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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강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여가의 장소로 활발하게 이용되었

으며 자유로운 유수의 흐름에 따라 물길이 변화하고 드넓은 모래사장, ,

과 함께 철새가 도래하는 살아있는 하천이었다 그러나 수해방지를 위해.

시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서울시내 대부분의 한강 호안이 콘크리

트로 직강화 된 후 한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었을 뿐 아

니라 시민이 한강에서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이 단순해졌다 이러한 상.

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였

고 그로 인해 일부 호안의 콘크리트가 걷어지고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

둔치에 다양한 포장 시설이 도입되면서 한강 둔치가 공원화되었다 그, .

러나 각종 공법이 도입된 급경사의 호안은 진정한 하천생태계를 되살리

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공원화 된 둔치는 시민들이 여전히,

한강을 바라볼 수만 있을 뿐 강물에 직접 접하거나 풍부한 하천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강의 생태성 회복과 한강 이용객의 보다 더 다양한

여가활동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한강은.

지리학적 입지와 기후 그리고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조성된 수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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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방에 의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강의 수위변동 패턴에 주목하였는데 한강은 서. ,

해 조석의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비가오지 않더라도 수위가 시시각각 변

동한다 예로 대조 때 잠수교 부근의 한강 수위는 하루에도 까지. 1.7m

오르락내리락 하며 신곡 수중보에 의해 일정높이 이하로는 수위가 내려,

가지 않고 잠실 수중보 상류는 서해 조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

여름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에 의해 한강물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대부분

의 둔치가 범람된다 이러한 수위변동은 그동안 인간에게 위협적인 요소.

로 인식되어왔고 다양한 수방시설과 수방대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생, .

태적 측면에서는 주기적인 범람이 오히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 점을 잘 활용하면 한강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시민들도 한강에서 생태적으로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원

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강의 수위변동 패턴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것을

생태적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하천생태계의 특징.

과 하천유역의 퇴적 침식작용 등을 문헌조사하고 자연지반의 호안이, ,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강의 자연호안을 답사하여 경

사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적용한 대상지설계에서는 대상지 전 구간의 콘크리트 호안을 걷

어내고 경사도 미만의 완경사의 자연지반 호안을 조성하여 조석에12°

의해 주기적으로 범람되는 호안면적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대상지 내로.

한강물을 유입시켜 소하천을 조성하여 자연 스스로에 의한 천이과 교란

에 의한 재천이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였고 그러한 소하천생태계의 진화,

과정을 시민들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설계 대상지인 반포둔치 외의 유사한 조건을 가진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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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 및 섬에도 본 논문의 설계방안과 동일한 개념의 생태둔치 및 생태

호안 설계가 가능하다 한강 전역의 둔치 및 호안이 자연에 의한 천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면 경관생태학적 스케일에서 볼 때 각각

의 생태구역들이 징검다리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강은 이동통,

로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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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제 장 서론제 장 서론제 장 서론111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11

과거 한강은 서울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여가의 장소로써 드넓은 모

래사장이 있었고 주기적인 홍수에 의해 유로가 변형되면서 여의도 선, ,

유도 노들섬 등과 같은 하중도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살아있는 강이었,

다 그러나 년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의해 한강. 1967

둔치에 콘크리트 제방이 축조됨에 따라 더 이상의 유로 변경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생태적 연결고리가 단절 하천연, (

속성 단절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한강 둔치가 직강화 되어 강과 대지) .

사이의 지하수 이동이 차단되고 한강물이 토양이 아닌 콘크리트벽을 면,

하게 됨으로써 수생 정수식물이 사라져 한강 생태계의 종 개체수가 크,

게 감소하였고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못하여 강물이 오염되었다, .

그림[ 1 과거의 한강의 풍경 좌 와 오늘날의 한강 둔치 우] ( ) ( )

출처 한영수 좌 환경과조경 호 우( : ( ), 269 ( ))

시민의 이용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한강에서 모래찜질 해수욕 물놀, ,

이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일어났으나 오늘날의 한강 둔치에서는 대부분

물을 멀리서만 바라볼 뿐 하천 내에서의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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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구역이 생태적인 호안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사람이 물가에 접근하기

어렵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의해 콘크리트 호안이 제거된 구간도 있으,

나 대부분이 가공석철망이 도입된 의 급경사로 조성되고 물가에1:2~1:3

사석이 부설되어 활발한 생태적 교류가 일어나기 어려워 시민이 한강에

서 자연하천생태를 체험하거나 물가에서 즐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한강의 대표적인 복단면 구조의 호안 제방은 매년 지속

적인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홍수시 파손된 각종 시설.

물과 포장 그리고 둔치에 쌓인 뻘을 복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많,

은 예산이 소요된다.2)

결국 현재의 직강화된 호안과 경질포장 의 평탄면으로(hard-paving)

고정된 둔치는 강물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면서 종 개체수 감소 수질악화,

를 초래하였고 시민이 한강에서 누리는 경험과 활동이 단편화 되었다, .

또한 유지관리 인력 보수 비용의 투입이라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요소들,

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둔치를 조성하기 위

하여 한강의 수리수문학적 특징 그 중에서도 한강이 가진 고유한 특징,

인 수위변화에 주목하였다 한강은 서해안 조석의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써 서해 잠실수중보에 이르는 구간은 시시각각 수위가 변동한다 예로~ .

잠수교 일대의 경우 매일 회씩 만조와 간조가 반복되며 매월 회씩 찾2 , 2

아오는 대조 때는 만조의 간조의 조차가 약 까지 난다 또한 매년1.7m .

찾아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는 한강의 수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둔치

전역을 범람시킨다 이처럼 일별 월별 연도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 , ,

1) 박용신 조경을 말하다, “ (2)”, 환경과 조경 호,2010, 269 :p.195.『 』

2) 년도 한강에 투입된 비용 예산서에 의하면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약 억원2011 ‘ ’ 288

이 투입되었고 재해 대비 및 복구에 억원이 투입되었다, ‘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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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위는 오늘날까지 수해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

러한 주기적인 변동 속에서 새로운 생태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강 수위변동의 이점을 잘 활용하여 한강생태

계의 지속적인 천이와 교란에 의한 재천이를 유도하고 그렇게 자연의,

힘에 의해 스스로 진화하는 하천생태계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

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둔치의 표고에 따라 자생할, .

수 있는 식물상 그리고 자연지반으로 유지될 수 있는 완경사의 호안을,

설계하여 결과적으로 한강 둔치가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하천생태계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절 연구의 범위절 연구의 범위절 연구의 범위절 연구의 범위2222

그림[ 2 서해 조석영향을 받는 서울시 한강 둔치]

연구의 물리적 범위는 서해 조석영향을 받는 잠실수중보까지의 서울

시 한강 둔치이다 이 범위에서 연구에서 제안하는 생태적 둔치가 적용.

가능하지만 모든 구간을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본 연구에

서는 이중 특정 구간 한 곳을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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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대상지의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서해 조석의 영향을 받는 한강 유역1.

대상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일정크기 이상의 면적을 가진 둔치2.

자연 스스로의 지속성이 낮은 둔치3.

둔치 표고와 한강수위의 높이차4.

그림[ 3 설계대상지인 반포한강 시민공원]

반포지구 한강시민공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의해 년 재조성2009

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둔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조성 표고 약. (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마철 범람시 가장 먼저 침수되며 시민공원6.5m) ,

에 새로이 도입된 각종 포장과 시설물 수목이 큰 타격을 받아 한강의,

시민공원 중에서 가장 수해피해가 크다 하지만 한강시민공원 중에서 가.

장 표고가 낮기 때문에 역으로 대지와 수면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다.

수해피해가 가장 큰 반포한강 시민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적은 유지관

리로도 지속가능한 생태 둔치를 설계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계대상은 반포지구 한강시.

민공원(498,000m2 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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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3333

문헌연구를 통해 과거의 한강둔치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모습,

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조사한다 서울시의 기후에 의해 나타나는 한강.

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침수시의 피해현황,

과 대처 등의 사례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수위.

를 일별 월별 연도별로 정리하여 본 연구를 위한 설계 진행시 참조할, ,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천생태의 이론 자연하천지형의 형성 원리 등을 파악하여 이상,

적인 생태 둔치의 구조를 탐구한다 자연에 근접한 호안을 조성하기 위.

한 이상적인 경사도를 알아내기 위해 한강에서 오래전부터 자연호안으로

유지되어온 지역을 답사하여 경사도를 측정하고 생태호안 설계의 지침으

로 삼는다.

반포한강 시민공원 부지일대를 대상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각 수위 지,

점별 단면 지형계획과 식생을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설계한다 수위의, .

변동에 의해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생태적 공간과 시민이용 공간이 어

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기본설계 구,

상을 수립한다 이후 설계안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한강 전역으로의 확.

대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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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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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고찰제 장 이론적 고찰제 장 이론적 고찰제 장 이론적 고찰2222

절 한강의 변화절 한강의 변화절 한강의 변화절 한강의 변화1111

세기 초의 한강변세기 초의 한강변세기 초의 한강변세기 초의 한강변1. 201. 201. 201. 20

년대까지 한강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여가 생업 교통의 기능을1960 , ,

제공하던 삶의 터전이었다 한강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자유롭게 헤엄치.

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질도 하는 피서지였고 동네 아낙네들이 빨랫감,

을 머리에 이고 나와 빨래를 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엄마를 따.

라와서 물장구를 치고 놀면서 때를 미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으며,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아이들은 썰매 어른들은 얼음낚시를 즐기,

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강변에 많은 정자들이 있었고 한강의 풍경은 산수화,

의 소재가 되는 등 한강의 자연을 즐겨왔다 예로 여의도 샛강은 역사적.

으로 모래가 희고 물이 맑아 많은 무리의 백학이 날아들어 노닐던 곳으

로 유명하여 일명 방학호라고 불리웠는데 샛강 남쪽에는 방학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주위 풍경을 즐기면서 연회를 베푸는 장소가 되곤 하였다.

서울에는 광나루 삼밭나루 동작나루 노들나루 양화나루 등의 대표, , , ,

적인 나루터가 있었는데 각종 물품과 사람들의 집합장소였다 나루터를.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건네주는 나룻배는 한강을 양쪽을 이어주는 최대

의 편의시설이자 유일한 교통편이었다 당시 나룻배는 물가에 정박시키.

고 사람과 짐을 실어야 했으므로 나루터는 자연히 강변 모래밭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배후지에 장터가 활성화되었다.



- 8 -

그림[ 5 옛 한강 풍경 좌 부터 마포나루터 빨래터 해수욕 모래찜질 모습] . ( ) , , ,

출처 서울시청( : )

장마철에 범람된 물이 줄면서 유속이 서서히 느려지면 부유해있는 퇴,

적물중 입자가 다소 큰 것들이 하천 양안에 쌓이며 이로 인해 지면의 고

도가 주위보다 약간 높은 자연제방이 하천을 따라 형성되었는데 이는 배

수가 양호하고 침수피해가 적어 취락 밭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다 자연, , .

제방 뒤에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배후습지가 나타나는데 이곳에는

입자가 작은 점토질의 퇴적물이 쌓여 물의 보습성이 커서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졌다.

년 년 한강종합개발계획년 년 한강종합개발계획년 년 한강종합개발계획년 년 한강종합개발계획2. 1968 ~19862. 1968 ~19862. 1968 ~19862. 1968 ~1986

한강 종합개발계획은 치수 수방 도시교통완화 제방축소 및 택지개, , ,

발을 목적으로 년부터 년까지 제 차 한강종합개발을 시행하여1968 1970 1

제방축조 강변도로건설 공유수면매립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의 성과를, , ,

거두었다 그리고 년대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한강오염문제가 대두. 1970

되던 중 년 월에 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자 제 차 한강1981 9 1988 2

종합개발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한강은 침식사면과 퇴적사면이 뚜렷한 사행천으로 끊임없이

물줄기가 변화하고 하중도가 생겨나고 소멸되기를 반복하였었다 그러나.

홍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제방이 축조되면서 우회천이 소멸되고 섬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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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 되고 수로가 직강화 되었고 드넓은 모래사장도 모두 소멸되었다, .

중랑천이 한강본류와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저자도는 년대 초반에1940

만평의 평탄한 모래사장이었으나 년 압구정지역의 공유수면 매36 1969

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자도의 모래를 사용하여 모두 사 라졌다 이촌동p .

앞 모래사장은 흔히 한강의 백사장이라고 불리며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

는 유원지였으나 개발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다 또한 밤섬은 마포 앞에.

있던 섬으로 건너편 여의도와 긴 백사장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별개의 섬이 되었다가 년 여의도 개발 때 폭파1968

되어 윤중제의 건설 자재로 이용되었다 이와같은 공사로 인해 한강은.

더 이상 강물의 흐름이 변하지 않게 되었고 고정된 물길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림[ 6 서울시 수계 변화 년 좌 년 우] , 1915 ( ) 1999 ( )

출처 서울의 하천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 2000, )

년 년 한강르네상스사업년 년 한강르네상스사업년 년 한강르네상스사업년 년 한강르네상스사업3. 2007 ~20113. 2007 ~20113. 2007 ~20113. 2007 ~2011

한강르네상스사업은 년부터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수변문화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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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조성과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 수상, , , ,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계획이다 이 사업에 의해 단계로 반포. 1 ,

뚝섬 여의도 난지 한강시민공원이 년도에 걸쳐 준공 되었, , 2008~2009

고 단계로 잠실 이촌 양화 한강시민공원이 년에 착공되어 일부, 2 , , 2010

구간이 준공되었다.

한강시민공원이 재조성되면서 단순했던 둔치의 단면이 일부 다층적으

로 바뀌었고 다양한 시설물 포장 수목 들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하지, , , .

만 한강 홍수시 파손된 시설물 포장 수목들을 보수하는데 더 많은 인, ,

력과 자금이 투입되게 되었다 일부구간의 직강화된 호안 콘크리트를 깨.

면서 시민들이 한강물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시민의

경험적 측면이나 생태적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의 급경사로 가공석철망이 설치되거나 사석이 부설되었1:2~1:3 ,

기 때문에 자연퇴적과 식생천이를 유도하고 풍부한 생태의 장이 되기에,

는 한계가 있다.3)

그림[ 7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의한 여의도 둔치의 변화 전 좌 과 후 우] ( ) ( )

3) 석승우에 의하면 지형적으로 일부 퇴적구간 호안 사면에 도입된 가공석 철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생 활착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

석승우,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구간의 식생 구조 특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2012,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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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의해 반포지구 호안에 도입된 가공석철망과 사석]

년 한강 생태공원화의 대두년 한강 생태공원화의 대두년 한강 생태공원화의 대두년 한강 생태공원화의 대두4. 20114. 20114. 20114. 2011

년 제 차 한강종합개발과 년 제 차 한강종합1968 1970 1 1982 1986 2∼ ∼

개발은 주택 교통 등 서울의 도시문제와 치수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

을 뒀으며 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문화 시설을 확장시키는2007~2011

것을 우선시 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 생태한강 복원 한강의 공. ,

공성과 자연성 회복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공략을,

내걸었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년 부임하면서 한강의 생태공원화2011

에 대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한. ‘

강 백년 비전을 위한 시행지침에 대해 논의한 바 한강 둔치를 대상으’ ,

로 지속성 있는 생태둔치 조성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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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한강의 현황절 한강의 현황절 한강의 현황절 한강의 현황2222

수리수문학적 특성수리수문학적 특성수리수문학적 특성수리수문학적 특성1.1.1.1.

기후 및 기상1.1.

한강유역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한반도 기후 및 기상과 유사

한 성향을 나타낸다 한강유역의 연평균 기온은 월평균 최고기. 12.8 ,℃

운은 월의 월평균 최저기온은 월의 로 여름과 겨울의8 25.8 , 1 -1.9℃ ℃

차이가 심하다 연평균 강수량은 로 월 월에 전체강우량의. 1,555mm 6 ~8

가 집중되고 연평균 풍속은 이며 여름철에는 남서풍 겨66.4% , 2.7m/s , ,

울철에는 북서풍이 분다.

둔치 표고1.2.

구분

공원별
소단

초 지 시민공원
강변도로 비고

저 고 저 고

광나루 7.30 7.30 9.90 12.00 13.10 20.20

잠 실 4.50 11.50 12.20 18.40

뚝 섬 4.50 12.80 13.80 20.60

잠 원 4.20 10.40 10.90 19.00

반 포 3.80 6.00 6.80 13.00

이 촌 4.00 7.10 9.90 10.20 15.70

여의도 3.60 9.30 10.60 15.90

양 화 2.80 4.80 9.20 9.50 12.08

망 원 3.90 7.40 7.80 15.07

난 지 3.50 9.20 9.10 15.40

선유도 3.00 7.70 14.50 19.00

표[ 1 한강시민공원의 설계표고] (m)

출처 한강시민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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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의 표고는 소단이 높이에 분포하고 있으며2.80m~7.30m ,

시민공원은 이보다 높은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6.0m~12.8m .

윗단에 강변도로가 높이로 설계되어 있다12.08m~20.60m .

수리 및 수문1.3.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의 한강 연장은 유역면적은31.5km, 39.9km2 이

며 강폭은 이다 저수로는 폭 에 상시유량, 600m~1,200m . 600m~900m

팔당댐 방류량( 200m3 시 유하 시 최소수심 를 유지하도록 계획/s ) 2.5m

되었다.

한강은 전 유역의 가 산악지역으로 기복이 심하고 임상이 빈약76.5%

하기 때문에 유출이 급격하여 지천홍수의 본류 집중도가 매우 급속한데

다 하상계수가 커서 호우의 피해가 크다 한강의 홍수는 가. 80~90%

월의 짧은 기간 중에 발생하고 대체로 연간 연평균 회 발생한다6~8 , 2 .

한강둔치 단면구조한강둔치 단면구조한강둔치 단면구조한강둔치 단면구조2.2.2.2.

한강 둔치의 현재구조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의해 행주대교 강동구~

암사동 시계 에 걸쳐 만들어졌고 하천공학적인 측면에서 안정(36.01km) ,

하도의 치수상의 이수 및 유지 안전도모와 도시환경 및 자원개발적인,

측면에서 하천공간 이용의 극대화 도시 하천 환경의 개선 골재자원의, ( ) ,

재원화 등을 전제로 하여 계획단면형은 하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유도특

성 수문 및 수리특성 유사특성 등의 계획인자를 분석하여 복단면 또는, ,

복복단면으로 조성되었다.4)

4) 조영호, 논단 한강 종합개발의 기본계획과 평가 월간 건축문화/ , v.64(1986-09),『 』 p.79.



- 14 -

그림[ 9 계획하천 표준단면도]

출처 한강종합개발의 기본계획과 종합평가 조영호( : , 1986, )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축조된 둔치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개 유3

형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둔치의 폭은 구간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경계선상에 제방이 축조되었고 호안이 복단으,

로 조성되었다.5)

복복단면Type 1 :

약( 32.86km)

복단면Type 2 :

약( 21.92km)

교각하부Type 3 :

약( 11.25km)

표[ 2 한강둔치 단변현황]

출처 한강의 개발에 관한 연구 송경섭( : waterfront , 2008, )

하천에 흐르는 물이 하도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천에 제방을 설치한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하.

5) 송경섭,『한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강 르네상스 계획 중심으로Waterfront : 서울시립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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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유수로 인해 침식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호안을 조

성한다 호안은 제방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 비탈에 설치하는데 호안의 종류는 설치 위치에 따라 고수,

호안 저수호안 제방호안 등으로 구분한다 고수호안은 홍수시 앞비탈을, , .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저수호안은 저수로에 발생하는 난류 및 둔치,

세굴 방지를 목적으로 저수로 하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홍수시에는 수중

에 잠기므로 세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제방호안은 고수호안중 제방.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저수로가 제방에 접해있는 경

우 홍수시 수충부 과거에 파괴되었던 부분 급류하천 고수부지가 없는, , ,

부분 등에 설치한다.

한강둔치 침수 사례한강둔치 침수 사례한강둔치 침수 사례한강둔치 침수 사례3.3.3.3.

평탄면과 호안의 복층구조로 조성된 한강 둔치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홍수 때 많은 퇴적물이 쌓이면서 많은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수반한다.

아래의 사진들은 년 홍수 이후 각각의 한강시민공원을 촬영한 것이201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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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뻘 퇴적 난지( ) 광장 뻘 퇴적 여의도( ) 호안 뻘 퇴적 양화( )

제방 뻘 퇴적 잠원( ) 수목 전도 이촌( ) 자전거도로 뻘 퇴적이촌( )

달빛광장 뻘 퇴적 반포( ) 시설물 파손 반포( ) 트렌치 뻘 퇴적 반포( )

표[ 3 년 한강 홍수기에 촬영한 각 시민공원의 모습] 2011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의해 새로이 조성된 포장 시설물 트렌치 수목, , ,

등도 상당수 파손되고 전도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한강시민공원 저수호.

안과 저수평탄지에 약 정도의 뻘이 퇴적되어있는 모습을10cm~40cm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특히 경질포장으로 시공된 지역은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뻘

을 한강 수로로 밀어내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팔당댐 방류량 감소에 따,

른 침수깊이 정도에서 작업순위를 참고하여 펌프 세척 및 장비로2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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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를 실시하며 뻘이 침전 굳기 전에 장비를 동원하여 물 빠짐과, ,

동시에 뻘을 제거한다.

두께 미만의 뻘은 안내센터 보유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정리3cm

하며 두께 미만의 뻘은 안내센터 시설관리원 본부 군부대, 3~20cm , , ,

및 기타 인력과 안내센터 보유장비 도로교통사업소 군부대 소방서의, , ,

장비를 동원하여 뻘을 제거하고 이상의 뻘은 추가로 장비를 임차, 20cm

하여 뻘을 제거한다.

그림[ 10 인력으로 뻘을 제거하는 모습 출처 한강사업본부] ( : )

그림[ 11 중장비를 동원하여 뻘을 처리하는 모습 출처 한강사업본부] ( : )

한강시민공원의 부유물 퇴적물 발생량은 평일 약 이고( ) 5~10ton/day ,

우기시 발생량은 약 이다 대부분 한강의 지류천 및 한강상류50ton/day .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 다량 유입되며 특히 초기강우 이상( , , ) , (50cm )

시 집중적으로 발생된다 청소는 수위가 저하되고 선박운행 등 작업안전.

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며 청소원과 기능직 근무자가 수거차

량 선박 등 장비를 동원해 실시한다 수면 부유물은 청소선을 분산 배, .

치하여 도강바지선에 적재한 후 호안으로 이동하여 처리하며 둔치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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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위탁업체에 맡겨 시행한다.

현재 한강둔치의 문제점현재 한강둔치의 문제점현재 한강둔치의 문제점현재 한강둔치의 문제점4.4.4.4.

한강종합개발계획 시행이후 오늘날까지 한강 둔치 대부분의 구간이

복단면의 직강화된 콘크리트 저수호안의 구조를 띄고 있다 이러한 구조.

는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홍수시 많은 하자보수 유지관리를 수반한다, .

더군다나 한강시민공원 저수호안과 둔치에 조성된 포장과 각종 시설물

들 수목들은 자칫 한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더불어 근본적으로 강물과 대지의 물질교환이 단절되어 종 다양성이

매우 적은 단순한 생태계가 되고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 .

과적으로 시민이 한강 물가에 가서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 가까이 다,

가가거나 직접 손발을 담그지 못하므로 하천에서 시민이 즐기거나 체험

할 수 있는 경험도 제한적이다 즉 한강의 유지관리 주체부터 동물 식. , ,

물 그리고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존하지 못하,

고 제약적 환경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절 한강의 수위변동절 한강의 수위변동절 한강의 수위변동절 한강의 수위변동3333

서해 조석영향에 의한 수위변동서해 조석영향에 의한 수위변동서해 조석영향에 의한 수위변동서해 조석영향에 의한 수위변동1.1.1.1.

해수의 운동은 크게 조석와 조류로 대별되며 조석이란 해면의 완만한

주기적 연직운동을 말하며 조류란 조석에 의하여 일어나는 해수의 주기,

적 수평운동을 말한다 해면은 하루에 회 또는 회의 연직운동을 하고. 1 2

있으며 이러한 조석으로 인하여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를 고조 또는

만조 낮아진 상태를 저조 또는 간조라고 한다 또한 고조와 저조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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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높이 차이를 조차라 한다.

고조와 저조가 하루에 두 번씩 있는 경우를 일 회조 하루에 한번만1 2 ,

있는 경우를 일 회조라 한다 일 회조에서 두 번의 고조와 두 번의1 1 . 1 2

저조가 있으나 각각 조위와 주기가 약간 다르며 이와 같은 현상을 일조

부등이라 한다 일 회조의 주기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시간. 1 2 12

분이고 일 회조의 주기는 시간 분이다 따라서 조석은 하루에25 1 1 24 50 .

분씩 지체되게 된다 조석은 주로 달과 태양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해50 .

수가 당겨지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조석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와 같은 천체조식이며 이의 원인이 되는 천체는 달 태음 과 태양이 주를( )

이루며 달이 태양에 비하여 배 이상의 힘을 미치는 것이 보통이므로2

조석은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로 달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러한 천체조석은 규칙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천제조석의 크기는 지

구와 달 및 태양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된다 신월 삭 이나 만월. ( )

망 일 경우 태양 달 및 지구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게 되어 달의 기조( ) ,

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강하게 합쳐져 조차가 크게 되며 상현이나 하현,

일 경우에는 지구를 사이에 끼고 달과 태양이 직각 방향에 있게 되어 달

과 태양의 기조력이 상쇄되므로 조차가 작게 된다 실제로는 해수의 관.

성이나 마찰 때문에 신월이나 만월의 일후에 조차가 최대로 되며 이1~3

때의 조석을 대조라하고 조차를 대조차라 한다 조차가 최소로 되는 때.

는 상 하현달의 일후로 이때의 조석을 소조라고 하고 조차를 소조, 1~3

차라 한다 이와 같은 조차는 월령 즉 신월의 날로부터 일수에 관계하. ,

고 있다 달의 공전주기는 약 일 이므로 조석도 약 일 주기로 변. 29.5 15

화를 되풀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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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수위변동1.1.

팔당댐에서 흘러내리는 한강은 서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석의 영향

을 받으며 잠실 수중보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팔당댐에서 서해에, .

이르는 한강 본류에 존재하는 수위관측소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소명
관측

종별
위치

영점표고

(EL.m)

관측

개시일

조석

영향
관할관서명

전 류 T/M
경기도 김포시 화성면 전류

해병부대 내
0.063

년1956

월1
O 국토해양부

행주대교 T/M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1.050

년1916

월8
O 국토해양부

한강대교 T/M
서울시 동작구 본동

한강대교
1.945

년1918

월8
O 국토해양부

잠수교 T/M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32

잠수교
0.000

년1984

월6
O 국토해양부

영동대교 T/M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영동대교

실제 청담대교 남단( )
1.856

년2000

월3
O 국토해양부

팔당대교 T/M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음 와부

팔당대교
5.500

년1995

월8
X 국토해양부

팔당댐 T/M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

팔당댐내882
25.104

년1974

월7
X 국토해양부

표[ 4 한강 주요 수위관측소 현황] 수문조사연보( , 2007)

다음은 한강의 일별 수위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조석의 영.

향을 받는 전류 행주대교 한강대교 잠수교 영동대교 수위관측소에서, , , ,

분단위로 측정한 한강 수위데이터10 6)를 사용하였으며 조석의 영향에,

의한 수위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므로 강우의 영향이 거의 없었던

년 월2012 5 7)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6) 한강홍수통제소 수위측정자료 참조 (http://www.hrfco.go.kr)

7) 기상청 기록자료에 의하면 년 월의 서울시 총 강우량은 미만이다2012 5 1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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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류의 년 월 한강수위변동 그래프] 2012 5

그림[ 13 행주대교의 년 월 한강수위변동 그래프] 2012 5

그림[ 14 한강대교의 년 월 한강수위변동 그래프] 2012 5



- 22 -

그림[ 15 잠수교의 년 월 한강수위변동 그래프] 2012 5

그림[ 16 영동대교의 년 월 한강수위변동 그래프] 2012 5

달의 공전주기에 따라 매달 대조와 소조가 회씩 주기적으로 반복되2

는데 위의 그래프를 통해 서해에서 잠실수중보에 이르는 구간의 한강 수

위도 명확하게 대조와 소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류의 년 월 한강수위변동 그래프를 보면 서해바다와 유사하게 수위가2012 5 ’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해발수위 이하로도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0.0m

반면에 행주대교 영동대교 구간 수위관측소의 그래프를 보면 해발수위~ 2.5m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그 이상으로만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일한 패턴



- 23 -

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류와 행주대교 사이에 위치한 신.

곡수중보 상단표고 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행주대교에서 영동대교( 2.4m) .

로 이르면서 평균수위가 약 상승하면서 그래프도 전체적으로 위로20~40cm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년 월 일이 보름 일이 하연 일이 그믐 일이 상현 이었는데2012 5 5 , 13 , 21 , 28

실제로 한강 수위변동그래프에서 나타난 대조와 소조는 각각 일 후 임을2~3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년 월 한강의 대조와 소조 때 각 수위관측소에서. 2012 5

측정한 수위의 최고수위와 최저수위를 기록한 것이다 보름에 의한 대조가 월. 5

일 하현에 의한 소조가 월 일 그믐에 의한 대조가 월 일 상현에 의한8 , 5 16 , 5 23 ,

소조가 월 일이다5 31 .

날짜 물때

전류 행주대교 한강대교 잠수교 영동대교

최저

EL.m

최고

EL.m

최저

EL.m

최고

EL.m

최저

EL.m

최고

EL.m

최저

EL.m

최고

EL.m

최저

EL.m

최고

EL.m

5/8 대조 0.06 5.05 2.72 3.85 2.82 4.33 2.94 4.50 3.01 4.67

5/16 소조 -0.36 2.69 2.48 2.62 2.60 2.75 2.73 2.84 2.73 2.96

5/23 대조 -0.21 4.04 2.57 3.00 2.68 3.29 2.78 3.44 2.87 3.60

5/31 소조 -0.28 2.83 2.49 2.65 2.61 2.80 2.75 2.90 2.81 3.04

표[ 5 년 월 각 한강 수위측점소별 대조 소조 때의 최고 최저수위] 2012 5 , ,

아래의 표는 각 수위관측소에서 측정된 대조와 소노 때의 최저수위와

최고수위의 높이차를 기록한 것이다 조석의 영향이 큰 대조 때는 하루.

중에도 한강의 수위가 각 지점별로 씩 오1.13m, 1.51m, 1.56m, 1.66m

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해에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

수록 오히려 조석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는 조석영향과 더불어 잠실

수중보 한강으로 흘러가는 각종 하천과 우수 한강수로 폭의 변화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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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날짜 물때

전류 행주대교 한강대교 잠수교 영동대교

최저 최고,

높이차 (m)

최저 최고,

높이차 (m)

최저 최고,

높이차 (m)

최저 최고,

높이차 (m)

최저 최고,

높이차 (m)

5/8 대조 4.99 1.13 1.51 1.56 1.66

5/16 소조 3.05 0.14 0.15 0.11 0.23

5/23 대조 4.25 0.43 0.61 0.66 0.73

5/31 소조 3.11 0.16 0.19 0.15 0.23

표[ 6] 년 월 각 한강 수위측점소별 대조 소조 때의 최저 최고수위 높이차2012 5 , ,

월별 수위변동1.2.

다음은 한강의 월별 수위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표이다 년도에. 2010

전류 행주대교 한강대교 잠수교 영동대교 각 수위관측소에서 측정한, , , ,

자료8)를 활용하였으며 각 날짜의 최고수위와 최저수위 데이터를 그래,

프로 도식화하였다.

8)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문조사연보(2010)』 국토해양부,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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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류의 년 한강수위 감조그래프] 2010

그림[ 18 행주대교의 년 한강수위 감조그래프] 2010

그림[ 19 한강대교의 년 한강수위 감조그래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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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잠수교의 년 한강수위 감조그래프] 2010

그림[ 21 영동대교의 년 한강수위 감조그래프] 2010

위의 그래프를 통해 사리와 조금이 매달 회씩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2

내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년 집중호우. 2010

기간인 월 일 일에 서울시에 약 의 강우가 내렸고 이때에9 9 ~11 220mm ,

모든 수위관측소에서 연중 최고수위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집중호우에 의한 수위변동연도별 집중호우에 의한 수위변동연도별 집중호우에 의한 수위변동연도별 집중호우에 의한 수위변동2.2.2.2.

아래의 표는 각각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각 지구별 침수현황 한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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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원의 연도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시기 자료이다.

표[ 7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각 지구별 침수현황]

출처( : 한강시민공원 재난대비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수자원학회,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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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침수기간
팔당댐 방류량

(cms)

침수된

시민공원지구

잠수교

최고수위

(EL.m)

1992 8.27. 20:00~8.28. 13:00 8,379 반포 6.30

1993 7.14. 01:00~7.14. 09:00 9,398 반포 6.56

1995

7.19 09:00~7.10. 20:00 9,990 반포

12.57
8. 9. 03:00~8.10. 07:00 11,000 반포

8.20. 02:00~8.21. 18:00 13,910 반포 망원 광나루, ,

8.23. 13:00~8.28. 06:00 24,000 전 지구

1996 7.27. 12:00~7.29. 14:00 12,565 반포 망원, 9.09

1997
7. 2. 03:00~7. 2. 15:00 8,069 반포

6.82
8. 4. 22:00~8. 5. 15:00 6,846 반포

1998 8. 4. 11:00~8.19. 09:00 17,704
반포 등 개 지구8

뚝섬지구 제외( )
10.87

1999
8. 1. 08:00~8. 4. 21:30 18,844

반포 등 개 지구8

뚝섬지구 제외( ) 10.93

9.20. 12:00~9.22. 05:00 9,865 반포

2000
8.27. 05:00~8.28. 02:00 8.082 반포

6.77
9.15. 22:00~9.16. 06:00 6,689 반포

2001
7.15. 08:00~7.15. 21:00 10,600 반포

7.64
7.23. 13:00~7.23. 17:00 9,710 반포

2002 8. 6. 10:30~8.10. 17:30 22,062 전 지구 11.57

2006

7.12. 17:00~7.20. 10:00 23,084
개 지구 침수11

선유도 제외( )
11.62

7.27. 17:00~7.30. 09:00 14,581
개 지구 침수10

선유도 뚝섬 제외( , )
12.62

2007 8.09. 21:00~8.10. 12:10 10,060 반포 7.18

2008 7.24. 17:00~7.25. 16:00 16,188 반포 8.69

2009
7.09. 21:00~7.15. 22:50 15,512

반포 망원 광나루, , ,

난지 양화 여의도, ,
9.73

8.12. 11:10~8.12. 22:30 9,506 반포 7.57

2010
9.10. 09:00~9.13. 02:50 9,458 반포 망원, 8.10

9.21. 20:30~9.22. 13:30 9,435 반포 7.23

2011

6.29. 13:20~7.04. 15:20 11,837 반포 망원, 8.39

7.09. 14:00~7.10. 04:00 8,891 반포 7.19

7.14. 21:50~7.15. 17:40 8,499 반포 7.23

7.27. 03:30~7.30. 09:40 17,941
개 지구 침수10

선유도 뚝섬 제외( , )
11.08

표[ 8 한강시민공원 침수 시기]

출처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한강 시민공원의 수리학적 영향 분석( : , 200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및 한강홍수예보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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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표에 의하면 팔당댐 방류량이 에 도달하면 반포한강8,000cms

시민공원이 완전 침수된다 그리고 팔당댐 방류량이 점차 올라갈수록 망.

원 난지 양화 이촌 강서 여의도 잠원 잠실 광나루 뚝섬 선유도 순, , , , , , , , , ,

으로 침수되는데 를 넘어가면 뚝섬과 선유도를 제외한 모든, 16,000cms

한강 시민공원이 일부 또는 완전침수되며 를 넘어가면 뚝섬, 18,000cms

까지 침수되어 선유도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 수면 아래에 잠기게 된다.

년부터 년까지 총 회 한강이 범람하여 거의 매년 반포한1992 2011 29

강 시민공원이 침수되었고 년 년 년 년 년, 1995 , 1998 , 1999 , 2002 , 2006 ,

년도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을 웃돌면서 거의 모든 한강2011 16,000cms

시민공원이 침수되었다.

절 하천생태학절 하천생태학절 하천생태학절 하천생태학4444

하천은 유역에 내린 빗물이 흘러가면서 형성된 생태계로서 고유한 특

성을 지닌다 하천생태계는 수중생태계와 육상생태계 사이에 위치하여.

생화학적 순환기능이 활발하고 생태적 생산성이 높다 물과 땅이 맞닿아.

있는 육수생태계는 강 계류와 같은 유수생태계 호소 연못과 같은 지수, , ,

생태계 그리고 습초지 늪과 같은 습지생태계로 구분된다, , .9) 유수생태계

를 이루는 하천역은 육상생태계와 달리 물가에 위치하고 표고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지하수위가 높고 토양수분 함량이 높다 또한 하천생태계는.

물이 흘러내리는 속성 때문에 습지생태계보다 역동적이며 물이 정체되어

있는 습지생태계와 퇴적물이나 영양물질의 구성이 다르다.10)

9) Odum, E. P., Ecology: A Bridge Between Science and Society, Sinauer『

Associates , Sunderland., 1997』
10) 최정권,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에 따른 식생 재생과정의 평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

논문, 200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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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연속성의 개념하천연속성의 개념하천연속성의 개념하천연속성의 개념1.1.1.1.

미지형 유량 유속 수온 등 하천의 물리적 환경은 상류 중류 하류, , , , ,

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각각의 기능과 생물상도 달라진다 하천연속.

성은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흐름 속에 생성되는 식생 어류 동물 등, ,

의 연속적인 변화를 지칭한다 즉 하천의 흐름과 유사의 상호작용에 의. ,

하여 하천 미지형이 형성되고 다양한 생물 서식처가 형성되는데 생물, ,

은 그 생활사의 각 단계에서 특정 서식처를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서식처 사이를 이동한다 따라서 서식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그 분.

포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11)

그러나 한강과 같이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실시되어 인위적인 교

란이 강의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경우 하천연속성이

구간별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도가 정비되면서 하상지형과 하상.

재료가 균일화되어 어류의 서식 및 이동을 저해하고 있고 둔치와 호안,

이 직강화되면서 식물상의 연속성이 사라져 궁극적으로는 하천생태계가

단순화 되었다.

홍수맥박이론홍수맥박이론홍수맥박이론홍수맥박이론2. (flood pulse concept)2. (flood pulse concept)2. (flood pulse concept)2. (flood pulse concept)

과거에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가 재해의 요인으로 받아들여졌고,

때문에 각종 수방대책이 수립되고 치수사업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수해.

에 대한 방비가 충분히 갖춰진 오늘날에 와서는 그동안 과도하게 축조된

수방 구조물들을 제거하고 과거의 생태적인 하천을 되찾고자 하고 있다.

홍수맥박 개념은 그러한 과정에서 필히 이해해야 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11) 하천복원연구회, 하천복원 사례집 기문당, , 2006, pp.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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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홍수가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고 그

고유성을 부여한다는 이론이다 즉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범람은 하천역.

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범람원상의 동식물은 주기적인 범람에 적응되어 있으며 많은 담수어,

류종은 홍수 때 산란과 부화 그리고 이동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홍수, .

맥박 기능은 하천과 범람원을 서식처로 하는 생물들과 상호작용 하기도

한다 범람이 잦은 하천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결과적으로 생. ,

태적 생산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므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의 수위

변동 속성은 환경정화기능과 생태계 부양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12)

그림[ 22 하천연속성의 개념 좌 와 홍수맥박이론 우] ( ) ( )

출처( : USDA, 1998)

12) 최정권,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에 따른 식생 재생과정의 평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

논문, 2003,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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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식생의 이해하천식생의 이해하천식생의 이해하천식생의 이해3.3.3.3.

하천생태계에서 식물은 일차적인 생산기능 및 토양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분해기능 그리고 서식처 기능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각 구역의.

식생분포는 그 지역의 지형 수계 지하수 기후 등의 환경요인에 영향을, , ,

받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천식생은 목본 초본 외에도 하천에 형성된. ,

독특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습지식물들이 존재한다 올바른 지속가. ‘

능한 한강 백년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천환경에서 나타나는 식생’

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하천에 나타나는 습.

지식물들은 생태계 생산성의 지표로 활용되며 수중의 영양물질들을 보,

유 제거하여 수질을 향상시킨다, .

하천식생의 구조3.1.

생태계의 식생 구조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일정 지.

역의 식물상은 지형 토양 수계 등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

환경이 바뀌면 식생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하천은 유수에 의해 지형.

이 변화하고 계절에 따라 유량이 변하므로 하천식생의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경변화에 따라 식생구조가 달리 나타나므로 하천식생은 분.

포지역의 환경조건을 나타내 주는 환경지표가 될 수 있다.13)

식생의 공간적 분포역과 식물상을 결정하는 인자로 유수와 수위변동,

그리고 지하수위의 수직적 변화가 있다 이들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하천식생을 수생식물역 정수식물역 하원식물역 하반림으로, , ,

구분할 수 있다.

수생식물역은 개방수면과 육상의 중간지대인 연안대에 형성된다 연안.

대의 수생식물은 물위에서 생장하거나 일부가 항상 물에 담겨 있는데,

13) 위의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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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유속과 충분한 광량하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이들은 물속에 서식.

하는 동식물의 서식처로 이용된다.

정수식물역은 물과 맞닿는 호안에 주로 형성되며 강물의 수위변동에

따라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는 영역이다 정수식물들은 뿌리와 줄기의 하.

부는 수중이나 토양층 속에 잠겨있고 줄기와 잎은 수면 위에 노출되있,

다 이들은 강물의 유속을 감소시켜 호안을 보호하기도 하고 수종에 따.

라 물 속의 질소 인 중금속을 정화하거나 와 를 저감하거나, , , COD BOD ,

물의 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PH .

하원식물역은 홍수에 의해 범람된 범람원에 주로 초본류로 구성된다.

지하수에 따른 습한 토양과 주기적인 범람에 내성이 있는 식물종으로 구

성된다 이 지역에는 뿌리가 침수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갯버들과의.

관목 그리고 버드나무 오리나무 등의 교목이 분포한다, , .

하반림은 하천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형성된 수림을 말한다 하반.

림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은 주로 버드나무과의 버드나무류와 사시나무류

로서 성장이 빠른 속성수이면서 수명이 짧다.14)

그림[ 23 지표수 지하수와의 관계에 따른 하천식생 분포역] ,

출처 생태복원을 위한 친환경적 하천 정비에 관한 연구 김창현( : , 2005, )

14) 위의 책,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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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식생의 천이3.2.

하천림의 천이를 정착단계 약한 경쟁배타관계 하층식물 시작단계, , ,

성숙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착단계는 교(Oliver and Larson, 1996).

란 이후 식물들이 정착하는 단계로 아직 공간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약한 경쟁배타단계는 모든 공간이 식물들로 채워지고. ,

크기나 성장속도에서 경쟁력이 강한 종이 다른 식물이 차지하고 있던 자

리를 차지해버림으로써 이들을 배척해 버리고 연령이 같은 개체들 간에,

수직적 층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하층식물 시작단계는 상층부의 나무 일.

부분이 고사하면서 하층부 식물들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들.

식물들은 내음성이 큰 초본류 관목류 등이다 끝으로 성숙단계는 일부, .

교목들이 고사하거나 쓰러져 수관층에 틈 이 생기고 하층부에서 먼(gap) ,

저 시작한 다음 세대가 이 공간을 메우는 단계이다 교란 직후에 들어선.

첫 세대가 죽기 시작하면서 성숙단계는 시작된다.15)

북미 알라스카의 타나나강 범람원의 경우 큰 홍수후 년 동안 천이125

가 진행되었는데 초지 년은 세사토 지반 년 후에는 식생 세사5 (silt) , 7 -

토 년 후에는 버드나무 숲 년 후에는 오리나무 숲 그리고 년이, 10 , 15 , 50

경과한 후에 포플러 숲과 가문비나무 숲 단계가 되었다고 한다(Walker

한편 한반도의 하천역에서는 버드나무류 이후의 식생단계et al., 1986).

가 관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 강우패턴과 지형에 의한 짧은 범,

람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6)

하천식생의 천이는 유수에 의한 지형변화 계절별 강우 지하수위의, ,

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속성을 빗대어 하천,

생태계를 변동수위 생태계 라고 한(fluctuating water level ecosystem)

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태계에 가해진 주기적인 교란은 생태.

15) 김종원 외, 『하천생태학 그리고 낙동강』 계명대학교 출판부, , 2009, p.143.

16) 위의 책,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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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성숙단계를 거쳐 극상이 이르지 못하고 천이 초기단계와 중간단계

를 반복하게 만든다 이러한 천이 과정을 맥박식 안정 준극상.

이라 한다 여기서 준극상은 극상이전의 천(pulse-stabilized subclimax) .

이단계를 의미한다 한편 이런 생태계에 서식하는 식물은 주기적 변화에.

잘 적응하며 높은 순생산성 을 가지기 때문에 경관에서(net productivity)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17)

절 하천지형학절 하천지형학절 하천지형학절 하천지형학5555

자연하천지형자연하천지형자연하천지형자연하천지형1.1.1.1.

그림[ 24] 하천의 평면 형태

출처 모래하천의 식생이입과 물리환경 조사( : ,

우효섭2011, )

하천의 평면 형태는 하천의 단면 하천이 운반하는 토사의 성분 하류, ,

방향의 하상구배 전체 하계망 내에서의 위치 등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하천은 그 평면 형상을 기준으로 직류하천.

17) 최정권,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에 따른 식생 재생과정의 평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

논문, 2003,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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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하천 또는 사행하천 다지하천(straight river), (meandering river),

또는 망류하천 으로 나눌 수 있다(braided river) .

직류하천은 단층선 주절리 등의 지질구조선을 따라 곧바르게 형성된·

하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직류하도에서도 물이 곧게 흐르지 않고 공격면.

에 측방침식이 가해져 하도가 구불구불하게 변형되기 시작하고 일련의,

풀 과 여울 이 곧 발달한다(pool) (riffle) .

곡류하천은 심하게 꾸불꾸불한 하도를 가리키지만 이를 직류하천과

구분하는 데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의로 곡률을 정해

그 기준에 맞으면 곡류하천 또는 미앤더 라고 한다 곡류하천(meander) .

은 물이 흐르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알려졌는데 하류방향의 수,

면경사 하천이 하도에서 벗어나려는 각도 방향을 전환할 때 하천이 소, ,

비하는 에너지 등이 최소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곡류하천 내에서도 굽이.

의 공격면에는 풀 풀과 풀 사이에는 여울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나 하,

상종단곡선이 오르내림을 반복한다 또한 풀과 여울은 평균 하폭의 약.

배 거리를 두고 종방향을 따라 교대로 반복된다5~7 .18)

곡류하천은 크게 감입곡류하천 감입사행하천 자유곡류하천 자유사행( ), (

하천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입곡류하천은 자유곡류하천과 형태가 아주) .

유사하지만 그 생성 과정이 다르다 과거 만곡으로 흐르던 하곡이 지각.

변동으로 융기하여 사행모양을 유지하면서 다시 하방 침식이 시작되어

형성된 하천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등 한반도 산간 지방에서 볼 수 있,

다 이러한 하천의 주위는 충적토가 아닌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 .

곡류하천은 일반적으로 충적 평야상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곡류

하는 하천으로서 넓은 범람원을 관류할 때 나타난다.

망류하천은 하나의 하천이 여러 갈래의 물길로 갈라져 흐르는 경우를

18) 환경부 하천복원 가이드라인 제 장 하천의 개관, , 2002, 1 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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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바 들이 발달하여 물길이 갈라지. (bar)

는데 홍수시에 대부분의 바는 물에 잠기지만 일부 바는 식생의 정착과,

토사의 집적으로 높아져 수면 위에 남는다 망류하천은 하천 양안의 퇴.

적층이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침식에 약하고 따라서 수심에 비해

하도의 너비가 매우 넓게 형성되는 경우에 잘 발달한다.

그림[ 25 분류에 의한 구하도 형성과정]

출처 우리나라 구하도의 유형과 분포 특성 이광률( : , 2011, )

유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과정을 통해 구하도가 형성될 수 있는데

하도내에 사주가 형성되어 유로에 분류가 발생하고 이후 한쪽의 유로에,

퇴적작용이 집중되어 입구가 막히면 하천의 작용이 둔화되면서 구하도로

변모한다 하천의 작용이 중단된 구하도의 대부분은 유수가 정체되면서.

내륙 습지 또는 담수 습지로 발전한다 이러한 습지는 물의 저장소 홍. ,

수완화 침식 조절 지하수 충전 및 배출 물의 정화 영양소 보유 오염, , , , ,

물질의 잔류 등의 기능을 통해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9) 초기의 구하도는 호소와 같은 형태의 습지를

이루며 홍수 시에는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구하도로 유수가 유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 또는 연 변화는 높은 안정성과 비옥도가 높은.

생태계를 구성한다.20)

19) 환경부, 습지를 찾아서『 환경부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UNDP/GEF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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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한강은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충적평야지대인 서울을 거쳐 서

해로 흘러나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입곡류하천 자유곡류하천 망류하, ,

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 내 한강은 본래 자유곡류하천으로써.

지금의 잠실인 부리도와 여의도와 같은 하중도 및 구하도를 생성하고,

본류 주변에 자연제방 배후습지 등이 발달했었다 지금은 비록 유로가, .

직강화되고 댐 수중보가 건설되면서 그 특성을 소실했지만 항공사진을, ,

통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한강과 서해 합류지점의 망류하천 좌 서울시 한강의 자유곡류하천] ( ),

의 흔적 중 강원 산간지역 한강 지류의 감입곡류하천 우( ), ( )

하천의 침식 및 퇴적하천의 침식 및 퇴적하천의 침식 및 퇴적하천의 침식 및 퇴적2.2.2.2.

곡류하천은 바깥쪽의 침식과 안쪽의 퇴적으로 인해 유지된다 여기서.

퇴적은 하천의 하류 및 측면으로 이동하는 우각사주에서 주로 일어나는

데 이는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하도의 밑바닥은 홍수기에만 이동.

되는 조립질 잔류 퇴적물이 깔려있다 잔류 퇴적물의 상부에는 밑짐으로.

운반된 사질 퇴적물이 놓인다.21)

20) Odum, E. P., Ecology: A Bridge Between Science『 and Society, Sinauer

Associates , Sunderland., 1997』

21) 조성권 이철우 손영관 황인걸 퇴적학 도서출판 우성, , , . (Sedimentology) , , 1995, p.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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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곡류하천의 지형과 퇴적 작용을 나타낸 그림

출처 퇴적학( : , 1995)

이러한 퇴적작용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연중 퇴적물의 가60~80%

홍수기에 운반된다 우리나라 하천은 일반적으로 흙과 모래의 퇴적으로.

하상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하상기복이 대단히 복잡하며 일, ,

정구간의 퇴적구간과 침식구간이 교대로 생성되기도 한다 한강의 중. ,

상류에 비하여 하류는 그 유로가 비교적 짧은 편이며 하류에는 일반적으

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한강의 중 하류는 비교적. ,

물의 흐름이 완만하여 물길의 변화와 모래 흙의 퇴적작용이 심하여 비,

옥한 평야와 자연적인 제방 및 여의도 밤섬 노들섬과 같은 하중도를, ,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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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생태하천 사례절 생태하천 사례절 생태하천 사례절 생태하천 사례6666

하천 생태복원 사례하천 생태복원 사례하천 생태복원 사례하천 생태복원 사례1.1.1.1.

양재천 한국1.1. ( )

양재천 우면동 구간에 적용된 기본 원칙은 첫째로 저수로의 만곡을

하천 폭의 배 반격으로 설치하며 저수로의 단면을 비대칭으로 만드2~3

는 것이었고 둘째로 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자연 하도, .

의 형태인 만곡을 재현하기 위해 하도의 형태를 구불구불하게 변경하였

고 비오톱을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

자연형 수질정화시설로 상향류식 자갈접촉 산화시설 자유수면 습지 자, ,

갈여과 습지가 적용되었다.

이후의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 서식처가 조성되어 공법 적용

전에 비해 더 많은 종류와 수의 생물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목 또는.

키가 큰 식물군락이 조성되어 쇠오리가 우면동 구간을 월동지로 이용하

고 있었고 여울 상하류에서 저서무척추동물이 발견되고 특히 하천회복, ,

을 증명하는 하루살이류가 채집되기도 하였다 자연형 수질정화시설중.

상향류식 자갈접촉 산화시설은 약 500m3 의 오염수의 와 을/day BOD SS

제거하는 결과를 보였고 자유수면 습지와 여과 습지는 와40~70% , BOD

뿐만 아니라 과 의 제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S T-N T-P .

그림[ 28 상향류식 자갈접촉 산화시설 좌 자유수면 습지 중 자갈여과 습지] ( ), ( ),

우 출처 하천복원 사례집( ) (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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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 복원사업 이후 여러번의 홍수로 인해 유사의 퇴적이 발생하여

지형이 변형되었고 일부는 인공 사주를 조성하였는데 퇴적이 진행되어,

하안에 붙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22)

그림[ 29 양재천의 하도 변화 년 좌 년 우] . 1999 ( ), 2006 ( )

출처 하천복원 사례집( : , 2006)

영국1.2. Cole River ( )

콜강은 년부터 년까지 복원사업이 수행되었고 복원지역은1994 1997 ,

영국 템즈강에서 정도 떨어진 에 위치한 구간으로6km Coleshill 2km

홍수터는 폭 이상 경사는 약 이다 이곳은 제분소로 인해400m , 1/1,300 .

직강화되었으며 년대 경작지의 홍수저감을 위해 깊이를 깊게 하고, 1970

하폭을 확장하였다 복원구간 중간에 위치한 제분소 상류 쪽은 하천을.

옛지도에 나타난 대로 원래의 물길을 따라 재조정하고 주변 홍수터의,

범람을 허용하였다.

22) 하천복원연구회 하천복원 사례집 기문당, , , 2006, pp.14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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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콜강 자연형 공법 적용 전 좌 후 우 모습] ( ), ( )

출처 하천복원 사례집( : , 2006)

이 사업은 준설된 전원하천과 홍수터 구간을 홍수조절 및 생물2km

다양성의 관점에서 복구하였고 구하도의 흔적을 이용하여 하도습지를,

조성하고 직강화된 하천선형을 다시 사행으로 복원하였다.

직강화된 하도를 사행하도로 복원한 직후 홍수는 강한 하도 형상 변

형을 가져왔다 강턱 절벽면이 침식되고 웅덩이가 세굴되었으며 자갈여. , ,

울이 형성되고 모래 사주가 퇴적되어 구간 내에 바람직안 자연특성이,

생성되었다 새로 형성된 사행은 버드나무 사이에서 가시적으로 두드러.

지며 새로 형성된 하도습지는 복원된 하천의 경관적 친수성과 생태학적

가치 모두를 개선하였고 모래톱에서는 백조가 둥지를 튼 것을 확인하였

다.23)

그림[ 31 사행 공사중인 콜강 좌 사행복원된 콜강 상류 중 하류 우] ( ), ( ), ( )

출처 하천복원 사례집( : , 2006)

23) 하천복원연구회 하천복원 사례집 기문당, , , 2006, pp.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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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1.3. Kraehenbach River ( )

크레헨바흐강은 산지형 하천으로 년에 거의 직강화되었고1860~1870 ,

하상 및 하안은 생물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었다 많은 보.

가 설치되어 하천의 연속성이 두절되고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수온상승

과 부영양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천의 생태성과 연속성을 회복하고.

자 년에 걸쳐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1991~1995 .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하여 폭의 부지를 확보하고 하도사행20~30m

을 계획하였다 또한 하안의 기울기는 만곡부의 내부는 로. 1:1.5~1:2.5

하고 완사면은 으로 설계하였다1:4~1:10 .

그림[ 32 크레헨바흐강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전 좌 후 우 모습] ( ) ( )

출처 하천복원 사례집( : , 2006)

자연형 하천복원 식물상 및 식생 모니터링 결과 년 홍수에 의한1993

큰 유사이동으로 많은 선구식물24)류가 출현하였고 특히 정수역에서는,

갈대 갈풀 사초류 및 다년생 초화류가 면적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또, , , .

한 수심이 낮은 곳에는 미나리류의 서식이 크기 늘어났다 지형적으로는.

모래 및 자갈 사주 등이 출현하여 다이내믹한 하상과 하안의 변화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5)

24) 척박한 환경에 맨 처음으로 이입되는 식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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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생태수변 사례도심 생태수변 사례도심 생태수변 사례도심 생태수변 사례2.2.2.2.

스웨덴2.1. Hammarby Sjöstad Waterfront ( )

그림[ 33 하마비 허스타드의 전경 좌 와 생태수변 경관 우] ( ) ( )

출처( : http://bygg.stockholm.se/hammarbysjostad)

스웨덴의 하마비 허스타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의 대표적인 사례

로 손꼽히며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남쪽으로 약 떨어진 지역5km

에 있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 하마비 호수 주변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 1

기 시작하였으며 년 스톡홀름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마, 1992

비 호수 주변 지역을 주거단지로 재개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의 친수 자원 순환형 생태학적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 .

하마비 허스타드 지역은 수변공간과 녹지축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경

관을 확보하고 자체 하수처리 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확보를 통해 물질

과 에너지의 순환을 도모하였다 수변공간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우수.

를 활용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해변에 면한 지리적인 특징을 이,

25) 하천복원연구회 하천복원 사례집 기문당, , , 2006, pp.5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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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단지를 배치하고 도시안에 해수를 정화한 물을 이용해서 비오톱

을 형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공원 녹지 산책로의 네트워크가 실현되어. , ,

있으며 수변으로 접근하는 동선 주변에 기존의 갈대와 덤불들이 해안을,

따라 남아있는 등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있다 자작나무가 수변에 아름.

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암석과 참나무림이 수변 경계를 이루고 있

다.

중국2.2. Yinzhou Central River ( )

그림[ 34] 마스터플랜Yinzhou Central River Transformation

출처( : http://www.turenscape.com)

는 중국 의 지역의 중심으로Yinzhou Central River Ningbo Yingzhou

수 백년에 걸쳐 관개 및 배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부 해안의 전

형적인 몬순기후 영향을 받는다 이 강은 한때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

였고 레크레이션 문화 활동 시민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급속, , ,

한 산업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직강화된 후 도심의 하수구의 역할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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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적은 예산과 한정된 공간 그리고 홍수 통수단면을 유지해야하는 제약,

조건 때문에 큰 지형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비용을 절감하고 호안.

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제방의 상부를 제거하고 하부 기초는

유지하였고 그로 인해 최근에 식재된 나무들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연, .

꽃이 성장하고 구근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강둑을 조정하였다 연.

꽃이 무성하게 둘러싸인 습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

를 설계하였고 벤치가 펜스역할을 대신하게 하였다, .

그림[ 35 하도 변경 전 상 후 하 단면도] ( ), ( )

그림[ 36 연꽃 습지 사이로 데크 산책로 및 쉼터가 조성된 모습]

출처( : http://www.turensca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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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2.3. Punggol Promenade ( )

싱가폴의 풍골 수변산책로는 싱가폴 도시재개발 부서의 의뢰를 받아

에서 설계를 맡아 년에 완공되었다 총 길이는LOOK Architects 2012 .

로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의 특징에 맞는 컨셉을 부여하4.9km 3

였다.

상류 구간 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열린1.2km (Punggol Point Walk)

경관으로 주로 계획되었고 일부구간은 모래사장을 잘 보존하여 시민들,

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중류 구간 는 생태. 2.4km (Nature Walk)

적으로 조성된 호안과 초화류가 식재된 둔치 사이로 동선을 계획하고,

중간에 쉼터와 전망대 및 낚시터 등을 조성하였다 하류 구간. 1.3km

는 각종 벤치 전망대 그리고 벼과 초본인 띠의 모습(Riverside Walk) , ,

을 모방한 조명등을 계획하여 주변 도시맥락적 수요를 더 받아들여 시민

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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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의 마스터플랜 좌 와 각 구간 조성 사진 우] Punggol Promenade ( ) ( )

출처( : http://www.archdaily.com/243021/punggol-promenade-look-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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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강 둔치 설계의 기본 방향제 장 한강 둔치 설계의 기본 방향제 장 한강 둔치 설계의 기본 방향제 장 한강 둔치 설계의 기본 방향3333

절 하천식생 극대화절 하천식생 극대화절 하천식생 극대화절 하천식생 극대화1111

하천식생 특성연구하천식생 특성연구하천식생 특성연구하천식생 특성연구1.1.1.1.

지반고가 높은 하천변의 둔치는 침수빈도가 줄어들면서 건조한 상태

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어 하천생태계와 무관한 환경이 형성된다 또한.

평탄한 인위적인 횡단면으로 인해 하천 생태계가 단순화된다 자연적으.

로 형성된 하도변 홍수터는 주기적인 침수에 따라 생물의 양호한 서식환

경이 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 생물서식기반 형성을 유도한다 따라서 호.

안부에 인접한 둔치의 면을 낮추어 통수단면에 여유를 주면서 수제부도

넓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반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26)

식물 생장에 있어서 토양수분은 필수요소인데 일반적으로 토양수분은

지하수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는 포플러나무와. Amlin & Rood(2002)

지하수위와의 관계를 실험하였는데 깊이 의 구덩이를 파고 지하수위5m

를 로 낮춘 결과 노쇠현상과 낙엽이 생긴 반면에 정상의 경우 정상2.5m

적으로 낙엽이 생겼다.27) 하천수위는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위

의 강하는 식물생육의 저하를 초래한다.28) 또한 지형변화에 토양수분이

영향을 받는데 지표면이 낮아지면 지하수위와 가까워지므로 토양수분이

커져 식물생장이 유리해진다.

하천 식생은 하천의 지형 토양 수환경 등 환경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

갖는데 식생의 공간적 분포역과 식물상을 결정하는 인자는 유수와 수위,

26) 환경부, 하천복원 가이드라인 ,『 』 2002

27) Amlin & Rood, Comparative tolerances of riparian willows and cottonwoods to water『

table decline , Wetlands22(2), 2002』

28) 우효섭, 모래하천의 식생이입과 물리환경 조사 하천복원기술개발연구단, ,『 』 2011, p.99.



- 50 -

변동 지하수위의 수직적 변화라 하였다, .29) 또한 자연적 인위적 교란의,

영향으로 발생된 하천변의 미세지형은 식생분포에 영향을 주는데 하천,

의 지형학적 인자와 식생종수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에 따르면 종단경사,

도와 횡단경사도가 낮을수록 식물종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

다.30) 또한 자연발생적인 정수식물 형성을 유도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완경사 호안부를 확보하여 수위변화에 접하는 호안 부위를 넓혀서 정수

식물의 발생하기에 용이한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하폭이 넓은 구간에서,

는 얕은 만이 형성되도록 하여 하천 생물 부양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31)

29) 최정권,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에 따른 식생 재생과정의 평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

논문, 2003, pp.118

30) 횡단경사의 값과 출현식물종수와의 상관관계가 선형인 것으로 밝혀져 횡단경사가 낮을수log ,

록 식물종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할 것. .

이광주 김태균 심우경, , , 하천의 지형학적 인자와 식생종수의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

30(3), 2002, p.82.

31) 환경부, 하천복원 가이드라인 ,『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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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의 표고 및 경사도 하향둔치의 표고 및 경사도 하향둔치의 표고 및 경사도 하향둔치의 표고 및 경사도 하향2.2.2.2.

선행 연구에 의하면 둔치의 표고를 낮추면 홍수맥박이론에 의해 하천

생태계가 풍부해질 수 있으며 지하수위에 가까워짐으로써 토양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 식물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호안의 경사도를 낮.

춤으로써 정수식물을 발생시키고 식물종 수를 높게 할 수 있다, .

한편 한강은 서해 조석영향으로 변동하는 수위의 조차가 뚜렷하고 규

칙적이므로 일별 월별 최고수위와 최저수위를 기준으로 둔치의 표고를, ,

조정하면 매달 수 십 차례씩 범람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

조차 내에서 최대한 완경사로 지반을 다지면 범람되었다가 물이 빠지기

를 반복하는 표면적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천 생물 및 정.

수식물들이 풍부해지면서 한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경관개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그림[ 38 기존의 한강 둔치 표고 하향 및 완경사면 조성 개념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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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기준 설정경사도 기준 설정경사도 기준 설정경사도 기준 설정3.3.3.3.

호안 설계시 경사가 너무 급하면 유수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

자칫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공석철망 등의 공법을 도

입하여 사면을 안정화시킨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향하는 자연에 의한.

지형변화 식생천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인위적인 공법을 지양,

하고 완경사면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강에서 공법이 적용되.

지 않거나 가벼운 식생매트정도만 도입된 자연토사가 몇 도의 경사로 유

지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강서습지생태공원과 난지한강공원의 자연

호안구간을 답사하고 호안의 경사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한강종합개발사.

업 당시에도 저수호안 콘크리트 호안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며 세,

월의 흐름과 함께 뻘이 자연스럽게 퇴적되고 식생이 자란 곳이다.32)

강서습지생태공원 호안경사 조사3.1.

강서습지생태공원은 년도에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습2002

지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년도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생. 2008

태공원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때 한강 수면과 접하는,

호안을 훼손하지 않은 채 유수형 수로를 정비하고 하중도 조성 조류, ,

관찰대 및 진입데크 목교 등을 조성하였다 측정지점 강서 과 강서, . ‘ -1’ ‘

는 년도 이후에 조성된 수로의 호안으로 식생매트가 도입되었으-2’ 2008

며 강서 은 한강종합개발사업 이전부터 자연호안으로 유지된 지역이, ‘ -3’

다.

32) 석승우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구간의 식생 구조 특성 연구, , 2012,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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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강서습지생태공원 호안경사 측정지점]

강서-1

호안 경사: 8~9°

식생매트 하부 토사가 일

부 침식되고 수로에 뻘이,

퇴적되면서 호안 경사가

수로 조성시 보다 완만해

졌음

강서-2

호안 경사: 9~10°

식생매트 하부 토사가 침

식되고 있으며 호안 경사,

가 점차 완만해지면서 안

정화되고 있는 단계임

강서-3

호안 경사: 6~7°

주로 진흙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지반이며 호안에,

다수의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음

표[ 9 강서습지생태공원 호안경사 측정지점 현황사진 및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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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결과 년 이후에 조성된 유수형 수로의 경우 식생매트가 도2008

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사가 침

식되면서 자연이 유지할 수 있는

경사로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답사구.

간의 호안은 대부분 뻘이 퇴적된

진흙지반이었는데 지반이 안정된

강서 지점의 경우 호안 경사가‘ -3’

로 전체 답사구간중 경사가6~7°

가장 완만하였다.

난지한강공원 자연호안구간 호안경사 조사3.2.

난지한강공원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년도에 마리나 유2009 ,

람선선착장 강변물놀이장 캠핑장 수변생태학습센터 등이 조성되었다, , , .

하류의 하중도에는 자연 퇴적호안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구간은 한강르

네상스사업 이전부터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존치되어 있다 호안 경사.

측정지점 및 호안 경사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 난지한강공원 호안경사 측정지점]

그림[ 40 식생매트 지반 토사의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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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1

호안 경사: 9~12°

굵은 자갈과 모래가 혼재

되어 있어 인접한 모래사

장 호안보다 다소 경사가

급함

난지-2

호안 경사: 8~9°

고운 모래가 퇴적되어 있

는 모래사장으로 배후에는

장시간에 걸쳐 침식된 토

양의 단층을 확인할 수 있

음

난지-3

호안 경사: 9~10°

고운 모래가 퇴적되어 있

는 모래사장으로 물가에

약간의 자갈이 있음

표[ 10 난지한강공원 호안경사 측정지점 현황사진 및 경사도]

난지한강공원은 자연호안구간은

강서습지생태공원과는 달리 모래,

자갈로 구성된 모래사장 호안이며

배후에 모래사장이 끝나는 지점에

서 원지반이 침식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한강 유수에 의한 침.

그림[ 42 자연에 의해 침식된 원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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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장시간에 걸쳐 자연이 유지할 수 있는 호안 경사가 만들어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강서습지생태공원과 난지한강공원의 자연호안구간 답사를 통

해 자연호안의 경우 유수의 흐름과 수위변동에 따라 침식 퇴적이 일어,

나고 이로 인해 점차 자연이 유지할 수 있는 호안 경사가 자동적으로 조

성되고 안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연호안의 경사 측정을 통해 호.

안의 토질 입자가 굵을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진흙 호안 강서 은 약 모래사장 호안 난지 난지, (‘ -3’) 6~7°, (‘ -2’, ‘ -3’)

은 약 모래자갈 호안 난지 은 약 로 측정되었다8~10°, (‘ -1’) 9~12° .

절 자연의 침식 퇴적 유도절 자연의 침식 퇴적 유도절 자연의 침식 퇴적 유도절 자연의 침식 퇴적 유도2 ,2 ,2 ,2 ,

침식 퇴적에 의한 교란과 천이침식 퇴적에 의한 교란과 천이침식 퇴적에 의한 교란과 천이침식 퇴적에 의한 교란과 천이1. ,1. ,1. ,1. ,

하천의 교란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하천

생태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변형 변질되어 단절 절멸되는 것을, , , ,

말한다 자연적 교란의 요인으로는 홍수 가뭄 태풍 산불 산사태 등이. , , , ,

있으며 인위적 요인은 토지이용 하천정비 골재 치취 등이 있다 교란, , , .

된 하천 식생의 복원은 하천생태계의 단계적 교란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복구해야 하며 하천생태계의 교란이 하천지형의 교란에서 비롯되었듯이,

하천지형 형성과정의 이해를 통해 교란된 지형기반의 복구가 선행되어야

한다.33) 자연하천에 가까운 지형복구가 이루어지면 후속적으로 생태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하천생태계가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것이다.34)

하천의 천이는 유수생태계의 역동성을 반영한다 하천에서는 퇴적에.

33) 환경부, 하천복원 가이드라인 ,『 』 2002

34) 도곡, 하천환경 보전 복원 녹도출판회, , ,『 』 2003,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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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사주부에서 일차 천이에 의하여 식생 변화가 이루

어지거나 교란에 의하여 기존의 식생이 파괴되면 이차 천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차 천이를 유발하는 교란에는 홍수 수로 변경 불 등의 자연. , ,

적인 것과 절취 굴착 등의 인간에 의한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육상식, .

생의 천이는 일년생초본 다년생초본 관목림 양수림 음수림의- - - -

순으로 진행되지만 하천 수변부에서는 반복되는 홍수에 의하여 식생이,

주기적으로 교란되어 극상으로 발전하지 않고 천이 초기와 천이 중간 단

계를 반복한다.

자연 상태의 충적하천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하천의 수리 형태 유사, ,

특성이 정교하게 조정되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하천은 기록적인.

홍수에 의해 그 기하 형태가 바뀌어도 곧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온다 홍.

수가 너무 커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 올 수 없을 만큼 형태가 변하는

경우 새로이 형성된 조건에서 평형을 유지한다 충적하천에서 외부 변화.

에 대해 하천의 형태를 스스로 바꾸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을

하천의 자기조정 또는 하천 반응 이(self-adjustment), (river response)

라 한다 그러므로 하천에서 홍수 교란이 감소하거나 항상 일정한 강도.

로 일어나면 다른 단계로 천이가 일어나서 하천 고유의 특성을 잃게 된

다.35)

둔치에 자연의 하천유형 적용둔치에 자연의 하천유형 적용둔치에 자연의 하천유형 적용둔치에 자연의 하천유형 적용2.2.2.2.

퇴적 침식 작용에 의한 자연 교란 유도를 위해 자연하천유형을 도입,

한다 한강 둔치의 표고를 조석 영향범위로 낮추고 소하천을 조성한다. .

만조시 한강 수위가 올라 소하천이 물이 흘러가면서 퇴적 침식 작용이,

35) 환경부, 하천복원 가이드라인 ,『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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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이에 따라 곡률이 올라가 사행할 수 있도록 한다 때때로 대, .

조시 혹은 여름철 홍수시에 전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물길이 크게 변하면

서 구하도가 생겨나거나 하중도가 변형된다 물길이 변하면서 생태계에, .

교란을 초래하고 하천의 자기조정에 의해 새로운 지형에 적응하며 천이,

의 초기와 중간 단계를 반복하게 된다 새로이 생성되거나 변형된 구하.

도 및 하중도는 그 자체로 담수가 유입되고 한강물이 차고 빠지기를 반,

복하면서 초기 생태계를 재형성 한다.

그림[ 43 둔치에 자연하천유형의 소하천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에 의한 퇴적] ,

침식 그리고 교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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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수위별 식재설계절 수위별 식재설계절 수위별 식재설계절 수위별 식재설계3333

한강의 자생수종 연구한강의 자생수종 연구한강의 자생수종 연구한강의 자생수종 연구1.1.1.1.

김상근 은 한강변 자연호안 둔치와 인공호안 둔치의 식생을 비(2003)

교하였는데 자연호안의 경우 자연성이 높은 습윤지성 자생초본 우점군,

락의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공호안 지역에서는 건저,

지성 자생초본이 우점하는 군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

연퇴적지는 갈대 버드나무 물억새 등이 우점하였고 인공제방에는 참새, , ,

귀리 망초 등의 귀화식물이 우점하였다, .36)

배정희 는 자연형으로 정비된 호안에서는 달뿌리풀 갈풀 쇠뜨(2004) , ,

기 등 습지석 식물의 군락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호안의 경우 큰비짜루,

국화 환삼덩굴 등의 귀화종과 강아지풀 등 건조지성 초본이 주로 분포,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둔치가 있는 경우 단풍잎돼지풀 큰비짜루국화. ,

등 귀화종이 우점하였다.37)

석승우 는 한강의 자연호안과 공법이 도입된 자연형 호안의(2012) ‘ ’ ‘ ’

지형과 식생구조를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여 호안식생의Belt-transect

종 우점도 군도 등을 분석하였다 자연호안은 습지성 식물이 주요 식생, , .

을 이루고 있었으며 자연형 호안은 인위적으로 식재한 갈대가 물억새가,

생육하고 일부지역에 외구 건조지성 식생이 침투하여 번식하고 있었다.

이중 자연호안의 식생종을 보면 강서의 경우 수면에서 둔치방향으로

줄 흰명아주 벌사상자 흰갈풀 꽃마리 개망초 갈퀴덩굴 참새귀리 토, , , , , , , ,

끼풀 환삼덩굴 팽이사초 갈대 큰비짜루국화 물억새가 차례로 우점종, , , , ,

36) 김상근, 한강변 호안구조의 차이에 따른 둔치의 생태 특성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2003, p.117.

37) 배정희, 도시하천의 횡단지형구조 및 호안구조에 따른 식생분포 특성과 식생도입 방안『

서울시 도림천 방학천 성내천 양재천을 사례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 , ,』

2004,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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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육하고 있었고 난지의 경우 물쑥 쇠별꽃 개밀 개망초 흰갈풀, , , , , ,

속털개밀 다닥냉이 개망초 뚝새풀 물억새 개피 냉이가 우점하고 있, , , , , ,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8)

각 수위별 식재수종 전략 확립각 수위별 식재수종 전략 확립각 수위별 식재수종 전략 확립각 수위별 식재수종 전략 확립2.2.2.2.

한강의 자연호안에서 자생하는 수종연구를 통해 각 영역별 식재설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낮아진 표고와 소하천의 도입으로 하원식물 정수식. ,

물 수생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하고 보다 다이내믹한 경, ,

관을 연출한다.

그림[ 44 조석영향에 의한 한강둔치 수위별 식재 전략]

38) 석승우,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구간의 식생 구조 특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2012, pp.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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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시민이용 활성화절 시민이용 활성화절 시민이용 활성화절 시민이용 활성화4444

수위변동을 고려한 다층적 동선체계수위변동을 고려한 다층적 동선체계수위변동을 고려한 다층적 동선체계수위변동을 고려한 다층적 동선체계1.1.1.1.

한강의 수위변동을 분석하여 침수 영역 및 침수 횟수를 기준으로 동

선을 계획한다 주요 동선은 만조수위 이상으로 설계하여 여름철 집중호.

우기간을 제외하고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수면 데크 및 교각 등,

은 년주기 홍수위 이상으로 조성하여 홍수시 유속에 의한 피해를 최1~5

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일부 수시로 침수되어도 문제가 없는 동선은 만.

조수위 평수위 높이로 설계하여 시민들이 물가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생태경관 프로그램 도입생태경관 프로그램 도입생태경관 프로그램 도입생태경관 프로그램 도입2.2.2.2.

현재의 한강둔치는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둔치의

오픈스페이스는 평상시 혹은 이벤트시의 시민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의 시민 수요 및 그에 따른 필요 오픈.

스페이스 면적을 분석하여 여유 공간을 생태적 공간으로 치환할 수 있

다 그렇게 둔치의 레벨을 하향하고 하천을 유입시키면서 늘어난 생태공.

간을 시민 생태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자연적으로 퇴적이 일어나는 호.

안 및 완경사의 호안을 따라 물가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여 시

민들이 한강물을 직접 만질 수 있게 하며 둔치 상부에 산책로 및 전망,

데크 등을 도입하여 자연생태계 및 자연호안에 서식하는 조류 등을 목격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호안과 강물의 경계를.

목격함으로써 수위변동에 대한 생태계의 반응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필.

요 이상의 오픈스페이스를 생태적 공간으로 바꾸면서 시민들에게 풍부한

생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공원으로서의 한강 둔치 이

용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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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상지 분석제 장 대상지 분석제 장 대상지 분석제 장 대상지 분석4444

절 대상지 개요절 대상지 개요절 대상지 개요절 대상지 개요1111

대상지 위치 및 규모대상지 위치 및 규모대상지 위치 및 규모대상지 위치 및 규모1.1.1.1.

설계의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강시민공원으로 한다.

면적은 약 498,000m2 구간 길이는 약 둔치의 폭은 약, 2.3km,

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의해 약 억원의 예산을 들160~230m . 630

여 시민공원으로 재조성하여 년에 공사 완료하였다2009 .

그림[ 45 설계대상지 위성지도]

그림[ 46 설계대상지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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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도입시설대상지 도입시설대상지 도입시설대상지 도입시설2.2.2.2.

대상지 시설조성 현황2.1.

그림[ 47 반포한강 시민공원 계획도 출처 한강사업본부] ( : )

우선 대상지 내를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상행 하행 그리고 보도로 구, ,

성된 폭의 동선축이 대상지 중앙을 구불구불하게 가로질러가고 있12m

다 이 동선축을 기준으로 남쪽은 주차장 및 운동장 주민운동시설이 조. ,

성되어 있고 북쪽은 달빛광장 단지광장 야외무대 수변 스탠드 등이, , , ,

조성되어 주로 시민의 휴식 및 한강조망 행위가 일어난다.

그림[ 48 대상지를 폭으로 가로지르는 동선체계 단면도] 12m

출처 한강사업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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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포장재 분석2.2.

포장 재질을 보면 우선 올림픽대로와 반포한강 시민공원으로 진입하

는 진입로 공원내부 순환도로 자전거동선 및 주차장 주차구획선 내부는, , (

고압잔디블럭 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다 잠수교 주변에 있는 달빛광장은) .

화강석 판석 및 고압블럭으로 포장되어 있고 반달모양의 마운딩은 완경

사측은 녹지로 급경사측은 철평석 붙임으로 시공되어 있다 그 외의 특, .

별한 시설이 없는 공간들은 모두 잔디광장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림[ 49 대상지 포장재 현황]

오픈스페이스 이용현황 분석2.3.

대상지 전체 면적(498,000m2 중에 오픈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면적은)

약 323,000m2 광장 잔디 주차장 운동장 보행로 자전거도로 포함 이( , , , , , )

다 비수기에는 대체로 한적하며 여름철 성수기 월 저녁시간대에. , (7~8 )

많은 사람들이휴식을 취하거나 달빛무지개 분수를 관람하러 모여든다‘ ’ .

서울 디자인 올림픽 서래섬 유채꽃 축제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도 인‘ ’, ‘ ’

파가 생기지만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때는 남아공월드컵 응원‘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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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반포한강 시민공원에 최대인파가 모인 날 약 만 명이 군집13

하였다39) 이 때 야외 스크린 개소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주여 모였던. 3

반포대교 서측 오픈스페이스의 면적은 약 47,000m2으로 전체오픈스페이

스 면적의 약 에 해당한다 여름철 성수기와 이벤트시에 주로 사람14% .

들이 모여드는 특징과 그 때의 인파 및 필요 오픈스페이스 면적을 파악

해본 결과 생태둔치 조성으로 인해 현재의 전체 오픈스페이스 면적을 줄

여도 기존 이벤트시의 인파를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50 전체 오픈스페이스 면적과 최대 이벤트시의 가용 면적]

대상지 연계개발 요소2.4.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의해 대상지와 연계되어 개발이 이루어진 요소

로 반포대교 달빛무지개 분수 잠수교 보행환경 개선 세빛둥둥섬 플로팅, , (

아일랜드 이 있다 달빛무지개 분수는 대의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한강) . 44

물을 퍼 올려 반포대교 양쪽에서 다시 한강으로 분출하는 시스템이며,

39) 월드컵 응원의 새로운 메카로 한강 부상“ ”, 스포츠경향『 』 년 월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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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조명과 음악을 함께 연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잠수교는 기존의 개 차로 중 개 차로를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로. 4 2

바꾸고 차량동선을 자로 변경하여 차량속도를 줄여 보행환경을 개선하, S

였다 세빛둥둥섬은 공연문화시설로 년에 완공되었으나 지속적으로. 2011

위탁 운영자를 찾지 못하여 방치되다 근래에 들어 일부 전망공간을 시민

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그림[ 51 달빛무지개 분수 좌 잠수교 보행환경 개선 중 세빛둥둥섬 우] ( ), ( ), ( )

출처 좌 중( : http://flickr.com( ), http://cafe.naver.com/presspicture/3296( ),

우http://floatingislan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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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대상지 수계 분석절 대상지 수계 분석절 대상지 수계 분석절 대상지 수계 분석2222

대상지 수계흐름대상지 수계흐름대상지 수계흐름대상지 수계흐름1.1.1.1.

대상지 영역의 수계는 한강의 하도 형태를 따라 흘러가고 있으나 둔,

치 및 저수로 지형에 의해 부분적으로 유속의 차이가 있다 대상지인 반.

포지구 일대는 북단의 유속이 남단보다 빠르며 반포한강 시민공원 일대

의 유속은 로 대체로 느린 편임을 알 수 있다1.57~1.84m/s .

그림[ 52 반포지구 한강 수계흐름도 출처 한강사업본부] ( : )

그림[ 53 반포지구 한강 유속분포도 출처 한강사업본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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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수계 공격사면 퇴적사면 분석대상지 수계 공격사면 퇴적사면 분석대상지 수계 공격사면 퇴적사면 분석대상지 수계 공격사면 퇴적사면 분석2. ,2. ,2. ,2. ,

그림[ 54 한강철교 성수대교 구간 한강 횡단면도 평면도상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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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한강철교 성수대교 구간 한강 횡단면도 스케일] ~ ( W:H=1:10)

출처 한강하천기본계획( :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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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한강 남단 하상이 침식되어 주변보다 낮은Section No.2~5

것을 알 수 있고 를 보면 한강 북단 하상이 낮은 것Section No.13~15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수로가 직강화.

된 후에도 여전히 공격사면이 침식되면서 사행하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56 한강철교 성수대교 구간 한강의 퇴적사면과 공격사면 좌] ~ ( ),

반포지구와 이촌지구에 발달한 모래톱을 확인할 수 있는 년도 고지도 우1946 ( )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인 년도의 고지도를 보면 한1946

강의 사행성을 더욱 뚜렷이 목격할 수 있는데 이중 대상지 일대를 보면

반포지구와 반대편인 이촌지구에 광활한 모래톱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에는 공격사면과 퇴적사면에 의한 단면도의 비대칭이 현재.

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한강 수로를 대대적으로 직강화.

하면서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었던 지금의 반포지구와 이촌지구를 넓은

둔치의 형태로 조성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한강 시민공원으로 거,

듭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반포지구 일대 한강의 느린 유속 현재의 한강 하도 분석,

을 통한 공격사면과 퇴적사면의 분포 그리고 과거 모래톱이 형성되었었,

던 역사 등으로 미루어보아 반포지구는 퇴적이 일어나기에 용이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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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상지 범람 일정 분석대상지 범람 일정 분석대상지 범람 일정 분석대상지 범람 일정 분석3.3.3.3.

잠수교 수위측정소의 일별 수위자료와 최근 년간의 집중호우시 팔20

당댐 방류량 및 팔당댐 방류량별 반포지구의 예측수위표를 통해 반포한

강 시민공원의 얼마만큼의 면적이 연중 몇 회 정도 침수되는지 분석하였

다 아래의 단면도는 반포한강 시민공원의 평균적인 표고를 기준으로 작.

성한 개념단면도로서 팔당댐 방류량별 수위 및 발생빈도를 기록한 것이

다 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여 시. 3D Rhino ceros 4.0 3D

뮬레이션을 실행하여 각 수위별로 어느 범위까지 침수되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년 빈도인 팔당댐 방류량 때 거의 대부분의 시. 1 8,000cms

민공원이 침수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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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반포한강 시민공원의 팔당댐 방류량별 수위 및 발생빈도]

평상시

한강수위=> 2.70~4.50m

한강수위가 시민공원의 평

균표고인 미만으로6.5m

만조시 강변 호안 소단

만 침수(3.8m)

년 주기1

팔당댐 방류량 8,000cms

한강수위=> 7.46m

잠수교 차량 통제(6.2m)

반포한강 시민공원 대부분

의 구간이 모두 침수

년 주기10

팔당댐 방류량 23,000cms

한강수위=> 12.49m

올림픽대로 상행선까지 일

부구간 침수

표[ 11 반포한강 시민공원의 팔당댐 방류량별 침수 범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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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대상지 분석절 대상지 분석절 대상지 분석절 대상지 분석3333

대상지주변 도시맥락 분석대상지주변 도시맥락 분석대상지주변 도시맥락 분석대상지주변 도시맥락 분석1.1.1.1.

그림[ 58 대상지일대 녹지 및 건물용도 현황]

출처 한강시민공원으로의 보행 친화적 접근 가로 환경 설계 남지원( : , 2009, )

대상지의 서쪽은 반포동을 가로지르는 반포동과 합류지점으로 녹지가

연결되며 그 하단으로 국립현충원이 위치해 있다 반포동 일대의 건물용.

도를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단지이며 다수의 학교 그리고 복합상업시설,

인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

반포동에서 반포한강 시민공원으로 진입하는 나들목은 개가 있으며3 ,

잠수교로 이어지는 지하도를 통해서도 진입할 수 있다 년도에 지. 2009

하철 호선의 구반포역 신반포역 고속터미널역이 개통됨에 따라 지하9 , ,

철역에서 각각의 나들목까지 약 정도 도보를 통해 접근할500~700m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버스를 이용해서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하.

차하여 접근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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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대상지로의 보행접근로와 주변 대중교통현]

출처 한강시민공원으로의 보행 친화적 접근 가로 환경 설계 남지원( : , 2009, )

대상지 현황 사진대상지 현황 사진대상지 현황 사진대상지 현황 사진2.2.2.2.

대상지 답사 결과 서측 서래섬 달빛광장 일대 의 호안 대부분이 콘크( ~ )

리트로 직강화 된 형태이고 일부구간이 경사로 사석(1,400m) , 1:2~1:3

이 부설되어 있다 반면에 동측은 시민공원 쪽으로 움푹 파인 지(300m) .

형의 호안 중 구간을 경사 구간을 경사로 가공석356m 1:5 , 350m 1:2

철망 공법을 사용하여 조성하였는데 현재 그 위로 퇴적이 많이 진행되어

완경사로 약 를 더 나아가서야 한강물을 접할 수 있다 새로이 형성50m .

된 퇴적지는 주로 뻘 성분에 일부 모래 자갈 알갱이가 섞여있으며 평, ,

탄지에는 습지가 형성되고 물가에는 뻘톱이 형성되어 있다 한강의 파, .

랑에 의해 침식되어 뻘로 구성된 절벽구조의 지형이 물가를 따라 형성되

어 있었고 다수의 까치와 오리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반포한강, .

둔치의 퇴적 가능성과 자연의 자생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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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반포한강 시민공원 현황사진 서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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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반포한강 시민공원 현황사진 동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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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설계제 장 설계제 장 설계제 장 설계5555

절 설계개념절 설계개념절 설계개념절 설계개념1111

대상지내 한강물 유입대상지내 한강물 유입대상지내 한강물 유입대상지내 한강물 유입1.1.1.1.

현재의 수계 흐름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로 한강물이 유입될 수 있도

록 지형을 설계한다 새롭게 유입되는 소하천의 횡단경사를 미만으로. 6°

하여 별도의 공법 적용 없는 자연지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완경사.

의 횡단면은 수생식물 정수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

한 조석영향에 의해 매달 범람하면서 생태계에 주기적으로 교란을 주면

서 새로운 군락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변동수위 생태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62 한강물의 대상지내로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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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성토를 통한 둔치 레벨 조정절 성토를 통한 둔치 레벨 조정절 성토를 통한 둔치 레벨 조정절 성토를 통한 둔치 레벨 조정2. ·2. ·2. ·2. ·

한강물을 유입하기 위해 절토한 토양은 인접지역에 성토하여 기존에

로 조성되어 매년 침수되던 지면의 표고를 올려 공원부지가 년6.5m 1 ~2

년 주기 홍수에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앞서 측정한 한강의 안정화된 호.

안 경사를 기준으로 수위가 수시로 변하는 의 범위의 호안2.70~4.50m

은 경사를 미만으로 조성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만 침수되는6° ,

의 범위의 관목 초화류 식재사면은 경사를 약 로 조4.50~7.50m , 6~11°

성하여 침식에 의한 사면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표고 이상. 7.50m

구역은 주로 시민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범위로 편평한 광장의 경우 약

의 구배를 주어 우수가 한강으로 자연배수 될 수 있도록 하고1° , 5~6°

경사의 완만한 마운딩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들이 힘들이지 않고 올라

갈 수 있게 하고 마운딩의 일부 사면에 석재 스탠드를 조성하여 시민들,

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한다.

그림[ 63 절 성토에 의해 조성된 지형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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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단면도 의 절 성토 및 사면 경사도 스케일] A-A', B-B' · ( W:H=1:2)

호안 자연퇴적 유도호안 자연퇴적 유도호안 자연퇴적 유도호안 자연퇴적 유도3.3.3.3.

반포한강 시민공원 답사결과 둔치 방향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지형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습지대가 형성되고 물가에는 고운모래 뻘( )

톱이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난지한강공원 하류도 오목하게 들,

어간 지형의 물가에 모래사장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강 반포지구의 호안 지형을 오목하게 설

계함으로써 지속적인 퇴적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친. ~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안정된 모래 뻘 톱은 시민들에게 한강물을, ( )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여가공간이 될 수 있으며 한강에 서식하는,

조류들에게는 월동의 장소가 된다.



- 81 -

그림[ 65 한강의 모래사장 퇴적호안 위성사진들 출처 위성지도] ( : Daum )

그림[ 67 호안의 오목한 지형을 통한 퇴적지 형성 유도]

그림[ 66 한강 반포지구 호안의 퇴적지 발달 모습]

출처 위성지도 위성지도( : Daum , 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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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 마운딩둔치 마운딩둔치 마운딩둔치 마운딩4.4.4.4.

마운딩을 통해 한강에 주로 부는 북서 남서 계절풍을 완화시켜 시민,

들이 보다 안락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천 시에는 빗.

물이 조성된 마운딩을 따라 흘러내려감에 따라 자연배수가 되며 홍수시,

에는 마운딩에 의해 유속이 저하되고 부유물을 우회되어 마운딩에 인접

한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시민운동시설 포장의 훼손을 최소화할, , ,

수 있다 또한 홍수후에 쌓인 퇴적물 뻘 이 자연적으로 경사면을 따라. ( )

흘러내려갈 것이며 인력에 의해 제거될 남은 퇴적물 역시 경사면을 따,

라 한강으로 밀어냄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림[ 68 계절풍 완화] 그림[ 69 빗물 한강으로 자연배수]

그림[ 70 홍수시 유속 저하] 그림[ 71 홍수후 뻘 배출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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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별 다이내믹 경관 연출수위별 다이내믹 경관 연출수위별 다이내믹 경관 연출수위별 다이내믹 경관 연출5.5.5.5.

대상지로 유입된 강물 절 성토에 의한 완경사면 조성 퇴적유도호안, · , ,

둔치의 마운딩에 의해 재조성된 반포한강 시민공원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수위에 따라 다이내믹한 경관을 보여주게 된다 공원 이용객들은 달의.

공전에 따라 수위가 변동하는 모습과 이러한 변동수위생태계에 적응해가

는 식생의 천이과정을 물가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홍.

수 후에는 시민공원에 싸인 퇴적토가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며 이후,

의 강우시에 빗물과 함께 한강 또는 소하천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새로운

지형 변화 및 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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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한강 수위별 침수범위 및 강우시 우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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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기본설계절 기본설계절 기본설계절 기본설계2222

동선계획동선계획동선계획동선계획1.1.1.1.

그림[ 73 보행자 자전거 차량 동선체계] , ,

차량은 올림픽대로 및 나들목을 통해 대상지에 진입할 수 있으며 개3

소의 주차장 총 대 주차가능 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이용객은 섬( 651 ) .

주차장 인근의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자전거순환로(1.2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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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돌며 반포의 생태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는.

잠수교 및 도교를 통해 섬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그밖에 초화류 사이로

난 산책로들과 생태호안을 구경할 수 있는 전망데크 등을 이용하여 생태

를 체험하고 공원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간계획공간계획공간계획공간계획2.2.2.2.

그림[ 74 대상지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구분 개념도]

공원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지의 공간을 크게 도시근린공원 공간 한‘ ’, ‘

강 전망 공간 생태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도시근린공원 공간에는 현’, ‘ ’ . ‘ ’

재의 한강 시민공원에 주로 도입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 운동시설 주, ,

차장 자전거대여소 놀이터 산책로 등이 도입되어 있으며 한강 전망, , , , ‘

공간 에는 대상지에 전반적으로 적용된 경사면을 활용하여 물가에 경사’

잔디광장 경사 스탠드 및 광장을 설계하여 많은 인파가 몰려도 한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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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하거나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분수를 구경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생태 공간에는 생태 소하천과 생태 호안을 조성하고. ‘ ’ ,

이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및 육생비오톱 조류서식지 자연퇴적을 유, ,

도하는 호안 등을 조성하여 한강의 생태성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공간

에서 시민들이 한강의 생태를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프로그램 변화프로그램 변화프로그램 변화프로그램 변화3.3.3.3.

그림[ 75 기존 시민공원 프로그램의 변화]

기존의 반포한강 시민공원이 주로 주차장 운동장 편의시설 광장으, , ,

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본 설계안은 대상지 전반적으로 생태호안이.

조성되면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생태의 층위가 다양해지고 둔치와,

호안의 완충지대인 경사면에도 한강 및 생태를 전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도입되어 기존안과 비교해서 오픈스페이스 면적은 줄었지만 시민들이

한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풍부해졌다.

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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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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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종합계획평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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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종합계획평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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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종합계획평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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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감도전체 조감도전체 조감도전체 조감도5.5.5.5.

그림[ 80 한강수위 평수위 때의 조감도] 2.8~3.0m( ) 그림[ 81 한강수위 만조수위 때의 조감도] 4.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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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의한 지형변화 프로세스자연에 의한 지형변화 프로세스자연에 의한 지형변화 프로세스자연에 의한 지형변화 프로세스6.6.6.6.

초기 지형 조성

부대공사를 통해 대상지

내로 한강물을 유입.

전범위에 호안을 완경사

로 조성하며 일부구간에,

는 퇴적을 유도하는 지형

형성.

지형변화 단계1

향후 몇 년에 걸쳐 소하

천에 사행화가 일어나면

서 퇴적 침식이 일어남, .

조석영향 및 집중호우에

의한 지속적인 범람을 통

해 호안에 퇴적작용이 활

발하게 진행됨.

지형변화 단계2

사행에 의해 부수적으로

구하도 하중도가 생성되,

고 변형 소멸을 반복함, .

퇴적지의 지반이 점차 안

정화되고 모래입자가 균

일해짐.

호안의 경계선이 지속적

으로 변화.

표[ 12 지반조성 후 일어날 수 있는 지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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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의 경관변화생태하천의 경관변화생태하천의 경관변화생태하천의 경관변화7.7.7.7.

그림[ 82 생태소하천 조성 초기 조성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천이가 진행] -

되어 식생이 점차 풍부해지고 사면이 안정화됨,

그림[ 83 하천생태계 천이 진행 수년에 걸쳐 천이가 진행되어 다층적 식생] -

구조가 되고 시민들은 완경사 호안 및 물가에서 하천생태를 몸소 체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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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조석에 의한 수위변동 주기적인 만조에 의해 하천생태계의 저수] -

호안이 범람되어 변동수위생태계가 유지되고 시민들은 수위가 변하는 생태계,

를 목격함으로써 달의 움직임 강물 생태계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게 됨, ,

그림[ 85 홍수에 의한 범람 홍수시 퇴적 침식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생태계] - ,

교란이 발생하고 천이단계가 후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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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교란에 의한 천이후퇴 및 지형변화 물길과 지형의 변경으로 기존] -

의 식생이 일부 사라짐

그림[ 87 재천이 진행 새로운 환경에 다시 천이 초기단계의 새로운 식생이] -

유입되면서 재천이가 진행되고 이후 종 다양성이 더욱 풍부한 생태계가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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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식재 포장 시설물계획절 식재 포장 시설물계획절 식재 포장 시설물계획절 식재 포장 시설물계획3 , ,3 , ,3 , ,3 , ,

식재계획식재계획식재계획식재계획1.1.1.1.

한강의 수위변동에 따른 침수 빈도에 따라 하반림 하반림 하원, ,

식물역 정수 수생식물역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 환경에서 자생할, &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한다 식재 표준단면도와 각 영역의 침수 빈도 및.

식재수종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88 식재계획 표준단면도 및 각 수위별 식재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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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식재 평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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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식재 평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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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식재 평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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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시설물 계획포장 및 시설물 계획포장 및 시설물 계획포장 및 시설물 계획2.2.2.2.

포장은 홍수시 파손될 우려가 적은 경화마사토 화강석 판석 황토우, ,

드칩블럭 등의 내구성 소재를 도입하고 데크의 경우 목재 하부에 뻘이

배출되지 못하면 썩을 우려가 있으므로 교각에만 도입한다.

시설물은 홍수시 물이 쉽게 투과될 수 있고 유압을 견딜 수 있는 심

플하고 내구성 소재로 설치한다 또한 막구조 퍼고라 이동식 화장실 등. ,

을 도입하여 비상시에 이동하여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오목한 지형의 돌출부 사면은 유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경사면 이하 에 스톤네트 공법을 도입하여 침식되지 않도록 한다(12° ) .

그림[ 94 스톤네트 사면보강 공법 출처] ( : http://www.etaeha.co.kr)

그림[ 92 포장 사례 이미지]

그림[ 93 시설물 사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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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포장 및 시설물 평면도] 1



- 103 -

그림[ 96 포장 및 시설물 평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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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포장 및 시설물 평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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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공간별 상세계획절 공간별 상세계획절 공간별 상세계획절 공간별 상세계획4444

경사 스탠드 야외광장경사 스탠드 야외광장경사 스탠드 야외광장경사 스탠드 야외광장1. ,1. ,1. ,1. ,

둔치에 조성된 마운딩의 한강측 경사면에 석재 스탠드를 조성하여 공

원이용객이 앉아서 한강을 조망하거나 야외무대의 공연 이벤트를 관람, ,

할 수 있다 석재 스탠드의 규격은 이고 각 스탠드의 간격이. 50x50(cm)

이며 각 스탠드 사이의 폭은 편평한 잔디를 조성하여 사람들이2m 1.5m

편안하게 눕거나 돗자리를 깔고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98 경사스탠드 및 야외광장 단면도]

그림[ 99 경사스탠드 및 야외광장의 부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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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경사스탠드 및 야외광장의 풍경]

수변 잔디광장수변 잔디광장수변 잔디광장수변 잔디광장2.2.2.2.

물가의 경사 잔디광장은 약 의 완경사로 사람이 편안히 앉아서4~5°

쉴 수 있으며 한강을 조망하거나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를 관람‘ ’

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경사면의 상단에는 버드나무를 밀식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잔디광장에 위요감을 제공한다 자연퇴적 호안이 시간이 지나.

모래 뻘 이 퇴적되어 사장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물가에서 더욱 다양한( )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림[ 101 수변 잔디광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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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수변잔디광장 부분평면도]

그림[ 103 수변잔디광장에서 반포대교 분수를 관람하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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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데크전망데크전망데크전망데크3.3.3.3.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생태섬에 서식하는 조류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서측섬에 전망데크를 설치한다 수면 위에 조성된 전망데크에서는 수시.

로 변하는 한강의 수위를 더욱 극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그림[ 104 전망데크 단면도]

그림[ 105 전망데크 영역 부분평면도 평수위시 상 만조수위시 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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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평수위 시 전망데크 전경] (3.0m)

그림[ 107 만조수위 시 전망데크 전경]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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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호안 접근로생태호안 접근로생태호안 접근로생태호안 접근로4.4.4.4.

완경사의 호안을 따라 물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누구든지 편안하게 물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서로서로 얽히며 연결된.

접근로를 거닐면서 하천생태계를 체험하고 조석에 의해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물가에서 몸소 느낄 수 있다.

그림[ 108 생태호안 접근로 단면도]

그림[ 109 생태호안 접근로 부분평면도 평수위시 상 만조수위시 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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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평수위 시 생태호안 접근로의 풍경] (3.0m)

그림[ 111 만조수위 시 생태호안 접근로의 풍경] (4.5m)



- 112 -

초화원 산책로초화원 산책로초화원 산책로초화원 산책로5.5.5.5.

둔치의 초화원에 산책로를 만들고 요소요소에 작은 오픈스페이스

를 만들어 잠시 쉬어가거나 그룹이 소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하(9mx9m)

였다.

그림[ 112 초화원 산책로 단면도]

그림[ 113 초화원 산책로 부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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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초화원 산책로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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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6666

오늘날의 한강은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에 비해 생태적으

로나 시민이용 측면으로나 그 기능 및 이용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채로,

유지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의해 부분적으로 생태호안이 조성.

되고 시민공원이 조성되었으나 생태호안에 적용된 공법과 급한 경사면,

그리고 시민공원에 도입된 각종 포장 시설물 때문에 아직까지도 진정한,

하천생태가 형성되지 못하고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

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원이 주로 한강을 바라볼 수만 있고 생태호안으. ,

로 접근하거나 하천생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설계가 부족하여 시민이

한강에서 생태호안 및 물가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강의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과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오픈스페이스로서 시민들이 한강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안을 수립하고자

한강의 특징을 탐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서해바다와의 지리학적 입지 및.

수중보 그리고 기후 등의 요소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강만이 가진 고유,

한 수위변동의 패턴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생태,

적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상지설계에서는 둔치의 높이를 낮추어 대지와 강물이 접하는 면적

을 극대화하고 호안에서 자연의 스스로에 의해 퇴적 침식이 일어나 천, ,

이와 교란이 반복되어 하천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전.

구간에 적용된 완경사의 자연지반 호안은 한강 자생수종들이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으며 시민이 하천 또는 물가로 접근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

공원 이용객들은 한강에서 하천생태계의 식생 조류 동물들을 직접 목, ,

격하고 물가에서 여가를 보내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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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볼 수 있게 되어 기존의 한강시민공원에 비해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림[ 115 한강의 퇴적사면 둔치 맵핑]

반포 둔치 외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본 연구의 설계안

과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뚝섬 잠실 이촌. , , ,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지구의 둔치 그리고 선유도 노들섬의 호안이, , , , ,

자연 스스로의 힘에 의해 천이와 교란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이

생태적 징검다리 로서 작동할 수 있다(stepping stone) .40) 이는 이미 단

40) 경과생태학의 관점에서 패치인 는 생물서식a, b

공간이며 종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패치는 떨어져 있고 연결성이 부족하지만 징

검다리 역할을 하는 의 보조(stepping stone) c

패치들에 의해서 종 이동의 단절을 막을 수 있

다 또한 라는 하천이 있을 경우 생물들은 하. d ,

천의 서식공간과 이동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홍선기 외 명10 , 생태복원공학 라이프사,『 』

이언스, 2005,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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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한강의 하천연속성의 회복을 의미하며 각종 어류와 조류 철새 들, ( )

이 한강을 이동통로로 활용하고 각각의 둔치와 섬에 조성된 패치(patch)

에서 먹이를 구하고 서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강의 생태네트워크.

가 회복되면 한 지점에서만 서식하는 종 뿐만 아니라 여러 패치들을 이

동하면서 서식 월동 하는 종들이 도래하게 되어 한강의 생물종 개체수가( )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생태 자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한강을 이용.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강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생기는 것이며 또한,

생태계 보존 및 회복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

본 논문을 계기로 한강의 생태성 회복 방안이 제시되고 이후 실제로,

시행되어 시민들이 한강 하천생태계와 어우러져 다양한 여가활동 및 학

습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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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River is a living foundation and leisure place for Seoul

citizens. The river was a live stream with spacious sands and

flocks of birds, and its waterway frequently changed its course

for natural causes. In 1980s, the national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completed the Han River Development Project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the river banks with cement and

constructing two underwater mini dams across the river to

prevent the flooding. After the project, some major problems

occurred. The natural ecosystem of Han River was seriously

disturbed, resulting in low water quality and simplified citizen

activities. The Han River Renaissance Project was pushed by the

Seoul city since 2007 to remedy the situation. Cement covers of

some bank revetments were replaced by rocks and cobbles, and

several ecological parks and other facilities were construc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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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verside mid-level terraces of Han River bank. Yet, the

steeply sloped revetments remain, and visitors experience

difficulty in direct contact with the water itself. As a result, the

visitors can only see the landscape but hardly experience the rich

stream ecosystem directl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evelop a design offering the

recovery of the natural ecological properties of Han River and

allowing more ecological activities to the visitors of the riverside

park. Han river is unique in its geographic location, climate, and

levees and underwater mini dams constructed. The water-level in

Han River is ever-changing due to the tidal effects of Yellow Sea.

For example, the water-level in Han River at Jamsu Bridge

fluctuates up and down by 1.7 meters a day, and does not go

down below a certain level because of the Shingok underwater

mini dam downstream. During the rainy summer, most riverside

mid-bank parks are inundated several times by the flooding water

caused by torrential downpours. This up and down of

water-levels have posed a threat to the riverside park facilities,

and various flood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attempted. However, the water level changes can also bring

many benefits, if interpreted from the ecological perspective. The

flooding, if handled properly, can enrich the ecological system of

Han River, and can help building up a park where visitors can

enjoy more ecological experiences.

The researcher made related literature review and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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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n-site investigation of the riverside revetments to check the

slope angles for stable revetments. In order to make the park

mor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use the water level changes positively and incorporate the

changes into the park design. The researcher analyzed the

water-level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Han River, and devised

a scheme to use the water level changes to maximize ecological

diversity by allowing small channels of water in the park. The

visitors can watch and contact the water elements such as

water-born plants, fishes, fish catching birds, and sediments. The

slope of the bank terraces are also modified to become less steep

and half-moon shaped beaches. Some parts of the river beaches

are submerged and exposed alternatively following the water level

changes. The key concept is to let the natural ecosystem function

in the park. The changes and disturbances of the natural

ecosystem are incorporated into the riverside park design so that

the park can change itself. This design allows visitors to directly

witness and experience the dynamic changes of the stream

ecosystem and water-leve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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