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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ix waterfront users who are currently being used to select indicators for waterfront 

development. It can be classified into urban type, inland type and coast type according to the place where waterfront space is located. 
These waterfront design elements include accessibility, public activity, and waterfront characteristics. Waterfront environment 
involves selecting the  elements for considered and examined these with resepect to the goals of  the study. In terms of accessibility to 
most waterfronts, it is analyzed that users who are located within 30 minutes' distance of walking are most likely to use it. As shown 
in the satisfaction survey of this study, the unsatisfactory satisfac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was found to be low in Unam pond,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of waterfront space is also low. In the case of Chunggye Chu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weekdays showed that the office workers, such as the offices located in the surrounding area, were mainly resting places. In the case 
of Naesungchun, it is possible to select the indicators that can help the direction of the festival as a survey on the users during the 
festival period. In this study, waterfront location, purpose of use, characteristics, environment, and subdivision are presented as 
indicators to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the waterfront.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indicators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users.

Key words : Waterfront, Development indicator, User demand, Shin chun, Chunggye chun

1)1. 서 론

일반적으로 하천과 호수,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등

과 같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계되고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도시의 확장과 소득의 

증가 그리고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이 증가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도심하천과 호수 등 수변공간 

활용 요구가 급속하게 커지게 되었다. 수변공간이란 물

이 만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최근 워터프런트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및 개발의 자원으

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Kim et al., 2015). 그러나 이러

한 수변공간의 개발은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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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실제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도심지내 하천공간은 산책로와 운동시설 그

리고 생태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지역적 특색과 수

변공간을 이용하는 주변지역 시민들의 요구와 특성이 반

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수변공간을 

개발하는 데 있어 대부분 생태하천 설계기법이 활용되어 

수변공간의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양성이 부족하여 수변공간의 활용성을 저하시

키고 있다. 도심하천 및 수변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

기 위해서 수변공간의 만족도 등에 대한 사항들에 관한 

평가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수변공간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Lim et al., 
2016). 

최근 지자체의 도심 수변공간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

는 이유에 대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녹색성장 시

대의 환경적가치, 둘째는 소득의 향상에 따른 일상적 공

간의 가치향상에 대한 요구, 세 번째로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도시공공공간의 공공성 향상에 대한 대응, 네 번째

로 쇠퇴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확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 수변공간의 유형으로서 도시일상의 

공간, 역사문화공간, 창조산업공간, 녹색생태환경공간을 

제시하였다(Kwon, 2010). 대구지역의 친수공간이용자

들에 대한 이용패턴과 컨텐츠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한 연구도 있었으며(Park et al., 2016), 도심 호수 이용

자들에 대한 이용자 특성을 조사하여 이용자들의 수변공

간을 이용하는 목적과 선호하는 테마와 컨텐츠 등과 같

은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Park et al., 
2016). 

수변공간의 개발을 위한 컨텐츠 및 테마에 관한 연구

로는 하천개발에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의 자원으로 동

화, 역사, TV 프로그램 등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

며(Park et al, 2012), 수변공간의 구성에 있어 동화와 놀

이의 스토리텔링의 접목방법에 대하여 연구도 있었다

(Park et al., 2012). 교육과 놀이를 겸비한 Edutainment
를 이용하여 수변공간에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기법에 

대한 연구(Park et al., 2012)와, 수변개발에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 기법 개발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과 

적용성을 시도한 연구와(Park et al., 2013), 수변공간 조

성을 위해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의 콘텐츠 개발에 관

한 연구(Park et al., 2014) 및 도심 수변공간 이용자들의 

현황과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Park et al., 2015)가 있었

다. 
또한, 서울시 하천 중 성내천, 양재천, 청계천 이용자

를 대상으로 수변 보행공간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범죄안

전성, 접근성, 편리성, 심미성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보행

자의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

구가 있었으며(Kim and Lee, 2012), 해안, 하천 등에 위

치한 아파트단지의 거주자들의 수변공간 이용형태에 대

한 연구가 있었다(Lee and Lee, 2003). 지방도시의 하천

에 설치된 산책로, 자전거도로, 공원의 이용 상황에 대해 

만족도와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Kang, 2014). 
도심 수변공간에서의 수질지표들이 방문객들의 영향인

자에 미치는 관계등을 연구한 바 있다(Astrid et al., 
2008). 물이 있는 경관의 선호도와 방문객들을 수변공간

의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A. Faggi 
et al., 2013). Greece의 Thessaloniki port의 수변공간 

재개발을 위해 개인별 선호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재개발 옵션과 개인별 선호도에 대한 상관성을 연구하였

다(Anastasia, 2011). 
거대한 도시공간의 확장에 따라 도심지에 거주한 도

시민의 수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양해지고 확대되

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변공간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수변공간

에 대한 조성이 활발해지고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

나 도시에 조성된 수변공간은 대부분 산책, 휴식 간단한 

운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다양한 콘텐

츠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하천의 수변

공간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공간으

로 정착은 되었으나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조사하여 수변공간

의 위치적 특성과 수변공간의 설계요소 등을 조사하여 수

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요소를 통해 

도심과 내륙에 위치한 6곳의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

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수변공간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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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Location & type Function & features

Urban type River and lake inside urban 

Water supply
Flood control

Road
Green space

Leisure space
Landscape elements

Inland type River and reservoir outside urban

Landscape elements
Agriculture water supply

Water leisure sports
Healing space

Coastal type Shore of the sea
Landscape elements
Water leisure sports

Healing space

*Kim et al., 2015, Revised

Table 1. Comparison of waterfront type

Urban design elements Details area

Accessibility
Access way

Access assistant facilities

Public activity
Sports & leisure 

Rest activity
Education activity

Identify of waterfront Waterfront scene
Harmony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Water quality
Environment

Urban characteristics Preservation & expansion

Table 2. Design elements for waterfront(Kim et al., 2010)

따라 분류하여 수변공간의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개

발목적과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수변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선정하기 위해 수변공간의 위치, 형태, 기능을 

분류하고, 현재 수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의 수성못, 신천, 팔거천, 운암지 그리고 은어잡이 축제공

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봉화군의 내성천 그리고 서울특별

시의 청계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1:1 설문조사

를 통해 현재 수변공간이용특성을 조사하였다. 

2.1. 수변공간의 요소

수변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기존의 설계방식은 지역의 특

성, 수변공간이 가지는 위치, 주변지역의 인구현황등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수공학적이고 조경학적인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변공간은 위치와 이용형태

에 따라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수변공간의 위치에 따라 

해안형, 도심형, 내륙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다음 

Table 1은 수변공간의 위치에 따른 분류와 기능 및 특징

을 설명하였다. 
또한, 하천이나 저수지와 같은 수변공간은 위치와 주

변환경 그리고 시설현황등에 따라 이용되는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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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design parts Design requirements Storytelling contents

Space parts Publicness, accessibility History, culture, media, IT, literature, 
play, resort, leisure, education, 

TV programs, 
regional characteristics

Land use parts Activity, complexity

Waterfront scene, buildings, facilities Identification, aesthetic, connectivity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Environment friendly, safety

Table 3. Design requirements waterfront(Oh and Lee, 2013) and storytelling contents(Park et al., 2014)

다양하다. 수변공간의 이용현황은 크게 일상적인 휴식과 

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축제나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리고 유명관광지로 이용되는 공간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변공간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컨셉을 가지

고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수변공간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접근성, 공

간활용성, 주변인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수변공간

의 정체성, 환경, 콘텐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러

한 수변공간을 조성할 때 설계요소로서 Table 2와 Table 
3과 같이 제시하였다(Kim et al., 2010, Oh and Lee, 
2013, Park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변공간의 

위치, 이용자특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변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수변공간의 설계 요소와 스토리텔링 콘텐

츠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Table 4와 같이 제시

하였다. 수변공간의 개발에 있어 지역적 구분으로 도심

형, 내륙형, 해안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수변공간 

이용목적에 따라 레저, 휴식, 일상생활, 축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변공간의 설계요소로는 접근성, 공공

활동성, 수변공간 특성, 환경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
변공간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의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을 

조사하고, 공공활동에 대한 시설항목과 접근성에 대한 

검토로서 접근시간과 접근방법, 그리고 공간의 특성으로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목적과 이용시설, 경관, 환경적인 

측면으로 하천의 수량과 수질 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

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콘텐츠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수변공간의 이용자 현황조사

본 연구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수변공간의 이용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변공간의 이용자들에게 1:1 방식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조사시간은 오후 5시에서 9

시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내성천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

이에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 인원은 수성못이 83명, 신천 

87명, 팔거천 73명, 운암지 45명, 내성천 83명, 청계천 

80명으로 총 45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중 항목에 따라 응답결과가 없거나 중복 응답결과도 포

함하였다. 

2.2.1. 대구 수성못

대구의 수성못은 대구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

수지 공간으로 산책로, 오리배, 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있

으며, 주변에 식당과 카페가 조성된 공간이다. 인근지역

에 두산동, 황금동, 지산동 등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조

성되어 있어 주변지역주민들과 대구시민 전체적으로 이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2014년 수성못 페

스티발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수성못에 설치된 레이저쇼

와 함께 축제도 벌어지는 공간이다. 

2.2.2. 대구 신천

대구시를 관류하는 신천은 남에서 북으로 관류하여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하천양안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둔치에는 산책로, 운동시설, 공
원등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있으

며, 여름에는 야외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운영

되며, 상시 축제, 행사 등이 열리는 공간이다. 

2.2.3. 팔거천

대구 북구에 위치한 하천으로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

류하기 직전 위치에 합류한다. 팔거천의 주변지역은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신도시로 주변지역이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하천양안의 제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책로, 운동시설등이 조성되어 있다. 

2.2.4. 운암지

운암지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과거 농업용 소규모 저

류지로 칠곡지구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농지가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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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ront type Objective Design elements Details Storytelling contents

Urban

Leisure
Rest

Daily Life
Festival

Education

Accessibility
Time

Transportation
Distance

History, literature, play, resort, 
leisure, education, 

TV programs, 
regional characteristics,

nature

Public activity Facility
ContentsInland

Characteristics Age, gender

Environment

Water amount
Water quality

Land use
Scene

Coastal

Table 4. Classification and design elements and storytelling contents for waterfront

Classifications Susung pond Shin chun Unam pond Palgae chun Naesung chun Chunggye chun

Ages

10’s 6 6 7 4 8 1

20’s 36 15 13 14 15 56

30’s 15 17 9 14 21 27

40’s 7 11 39 21 33 11

50’s 13 30 26 32 10 5

60’s 23 22 7 16 12 0

Gender
Male 58 51 43 53 49 53

Felmale 42 49 57 47 51 47

Table 5. Results of research ages and gender                                                                                                                   (Units : %)

현재 함지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여 칠곡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운암지 주변지역은 아파트 단

지로 조성되어 주말이 되면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며, 소
규모 음악회 등이 열리는 공간이다. 

2.2.5. 내성천 은어축제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내성천은 낙동강에 합류하

는 큰 하천중의 하나로 유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

다. 은어축제가 열리는 내성천 구간은 봉화군 시내에 위

치하고 있으며, 여름에 은어축제기간이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이다. 

2.2.6. 서울 청계천 

청계천은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된 전국적

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주변지역에 상업시설, 사무시

설, 공공기관들이 조성되어 있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수변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이용자특성과 접근성, 수변공간의 활용성, 수
변공간 환경 요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

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현재 이용

되고 있는 수변공간에 대해 특성을 정의하고 향후 수변

공간 개발 방향과 적용가능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시

하고자 한다. 
대구에 위치한 수성못, 신천, 운암지, 팔거천과 경북 

봉화에 있는 내성천, 서울의 청계천을 이용하고 있는 이

용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4가지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

과를 분석하였다. 

3.1. 이용자 특성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성

별과 연령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수변공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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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Susung pond Shin chun Unam pond Palgae chun Naesung chun Chunggye chun

Travel 
time

10 min 17 17 24 51
14

(within 1hr) 0

20 min 29 42 61 34
15

(over 1hr) 32

30 min 20 30 15 14 20
(over 2hr)

33

40 min 10 5 0 0 35
(over 3hr)

22

50 min 5 6 0 1 15
(over 4hr)

7

60 min 20 1 0 0 - 5

Table 6. Results of research travel time                                                                                                                           (Units : %)

Fig. 1. Results of research transportation. Fig. 2. Results of research travel distance.

하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수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을 반영할 수 있다. 6개 수변공간에 대해 수변공간의 성

별과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대구 도심지에 위치한 수성못

의 경우는 20대와 60대의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신천은 50대와 60대 이상의 이용자들이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대구 외곽주택지역에 위치한 운암지와 

팔거천은 40대와 50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벤트성격이 강한 내성천의 은어축제에서 설문조

사결과에서 30대와 40대가 많이 이용하며, 서울의 청계

천은 20대와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접근성

수변공간에 있어 접근성은 거리와 시간 그리고 수변

공간까지 오는데 이용하는 수단이다. 6개의 설문조사 대

상 수변공간에 대해 접근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심과 주택지 인근에 위

치한 수성못, 신천, 운암지와 팔거천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은 대부분 수변공간까지 오는데 3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계천은 40분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청계천의 

경우 주중에 조사한 결과로서 이용자들이 대부분 인근 

사무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성못의 경우 특이

한 점은 6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오는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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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usung pond Shin chun Unam pond Palgae chun Naesung chun Chunggye chun

Walk 44 35 46 36 0 36

Excercise 19 38 29 44 0 6

Rest 21 20 15 13 21 40

Access to nearby Facilities 6 2 4 3 0 10

Festival 5 1 0 0 78 2

Events 0 1 2 1 1 2

etc 5 3 4 2 0 3

Table 7. Results of visit purpose  (Units : %)

Facilities Susung pond Shin chun Unam pond Palgae chun Naesung chun Chunggye chun

Trail 53 51 67 61 0 49

Excercise 14 22 24 24 0 3

Play 3 1 2 0 9 0

Rest 16 20 2 11 13 39

Festival 5 1 0 1 75 3

Events 5 1 0 0 2 1

etc 5 5 4 2 1 3

Table 8. Results of using facilities (Units : %)

20.2 %나 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수성못 주변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수성못이 가지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의 가치 때문에 멀리서도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과 Fig. 2에 나타난 이동수단은 대부분 도보가 

많았으며, 특히 신천과, 팔거천의 경우 대부분이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었으며, 청계천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

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성천의 경우 축제공간

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여 200 km
이상의 거리에서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공간활용성

수변공간을 개발하는데 있어 시설물과 이용목적 등은 수

변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

구에서는 수변공간을 활용에 있어 방문목적과 이용시설

을 조사하였다.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변공간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은 산책과 운동이다. 내성천의 경우 은

어축제라는 특수한 기간에 축제와 휴식을 위해 찾으며, 
서울의 사무공간의 중심지에 있는 청계천의 경우 휴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Table 
8의 수변공간을 찾는 목적과 연계되어 산책시설과 운동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변공간에 설치된 시설들의 한정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산책과 운동 그리고 휴식이외

에 다른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목적과 시

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수변공간 환경

수변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적인 요소 중 환경은 

수변공간 전체와 물의 양과 수질 그리고 수변의 경관이

라 할 수 있다. 수변공간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수성못과 신천 그리고 팔거천

의 경우 수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운암지

의 경우 수량과 수질이 모두 매우 불만족스런 점수가 나

타났다. 내성천과 청계천은 대부분의 환경적인 요소에 

만족스러운 점수로 8점대 이상이 나타났다. 
대구 도심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수

성못, 신천과 대구 외곽 주택지에 위치한 팔거천과 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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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Susung pond Shin chun Unam pond Palgae chun Naesung chun Chunggye chun

Waterfront 7.57 7.03 6.11 7.44 8.24 8.12

Amount of water 7.37 5.16 3.20 6.08 8.05 8.25

Water quality 5.77 4.13 3.30 5.84 8.21 8.27

Scene 7.81 6.93 5.33 7.18 8.32 8.44

Table 9. Results of satisfaction

Fig. 3. Results of satisfaction for waterfront.

Fig. 4. Results of Satisfaction for amoun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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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Satisfaction for water quality.

Fig. 6. Results of satisfaction for waterfront scene.

지의 경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수성못의 

경우 수성못이 가지는 경관이 가장 큰 만족도로 수성못

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되며, 신천과 팔거천, 운암지

의 경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수변공간이기 때문에 찾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성천은 자연환경이 좋은 봉화의 맑은 물과 수량이 

풍부한 여름에 은어축제가 열리고 있어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계천의 경우  수

량과 수질 그리고 경관성 모두가 8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

가 나타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 대상지역의 수변공간 개발 방안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6개의 수변공간은 이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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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Susung pond Shin chun Unam pond Palgae chun Naesung chun Chunggye chun

Type Urban Urban Urban Urban Inland Urban

Accessibility

Time(min) 60 30 20 20 360 40

Transportation W, P W W W C W,P

Distance(km) 2 2 2 2 200 20

Public activity
Purpose W,Ex,R W,Ex W,Ex W,Ex R, F W,R

Facility contents T,R,Ex T,Ex,R T,Ex T,Ex F,R T,R

Characteristics
Age 20-60 50-60 40-50 40-50 30-40 20-30

Gender All All All All All All

Environment

Waterfront Good Normal Normal Normal Good Good

Water amount Normal Normal Bad Normal Good Good

Water quality Normal Bad Bad Normal Good Good

Scene B C D C A A

Note : Walk : W, Bicycle : B, Public Transportation(Bus, Subway etc) : P, Car : C, Rest : R, Daily life : D, Exercise : Ex, Festival : F, 
Trail : T

Table 10. Summary of waterfront research 

되어 있는 수변공간으로 이용자들의 이용현황특성을 

Table 10과 같이 요약하였다. 
  Table 10에서 성별의 경우 10% 내외로 거의 남녀구분

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별에서의 가중치는 의미

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환경적인 측면을 반영한 수변공간의 만족도 조사는 8.0
점 이상을 A, 8.0에서 7.5 이상을 B, 7.5 이하~6.0는 C,  
그 이하는 D라고 선정하였다. 

 수변공간의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수성못

의 경우 20대에서 60대까지 이용하는 도심형의 일상생

활과 축제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이며, 스토리텔링 콘텐

츠는 IT, 문화, 레져, 놀이를 활용한 소재를 제안하였다. 
신천은 중장년층이 활용성을 극대화한 시설과 넓고 긴 

공간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문화와 

놀이, 자연, 교육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안하였다.  
팔거천과 운암지의 경우는 도심외곽의 주택지에 위치

한 일상생활형의 수변공간이며 40~50대가 건강을 위해 

활용하는 수변공간으로 운동과 산책을 편리하고 쾌적하

게 할 수 있도록 수량과 수질 그리고 기반시설을 조성하

고 운동과 산책이 재미있고 경로를 따라 체계적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제안하였다. 
내성천의 경우 은어축제라는 특화된 소재로 내륙 축

제형 수변공간으로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휴식

과 축제를 목적으로 자연과 지역문화, 생태자연교육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제안하였다. 구분될 수 있다. 
서울의 청계천은 도심형 휴식과 축제형 수변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 IT, 문화, 휴
식을 주제로 한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스토리와 연간 이

벤트 흐름에 따라서도 스토리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용자들의 이동시간과 거리특성을 반영한다면 수성

못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접근성에 대한 요소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청계

천의 경우도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천과 팔거천 그리고 운암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연령대 그중에서도 40대 이상의 연령

대를 중심으로 운동과 산책에 대한 활동이 만족도가 커

질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Table 9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질과 수량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Table 4에서 제시한 수변공간에서의 설

계요소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수변

공간 6곳의 개발 목적과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를 Table 11과 같이 요약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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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ront Objective Storytelling contents

Susung pond Daily life, rest, festival, leisure IT, culture, leisure, play

Shin chun Daily life, festival Culture, play, education, nature

Unam pond Daily life Regional

Palgae chun Daily life Regional

Naesung chun Festival, rest Regional, culture, nature, education

Chunggye chun Daily life, rest, festival IT, culture

Table 11. Suggestion of waterfront development direct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변공간 개발을 위한 설계요소의 선

정을 위해 현재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6개의 수변공간

의 이용자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용자들의 특

성을 반영하여 개발요소에 선정하고 수변공간이 위치하

고 있는 곳에 따라 구분하고, 수변공간이 이용 목적에 따

라 레저형, 휴식형, 일상형, 축제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

한 수변공간의 설계요소로는 이용자의 특성, 접근성, 공
공활동, 수변공간의 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수변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6개의 수변공간 중 대구의 수성못, 신천, 
운암지, 팔거천은 대부분 산책로, 운동시설 등으로 공간

이 조성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이용현황에 대한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이용자들의 연령대와 이동거리, 
이동시간과 방법 등의 조사결과에서 각각의 수변공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수변공간을 이용하

기 위한 접근성 면에서는 이동하는데 30분 정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 내에 위치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축제형 수변공간인 내성천의 경우 이

용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200 km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심지에 위치한 수변공간의 이용이 대부분 

산책과 운동 그리고 휴식으로 동일한 것은 도심지 내에 

위치한 수변공간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이용시설의 단

순함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변공간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수변

공간의 목적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변공간을 조성할 경우 주변 환경적인 요소에서 수량과 

수질 등의 적정 기준에 대한 고려도 본 연구의 만족도 조

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운암지의 경우 수질과 수량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가 수변공간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청계천의 경우에서도 주중에 조사한 결과로 주변에 위치

한 사무실과 같은 직장인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는 장소

로 파악이 되었다. 내성천의 경우는 은어축제 기간 동안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로서 축제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요소와 스토리텔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변공간을 개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요

소로서 수변공간의 위치, 활용 목적, 특성, 환경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요소들은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변공간의 주 활용목적과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선정하여 개발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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