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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조하조류공원 설계

리 은 주
환경조경학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

시 리질리언스는 여러 측면에서 오랜 기간동안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 증가

는 개혁개방(改革开放) 이후 2018년 말 기준, 도시화율이 17.9%에서 59.5%로, 40년 사이 약 

3.4배 증가한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7·20 정저우 폭우사태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도시가 마비되면서 막대

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게 되자 도시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들과 갑

작스런 외부 충격을 모두 예방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사전예방과 사후복원 측

면에서 도시 리질리언스가 재차 조명되고 있다. 또한 이번 폭우사태가 치명적일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도시침수로 인한 2차피해가 확산되면서 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동안 물과의 사투를 벌려온 나라인 만큼 홍수재해방지 측면에서 

다방면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홍수피해 지역을 기준으로 사후복원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피해이력이 없는 지역의 자연재해 사전예방에 관한 연구

와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도시공원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 모델을 설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설계 

대상지는 정저우 신정신도시 개발구역에 속해져 있는 소범장 저수지 일대로 계획인구 160

만 신도시의 진입관문이자 공원녹지체계의 주 축을 이루는 조하 하천에 위치해 있는 총 

896,792㎡의 부지이다.

    본 연구는 재해사전예방형 공원을 설계하기 위해 대상지에 대한 현장분석을 기반으

로 arcgis를 활용한 정량화 분석과 인터뷰 및 면담 등을 통한 수요를 파악함으로서 다각도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재해 예방 기능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도시변화에 대해 

미리 예측해보고 변화에 대응 가능한 단계별 공원 조성을 통해 공간적인 리질리언스 뿐만

이 아닌 시간적 리질리언스 향상 또한 도모하고자 하였다.

………………………………………
주요어 : 도시 재해사전예방형 공원, 도시저류공원 설계, 리질리언스 경관

학   번 : 2019-2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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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중국은 개혁개방(改革开放) 이후 과거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 이원호적관리

제도(二元户籍管理制度)가 점차 완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급격히 도시로 유입되

었고 취업, 진학 등을 통해 도시로 진출한 인력들이 그대로 도시에 머무르게 

되면서 도시인구는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도시화는 2020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표명한 <신도

시 건설 및 도농 통합 발전에 대한 의견>과 기타 관련 정책에서도 보아 낼 수 

있다시피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약 60%에 달할 것이

며, 2050년에는 약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Zhang Yan et al., 2010)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 진행은 대부분의 대도시로 하여금 엄청난 환경 및 자

원 압박에 직면하게 하였고 그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자연재해 빈도

증가와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경제공황 등과 같이 오늘날 도시는 사회나 경

제적으로도 다양한 위협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도시화에 의한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불투수 면적의 대폭 증가는 도시 환경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거 하천범람 및 제방 붕괴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조성된 직강화식 하천과 물순환 왜곡은 우수유출로 인한 수

자원 부족 및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악화, 동식물 서식지 파괴와 같

은 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러한 도시 환경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여름철 폭우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서로 연관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도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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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침수 재해는 도시 건설에 있어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침수로 인해 피해 규모 및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일례로 

2021년 7월 20일에 발생한 정저우시 폭우사태 (이하 7·20 정저우 폭우) 가 

대표적이다. 7·20 정저우 폭우사태는 ‘천 년 만의 폭우’로 불리며 중국 언

론 중심으로 전례 없는 폭우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수리부 홍수 가뭄 피해방지국 보도 자료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20일 

저녁까지 누적된 총 강수량은 무려 617.1mm에 달한다. 이는 정저우 연평균 

강수량인 640.8mm에 육박하는 수치였으며 2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쏟

아진 201.9mm의 집중호우는 중국 내 가장 큰 홍수재해였던 75·8 폭우사태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인 198.5mm을 넘긴 기록이다. 

이에 중국 국가기상국은 7·20 폭우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 고기압 기류를 

형성하는 정저우의 지형적 특성이 태풍‘인파 (烟花)’와 맞물린 결과라고 밝

혔다. 

그러나 정저우시는 예로부터 황하 유역에 접해 있어 여름철 폭우가 잦은 지

역으로 도시 홍수·침수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매년 피

해 복구 작업을 반복하는 정저우시로서는 도시 물 문제 해결 및 홍수·침수 

재해 방지가 도시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 방안들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정책적 대안은 해면 도시 (海绵城市, Sponge City) 

건설이다.1) 

정저우시는 2016년에 ‘해면 도시’시범 건설 도시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해면 도시 건설을 진행해왔으며 5년간에 걸쳐 534.8억 위안을 투자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건설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20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면서 교통마

1) 해면 도시란 LID기법을 기반으로 리질리언스 개념을 차용하여 우수재이용률 및 우수침투율을 높이고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도시 건설 정책으로 주요 건설 목적은 지하수 고갈 및 수자원 부족, 하천 수
질 오염 등과 같은 도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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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시설 붕괴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호우시 보다 안정적인 우수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재차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도시 우배수 관리 시스템을 제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시 

홍수·침수 재해방지에 대한 고정적인 전통 관념을 버리고 다방면의 합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시 리질리언스 이론의 실천적 적용에 관한 

연구 또한 재차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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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의의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수문재해를 겪어온 나라인 만큼 홍수재해방지 측면

에서 다방면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홍수피해 지역을 기

준으로 사후 복원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하천 상류 지역의 재해사전예방에 관한 실천

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도시공원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하여 수문학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해예방

형 도시공원 모델을 설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도시 물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원 조성에 관해 논의해보고 이를 대상지 현황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설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 하천 하류부에서 수문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하천 

상류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함으로서 홍수재해 피해가 발생한 곳의 복구에 

주안점을 두는 기타 연구와는 달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홍수유역에 영향을 주

는 상류부 하천의 공원화 설계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도시공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획일화된 도시공원 조성

과 달리 단계별 공원조성을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며 공간의 회복탄력

성에만 치우쳐져 있었던 기타 연구와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

을 고려하여 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공원을 설계

하는 것에 의의를 두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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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공간적 범위는 중국 허난 성(河南省) 정저우 

신정신도시 궈뎬(郭店) 서비스핵심지구 내에 위치한 소범장저수지 일대이다. 

소범장저수지 일대는 정저우 도심을 관통하는 쟈루허로 흘러드는 조하 상류

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신정신도시의 그린벨트이자 진입관문에 위치해 있어 수

요와 변화가 부단히 생성되는 공간으로 보고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설계 대상지는 총 896,792㎡으로 조하 하천 생태화 사업의 일환인 조하 1기 

사업으로 진행된 조하습지공원과 연결될 예정이다. 

[그림 1-1]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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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하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재해예방형 도시공원 계획에 초점을 두고 설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

고자 함으로 실질적으로 본 설계계획이 실현가능한 공간을 우선적인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을 선택함으로써 

대상지 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리질리언스 이론과 접목시켜 현실성 있

는 계획안을 제안하려 한다.

프로젝트 배경을 바탕으로 계획인구 16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정신도시의 

대표 브랜드화 오픈스페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정저우시 정부 측의 의견을 최

대한 수렴하여 공간에 반영한다.

또한 개발진행 상황에 맞게 공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설계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및 부분별 상세 계획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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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 방법 

1. 문헌고찰 

리질리언스 이론 고찰 및 리질리언스 개념의 실천적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리질리언스 개념과 그와 유사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간의 연

구동향을 파악하여 리질리언스 개념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미 시도된 바 있는 선행사례 연구를 통해 리질리언스 개념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설계전략 및 설계방법에 대해 귀납하고 그로부터 본 연구가 가져

가야 할 시사점 및 주안점을 도출한다.

2. 현장조사 

대상지 여건분석을 위해 총 3번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현장조사는 

2019년 7월에 진행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대상지 이해를 돕기 위한 초보적인 

조사로 간과했던 부분이 많아 2020년 9월에 현지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연자원에 대한 자료와 현장사진 등을 조달받았다. 

이후 위성영상, 로드맵, 지형도 및 2차 현장사진 등을 통해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2021년 10월에 추가적으로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직접 가지 못하는 관계로 현지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간 온라인 영

상조사2)를 실시하였으며 그로부터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3. GIS 지형분석

대상지 부지에 대한 정량적인 공간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측으로

부터 전달받은 현장 지형도와 실제 단차 측정 기록을 기반으로 표고점을 만들

고 그로부터 DEM을 생성하여 DEM기반의 GIS 지형분석을 실시한다. 

2) 현장 조사원이 실시간 영상을 켠 상태로 연구자와 소통하며 함께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자
가 보고자 하는 지점에서 360도로 현장을 비추어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도록 하였다. 또한 지형도와 실제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정위치의 
단차를 측정하고 구조물 등을 확인하는 반복 작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존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 현황 도로체계, 식생분포, 주변 경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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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 진행과정 

     [그림 1-2] 연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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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연구

1절.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해 

1. 리질리언스의 개념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 '튀어 올라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라

틴어 'resalire'에서 파생되었다. (Community & Regional Resilience Institute, 

2013)

물리학과 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리질리언스는 물리학에서는 

충격을 받은 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물체의 능력을 의미하고, 심리학

에서는 쇼크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

다. (Barata-Salgueiro and Erkip, 2014)

생태학에서 리질리언스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홀링(Holling)

의 논문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부터 이며 이후 홀링에 

의해 공학적 리질리언스와 생태적 리질리언스 두 가지 관점으로 발전된다.

홀링의 관점에서 공학적 리질리언스 개념은 교란이나 파괴가 일어난 뒤 평

형점의 안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뜻하며 생태적 리질리언스 개념은 생

태적 시스템이 계속해서 기능하는 능력이며, 생태적 시스템에 변화가 있더라

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갈 필요 없이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 (Holling,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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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질리언스 개념의 확장

사회 생태적 접점에서 많은 연구를 이끌어낸 홀링의 개념을 바탕으로 1990

년대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리질리언스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1999년 홀링을 

중심으로 한 리질리언스 연구 연합회(Resilience Alliance)로 발전하여 사회 생

태적 시스템의 역동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하게 되었다. (Folke, 2006)

이후 2000년대 들어 리질리언스 개념이 도시 계획 분야로 확장하게 되는데 

처음 등장된 시점은 2001년 뉴욕 테러를 계기로 물리적 재건뿐 아니라, 다양

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린 2002년 MIT-컨퍼런스로 보고 있다. (Lee 

and Kim, 2018) 

홀링의 리질리언스 개념이 등장한 1973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 리질리언스

에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여 정의를 분류한 미로우(Meerow)는 도시 리질리언스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시 리질리언스는 도시 시스템 및 이에 상응하는 사회 생태적

(social-ecological), 사회 기술적(social-technical) 네트워크가 시공간적 척도를 

넘어, 교란이 발생했을 때 빠른 속도로 바람직한 수준의 기능으로 돌아가거

나 유지되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

한다." (Meerow et al., 2016)

또한 100 Resilient Cities Initiative(100RC)는 도시 리질리언스를 “어떤 종류

의 만성 스트레스와 급격한 충격을 겪더라도 생존하고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도시 내 개인, 공동체, 기관, 기업 및 시스템의 역량”으로 정의한다.

리질리언스의 개념이 도시 리질리언스로 확장되면서 도시 건설의 패러다임

이 바뀜에 따라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 건설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해면 도시 (海绵城市, Sponge City) 건설이다.

해면 도시란 LID기법을 기반으로 리질리언스 개념을 차용하여 우수재이용률 

및 우수침투율을 높이고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도시 건설 정책으로 주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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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목적은 지하수 고갈 및 수자원 부족, 하천 수질 오염 등과 같은 도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수관리에 치중점을 두는 해면 도시와 도시 시스템간의 상호 회복탄력성에 

치중점을 두는 도시 리질리언스를 두고 볼 때 도시 리질리언스가 해면 도시 

정책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 리질리언스 이전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목표에 따라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자연 생

태계의 보전과 환경적 쾌적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달리 도

시 리질리언스는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처

한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 리질리언스 (리질리언트 시티), 해면 도시

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음 [그림 2-1]은 세 

가지 개념의 상호연관성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것 이다.

[그림 2-1]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 리질리언스, 해면도시의 상호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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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저류공원에 대한 이해

1. 저류공원의 정의

저류공원이란 용어는 2013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부수탁사업으로 수행

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구」 보

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저류공원에 대해 도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녹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즉 녹색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공원의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도시공원과 저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복합 지정한 것으로, 도시민의 

일상적인 이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유사시 도시 홍수 및 침수 재해 

저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을 ‘재해 저감형 저류공원’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공원 내 저류 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 홍수 및 침수를 예방

하고 도시 물순환 기능의 회복을 유도하는 저류공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중

국의 우홍공원 (雨洪公园)과 일본의 방재공원 (防灾公园)이 있다.

중국의 우홍공원 (雨洪公园)은 저류공원과 유사하게 경관적 수법으로 우수

관리시설을 공원 내에 설치함으로서 도시 홍수 재해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

는 공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Zhai Jun, 2015).

저류공원과 우홍공원 (雨洪公园)은 모두 법적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이 관리 운영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우수관리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담

겨져 있다. 또한 대형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재해 대비시설’이라기

보다는, 소규모의 잦은 침수를 대비하기 위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유사하

다.

반면 도시공원과 녹지의 방재기능 도입이 활성화된 일본은 방재거점장소로 

지정된 도시공원을 방재공원이라고 명명하고, 방재공원을 ‘지진 등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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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가지 화재 등 2차 재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대도시 지

역 등의 도시 방재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방재거점, 피난처 등으로 역할

을 하는 도시공원과 완충녹지’라고 정의하였다 (우치다 마치히코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저류공원을 도시 침수 및 홍수 재해 예방에 치중

점을 두고 평상시에는 지역사회의 휴식 및 레저 공간으로 운영되다가 집중호

우 등 유사시 우수저류 기능을 수행하여 도시민의 경제적 자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원 유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저류시설에 대한 이해

저류시설이란 우수가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

시켜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의 시설을 뜻한다.3)

이와 같은 저류시설은 저류시간에 따라 상시저류시설과 일시저류시설, 사용

용도에 따라 침수형 저류시설과 전용 저류시설, 설치위치에 따라 지역 외 (Off 

Site) 저류시설4)과 지역 내 (On Site) 저류시설5), 관거와의 연결 형식에 따라 

관거내 (On Line) 저류시설과 관거외 (Off Line) 저류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저류공원에 설치되는 저류시설은 상시저류시설과 일시저류시설로 나누

는데 상시저류시설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평상시에도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

는 시설이다. 

주로 저수지, 습지, 생태 연못 등의 기존 수자원을 상시저류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에 따라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도 한

다. 친수공간 조성시, 유지용수 공급 및 수질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

요하다.

3) 출처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2018.03)

4) 지역 외 저류시설은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해당 
배수구역의 홍수유출 해석에 의하여 시설 규모를 결정한다. 

5) 지역 내 저류시설은 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유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한 시설로 홍수유출 해석 
없이 직접유출 증가량을 당해 지역에서 저류 또는 침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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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건조상태를 유지하다가 강우로 인해 유입이 있

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뜻하며 유입의 빈도가 낮은 시설이다. 

구분 유형

저류시설

저류시간

상시저류시설

일시저류시설

사용용도

침수형 저류시설

전용 저류시설

설치위치

지역 외 (Off Site) 저류시설

지역 내 (On Site) 저류시설

관거 외 (Off Line) 저류시설

관거와의 연결 형식

관거 내 (On Line) 저류시설

출처:『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 

[표 2-1] 저류시설 구분

저류시설을 지역 외 저류와 지역 내 저류로 구분할 때 지역 외 저류로는 전용 

조정지와 겸용 조정지가 있고 지역 내 저류로는 유역 저류시설과 주택단위 저류

시설이 있다. 저류시설의 종류는 다음 [표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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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 종류

저류시설

지역 외 

저류

전용 조정지

건식저류지

확장된 건식저류지

습식저류지

겸용 조정지

습지

연못저류

지하저류

건물지하저류

지역 내 

저류

유역 

저류시설

침수형

저류

단지 내 저류

주차장저류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전용

저류

쇄석공극저류시설

저류탱크

지붕저류

지붕녹화

물데 시스템

주택단위 

저류시설

주택정원 

저류

저류형 화단

저류조

출처:『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 

[표 2-2] 저류시설의 종류



- 16 -

이밖에 우수유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로는 침투시설이 있다. 

침투시설은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반으로 침투를 용이하

게 고안된 시설을 지칭하며 대부분 당해 지역에서 발생한 우수 유출량을 해당 

지역에서 침투시킬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다.6) 

이와 같은 침투시설에는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저류시설

의 설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저류시설 설치의 입지적 조건에 관하여 저류시설은 도시공원 기능과 방재시

설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고, 가급적으로 자연유하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

여야 한다.

또한 공원 내 저류시설 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류시설 내 녹지면적비율은 상시저류시설의 경우 

60% 이상, 일시저류시설은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류시설 부지의 공간활용에 관해서는 잔디밭, 자연학습원, 산책로, 운동시

설 및 광장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침수피해

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활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출처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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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사례 조사

1) Rheinaue Park, Bonn, 독일

라인아우어공원(Rheinaue Park)은 독일 본(Bonn)의 도심지와 라인 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약 160ha 규모의 공원이다. 우안 35ha, 좌안 125ha로 구성된 공

원은 저류지 기능과 더불어 도시공원 기능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대상지는 라인강 변의 농지 또는 나대지로 이용되었

던 땅으로 1960년대부터 라인강 변을 중심으로 도시행정중심구역과 외교관 주

거단지 등이 건립되면서 도심이 형성되었다. 

도시개발이 점차 확장되면서 이로 인해 라인강의 휴양지 기능이 훼손될 것

을 우려한 정부는 1979년에 연방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여 남은 땅을 구제하게 

된다. 현재의 라인아우어공원은 20세기 초에 조성된 그로나우 시민공원과 비

어가르덴 (전통 야외 호프바), 로마시대로부터 유래한 요새, 린덴나무 등을 바

탕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2] 라인아우어공원 전경

출처: 구글 이미지(검색일자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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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있어 공원 중앙의 호수를 구심점으로 부지 본연의 장점을 최대한 살

려 넓은 저지대 경관을 활용한 물결치는 듯한 지형을 만들어냄으로써 도로로 

인해 단절된 경관의 연속성을 살리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구배를 이용한 자연형 저류 설계를 계획함으로써 공원 내 실개울과 연

못 등을 라인 강과 연결시켜 홍수 시 저류지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경

관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완만한 경사지를 활용하여 총 45km의 산책로와 자

전거 길을 조성하였다. 그 중 강변 산책로는 6km이다. 

주요 시설로는 Post-Tower 라인정원, 맹인정원, 일본정원, 장미원, 독일정원, 

노천극장, 만남의 집, 운동시설 (스테이드보드장, 불레장, 야구장, 미니골프장), 

선착장, 요트스쿨, 청소년 교통박물관, 양봉장 등이 있으며 이밖에 저류기능을 

하는 야생화 초지와 생태잔디밭, 수질유지를 위한 생태하수종합처리장이 포함

되어 있다.

[그림 2-3] 라인아우어공원 평면배치도

출처: 구글 이미지(검색일자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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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천 동천변 저류지공원, 순천, 한국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제2의 메인 행사장 기능을 수행하게 될 동천

변 저류지는 약 24만 5,000㎡로 동천교에서 팔마대교 사이에 조성된 홍수 피

해방지시설이다. 저류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순천만국가정

원을 찾는 방문객을 도심으로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중에 

있다.

순천시는 과거, 1962년 동천 제방 붕괴 사태로 인한 홍수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

록 2019년에 동천변 저류지가 준공되었다.

따라서 박람회 개최가 확정지어지면서 필요에 의해 제2의 메인 행사장 기능

을 수행하게 될 부지이긴 하나 순천시는 방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정원-동천-저류지-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 저류지의 공원화를 추

진하고 있다. 저류지는 체험 복합플렛폼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생활 숲과 달밤 야시장 조성사업은 완료된 상태다. 

[그림 2-4]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조감도

출처: 구글 이미지(검색일자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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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의 공원화를 이루어낼 생활 숲 사업은 마중 숲, 만남의 숲, 생활 숲, 

수변생태 습지정원 등 5개 테마로 조성되었다. 또한 습지 복원 공사를 통해 

저류지의 수면부 약 40,000㎡에 멸종위기 생물인 가시연꽃이 자생적으로 회복

되게 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전환을 이끌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써 달밤 야시장을 계획하여 국가정원과 동천, 도심을 잇

는 핵심 콘텐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달밤 야시장에서는 플리마켓, 직거

래 장터를 운영하며 넓은 잔디밭과 호수 배경의 포토존, 캠핑 감성의 텐트와 

조명 등 설치로 위드 코로나에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즐거운 체험거리를 제공

하고 있다.

아직 조성 중에 있는 2023년 박람회 분화구 정원은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형상화하여 생태적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정원으로 조성 될 예정

이며 물의 정원과 하늘정원이 조성된다. 이 밖에 저류지에 생동감을 불어 넣

어줄 야간경관 조성 또한 진행 중이다.

[그림 2-5] 동천변 저류지 야간경관 조감도

출처: 구글 이미지(검색일자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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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anweizhou Park, Jinhua, 중국

옌웨이저우공원(Yanweizhou Park)은 중국 진화시(Jinhua) 중심의 우이(Wuyi)

강과 이우(Yiwu)강의 합류부 지점에 형성된 습지대를 공원화 한 것으로 면적

은 약 26ha이다. 

2014년에 완공된 옌웨이저우공원은 과거, 강줄기로 인해 하천 양안 지역이 

나뉘면서 습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습지와 인접한 주변 시설 이용에 어려

움을 겪는 등 불편함이 존재했었다. 또한 습지대 일부는 하천변 모래 채석장

으로 인해 훼손되고 초지로 덮인 상태였어서 생태적 이슈가 존재하던 곳이었

다.

따라서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생태적인 측면에 치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인

공적인 개입을 통해 훼손된 습지대를 복원하여 본연의 미세한 자연 지형과 생

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서식지가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생태시스템 구축을 위해 콘크리트 제방을 철거하고 

계단식 하천 제방을 조성하였으며 토착식물 식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지역

의 종 다양성 증대 효과를 이끌어내었다.

[그림 2-6] 옌웨이저우공원 전경

출처: Turenscape (https://www.turenscape.com/검색일자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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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수 범람 이슈를 반영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와 친구되기' 전

략을 세움으로써 홍수위 빈도에 따른 홍수 조절 경관을 조성하였는데 이 과정

에서 진화시의 지역축제인 용춤을 형상화한 곡선의 200년 빈도보다 높은 붉은 

다리를 설치함으로써 홍수시에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기존의 오페라 하우스를 주변 환경과 조화시키고 분절된 지역을 자

연 경관과 연결시켜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

였다. 주요 시설로는 오페라 하우스, 청소년 문화센터, 과학기술센터, 야외무

대, 선착장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생태우수처리장, 습지보호구역, 생태주차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7] 옌웨이저우공원 평면배치도

출처: Turenscape (https://www.turenscape.com/검색일자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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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지 분석

1절. 대상지 이해

1. 대상지 개요

설계 대상지는 중국 허난성(河南省) 정저우7) 신정시8) 궈뎬(郭店)진에 위치한 

소범장 저수지 일대로 설계 부지는 총 896,792㎡이고 설계 구간 길이는 약 

1.3km이다. 조하 하천 생태화 사업의 일환인 조하 2기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

지 부지는 계획 하천면적 355,830㎡와 서측 부지 222,488㎡, 동측 부지 318,474

㎡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설계 기본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공식적인 

설계 공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3-1] 대상지 개요

7) 정저우 시 행정구역은  6개 시할구 (후이지 (惠济) 구, 진수이 (金水) 구, 중위안 (中原) 구, 얼치 (二
七) 구, 관청 (管城) 구, 상제 (上街) 구), 5개 현급시 (궁이 (巩义) 시, 싱양 (荥阳) 시, 신미 (新密) 시, 
신정 (新郑) 시, 덩펑 (登封) 시), 1개 현 (중무 (中牟) 현) 및 공항 경제 종합 실험지구, 정둥 신지구, 
경제 기술 개발지구, 첨단 기술 산업 개발지구로 나뉘며 신정시는 5개 현급시 중 하나에 속해 있다.

8) 신정시는 3개 가도(街道), 9개 진(镇), 1개 향(乡)으로 나뉘어지는데 3개 가도는 각기 신젠루 (新建路) 
가도, 신화루 (新华路) 가도, 신옌 (新烟) 가도이고 9개 진은 각기 신춘 (新村) 진, 신디엔 (辛店) 진, 
관인스 (观音寺) 진, 리허 (梨河) 진, 허좡 (和庄) 진,  쉐뎬 (薛店) 진, 멍좡 (孟庄) 진, 궈뎬 (郭店) 진, 
룽후 (龙湖) 진이며 1개 향은 청관 (城关) 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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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 입지 

설계 대상지인 소범장 저수지는 북쪽으로는 정저우 기존 시가지, 서쪽으로

는 신미(新密)시, 동쪽으로는 공항 경제 종합 실험지구, 남쪽으로는 신정 시가

지와 연결된다. 

광역 교통시설로는 정저우역, 정저우 동역, 정저우 남부버스터미널, 정저우 

신정 국제공항이 있으며 바이두지도 경로 검색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때 자

차 이동 소요시간은 모두 30분 이내로,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

자연환경 요소로는 반경 4km이내에 수양산(首阳山) 대추나무 생태원이 위치

해 있고 역사문물고적인 화양고성(华阳故城)과 후주황릉(后周皇陵)이 있다.

[그림 3-2] 대상지 광역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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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역사 및 문화 

신정은 고대 중국 문명의 초기 발상지이자 '시조 황제의 고향'으로 3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 역사문화로는 배이강(裴李岗)문화, 양소(仰韶)문화, 용산(龙山)

문화 등이 있고 국보급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전통 희극(戏剧)이 있다.

배이강문화시기 유적 양소문화시기 유적 용산문화시기 유적 희극(戏剧) 유산

출처: 바이두 이미지 (검색일자 2021.09.30.)

[표 3-1] 역사문화유산

그 밖에 신정시 주요 역사인물로는 시조황제인 황 황제(黄帝), 화전 생산법

을 발명한 옌 황제(炎帝), 진나라 법전 사상 대가 한비(韩非), 당나라 시인 백

거이(白居易) 등이 있다9).

황 황제 (黄帝) 옌 황제 (炎帝) 한비 (韩非) 백거이 (白居易)

출처: 바이두 이미지 (검색일자 2021.09.30.)

[표 3-2] 역사인물

9) 출처 : 신정시 인민정부 사이트 http://www.xinzheng.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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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관련 상위 계획 검토 

1. 2017-2035 신정 산업신도시 기본계획 

신정 산업신도시는 신정시 정부와 중국 택지개발건설사인 화샤씽푸(华夏幸

福)가 협력하여 2017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신도시로 정저우 기존 시가지와 

신정시를 이어주는 버프형 도시개발이다.

이미 멍좡진 산업단지 건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쉐뎬진에 위치해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하여 궈뎬진과 연결시킴으로서 산업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정 산업신도시는 '중원 산업중심 및 국제효율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전원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자연자원에 기

반을 둔 그린 인프라 건설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상지는 궈뎬 도심매력지구에 포함되어 있으

며 동측으로는 넓은 면적의 대추나무원이 분포해 있다. 또한 대상지가 속해져 

있는 조하(潮河) 하천은 신정신도시의 유일한 수계로 그린벨트에 해당된다. 

해면도시 정책에 기반을 둔 하천 및 도시 물 순환 계획에서 조하는 생태하

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슬로우 라이프를 실현시켜 줄 중요한 그린 인프라 자

원이기도 하다.

공식적인 설계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추가적인 정보 자료를 얻

기 위해 택지개발사인 화쌰씽푸 조경부문 디렉터 및 신정시 도시계획과 팀장

과 2021.03.18.에 tencent meeting (腾讯会议)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차면담을 

진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정부 측에서는 공원조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

는 도시 진입관문으로서의 역할과 공원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개발사 측에서는 해당 공원 조성을 통해 공원과 인접한 택지개발에 있어 이익

창출 효과를 기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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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신정신도시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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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2030 신정시 궈뎬진 종합계획

1. 토지이용 및 도로계획

궈뎬진 토지이용 및 도로계획은 그림[3-4]와 같다. 계획도에서 토지이용계획

을 먼저 살펴보면 대상지를 기준으로 서측구역에 복합시설, 상업시설, 교육시

설(초중등학교), 공공문화시설, 소방시설,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남측으

로는 교육연구시설 또한 들어설 예정이며 동측구역은 농경지로 지정되어 있

다. 그 밖에 대상지 북측으로 화남성오수처리장 시설이 위치해있으며 대상지 

내에는 용산문화시기 유적인 대범장 문물 보호 유적지가 있다.

녹지계획을 볼 때 대상지는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제공원으로 명시

되어 있다. 또한 대상지 서측으로는 완충녹지와 연결녹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경관녹지가 분포되어 있다.

도로계획을 보면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총 3개로 정저우공항과 신미

시를 잇는 성급 도시통과도로인 S317도로와 멍좡진과 용후진을 잇는 궈뎬진의 

주간선도로인 회봉로, 궈뎬진의 보조간선도로인 회봉남1로가 있다. 또한 대상

지 동측에는 남북방향으로 보조간선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상지 서측에는 

남북방향으로 집산도로가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대상지를 관통하는 3개의 주

요도로 외에 대상지 서측은 2개의 집산도로와 더 면해있고 대상지 북측에 공

용주차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 밖에 신정시 교통도로과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봉남1로의 건설이 미정 상태임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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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신정시 궈뎬진 토지이용 및 도로계획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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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배수 계획

우배수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발전에 따라 오수처리장 시설의 확대와 

오수 및 우배수관망을 확장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시 배수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은 밀항선이북구역에 속하며 해당 구

역의 도시 오수는 오수관거를 통해 전부 화남성오수처리장으로 배출된다. 

수순환체계 건설 방침 및 수원 보존 방침에 따라 오수처리를 통해 얻은 중

수는 경관용수 및 기타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관거를 통해 배출될 예정

이며 화남성오수처리장에서 궈뎬진에 공급할 중수량은 4.5만㎥/d이다.

또한 우배수계획도를 보면 도시 우수는 우수관거를 통해 조하 하천으로 자

연 방류 될 계획이며 대상지 내에 직접적으로 방류 될 우수관거는 총 3군데

다. 따라서 강우 시 도시 우수 역시 하천 내 경관용수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신정시 수순환체계 건설계획에 따르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수원은 

가급적으로 우수 재이용, 중수 재이용 등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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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신정시 궈뎬진 우배수계획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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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자연ㆍ생태 환경 분석 

1. 유역 및 수계

신정시 경내 하천 중 화이허(淮河)유역에 속하는 수계는 각각 잉허(颍河)와 

쟈루허(贾鲁河) 수계이며 잉허 수계의 주요 하천으로는 이수하(属水河), 쌍지하

(雙至河), 황수하(黃水河), 매하(梅河), 온천하(溫泉河), 연하(蓮河) 등이 있고, 쟈

루허 수계의 주요 하천으로는 17리하(十七里河), 18리하(十八里河), 조하(潮河) 

등이 있으며 모두 간헐하천이다10). 

[그림 3-6] 신정시 수체계

10) 출처 : 신정시 인민정부 사이트 http://www.xinzheng.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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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인 소범장 저수지를 관통하는 조하(潮河) 하천은 신정시 궈뎬진 서장

(徐庄) 부근에서 발원하여 서남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며 경내 구간은 총 길

이 13.35km, 총 유역 면적 52.27㎢이다. 정저우 남부의 중요한 하천으로 옛날

에는 역수(役水), 통속적으로는 역류하(倒流河)라고 불렀다.

조하 하천의 하천 폭은 평균적으로 3~5m이며 넓은 구간은 15~30m에 달한

다. 연 평균 유량은 0.1㎥/s이고 평균 수심은 0.35m로 건기에는 단류되는 현상

을 보인다11).

[그림 3-7] 조하 수체계

11) 출처 : 신정시 생태 수계 물 수요량 연구 (新郑市生态水系需水量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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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중위도대에 위치한 정저우시는 온화한 반습윤 대륙성 계절풍 기후 특징을 

가진다. 3월부터 5월까지가 봄으로 날씨는 따뜻하고 북동풍과 북서풍이 많이 

불며 비가 적다. 6월부터 8월은 여름으로 날씨는 덥고 남동풍이 많이 불며 비

가 많은 편인데 여름철 강수량은 전체 연 강수량의 52%를 차지한다12). 9월부

터 11월까지가 가을이며 날씨는 선선하고 풍향은 불확실하며 비가 적다. 12월

부터 이듬해 2월은 겨울로 날씨는 매우 춥고 북서풍과 북동풍이 많이 불며 비 

또는 눈이 적다. 주요 재난 날씨는 가뭄, 침수, 태풍, 우박 등이 있다. 

정저우시의 연 평균 풍속은 약 3.0m/s이고 최대 평균 풍속은 약 20m/s이다. 

연 평균 일조 시간은 2114.2시간이고 연 평균 천둥 일수는 19일이며 연 평균 

안개 일수는 22일, 연 평균 서리 일수는 67일, 연 평균 태풍 일수는 7일이다.

2019년 기준 정저우시의 연 평균 기온은 15.7℃이고 1월 평균 기온은 0.2℃, 

7월 평균 기온은 27.3℃이다. 정저우시에 속하는 신정시의 연 평균 기온은 

14.2℃이며 역사적 최고기온은 42.5℃, 역사적 최저기온은 –17.9℃에 달한다.

2019년 기준 정저우시 연 평균 강수량은 512.6mm이며 1951년부터 2017년까

지의 정저우시 월 평균 강수량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3-8]과 같다13). 그림에서

도 보아 낼 수 있다 싶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여 여름철 집중적 호우로 인한 

침수재해와 겨울철 가뭄재해가 매년 반복되며 그로 인한 물순환 불균형 현상

이 존재한다. 

12) 출처 : 신정시 인민정부 사이트 http://www.xinzheng.gov.cn/

13) 출처 : 중국 기상 데이터 서비스 센터 (国家气象信息中心) http://data.cma.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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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정저우시 (1951-2017년) 월 평균 강수량

3. 수문 및 수질

궈뎬진 소범장촌 서남쪽에 위치하여 있는 소범장 저수지는 조하 하천의 상류

구간에 속한다. 현재 소범장 저수지는 소(1)형 저수지로 분류되며 유역 면적은 

301,000㎡이고 저수지 용량은 총 435,000㎥이며 저수지 계획 고도는 144.5m이

고 저수지의 증발산량은 195,000㎥, 침투량은 65,000㎥이다.14) 주요 수원은 우

수자원으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개방수면 확보가 어렵다.

대상지 범위내에서 조하 하천의 최대 하천 폭은 278m이고 최소 하천 폭은 

44m이며 인공적 시설물인 펌프는 총 8개, 횡단구조물로는 다리 2개와 콘크리

트 제방 한 개가 있다. 이 밖에 양어장 및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총 6

군데 있으며 그 중 하천 내에 있는 양어장은 2군데, 낚시터는 1군데 있다. 또

한 침식으로 흙이 파괴될 위험이 있는 경사면을 콘크리트 사면으로 처리한 구

역이 두 곳 존재한다.

14) 출처 : 신정시 생태 수계 물 수요량 연구 (新郑市生态水系需水量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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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하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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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 기준을 살펴보면 허난성 수리국(水利局) 규정에 의해 중소하천으로 

분류되는 조하 하천의 도시 홍수재해 방지 표준은 50년 빈도이고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표준은 5년 빈도이다.

대상지가 포함된 조하 하천의 수질은 정저우시 생태환경국 2020년 상반기총

회(2020.07.16.) 보고 내용에 따르면 Ⅳ급이다. 표[3-3]에서도 볼 수 있다싶이 

IV급인 수체는 일반적으로 공업보호구역 및 사람이 집적적인 접촉을 하지 않

는 오락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로 지표수 환경 품질 표준 친수활동을 하

기에는 좋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하 유역 수질이 좋지 않은 주 원인으로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내보내는 공업오수와 생활오수, 조하 유역을 따라 자리잡은 30여곳 

양어장에서 배출하는 오수 등이 있으며 조하 하천 생태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는 수질 등급을 Ⅲ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배수체계 건설, 화남성오수처리장 

증설, 오수배출구 봉쇄 및 주기적 검수조사, 하천 주변 양어장 금지조치 등과 

같은 물리적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등급 용도

Ⅰ급
수질 양호. 지하수의 경우 소독 처리만 하고 생활음수로 제공. 

지표수는 간이 정화처리(여과된 경우) 후 생활음수로 제공.

Ⅱ급 경미한 오염. 일반적인 정화처리 후 생활음수로 제공. 

Ⅲ급
집중적 생활음수 수원지 2급보호구로 적용. 

일반적인 어류보호구역 및 수영가능 구역.

Ⅳ급
일반적으로 공업보호구역 및 사람이 집적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오락용수로 사용.

Ⅴ급 농업용수 및 경관용수로 적용.

출처: 《지표수 환경 품질 표준(地表水环境质量标准)》(GB3838-2002) 규정

[표 3-3] 수질 등급에 따른 용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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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

1. 고도

 건설사로부터 제공받은 표고점 수치를 활용하여 ArcGIS로 고도분석을 진행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는 지면과 하천바닥면의 단차가 작게는 6m, 크게는 10m나는 곳으로 

전체적인 지세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형태를 띤다. 농업용수 

및 생활음수로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수지의 제방 고도는 평균 146.5m로 

저수지의 수위가 9.5m를 넘을 경우 하천 유역 지면의 침수가 우려된다. 

또한 하천유역은 북쪽이 남쪽보다 수심 깊은 곳이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현재 지형으로서는 우기를 제외하고 제방과 뚝으로 인해 하천이 자주 단

류되는 현상을 보여 수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하천 양안 지면 고도는 146m부터 155m사이로 서측 및 남측구역의 지면고

도는 평균 149.7m, 동측구역의 평균 고도는 147.4m로 서측이 동측보다 지면 

고도가 조금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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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고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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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

경사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상지의 평균경사는 3%-5%로 비교적 완만한 편

이다. 그러나 강기슭의 평균경사는 10-25%사이로 경사가 가파르다. 또한 일부 

구간은 경사가 25%이상으로 침식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며 수토류실과 같

은 생태적 문제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마을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지

면은 경사가 2%이하로 배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존재한다. 

평탄지로 분류되는 5%이하의 대지 외에 완경사지로 분류되는 5%-15%의 대

지와 급경사지로 분류되는 15-25% 및 25%이상의 대지는 생태적 공법으로 경

사로 인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생태적 공법과 물리적 

공법을 결합시켜 공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완경사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보다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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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경사분석



- 42 -

4절. 인문ㆍ사회 환경 분석

1. 인구

2020년 기준, 허난성 통계연감(河南省统计年鉴)에 의하면 정저우시 소속 관

할시인 신정시 상시 거주인구수는 총 1,172,237명으로 정저우시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성별 비율을 놓고 볼 때 남 52%, 여48%로 남성이 여성

보다 조금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별 거주인구 구성을 살펴 보면 0-14세가 20%, 15-60세가 70%, 60

세이상이 10%(그 중에서 65세이상이 7% 차지함)로 거대한 노동력 자본을 갖고 

있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신정시 산업 종사자 수는 총 640,983명인데 그 중 제1산업 종사자 

수가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산업 종사자 수는 전체의 24.2%, 제

3산업 종사자 수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규모 대추나

무 산지인 신정시의 제1산업 종사자는 주요하게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2] 신정시 거주인구 성별비 [그림 3-13] 신정시 연령별 거주인구

대상지가 속해있는 신정시 궈뎬진의 인구특성을 살펴보면 상시 거주인구수

는 총 63,777명15)으로 신정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진이다. 또한 촌민위

원회 수와 주민위원회 수는 각각 28개와 4개로 신정시에 속해있는 진급 행정

15) 출처 : 2020 중국 현급 통계연감(향진편) 허난성 (2020中国县域统计年鉴(乡镇篇) 河南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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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중 1위, 2위에 해당되며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궈뎬진의 거주인구 성별 비율은 각각 남 52%, 여48%로 남성이 4%정도 더 

많으며 연령별 거주인구 비율을 보면 0-14세인 유소년 인구가 25%, 15-60세인 

청장년층 인구가 64%, 노년층인 60세 이상 인구가 11%(61-64세가 3%, 65세이

상이 8%)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궈뎬진 전체 상시 거주인구 중 유입인구는 2.5%로 전년 대비 

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가구수는 11,342가구로 그 중 1인 가구수는 1.7%를 

차지한다. 가족단위로 이루어진 1인 가구 이상의 일반 가구는 평균적으로 1가

구당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4] 궈뎬진 거주인구 성별비 [그림 3-15] 궈뎬진 연령별 거주인구

[그림 3-16] 궈뎬진 유입인구 [그림 3-17] 궈뎬진 가구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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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

대상지의 토지이용현황은 다음 그림[3-18]과 같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싶

이 대상지는 밭(경작지), 과수원, 수림지, 혼효림, 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효림과 수림지는 조하 유역 내에서 관찰되는 국가2급보호종인 노랑부리저

어새와 검은두루미의 서식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상지의 동측구역에 넓게 분포된 혼효림과 수림지 내에는 성장이 양

호하고 수령이 비교적 많은 대량의 교목들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주

로 자작나무림과 사시나무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과수원은 신정시의 

보호수종인 대추나무 고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추산지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홍수 방지 기능 및 경관 기능을 고려한 식생 정돈이 

필요한 것 외에 대상지는 풍부한 식생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수변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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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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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체계

대상지 내 도로체계를 볼 때 대상지는 계획에 따라 형성된 도로체계가 아닌 

필요에 따라 형성된 도로체계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와 자연발생적

으로 생겨난 소로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도로는 총 3개 있으며 소로는 주요하게 마을부지와 과수원 내에 분포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은 자

전거와 오토바이이고 부분적으로 소형 트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로서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존재하고 도로 또한 보차

도 구분이 없는 무방비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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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대상지 내 도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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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분석 종합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현황 및 계획을 파악한 결과, 우선 대상지는 고대문

명 발상지인 황하류역의 일부로 속해져 있어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 역사

인물부터 역사유물, 유적지까지 역사문화관광요소를 공원조성에 있어 연결시

켜준다면 해당 지역만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린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저수지 진입부에는 대범장문물보호유적지(大范庄遗址)가 위치해 있어 위와 같

은 자원요소로 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지는 광역교통입지가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고 대상지 내

에는 경관가치가 높은 사시나무림과 자작나무림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생태림을 조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상지가 속해져 있는 신정시는 이미 대추산지로 유명한 곳으로 대상지내에도 

대추나무 고목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공원 

조성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저수지(小范庄水库)로 이용되었던 대상지 부지는 강우량이 적고 수

원이 부족해 일정 수준의 수위를 유지할 수 없고, 수질오염도가 높음에 해당

한다. 강우시에만 일부구간에 개방 수역이 생기나 그마저도 제방으로 인해 개

별적인 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건강한 물순환체계 건설과 하천생태복원이 시

급하다. 

따라서 부족한 경관용수는 주요하게 우수수집과 대상지에서 제일 가까운 화

남성오수처리장의 중수를 재이용하여 보충하고 그 밖에 다양한 습지 조성을 

통해 우수재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수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대상지 서측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주변시설이 서측에 몰리게 되는 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이용자들이 주로 서측에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시설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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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배치되어 있어 빈번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층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시설 또한 2급주거용지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공원 주변에 거주하게 될 거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중상층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원계획이 필

요하다. 

또한 신도시 개발이후 도로로 인한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

다 판단되며 필요에 따라 건설 미정인 공원을 가로지르는 회봉남1로 도로구간

의 건설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여 공원 이용측면에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지는 신정 산업 신도시로 진입하는 길목에 놓여있어 도시의 이

미지와 장소성을 투영시켜야만 하는 곳이다. 따라서 신도시 진입관문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S317도로에서 바라보게 될 공원 이미지 확립이 필요

하다. 

조성 초기부터 공원 주변 필지 가치 상승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공

원과 주변 단지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녹지계획을 볼 

때 대상지는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제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상지 서측으로는 완충녹지와 연결녹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경관

녹지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녹지의 연결을 통해 동식물의 서식처 보존을 

위한 생태적 환경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변시설과의 연결 강화하여 공원의 생

태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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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본구상

1절.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대상지의 전체적인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여건 분석을 진행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계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상지의 근본적인 1차 목표는 도시 침수 및 홍수방지이다. 

대상지가 하천을 끼고 있는 수변공간이고 원래 저수지로 이용되었던 만큼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도시 침수방지, 하천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획에 있어 

공원 이용자의 안전성과 친수성 및 우수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

획하려 한다.

둘째, 대상지는 궈뎬진의 주요 녹지축 상에 위치하여 있고 대상지를 가로지

르고 있는 조하 하천은 궈뎬진내의 유일한 물줄기로 도심 내에서는 귀한 자원

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중한 녹지와 물이라는 자원을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친수성 및 경관성 보장을 위한 하천

의 생태복원을 2차 목표로 한다. 

정비되지 않아 수토류실이 심각한 현재의 하천 상태와 자칫 도시계획에 의

해 직강화 될 우려가 있는 하천의 생태복원을 도모함으로서 자체적인 수질정

화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대상지 부지에 대추나무 과수원과 양호한 수림이 분포되어 있는 것

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본래의 우월한 자연자원을 보존하여 쾌적

한 녹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개발정도에 따라 늘어날 다양한 공원 이용자층을 고려하여 공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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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고 주변부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3차 목표로 한다.

교통도로로 인해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원 내 일부 공간의 활용

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공원 경계부와 주요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의 연계

를 강화하기 위한 입체적 연결을 도모하여 이용편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주변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연결시켜줌으로서 동식물의 생태적 연결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원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최종적

으로는 저류공원 주변 거주민들의 주거만족도 상승을 이끌어 내어 쾌적한 도

시 건설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아직까지 중국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공원 이용자는 

단지 이용에서만 그치고 공원내에서 주체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주어진 

범주내에서 공원을 이용할 뿐 공원의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이용자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으로 설계 과정에서 이용

자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공원 이용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 설계 과정에 이용자들의 수

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공원 이용률을 높이

려 한다. 더 나아가 이후의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장기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개선함으로서 시간의 흐름에도 활력을 잃지 않는 공

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려 한다.

2. 설계전략 

1. 지형 단차와 구배를 활용한 분산 및 다단계 저류 전략 

도시침수 및 홍수재해에 대응하는 부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연형 저류시설의 

도입을 제안한다. 

따라서 저수지로 활용되었던 기존 부지의 콘크리트 사면을 자연사면이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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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사면 또는 자연석사면으로 재정비하고 하천의 흐름을 제지하는 제방과 뚝

은 필요에 따라 허물거나 재정비하면서 하천의 생태복원을 도모한다.

또한 수리부 홍수방지 기준인 50년 주기 홍수 방지를 위한 일시 저류시설 

역시 기존 도시계획에서 제안한 홍수위 라인이 아닌 현재의 지형 구조를 기반

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확보함으로서 대지 자체의 회복능력을 잃지 않도

록 계획한다.

이와 같이 지형 단차와 구배를 활용하여 분산된 저류시설과 다단계형 저류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다목적 이용시설로 계획하여 부지의 안정성과 경관성, 

친수성을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 고유 자원의 가치를 재조망하는 전략

대상지는 전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저수지로 마을의 유일한 수원이었다. 또

한 농경지는 주민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더라도 이 지역

이 갖고 있는 문화경관과 풍토경관은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현 거주민이 도시의 다른 구역으로 이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기에, 전체 신정신

도시의 광역거점공원으로서 작용하게 될 대상지 역시 향후 신도시 개발이 진

행되더라도 여전히 그들 곁에 쉼터로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거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이주민들에게는 지역 고유의 가치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설계에 담고자 한다.

또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경관 역시 도시공원내의 이용시설로 재탄생

시켜 지역의 문화성 및 역사성에 기반을 둔 공원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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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이상의 기본방향과 설계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크게 6가지 유형의 프로그

램을 도입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각각의 시설을 계획한다.

첫째는 봉사활동 및 장소 대여 프로그램들로 비정기적 가족단위 봉사활동, 

주기적 학생단위 봉사활동, 정기적 사업단위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

동을 조직하여 공원에 대한 애정도를 높이고 신청제로 야외공간 및 실내 유휴

공간을 대여해주어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변부 학교시설과 연계한 학생참여 정

원 조성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숲 탐험 프로그램과 대추나무 키우기 프로

그램, 습지생태교육, 수질정화교육, 우수처리체험, 텃밭가꾸기 체험, 물놀이, 모

래놀이 등을 기획하여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는 생태관찰 프로그램으로 야생조류관찰, 어류관찰, 자연천이 관찰 등을 

기획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도와 동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고자 한다.

넷째는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으로 문화역사전시와 예술전시, 비정기적 버

스킹 공연, 댄스 공연, 정기적 희극 공연 등을 기획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섯째는 경연대회, 축제 및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희극제, 

대추나무축제, 대추나무 수확의 날, 대추나무 식수의 날, 광장무 경연대회를 

기획한다. 다채로운 지역 문화를 밖으로 알리는 동시에 외부 인원을 끌어들여  

활력을 잃지 않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여섯째는 휴식 및 경관감상으로 제일 기본적인 공원 내 활동인 경관감상, 

산책, 휴식, 운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환동선 및 다양한 커뮤니

티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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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도입시설
구분

세부

활동
내용

봉사

활동

/

장소

대여

봉사

활동

가족단위 봉사활동 : 공원 청소 및 잡초관리 등에 참

여하는 활동 (비정기적,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

지는 봉사활동)

방문자센터

학생단위 봉사활동 : 주변 학교시설과 연계한 주기적 

학생단위 봉사활동 (학교에서 조직하여 주기적으로 공

원의 관리를 돕는 활동)

사업단위 봉사활동 : 궈뎬진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공기업들이 매분기를 기준으로 공원 청소 및 관리 등

에 참여하는 활동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 주로 공원을 찾는 이용자들에

게 공원 안내 및 해설을 제공하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지원자를 받아 활동 진행. (단 축제기간에는 추가인원 

모집)

장소

대여

야외 공간 대여 오픈공간

실내 유휴공간 대여 방문자센터

교육 

및 

체험

학생

참여

정원

주변부 학교시설과 연계하여 학기별로 학생참여정원 

조성. 정원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 시키기 위함.
정원전시장

숲 

탐험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숲 탐험 

프로그램 
도심숲

대추

나무 

분양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추나무를 분양해주는 정기적 프

로그램으로 1년단위로 분양. 대추나무 가꾸기부터 수

확까지 전 과정을 체험가능

대추나무

체험장

[표 4-1]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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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도입시설
구분

세부

활동
내용

교육 

및 

체험

습지생태

교육
습지 생태계 학습 습지시설

수질정화

교육

다단계 저류를 통해 수질이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자연정화습지

우수처리

체험

우수처리과정을 놀이로 통해 배울 수 있는 친

수활동
자연놀이터

텃밭가꾸기

체험

도심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텃밭 가꾸기 체험 진행
텃밭체험장

물놀이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함
친수공간 및 

물놀이장

모래놀이 아이들의 촉감 발달을 위한 모래놀이 활동 자연놀이터

생태

관찰

야생조류

관찰
다양한 야생조류 관찰 조류관찰대

어류관찰 다양한 어류의 산란 및 활동 관찰 어류관찰대

자연천이

관찰
습지식생의 자연적 천이 관찰 습지시설

공연 

및 

전시

버스킹 

공연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정기적 버스킹 

공연

소규모 야외

무대

댄스 공연

자유롭게 진행하는 댄스 공연. 숏플랫폼이 중국 

내에서 대중화 되면서 춤에 대한 열정이 높아

진 부분을 반영

소규모 야외

무대

희극 공연
지역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공연 활동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노천극장 

및 실내극장

문화역사

전시
대범장 유적지의 용산 문화 및 지역 문화 전시

대범장유적지

문화전시원

예술전시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예술 관련 전시들을 제공

예술전시장

(실외,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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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도입시설

구분 세부활동 내용

경연

대회

광장무 

경연대회

중장년층의 광장무 취미를 반영한 경연 

조직

야외무대 

및 오픈광장

축제 

및 

이벤트

희극제 지역 문화 계승을 위한 축제
오픈공간 

및 문화전시원

대추나무축제
대추나무 수확이 이루어지는 한달동안 열

리는 장기 축제

대추나무원 

광장

대추나무 

수확의 날

가을 추수절과 연동하여 지역 자원을 알

리기 위한 이벤트

대추나무

체험장

대추나무

식수의 날

식수절과 연동하여 지역 자원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

대추나무

체험장

휴식 

및 

경관

감상

산책 순환동선의 보행도로 조성 산책로

휴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조성
피크닉장

작은 쉼터

경관감상
경관감상을 위한 조망시설 및 경관교량, 

수변데크와 다양한 볼거리 조성

조망시설 

경관브릿지

수변데크

운동 다양한 실내, 실외 운동시설 제공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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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공간구상

대상지 공간구상은 앞서 설정한 3가지의 기본방향과 2가지 전략에 따라 대

상지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 역사성 그리고 구축해나가야 할 진입관문으로서

의 상징성 및 개발정도의 부동함을 고려해 구상한다.

주변부와의 연결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메인 동선구조를 구상한다. 또한 

집결하게 될 이용자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진입공간 및 진출입부를 설정

한다.

동선구조에 따라 부지의 경관성을 고려하여 각기 1개의 생태경관축 및 1개

의 문화경관축을 설정하고 하천의 흐름을 따라 1개의 수경축을 설정한다.

대상지는 우선 개발정도의 부동함을 고려해 크게 주택단지와 각종 공공시

설, 상업시설과 면하게 되어 도시공원의 역동성과 경관성을 담아내야 하는 서

측 구역과 농지 보전지역에 면해있고 개발압력이 적어 도심내에서 자연성을 

담아낼 수 있는 동측 구역, 두 개로 나누어 본다.

나뉘어진 두 개의 구역을 다시 장소성과 역사성 및 구축해나가야 할 저류공

원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 6개 구역으로 테마화하고 그에 따라 

시설 및 프로그램을 분배함으로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6개 테마구역은 각각 도시활동Zone, 문화전시Zone, 체험학습Zone, 친수활동

Zone, 자연생태Zone, 여가지원Zone이다.

도시활동Zone과 문화전시Zone은 유동량이 많은 서측구역에 자리하도록 하

여 공원의 역동성 및 역사성, 장소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

공한다. 따라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문화공간이 주를 이룬다.

체험학습Zone은 다양한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하천을 

사이두고 완충녹지와 연결되는 서측 부분은 하천 하류부의 친수활동 구역에서 

물과 접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습지를 조성하

여 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동시에 습지생태교육, 생태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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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에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부지를 선택적으로 보류함으로서 농촌체

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대추나무 군락과 함께 지

역 특유의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도시민들에게 농촌테마의 체험 기회를 제공

함으로서 옛 거주민들에게는 향수를, 현 도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

하려 한다.

친수활동Zone은 주요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

로 조성한다. 또한 부가적으로 친수성 보장을 위한 수질정화시설과 동식물 서

식처를 조성하여 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간이다.

자연생태Zone은 기존의 수목 군락이 양호하게 분포된 동측 구역을 기준으

로 생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동식물 서식처 및 저류 가능한 다목적 초지

를 위주로 조성한다. 

우선적으로 외부 개입과 교란을 최소화 하여 동식물의 서식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이용자들에게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인 활동 위주

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또한 홍수 및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초지를 조성하여 공원 전체

의 안정성을 높이고 평시에는 도시민들의 휴식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여가지원Zone은 하천 하류부의 원 소범장촌 마을 부지에 조성한다. 자연생

태구역과 함께 홍수 및 침수방지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성을 낮추고 대규모의 도심 내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수

요를 만족시킨다.

자연생태구역은 동적인 활동이 조심스러운 반면 여가지원구역은 도시활동구

역과 더불어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며 다목적 

저류시설을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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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간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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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합계획 및 설계

1절. 종합계획

[그림 5-1]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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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부문별 계획 

1. 동선계획 

조하저류공원으로 들어오는 진출입부는 서측 구역의 5개 진출입부와 동측 

구역의 2개 진출입부로 총 7개의 진출입부 설치를 계획하였다.

주변 주택단지 및 향후 들어서게 될 각종 시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인구 

유동량이 집중 될 서측 구역에 총 5개의 진출입부를 계획하였다.

또한 도심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연결되는 서측 구역의 진출입부는 

생태통로로 작용할 수 있게 지하통로로도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현재로서

는 개발압력이 없고 자연자원 보전 측면에서 향후 15년간 농지를 유지한다는 

정부 측의 의지하에 동측 구역에는 우선적으로 2개의 진출입부만 계획하였다. 

공원 내부 동선은 총 네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메인동선, 보행동선, 친수

보행동선, 대추나무원 보행동선으로 나뉜다.

다양한 공원 이용자층을 고려하여 계획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 E-모빌리티

도로, 장애인 도로가 복합되어 구성된 동선으로 계단 등과 같은 장애물 없이 

공원의 주요 공간들을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이다.

보행동선은 스마트 어플을 연동할 경우 운동정보, 건강수치 측정 등이 가능

하도록 계획한 공원 내 순환동선이며 복합동선과 분리시켜 보다 안전하고 느

긋하게 산책이나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0년 주기 홍수 발생 시에도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합동선과 

보행동선은 홍수위 계획 레벨값인 146m보다 높은 레벨에 위치하도록 계획하

였다.

친수보행동선은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한 50년 기준 강수량 미만 시 이용가

능한 동선으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과 연결되는 

동선이다.

숲 보행동선은 주로 인공생태림과 기존의 양호한 사시나무림과 자작나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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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추나무림을 누빌수 있는 동선으로 기존의 획일화된 과수원 도로패턴을 

일부 활용하도록 고안하였으며 최대한 기존 식생을 보존하는 전제하에 도심 

내에서도 숲길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공원 외부로는 동식물의 서식처 보존을 위한 생태적 환경을 도모하고자 공

원 남측부에 완충녹지와 연결될 수 있는 지하통로 설치를 계획하였고 우수수

집에 용이하도록 완충녹지에 식생수로를 만들어 공원으로 우수가 흘러들 수 

있게끔 계획하였다.

또한 주변시설에서 공원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서측 도로에 2군데의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를 제안하는 바 1군데는 주변 주거단지와 초중등학교에

서 공원의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였고 다른 1군데는 

주거단지에서 대범장문물보호유적지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유적지가 포함되

어 있는 복합문화전시관과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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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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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계획

공원으로 들어오는 서측 구역에 2개의 조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체교량을 

설치하여 공원을 전체적으로 조망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량 우에서 도시와 공

원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원 이용자들이 자주 찾게 될 방문자센터는 도시활동Zone과 여가지원Zone 

사이의 친수활동Zone에 위치시킴으로서 정중앙에서 공원 전체를 360도로 조

망할 수 있는 조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지형 단차를 이용

하여 경관 브릿지와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에서 공원을 바라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다채로운 친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원 곳곳에 친수공간 및 수변

브릿지를 설치하였는데 이로부터 물을 수면 위, 수면, 수면 아래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강우량에 따라 친수공간의 형태가 바

뀌면서 같은 공간에서도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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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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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식계획 

신정시 보호수종인 대추나무 고목과 기존의 양호한 사시나무림, 자작나무림

은 최대한 보존하는 전제하에 공원이용자들에게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

해 정저우시 재식 건의 수종을 기준으로 재식계획을 진행한다.

지형 단차와 기존 수림 분포, 구역별 기능 분포에 따라 대상지를 총 8개 구

역으로 나누어 계획한다. 

9개 구역은 각각 수림보존구역, 생태수림구역, 빗물저류구역, 수생식물구역, 

습지식물구역, 자연천이구역, 특화식물구역, 관상식물구역, 초본식물구역이다.

수림보존구역은 기존의 수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역으로 수림 보존 및 

조류 서식처 제공, 이용자들에게 쉼터 및 사색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이다. 주요 식물로는 사시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다.

생태수림구역은 기존에 형성된 수림대를 기준으로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식재를 재이식하여 조성하는 구역으로 사시나무, 자작나

무와 함께 백양나무,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양버즘나무 등이 주를 이룬다. 

빗물저류구역은 저류기능이 우선시 되는 구역으로 다목적 이용을 위해 넓은 

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다.

수생식물구역은 하천의 상시저류구역에 분포하여 있으며 크게 늪 영역, 얕

은 물 영역, 수련 영역 등으로 나누어 재식한다. 침수 높이 10cm이상 또는 이

하인 구역에 갈대와 같은 정수식물을 식재하고 10-40cm인 구역에는 정수식물 

또는 수련 종류를 식재하며 70cm이상인 구역에는 부엽식물과 침수식물을 재

식하도록 계획한다. 주요 식물로는 기존 대상지에 분포하여 있었던 연꽃을 포

함하여 갈대, 억새, 애기부들, 수련, 꽃창포, 벗풀로 구성된다. 

습지식물구역은 침수되지는 않으나 영구적으로 젖은 토양인 수변에 분포하

도록 계획하였으며 식물 선정에 있어 수질정화에 효과적이고 심미적 경관을 

연출 할 수 있는 식물들로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습지를 계획하여 대상지 내 우점종인 왜과리과와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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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타깃으로 야생동물 서식처를 제공한다. 부유습지, 갈대습지, 정화습지, 인

공습지, 건습지 등을 조성하며 식물 선정에 있어 수생식물뿐만 아니라 습생식

물까지 포함하여 식재한다. 주요 식물로는 갈대, 무늬갈대, 물억새, 갯버들, 골

풀, 부처꽃, 창포 등으로 구성된다.

자연천이구역은 습지식물구역과 마찬가지로 수질정화 기능이 강한 식물을 

식재하되 저관리형 식물을 선택하며 공원이용자들이 주요하게 활동하는 도시

활동구역과 문화전시구역 및 여가지원구역에서 한눈에 식물의 자연천이 과정

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동측에 넓은 면적으로 분포시켰다.

특화식물구역은 기존의 대추나무 고목을 보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으로 대상지의 지역성과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추나무 

고목외에 꽃 피는 관목류와 초본류 등을 함께 재식하며 그 밖에 텃밭체험이 

가능하도록 일부 구역에는 경작물 또한 재식하게끔 계획한다.

관상식물구역은 이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기 쉬운, 여러 가지 공원 이

용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계획하고 계절감이 느껴지는 식물들

을 많이 재식한다.

특히 겨울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잎이나 줄기에 색깔이 있는 노랑

말채나무, 흰말채나무, 황금회화나무 등을 재식하도록 계획하고 그 밖에도 산

수유나무, 목련, 산딸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산사나무 등을 재식하도록 계

획한다.

초본식물구역은 넓은 면적의 초본류와 교목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공간의 

개방감 확보와 토양침식 방지 및 비점오염원 정화, 다양한 초본식물의 관상가

치 및 약용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성한 구역이다. 주요 식물로는 기존에 넓은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코스모스와 옥잠화, 꿩의비름, 수크령, 비비추, 피나

물, 기린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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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재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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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정저우시 재식 건의 수종 목록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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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정저우시 재식 건의 수종 목록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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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처리계획  

저류공원의 특성상, 재해방지가 1차적인 목표이므로 해당 공원 설계에서 수

처리계획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중소하천의 홍수위 

기준에 따라 50년빈도를 기준으로 각각 갈수기, 50년 기준 강우량 미만 시, 50

년 기준 홍수 시 저류로 나누어 공간을 계획한다.

1. 갈수기 저류계획

대상지의 갈수기는 12월부터 2월까지로 수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처리계획에 있어 갈수기에도 일정한 개방 수면 확보 및 하천의 유량 

유지를 위해 상시저류구역을 설정하였고 하천의 흐름을 제지하는 제방을 철거

하고 콘크리트 사면을 철거하는 등 하천의 생태복원을 촉진하여 수질정화와 

동시에 지하수 보충 및 우수수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자연적인 수원이 부족한 관계로 대상지 북쪽에 위치한 화남성오수처리

장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중수관거를 공원 내에 연결하여 부족한 수원을 조달

받도록 하고 서측으로 면해있는 완충녹지와 연결시킴으로서 생태적인 방법으

로 우수를 수집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개발사로부터 제공받은 공원내 수원보충방안에 따르면 화남성오수처리장에

서 궈뎬진으로 보내는 중수량은 45,000m³/일로 그 중 갈수기시 개방 수면의 

유량 확보와 증발량, 하천의 수질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한 하천의 생태수

요량은 1200㎥/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갈수기 시 모든 구역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저류구

역은 1개의 중심 개방수면과 2개의 부중심 개방수면으로 계획하였으며 평균 

고도는 142m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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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갈수기 저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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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년 기준 강우량 미만 시 저류계획

50년 기준 강우량 미만 시 저류계획은 여름철 우기를 포함하되 50년빈도 홍

수위를 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다. 계획에 있어 여름철 우기를 제외한 

비우기시를 고려하여 수질보장을 위한 취수량을 계산한 결과 5870㎥/일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여름철 우기 시 지형 단차를 이용한 생태형 저류가 가능하도

록 계획하였는데 이는 빗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저류방식으로 우수가 직접적으

로 우수관로를 통해 단시간 내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식생수로, 식생여과

대, 레인가든, 인공습지, 침투도랑을 거쳐 천천히 흐르게 하는 장치로 활용된

다.

또한 저류지역을 분산화하여 빗물의 흐름을 늦추는 동시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지하수를 보충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원 내에서 사용되는 도로면을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하여 보다 자

연지반으로 많이 침투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이로부터 우수유출량을 최소화 

하고 수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하수 자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강우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기시 다목적 초지와 주차장, 인공습지 등이 

물에 잠겨 일시적으로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다목적 초지 역시 지역 내 저류시설로 잠시 사용되었다가 금방 복귀될 수 

있도록 면적을 설정하였으며 다단계 정화습지는 서측의 완충녹지와 연결되어 

강우시 도시침수를 방지하는 지역 외 저류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공원 북측에 위치한 공용주차장 또한 우수관거와 연결시켜 도시침수를 방지하

는 용도로 쓰인다. 50년 기준 강우량 미만 시 계획 고도는 14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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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50년 기준 강우량 미만 시 저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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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년 기준 홍수 시 저류계획

50년 빈도 기준 홍수 발생시 대상지의 내수조절용량은 총 95만㎥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에 따라 필요한 개방 수역 면적은 35.58만㎡이다.16) 

하지만 하천의 직강화와 생태파괴 등을 우려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설정

한 홍수위 라인이 아닌 기존 지형에 따른 새로운 홍수위 라인을 계획하였다. 

50년 빈도 기준으로 산정된 최종 계획 고도는 146m로 홍수 시 다목적 초지 

및 습지 주변부 사용이 어려워지며 물과 접하는 친수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전체 친수활동구역과 여가지원구역 및 자연생태구역의 일부분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원이용시설 사용이 가능하며 메인동선과 러닝동선 또한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도시활동구역에서는 건습지를 활용

한 프로그램과 자연놀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시설 사용이 어려우며 인공

모래사장 사용이 어렵다. 

홍수 시에도 토양침식이나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천의 완경사면에 초지를 조성하여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비점

오염원을 정화하는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지만 인공모래

사장과 자연놀이터의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16) 출처 : 신정시 궈뎬진 우배수계획 (20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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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50년 기준 홍수 시 저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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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부분별 상세 설계

1. 도시활동 Zone 

[그림 5-10] 도시활동Zone 상세평면

도시활동구역은 공원 이용자들이 공원 내에서 다채로운 활동들을 펼칠 수 

있도록 물놀이광장, 버스킹마당, 물너미폭포, 자연놀이터, 야외운동시설 등을 

계획하였고 그와 함께 야생초화섬과 건습지를 설계하여 경관감상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진입하게 될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도시활동구역에 메인광

장을 설치하였으며 보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입체 육교 설치를 제

안하였다. 도시활동구역의 상세평면도는 위의 그림과 같다. 각 시설별 부분상

세평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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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물놀이광장 부분상세평면 [그림 5-12] 버스킹마당 부분상세평면

[그림 5-13] 물놀이광장 부분상세단면

[그림 5-14] 버스킹마당 부분상세단면



- 79 -

[그림 5-15] 물너미폭포 부분상세평면 [그림 5-16] 자연놀이터 부분상세평면

[그림 5-17] 물놀이폭포 부분상세단면

[그림 5-18] 자연놀이터 부분상세단면



- 80 -

2. 문화전시 Zone 

[그림 5-19] 문화전시Zone 상세평면

문화전시구역은 주로 대상지의 지역성과 고유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 복

합문화전시관, 문화전시원과 함께 휴식과 경관감상 및 산책 등을 할 수 있도

록 잔디테라스와 산책로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복합문화전시관으로 이동이 편리하도록 입체 육교를 전시관과 연결한 

입체 복합물을 제안하였으며 전시관안에는 대범장 문물 보호 유적지도 함께 

포함시켰다. 복합문화전시관은 문화전시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전망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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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여받았다. 

문화전시원은 각각 문화전시회랑과 예술전시원으로 나뉘는데 문화전시원의 

부분상세평면과 부분단면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5-20] 복합문화전시관 부분상세평면 [그림 5-21] 문화전시원 부분상세평면

[그림 5-22] 복합문화전시관 부분상세단면

[그림 5-23] 문화전시원 부분상세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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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학습 Zone 

[그림 5-24] 체험학습Zone 상세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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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체험학습구역은 크게 다단계 정화

습지와 대추나무 체험원, 텃밭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밖에 갈대습지, 

부유습지, 산책로 등을 설계하였다. 

조성된 습지는 하천 생태복원과 동시에 비점오염원 정화를 담당하며 도시민

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동시에 습지생태교육, 생태관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농촌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텃밭체험장과 대추나무 체험장은 지역 

축제의 장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도시민들에게 농촌테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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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수활동 Zone 

[그림 5-25] 친수활동Zone 상세평면1

친수활동구역은 이용자들의 친수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방문자센터를 기

준으로 북측으로 수중브릿지, 사랑의 여울, 수변데크, 전망대, 인공모래사장, 

부유습지를 설계함으로써 물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인공모래사장과 방문자센터의 부분상세평면 

모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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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인공모래사장 부분상세평면 [그림 5-27] 방문자센터 부분상세평면

[그림 5-28] 인공모래사장 부분상세단면

[그림 5-29] 사랑의 여울 부분상세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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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문자 센터 기준 이남으로는 경관브릿지, 수변데크, 전망대, 부유습지 

외에도 잔디테라스와 소리분수를 추가적으로 설계하여 잔디테라스에서 소리분

수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소리분수는 대상지가 공항관리구역 내에 

있음을 고려하여 비행기 소음을 이용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30] 친수활동Zone 상세평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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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생태 Zone 

[그림 5-31] 자연생태Zone 상세평면

자연생태구역은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설계하

여 동식물의 서식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연생태구역은 사시나무 숲, 기존 수림 보존구역, 인공습지, 애견놀

이터, 다목적초지 및 야외무대, 숲 속 책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애견

놀이터는 대형견 놀이터와 소형견 놀이터로 나누어 설계하였는데 대형견 놀이

터에는 지형의 레발차를 활용한 마운딩을 설치함으로써 강아지들에게 자연적

인 활동장소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레

벨차가 자연스럽게 울타리를 형성하여 애견놀이터 이용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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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가지원 Zone 

여가지원구역은 하천 하류부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홍수 및 침수방지

를 위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초지를 조성하여 재해위험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지형 단차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구성된 여가지원구역에는 다목적초

지를 더불어 숲 속 쉼터, 숲 놀이터, 인공생태림 등을 계획하여 홍수 방지 목

적외에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공간으로 쓰이게 설계하였다.

[그림 5-32] 여가지원Zone 상세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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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도시문제에 대응 가능한 실천적 

방법으로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도시 저류공원 설계를 제안하였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재해사전예방형 

공원을 설계하기 위해 파괴된 도시 시스템의 복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피해이력이 있는 

하천의 상류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대상지에 대한 현장분석을 기반으로 arcgis를 활용한 정량화 분석과 온

라인 인터뷰 및 면담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였고 다각도 분석을 통해 대상

지의 재해 예방 기능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온전히 담아

낼 수 있는 설계안을 도출해냈다.

그러나 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원 모델 조성에 있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리

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설계를 제안하였으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성원의 

변화 및 기타 미래 예측 부분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는 점이 존재한다.

중국 내에서의 신도시 개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본 단위로 잡고 5개년단

위로 계획하여 초기, 중기, 말기 개발계획을 잡는다. 따라서 개발정도 역시 5

개년단위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공원 조성은 주택단지분양

을 위해 초기 단계인 5년사이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10년 뒤 안정기에 들어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대부분 자리잡기 시

작했을 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10년사이 세월의 흐름과 함

께 노후된 공원으로 전락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해당 대상지는 원래 농경지였던 부지가 신도시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

임으로 거주민 속성 또한 변화를 가져온다. 현재 거주민 속성은 과반수 이상

이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수입래원 또한 대추나무 수확에서 비롯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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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공원을 이용하게 될 

이용자와 주택단지 거주민들은 대부분 공민일 가능성이 높다. 주변부 토지이

용계획을 놓고 보더라도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대형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서

는 등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수록 농업이 아닌 산업 종사자수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원 이용자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나 직장인, 공원 주변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경제수준 정도가 중상인 40대층이 주를 이룰 것이라 예측된다. 하기

에 이와 같은 이용자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조성 역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이용자층에 맞게 공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장기적으로 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조성뿐만 아

니라 프로그램이나 공원운영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중장기 공원 모델 제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 수문학적 수치데이터의 부족으로 정확한 

수치가 적용되지 못한 점과 설계 적용 후의 재해저감효과에 대한 결과가 산출

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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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Chao River Reservoir Park with the Concept of
Resilience

Li Yinzhu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s the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continues 

to increase worldwide, urban resilience has been mentioned for a long time 

in many aspects. As of the end of 2018, the increase in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was 17.9% to 59.5%, and the same is true of China, which 

has increased 3.4 times in 40 years. 

In particular, Jeongzhou is adjacent to the Yellow River basin, so it is an 

area with frequent heavy rains in summer, and urban flood disasters have 

occurred frequently since ancient times. In the case of Zhengzhou, where 

damage recovery work is carried out every year, the construction of Sponge 

City, a sea-based city based on low-impact development borrowed from the 

concept of resilience, has been investing 53.48 billion yuan for about five 

years since 2017. However, as the city is paralyzed by unpredictable climate 

change such as the July 20 Zhengzhou heavy rain, urban regeneration is 

being re-examined in terms of prevention and post-restoration, judging that 

it is difficult to prevent and respond to both chronic problems that weaken 

the city's potential and sudden external shocks.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heavy rain was fatal was that the influence increased as the secondary 

damage caused by urban flooding sprea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urban parks to which 

the concept of resiliency is applied and to design an urban park model for 

disaster prevention. The target site of this study is the Sobeom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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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oir, which belongs to the Zhengzhou New Town Development Zone, 

and is a total of 896,792㎡ located in the Joha River, which forms the main 

axis of the park green system and 1.6 million new cities.

In order to design a disaster prevention park, this study tried to fully 

capture not only the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of the target site but also 

the role as an urban park through multilateral analysis by grasping the 

demand through quantification analysis and interviews using arcgi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improve temporal resilience as well as spatial 

resilience by predicting urban changes that may occur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a new city in advance and creating a park at each stage that can 

respond to changes.

………………………………………
keywords : Urban Disaster Prevention Park, Urban Reservoir 

Park Design, Resilience Landscape 

Student Number : 2019-2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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