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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격한 토지개발은 녹지공간의 상실과 일상생활 

속 자연과 의 기회를 차 상실  했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역 시키고자 도시공원의 공 을 늘려왔다. 그러나 훼손된 자연을 신해 들

여온 공원은 인간 편의와 미 취향에 부합하는 선택된 경  요소들을 도입해 

왔다. 자연 본래의 섭리를 거스르며 불안정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

존보다 더 많은 ‘에 지’ 즉 조성된 공간에 지속 인 리비용을 소비하도록 

하 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응하기 하여 복지부문 

산을 늘리는 한편 SOC  토건부문 지출을 이는 시 에 어들었다. 

2015년 분야별 국가 산안 규모 황에 따르면 복지부문이 115.5조원으

로 총 산지출규모의 약 31%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SOC부문 산은 총 24.4조원으로 2014년 산 비 3% 증가하여 총 지

출의 평균증가율인 5.7%보다 2.7% 낮은 수 이다.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인공  지반과 토양 에 쌓아 만든 인 인 조경식 혹은 장식 지

향  경 (gardenesque landscape)보다는 생태 로세스를 존 하는 다기능 

리형 설계 략을 용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하며 도시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한 도시 녹지공간은 생태 자정능력

을 존 하는 설계 략과 함께 진정성 있는 상지의 생태요소와 그 과정이 만

나 자연생태와 본질 으로 교감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도시경 에 한 인식변화가 일어나면서 순천시의 경우 순천만의 효율 인 

보 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하 고, 순천만의 갈 군락과 더불어 갯벌의 생태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2023 순천만 습지보  장기 계획’을 통해 2016년부

터 갯벌 생태 복원화 사업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선 복원화 사업에 포

함된 학산리 장산지구 폐염  약 55ha를 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 은 염생



습지로서 폐염 의 생태  잠재능력을 장으로부터 읽어내고 생태- 시  

이 깃든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이로써 순천시는 잘 다듬어지고 가꿔

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부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그리고 폐염  공원화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생태 지 거 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포화된 주변 지의 방문객을 분산시켜 생태수용

능력을 고려한 개발로 생태도시 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  고찰은 생태 지향  설계방안과 개념 고찰을 해 첫째, 

도시경 에서 생태 조경의 의미를 알아보고 생태- 시  설계 방법에 한 이

론 연구와 둘째, 연안습지로서 폐염 의 잠재력  복원가치에 이론연구 셋째, 

폐염 과 생태- 시  설계를 반 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상지의 생

태 잠재능력을 가시화 할 요소를 장으로부터 포착하여 폐염 의 생태 공원

화의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했다.

생태- 시  설계(Eco-revelatory Design)는 상지의 보이지 않음을 드러내

는 것을 말하며, 자연  상과 과거와 재의 문화를 가시화하여 이용자들의 

체험을 요시하는 설계 이론이다. ‘생태설계’는 경 을 매개로 장분석과 내

재된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부터 비롯되는데, 이에 덧붙여  ERD는 생태

상을 가시화한다는 구체 인 목 과 명확한 설계 략을 제시해 주고 있으므로 

생태설계의 범주에 포함된 보다 구체 인  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ERD는 복원과 같이 과학  실상에 치우친 근방식과는 달리 상지의 컨

텍스트와 조경가의 상상력의 발 을 통해 공간이 구 되는 미학  요인을 간

과하지 않는다. 조경가는 표면 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태  상 는 상지

의 발자취를 감각 으로 재해석하여 경 과 사람 간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궁극 으로 ERD는 설계가의 을 통해 발견된 자연

의 가치와 상을 공유하고  다른 발견과 상상력을 유도하도록 자연을 체험

하고 찰하는 장을 설계하는 것이다.

상지인 장산지구 폐염  일 는 인 이 드문 지역임을 자체 으로 설명하



듯 무성한 갈   갯잔디 등이 제방을 뒤덮어 옛 염 의 경계를 허물고 있

다. 육지 식생의 야생성과 갯벌이 해있는 경지인 만큼 다양한 조류와 

서동물의 서식처이자, 풍부한 생태자원과 상이 혼재된 장소이다. 연구자는 

상지의 생태  상과, 자원, 문화  네러티 를 설계  요소로 활용하기 

해 생태 상에 한 감성  근과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조석 상, 갯벌과 빛, 재방, 염 , 짱뚱어의 움직이는 동선, 갈 군

락의 자라는 패턴, 소리, 식생의 질감, 바람, 일몰, 달 등 생태 상을 발견하

고, 그 특징과 가치들을 추출하여 상지의 공간형태, 도입시설, 활동으로 구

분하여 설계요소로 활용 하 다. 

갈  군락이 자라는 패턴으로부터 ‘확장’이라는 설계 컨셉을 도출 하 으며, 

생태 상의 확 를 통해 자연에 한 의식, 경험, 배움, 야생성, 상지에 련

된 기억의 장을 넓힌다는 의미를 갖는다. 공간구상은 생물권 구역제를 반 하

여 명한 사용구역-완충구역-복원  보존구역으로 상지를 구분하여 진행

했다. 생태 상을 활용하여 도입되는 시설로는 조석 상을 가시 으로 확인

하고 물이 빠지고 드러남을 극 화하는 요소로 ‘조수 홀더(tide holder)’를 제안

하며, 더불어 조 의 높낮이를 가시 으로 보여주기 해 갯벌  ‘해수면 센

싱 조명(water level sensing light post)’ 설치를 통해 물과 썰물의 자취를 조

명하고자 했다. 

그 외의 도입 시설로는 칠면  군락의 군집지역과 함  재배지의 분포에서 

비롯된 염생식물원, 갯골  식생의 질감과 색을 향유하기 한 데크조성, 풀

벌 , 새, 바람 등 자연의 소리를 더욱 확장 시켜 , ‘에코-확장기(eco-phone)’, 

일출과 순천만의 경을 한 에 볼 수 있는 망 , 한 갯벌의 풍부한 음이

온과 바람을 온몸으로 들이 마실 수 있도록 풍욕장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간 

해수의 유통을 막았던 제방을 허물고 지를 고르는 작업을 통해 폐염 지역

의 55ha  46ha를 갯벌로 복원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 시  설계 방법을 용해 으로써 설계가가 상지 



내 생태라는 자원을 면 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이를 활용한 창의 인 

구 에 보다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 연구가 향후 생태설

계를 실시할 때 상지를 해석하는 방법으로써 시사 을 제시하고, 조경분야

에서 과학과 술 간의 이원론  립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요 어 : 순천만, 생태- 시  설계, 생태설계, 폐염 , 갯벌복원

학    번 : 2013-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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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1. 연구의 배경 

도시화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교란 등 환경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격

한 토지개발로 인한 녹지공간의 상실은 일상생활 속 자연과 의 기회를 

차 상실  하 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역  시키고자 제도  장

치를 통해 도시공원 보   자연 공간 보 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자연과 인

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 인 로, 1990년 

(5,745,291m2)부터 2014년(18,920,823m2)까지 24년간 서울시의 공원조성 면  변

화 추이만 보더라도 약 23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1)

그러나 훼손된 자연을 신하여 들여온 공원은 개발로 인해 내쫓긴 원형  

생태계를 담지 못하고 인간 편의와 미 취향에 부합하는 선택된 경  요소들

을 도입해왔다. 이는 자연 본래의 섭리를 거스르며 불안정한 생태계를 형성하

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더 많은 ‘에 지’ 즉 조성된 공간에 한 리비용· 

방법은 막 한 자본을 지속 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재의 도시경  

설계가 자연 인 식물군집의 천이 등 자연형성과정에 의하지 않고 인 으로 

만들어진 상을 시간의 흐름에 계없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고정 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2)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화를 한 국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녹지공간

의 양  공 은 계속되어왔다. 조성된 공원에 부합하는 지속 인 운 과 리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나,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응하게 해 복

지부문 산을 늘리는 한편 SOC  토건부문 산은 이는 실정이다. 2015

1) 통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기본통계, 토지 황 (지목별) 中 공원조성통계 1990~2014년

2) Michael Hough, City Form and Natural Process, 오구균 (역), 『도시경 ·생태론』(서울: 기문당, 

200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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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야별 국가 산안 규모 황에 따르면 복지부문이 115.5조원으로 총 산

지출규모의 약 31%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SOC 

부문 산은 총 24.4조원으로 2014년 산 비 3% 증가하여 총 지출의 평균

증가율인 5.7%보다 2.7% 낮은 수 이다.3) 그러므로 도시경 은 인간의 미학

, 문화 , 기능  필요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리 비용은 감해야 한

다. 이를 해서는 인공  지반과 토양 에 쌓는 인 인 조경식 는 장식 

지향  경 (gardenesque landscape)보다는 생태 자정능력을 존 하여 지속가

능성을 담보로 하는 다기능 리형 설계 략을 용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 

변화하는 환경과 사람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해 진정성 있는 상

지 생태요소와 그 과정이 만나는 자연생태와 교감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생태 은 90년  이후 매년 20-3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0-20% 해외여행은 자연 과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천만자연생태공

원의 경우 특별한 시설물 없이 갈  정취를 만끽하며 보드워크(boardwalk)를 

거니는 일 뿐이지만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여  이후로도 객 방

문율이 높아 2015년에는 갈 밭의 생태수용능력을 고려하고자 탐방객수를 하

루 1만 명으로 제한하는 사  약제를 시범운 하기도 하 다. 궁극 으로 

방문객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도시경 에 한 인식변화가 일어나면서  순천시의 경우 순천만의 효율 인 

보 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하 고, 순천만의 갈 군락과 더불어 갯벌은 그 생

태  가치가 높아 ‘2023 순천만 습지보  장기 계획’을 통해 2016년부터 갯

벌 생태 복원화 사업을 앞두고 있다. 

3) 환경노동 원회, 수석 문 원회. 2015년도 환경부  기상청 소  산안, 2014년 11월,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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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폐염 은 잊 지고 방치된 공간이나 그 자체로 근 의 산업유산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어 의 형성과 국가기구의 형성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 으며 특

히 염 비 이 높은 남해안지역은 소 이 경제  자원의 근간이었다.4) 그러나 

1997년부터 소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그 경쟁력을 잃었고, 이를 염려하여 정

부차원에서 염 을 다른 사업으로 환 는 폐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도를 추진하 다. 그로 인해 한 용도를 찾지 못한 염 의 경우 염습지화

되어 가는 경우도 많다.5) 

순천시는 이러한 폐염  지역을 포함하여 ‘갯벌 생태 복원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순천시 순천만 연안 일원인 별

량면 장산지구와 해룡면 노월지구 약 78ha를 상으로, 단계별 부지매입과 제

방철거, 생태계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 갯벌의 물리 인 복원 목  외에도 

고부가가치 수산업  생태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복원사업은 순천만의 연안습지, 내륙습지, 도심지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  개발을 통해 순천시의 생태 도시 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

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염생습지로서 폐염 의 생태  잠재능력을 장으로부터 

읽어내고 생태- 시  이 깃든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 이다. 상지는 순

천시 별량면 학산리 장산지구 일  폐염 으로 한다. 이로써 순천시는 잘 다

듬어지고 가꿔진(heavily manicured) 순천만 국가정원과 갈 군락을 향유할 수 

있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그리고 폐염 의 공원화를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생태 지 거 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한 포화된 

객을 분산시키고 생태도시 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다. 

4) 김 , 『한국어 사회학』 (서울: 민속원, 2010), p.60.

5) 김귀곤 외17인, 유휴농경지  폐염  생태  복원  활용기술개발, (환경부: 서울 학교 조경지역시

스템공학부, 2008),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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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연구의 목  

제2  연구의 범

1. 공간  범

[그림1-2] 순천만 장산지구 폐염  

순천만 갯벌 생태 복원화 사업은 남 순천시 순천만 연안 일원으로 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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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ha, 흑두루미 내륙습지 11ha, 간척농경지 100ha를 상으로 한다. 순천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에는 총 4개 폐염  지구(용두지구, 거차지구, 장산지구, 노

월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복원화 사업 상지로는 장산지구와 노월지구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에서도 본 연구는 순천시의 생태 거 들과의 연계

성과 상지의 근성을 고려하여 학산리 장산지구 폐염  (약 55ha, 

549,947m2)을 상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생태 지향  설계방안과 개념을 고찰하고자 도시경 에서 생

태조경의 의미를 알아보고 생태- 시  설계 방법에 한 이론연구를 했다. 

이후 상지의 생태  잠재능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요소를 장으로부터 읽

어 내어 폐염 의 생태공원화 방안에 한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 하 다.

제3  연구의 진행방법  과정 

본 연구는 서론의 연구 배경  목 과 연구범  설정하고 이론  고찰

을 시작했다. 첫째, 생태조경 설계에서 ‘생태’가 의미하는 지표를 이해하고

자 『Design with Nature』 술을 통해 조경 분야에 과학  근을 확립 

 보편화 시킨 맥하그(Ian McHarg), 생태라는 매개를 실로 구 시키기 

한 방법에 한 이론을 연구한 나서르(Joan I. Nassauer), 『  조경설

계의 이론과 쟁 』에서 조경 설계 이론과 미학의 구 과 실천에 해 고

찰한 배정한 등이 술한 문헌들을 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생태-

시  설계 개념을 악하여 설계방법  방향에 한 기 로 활용 했다. 

둘째, 연안습지로서 폐염 의 잠재력과 활용가능성을 도출했다. 셋째, 진행 

되어 온 폐염   생태공원사례와 ERD를 반 한 사례를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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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고찰 이후, 상지 조건 이해를 해 상지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을 분석하고, 장 찰을 통해 잠재  자연요소를 도출하여 설계의 략 

 방향을 제시하 다. 이와 동시에 재 순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순천만 

갯벌 복원화 사업에 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련법과 제도를 악했다.

앞서 분석된 상지 조건과 장 찰 내용을 토 로 기본계획을 세우

고, 생태과정을 드러내는 폐염  공원화 세부 설계를 진행 한 후 결론을 

도출했다. 

[표 1-1] 연구의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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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련이론  선행사례 고찰

제1  생태- 시  조경설계의 실효성

도시 경 에 한 생태  근은 그간 개발로 인한 자연의 훼손을 극복하기 

한 안에서 생된 개발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태  조경이라는 

명목하에 조성된 생태공원  환경공원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생태성을 띄고 

있는지, 조경분야에서 ‘생태설계’라는 의미의 한 올바른 개념 악하고 생태

 설계를 한 방법론에 한 고찰을 하기 해 본 이론 연구를 진행했다. 

먼  근 의 기계  세계 에서 재 도시개발에 있어 생태  반 을 필요

로 하게되기까지 사고의 환을 살펴보고, ‘생태- 시  설계’를 생태설계를 

한 방법론  하나로 제시하고 설계를 한 이론고찰을 진행했다.

1. 생태 심  사고의 발

(1) 생태  사고로의 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자연  생태와 한 계를 맺고 있다. 그

러나 1960-1970년  산업화로 인해 사회 반에 결친 소비  경향과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의 균형을 무 뜨렸다. 기계를 심으로 한 화 시기

는 생산 ·합리주의  세계 을 배경으로 인간 생활터 과 자연간의 조화나 

개체간 연속성  연계성에 주목하지 않고, 자연을 개발을 한 도구로 인식

하 다. 자연보다 인간을 우 에 두고 과학기술의 발 을 이루며 야생의 자연

을 길들이고 정복하려했다. 그리하여 도구로써 자연은 균형을 잃었고 고갈

다. 

생태계가 괴되면서 동·식물은 물론 인간의 존속에 기를 맞이한 90년

에 이르러서야 환경문제와 면하기 시작하면서 미래지향 인 개발방안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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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은 후속세 까지 자연자원을 물

려  수 있도록 유지하는 개발방안을 말하며, 1972년 UN인간환경회에서 언

되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면

서 인간사회의 균형  발 을 이루는 개념으로 확산되었다. 

산업화 시기를 거쳐 재의 정보화사회까지 이르 고, 인류의 일상생활은 

편리해 졌으나, 기후변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래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의 개발 방향이 자연의 생태 시스템을 간과하면서 생된 결과이며, 인

으로 조성된 도시 요소들은 계속해서 인 인 방법을 동원하여 작동되는 

체재를 필요로 한다. 

지속 인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인간활동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

해가 심화됨에 따라 한시 이고 소비 인 디자인 행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생태 서비스를 존 하고 반 하는 생태

설계를 한 방향을 제시해  지표를 필요로 하 고, 21세기에는 랜드스 이

 어바니즘 (Landscape Urbanism)이 시 의 요구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2) 생태  설계를 한 가이드

 “‘생태  조경’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근 방식을 따르는 조경을 가리킨다

기 보다는 자연과 생태계를 고려하고 존 하는 조경을 일컫는 일종의 규범

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이안 맥하그(Ian L. McHarg, 

1920-2001)는 20세기의 환경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던 표 인 생태 조

경가라고 말할 수 있다. 맥하그는 그간 난개발로 인해 괴된 환경에 한 인

간 심  행 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환경 합성 이론(fitness of 

environment)을 수용한다. 이는 로 스 핸더슨(Lawrence J. Henderson, 

1878-1942)이 주장한 이론으로 “환경을 주체의 자리에 놓고 인간의 생존에 

6) 배정한, 『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 』(도서출  조경, 2004),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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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맥하그의 입장에서 볼 때 핸더슨의 이론은 생태계획

의 이론  토 를 지원하는 것 이다.”7) 그리고 환경 합성 이론으로부터 환

경 결정론(environemental determinism) 개념이 부상하 다. 이 개념은 인류의 

발 과 생활양식이 주변환경 즉, 자연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다.8) 자연의 변화 무 한 다채로움과 그 과정을 수용하는 환경 결정론은 상

지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게 한다. 

역사 으로 인류는 자연을 야생, 권력, 지식, 호기심의 상으로 여기고 개

발해 왔다. 그러나 1969년 맥하그의 『Design with Nature』편찬은 20세기 미

국의 환경정책을 정비한는데 공헌하 으며, 조경학의 교육에도 많은 향을 

미쳤다. 맥하그식 조경계획은 자연의 생태  작동원리와 생태계의 안정을 목

표로 과학 인 분석과정을 확립하도록 하 다. 

하지만 “맥하그와 그의 동료들이 알려  방법 로 우리가 물리 인 환경에 

해 알아야 할 바를 충분히 알아냈다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하는가?”9) 다

시말해 , 재까지도 생태  조경설계를 함에 있어 물리  환경에 한 과학

인 분석 이후 설계가가 취해야 하는 구체 인 설계방식에 있어서는 여 히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 이 있다. 

이후, 생태설계라는 불분명한 방법론을 명확히 체계화 시키려는 개념들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 제안된바 있다. 조앤 나서르 (Joan I. Nassauer)는 경 을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본다. 첫째는 인간이 지질학 인 공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  실체와, 둘째는 말 그 로 실질 인 공간(real places)

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감지할 수 있는 ‘랜드스 이  패턴(landscape 

pattern)’의 범 에서 나타나는 ‘환경 인 상(environmental phenomena)’, 즉 

‘지각할 수 있는 역(perceptive realm)’은 경  변화를 한 결정 인 요인이 

7) 권정삼, 배정한. “이안 맥하그의 생태조경계획의 특성:Design with Nature를 심으로”, 『한국조경학

회 학술 회 논문집』, 2011, pp.44-45. 

8) Gordon R. Lewthwaite, “Environmentalism and Determinism: A Search for Clarific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5(1), 1966, pp.1-23.
9) 배정한, 『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 』(도서출  조경, 2004),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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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그림2-1].10) 결과 으로 나서르는 생태설계를 한 종합 인 지표는 경

(landscape)이 그 매개체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11) 그리고 이를 한 구체

인 방안으로 두 가지 경 법칙(landscape laws)과 두 가지 원칙(principles)을 제

안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2-1]와 같다.

[그림2-1] 환경  상과 인간  상의 상호  계

자료출처: Gobster, Nassauer, Daniel, & Fry, 2007

10) Gobster, P, H,, Nassauer, J, I,, Daniel, T, C,, & Fry, G, “The shared landscape: what does 

aesthetics have to do with ecology?“ 『Landscape Ecology』, 22, 2007, pp.959-72.

11) Joan Iverson Nassauer, “Landscape as medium and method for synthesis in urban ecological 

desig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06(3), 2012, pp.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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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 칙

Landscape 

Laws

1. 경 과 환경 로세스의 통합

   Landscapes and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processes

- 자연은 종합 인 환경  로세스들을 주체로 구성되어있고       

  경 마다 각각의 고유한 환경요소들로 구성된다.

2. 에 보이는 경 과 공통  경험

   Visible landscapes and common experience

- 일상 으로 경 은 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상·환경을 

사람들이 공통 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공간 인 묘사가 가능하다.  

원칙

Principles

3. 종합을 한 매개체로서 경

   The landscape medium for synthesis

- 경 은 다양한 환경  기능과 다를 수 있는 인간의 들을      

  종합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4. 발견을 한 방법으로서 경

   The landscape method and inventation

- 경 은 공유하는 매개이기 떄문에 상상력을 발 하게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한 비와 신을 진한다.

[표 2-1] 조앤 나서르 (Joan I. Nassauer)의 2가지 경  법칙과 2가지 원칙

(3) 생태설계 속 ‘생태’의 의미 

앤 스펀(Anne Whiston Spirn)은 본인의 에세이12)를 통해 자연(nature) 이나 

생태(ecology)에 한 명백한 정의와 언어가 확립되어있지 않아 제각각의 해석

과 해법들이 단편 이거나 이름뿐인 생태 디자인을 주장하고 있다. 자연이라

는 매개는 인간이 언어 으로나 형태 으로 모방해 왔으며, 생태 인

(ecological) 설계와 자연스럽게 보이는(naturalistic) 설계는 자연을 모방하려는 

같은 맥락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 된다. 스펀의 『The 

Authority of Nature』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두 가지 시로 옴스테드의 Fens 

12) Anne Whiston Spirn, “The Authority of Nature: Conflict, Confusion and Renewal in Design, 

Planning, and Ecology,” in Nature and Ideology, (ed) Joachim Wolschke-Bulmahn (Dumbarton Oak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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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iverway (Boston)과 젠슨의 Columbus Park (Chicago)를 들고 있다.

옴스테드의 작품은 훼손된 땅을 회복시키고 물을 정화하는 환경 개선을 통

해 이용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도모하려는 목 으로 진행되었다. 설계 상지

는 과거 목 지 으나 재의 문제 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습지로 새롭게 

단장하여 생태 으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반

면, 젠슨의 콜롬버스 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잃지 않

게 하기 해 일리노이주의 원을 자생종으로만 고집하여 사용하여 조성하

다. 

분명 두 설계안 모두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을 한 장소로 조성되어졌지만 

그 목 과 기능이 분명한 옴스테드의 디자인은 비록 상지의 과거 경 은 되

살리지 못하 지만 세월과 토지이용에 의해 변화된 토지자원에 한 새로운 

투자를 통해 잘 작동하는 생태  디자인이라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젠슨의 

설계는 로컬 경 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 자연스럽게 보이는(naturalistic) 공원

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을 자는 하고 있다. 젠슨의 경우도 원풍경을 회복

하려는 노력과 그 나름의 이유와 해석에 의한 단으로 결정된 결과겠지만 

상지의 컨텍스트에 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하듯 생태 인 조경 설계라 함은 설계 상지로부터 시작된다.13) 과거 

상지가 갖는 문화와 기능에 한 인식, 맥하그식의 재 환경에 한 과학

 분석을 토 로 진단된 처방, 그리고 종합  황과 견해를 이해한 조경가

의 상상력과 의미 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14)

13) Joan Iverson Nassauer, “Landscape as medium and method for synthesis in urban ecological 

desig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06(3), 2012, pp.221-29.

14) James Corner, “Ecology and Landscape as Agents of Creativity,” in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Thompson, G and Steiner, F (ed) John Wiley & Sons: New Yourk, 1997,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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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 시  설계의 태동  략 

(1) 생태- 시  설계의 태동

생태- 시  설계는 1997년 일리노이 학교 어바나-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서  ‘Eco Revelatory Design: Nature 

Constructed/ Nature Reserved’ 시를 통해 보 된 개념이다. 이후 1998년 조

경 종사자와 학자들은 시 내용을 경  지(Landscape Journal) 특별호로 

발간하 으며, 열다섯 개 작품과 여덟 개 평론이 담겨있다. 랜다 라운

(Brenda Brown), 테리 하크네스(Terry Harkness), 더 라스 존슨(Douglas 

Johnson)이 시를 주재하 고 지에  편집장 역할을 수행했다. 

생태- 시  설계(ERD)의 태동은 과학을 심으로 하는 생태설계와 설계가

의 술 가치 에 따르는 디자인- 심  설계 간 갈등과 한계로부터 비롯되었

다.  ERD는 문화  특성과 생태  상이나 과정을 결합하고 가시화하는 것

을 바탕으로 삼는 이론이기 때문에 술과 과학  사고를 충할 수 있는 

안이다. 

특별호의 평론가  로버트 테이어는(Robert L. Thayer)  ERD가 생태설계의 

방향을 구체 으로 제시 해주는 새로운 언어(language)라고 언 하고 있다. 테

이어는 1976년 부터 시각  생태학(visual ecology)15)을 주창하며 고찰해 온 인

물이다. 인간 개발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폐해와 지구온난화에 한 심각

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논의하고 해결할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졌다. 

“인류의 개발활동이 자연환경에 향을 주는 요인 는 자연이 향을 받는 

곳은 흔히 일상 인 공간으로 부터 먼 발치에 치해 있다. 때문에 환경문제

에 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망하고 지나치기 십상이다.”16) 생태-

15) Robert L. Thayer. “Visual Ecology: Revitalizing the Aesthetics of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20(2), 1976, pp.37-43.

16) Robert L. Thayer. “Landscape as an Ecologically Revealing Language.“ 『Landscape Journal』, 

Special Issue:x-xi, 1998,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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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계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요소를 여실히 드러내어 과거- 재의 

생태 상이나 문화를 이용자들로 하여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2) 생태- 시  설계의 네 가지 연속체(Continua) 

로버트 테이어는 ERD 시 출품된 작품들을 보고 네 가지 연속체로 구분하

여 그 내용을 1998년 경  지(Landscape Journal) 특별호에 실었다. 본 분

류를 통해 다양한 ERD 컨셉의 스펙트럼을 살펴보고 설계의 시발 을 한 지

표로 활용 가능하다. 첫 번째 연속체는 실체가 있는 것(concrete)과 추상  인 

것(abstract)의 선상에서의 선택을 말한다. 이는 생태 상을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직 -은유 -상징 -추상 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연속체는 재생(regenerative)이냐 소극 (passive) 근이냐에 

한 선택을 말한다. 훼손된 상지를 극 으로 치유하는 방향 는 최소한의 

시설물과 근경로를 통해 생태를 있는 그 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극

소  처방, 는 그 간지 인 것 인지에 따라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 

번째 연속체는 상지가 인간이 포함된 생태계(human ecosystem)인지 는 인

간이 포함되지 않은 생태계(nonhuman ecosystem)인지를 규명해야 함을 얘기

하고 있다. 상지에 따라 인간활동이 자연환경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

기 때문에, 그 구분에 따른 한 활용과 설계요소를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네 번째 연속체는 보이는(visible) 생태계와 보이지 않는 생태계(invisible 

ecosystem)로, 이들을 장으로부터 읽어내기를 당부한다. “어떠한 생태계는 

명확하게 그 상과 요소들을 볼 수 있으나 [...] 개 생태  상은 무 크

거나, 작거나, 넓거나, 복잡하거나, 빠르거나, 느리기 때문에 즉시 읽히거나 알

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7)

 

17) Robert L. Thayer. “Visual Ecology: Revitalizing the Aesthetics of Landscpae Architecture.” 

『Landscape』, 20(2), 1976,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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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 시  설계 략  

자연생태과정을 가시화 하는 설계는 인공 으로 조성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18) 생태- 시  디자인 (eco-revelatory design: 

ERD)은 생태·문화  상, 상지에 향을 미치는 과정들과 계들을 잇는 

생태 설계 략으로 상지의 생태 시스템에 이용자들이 교류  계를 형성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19) 즉, ERD는 사람과 자연 로세스의 연

결과 문화/미학 간 결합을 의미하며, 생태  상과 문화  네러티 의 분석을 

통해 계획과 설계가 진행된다[그림2-2]. ERD의 략은 [표2-2]와 같다. 

[그림2-2] ERD 과정 다이어그램

자료출처: Gortz-Reaves, 2010 20) 재해석 

18) Nurgül Konaklı Arisoy,  “Eco-Revelatory Design.” in Advances in Landscape Architecture (ed) 

Murat Ozyawus, 2013

19) Brown B. Harkness T. Johnston D. Eco-Revelatory Design: Nature Constructed/ Nature Revealed: 

Guest Editors’ Introduction. 『Landscape Journal』, Special Issue:x-xi, 1998

20) Kimberly Gortz-Reaves. Eco Revelatory Design: A Model for Landscape Architecture to Resolve 

Reveal and Educate the Lower Fountain Creek Corridor, Univ. of Colorado, Denver M.L.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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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Theory

 

· 자연 로세스와 사람 간 연결

· 미학과 과학의 결합

- ERD는 생태-문화  상과 상지에 향을 미치는 과정들과 

계들을 잇는 생태설계 략으로 상지의 생태 시스템에 

이용자들이 교류  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함

 

략

Strategy

1. 상지 자연 상  네러티 를 활용한 설계

 - 상지의 생태  자원에 한 찰과 충분한 이해와  장소   

   네러티 를 기반으로 함

2. 설계가의 상상력을 동력으로 한 공간/요소 구

 - 생태  상  이론에 한 설계가의 미  감각, ,       

   발견을 기반으로 한 재해석을 반

3. 보이지 않는 생태-문화  요소들의 가시화

- 표면 으로 드러나거나 극명한 생태  요소와 더불어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생태-문화  요소들을 드러냄

 

4. 과학을 심으로한 생태설계와 술 가치 에 따르는 디자인 

심  설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용  근

 - 생태  상  이론과 술  가치 의 결합을 통해 과학과  

   미학 간 이원론  립에 한 제안

[표 2-2] 생태- 시  설계이론  략

ERD는 상지의 자연 상  네러티 에 한 추출과 흉내에서부터 비롯된

다. 상지에 한 충분한 정보와 발견을 통해 컨텍스트와 자연 상 요소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설계에 임해야 한다. 그 이후 포착된 상과 더불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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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공간  설계요소로 구 되며, 보이지 않거나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생태-문화  요소들을 이용객들로 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한 본 이론의 핵심이다. 결론 으로, ERD는 과학을 심으로한 

생태설계와 미학  가치 에 따르는 디자인 심  설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용  근이라 해석할 수 있다.  

ERD를 통해 크게 두 가지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보이지 않거나 

이 불가한 장의 요소를 도출하여 드러냄으로써 환경  문화  교육 도구

로 활용 가능하다. “이용자가 환경  상과 과정에 해 좀 더 알고 있다면, 

[설계가가] 그 상과 과정을 잘 보이게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이용자들은 

장을 더욱 깊이 감상하고, 즐기고, 자연환경에 한 존경을 표할 것이며,  

자연을 하는 의식에도 변화를 미칠 것이다.”21) 둘째, 조경설계가로 하여  

생태 상을 자유롭고 창의 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다. 

21) Brown B. Harkness, T. Johnston D. 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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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조경계에서는 과학의 객 성과 미학, 문화 등 자연과의 결합 방법론을 지

속 으로 고민하고 있다. 1990년 랜드스 이  어바니즘은 자연과 문화의 이

원론  립을 완화하고 역  도시계획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새로운 

안으로 등장하 고, 이와같은 맥락 아래  1997년 생태- 시  디자인 시

에서 ERD의 개념이 등장하 다. 이는 상지의 보이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자연  상과 과거와 재의 문화를 가시화하여 이용자들의 체험을 

요시하는 설계 이론이다.

앞서 살펴본 스펀, 나서르 등이 말하는 생태  설계는 경 을 매개로 장

분석과 내재된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부터 비롯된다. 이에 덧붙여  ERD는 

생태 상을 가시화한다는 구체 인 목 과 명확한 설계 략을 제시해 주고 있

으므로 생태설계 방법론으로 활용 가능하다. 

ERD는 생태  설계의 범주에 포함된 설계 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

만 ERD는 복원과 같이 과학  실상에 치우친 근방식과는 달리 더불어 상

지의 컨텍스트와 조경가의 상상력의 발 을 통해 공간이 구 되는 술 /미

학  요인을 간과하지 않는다. 조경가는 표면 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태  

상 는 상지의 발자취를 감각 으로 재해석하여 경 과 사람 간 소통을 가

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궁극 으로 ERD는 설계가의 을 통해 

발견된 자연의 가치와 상을 공유하고  다른 발견과 상상력을 유도하도록 

자연을 체험하고 찰하는 장을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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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안습지로서 폐염 의 잠재력과 복원가치

1. 연안습지의 개념  종류

(1) 연안습지의 개념

우리나라『습지보 법』에서는 습지를 담수, 기수, 염수가 구 으로 는 

일시 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담수는 소

기가 없는 물, 염수는 소 기가 있는 물, 마지막으로 기수는 담수와 염수가 섞

여있는 물을 말한다.22) 람사르(Ramsar) 약에서는 습지를 연안습지, 내륙습

지, 인공습지로 분류한다. 연안습지에는 간조시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 해안, 

강하구, 갯벌, 염습지, 석호 ; 내륙습지로는 호수, 늪, 강변; 인공습지로는 연

못, 논, 수지, 운하 등이 포함된다.23) 

(2) 연안습지의 종류

앞서 언 한 연안습지의 개념에 해당하는 갯벌, 염습지, 하구, 석호, 해안사

구에 한 세부 인 정의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갯벌 (tidal flat)

갯벌은 만조시 물에 잠기고 간조시 표면이 드러나는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한 지형을 일컫는다. 그리고 랑에 지의 향에 의해 모래갯벌 는 펄

갯벌로 나 어진다. 갯벌지형이 조성되기 해서는 폐쇄  해안이 유리하고 

유입하천을 통한 퇴 작용이 있어야 한다. 하천의 유입은 토사의 운반 뿐 아

니라 양분을 내륙으로부터 간석지에 공 하는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양분이 풍부한 갯벌은 다양한 조류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가 된

22) 공경자, 연안습지 보 에 한 입법론  고찰, 한국해양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10. 

23) 공경자, 의 논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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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해양 수산물의 생산지 역할과 오염원 정화 능력, 더불어 요된 해안

과 평평한 펄은 독자 이며 아름다운 경  가치 한 제공한다.

세계 으로 갯벌의 형성지역은 희소성을 가진다. 갯벌을 이루는 충분한 토

사와 조석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이기 때문이다. 표

인 갯벌의 형성은 한국 서해안, 미국 동부해안, 유럽 북해, 아마존 하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갯벌의 유형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갯벌의 특이성은 인근주민들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다.24) 그로인

해  갯벌 는 염 지역 일 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2) 염습지 (salt marsh)

염습지는 연안의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갯벌의 상층부와 육지 경계선 사이 

해양과 육지환경이 만나는 이  공간이지만 육상생태계에 더 가깝다.25) 

이 인 환경으로 많은 염생색물의 서식지이며 해양생물이 육지 환경에 응하

기도 하고 육상생물이 해양환경에 응하여 서식하기도 한다. 무궁한 생태다

양성이 분포하는 지역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염습지 주변에는 갈 군락이 잘 발달 되어있고 나문재, 해홍나물, 

퉁퉁마디도 분포한다. 토양은 주로 펄로 되어있다. 갈 군락은 환경을 정화하

고 천연기념물이 황새, 재두루미, 흑두루미, 여새 등 철새들의 집단 서식지

이기도 하다. 

  3) 하구 (estuary)

하구는 바다 는 호수와 만나는 하천의 입구를 말한다. 해수와 하천으로부

터 유입되는 담수가 만나는 유역이고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모두 포함한다. 

 

24) 고철환, 한국의 갯벌, (서울 학교출 부, 2001). p.1053

25) 공경자, 의 논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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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석호 (lagoon)

석호는 무리 으로는 해안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만조시 해수가 유입

되고 간조시 해수가 머물러 염분을 갖고있는 호수이다.

  5) 해안사구 (coastal sand-dune)

해안사구는 바닷가에 형성된 모래언덕을 일컫는다. 내륙과 해안을 잇는 교

량  기능을 담당하며 각종 조류, 식물, 곤충 등의 서식처가 된다. 뿐만 아니

라 해풍으로부터 농지와 내륙지역을 보호하고 지하수 장기능, 해수욕장의 

모래공 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연안습지 련 이슈  쟁

과거에는 연안습지지역을 경제성장을 한 목 으로 활용하 고, 간척사업

과 같은 행 는 생태  괴를 래하 다. 그러나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연안습지에 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 으로 1971년 물

새를 국제  자원으로 인지하여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르 약이 채

결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 회원국으로 가입하 다. 그리고 2008년 제 10회 

람사르 총회를 경남에서 개최하 고, 이를 계기로 연안습지 보 과 황 개선

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연안습지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이지역으로 생태 자원이 풍부한 곳 이

다. 강 하구와 맞닿는 지형  요인으로 하천과 강의 유입으로 지속 인 생태 

순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특히 간조와 만조시 지가 잠기고 드러나는 특성

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생물과 식생의 서식처를 담당하는 장소이기

도 한다. 

국내 연안습지는 인근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장이기도 하

다. 순천만의 경우 주로 고막, 낙지, 농게 등 주의 수산자원을 채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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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염생식물인 함 를 재배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안습지의 높은 생산성은 인

간의 경제  근간이다. 

그 외에도 연안습지는 수질정화의 기능, 철새 도래지로 생태 으로 요한 

임무을 맡고 있고, 그 독특한 경 이 제공하는 심미성 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인들은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며, 연안습지의 틔인 조망과 내재된 생태  상을 화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안습지지역의 생태  가치, 경제  자원, 다양한 해양 동·식물의 서식처, 

경  가치 등 특성은 연안습지를 보 해야 하는 이유이다. 해안지역이 개발

됨에 따라 차 직선화되고 연안습지 지역은 어드는 실정이며, 지구온난화

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다른 의미에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때문

에 연안지역의 개발은 규제와 통제를 통한 보   리 계획이 필수 이다.

연안습지의 리방안  갯벌 복원화 사업은 표 으로 시행되고있는 정책

이다. 이 사업은 폐염 과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고 제방정비를 통해 

해수의 유동을 진하는데 목 이 있다. 실제로 순천만의 경우 연안지역의 생

태계 보 과 철새를 해 2008년부터 내륙습지를 복원하고 습지 찰시설 도입

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장산지구와 노월지구 폐

염  부지를 매입하여 복원하는 사업계획을 진행 에 있다.

3. 폐염 의 잠재력과 복원방법 

(1) 염 과 폐염 의 이해

  1) 염 의 정의와 구조

한국민족문화 백과에 따르면 염 은 “바닷물을 농축시켜 소 을 만들기 

하여 자연 증발지구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천일염 은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 을 만들며, 생산지에 따라 구성성분과 맛이 다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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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염 은 염 과 바다를 나 는 외제방, 바닷물을 장하는 수지, 바닷물을 

농축시키는 증발기, 증발지에서 온 농축함수를 더 농축시켜 채취하는 결정지

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겨울과 우기를 비하여 증발지와 결정지의 염도 높

은 바닷물을 보 하는 하수류와 소 을 보 하는 염퇴장도 필요한 시설이다.

염 의 증발방법은 자연증방법과 오법으로 나뉜다. 자연증발법은 제방이 

없이 제염하는 방식이며, 오법은 직화열, 증기열, 온천열등을 이용하는 방법

이다.  

    2) 폐염 의 정의  복원 개요

폐염 의 련 용어로는 폐 상태, 폐 지원 등이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

염업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6) 폐 상태는 

폐 지원 염   양식장, ·답, 매립, 공장, 도로 등 용도로 업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염 을 말한다. 폐 지원은 염 리법 제15조(천일염 의 폐 지

원 등)에 의해 산업자원부장  제32조 제 1항의 유정에 의하여 천일염제조허

가를 받은 자가 다른 업종으로 업 하기 해 폐 자원을 신청하는 경우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지원 을 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폐염 은 폐 지원을 받는 모든 염 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습지보 법』이 제정된 이후 2000년  이후부터 갯벌생태 복

원사업을 시작하 다. 표 으로 북 고창, 남 순천, 경남 사천 지역은 국

고와 지방비의 재원을 받아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진행 이다. 본 사업의 내

용은 개 폐염 을 상으로 하며 해수유동시설을 설치와 염생식물 식재를 

하는 방식이다.27) 더불어 생태탐방로와 같은 향유  조경시설을 도입하여 물

26) 김귀곤 외17인, 유휴농경지  폐염  생태  복원  활용기술개발, (환경부:서울 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

학부), 2008, p.463.

27) 육근형, “국내 연안습지 보  정책의 법제도  한계와 개설방향 고찰”, 『한국습지학회지』, 15(4), 

2013, p.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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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 복원과 방문객의 교육과 휴양의 기능을 도입하기도 한다. 

폐염 은 과거 상부조간  갯벌지역을 활용하여 조성된 지역이며, 폐 지원

을 통해 양식장 등으로 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 인 둑 조성과 해수유

입을 통해 양식생태계를 조성하여 자연 인 생태순환과는 근본 으로 다른 

로세스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폐염 지역을 갯벌로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생태성을 훼복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따르면 갯벌복원은 세 가지 항

목을 목표로 갖는다.28) 첫째, 다양한 형태의 습지창출과 기수역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 에 기여한다. 둘째, 배후습지 복원과 연속된 호안정비를 통한 

바다와 육지의 연속성 회복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이다. 그리고 갯벌 복원의 유형은 매립지, 양식장, 폐염 을 포함한 간척

지의 갯벌복원, 연륙도로의 해수유통 복원, 갯벌기능개선 복원으로 나뉜다. 

갯벌의 복원은 국내의 시도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에 따른 정확한 측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복원방법  과정을 소규모로 천천

히 진행하여, 상치 못한 결과를 래하더라도 처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한 복원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기 자료를 축 하도록 해야 한다. 갯벌

복원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29) 먼  자연 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는 순응원칙은 인 인 구조물, 동식물의 식재 등을 배제하고 강제

이지 않게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방을 일률 으로 허물기 보다는 

진 으로 개방하여 해수유입량을 차 으로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반복원

칙은 사업의 계획-복원사업 실시-평가- 책검토를 반복 으로 진행하여 하는 

것으로 사업의 범 를 소규모로 하면서 앞서 언 한 네 가지 단계를 지속 으

로 진행하는 것이다.

28) 양성렬 외16인, 갯벌복원을 한 기술지침  계획수립,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주

학교), 2010, p. 101.

29) 와 같은 보고서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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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염 의 환경 ·생태  잠재력

폐염 은 그 경제  가치가 방치된 곳으로 갯벌로 복원할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폐염 은 잊 진 공간이나 그 자체로 근 의 산업유산이

며, 염 비 이 높은 남해안 지역은 소 이 경제  자원의 근간이자 과거 어

의 형성에 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문화  특징을 내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소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그 경쟁력을 잃고 

한 용도를 찾지 못한 염 의 경우 염습지화 되어가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간섭받지 않은 공간이기에 생태 다양성이 높고 경제   측면으로도 갯벌이 간

척지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1997년 과학 녈지인 ‘네이처

(Nature)지에서는 간척지를 1ha당 $92, 갯벌을 1ha당 $9,900의 경제  가치로 

평가하 고, 이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1ha 당 2만7천3

백16달러로 평가하고 있다.30) 

폐염 의 심미  기능 한 배제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비록 방치된 공

간이긴 하나 염 을 조성하기 한 둑길과 수지 등 특징 인 구조와 갯벌이 

맞닿아 형성하여 독특한 경 을 연출한다. 갯벌의 막함과 갈 밭, 칠면 , 

퉁퉁마디 등이 산재한 버려진 공간의 야생성은 공간 그 자체로 네러티 를 갖

는다. 때문에 찰  탐조 등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

나고 있다.

폐염 이 사람들의 심에서 벗어난 공간이라 하더라도 생태 으로는 비옥

한 장소이다. 제방조성으로 해수 유통을 인공 으로 막아놓은 공간이긴 하지

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방이 차 으로 허물어져 염습지화 되어가는 폐염 지

역은 염생식물, 서생물, 조류 등 의 서식처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야생 본래 로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자연의 섭

리를 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오히려 오늘날 갯벌을 복원하려는 

30) 장원, “갯벌의 요성과 보 방안“,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199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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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 동태에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 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갯벌을 까맣고 질퍽한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하여 간척사업의 상

으로 여겨 우리나라의 갯벌은 많이 훼손되어져 왔다. 하지만 갯벌 자원에 

한 경제  계량화 연구를 통해 가치평가가 되면서 남아있는 갯벌을 보 하고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기 한 사업들이 진행 에 있다. 훼손된 갯벌 에서도 

폐염  지역은 오랜기간 생태 으로 간섭받지 않은 공간으로 생태  회복이 

이미 차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이 자체 으로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자정능력에 제도  보호와 인간의 최소한의 복원기술을 통해 갯벌로 복원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공간이다. 그리고 갯벌이란 생태  요소와 폐염 이란 

문화  요소를 결합하여 생태 과 생태교육 등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2-3] 폐염 의 잠재력과 가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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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사례연구

1. 폐염   습지공원 사례

(1) 국내사례

1)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치: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면 : 150만m2)

시흥갯골은 소래염 으로 불리던 구 염 지역 내 치하고 있다. 1934-1936

년에 조성되었으며 갯골을 심으로 약 145만평의 규모 다. 당시 이곳에서 

생산된 소 은 순인선과 경부선 열차로 부산항에 옮겨진 후, 일본으로 반출되

었던 아  민족사가 있는 곳이다. 1996년 소래염 은 폐염되었으며 2009년에

서 2014년에 걸친 조성사업을 통해 시흥갯골생태공원으로 개장 하 다. 

갯골생태공원은 칠면 , 나문재, 퉁퉁마디 등 염생색물과 붉은발농게, 방게 

등을 찰할 수 있다. 그리고 옛 염 의 일부를 복원하여 옛 정취과 소  생

산 과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조성된 갯골길은 갯골을 끼고 

양  펼쳐지는 염 의 풍경을 릴 수 있고, 이곳에서는 자 거와 걷기만이 

허용된다.

염  수지는 갯골물을 조달하여 다양한 생태계를 한 서식지로 조성하

고, 염   소 창고는 다양한 로그램 진행을 한 지원센터로 활용하 다. 

조경계획은 생태자원과 경 의 변화를 최소화하려 하 으며, 해안 생태계 복

원을 해 갯골의 수문을 유입하여 습지와 조류 휴식지(식물섬, 고목, 횃 )를 

계획하고, 자연환경 복원기법을 용하여 훼손된 서식처를 보완하 다. 이를 

통해 기존 염  수지, 갯골, 산림생태계를 연계하도록 생태통로를 만들었다.

설치된 주요 시설로는 염 체험장, 염 목원, 바다정원, 유채원, 코스모스원, 

잔디피크닉장이 있다. 주요 시설 설치 계획은 심 시설 지구, 습지 생태 찰

지구, 자연 에 지 찰지구, 산림생태 찰지구, 갯골생태 찰지구, 기타시설 

총 6개의 지구로 나뉘어 진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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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갯골생태공원 생태체험장 [그림2-5] 갯골생태공원 흔들 망

갯골생태공원은 잔디 장, 염 체험장, 흔들 망 , 수 장 등 다양한 로

그램을 가능 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와 상반되는 갈 와 갯골의 야생

성을 고루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체험  부분의 조경  기반시설이 한

곳에 집 되어 있고, 갯골을 심으로 9.4km의 갈 밭은 소래염 을 따라 걷

게 되는 코스는 선택 으로 향유가 가능하다. 부분의 객은 염 체험장

과 망  일 에 분포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고, 걷고 지나치기 보다는 

피크닉 등 체류형 이용객이 많았다. 

이곳에서는 생태  로세스를 드러내는 디자인 코드 보다는 갯골이라는 독

특한 경  속에서 여러 가지 로그램을 즐기고 체험하는데 심이 실린 설계

라고 볼 수 있다. 

2) 소래습지생태공원

치: 인천시 남동구 논 동 일원 (면 : 1,561천m2)

1996년까지 소  생산을 했던 지역이며, 채취된 소 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해 배가 들어오기도 했었다. 1997년 소  생산을 단하고 폐염 으로 남게 

되었다.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지역은 인 이 끊긴 이후 폐염

을 심으로 해당화, 벌노랑이꽃, 칠면 , 나문재 등 염생식물과 철새와 양서

류 등이 자생하는 야생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이를 주목한 인천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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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소래습지생태공원 경 [그림2-7] 소래습지생태공원 염 체험장

지에 습지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 고 소래습지생태공원은 2009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그리고 폐염   갯벌을 복원하여 해양생물  철새도래지의 서식

처 회복에 을 맞추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는 염생습지, 기수습지, 담수습지, 정화습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 규모는 15만 5,000m2에 달한다. 각각 습지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인근에 조성된 조류 찰데크를 통해 철새의 모습을 제법 가까운 거리

에서 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습지공원을 감싸는 외곽 산책로에서는 자 거 탑승이 가능하며, 그 외 염

지역과 습지지역은 인공 인 보행로 신 흙과 펄 를 걷고 염생식생 사이사

이로 교감하며 거닐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되어 있다. 소 의 생산과정과 철새

에 련된 정보는 거니는 동선을 따라 간 에 기록되어있다. 염생습지의 야생

을 직  거닐며 호흡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생태  상에 한 정보를 설계

으로 풀어냈다기 보다는 간 에 기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3) 안산 갈 습지공원

치: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면 : 1,037만m2)

안산 갈 습지공원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의 조성기간을 거쳐 완공되

었다. 국내 최  규모 인공습지로 생태공원이자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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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안산갈 습지공원 찰로 [그림2-9] 생태연못

수질개선을 한 자연정화식 하수종말처리장이기도 하다. 

조경시설로는 생태연못, 조류 찰 , 인공섬, 어도, 찰데크, 야상화 꽃길이 

있고, 환경생태 에는 갈 습지에 련된 자료들이 시되어있다. 생태연못은 

갈 습지를 통해 정화된 물이 모이는 곳으로, 맑아진 물을 분수와 연못의 형

태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생태연못을 심으로 태양열, 수력, 풍력, 등 에

지 자원에 한 개념을 반 한 운동기구와 시 페 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안산갈 습지공원은 갈   자연식물의 정화능력을 보여주고자 했고 어도, 

인공섬, 조류 찰  등 생태 인 설계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인공 으로 

조성된 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자연생태계의 모습을 찰할 수 있는 상지이

다. 

(2) 국외 사례

1) 티치웰 습지 국가자연 보 지구 (Titchwell Marsh Nature Reserve)

치: 국 노스포크 카운티 일  (면 : 170만m2)

로열조류보호 회(The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에 의해 

리되는 연안습지 보 지역으로 담수, 기수, 염수로 이루어진 습지를 각각 조성

하 다. 본래 이 지역은 간척 농지로 사용되었다가 높은 조수에 의해 침수되

면서 습지로 환되었다. RSPB는 부지를 매입하여 1973년부터 1993년까지 20

년에 걸쳐 습지로 복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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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농경지 던 부지는 RSBP가 복원작업의 일환으로 제방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수습지와 담수습지를 조성했다.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2-3미터이며 수 조 은 소형 제방과 이  설치를 통해 해

결하고, 이는 기수의 염도를 수문과 이 를 통해 조 하게끔 작동한다. 습지

의 수 조 은 해양생물의 서식처 환경을 조성하는 요한 지표로 상당한 주

의를 요한다. 본 지역에서는 조류인 일락해오라기를 보호하기 해 유럽연합 

생명 로그램(Life Program)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담수호 주변부에 폭 5미터, 

길이 3키로미터의 엣지(edge)를 새로이 조성하 다. 

조성된 담수, 기수, 염수 호수  담수지역에 가장 다양한 조류 개체수가 발

견되며 염수지역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 찰되었다. 세가지의 습지별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수습지는 조류 서식처로 가장 합한 곳으로 갈 (reedbed)군락이 

넓게 발달되어 있다. 알락해오라기와 더불어 희귀종인 박새, 맷새, 휘 람새, 

개구리매를 찰할 수 있다. 둘째, 기수습지는 보다 다양한 생물 개체군 확보

를 해 조성된 염수와 담수의 혼합 지역이다. 셋째, 염수습지는 해얀 제방 

머 조성된 지역으로 여름에는 바다 라벤더와 아르메리아가 군집하고, 겨울에

는 흑기러기와 홍머리오리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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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0] 티치웰습지 방문지도

출처: RSPB 티치웰 홈페이지

2) 마이포 자연보호지구 (Mai Po Reserve) 

치: 신지구(New Territory)일원, 홍콩 (면 : 15,400만m2)

마이포 자연보호지구는 홍콩이 국에 반환되지  100년동간 갯벌을 매립

하고 벼, 어류, 새우, 굴 등을 생산하는 농경지, 양식장 등 행 를 벌여왔다. 

그 결과 이곳의 자연 생태계는 훼손되었고 인공 인 시설이 자리잡은 인공생

태계로 변모하 다. 하지만 1975년 홍콩정부와 WWF에 의해 이 지역의 부지

매입을 통해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생태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으로 

변환하 다. 마이포 자연보호구역을 포함한 Inner Deep Bay 일원은 1995년 람

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이 지역은 갯벌, 맹그로 숲, 갈 군락, 새우양식장, 

양어장을 포함하고 있다. 

마이포 습지는 생물다양성 리지역, 핵심지역, 사유지역, 개방지역, 명한 

이용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리지역은 보 , 교육, 훈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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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핵심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교란되지 않은 생태계를 목

표로 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연구  모니터링 등의 목 으로만 개방을 허용

하고 있다. 사유지 지역은 소유권은 인정하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곳이다. 개

방지역은 방문객이 습지의 야생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여, 마지막으로 명한 이용 지역은 새우양식장 등 생태자원을 람사

르 로그램 리 목 에 따라 리하는 지역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이용방

법을 추구한다.

마이포 보 지구 탐방객은 연간 3-4만에 이르고, 새우양식장 구역은 일 최

이용객 285명, 맹그로  숲 구역은 300명으로 제한하며, 비싼 입장료를 지불

하게 함으로써 생태자원의 가치를 반 하고 최상의 습지 생태계 서비스를 제

공한다. 

[그림2-11] 마이포 자연보호지구 지도

출처: http://www.discoverhongkong.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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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D 사례

생태 시  설계의 사례연구는 1997년 Eco Revelatory Design: Nature 

Constructed/Nature Conserved 시는 열 다섯 개의 출품 작품을 여섯 개의 

그룹(group)인 ‘추출과 시뮬 이션’(abstraction and simulation), ‘새로운 쓰임과 

보다 깊은 보살핌’(new uses, deeper caring), ‘특징 강조’(signifying features), 

‘인 라스트럭쳐 로세스의 드러냄’(exposing infrastructure process), ‘되찾는/

기억하는/회복하는’(reclaiming, remembering, reviving), ‘발상의 환’(changing 

perspectives)으로 분류하여 경  지(Landscape Jounal)에 실었다. ‘추출과 

시뮬 이션’ 그룹은 컴퓨터를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한 사

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새로운 쓰임과 보다 깊은 보살핌’ 그룸은 주거공간 

인근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한 커뮤니티 토론회(community 

charrete)  주민 업을 심으로 진행된 사례들로 본 연구의 설계방향과는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따라서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그룹을 심

으로 시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난 네 개의 작품을 상으로 사례연구를 진

행하 다.

1) Watermarks at the Nature Center by Richard Hansen

그룹(group):  특징 강조 

치: 알칸사스(Arkansas) 강 일원, 미국 (면 : 153만m2)

[그림2-12] Watermarks at the Nature Center 연속체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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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젝트는 콜로라도 주 자연센터와 해있는 알칸사스강의 유역을 상

으로 진행되었다. 설계가 리차드 한센은 상지의 주요 이슈로 오염된 수질과 

숨겨진 배수시설을 꼽았으며, 하천변 수질  탐방로 생태를 개선하고 가시

이며 교육 인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안을 계획하 다. 그의 설계

안은 ‘돌골막이(stone checked dams)’, ‘습지 주머니(wetland pocket)’, ‘미루나

무 숲 재생(cottonwood revival)’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더불어 한센은 

각각의 제안 구역마다 화강암과 동 재질로 상징  표식(iconic marker)을 제작

하여, 해설 탐방 시 방문객으로 하여  설계의 취지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 다. 설계안의 세 가지 구역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근 단 지(short grass prairie) 지역은 생태 으로 주요한 서식지

으나, 과거 과도한 방목과 집 된 강우량 등의 이유로 침식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해결 방안으로 물의 흐름을 조 할 수 있도록 

일련의 ‘돌골막이(checked dams)’를 제안했다. 

둘째, 상지의 오염된 수질에 한 교육을 목 으로 자연센터 주차장에 자

생 버들과 우수를 상기시키기 한 물결 무늬가 새겨지고, 지역 사암 재질로 

만들어진 트 치 배수구로 구성된 ‘습지 주머니(wetland pocket)’를 제안했다. 

습지 주머니는 하드스 이 로 부터 채집된 우수를 정화하여 방류한다는 을 

교육시키고, 정화된 물은 하천돌  로그램(riverwatch program)에 가입한 

문가들로 하여  모니터링하게 하여 실질 인 정화의 효과와 정도를 지속 으

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마지막 설계 지역은 과거 범람원의 일부 던 곳으로 미루나무의 서식

지 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홍수조 을 한 사업진행으로, 수 가 조

되면서 근래에는 건 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주기 인 범람은 미루나무 종 

번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센은 앞서 언 한 주자장 ‘습

지 주머니’에서 정화된 물을 본 지역으로 회유하여 인 인 범람을 흉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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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 구역별 상징  표식 [그림2-14] 미루나무 컨셉 설계안

출처: Richard Hansen, Landscape Jrnl. 1998 출처: Richard Hansen, Landscape Jrnl. 1998

미루나무 숲은 재생하고자 하 다. 본 지역은 특성상 주기 으로 극심한 폭풍

이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출수(runoff) 집수량으로 실질 인 하천 범람을 흉

내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 다. 한 미루나무 군락의 번   매제로

서 몇 그루의 어린 미루나무를 재식하는 방치형 재생방식을 취하 다.

본 설계를 로버트 테이어의 네 가지 연속체로 정리 하자면, 인간의 개입이 

많지 않은(nonhuman ecosystem) 상지에 진행된 로젝트이며, 하천의 흐름 

조 , 우수 집수  정화, 그리고 과거 존재하 지만 재는 회복시켜야하는 

미루나무 숲의 비가시  생태 요소(invisible ecosystem)들을 수동  근

(passive)과 실질 인 과학  생태에 기반을 두고 실체를 드러낸(concrete) 사

례이다. 

2)  Wet Lands: Civic Stormwater + Contingent Spaces by Kathy Poole

그룹(group): 인 라스트럭쳐 로세스의 드러냄

치: 버지니아 학 일원, 미국 (면 : 60만m2)



- 37 -

[그림2-15] Wet Lands: Civic Stormwater + Contingent Spaces 연속체 척도

본 로젝트는 버지니아 학 칼스 힐(Carr’s Hill)지역의 캠퍼스 우수 시스

템 랜을 제안하 다. 설계가 캐시 풀(Kathy poole)은 상지가 학에 치

하고 있는 공  경 인 만큼 물과 습지를 매개로 보다 분명하고 활기있는 

안을 만들고자 하 다. 물은 네 가지 체류지를 거치게 된다. 

풀의 디자인은 ‘모래/퇴  극장(sand/deposition theatre)’으로부터 시작된다. 

집수된 우수는 배수 에서 돌망태 좌석 벽(gabion seating wall)으로 마감 처리

된 모래 테라스 지역으로 흐른다. 건 편 공연 술 학 건물벽에는 갈퀴가 매

달려 있어 이용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만의 모래정원을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물은 단차가 다양하며 정화식물로 조성된 ‘습지/연못 교실

(marsh/pool classroom)’ 즉, 습지정원으로 흘러 정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지

역은 실질 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이 마련되어 있고, 조성된 습지

원 보다 높은 벨에 강철 쇠살 (metal grate) 재질의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

고, 습지원의 식물이 자라 쇠살 를 통하여 자랄 수 있게 하여, 식재가 자라

는 패턴이나 높이에 따라 탐방로와 경험이 달라지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

다. 

최종 으로 정화된 물은 ‘입장/안정유역(entry/settling basin)’으로 흘러 가둬

진다. 모아진 물은 지역주민, 학생  이용객들에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보트를 

타고 발을 담  수 있는 곳으로, 겨울철에는 아이스링크장으로 활용된다. 

본 설계는 사람의 이용과 왕래가 잦은(human ecosystem) 학을 상으로 

하며, 우수(모여지기 에는 실체를 찾기 어려운) 시스템 속 물이라는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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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6] 컨셉 드로잉 [그림2-17] ‘모래/퇴  극장’ 경

출처: Kathy Poole, Landscape Jrnl. 1998 출처: Kathy Poole, Landscape Jrnl. 1998

(invisible ecosystem)를 통한 경험의 다양성을 극 (regenerative)으로 표 하

고자 했다. 우수 로세스 자체보다는 그 과정 속 체험(모래정원, 야외교실, 아

이스링크 장)을 설계 으로 제시하며(abstract) 일상 인 생태 상을 다채로운 

경험으로 재해석한 사례이다.

3) Testing the Waters by Julie Bargmann & Stacy Levy

그룹(group): 되찾는/기억하는/회복하는

치: 빈톤데일(Vintondale) 일원, 펜실베니아 주, 미국 (면 : 60만m2)

[그림2-18] Testing the Waters 연속체 척도

과거 빈톤데일 시의 주요 경제  근간은 산산업이었으며, 그로 인해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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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비롯한 잔여물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인근의 블랙릭 하천(Blacklick 

Creek)의 산성화를 구하고 생태계에 혼란을 래하 다. 그리하여 본 로

젝트는 과거 산을 채굴하던 지역의 산산성배수(acid mine drainage) 문제

를 해결하는 습지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이다. 

설계는 크게 ‘pH pond’와 ‘리트머스 정원’으로 구성된다. 먼  ‘pH pond’는 

여수로를 동반하는 여섯 개의 류지와 습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이 

석회질의 여수로를 따라 여과되면서 속성분이 걸러지고, 이를 통해 처음 주

황색 산성을 띄던 물이 차 으로 청록색 알카린화 되어가는 과정을 모니티

링할 수 있다. 일차 으로 정화된 물은 최종 처리를 해 습지지역에 머물다

가 다시 블랙릭 하천으로 방류된다. 다음으로 ‘리트머스 정원’은 pH pond에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시각화 할 수 있는 컬러감을 가진 야생 하천 식물들로 

식재하 다. 한 산산업이었던 상지의 문화  네러티 를 설계에 포함하

기 해 지형을 과거 산공장의 자취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 다. 산 잔유

물 더미로 산 언덕을 재 하 고, 산 공장의 일부 던 152개의 코크스 제

조 가마(coke oven)가 치하던 곳을 각각 검정 디스크를 활용하여 그 장소성

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 다. 

본 로젝트의 상지는 블랙릭 강 건  마을과 인  지역에 치하여 사람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human ecosystem) 이다. 산으로 인해 오염 되었

던 물(visible ecosystem)의 정화 과정이 pH 농도의 변화를 통해 시각화

(concrete) 되었다. 더불어 실질 으로 블랙리크 하천으로 방류되는 수질을 일

련의 자연형 습지를 통해 순응 인 방법(passive yet regenerative)으로 회복 

하 다. 오늘 날 본 상지는 공원으로 활용되며 이용객들을 한 피크닉 장

소, 크리에이션 장, 야생 탐방로 등이 있고, 산의 상징 인 매개인 산 

언덕과 코크스 제조 가마의 요소들을 추출하여 상지의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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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9] Testing the Waters 로젝트 이후 상지 경

출처: http://uvamagazine.org/articles/queen_of_slag 홈페이지

4) HORIZONS Revealed and Constructed by Margaret McAvin & Karen Nelson

그룹(group): 발상의 환

치: 휠러학교농장, 마사추사스 주, 미국 (면 : 485만m2)

[그림2-20] HORIZONS Revealed and Constructed 연속체 척도

‘수평선’은 수면, 하늘, 땅 등 보이는 범주의 것들과 지하수와 지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수평선이 존재한다. 한 수평선은  범 , 경험  한계 등의 의미

를 갖는다. 설계가는 상지를 열어(open: 탐구와, 찰을 하도록) 수평선을 드

러내고, 그 안의 역학과 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 하고자 했다. 

본 로젝트의 상지는 아이들의 스포츠, 술, 과학을 한 탐험의 장이자 

돌, 나뭇잎, 씨앗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한 오리엔티어

링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그리하여 설계가는 방문 학생들로 하여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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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1] 상지 모델링 [그림2-22] 탐방로 철면포벽 콜라주

출처: M.McAvin &K.Nelson, Landscape Jrnl. 1998 출처: M.McAvin &K.Nelson, Landscape Jrnl. 1998

환경에 한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제안했다. 

탐방로는 쿼터 마일 마다 표식이 있으며, 표식 패 에는 거리정보 뿐만 아

니라 해당 지 의 지리학  정보가 공유된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설치된 

가슴높이 철 면포 벽(metal scrim wall)은 길잡이 역할 뿐만 아니라 철면포 벽

을 투과하면서 그 뒤 식재에 그 그림자는 계 별, 시간 별 태양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도록 의도 되었다. 우수집수연못에는 설치된 찌(rod)를 통해 계 별 

수 를 가시화 했다. 한 상지의 길, 시선, 조정된 일련의 포인트들은 진북

(solar north)  자북(magnetic north) 방 를 가리키도록 설계 되었다. 그리고 

비탈면을 깎아 설계된 풀 하우스(pool house)를 통해 기반암의 단면/수평선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 사례는 학교농장인 만큼 사람 심  생태(human ecosystem)에 치하

며, 수명선이라는 드러나 있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한(both visible and 

invisible ecosystem) 생태  단면들의 실체(concrete)를 길, 수치, 그림자 등의 

능동 (passive) 요인들로 가시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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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사례조사에 한 종합은 다음과 같다.

[표 2-3] 폐염   습지공원 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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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생태- 시  설계 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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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순천만 갯벌 변천과정

제 3장 상지 조건의 해석

제1  상지 치  개요

1. 상지 개요와 역사

상지인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폐염  일 (장신지구)는 549,947m2로 이  

48.5%인  289,518m2이 염 에 해당되고 유지, 잡종지, 제방으로 구성된다. 

재 일부지역은 새우와 어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45년 이 까지 순천만 일 는 염 산업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일제강 기

와 1990년까지 민간에 의한 단계별 매립이 진행되어 간척사업으로 농지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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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상지의 토지이용 구분

어 나다가 1992년부터 순천시는 갈 군락을 고 홍수 방을 목 으로 골재채

취 공사를 허가 하 다. 1996년 시민·환경단체는 골재채취사업 반  운동을 

벌 다. 하지만 그 이후 갯벌의 자정능력과 연계된 생태계 서비스에 주목하여 

순천만은 [그림3-1]와 같이 회복의 기로에 있다. 그 결과 2003년 순천만 습지

보호지역 지정, 2006년 람사르 습지 등록, 2008년 문화재지정과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장산지구는 습지보호지역,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 

생태계보존지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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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소  수입이 자유화 되면서 국내 염 업은 그 경쟁력을 잃었다. 정

부차원에서 염 을 다른 사업으로 환 는 폐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도를 추진하 으나, 한 용도를 찾지 못한 염 의 경우 염습지화 되어 가

는 경우도 많다. 재 장산지구의 폐염 은 육지화가 진행 이다.

2. 폐염  련 순천만 복원사업 황

순천시는 2008년 『순천만 효율  보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를 

통해 보  틀과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2023 순천만 습지 장기 계획을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만에는 네 개(용두지구, 거차지구, 장산지구, 노월

지구)의 폐염 지역이 분포되어있으나, 그  장산지구와 노월지구[그림3-x] 

만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갯벌 생태 복원화 사업’ 은 2016년부터 2020

년 까지 폐염  약 78ha를 상으로, 단계별 부지매입[표3-1]과 제방 철거, 생

태계 모니터링을 계획과 더불어 갯벌의 물리 인 복원 목  외에도 고부가가

치 수산업  생태  등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다. 

[표 3-1] 연차별 사업내역  사업비용 (자료: 순천만 보 과)          (단 :백만원)

구분 사업비 연차별 세부 사업내역

계 200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016년 35  ㆍ갯벌환경 기 조사  기본계획 수립  장산지구 부지매입

2017년 45
 ㆍ1단계 장산지구 시범사업(25㏊)
  - 부지매입, 제방철거, 생태복원사업  생태계 모니터링 

2018년 40
 ㆍ2단계 장산지구 시범사업(30㏊)
  - 부지매입, 제방철거, 생태복원사업  생태계 모니터링 

2019년 40
 ㆍ1단계 노월지구 시범사업(12㏊)
  - 부지매입, 제방철거, 생태복원사업, 갯벌참굴양식, 모니터링 

2020년 40
 ㆍ2단계 노월지구 폐염 (11ha) 갯벌복원
  - 부지매입, 제방철거, 생태복원사업, 갯벌참굴양식,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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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차별 부지매입 지역 (자료: 순천만 보 과)         

3. 련법  제도

『습지보 법』은 습지의 보   리를 규정하기 해 제정되었다. 1999

년부터 습지를 효율 으로 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 하여, 국제 약인 람사

르 약을 구 하는데 목 을 두었다. 『습지보 법』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습지지역을 정하고 제8조에 따르면 습지의 특성과 개선 목 에 따라 ‘습지보

호지역’, ‘습지주변 리지역,’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습지보 법』의 제 13조는 효율 인 보 을 해 아래와 같는 습지지역별 

행 제한을 가한다. 1) 보 지역 내 건축물, 신축, 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 이 기존 연면 의 두배 이상이 

된는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2) 습지의 수  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

소하게 되는 행 , 3) 흙, 모래, 자갈 는 돌 등의 채취, 4) 물의 채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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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의 인  도입, 경작, 포획, 는 채취 행 가 제한된다. 특히 습지주

변 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을 풀어놓거나 십고 재배하는 행 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습지주변 리지

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변매립사업이나 기타 습지보호에 

해를  수 있는 행 를 하려는 경우 환경부장 , 해양수산부장  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생태계 보 련 법령은『습지보 법』외에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7조의 용도지구 지정에 한 내용,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국

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보존지구내 건축제한에 

한 령, 이 해당된다.

본 연구와 련된 하 법규로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와 『순천시 순천

만 습지 보 리  지원사업 등에 한 조례』가 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리

를 하여 건출물의 건출 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1) 공공시설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해서는 도시

계획 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3)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장 제외)을 허용한다. 

『순천시 순천만 습지 보 리  지원사업 등에 한 조례』는 람사르습

지 순천만을 효과 으로 보 하고 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보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 으로 한

다(제1조). 그리고 제4조는 순천만습지 리계획의 수립에 한 사항과 제7조는 

습지보 사업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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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순천만습지 리계획의 수립) 제7조 (습지보 사업)

1
순천만습지보  목표  시책의 

실천방향

순천만습지보  종합계획 수립을 한 

용역

2
순천만습지보  리를 한 

연차별 보 리 계획 수립

순천만 갯벌습지의 수질, 질, 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환경  생태계 

생물상 조사

3
순천만습지의 분포  면 과 

순천만 생태계 조사에 한 사항

순천만습지 향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 물 조사

4
순천만 생태  수용력 조사  

탐방객 리에 한 사항

순천만 갯벌 어패류 생산성  어업과 

농활동 변화  연안주민의식 조사

5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로그램 활성화 방안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 상의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갯벌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로그램 공모사업

6

순천만 생태계 보 을 한 

거버 스 참여범   운 에 

한 사항

시민·환경단체·NGO 상의 습지보  

로그램 공모사업

7

순천만 갯벌과 련된 

습지보 법 제5조 

습지보 기본계획에 따를 

실행계획 수립

순천만갯벌생태 안내인 양성교육  

생태교육 로그램 개발, 체험교구제작 등 

인식증진 사업

8

앙부처의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리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리사업 계획 수림

순천만 갯벌생태 조사자료 백서 발간  

정보 공개 사업

9
그 밖, 순천만습지보 에 필요한 

사항 등

순천만 생물 종 다양성 증진을 한 

학술 회 개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 교류 력산업

10
그 밖, 순천만습지 보 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

[표 3-2] 『순천시 순천만 습지 보 리  지원사업 등에 한 조례』제4조,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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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순천 주변지역 인구 황 (자료: 순천시 시정주요통계)          

구분
세 인구수 (명)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순천시 104,507 105,867 277,353 279,106

순천만 별량면 2,927 2,922 6,432 6,278

제2  상지 분석

1. 인문환경 분석

(1) 치

순천시의 면척은 910.42km2이며, 순천만은 순천만을 기 으로 여수반도와 

서쪽의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만으로 북  34°49′39″에서 52′30″까지, 동경 

127°25′00″에서 32′30″에 이르는 넓은 해수면이다. 순천만 갯벌은 도심권으로

부터 약 8km 정도 거리이며, 행정구역상 동사동, 해룡면, 그리고 별량면에 속

하며, 41.55km의 해안선이 둘러쌓고 있는 갯벌 21.6km2, 갈 밭 5.4km2 등으로 

이우어진 총 면  28km2 의 염습지와 갯벌이다.

갯벌의 좌, 우로 폐염 이 있고, 갯벌을 활용한 마을 어업과 고막 양식장이 

형성되어있다. 이 일 의 부분 표고차는 10m 이내로 완만하고, 서측에는 해

발 80m에 이르는 용산이 치하여 자연생태체험 에서부터  근할 수 있는 

용산 망 가 치하고 있는 곳이다. 

(2) 인구 

순천시는 라남도에서 여수시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이다. 2014년 

기  순천시는 총 105,865세 , 277,383명으로 2000년도 비 2.5%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난다. 체 인구에서 20세 미만이 25.3%, 20-59세 청장년층은 58.2%, 

60세 이상 노년층은 16.5%로 나타난다. 

순천만 주변 지역은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으로 구성되며 해룡면, 도사동 

별량면 순으로 인구수가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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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룡면 5,083 7,753 13,875 40,768

도사동 3,916 3,885 9,455 9,294

소 계 11,926 14,560 29,762 56,340

 

(3) 문화 황

순천시의 주요 지로는 순천만, 낙안읍성, 드라마촬 장, 송 사  선암

사 등이 있다. 방문객 수는 순천만이 2,351,64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

고 있고 2010년 이후 평균 으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온다. 

그 다음으로 낙안읍성, 선암사, 드라마촬 장, 송 사 순으로 방문율이 나타난

다.  

(4) 장산마을의 쇠퇴

60-70년  까지만 해도 장산마을은 어느 면 소재지보다 많은 인 가 드나들

던 곳이다. 마을 앞 제방을 쌓아 만든 수천평의 염 지역 때문이다. 장산마을

에는 낙안, 상사 등 인근지역 주민과 해남, 고흥, 벌교 등에서 찾아오는 일꾼

들로 연일 환기가 넘쳐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주암  건설로 해수의 염도

가 낮아지면서 소  생산량이 어 한때 ‘돈산’이라 불리워 질만큼 부 이었

던 장산마을은 쇠퇴일로에 어들었고, 결국 염 은 폐업하고 말았다. 

80년 부터 염 터가 새우 양식장으로 바 었고 90년  부동산 투가가 성행

하면서 염 터는 차 외지인들 소유로 넘어갔다. 이에따라 원주민들은 마을

을 떠나거나 농업으로 향하여 생계를 꾸려갔다. 재 마을에는 50여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새우양식장으로 쓰이던 옛 염 터는 차

으로 갈 숲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웠던 도시로 진출한 원주민 2세 70여명이 염 터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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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나섰다. 이는 바로 마을 농 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

는데 비롯되었고, 그 결과 장산마을은 2014년 농어 체험마을로 지정되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총 3억원을 지원받아 체험 , 새우양식장을 개조하여 

나무 낚시터와 자연갯벌 찰장을 만들었다. 각각의 체험장에서는 계 별로 

주민과 함께하는 칠게잡기, 낙지잡기, 벼농사, 미꾸라지잡기, 로컬푸드만들기 

등 로그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자연환경 분석

(1) 수문  수계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주요 수계는 시가지를 지나 흘러내려오는 동천, 해룡

천과 상사 조 지 을 통해 유입되는 이사천이다. 동천과 이사천 사이의 농

경지와 해룡천 주변은 표고가 낮아 여름철 집 호우 시 범람하는 상습침수지

역이다.

(2) 일기  강수량

순천시의 평균이온은 12.7℃이며 일조시간은 2,314.3 시간이다. 순천시 최고

기온 평균은 18.8℃, 최 기온은 7.5℃로 일교차는 11.3℃로 나타난다. 2013년 

연 강수량은 1,281.8mm로 보통 7월과 8월에 집 으로 내린다.

(3) 토지 이용

순천시 토지피복은 시가화·건조지연, 농업지역, 산림지역, 지, 습지, 나

지,  수역으로 분류된다. 장신지구의 폐염  지역은 보 리지역, 생산 리

지역으로 이 져있고 주변부는 계획 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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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순천만 토지 피복도 (자료: 환경공간정보서비스)         

(4) 생태

순천만은 연간 8-12만마리 철새의 도래지이며 천연기넘물 30종 (흑두루미, 

재두루미, 어새, 황새 등)과 환경부지정 멸종 기종 33종 (검독수리, 넓 부

리도요, 매 등)을 포함한다. 이들의 지속 인 보호는 습지보호와도 긴 한 

계를 가지며, 매월 정기 인 철새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다. 

순천만은 갈 , 칠면  등 16과 33종의 염생식물을 포함한 총 89과 336종의 

식물이 자생한다. 별량면 학산리 (장산지구)에서 발견되는 염생식물은 11과 21

분류군으로 명아주과 벼과 염생식물이 각각 6종(29%) 4종(19%)를 차지한다. 폐

염 에서는 해홍나물, 칠면 , 퉁퉁마디가 생육하며, 특히 양식장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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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분석의 종합 (SWOT) 

강  (Strength) 약  (Weakness)

- 주변의 수려한 경 : 구릉지, 갯벌, 농지, 
갈 군락

- 생태 다양성: 염생식물, 조류,  패류
- 순천만 갈 길 선상에 치

- 양식장으로 의한 악취
- 치: 자연생태체험 에서부터 약 20km 거리
- 부분 으로 폐쇄된 구역

기회 (Opportunity)  (Threat)

- 순천시의 폐염  지역에 한 복원화 사업 
추진

- 폐염  지역은 고유의 문화와 경
- 순천시의 생태도시거  추가확보
- 바다 – 갯벌 – 산지 – 농경지의 경  축이 

방해요소 없이 발달되었음

-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문제
- 염습지의 육지화 

염습지에는 칠면  군락이 잘 발달한다. 해안선을 따라서는 순비기나무, 갯메

기꽃, 갯완두, 방석나물, 갯질경, 가는갯능생이가 발견된다.  담수지역을 

심으로 지채, 갈 , 갯잔디 등이 생육한다. 

3. 종합

장산지구의 폐염 은 1980년  까지 염 을 생산하던 곳이었으나, 오랜 시

간 방치되어 육지화 되고 부분 으로 새우  어 양식장으로 활용 되고 있

다. 그로 인한 악취가 있고 부분 으로 구간 폐쇄된 지역은 진입이 불가하다.

 해안방향으로는 넓은 갯벌평지와 건 편 용산의 구릉지형이 수려한 경 을 

제공하며, 폐염  자체도 염생식물, 벼과식물, 제방과 염습지가 어우러져 독특

한 경 을 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멸종 기 야

생물종 2 인 취고둥이 발견되었고 그 외 붉은 말발똥게, 흰발농게가 서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루미와 같은 조류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상지는 개인소유로 복원을 해 매입을 해야 하며 순천시에서 갯벌 복원

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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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생태 상 분석의 종합

1. 생태 상의 포착  가능성

본 상지인 장산지구 폐염  일 는 염 사업을 근간으로 형성된 장산마을

과 인 해 있고, 재 폐염  부지의 일부는 새우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0년 이후 부터 오늘 날 까지 오랜 시간 방치된 장산지구 폐염 은 인 이 

드문 지역임을 자체 으로 설명하듯 무성한 갈   갯잔디 등이 제방을 뒤덮

어 옛 염 터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식생의 야생성과 더불어 갯벌과 해있

는 지역인 만큼 조류  서동물의 흔 과 존재 한 다수 목격 할 수 있었

고, 풍부한 생태 자원과 상이 혼재된 장소이다. 

본 연구는 생태- 시  설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지의 생태  상, 자

원, 문화  네러티 를 설계  요소로 활용하기 해 생태 상에 한 감성  

근과 분석을 실시 하 다.

1) 조석 상 (간조와 만조)

갯벌은 하루 두 번 약 12시간 25분 간격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감춘다. 

물이 다 빠져나간 간조 때는 드넓게 펼쳐진 까만 평야가 시선을 압도하고 칠

흙같은 뻘밭은 막감 마  느끼게 한다. 그리고 발 아래 갯벌을 유심히 바라

보고 있다보면 이곳 곳 뚫린 구멍에서 농게와 짱뚱어가 제 집 밖으로 나와 

열렬히 움직이고 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의 행보(움직임)가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만조시 갯벌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갯골부터 서서히 물이 차오르다

가 어느새 온통 해수로 뒤덮여 까맣던 뻘도 그  움직임도 사라지고 수면  

울만이 남아 있다. 하지만 간조와 만조는 시기가 일정치 않아(매일 50분씩   

미 짐) 물때표를 확인하지 않고는 장에서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뿐 만 아니라 장산지구 폐염  지역의 특성상 상지 입 지 부터 갯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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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까지 먼 거리와 제방과 그 주변 식생으로 인해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염

지역과 갯벌이 하는 지 에 이르러야 그 상을 포착 할 수 있다. 보다 

먼 곳에서도 해수가 빠지거나 들어오는 상을 가시화 할 수 있다면, 상지 

내 치나 시간에 상 없이 갯벌의 상황을 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 조  측소에 따르면 일 의 고극조 는 평균 으로 약 377cm이며, 

평균해면 높이는 187m이다. 그리고 일년  8월과 9월의 평균해면 높이가 가

장 높게 나타나고 1~3월 고/  조  편차가 가장 크며 5월과 11월달이 가장 

게 나타난다.

[그림 3-5] 장산지구 일원 조석 상        

2) 갯벌과 빛 (달과 태양)

갯벌은 검지만 무작정 투박하거나 검소한 것은 아니다. 간조 시 고여있는 

물 로 해와 달이 반사되면 별을 담은 듯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한다. 특히 

달은 조석 상과 깊은 연 성을 가진다. 달이 반달 모습을 보이는 상 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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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구, 달, 태양이 직각을 이루게 되어 조차가 가장 작아, 갯벌이 드러

나는 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난다. 

[그림 3-6] 태양을 반사하는 갯벌      

3) 제방 

제방의 상태에 따라 인 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갯벌의 해산물 채취를 

해 마을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제방길은 어떠한 방해요소 없이 윤이 난

다. 하지만 그 외 부분의 제방은 동측으로 향할 수록 험난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야생이 자리잡고 있다. 갯벌과 경계에 맞닿아 있는 동측 

제방은 오랜시간 보수공사 없이 방치되어 많은 부분 허물어 졌으며 [그림 

3-7], 해수 유입 기간과 양이 차 늘어나면서 갯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7] 폐염  경계지역이 허물어지고 칠면  군락이 자리잡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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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식생으로 뒤덮인 제방     

4) 염

1980년  이후 주암  건설로 인해 해수 염도가 낮아져 염 은 방치되거나 

부분 으로 양식장으로 업하여 활용되고 있다. 소 창고, 결정지, 바닷물을 

장하는 수지 등 염 과 련된 시설물은 그 자취가 사라졌으나, 상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제방의 모습은 조 이나마 염 지역의 독톡한 경 을 유지하

고 있다.  

[그림 3-9] 폐염  지역의 경     

5) 짱뚱어의 동선

짱뚱어는 여타 어류와는 달리 잠 이 아닌 수  로 튀어오르면서 진하

는 법을 구사하며, 그로 인해 수면 로 잔물결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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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짱뚱어의 움직임     

6) 갈 군락의 자라는 패턴

갈  군락은 순천만의 표 인 생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갈 는 고유

한 성장 패턴을 가진다. 심부에서 외곽으로 원형의 모습을 유지한 채 차 

역을 넓 가는 원형  성장을 하며, 이러한 갈 의 형상은 높은 망   

혹은 성사진 상으로 확인 해 볼 수 있다. 성사진 상으로는 갈  군락의 

주요 분포지역과 원형  형상을 살필 수 있으며, 망 에 올라 바라본 갈

군락은 그 압도 인 스 일과 까만 갯벌과 비되어 마치 푸른 섬을 바라보는 

듯 하다.  높이에서 향유하는 갈  느낌은  다른 매력을 향유하게 한다. 

평균 사람키보다 큰 갈 의 수직성을 체감할 수 있고 요된 공간 속에서 외

부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안정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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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ttering Pattern      Circular Form       Vertical Environment

[그림 3-11] 성- 망 - 높이에서 바라본 갈     

7) 소리

제방 를 걸으며 고요한 막이 흐르는 것 같은 경 속에서 유유히 퍼지

는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 공간을 함께 향유하고 있는 이들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바람이 불면 갈 와 갯잔디 잎이 스치며 내는 리드미컬한 

소리 사이로 풀벌 와 새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거니는 구간별로 들리

는 양식장 물 로펠러 소리는 잔잔한 공간 속 역동성을 맛보게 한다.

[그림 3-12] 폐염  지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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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생의 질감

제방길을 따라 양 으로 다양한 질감의 수생잡 와 그들이 피우는 수수한 

꽃망울은  다른 볼거리가 된다. 망 의 노란 꽃 오리와 잔 잎 리, 벼과 식

물의 열매와 뽀족한 잎사귀, 갯완두의 동 동 한 실루엣 등 하나하나 이름은 

모를지언정 각각의 특성을 지닌다. 각 개체는 군집을 이루며 발달되어 있고, 

그가 형성하는 야생 덤불은 리드미컬한 역동성이 느껴진다. 

[그림 3-13] 다양한 식생의 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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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갯골, 식생, 그리고 그외

갈 군락의 특수한 원형  성장 패턴은 상지 북측에 두드러지며, 특히 갯

골이 발달하고 담수가 유입되는 염도 습지에 분포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 

칠면  군락은 체 으로 갯벌과 맞닿은 상지 동측  염습지에 발달되

어있다. 상지 내 두 지역에서는 함 를 재배하고 있다. 갯골을 심으로 농

게와 짱뚱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 고, 백로, 참새, 갈매기 등의 조류 

종을 장에서 포착하 다. 한 치상 이 지역에서는 일출은 볼 수 있으나, 

일몰은 등지고 있는 계로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림 3-14] 함  재배지역(왼)과 상지 동측 칠면  군락 발달(오)    

[그림 3-15] 제방  두루미 포착(왼)과 상지 건 편 노월지구에서 본 일몰 경(오)  



- 63 -

[그림 3-16] 순천만 장산지구 생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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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본 에서는 상지의 경  매개 속 생태 상  자원을 조석 상, 갯벌과 

빛, 제방, 염 , 짱뚱어의 움직이는 동선, 갈 군락의 자라는 패턴, 소리, 식생

의 질감, 갯골-식생-그리고 그 외 총 아홉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그 

에서도 각각의 상과 련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자연  과학  상과 미학

, 감성  감을 주는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생태 상을 설계 요소  

감으로 활용하기 한 재료로 기반을 마련하 다.

[표 3-5] 생태 상의 포착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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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생태- 시  개념이 용된 폐염  공원화 설계

제1  계획의 목표 설정

1. 기본 방향 

장산지구 폐염  지역은 갯벌을 비롯한 풍부한 야생 자원과 염 이란 문화

 네러티 를 담고 있는 장소이다. 한 상지 일 는 갯벌 복원화 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리지잡은 야생성이 강

하여 생태 교육  향유지로써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본 상지의 근사한 생

태 자원을 드러내기 해 2장의 생태- 시  설계 과정을 재해석 하여 [표

4-1]를 도출하 다. 3장 3 에서는 포착한 상들을 설계  지표  요소로 활

용하고자 하 다.

[표 4-1] 생태- 시  설계 진행방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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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목표

본 계획은 상지 일원의 갯벌을 복원하여 염생습지로서 생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된 생태 자원과 상의 해석을 통한 드러냄을 목

표로 진행 하 다. 한 장산지구 폐염  지역을 순천만의 연안습지, 내륙습

지, 도심지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거  개발을 통해 순천시의 생태 도시 이

미지에 일조 할 수 있도록 계획 하 다. 한 조성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

만 자연생태공원은 수많은 인 가 모이는 거 으로 생태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이용객을 분산시킬 안을 필요로 하며, 장산지구 일원은 차별화를 둔 로그

램과 볼거리를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녹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 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정원문화를 기반으로 헬스 투어니즘  당일 체험, 시, 

교육, 교류를 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이다. 이에 반해 순천만 자연생태공

원은 갈 탐방과 천문  시설을 통한 교육,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

로, 장산지구는 생태  자연 자원 속 체류와 감각을 활용하여 야생을 향유하

는 거 으로 차별성 있는 계획안을 제안하 다.

[그림 4-1] 생태 의 확보와 차별화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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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복원은 최근 들어서야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성공

인 선행 사례나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기존의 제방을 순차 으

로 개방하여 해수 유입을 조 하고 지형을 고르는 등 순응  방식으로 진행되

어야 하며, 한 개입을 통한 자연화를 진해야 한다. 한 재 식생이 양

호하고  식물상이 풍부한 지역은 인 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보존해야 하고, 

부분 으로는 데크길 조성 등 소극  채용을 통한 자연의 극  체험을 가능

하게 하여 힐링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제2  기본구상

1. 컨셉

설계의 컨셉은 갈  군락이 자라는 패턴으로부터 ‘확장(expand)’이라는 키워

드를 도출하 다. 생태 상의 확 를 통해 자연 체험  교감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의식(awarenss)의 확장, 경험(experience)의 확장, 기억

(memory)의 확 , 배움(learning)의 확장, 야생성(wilderness)의 확  라는 컨셉 

테마를 구역별로 담아내고자 했다.

[그림 4-2] 계획의 목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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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

장으로부터 읽어낸 자연을 활동, 시설, 공간 별로 구분하여 설계 요소로 

활용 하 다. 공간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표 인 요인은 제방이다. 염 이었

음을 설명해주는 상지는 제방에 의해 총 2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간 물을 류하기 해 해수의 유통을 막았었던 제방을 허물고 지를 고르

는 작업을 통해 폐염  지역의 55ha  46ha를 갯벌로 복원하고자 했다. 주민

들이 생업을 해 갯벌로 향하는 제방과 상지 일부를 활용하기 해 실질

으로 제방 역할을 담당할 제방은 남겨 염 의 독특한 정취는 남겨 두었다. 

한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 일원부터 순천만을 타고 남측으로 갈 군락의 연계

성이 장산지구 폐염  지역의 간척으로 인해 단  되어 있음을 확인 하 으

며, 갯벌의 복원은 끊어진 갈 군락의 분포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 

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로는 조석 상을 가시 으로 확인하고 물이 빠지고 드

러남을 극 화하는 요소로 ‘조수 홀더(tide holder)’를 제안하며, 더불어 조 의 

높낮이를 가시 으로 보여주기 해 갯벌  ‘해수면 센싱 조명(water level 

sensing light post)’ 설치를 통해 물과 썰물의 자취를 조명하고자 했다. 

그 외의 도입 시설로는 칠면  군락의 군집지역과 함  재배지의 분포에서 

비롯된 염생식물원, 갯골  식생의 질감과 색을 향유하기 한 데크조성, 풀

벌 , 새, 바람 등 자연의 소리를 더욱 확장 시켜 , ‘에코-확장기(eco-phone)’, 

일출과 순천만의 경을 한 에 볼 수 있는 망 , 한 갯벌의 풍부한 음이

온과 바람을 온몸으로 들이 마실 수 있도록 풍욕장을 제안한다. 자세한 포착

상에 한 활용과 표  방식은 [표4-2와 4-3]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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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포착 상의 활용  

[표 4-3] 포착 상 활용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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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구상

UNESCO에서는 자연과 사람 간 균형잡힌 개발을 한 지표로 MAB(man 

and Biosphere) 로그램을 통해 생물권 구역제(biosphere area zonation)을 제

시한 바 있다. 크게 핵심-완충- 이지역의 세가지로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용하여, 명한 사용 지역(wise use zone) 

완충 지역(buffer zone) 복원  보존 지역(restorative zone)으로 상지를 구

분하 고, 각각의 구역제에 알맞은 시설물과 로그램을 도입하 다. 명한 

사용 지역에서는 체류시설, 염 체험, 풍욕 시설, 염생식물원을 계획하 고, 완

충 지역과 보존 지역에서는 자연 본연의 모습을 극 으로 감상하며 체험 할 

수 있도록 하며, 인 인 교란을 최소화 시켜 생물 서식지역을 찰하고 학

습하는 장으로 활용하게 했다.

[그림 4-3] 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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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생물권 구역제를 용한 공간구역  주요 동선



- 72 -

제3  종합계획

1. 마스터 랜

[그림 4-5] 마스터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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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마스터 랜 도입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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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주요 장소별 설계

1. 트 일 유형

상지 내 트 일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존의 제방을 활용한 제방길과 

새로 조성하는 데크길은 주로 갈 , 갯벌, 일몰, 갯골, 조류 찰  등 원생 자

연의 모습을 근거리에서 감상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길

은 데크와 철재 시트지가 혼합된 트 일 유형으로 식생이 자라는 길이와 넓이

에 따라 동선이 향을 받는 구간이다. 식생의 잎 모양, 질감, 색감을 색다른 

경험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림 4-7] 제방길 – 데크길 – 자연의 길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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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코 확장기 (Eco-phone)

상지는 고요한 듯 보이지만 집 해 들어보면 바람에 의해 풀잎이 비벼지

는 소리, 풀벌  소리, 새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공간속에 다양한 소리

가 존재함을 알게 하고 그 소리를 보다 극 화 하여 이용자들이 감상 할 수 

있도록 커 한 확성기 형상의 소리 확장기(eco-phone)를 제안했다.

[그림 4-8] 데크와 소리 확장기 기  이미지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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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소리 확장기 랜과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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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수 홀더 (Tide Holder)

간조와 만조는 하루 두 번 반복 되지만 그 시기를 보다 극명하게 비시킬 

‘tide holder’는 물시 ‘홀더’ 안으로 물이 가둬지며, 간조시 주변은 물이 빠지

고 갯벌이 드러나더라도 ‘홀더’ 안으로는 해수가 남아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

둬진 해수를 찰하고 그 다음 물이 오기  ‘홀더’를 비우기 한 배수시설

(drainage gate)과 함께 ‘홀더’를 가두고 비우는 스 [그림4-11]을 제시했다.

[그림 4-10] 조수 홀더 세부사항 

       [그림 4-11] 조수 홀더 시간 별 황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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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수면 센싱 조명 (Water Level Sensing Light Pole)

조석 상에 따라 갯벌지역은 해수면의 높이가 상시 변한다. 직 으로 갯

벌까지 가지 않더라고 상지 내에서는 해수가 빠지고 들어오는 상을 알리

기 한 도구로 해수면 센싱 조명을 제안했다. 해수의 높이에 따라 다른 불빛

을 내게 하여 원거리에서도 갯벌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 이다.

[그림 4-12] 해수면 벨별 조명 색상의 변화

[그림 4-13] 조수 홀더와 해수면 센싱 조명 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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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생식물원 (Salt Marsh Paddy)

염생식물원은 기존의 칠면  군락이 발달한 지역에 계획했으며, 조 하고 

규격화된 롯에서부터 차 으로 확 되는 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스

일의 식재군집이 제공하는 미학  효과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림 4-14] 범 /스 일의 변화를 체험하는 염생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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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염  체험장

염 이었던 상지의 옛 정체성을 간직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염  체

험장을 제안했다. 염 체험을 한 기반시설과 함  체험 에서는 장산지구 

염 에 한 배경을 시하고 함 소  등 소  시즈닝 체험을 통해 상지 

자원을 활용하는 체험을 진행한다. 

[그림 4-15] 염  체험장 랜  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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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류형 시설 

앞서 언 했듯 장산지구 폐염 은 생태  자연 속 체류와 감각을 활용한 

야생의 향유를 목표로 계획 다. 이를 해 가족단  야외 캠핑시설과 사

약을 통해 머물며 건강과 뷰티 련 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힐-스테이

(heal-stay)와 풍욕라운지의 다양한 체류형 시설을 제안했다.

[그림 4-16] 체류형 시설 랜

1)  힐-스테이 (Heal-stay)와 풍욕라운지

힐-스테이는 순천만의 건강한 생태와 자연을 치유를 한 자원으로 활용하

여 건강한 식사, 습 , 심신에 련된 교육과 로그램이 운 되는 곳이다. 그 

일환  하나로 풍욕라운지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갯벌의 풍부한 음이온

과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릴 수 있도록 산책길과 갯벌을 바라보며 명상 

 스 를 즐기는 공간으로 마련했다. 캠핑장과는 달리 사  약제를 도입하

여 요된 공간 속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만이 라이빗한 체험을 통해 진정한 

힐링 테라피를 경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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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힐-스테이와 풍욕라운지 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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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핑장

시시각각 변하는 갯벌과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고 그 속에 머물수 있도록 캠

핑시설을 도입했다. 형태와 동선은 짱뚱어가 잠 시 만들어내는 물결을 재해

석하여 용했다. 여러 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장과 총 24개

소의 램핑 텐트와 22개소의 텐트 데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동으로 사용하

는 취사시설은 2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그림 4-18] 캠핑장 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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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21세기에 어들어 도시화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도시공원의 기능

과 설계방안에 한 논의가 뜨거워 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97년 생태-

시  디자인 시에서는 ERD(eco-revelatory design) 의 개념이 등장했고, 본 

개념은 생태·문화  상, 상지에 향을 미치는 과정들과 계들을 잇는 

생태 설계 략으로 상지의 생태 시스템에 이용자들이 교류  계를 형성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과했던 생태과정의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도구로써 ERD를 

장산지구 폐염 지역 공원화 설계 방법론으로 활용하 다. 생태- 시  설계

의 개념을 실질 인 상지에 반 해 보고, 순천만 갯벌의 복원과 미래가치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장산지구 폐염  일 를 연안생태 체험지구로서 가능성

을 제안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연은 시간과 계 에 따라 다른 모습과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시시

각각 변하는 생태 상들을 문가의 으로 찰하여 에 띄지 않거나 지나

치기 쉬운 요소들을 읽어내고 추출하는 일은 조경가가 맡은 요한 임무  하

나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과정을 읽어내는데 있어 사계  모두 살펴보

지 못했다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상지인 폐염 지역의 갯벌 복원은 본 

연구 목 의 주요한 동기와 동력이었으나, 갯벌복원과 련된 선행연구 부족

으로 실질 인 복원 방식에 있어서는 체계 인 안을 내놓지 못한 것 한 

한계 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생태- 시  설계의 근 방식은 과학과 술의 립을 완화하

는 일환으로 과학을 심으로 하는 생태설계와 설계가의 미학  가치 에 따

르는 디자인 심  설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근이다. 하지만 공 인 상지

에 개인의 취향과 이 극 반 된다는 것은 설계가의 입장에서는 매력

이나 자칫 비 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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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략에 커뮤니티나 지역 문가 등의 의견을 반 하도록 조율할 수 있으

나, 자유롭고 창의 인 생각을 실 할 수 있도록 설계가의 입지 한 간과하

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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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Revelatory Design at Suncheon Bay Abandoned Saltern

: focused on Jang-san District, Suncheon

Gina Y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apid land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has caused the loss of green 

space in our society, which took away the opportunity for everyday citizens 

to dwell in nature. In effort to reclaim the diminishing green space, our 

government has taken great strides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ks. 

However, parks that were meant to replace the scars of nature were built in 

taste of humanity, with emphasis on beauty and convenience. This 

non-naturalistic greening approach denies natural providence, and requires 

ample energy to sustain. In other words, non-ecological design demands 

higher management cost. While the movement for recovering the lost green 

space has shown great progress, the higher cost to sustain these newly built 

parks becomes an area of concern. The 2015 Korea‘s National Budget 

Proposal indica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increase spending for 

public welfare, and yet decrease spending for SOC and civil engineering 

sector. Therefore, multi-functional low maintenance ecological landscape 

designs are to be preferred over gardenesque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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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in awareness for urban landscape altered city planning 

priorities. In case of Suncheon City, tidal mudflat and reed(Phragmites 

communis Trinius) colony restorative projects gained attention for their 

ecological value. The ‘Mudflat Restoration Project’, will start from year 2016 

as part of the ‘2023 Suncheon Bay Long-term Wetland Preservation Plan’. 

The ‘Mudflat Restoration  Project’ includes several abandoned saltern sites, 

which will be reconstructed and restored. And among them, this study will 

cover Jang-san District area(55h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reserve that reveals ecological phenomena and cultural aspects of the site by 

applying ERD(Eco-Revelatory Design) theory.

ERD is an ecological design strategy that visualize the unrevealed. The 

attempt is to expose/reveal site’s ecological phenomena and cultural narrative 

that would engage visitors. The general ‘ecological design’ begins with 

observing and understanding the landscape context and the medium. 

However, ERD strategy specifically guide designers to derive, reinterpret, and 

implement their motif from the site’s ecological process into real space. 

Eventually, ERD is about sharing the unique natural value and its 

phenomena, providing educational ground, and leaving space that triggers 

further imagination.

Prior to the designing phase, numerous site observations were required to 

observe the ecological behaviors. The collected ecological phenomena from 

the site were radial growth pattern of reed colony; orbit of the sun; 

soundwave of the birds, critters, and wind; flood tide; mud hopper’s moving 

pattern; and etc. These findings were reinterpreted into various forms into 

the overall site design (concept, space, structure, activity).

The design concept ‘EXPAND’ comes from the growth pattern of the 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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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y. It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ecological phenomena will lead 

towards bette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nature. 

The site ultimately act as an ecological tourism node, which enhances 

Suncheon’s ‘ecological city’ image, and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Suncheon bay salt marsh – inland wetland – and the city.

The greatest effort and depth of the study has been the process of 

observing nature through sense and facts. However, the limit of the study 

lies in the fact that the observation has been done only during two quarters 

of the season that neglects the other seasonal ecological phenomena. 

Also, not enough successful case studies for restoring mudflats were found, 

which makes systematic monitoring process necessary and that of top 

importance for future studi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 Suncheon Bay, Eco-Revelatory Design, Ecological Design, Abandoned 

 Saltern, Mudflat Restoration

Student Number: 2013-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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