover Esplanade

Dover Esplanade42) 는 Dover, Kent CT17 9TF, UK에 위치하고

Tonkin Liu Ltd. 가 설계했으며 2010년 완공되었다. 이를 통해 동부와 서

부 부두를 잇는 새로운 해안 산책로가 형성되었다.

대상지에 있던 기존의 산책로는 주요 어메니티 장소였으나 장소성이

결여되고 해안지구의 매력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Tonkin

Liu는 Dover의 특색과 잠재력을 이용해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접근

으로 설계를 풀어나갔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해변 위의 잔잔한 파도,

리듬감 있게 펼쳐진 해안가의 조지왕 시대의 테라스 주택, 너울거리는 지

형의 도버 화이트클리프를 도버 해안의 정체성으로 보았고 이를 디자인으

로 표현하였다. 흰색 PC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Lifting Wave 는 해변의

지형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해변지형의 역동적인 감각을 드러낸다.

Resting Wave의 재료는 도버 화이트 클리프의 퇴적암층과 비슷한 질감

을 표현하였고 벤치는 바다의 유목처럼 보이기 위해 특수 처리를 하였다.

Lighting Wave는 방파제와 테라스형 주택의 곡선 모양을 보완하여 만든

희색 열주로 잔잔한 파도가 만들어내는 거품을 상기시킨다.

42) 이하의 내용은 "Dover Esplanade", 『ela』, 통권 275호, 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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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녹지공간은 배후지와 산책로 사이에만 조성
▪돌출 구조물은 배후지와 산책로 사이에만 존재
▪산책로는 평균 10m 정도의 폭을 유지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광장의 기능을 
겸함
▪녹지공간은 잔디 위주로 식재되어 있으며 시야를 저해할 수 있는 높이 
이상의 관목 없음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남서풍을 막아주고,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방파제와 결합된 베이공간 제공
▪해양레포츠를 지원하는 해양스포츠센터 조성
▪기존 해변 활용
▪산책로와 해변을 역동적으로 연결하는 동선 제공
▪계절변화를 드러내기도 하며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캐노피 트리 부분 식재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 열주 설치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동부와 서부 부두를 연결
▪배후지의 워털루멘션과 산책로의 시각적 개방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조명, 동선, 방파제의 외장 재료는 모두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음
▪열주는 방파제와 테라스형 주택의 곡선 모양을 보완하여 디자인적 통합
▪모든 벤치는 방파제의 오목한 부분에 결합되어 있음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방파제의 수직 표면에 도버 화이트클리프의 퇴적암층과 비슷한 표면 질감을 
유도함
▪벤치의 목재를 바다의 유목처럼 보이기 위해 쇼트블라스팅을 하고 
표백작업을 거침

<표 8> 시사점 분석

자료: "Dover Esplanade", 『ela』, 통권 275호, 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1.2. Blackpool Promenade

Blackpool Promenade43) 프로젝트는 쇠퇴한 블랙풀의 재활 및 재생을

위해 시작되었다. Blackpool, UK에 위치한 대상지는 James Haig

Streeter, Jason Prior 가 설계했으며 2010년 완공되었다.

설계는 과거 해변에 웅장하게 서 있던 빅토리아식의 전통적인 현무암

방파제를 재해석하여 구불구불한 산책로와 해안보호 구조물로 변화시키면

서 시작되었다. 이 구조물은 블랙풀 고유의 자연 형태와 모래 언덕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되었다. 또한 해안의 역학현상을 설계안에 통합시키는

43) 이하의 내용은 "Blackpool Promenade and Coastal Protection", 『ela』, 통권 280호,

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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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형태적으로 사구와 유사하며 모래사장과 유사한 질감을 가진 해안보호 구조물

분류 내용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산책로와 배후지 사이의 잔디 외에 식재 없음
▪상부 산책로는 20m 이상의 폭을 유지하여 광장의 기능을 겸함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계단형 호안의 굴곡을 통해 공공 공간을 만들고 곶을 형성함
▪계단형 호안 통한 해변 접근성 증진
▪물이 찼을 때에도 해변 이용 가능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해변과 마을 간의 시각적, 물리적 연계 도모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통일된 조명 디자인
▪블랙풀의 모래사장과 부합하도록 색을 맞추어 선택된 방파제의 외장 재료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호안은 블랙풀 고유의 자연 형태와 모래언덕과 유사하게 디자인됨
▪호안에 계단을 연달아 만들어 파도가 부서지면서 에너지가 약화되도록 설계

<표 9> 시사점 분석

것은 이 디자인의 큰 밑바탕이었다. 자연 경관을 조사하면서 바다 쪽으로

넓게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모래언덕이 파도에너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에

주목하여 새 구조물에 계단을 연달아 만들어 파도에너지를 약화시키는 효

과를 유도했다. 구조물의 재료는 블랙풀의 모래사장과 부합하도록 색을

맞추어 해안의 연장처럼 느껴지도록 되어 있다.

자료: "Blackpool promenade and Coastal Protection", 『ela』, 통권 280호, 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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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irrama Park, 해수면 의 레벨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롬나드 

<그림 29> 옛 항구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Pirrama Park의 시설물

1.3. Pirrama Park

Pirrama Park44)는 과거 Pyrmont peninsula의 산업지대 중 일부인

1.8ha 에 새로 조성된 공원이다. Aspect Studios에서 설계했으며, 시드니

해안선상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광범위한 커

뮤니티에게 기억될 만한 공원이다.

설계는 Pyrmont Point와 Gibba Parks를 확장시키는 새로운 공원으로

기능하도록 구상되어 공공공지 및 기존 공원들과 연결되어 접근성의 향상

을 꾀했다. 자체적으로는 해안을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선과 해변산

책로를 제공하고 있고 보행로, 자전거도로의 주요 연결점이 된다.

공간은 크게 작은 만, 기둥정원, 해변 산책로, 녹색과 포인트, 작은 숲,

커뮤니티 광장, 절벽 등 7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작은

만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도하며 항구로서의 역사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남아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계단과 플

랫폼은 다양한 레벨로 디자인되어 해수면 높이의 변화에 따른 촉각적 경

험을 선사한다. 공공의 이용을 지원하는 바비큐시설들은 해안과 이격하여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간의 전체적인 개방감과 해안조망을 저해하

지 않는다.

44) 이하의 내용은 "Pirrama Park", 『ela』, 통권 265호, 201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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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잔디와 낮은 지피, 교목 위주의 식재
▪해안에 면한 산책로
▪세부 동선에서의 해안방향 개방
▪바베큐장과 편의시설은 해안과 이격된 일부분에 조성
▪펜스 대신 통목 사용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소규모 해양 여가활동 제공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인근 공공공간과 오픈스페이스와의 동선 연계
▪바베큐장 및 편의시설 제공
▪공원 및 주변 안내판 설치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바닥포장과 사인시스템 일체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마사토 위주로 전반적인 질감 통일
▪통합된 시설물 디자인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호주 동부의 자생수종 식재
▪옛 항구의 소리와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시설물
▪옛 항구 시설 존치
▪벤치로 활용된 과거의 통목
▪해수면 레벨 변화 체험

<표 10> 시사점 분석

자료:  "Pirrama Park", 『ela』, 통권 265호, 2010.과 연구자 답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1.4. Former BP Site Public Parkland

Former BP Site Public Parkland45)는 시드니 북부 Waverton

Peninsula 에 위치해 있으며, 기름탱크 보관을 위한 과거의 산업 부지를

공공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2005년 개장하였다.

기름탱크가 있던 자리와 기름이 항구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콘크

리트 방어벽들은 모든 디자인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흔적과 항

구 주변의 장소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략들이 사용되었다. 항구를 바라

보는 전망대, 기름탱크를 넣기 위해 깎아내린 사암 절벽, 사암의 질감과

유사한 아연도금강판 등은 대사지의 시·공간적 맥락을 드러낸다.

대상지는 지난 60년 동안 기름탱크가 있어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는데,

45) 이하의 내용은 『ela annals 2』, 환경과조경, 201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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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Former BP Site Public Parkland의 상부 산책로에서 
보이는 바다 경관

<그림 31> Former BP Site 
Public Parkland의 전반적인 

질감을 형성하는 아연도금강판

분류 내용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빗물 수집과 정화 시스템 도입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토양 개선
▪대상지 근처에서 수집된 씨앗 번식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해안을 조망할 수 있도록 산책로의 해안방향 녹지는 낮은 지피 위주로 식재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대상지의 연대기를 드러내는 안내판 설치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인근 공원과 동선 연계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아연도금강판으로 통합된 공간 전반의 재료
▪벽체와 통합된 안내판
▪통합된 시설물 디자인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항구경관을 드러내는 프롬나드
▪토착수종 활용
▪산업시설들의 존치와 활용(개비온, 기름탱크의 흔적, 녹슨 철근, 부서진 벽체, 
낡은 콘크리트, 사암 절벽)
▪사암의 거친 질감과 유사하게 아연도금강판을 주요 재료로 선택

<표 11> 시사점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토양은 유기물이

풍부한 외부 토양과 섞여 재사용되었고, 자연스런 식물군을 형성하기 위

해 대상지 근처 Balls Head라는 곳에서 수집된 씨앗을 번식시켰다. 또한

빗물을 정화해서 내보내기 위한 장치와 수생식물을 식재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야생 동물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료: 『ela annals 2』, 환경과조경, 2010.와 연구자 답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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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outh Pointe Park 자생식물 식재 공간(좌)과 해안 산책로(우)

1.5. South Pointe Park

South Pointe Park46)는 대서양 해안에 있는 비스케인 만으로 들어가는

인공의 작은 만인 가버먼트 컷을 따라 현재 존재하는 19에이커의 면적의

공원을 재설계한 것이다. Hargreaves Associates에서 설계했으며 2011년

완공되었다.

공원은 두 개의 상응하는 길인 서펀틴 워크와 컷 워크를 따라 길게 자

리 잡고 있어 지역적 연결과 대서양을 향한 경관을 제공한다. 이 길들은

대서양 쪽으로 접근하게 하는 비치워크, 해안을 가로지르는 베이워크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공원 내부의 컷 워크는 마운딩을 통해 높게 솟아있

어 더욱 극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구성하는 도미니카 산호석의

물성은 인접한 바다의 자연적 과정을 암시한다. 해안조망은 카페와 시설

이 있는 파빌리온에서도 가능하다. 야외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의 잔디는

염분에 강한 잔디를 심었으며 열대성 폭우 후에 물을 저장하도록 설계되

었다. 대상지는 민감한 해안 수계에 바로 인접해 있어 우수를 모아 자생

식물이 식재된 넓은 둔덕으로 보내 자연적인 투수를 가능케 한다. 공원의

출입구는 차량 접근과 레스토랑에 가까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끝부분

에 배치되었다. 이 공원은 해변을 연결하는 거점이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이면서 동시에 야자나무 숲을 통해 도시적 맥락에

대한 완충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

46) 이하의 내용은 "South Pointe Park", 『ela』, 통권 291호, 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

구성 하였다.



- 48 -

분류 내용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부지 내 경사를 활용하여 지표면에 흐르는 빗물을 자생식물이 식재된 넓은 
지역으로 보내 자연 투수를 유도
▪폭우에 대비한 일시적인 저류소 역할
▪토종 서식지 조성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잔디와 낮은 자생식물, 야자수 위주로 식재
▪산책로의 마운딩을 통해 개방감 증진
▪해안에 면해 산책로 조성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물놀이장 조성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두 개의 해변 연결
▪카페 및 시설 도입
▪외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잔디밭과 언덕
▪비격식적인 공연을 지원하는 공간과 스탠드 조성
▪레스토랑과 연계하기 위한 출입구 배치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포장재료의 통합
▪건축물은 마운딩으로 둘려쌓여 쉽게 노출되지 않음
▪공간 전반적으로 마운딩을 사용하여 통합적인 이미지 형성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토착수종 식재
▪내염성수종 식재
▪바다의 자연적 과정을 암시하는 도미니카 산호석 사용

<표 12> 시사점 분석

자료:  "South Pointe Park", 『ela』, 통권 291호, 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2. 현황 조사

현황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간들은 기존에 그 공간에 대해 기술된 내

용이 전무하다. 때문에 현황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의 맥락을 선행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맥락분석 내용은 이용성 측면에서 주변 토지이용과 세부현황

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접 토지이용을 확인하였

고, 대지의 형질에 따른 특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지 구축

방식을 확인하였고, 이용성 측면에서 주변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거점 문화공간을 확인하였고, 적절한 해안지역의 특색 구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징적인 지역 환경과 역사를 확인하였고, 지역연계 측면

에서 지역 축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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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이용 대지 구축 
방식

인근 거점 문화공간
토지이용 분류 세부 현황

통영 해양
관광공원

동 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상가
매립

•현금산산책로(200m)
•윤이상기념공원(1600)
•주민센터(연접)남 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상가

완도항 
해변공원

북 일반상업지역 음식특화거리

매립
•다도해 
일출공원(1700m)

서 일반상업지역 상가

남 일반상업지역 상가

간월호 
쉼터공원

북 농림지역 전답 자연지형

•해적 캠피장(100m)
•천수만 쉼터(100m)
•서산 버드랜드(600m)
•천수만 
철새도래지(2000m)

부산
해양종합공원

북
서

일반상업지역 항만

매립
•국제크루즈 터미널 선
착장(연접)남

서
준주거지역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충무공 
승전 공원

남
서

일반상업지역 상가 자연지형
•울돌목 해양에너지공
원(연접)
•진도타워(800m)

올레길중문동 
오픈스페이스

북 관광단지
ICC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자연지형

•ICC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연접)

대포 주상절리
북
동

자연녹지지역
(관광단지개발 

예정지역)
공터 제주 올레길 자연지형

•ICC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400m)

<표 13> 현황 조사 대상지 주변 맥락 분석

특징적인 지역 환경 특징적인 역사

지역 축제범
위

자연 인공 사건 인물

통영 해양
관광공원

대
다도해
경관

- 한산도대첩 이순신
•한려수도 굴 축제(3월말~4월
초)

소 해안 경관
통영대교, 

야경
- -

<표 14> 현황 조사 대상지 주변 맥락 분석

분석의 내용은 다음 <표 13>, <표 14>과 같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사례 조사와 동일한 틀을 통해 공간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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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해변공원

대 - -
청해진 
설치

장보고
•완도 장보고 축제(5월 초)

소 해안 경관 부두 - -

간월호 
쉼터공원

대 해안 경관
- - -

•서산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10월 말)

소 갯벌, 철새

부산 
해양종합공원

해안 경관
국제크루
즈터미널

- - -

이충무공
승전 공원

해안 경관 진도대교 명량해전 이순신 •명량대첩 축제(9월 말)

올레길중문동 
오픈스페이스

해안 경관, 
현무암, 식생

- - -

(서귀포시의 축제로 6개가 등록되
어 있으나 중문동과 대포동 인근
의 축제는 없음)대포 주상절리 

해양공원

대
해안 경관, 

현무암, 
식생 - - -

소 주상절리

<그림 33> 통영해양관광공원의 
바다조망축

<그림 34> 통영해양관광공원의 
지역홍보 시설물

<그림 35> 통영해양관광공원의 
포장패턴

2.1. 통영해양관광공원

통영해양관광공원은 미수동과 당동을 잇는 통영대교 건설시 양측 교각

을 세우면서 바다를 매립해 생긴 공간이이며, 매립 당시 통영시에서 이

공간을 관광명소로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정부에서 전

국을 7대 관광권역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지역으로

통영시 미수동 지역을 포함하게 되어 통영시가 통영해양관광공원 사업 선

정을 건의하고 이 사업이 확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어 2007년

완공되었다. 통영해양관광공원의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1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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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고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바다와 면한 해안산책로

▪중앙 조망축선상에 돌출 수경시설, 화단, 파고라, 광고물이 설치되어 
바다조망을 저해 

문제점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계단형 호안을 통한 바다체험 가능
▪수경시설 설치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체육시설 설치
▪한려수도 굴 축제 지원
▪화장실 설치

▪연접한 현금산 산책로와 연계 부족 문제점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주차장 차폐

▪점토블럭 포장, 화강석 판석 포장, 타일포장, 목재데크 포장, 
콘크리트포장 등의 다양한 재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산만함을 초래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바닥 포장패턴이 시각적인 산만함을 
초래 
▪벤치, 파고라, 볼라드, 가로등의 디자인적 통합 부족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바닥 포장이 시각적인 산만함을 초래 
▪과도한 포장 패턴 
▪과도한 화장실 건물 디자인 

문제점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통영대교의 야경 특화

▪지역 유명인과 통영8경의 사진을 부착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질적인 재료와 디자인이 사용되어 산만함을 초래
▪관목은 철쭉과 회양목 위주로 식재되어 수종의 특색 부족
▪어느 해안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갈매기 형태의 가로등은 오히려 
지역의 특색을 저해

문제점

<표 15> 시사점 분석

2.2. 완도항 해변공원

완도항 해변공원은 완도항을 매립한 지역을 입출항 선박을 위한 장소

와 공원을 위한 장소로 나누며 조성된 공원이다. 총연장 약 1,000m에 이

르며 2008년 5월에 완공되었다. 완도군청은 자연생태에 어울리는 해안 경

관을 창출하는 동시에, 관광자원화 하여 완도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완도항 해변공원의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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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고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대부분의 공간이 산책로와 연접 녹지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적인 
공간감이 떨어짐
▪광장 부분은 수경시설이나 거대한 파고라를 비롯한 무대시설이 
설치되어 개방적인 공감감이 떨어짐
▪매립지 특성에 의한 마운딩된 녹지의 배치가 바다방향의 조망 저해
▪시야를 차폐하는 관목으로 인해 바다방향의 조망 저해

문제점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완도 장보고축제 지원
▪수경시설 설치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체육시설 설치
▪무대시설 설치

▪휴게공간 부족
▪공원 프로그램이 수경시설로 편중되어 있어 이용성이 떨어짐

문제점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점토블럭 포장, 화강석 판석 포장, 우레탄 포장 등의 다양한 재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산만함을 초래 
▪과도한 포장 패턴 
▪과도한 파고라 디자인
▪벤치, 파고라, 볼라드, 가로등의 디자인적 통합 부족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공원조성 이후에 추가되어 이질감 초래  
▪광고물 난립

문제점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어느 해안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갈매기 형태의 가로등은 오히려 
지역의 특색을 저해
▪선박이 입출항하는 연접공간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 부족
▪수종과 식재디자인에 있어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음

문제점

<표 16> 시사점 분석

<그림 36> 완도항 해변공원의 산책로 <그림 37> 완도항 해변공원의 
식재공간

<그림 38> 완도항 
해변공원의 
상징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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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고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관리 부실로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공원이용성 저해
▪배드민턴장이 존재하나 시설이 노후와 유실로 이용 불가

문제점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과도한 식재로 인해 해안가의 개방감 저해
▪해안 경관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이나 시설 미흡

문제점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갯벌 진입로 존재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체계적인 공간구성이나 프로그램 미흡
▪공원 내 안내시설 미흡
▪인근 농어촌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없으며 가족단위 캠핑장 
위주로 활용됨

문제점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벤치, 가로등, 정자, 기타 시설들의 디자인적 통합 부족 문제점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

<표 17> 시사점 분석

<그림 39> 간월호 쉼터공원의 현황 사진

2.3. 간월호 쉼터공원

간월호 쉼터공원은 서산 철새 도래지와 서산 버드랜드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공원이다. 해안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며 작은 매점과 화장실이 있어

장거리 자가용 이용자들의 쉼터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현재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 시사점 분석 내용은 다음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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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고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수직적인 만의 형태에 쓰레기가 집중되면서 수질 오염 야기 문제점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식재 공간을 해양박물관 전면에만 조성하여 해안변의 개방성 확보
▪바다 전망공간 조성
▪산책로는 평균 20m 정도의 폭을 유지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광장의 
기능을 겸함

해양자원 활용 ▪바다 전망 공간 조성

<표 18> 시사점 분석

<그림 40> 부산해양종합공원의 벤치 디자인(좌)과 포장패턴(우) <그림 41> 부산해양종합공원의 
낚시 및 전망공간

2.4. 부산 해양종합공원

부산해양종합공원은 1978년에서 1995년 사이에 부산항 제3·4단계 개발

에서 나온 준설토를 투기한 지역이며, 1997년 해양종합공원 건립 기본계

획이 수립되었으나 경제위기로 실현되지 못해왔다. 또한 부산항 항만준설

토로 인해 비산먼지와 해충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지역주민

들의 민원을 유발해 오던 중 2001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에서 대상지를 해양종합공원사업과 연계할 것을 건의하게 되고, 이를 시

작으로 2003년 사업이 수립되었다. 매립지 전체는 해양대, 해사고, 해양경

찰서, 크루즈부두, 박물관, 해양수산연수원, 해양종합공원으로 구성된 활용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해양공원시설이 설치되었

다.47)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18>과 같다.

47) 한국개발연구원,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사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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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다양화

▪수경시설 설치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무대시설을 겸한 휴게시설 설치

▪주변 지역에서의 보행동선 연결 부족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해양박물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몇몇 낚시꾼들만 활용

문제점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바닥 포장이 시각적인 산만함을 초래
▪과도한 포장 패턴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시설물 디자인
▪벤치, 파고라, 가로등의 디자인적 통합 부족
▪합성 블록 포장, 우레탄 포장 등의 다양한 재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산만함을 초래

문제점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

<그림 43> 이충무공 승전공원에 
설치된 교육욕 이미지

<그림 42> 거북선을 형상화한 이충무공 승전공원의 해안 구조물

2.5. 이충무공 승전 공원

이충무공 승전 공원은 임진왜란 명량대첩의 장소에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30m 높이의 충무공 이순신 동상과 함께 조성되었다. 명량대첩이 이

루어진 울돌목을 직접 마주하고 있으며 최근 울돌목 해양에너지공원이 바

로 옆에 조성되었다. 이충무공 승전 공원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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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고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바다 전망 공간 조성

▪과도한 상징조형물로 개방감 저해
▪정리되지 않은 수목배치로 인해 해안 조망 저해

문제점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해상 산책로에 이순신의 생애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을 부분 
10가지를 그림으로 묘사한 작품을 전시

▪울돌목의 강한 해류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공간이나 시설 미흡 문제점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울돌목 해양에너지공원과의 연계
▪축제 지원을 위한 무대공간 조성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벽돌 블럭 포장, 화강석 판석 포장, 합성 목재데크 등의 다양한 
재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산만함을 초래
▪해상 산책로의 과도한 디자인이 해안 경관의 산만함 초래
▪위압적인 동상을 활용한 기념성이 공원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음

문제점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

<표 19> 시사점 분석

<그림 44> 올레길 중문동 오픈스페이스 광장부의 상징조형물 <그림 45> 올레길 중문동 
오픈스페이스의 전망공간

2.6. 올레길 중문동 오픈스페이스

제주도의 자연 해안 경관을 도보코스를 통해 극대화시킨 올레길에는

부분적으로 공원 형태의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관광단지와 가깝고, 단순히 휴게시설이 아닌 공원 형태의 공간으로서 조

성된 중문동의 오픈스페이스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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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고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해안 경계부의 기존 식생 유지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상징조형물 중심의 방사형 공간들과 이를 연결하는 동선 위주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개방감 부족
▪바다경계 쪽의 시설물과 정리되지 않은 식재공간이 시야를 차폐

문제점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기능적으로 미흡한 조망 공간 문제점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올레길과 연계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점토블럭 포장, 현무암 판석 포장, 우레탄 포장 등의 다양한 재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산만함을 초래 
▪과도한 상징 조형물이 공간의 산만함 초래
▪과도한 포장 패턴
▪벤치, 파고라, 가로등의 디자인적 통합 부족

문제점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제주도 특유의 열대수종 식재
▪현무암 돌담 활용
▪현무암 질감을 활용한 외장재료의 통합

<표 20> 시사점 분석

2.7. 대포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 고화되어 구축하면서 고체물질이

부분적으로 기둥처럼 평행한 축들을 가지면서 다각형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질을 의미한다.48)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해안가에 있는 주상절리는 제

주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 50호로, 천연기념물 제 443호로서, 높이가

30~40m에 이르고 폭이 약 1km 정도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상절리라는 지질학적 용어 외에도 이곳의 옛이름인 지삿개를 살려 지삿

개바위로 불리기도 한다.49)

대포 주상절리를 진입하기 위한 장소에 제주 올레길과 연계된 공원이

48) 고정선·윤성효·홍현주, “제주도 대포동현무암에 발달한 지삿개 주상절리의 형태학 및

암석학적 연구”, 『암석학회지』, 14(4), 한국암석학회, 2005, pp.212~213.

49) Naver 지식백과, “주상절리(대포동지삿개)”, 전자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9466&cid=4758&categoryId=4787, 2014년

3월 1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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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고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최소한의 해안데크 설치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상징조형물 중심의 방사형 공간들과 이를 연결하는 동선 위주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개방감 부족
▪바다경계 쪽의 식재배치가 시야를 차폐

문제점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해안데크 설치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안내소 및 안내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
▪제주도 관광안내지도 설치
▪올레길과 연계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건축물들의 디자인적 통합
▪안내판 디자인 통합

▪주상절리와 어울리지 않는 조개형태의 파고라 시설
▪주상절리와 어울리지 않는 소라형태의 상징조형물
▪주상절리와 어울리지 않는 12지신 상징공간
▪주상절리와 어울리지 않는 돌고래와 돛단배 형태의 상징조형물
▪주상절리와 어울리지 않는 테우 형태의 상징조형물
▪벤치, 가로등의 디자인적 통합 부족

문제점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제주도 특유의 열대수종 식재
▪현무암 돌담 활용
▪현무암 질감을 활용한 외장재료의 통합

<표 21> 시사점 분석

<그림 46> 해안데크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

<그림 48> 상징조형물 위주의 
대포 주상절리 전면부 공간

<그림 47> 대포 주상절리 입구 
광장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

조성되어 있다. 안내소와 휴게공간,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

한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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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환경 보전 및 
관리 시스템

▪우수관리 시스템 도입
▪생태경관 자원이 있는 경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최소화

바다조망 확보 
및 개방성 

강화

▪해안산책로는 해안에 면하여 조성
▪녹지 공간 배치는 해변 혹은 해안가와 산책로 사이에는  지양하고 배후지와 
산책로 사이, 혹은 부분적으로 조성
▪부분적으로 파편화된 공간 구성이 아닌 수평성이 강조되는 공간 구성 지향
▪잔디, 지피, 낮은 관목, 교목위주로 식재 (식재로 인한 시야차폐 방지)
▪파고라와 같은 큰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해안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안과 이격하여 설치
▪상징조형물 위주의 공간 구성 지양

해양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해안산책로의 폭은 광장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조율
▪해안경계의 수직적인 단절구조를 지양하고 바다를 촉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
▪바다체험 프로그램
▪공원 및 인근 연계공간 안내판을 설치
▪프로그램 지원시설

인근 지역 및 
거점 연계

▪배후지 동선 연결
▪배후지와 시각적 연결
▪해안산책로를 통한 공간 연결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과 횡단보도와 연결
▪주변 오픈스페이스 연계
▪광역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연계
▪지역 축제 및 행사 지원 공간 마련하되 일상적 사용을 염두

외장재료 및 
시설물의 

디자인적 통합

▪외장 재료는 전반적으로 통일감 있게 사용
▪기존 해안환경이 지니고 있는 질감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
▪지속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내염성 수종 위주로 식재
▪과도한 상징조형물 설치 지양
▪사인시스템이나 안내판은 바닥포장이나 공간 구조물에 일체되도록 설치
▪시설물 디자인은 튀지 않게 하며 형식적으로 통합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및 재료적 
특징 활용

▪대상지 내에 역사나 자연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관광자원으로 활용
▪토착수종의 식재디자인을 통한 경관연출 활용
▪과거 시설의 현재적 활용

<표 22> 분석의 종합

3절 분석의 종합

앞서 수행한 5개의 사례 조사의 7개의 현황 조사를 통해 얻은 시사점

을 종합하여 설계 고려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어휘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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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더불어 2013년 국토해양부 조경설계기준50)의 수

변공원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찰하여 적용 가능한 요소를 추가하였고, 공

원부지가 대부분 임해매립지라는 점에서 임해매립지 위의 식재기반에 대

한 내용51)을 고찰하여 최종적인 설계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계 고려 사항 각각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과 크게 다르

지 않지만, 설계의 모든 과정과 요소에 있어서 해안 경관 관리의 주요 가

치들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고려 사항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광역적 경관단위와 가시권역의 건축 및

시설제한에서 나아가, 이용하고 있는 공간 자체에 대한 가이드가 가능하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안친수공원의 문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도출될 고려 사항들을 적극 반영한 설계를 예시 대상지에

구현하여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 이는 설계 고려 사항의 실효성을 증빙하

기 위한 본 논문의 마지막 단계이다.

50) 국토해양부, “조경설계기준”, 2013.

51) 변재경, “임해매립지에서 수목의 녹화기술”, 『수목보호』, 2006(1), 한국수목보호연구

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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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2) 내용

부지조성
▪임해매립지 토양의 경우 유기물이 포함된 토양과의 혼합 필요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염해매립지의 녹지공간은 마운딩 처리

공간 배치 및 
구성

▪해안산책로는 해안에 면하여 조성
▪해안산책로의 폭은 광장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조율
▪해안경계의 수직적인 단절구조를 지양하고 바다를 촉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
▪녹지 공간 배치는 산책로에서의 바다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배후지와 산책로 
사이 위주로 조성
▪지역 축제 및 행사 지원 공간 마련하되 일상적 사용을 염두
▪바다체험 프로그램
▪부분적으로 파편화된 공간 구성이 아닌 수평성이 강조되는 공간 구성 지향
▪배후지와 시각적 연결
▪대상지 내에 역사나 자연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관광자원으로 활용
▪상징조형물 위주의 공간 구성 지양

동선

▪배후지 동선 연결
▪해안산책로를 통한 공간 연결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과 횡단보도와 연결
▪주변 오픈스페이스 연계
▪광역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연계

외장 재료
▪외장 재료는 전반적으로 통일감 있게 사용
▪기존 해안환경이 지니고 있는 질감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

식재
▪잔디, 지피, 낮은 관목, 교목위주로 식재 (식재로 인한 시야차폐 방지)
▪지속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내염성 수종 위주로 식재
▪토착수종의 식재디자인을 통한 경관연출 활용

시설물

▪파고라와 같은 큰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해안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안과 이격하여 설치
▪과도한 상징조형물 설치 지양
▪과거 시설의 현재적 활용
▪공원 및 인근 연계공간 안내판을 설치
▪사인시스템이나 안내판은 바닥포장이나 공간 구조물에 일체되도록 설치
▪프로그램 지원시설
▪시설물 디자인은 튀지 않게 하며 형식적으로 통합
▪우수관리 시스템 도입
▪생태경관 자원이 있는 경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최소화

<표 23> 설계 고려 사항 도출

52) 분류의 틀은 국토해양부 조경설계 지침의 분류를 참고하여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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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지 분석 

1절 대상지 개요

설계 적용을 위한 대상지는 앞서 국내 해안 친수공원의 현황을 바탕으

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임해매립지라는 조건과 선형공간을 만족하며, 최소

한 근린생활권 공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10000㎡ 이상의 부지면적을 갖고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상지는 진해루 해변공원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4에 위치해 있다. 진해는 2010년 7

월 1일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구

이다. 진해에는 등산로로 잘 알려진 천자봉과 시루봉, 물줄기가 세 갈래로

떨어지는 용추폭포, 바다와 숲이 조화를 이루는 수치해안, 20km 에 걸쳐

펼쳐지는 해안관광도로, 일출·일몰과 야경으로 유명한 안민도로 그리고

초리도·소쿠리섬·우도·수도·연도·잠도 등의 섬이 있어 다양한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특히 매년 벚꽃이 만개하는 4월에 열리는 진해군항제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성황을 이룬다. 국내 제일의 벚꽃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밖에도 매년 10월에 김달진 문학제와 진해 예술제가 열린다.

구체적으로 본 설계를 적용할 예시 대상지인 진해루 해변공원은 원래

갯벌이었던 곳으로 매립이 차츰 진행되어 현재의 부지가 만들어 졌다. 때

문에 임해 매립지 특성에 기인한 식재공간의 복토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거의 넓은 갯벌은 찾을 수 없지만 대상지 양쪽으로 흘러

오는 하천의 퇴적으로 인한 갯벌이 남아있다. 해변공원의 배후 지역은 해

군 기초훈련소로서 지역 연계성이 비교적 떨어지지만 동서 방향으로 길게

조성된 공원의 양쪽에 연계 가능성이 높은 문화 거점들이 존재하고 보도

및 자전거 코스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대상지 내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

사가 열려 활용도가 높은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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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매립이 진행 중인 대상지의 2003년 위성사진

<그림 50> 대상지와 주변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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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대상지 분석

1. 접근성 분석

대상지는 바다에 면해 있지만 진해의 교통 거점들에서의 접근이 수월

하다. 진해로 들어오기 위한 주요 거점인 진해역, 경화역, 진해시외버스정

류장은 대상지에서 2.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광역 교통 거점에서 버

스를 이용하면 대상지 양측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10분 이내로 도

달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진해대로로 들어오면, 3호광장 사거리에서

혜원로로 빠져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하다. 또한 거제도와 진해를 연결하

는 거제카페리 여객터미널은 대상지 서측으로 직선거리 600m 떨어진 곳

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로 연결되어 있어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다. 배후

지의 군사시설로 인해 배후지와 넓게 면한 쪽에서 다량의 접근이 힘든 단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교통 거점에서 거리가 멀지 않으며 편도 3

차선 도로와 면해 있어 접근이 어렵지 않다.

또한 대상지를 통과하여 동서방향의 인근 지역으로 확장되는 도보 및

자전거도로가 인근 지역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역 차원에서의 접근도

용이하다.

앞서 살펴본 광역적 접근성은 대상지가 진해관광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 스트럭쳐로 기능하며, 도보 및 자전거도로가 제공하는 지

역 연결성은 인근 거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근린공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상지의 기본적인 설계 방향을 설정할 때 일

상과 관광,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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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대상지 주변 자전거도로

<그림 51> 광역 교통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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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락 분석

전술하였듯이, 배후지의 군사시설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양측으로의 접

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접근성을 활용하

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 가능한 특징적인 요소들, 그리고 인근

도시조직의 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상지 인근 도시맥락을 살펴보면, 대상지 양측으로 넓은 규모의 제2

종 일반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도보 및 자전거코스를 활용해 대상지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지를

기준으로 인근 2.5km 이내에 연계 가능성이 높은 문화 거점들이 다수 분

포하고 있다. 서측에 여객터미널과 일반상업지역은 대상지와 도보 및 자

전거코스로 연결되어 있어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휴게 및 친수공

간을 제공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측에 이동레포츠공

원, 동남측에 에너지환경 과학공원과 소죽도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통합

적인 시스템을 통해 연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원들은 각각 체육

공간, 건물 위주의 테마파크, 데크시설에 공원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라

설계적용 대상지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진해의 주요 관광지인 제

황산 공원 모노레일, 진해시립박물관, 진해우체국, 경화시장, 경화역 벚꽃

길, 여좌천 벚꽃길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광 요소들은 대상지와 연계된 관

광코스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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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인근 도시맥락 분석

<그림 54> 경화역 벚꽃길 <그림 55> 여좌천 벚꽃길

3. 경관 분석

대상지는 바다방향으로 다양한 경관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대상지와

면한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정면에는 대죽도와 소죽도가 보인다. 소

죽도를 넘어 멀리에는 진해항의 항구가 보이며, 오른편에는 관출산의 산

자락이 보이며 물이 빠지면 과거 속천해수욕장 이었던 모래톱이 보이기도

한다. 왼편에는 웅산의 산자락이 뻗어 있으며, 그 산자락을 통해 해가 떠

올라 해맞이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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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진해루 해변공원과 면한 바다의 경관

<그림 57> 주요 경관 맵핑

4. 조석 분석

조석간만의 차이는 여타 도시공간에서 볼 수 없는 해안친수공원의 가

장 독특한 자연 현상이며,이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안이 곧 해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다. 대상지의 조석간만의 차를 확인하

기 위해 국립 해양조사원에서 제공되는 조석 예보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립 해양조사원에서는 국내 66개의 조위관측소에서 각 지역에 대해

날짜별 고조(만조)와 저조(간조)의 시간 및 조위를 미리 예측하여 표로

기록하고 있다. 고조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 때이며 고조 시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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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마산 조위관측소, 진해(동섬) 조위관측소의 위치

부터 해수면은 낮아지게 된다. 저조는 물이 가장 많이 빠진 때이며, 저조

시간 이후로부터 해수면은 다시 높아지게 된다. 저조에서 고조에 이르는

시간 간격은 대략 6시간 12분 정도 된다.53)

수위의 기준점은 각 관측소 마다 다르다. 기준점들은 각 관측소가 담

당하는 인접 항만의 약최저저조면(Approximate Lowest Low Water,

A.L.L.W.)으로 지정된다. 약최저저조면은 연중 해면이 그 이상으로 낮아

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수면이며, 대체로 평상시의 수심은 이것

보다 약간 깊다. 그러나 조차가 심한 지역의 조석표 등에서 약최저저조면

보다 아래로 수면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때는 숫자에 ‘-’를 표시한다.54)

대상지와 면한 바다에 대한 직접적인 예보는 없기 때문에 대상지와 가

장 가까운 마산과 진해(동섬) 2군데의 조위관측소에서 제공한 2014년 1월

1부터 12월까지의 조석예보를 확인하여 대상지와 면한 바다의 조석간만의

차이를 유추하였다. 각 지역의 예보를 월령(달의 모양)에 따라 최고 수위

와 최저 수위로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53) 국립해양조사원, 조석 예보, 전자자료, http://www.khoa.go.kr/, 2014년 4월 14일 검색.

54) Naver 지식백과, 해도기준면, 전자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2319&cid=636&categoryId=636, 2014년 4월

1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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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분류 수위 비고

마산

● 
(삭)

최고
수위

194 196 192 188 187 185 187 190 189 182 180 181
max
196

최저
수위

-29 -35 -35 -28 -12 10 25 32 24 12 0 -10
min
-35

◐ 
(상현)

최고
수위

161 163 167 170 185 192 196 210 204 190 185 172
max
210

최저
수위

13 5 -4 -2 -4 7 17 7 6 5 -6 3
min
-4

○ 
(망,

보름)

최고
수위

170 172 173 181 191 202 212 215 208 199 189 179
max
215

최저
수위

-3 -11 -16 -17 -12 -5 -2 -4 -8 -12 -10 -4
min
-17

◑ 
(하현)

최고
수위

183 180 185 183 184 182 186 182 178 171 165 158
max
186

최저
수위

-18 -20 -15 -10 10 30 36 37 32 16 12 1
min
-20

진해 
(동섬)

● 
(삭)

최고
수위

202 203 198 194 191 186 191 196 197 193 192 192
max
203

최저
수위

-26 -31 -29 -23 -4 14 29 33 30 20 6 -7
min
-31

◐ 
(상현)

최고
수위

148 169 172 175 189 196 203 219 216 202 196 169
max
219

최저
수위

14 8 -1 2 0 11 23 16 16 15 2 8
min
-1

○ 
(망,

보름)

최고
수위

176 178 178 186 195 207 219 225 217 213 200 187
max
225

최저
수위

-2 -10 -14 -14 -8 -1 4 4 2 -2 -2 0
min
-14

◑ 
(하현)

최고
수위

190 180 191 167 187 186 192 192 190 184 169 178
max
191

최저
수위

-15 -15 -19 -4 15 35 41 45 34 21 17 3
min
-19

<표 24> 마산과 진해(동섬) 조위관측소 월령별 최고·최저 수위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조석 예보 참고 연구자 재작성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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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진해루 해변공원 현황 평면도

분석 결과 마산의 경우 최고 수위는 215cm, 최저수위는 -35cm 로 나

타났고, 진해(동섬)의 경우 최고 수위는 225cm, 최저수위는 -31cm 로 나

타났다. 두 곳 모두 최고수위와 최저수위차이가 250cm 정도로 나타났으

며, 이를 통해 두 조위관측소 사이에 있는 대상지의 조석간만의 차 또한

250cm 로 예측할 수 있다.

5. 현황 분석

5.1. 공간 구성

진해 해면공원은 30m 내외의 폭에 길이가 1000m 가까이 되는 긴 선

형공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간략하게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바다와 면하

여 동서를 연결하는 산책로가 도로와 연접한 인도와 차별적으로 존재하며

공간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녹지 공간은 산책로 북측 면에 접하여

평행하게 따라가고 있다. 녹지 사이에 3개소의 광장공간이 있어 편의시설

과 놀이시설, 상징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휴게시설은 산책로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 있다.

5.2. 산책로와 해안

공간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산책로는 기본적으로 3m 정도의 폭을 유

지한 채로 조금씩 요철이 있는 형태이며, 우레탄 포장에 의해 자전거 코

스와 도보코스가 나뉘어 있다. 이 공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이와 별개로 해변공원의 녹지와 도로 사이에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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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공원 진입 전 
산책로와 인도 현황

<그림 61> 공원공간 외부의 
인도 현황

<그림 62> 공원 내부 산책로 
현황

<그림 63> 해안 현황

정도의 폭으로 인도가 존재한다. 이 인도는 가끔 공원 내부에 축제나 행

사가 진행될 때 자전거 코스로 사용 될 때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해안 산책로와 인도는 공원 내부에서 축제나 행사시 자전거 이용자들의

코스를 고려하되, 통합적인 제안을 하여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

요하다. 해안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호안이며 호안 외부에 자연석이 사

면처럼 쌓여있는 형태이다.

5.3. 녹지

공원의 녹지는 해안산책로를 평행하게 따라가며 배치되어 있다. 매립

지 특성상 모든 녹지는 1~2m 가까이 마운딩이 되어 있다. 산책로와의 경

계는 대부분 자연석 쌓기를 통해 처리되었으며, 경사에 연식벤치를 결합

하여 무대공간을 조성한 장소가 1곳 있었다.

녹지 공간에 상록 침엽 교목은 해송과 구상나무, 상록 활엽 교목은 동

백나무와 당종려나무, 낙엽 활엽 교목은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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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녹지 공간 식재 현황

<그림 65>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디자인 현황

나무, 노각나무, 상록 침엽 관목은 눈주목, 상록 활엽 관목은 영산홍과 회

양목, 은목서, 치자나무, 낙엽 활엽 관목은 흰말채나무와 무궁화가 식재되

어 있었다. 모든 수종들이 디자인적 의도나 기능적 의도 없이 식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공간처럼 느껴지고 산만함을 초래하고 있다.

5.4.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공원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설로 연면적 477㎡에 높이 15.2m, 주심 삼

포양식의 팔작지붕으로 건립된 진해루가 있다. 공원의 중앙부에 조성된

가장 큰 광장의 한 켠에 설치되어 있으며 2층 높이의 대와 그늘을 제공하

여 휴게 및 조망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진해루가 서 있는 광장의 다

른 한 켠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들어서 있는 2층 높이의 편의시설 건물이

있다. 이 건축물은 외형적으로 거북선의 형태를 직설적으로 재현하고 있

어서 같은 광장에 대칭적으로 올라와 있는 진해루와 이질적인 감각을 형

성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휴게시설, 화장실 2개

소 모두 각기 다른 디자인 언어가 사용되어 전체적인 형식의 통합을 이루

지 못하고 산만함을 초래하고 있다. 필요한 시설은 유지하되 디자인적 통

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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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놀이시설 현황 <그림 67> 펀보트 체험시설 및 
레져 체험시설 현황

<그림 68> 펀보트 체험시설 
현황

5.5. 체험 및 놀이시설

공원의 중앙부 광장에는 진해루와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을 위

한 체험 및 놀이시설이 존재한다. 진해루와 편의시설 건물 사이 광장 중

앙부에는 어린이용 미끄럼틀이 공원 조성 이후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된다. 또한 편의시설의 서측에 인

접하여 육역과 수역에 각 1개씩 어린이 보트체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원조성 이후에 추가된 시설이다 보니 주

변 시설 및 공간과 어우러지지 못하여 해안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요한 시설은 유지하되 디자인적 통합이 요구된다.

또한 답사를 통해 기존 시설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배후의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공

원 대상지는 과거 갯벌이었던 곳을 매립하여 조성한 대지이다. 과거의 넓

은 갯벌은 매립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공원부지 양안에 체험 가능한 갯벌

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공원부지의 양쪽 끝 부분을 통과해 바다로 흘

러가는 서측의 수로와 동측의 하천이 유발하는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것으

로 보인다. 현재 공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은 없지만 공원 이용자들 스스로 콘크리트 호안을 넘어 갯벌을 체험하고

있었다. 이는 해안지역에 있는 해안친수공원의 특성을 가장 강력하게 드

러낼 수 있는 요소로서 추후 설계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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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진해루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그림 71> 일출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

<그림 69> 갯벌 현황

5.6. 축제 및 행사

진해루 해변공원에서는 열리는 공식적인 축제는 4월 초에 열리는 진해

의 대표적인 축제인 군항제의 특별기획 행사로 진행되는 ‘진해루 멀티미

디어 해상 불꽃쇼’이다.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저녁 8시부터

식전행사와 공식행사를 거쳐 8시 20분부터 40분 까지 20분에 걸쳐 펼쳐진

다. 이 불꽃쇼는 본 설계의 대상지인 진해루 해변공원 앞바다인 대죽도

해상에서 불꽃을 터뜨리기 때문에 진해루 해변공원이 관람의 최적지로 여

겨지고 있다.

공식적인 축제 외에도 발생적으로 여러 축제나 행사들이 진행된다. 특

히 진해루 해변공원 및 인근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어, 설계시 이러한 축제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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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설계 방향 설정의 과정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제 5 장 대상지 설계

1절 설계 방향 설정

이 절에서는 앞서 수행한 다층적인 분석을 문제점과 잠재력으로 재구

성하여 예시 대상지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설계

대상지는 해안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한 바다조망과 일출,

공원이라는 기능적 특성에서 비롯한 불꽃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와 공연장

소라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기초로 대상지의 다양한 경관을 드러

내는 전망공간으로 첫 번째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상지는 1km 에 이르는 해안, 갯벌, 조석간만의 차이라는 여타

도시공원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해안 친수공원만의 고유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단절적인 호안은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해안경계를 활용한 다양한 해양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 번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은 모두 이질적인 건축 및 시설물 디자인, 통합되지

않은 외장재료, 단편적인 공간 구성이라는 기존의 공간적 문제점들을 극

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체적인 공간의 완결성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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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본 설계

1. 접근 태도

대상지를 다루기 위한 접근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상지가 면하고 있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들을 드

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지게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바다는 공원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드러내며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를 내재적으로 설정해 준다. 이는 지역 및 장소의 독특한 성질을 드러내

며 동시에 공원과 바다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중요한 태도이다.

두 번째는 공간의 중심성이다. 대부분의 해안 친수공원은 선형을 띠고

있다. 선형의 공간은 산책로만을 따라 다니면서 모든 공간을 만날 수 있

는 가장 명확하고 쉬운 동선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자칫

각 공간들이 하나로 엮이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읽히게 되는 부작용을 일

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선형적 공간이지만 어느 정도의 중심성을 통해 선

형으로 펼쳐진 각 공간들이 파편화 되지 않고 단일 공간으로 읽히게 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 78 -

<그림 74> 대상지에 접근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적 다이어그램

<그림 73> 대상지에 접근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적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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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력에 대응한 공간 형태

바다에 면하고 있는 대상지가 품고 있는 가치 있는 잠재자원들은 크게

조망과 체험이라는 두 가지 진화의 방향을 내재하고 있다. 대상지는 기본

적으로 바다를 향한 개방적인 조망과 일출이라는 잠재자원을 갖고 있다.

이 대상지의 일출은 일출로 유명한 동해안의 여타 해안가와 비교하면 이

질적인 경관요소들이 다소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요가 발

생하고 있다. 이상의 자연적인 요소 외에도, 비정기적이지만 군항제의 일

부인 불꽃 축제가 이 바다에서 열려 이를 가장 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서술한 잠재요소들은 조망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원 전략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공원부지 양측에는 하천의 흐름에 의해 갯벌이 형성되어 있

다. 이는 여타 도시공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고유한 잠재력이며, 이에 반

응하는 방문객들의 갯벌체험 수요는 분명히 존재 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공원에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상지는 1km에 육박하는 바다와의 접합면이 존재한다. 하지

만 촉각적 체험이 가능한 어떠한 접근공간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상지는 바다와 갯벌을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

다. 전술한 두 가지 유형의 잠재요소들을 향한 공간의 방향성을 시각화

하면 <그림 75>와 같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공간의 전체적인 형태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큰

틀을 형성하게 된다. 이 형태는 단순히 형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잠재요소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들의 기반이 된다. 또한

이렇게 변화된 공간은 직선이었던 해안산책로의 형태를 지그재그 형태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선형으로 늘어져 있는 각각의 공간을 자연

스럽게 분할하여 각 공간의 성격을 강화한다. 새롭게 형성된 이 부지는

1.3~1.7m의 기존 바닥레벨을 2.5m로 높여 수목의 생육에 더욱 안정적인

식재기반을 확보하고 연접한 도로와의 레벨차이를 없앴다. 기존의 직선형

매립호안과 요철의 차이가 있는 돌출 부분은 기둥 구조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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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잠재력을 향한 공간의 방향성

<그림 76> 바다의 잠재요소에 대응한 공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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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세 가지 동선 체계

3. 동선 설정

이 공원은 세 가지 동선을 요구한다. 동서방향을 가로지르며 공간의

골격을 구성하는 해안 산책로, 동일한 방향으로 자전거와 혼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30m에 이르는 공원의 남북방향 폭을 가로지르

며 도로에서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연결 동선이 그것들이다. 해안 산책로

와 자전거 도로는 변형된 공간의 형태에 대응하면서 동서방향으로 골격을

형성한다. 연결 동선은 버스정류장, 연접 도로의 횡단보도에 대응하면서

해안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남북 방향으로 연결한다.

4. 공간 성격 분할

이제 공원은 동서방향을 가로지르는 척추와 같은 동선 위에 연결동선

으로 분리된 각 공간들이 달려 있는 형태가 되었다. 이 공간들은 대상지

의 잠재력에 의해 변형된 땅과 맞물려 다섯 가지 성격으로 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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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공간 성격 분할

첫 번째는 바다와 일출, 불꽃축제에 대응한 조망공간이다. 두 번째는

바다나 갯벌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이

다. 세 번째는 생태적 공간으로서 녹지제공과 동시에 비점오염원에 의해

오염된 표면유출수의 직접적인 방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네 번째는

근린공원으로서 일상적인 휴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휴게 공간으로서,

비교적 주거지역이 다수인 대상지 동측에 인접한 공간을 할애하였다. 마

지막 다섯 번째는 자동차와 자전거 이용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이다.

5. 세부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

5.1. 세부 공간 구성

앞서 분할한 각 공간들의 성격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공간 프로그램

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간을 구성하였다. 각 공간들은 변형된

부지의 형태와 동선으로 인해 결정된 형태에 그대로 순응한다. 그리고 그

땅을 올리고 내리는 명료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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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땅의 변형을 통한 프로그램 공간 창출

<그림 80>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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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전망 프로그램 공간 위치

<그림 82> 전망 프로그램 공간 확대 조감도

5.2. 전망 및 휴게 프로그램

중앙부에 위치한 전망공간의 4.5m 들어 올려진 땅은 바다와 불꽃 축

제, 일출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기능하기도 하며, 비 정기적인 문화행사

나 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스탠드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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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휴게 프로그램 공간 위치

<그림 85> 보스크형 공간 확대 
조감도

<그림 84> 광장형 공간 확대 
조감도

<그림 86> 잔디마당형 공간 
확대 조감도 

휴게공간은 잔디마당과 광장, 보스크 휴게공간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

되어 진화한다. 공원의 양 끝단에는 주 출입구를 겸하는 넓은 광장 형태

의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수공간과 연접한 공간에는 보스크 형태의 휴

게공간을 조성하여 수공간 프로그램의 집객력을 수용할 수 있는 다수의

벤치와 그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머지 공간에는 넓은 잔디마당을 두

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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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바다 스탠드 공간 
확대 조감도

<그림 89> 갯벌 체험 공간 
확대 조감도

<그림 90> 낚시 공간 확대 
조감도

<그림 87> 바다 체험 프로그램 공간 위치

5.3. 바다 체험 프로그램

호안경계의 변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도입하였다. 본 설계에서는 스탠드형 호안을 통한 바다의 촉각적 체

험, 갯벌 체험, 해양 레저, 인피니티 폰드, 낚시로 구성된 5가지 유형의 프

로그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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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해양레저 공간 확대 조감도 <그림 92> 인피니티 폰드 확대 조감도

<그림 93> 건축 프로그램 공간 위치

5.4. 건축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제안한 프로그램과 공원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

당하는 건축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존 현황을 유지하는 측

면에서 2개소의 화장실과 관광안내센터, 카페와 편의점을 도입하였다. 카

페와 편의점의 위치는 잔디마당의 형태를 가진 휴게공간과 연접 설치하여

두 공간의 연계된 활용을 염두 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해양레저

시설과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소와 샤워장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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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관광안내센터, 카페, 
편의점 확대 조감도

<그림 95> 해양레져시설 
관리소, 샤워장, 화장실

<그림 96> 공원 관리소, 화장실

<그림 97> 포장면에 떨어진 우수의 흐름

5.5. 우수 관리 시스템

포장면의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표면수가 바다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자연투수와 식생을 통한 필터링을 유도하는

우수 관리 시스템을 계획 하였다. 돌출부분을 제외한 대지 위 포장면의

90%에 해당하는 면적 위에 떨어지는 우수는 1차적으로 잔디, 2차적으로

그라스원을 통과해 재 집수되어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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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기존 자전거 도로망

<그림 99> 추가된 자전거 도로망과 무인 자전거 대여소 위치

5.6. 주변 오픈 스페이스 연계

기존에 존재하던 자전거 도로에 소죽도와 에너지 환경과학공원, 경화

시장을 연결하는 동선을 추가하여 주변 오픈스페이스들을 연계하는 네트

워크로 활용한다. 이 네트워크는 진해의 주요 관광 거점들과 광역 교통

거점인 진해역, 경화역,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한다. 물리적 도로망을 작

동시키기 위해 주요 지점에 무인 자전거 대여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과 일체화된 사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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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무인 자전거 대여소 사례 
이미지

<그림 100> 자전거 도로와 바닥 사인, 안내판 설치 예시 콜라쥬

<그림 101> 자전거 도로 안내판

6. 종합 계획도

이상의 단계를 거쳐 공원의 종합 계획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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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전체 조감도

7. 전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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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측백나무 
사례 이미지 

<그림 105> 
팽나무 사례 

이미지 

<그림 106> 모감주나무 사례 
이미지 

<그림 107> 소사나무 
사례 이미지 

<그림 108> 털머위 사례 이미지 <그림 109> 샤스타 데이지 사례 이미지

3절 상세 설계

1. 식재, 포장, 시설물 설계

1.1 식재

해안가에 면하고 있는 공원의 특성에 맞춰 내염성과 내조풍성에 강한

수종들을 선정하여 식재하였다. 그리고 시선의 차폐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교목, 지피 및 초화류 위주로 식재하였다. 중앙부의 스탠드형 건축물

과 함께 수직성이 강한 측백나무를 심어 건축의 상대적 스케일을 줄이고

외부 공간의 공간감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보스크 휴게공간에는 여름철

노란 꽃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모감주 나무를 열식하였다. 잔디마당 곳곳

에는 캐노피 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팽나무와 소사나무를 식재하였다.

지피류 역시 내염성 수종으로 알려진 갯패랭이, 해국, 털머위, 서양잔디,

샤스타데이지, 새를 위주로 식재하여 지속성을 높이고 해안가의 독특한

식생경관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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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precast concrete, sanded texture <그림 114> 침목 사례 이미지

<그림 110> 갯패랭이 사례 이미지 <그림 111> 새 사례 
이미지 

<그림 112> 해국 사례 
이미지

1.2 포장

튀지 않는 간결한 공간과 공원 전반의 통합적 경관을 위해 공원 전체

를 아울러 2가지의 포장 재료만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포장 재료는 자

갈과 모래사장의 색과 비슷한 색이 섞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였

다. 낚시터나 갯벌을 내려가기 위해 돌출된 스탠드 부분은 침목포장을 사

용하였다. 주차장 바닥은 쇄석을 포설하였고 주차 라인은 침목을 이용하

여 표시하였다.

1.3 시설물

기존 호안보다 튀어나온 돌출부는 기둥 구조를 통해 조성하였다. 휴식

기능을 위해 공원 곳곳에 바닥 포장과 이질적이지 않은 벤치를 디자인 하

여 설치하였다. 그 이미지는 <그림 115>와 같다. 공원 양 끝단의 광장에

는 갯벌로의 진입을 위한 다리를 설치하였고, 갯벌체험 이용자들의 세면

및 세족을 대비해 벤치와 같은 디자인 언어를 가진 세면대를 각 광장에 1

개씩 총 2개를 설치하였다. 그 이미지는 <그림 116>과 같다. 동측 잔디마



- 99 -

<그림 118> 공원 내 안내판

<그림 115> 벤치 3D 모델링 
이미지

<그림 116> 세면대 3D 모델링 
이미지

<그림 117> 주차장 가림막 3D 
모델링 이미지

당에는 마운딩과 자연스럽게 맞물린 연식 벤치를 설치하여 잔디마당 내부

로의 프로그램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해양레져 체험 공간에는 탑승

을 위해 수면 바로 위까지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

하였다. 주차장 경계부에는 공원에서 주차장 내부로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50mm✕200mm 크기의 폴을 일렬로 설치하여 반투과성의 가림막을

형성하였다. 그 이미지는 <그림 117>과 같다. 공원 내 안내판은 벽체나

바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판형으로 만들었다. 이 안내판과 가림막을 비롯

하여 공원 내에 설치되는 모든 펜스는 부식에 강한 galvanized steel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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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전망 스탠드 1,2 부분 평면도

<그림 119> 전망 스탠드 위치도

2. 공간별 상세 설계

2.1. 전망 스탠드

(1) 전망 스탠드

공원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 2개의 스탠드와 동측에 해가 떠오르는 방

향으로 1개의 스탠드를 조성한다. 이 스탠드들은 공원 산책로의 레벨(2.5)

보다 높은 (2.95~7.1) 레벨에서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고 바다를 더욱 드

라마틱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일출이나 불꽃 축제, 공연 등과 같

은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스탠드로 기능하기도 한다.

(2) 스탠드 하부 건축 프로그램과 잔디마당

중앙에 위치한 2개의 스탠드의 하부에는 기존의 건축 프로그램인 카페

와 편의점, 관광안내센터를 삽입하였다. 건축물과 연접한 녹지공간은 캐노

피 트리와 잔디마당을 조성하고 테이블을 두어 야외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번째 스탠드의 하부공간은 연접한 인피니티 풀의 관리소

와 샤워장, 화장실을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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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전망 스탠드 1에서 바라본 불꽃 축제

<그림 122> 건축물과 결합된 전망 스탠드 1,2

<그림 121> 전망 스탠드 1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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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카페의 야외 테라스로 활용되는 스탠드 옆 잔디마당

<그림 126> 전망 스탠드 3 입단면도

<그림 125> 전망 스탠드 3 부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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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전망 스탠드 3에서 바라본 일출

<그림 128> 야외 공연시 객석으로 기능하는 전망 스탠드 3

2.2. 바다 체험 스탠드

전망 스탠드 전면으로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탠드를 조성하였

다. 바다를 향해 뻗어 내려가 순차적으로 4m 까지 낮아지는 스탠드는 교

차적으로 설치된 펜스에 의해 안전하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수

면보다 낮은 레벨까지 스탠드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스탠드의 모습이 항시 다르다. 이는 시각이라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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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바다 체험 스탠드 입단면도

<그림 130> 바다 체험 스탠드 부분 평면도

<그림 129> 바다 체험 스탠드 위치도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 조석간만의 차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장치

이다. 불꽃 축제와 같이 대 인원이 모이는 경우엔 전망 스탠드와 같은 기

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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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바다 체험 스탠드 투시도

<그림 133> 갯벌 진입 다리와 광장 위치도

2.3. 갯벌 체험 공간

(1) 갯벌

대상지의 가장 큰 잠재력인 갯벌을 공원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 활용

하였다. 이에 따라 공원 양측 갯벌과 가까운 곳에 다리를 설치하여 갯벌

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였다.

(2) 광장

갯벌의 진입부는 비교적 좁은 다리이기 때문에 진입부의 차폐도에 민

감하다. 따라서 공원의 다른 공간에서 갯벌 진입부를 향한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넓은 광장을 조성하였다. 이 광장에는 벤치와

세면대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기능하면서 갯벌에 들어갔다 나온 후 간

단한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14 -

<그림 136> 갯벌 체험장 투시도

<그림 134> 서측 갯벌 진입 다리와 광장 부분 평면도

<그림 135> 동측 갯벌 진입 다리와 광장 부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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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해양 레져 체험 공간 입단면도

<그림 138> 해양 레져 체험 공간 부분 평면도

<그림 137> 해양 레져 체험 공간 위치도

2.4. 해양 레져 체험 공간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어린이 보트 체험 시설(펀보트)와 보트, 카약,

수상 자전거 체험을 그대로 수용한 해양 레져 체험 공간을 조성하였다.

어린이 체험 보트 시설은 안전을 위해 매립 대지 위에 조성하였고, 나머

지 프로그램은 바다에 설치된 부유식 구조물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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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해양 레져 체험

<그림 142> 인피니티 폰트 부분 평면도

<그림 141> 인피니티 폰드 위치도

2.5. 인피니티 폰드

바다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피니티 폰드를 조성하

였다. 10cm에서 30cm 에 이르는 물 깊이를 갖고 있어 어린이들에겐 작은

물놀이 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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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인피니티 폰드와 바다

<그림 143> 인피니티 폰트 입단면도

<그림 145> 낚시 스탠드 위치도

2.6. 낚시 스탠드

공원 산책로의 레벨보다 0.9m 내려가 있어 바다를 더욱 가깝게 바라

볼 수 있는 휴게 공간이자 낚시터로 기능할 수 있는 스탠드를 공원 양 끝

단 광장과 인접하여 각 1개소씩 2개소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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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동측 낚시 스탠드 입단면도

<그림 146> 서측 낚시 스탠드 부분 평면도

<그림 147> 동측 낚시 스탠드 부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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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낚시 스탠드

<그림 151> 잔디마당 부분 평면도

<그림 150> 잔디마당 위치도

2.7. 잔디마당

주거지역과 가까운 동측엔 잔디마당을 넓게 조성하여 휴식, 피크닉과

같은 근린 휴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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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잔디마당

<그림 153> 잔디마당

<그림 152> 잔디마당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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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서측 보스크 휴게공간 부분 평면도

<그림 157> 동측 보스크 휴게공간 부분 평면도

<그림 155> 보스크 휴게공간 위치도

2.8. 보스크 휴게공간

내염성 내조풍성에 강한 해안가 식생 중 하나인 모감주 나무 보스크를

조성하여 넓은 그늘을 제공하는 휴게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여름에

노란색 꽃이 만발하는 모감주 나무에 의해 해안가 특유의 극적인 식생 경

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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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모감주 나무 꽃이 핀 보스크 휴게공간

<그림 158> 동측 보스크 휴게공간 입단면도

<그림 160> 그라스 원 위치도

2.9. 그라스 원

그라스 원은 청천시 바닷바람을 시각, 청각적으로 드러내며 바다의 감

각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포장면 위에 떨어진 우수가 통과하

는 경로에 위치함으로 해서 비점 오염원의 직접 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하

는 필터의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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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 그라스 원과 바다

<그림 163> 동측 그라스 원 입단면도

<그림 161> 서측 그라스 원 부분 평면도

<그림 162> 동측 그라스 원 부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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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부지조성

▪염해매립지 토양의 경우 유기물이 포함된 토양과의 혼합 필요

⨠ 제안하되 본 연구의 설계 과정에서는 드러내지 않음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염해매립지의 녹지공간은 마운딩 처리

⨠ 전체 부지의 0.9m 복토, 식재공간의 부분적 마운딩 처리

공간 배치 및 
구성

▪해안산책로는 해안에 면하여 조성

⨠ 변형된 해안경계를 따라 해안산책로 조성

▪해안산책로의 폭은 광장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조율

⨠ 최소 6m의 폭을 유지하며, 자전거 도로가 혼용된 9m에서 광장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30m 까지 늘어남

▪해안경계의 수직적인 단절구조를 지양하고 바다를 촉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

⨠ 기존 호안에 돌출구조물 설치를 통해 바다 스탠드, 갯벌 진입 다리, 
낚시스탠드 등으로 친수공간 다변화

▪녹지 공간 배치는 산책로에서의 바다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배후지와 산책로 
사이 위주로 조성

⨠ 산책로와 바다 사이의 녹지공간은 그라스만을 식재하여 시야를 개방하고 
배후지와 산책로 사이 공간에 대부분의 녹지 조성

▪지역 축제 및 행사 지원 공간 마련하되 일상적 사용을 염두

⨠ 스탠드 전면부 산책로의 폭을 넓혀 스탠드와 함께 축제 및 행사시 
무대공간으로 활용 가능 

▪바다체험 프로그램

⨠ 바다체험 스탠드, 갯벌체험, 해양레져, 인피니티 폰드, 낚시 프로그램 지원

▪부분적으로 파편화된 공간 구성이 아닌 수평성이 강조되는 공간 구성 지향

⨠ 공원의 중심성을 고려하고 시각적 차폐를 최대한 지양하여 선형의 공간이 
파편화되지 않게 하도록 함

▪배후지와 시각적 연결

⨠ 군부대인 대상지 배후지의 특성상 시각적 연결은 고려하지 않음 

<표 25> 고려 사항의 설계 반영 내용

4절 고려 사항 적용 검토

전반부에 정리한 설계 고려 사항을 예시 설계에 적용한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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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내에 역사나 자연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관광자원으로 활용

⨠ 자연자원 없음

▪상징조형물 위주의 공간 구성 지양

⨠ 대상지 맥락과 연계된 프로그램위주로 공간을 구성

동선

▪배후지 동선 연결

⨠  군부대인 대상지 배후지의 특성상 동선 연결 하지 않음 

▪해안산책로를 통한 공간 연결

⨠ 해안산책로를 주요 골격으로 한 선형적 공간 연결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과 횡단보도와 연결

⨠ 동선 설정시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에서의 진입공간 확보

▪주변 오픈스페이스 연계

⨠ 자전거 도로 확충과 갯벌진입로 확보로 소죽도와 에너지 환경과학공원과의 
연계성 강화

▪광역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연계

⨠ 관광 거점들과의 자전거 도로 연계 및 무인 자전거 대여소 설치 제안

외장 재료

▪외장 재료는 전반적으로 통일감 있게 사용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침목의 두 가지 종류만 사용

▪기존 해안환경이 지니고 있는 질감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

⨠ 모래의 질감이 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사용

식재

▪잔디, 지피, 낮은 관목, 교목 위주로 식재 (식재로 인한 시야차폐 방지)

⨠ 잔디와 지피 초화류, 교목 위주로 식재

▪지속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내염성 수종 위주로 식재

⨠ 내염성, 내조풍성에 강한 수종 식재

▪토착수종의 식재디자인을 통한 경관연출 활용

⨠ 해안가 수종인 모감주나무 열주를 통한 독특한 경관 연출

시설물

▪파고라와 같은 큰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해안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안과 이격하여 설치

⨠ 편의시설은 스탠드와 일체화하여 시각적으로 도드라지지 않게 하고 해안과 
이격하여 설치

▪과도한 상징조형물 설치 지양

⨠ 상징조형물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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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설의 현재적 활용

⨠ 과거 시설 없음

▪공원 및 인근 연계공간 안내판을 설치

⨠ 공원 내부에 공원 안내판과 인근 연계공간에 자전거 도로 안내판 설치

▪사인시스템이나 안내판은 바닥포장이나 공간 구조물에 일체되도록 설치

⨠ 공원 안내판을 호안 경계부 구조물에 부착

▪프로그램 지원시설

⨠ 해양레져 시설 관리소 설치

▪시설물 디자인은 튀지 않게 하며 형식적으로 통합

⨠ 벤치와 세면대의 외장을 바닥 포장과 같은 재질로 사용하고 디자인적 
유사성을 유지

▪우수관리 시스템 도입

⨠ 포장면 위로 떨어진 우수의 경로를 식재공간을 통과하게 하여 바다로의 
직접적인 배출을 막음

▪생태경관 자원이 있는 경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최소화

⨠ 생태경관 자원 없음 (갯벌은 면적이 작고 매립된 후 형성되어 생태적으로 
민감하게 취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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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해안 친수공원이 해안 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문제의

식으로 삼고, 해안 경관의 관리와 공원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설

계적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기초 단계로서 기존

해안 경관 관리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기존 해안 경관 관리

체계가 광역적 경관단위와 위주로 제안되고 제안 내용도 건축물과 시설물

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한계 속에서 실제 해안 친수공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 해

안 경관 관리 체계에서 가이드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안 경관 관리가 지향하는 기본 원칙

을 토대로 공원 설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 원칙의 내용을 공원의 언어로 구체화 시킨 분

석의 틀을 마련하고 사례 조사와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설계 고려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사례 대상지에 적용해 효과를

입증하였다. 고려 사항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설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자 하였으며, 핵심이 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안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개방적인 바다 전망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해안 경관 관리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접근

태도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상지에서 드러내야할 바다

전망의 방향을 설정하고, 스탠드와 해안 산책로 조성을 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바다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전망에 방해

가 될 만한 산만한 상징물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구조물은 해안가에서 이

격하여 설치하였다.

둘째, 이용자들이 바다를 촉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을 도입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접근 태도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전술한

바다전망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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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대상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잠재 자원들을 조사하였다. 갯벌과

조석간만의 차와 같이 새롭게 조사된 자원과 기존 공원에 존재하던 프로

그램들을 종합하여 다채로운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

그램들의 구현은 직각의 콘크리트 호안을 다양하게 변형함으로써 가능하

게 하였다.

셋째, 외장재, 시설물, 구조물의 디자인적 통합을 통해 공간의 산만함

을 줄이고 완결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합리적인 접근 태도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공원의 외장재의 종류를 2가지로 제한하고 바다의 감각과 유사

한 재료를 선택하였다. 또한 시설물과 구조물들이 서로서로 다르지 않고

대지와 디자인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성을 형성하게 디자인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지만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제

안할 수 있다. 현재 진해루 해변공원은 펀보트 체험시설과 같은 특수시설

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다른 부분은 진해구청 공원녹지 담

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두 관리 주체가 존재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관점으로 일을 수행할 경우

공원의 전반적인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두 관리 주체가 수

행하는 일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관리 체

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해안 경관의 관리를 고려한 해안 친수공원 설계

의 이론적 도구가 된다. 이 도구가 앞으로 조성될 해안 친수공원 설계 단

계에 있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사례 대상

지를 통해 제안한 구체적인 설계 작업과 결과물은 그 적용의 모범적인 선

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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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gram and Space Design of Seafront Park

Considering Coast Landscape Management

-A Case Study on Jinhaeru Seafront park-

Chang, Hyuk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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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d by Professor Jeong, Wook ju

The Costal Area in South Korea has confronted a new phase since

2000. This phase were initiated for recognizing a potential possibility

in coast landscape, which hardly can be found in inland areas

relatively. A new paradigm focusing on leisure and tourism ensued

from developing-oriented port areas. As a part of the change, lots of

seafront parks have been created in order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leisure places and to vitalize the tourism. The importance of

seafront parks and its needs have been increased with its development

tendency.

Under this circumstance, seafront parks are often perceived as a

political achievement like most park projects are in contemporary.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laces are not considered in-depth.

Consequently, seafront parks are wrapped up with immoderate

ornament and dominant figures to meet the places as a tourist

attraction in local areas. Designing seafront parks needs to consider

not only the physical matters, also the intangible coast landscape as

the sites situated on the boundary between the water and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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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view towards the sea. From this basis, Seafront Parks

connote the possibilities that can open to the public where the public

accesses had been restricted and utilize the coastal landscape. When

the seafront parks have inappropriate manner, the coastal landscape

gets influence directly. Therefore, coast landscape management is

important issue to manage that would imply the characters of coastal

areas and improve the spatial quality.

Coast landscape management in contemporary systems in South

Korea, however, is invalid to the specific design process.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made several systems

for managing the coastal landscapes since 1999, it can be noticeable

that the applicable scope is quite broad while the specific guidelines

lean towards restrictions on buildings and facilities. These systemic

matters have limits that cannot offer the specific guidelines to the

comparative small-scale space in seafront areas.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specific tool considering coast landscape management

that suitable and applicable to the small-scaled seafront parks. This

research is premised on understanding that a seafront park is a part

of coast landscape as well as a leisure space and tourist attraction.

In this perspective,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out the

design guidelines for seafront parks considering coast landscape

management. This is based on the current state and limits of

contemporary coast landscape management systems and their problem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follows to an analytical framework, 5

successful cases and 7 current cases, comparing with the framework.

Through the steps, the analysis is utilized to deduce the specific

considerations in design processes.

Furthermore, Jinhaeru Seafront Park is designed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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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uced guidelines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study.

Jinhaeru Seafront Park is judged as a proper site as it has typical

seafront park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where has a linear space

landform and coastal reclaimed area. The design directions are set up

for an observation space revealing various coast landscapes and a

space supporting marine programs and this continues to design

specifically detailed design.

I suggest that the seafront park design requires understanding the

sites as a part of coast landscape as well as a park and tourists

attractions with integrating approaches. Managing coast landscape is

highly related with increasing its functional effects for a park and

tourists attraction. Managing coast landscape could improve the use of

the spaces by diversifying park programs using potential coastal

elements. It could increase, also, the value as a tourist attraction

through revealing regionality of coastal area. This research has

demonstrated to the actual seafront parks with the design guidelines.

In conclusion,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tool and an exemplary

precedent in order to make seafront parks as a neighborhood park and

tourists attraction considering coast landscap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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