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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design model of ecological park as stormwater storage

facil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sign model of ecological park as stormwater storage facilities consider ecological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efficiency of land use, function as disaster prevention, ecological

water purification, formation of habitat for flora and fauna. Second, this study demonstrates two types

of plane structure and eight types of designed section. They can be combined and designed depending

on conditions of each site. The facilities of stormwater storage conduct disaster prevention system and

ecological park. Retention pond in stormwater storage facilities for ecological park also should be made

for ecological restoration in the site. Third, the ecological park provide the basis for ecological network

from in-site to out-site. Therefore its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lan consider the ecosystems of the

site. Fourth,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retention pond is keeping

water quality.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system is suggested for ecological water

purification system in the retention pond which is one of the constructed wetland system using

multi-celled aquatic plant and pond. This system can also provide habitat for animals and plants, water

friendly park for men, and beautiful landscape.

Key Words：Stormwater storage, Retention pond, Ecological restoration, Ecological water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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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여름철의 집중강우와 개발로 인한 불투

수면적의 증가로 인해 홍수의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해영향평가를 실

시하여 개발지구내 저류시설이 만들어져 왔으며

이러한 저류시설을 공원화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구 저류지를 공

원화함으로써 공원의 가처분면적을 인정받아 토

지의 효율적 활용 및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저류지란, 하천 유역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경우 개발에 따른 홍수 유출량

의 증가 및 수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홍수조절,

저류기능 및 하천의 친수 안전도 향상을 주목적

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시설

로 이해되고 있다(이순탁․한형근, 2003). 우리나

라에서는 2000년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 이 만들어져 법제화 되었으며, 2005

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이 마련되어 저

류지가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저류지 관련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우창호, 2005). 저류지의 공원화는

환경적, 구조적, 물리적인 면에서 매우 복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계획․설계 방안과 지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이루어

진 저류지 공원화 계획에 관한 연구(한국토지공

사, 2006)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여건에 맞게

자연수면형 인공습지 생태공원 설계에 관한 설계,

시공 및 모니터링 사례와 그 구조적 연구(변우일,

2005a) 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국외에서는 이미 수질정화와 저류기능을 수행

하는 연못, 습지, 숲, 초지 등이 포함된 공원을 조

성하거나(Shutes,2001), 인근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영양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저류기능을 겸

한 습지를 조성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Mitsch,1993). 하수처리장 배출수 뿐만 아니라

강우시 비점오염원 처리에 초점을 맞춘 연못(저류

지)-습지시스템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EPA,

1999), 하수처리 및 초기강우 유출수처리 인공습

지유형이 1)shallow marsh, 2)extended detention

wetland, 3)ponf-wetland system, 4)pocket wetland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된 바 있다(MWCOG, 1992).

국내에서도 자유수면형 인공습지 생태공원설계에

관한 구조적 연구(변우일, 2005a)에서 저류개념

을 포괄할 수 있는 2)extended detention wetland

개념을 응용, 제시한 바 있다. 방재기능의 저류지

개념으로서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유출량을

개발이전의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유출량저류

시설과 지체시설로서의 지하침투유도시설로 구

분하고 있다(Debo & Reese, 1993). 더욱이 초기

강우에 대한 농경지의 비점오염원이나 도시의 오

폐수에 관한 오염원은 습지에서 처리될 수 있음

을 밝힌 바 있다(Kadlec, R.H. and Knight, R.L.

1996).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저류지 생태공원의 기본

이 되는 방재를 위한 기능을 토대로 저류지의 유

형구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선진사례를 통해 우

리 실정에 맞게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의 기본 방

향을 제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구조 및 시설을 정립하고 생태복원

과 수환경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류지

생태공원 계획설계를 위한 기초 모형을 정립하고

자 한다.

II. 연구 방법

저류지 생태공원의 설계모형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의 분류내용과 저류지 조성사

례를 직접 답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류지 생태

공원의 목적유형, 입지유형, 저류시간, 구조, 조성

방안에 따라 그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국내외 저

류지공원의 조성사례 검토와 저류지공원의 법제

적 검토, 시행상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저류지 생태공원의 설계방향을 도출하였다.

앞서 도출한 설계방향에 따라 저류지 생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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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n-line형 저류지 개념도. 그림 2. Off-line형 저류지 개념도.

시 설 입지유형 구 분 내 용

저류시설

off-site

(지역외 저류)

유수지 다목적유수지

방재조절지
방재조절지, 우수저류시설, 하수도오수조정지,

대규모택지개발조정지

on-site

(지역내 저류)

유역저류시설 공공․공익시설에서의 저류(공원, 학교, 광장저류 등)

단독주택저류지 단독주택의 정원에서의 저류(화단, 저류조 등)

표 1. 국립방재연구소의 저류지 유형분류.

원의 방재기능 설계를 위한 구조 및 도입시설, 평

단면 유형을 제시하였고, 저류지 생태공원의 생

태적 보전․복원 계획 및 수환경 유지관리를 위

해 생태적 기반조성 방안, 식재설계 방안, 생태환

경 보전․복원 계획 및 수환경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저류지 조성사례와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방향 도출

1.저류지의 유형 분류

일반적으로 저류지는 입지유형에 따라 저류

기능이 해당지역내에서 수행되는 지역내 저류

(on-Site)와 우수가 흘러 해당지역외의 중하류부

에서 처리되는 지역외 저류(off-Site)로 구분한다.

지역내 저류지는 도시 유역 내에 내린 강우가 우

수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

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주차장, 교정, 공원 등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역외 저류지는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되어 우수유출량을 일괄적으로 처

리하기 때문에 저류 가능량이 높고 배수계획상의

안전도가 높다. 지역외 저류지는 하천본류에 시

설을 설치하는 형태로서 상시저류가 가능한 하도

내 저류(on-line)와 본류에서 허용방류량을 초과

하는 홍수량을 횡월류제를 통하여 월류시키는 하

도외 저류(off-line)로 구분된다(그림 1, 그림 2).

저류지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우수유출억제

와 재해저감시설에 관한 국내의 여러 문헌을 검

토한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과 국립방

재연구소(1999, 2002)에서 우수저류시설을 크게

지역외 저류, 지역내 저류로 동일하게 구분하였

으나, 국립방재연구소(2002)의 경우 보다 세분화

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표 1).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저류

지 생태공원의 목적유형과 입지유형, 저류시간, 구

조, 조성방안에 따라 대구분하였고, 중구분, 소구

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표 2). 저류지의 저류시간

에 따라 평상시에는 건조 상태를 유지하다가 강우

로 인해 표면수 유출이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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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분 중 구 분 소 구 분

저류지 공원의

목적유형별 구분

홍수방어

이용 공간으로 활용

초기강우 비점오염원 유출억제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환경정비 및 경관향상

단일목적형

복합형

입지별 구분
지역외 저류 (off-site 저류)

on-line 형

off-line 형

지역내 저류 (on-site 저류)

저류시간별 구분
일시저류시설

상시저류시설

구조적 구분

평면구조

단일목적형

변화형

유기적 형태

단면구조
단단면

다단면

저류지 공원의

조성방안에 따른 구분

댐 식

굴입식

지하식

표 2. 저류지 공원의 유형분류.

저류하는 일시저류형(detention)과 평상시에도 일

정량의 물을 저류하는 상시저류형(retention)으로

구분된다.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상시저류형

으로 조성하여 생태적 핵심(ecological core)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적인 부분

에서는 변화형이나 유기적인 형태로 계획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다단면

의 단면구조가 적합하다.

2.저류지 공원 조성의 법제적 검토와 시행상 문

제점 도출

저류지 공원의 법제화 과정은 1999년 저류지

가 공원시설의 종류에 추가되고 저류지를 포함

한 공원시설면적의 합계비율 한도를 60%까지

예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2000년 도

시공원내 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 이 작성되

었고, 2005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이

마련되면서 저류지공원과 관련된 사항이 만들어

졌다. 도시공원내 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

제 5조에 따르면, 저류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되

어야 하며, 이 경우 저류시설은 도시공원법 제4

조에 의한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 이하로 하되, 공원관

리청이 수변공간 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따

라서 대부분의 개발 주체는 저류지를 재해평가는

물론, 명목상으로는 도시공원의 가처분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저류지공원의 녹지면적(공원시설 중 조경시설

과 상시저류면적 포함)은 상시저류시설의 경우

60%, 일시저류시설의 경우 40% 이상으로 하며,

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장․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

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

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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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제 16조)에 대하여 자연생태계복원에

의한 자연학습장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수변공

간으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류기능 유지

와 함께 동식물 군집이 풍부하게 유지되도록 하

며, 자연형 호안 조성(제 17조)과 수생식물에 의

한 수질정화(제 18조)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식생기준(제 19조)에 대해서도 수생식물,

습지식물, 건생식물군으로 초본류, 관목류, 교목

류를 적절히 혼합하여 동물의 서식환경으로 제공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조성되는 저류지는 공원으로

활용되기는 커녕 혐오시설로 방치되고 있다. 현

재 저류지는 재해방지용 시설로서도 공원으로서

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결국, 생태환경이나 주거환경을 위한

다는 명분아래 시행되고 있는 저류지 공원의 가

처분 면적 허용이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변질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저류지 공원과 관련된 연구, 설계방

법론과 조성사례는 매우 미흡하다.

3.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저류지의 생태공원화

방안

본 절에서는 저류지 공원의 국내외 사례를 조

사 분석하고 설계방향을 위한 이슈를 도출하였

다. 저류지는 치수목적의 일반적인 저류기능을

갖춘 방재용 시설을 의미하고, 저류지공원은 치

수목적의 저류기능과 방재기능을 고려한 공원시

설을 포함한 것이며, 저류지생태공원은 치수목적

의 저류기능시설과 공원시설은 물론, 상시저류지

(retention)를 도입하여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여

생태복원이나 환경복원 개념을 도입한 시설로 및

생태적 시스템 및 구분하였다(표 3).

현재 국내 저류지 조성사례의 경우, 한국토지

공사의 택지개발지구내에 저류지가 조성된 사례

43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1,000m
2
이하의 소규모

부터 30,000m
2
이상까지 다양하였으며, 5,000m

2
~

10,000㎡의 저류지 규모가 43개소 중 37%로 가

10000㎡이
상
26%

0-1000㎡
14%

5000-
10000㎡
23%

1000-5000
㎡
37%

그림 3.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지구내 조성된 저류

지 면적 분석결과.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그림 3). 택지개발지

내 저류지공원의 조성규모는 입지나 근린공원의

면적 등을 감안하고 방재기능 수행을 위해 최소

한의 규모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

으로서 가처분 면적에 포함된 것 중에는 공원기

능보다는 오히려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경향도 있

다. 택지개발의 공익적 측면과 수환경의 환경친

화적 이슈를 감안할 때, 저류지를 도시내 인간과

자연을 위해 적극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

는 방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사례의 문제점 분석 및 조성방향을 도출

한 결과, 일본사례는 방재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토지이용을 중시하여 공원화 시설에 보다 적극적

인 경향이 있다. 북미사례의 경우, 야생동물서식

처복원, 지하수충전 및 우수저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류방식의 경우, 이미 조성된 국내외 저류지

및 저류지공원 사례에는 일시저류형태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로 선진국에서 최근 조성

되는 저류지 생태공원 사례에서는 상시저류형태

가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토지이

용효율을 강조하는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저류방식이 상시저류형태로 조성될 경우 생태적

다양성, 경관 향상, 토지이용 효율성 증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평상시 유지용수

의 수질 악화 문제나 초기강우시 유역의 비점오

염원 관리 문제와 생물 서식처를 위한 주변토지

이용과의 네트워크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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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명 우수저류형태 조성 목적 및 문제점

저

류

지

국

외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일시저류연못

잔디도랑

․1,100∼1,500 mm/yr의 강우량을 담당하기 위한 규모로 설계

․바닥표면을 얕게 굴착했고 자연적인 저지대 식생이나 잔디 식재

미국, 하와이 마우이주*** 침투연못
․유출수 저류기능과 수자원확보를 위한 지하수 재충전 웅덩

이 설치

독일,

헬레스도르프주거단지****
우수저류연못

․저류지 조성으로 하천 부하 낮추고, 우수정화능력 높임

․우수저장조, 연못, 침투시설 등 복합적인 우수관리체계

저

류

지

공

원

국

외

일본, 오오바카와조절지* 일시저류연못 ․담수빈도가 적은 지역에 스포츠 시설 조성

일본, 키리가오카유수지* 일시저류연못 ․운동공간으로 활용, 영리사업 추진

일본, 주거단지내저류지* 일시저류연못 ․저류지 공간을 주차장, 유희공간으로 활용

미국, 시애틀 Meadowbrook

Pond***
일시저류연못

․지류복원사업 및 야생동물의 서식처 복원의 일환으로 우수

침투연못을 건설

미국, Medford,

New Jersy***

침투연못

잔디도랑

․수문학적 토양분류체계를 조합해서 유출량 증감 계산함

․유출수를 모두 침투시키기 위한 바닥면적을 4가지 토양침투

율 범주에 따라 구할 수 있도록 함

국

내

군포

산본신도시조절지***

상시저류연못

일시저류녹지

․평상시, 강우시 분리 활용 모형 도입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계성 없고, 방재위한 시스템적 접근 없음

․상시저류 연못의 수질악화문제 발생

군산 수송2지구

저류공원*****
일시저류녹지

․단지내 생태계 연계 부족하고, 인위적 공간으로 활용

․일정구간 상시저류공간 필요

대전 노은1지구 저류지** 상시저류연못

․방재기능을 위한 사례로서, 주변지역과의 생태적연계성 고

려 안함

․정체성 연못조성으로 수질악화, 악취발생 문제 대두

저

류

지

생

태

공

원

국

외

일본, 오사카 네야가와

저류지 공원******
상시저류연못

․홍수빈도 고려한 다단계 구조

․녹지, 연못 조성으로 체육, 휴양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

일본, 오사카 소가가와

치수녹지******
일시저류연못 ․주차장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

일본, 카미소야기

우수조정지*
상시저류연못 ․전망대, 실개천 조성하여 자연경관 고려함

미국, 콜로라도

키스톤리조트***
인공습지

․야생동물 서식처 복원 및 시각적 즐거움 제공

․우수처리기능의 인공습지와 교육적 기능의 자연습지로 구성

*국립방재연구소(1999), **성도용 외(2002), ***남상채(2002), ****이태구(2000), *****한국토지공사(2005),

******연구자 현장 답사

표 3. 사례종합분석.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태공원이란 도시 내에

서 생물이나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원을 말하

고, 자연이 보다 풍부하고, 공원이용객들이 생

물이나 자연과 접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찾는 공

원을 말한다(龜山 章, 1998). 저류지 생태공원에

서 도입하고자 하는 공원의 개념은 생물다양성

의 보존이나 생물과 접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

시민에게 생물 또는 자연을 보다 풍부하게 접하

도록 한(high contact) 공원이라고 볼 수 있다(변

우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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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n-line형 수문곡선
1)

그림 6. off-line형 수문곡선
2)

1), 2) 한국토지공사 단지설계처. 1999. 단지개발에 따른 저류지 설계방안. p.9의 그림을 본 연구자가 재가공한 것임.

그림 4. 저류지 생태공원설계를 위한 이슈.

이와 같이 선진사례를 통해 저류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출될 수 있는 설계이슈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저류지공원의 유형과 홍수빈도에 따라

적정구조와 기능을 갖춘 도입시설 및 안전방재시

설(기능성)과 친수공원시설 등(토지효율성)이 설

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 수질정화방

안(수질정화)과 생물 서식처를 위한 생태설계(생

태성)와 경관설계(경관성)가 되어야 한다(그림 4).

IV. 저류지 생태공원 설계를 위한 구조

및 시설유형 전개

1.저류지 적정규모 산정 및 안전방재시설

저류지의 규모산정을 위한 저류지의 용량은

개발전 유량곡선과 개발후 유량곡선을 도출하고,

그 차이만큼을 저류할 수 있는 정도이다. 저류지

를 공원, 운동장 등의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는 이용측면에서 침수빈도가 문제가 되므로 저류

부 형상결정시 다단식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on-line 유형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홍수시 증가

된 총유출량을 제어하는 형태로써 허용방류량

곡선과 개발전 첨두유량 곡선과의 차이만큼 저

류지 용량으로 확보하는 유형이며, 저류수심보

다 저류지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

다. off-line의 경우, 그림 6과 같이 배수로의 일정

수위까지는 저류지에 저류시키지 않고 일정수위

이상에서만 저류시키는 방법으로써 허용방류량

곡선과 개발전 첨두유량 곡선과의 차이만큼 저류

지 용량을 확보하는 유형이다. 유역면적은 크나

개발면적이 적고, 첨두유량 증가비율이 30% 이하

로 작은 경우 채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저류지를 공원화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

은 안전방재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중앙감시실을

마련하여 녹지내의 모니터 및 원격 측정데이타

통신장치에 의해 각 수문 및 각 지역의 경보설비

를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변 환경

을 고려하여 탈취설비와 수위계, 수문계도계, 유

량계 등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저류지의 경보시

스템과 연계한다. 공원시설 내에는 위험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



변 우 일8

그림 7. 감시탑

사례.

그림 8. 관찰데크의

펜스사례.

그림 9. 제방위의

관리사무소.

그림 10. 쇄굴방지턱

조성 사례.

해 난간이나 울타리를 조성하고, 관찰데크는 안

전을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 난간을 설계한다. 야

간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계하고, 저류수

심이 깊은 겸용부지에는 피난용으로 경사 1：2

이하의 계단을 설치하며, 저류지 공원의 퇴사, 안

전, 수리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관리용 도로를 마

련한다.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은 침수되지 않는

제방 쪽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용객의

통제를 위해 제방에 출입문을 설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전기관련 부품은 침수위 상부에 위치

시키고, 쇄굴방지턱 및 완충시설을 설치하여 강

우시 하천에서 유수 유입시 토사 등의 쇄굴을 방

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단을 설계하여 완충역할을

하도록 한다.

2.저류지 생태공원 구조의 유형구분과 도입시설

검토

저류지 생태공원 설계를 위한 적정 평면구조

의 유형을 본 연구자는 brain storming과정을 통

해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그림 11).

첫째, 기본형은 저류지공원 평면구조 중 대표

적인 것으로서 홍수빈도에 따라 A지역-B지역-C

지역 순으로 저류순서를 다르게 두는 구조이다

(그림 11, a). A 지역은 지형적으로 가장 낮고 침

수빈도가 높으므로 저류지, 연못, 호수 등으로 활

용하며, B 지역은 침수빈도가 잦지 않으므로 스

포츠시설 등이 위치하고, C 지역은 침수빈도가

드물어 적극적 이용시설로 활용한다. A 지역의

예를 들면, 3~5년 빈도로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저류지공원 부분에는 침수에 비교적 안전한 공간

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상시저류지 도입이 가능

하다. 상시저류지와 연결된 친수공간으로서 샛

강, 실개울, 친수공간 주변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

변 환경과 네트워크할 수 있는 자연형 습지, 습초

지, 저류지, 생태연못 등을 조성한다. B 지역 설

계예시의 경우, 10년 빈도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서 간헐적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

고 소극적 이용공간으로서 스테인레스 스틸, 방

부목재 등의 소재를 사용한 이용시설로 게이트볼

장, 놀이터, 공원, 녹지(생태숲), 피크닉장, 자전

거도로, 산책로 등을 도입한다. C 지역 설계예시

의 경우, 30~50년 침수빈도 지역으로서 가장 침

수빈도가 낮으므로 적극적 이용공간으로 활용한

다. 그러나 침수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

부소재를 사용하고 이용객을 위한 대피시설, 안

내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주차공간, 체육공간, 야

외광장, 야외무대, 자전거도로 등을 도입한다. 저

류지공원에서 침수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역인

제방은 침수시 위생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하

수도관 및 화장실, 관리실 등을 조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배수갑문을 도입한다.

둘째, 응용형 평면구조로 기본형에서 변화되어

좁은 부지에 조성가능하며 토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그림 11, b). 주로 on-line형에서 사용되며

저류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방형으로 조성한

다. A 지역은 저류시설, B 지역은 휴게 및 스포

츠시설, C 지역은 공원시설로 활용한다.

셋째, 생태공원형으로 저류지공원을 생태연못

이나 생태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형으로 저류

지 및 생태연못의 형태를 유기적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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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구조 구상을 위한 brain storming과정

b. 기본형

c. 응용형

d. 생태공원형

그림 11. 저류지공원 평면구조(변우일, 2005).

a. 저류지공원 모델 설계의 구조검토를 위한 brain storming 과정 b. 면적확장 형태

그림 12. 생태공원시설을 위한 면적 확장형태(변우일, 2005).

(그림 11, c). A 지역은 상시저류지로 활용하고,

B 지역은 수변식생대 및 생태복원지를 조성하며,

C 지역에는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 등 소극적

이용시설을 배치하며, D 지역은 적극적 이용공

간으로 활용한다. 이 유형은 인근 녹지축과도 자

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고 주변 수체계에도 유연

하게 연계시킬 수 있다.

3.저류지 생태공원 설계를 위한 평면과 단면구조

의 유형구분

앞서 검토된 저류지 공원시설을 토대로 생태

공원구조의 설계모형을 평면적, 단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시켰다. 우선, 평면적

구조의 유형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 연구자는

brain storming과정을 통해 면적확장 형태와 생태

적 연못을 위한 유기적 형태로 구분하였다(그림

12, 13). 공원시설을 위한 면적확장 형태는 저류

지의 필요용량을 일정량 수용하되, 면적을 확대

하여 공원화 할 수 있는 형태로 저류지에는 1.0m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수생식물을 도입한 상시저

류지의 open-water 구간 조성이 가능하다. 이 때

저류용량산정, 확장가능면적, 저류지공원 부분별

시설물 도입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태적 연

못을 위한 유기적 형태는 저류지공원을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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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명 주요 특징 단면 구조 예시

인공호안형 ․좁은 부지내에서 방재기능을 위한 인공호안조성 형태

다단형 ․홍수빈도별로 이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단형태로 조성

수직호안-

다단 혼합형

․좁은 가용부지를 활용하고 이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한

쪽면은 수직호안, 다른면은 다단형태로 조성

수직호안-

자연형 혼합형

․좁은가용부지를 활용하고, 생태적 측면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

로 수직호안과 자연호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형태

자연호안형
․저류지호안을 자연적 형태로 조성하여 생태복원, 생물서식처

조성 등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

표 4. 단면구조별 유형.

a. 저류지 생태공원 모델 설계의 구조검토를 위한 brain storming 과정 b. 유기적 형태

그림 13 저류지 생태공원설계를 위한 유기적 형태(변우일, 2005).

연못으로 조성하기 위해 단면구조가 완만한 경사

를 가진 유기적 형태의 자연형 연못 구조를 띄고

있으며, 1.0m 이상의 깊이를 가지는 open-water

구간을 조성하여 수변호안으로 수생식물의 식재

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저류지 생태공원의 단면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저류지 생태공원의 부지면적과 주변의 녹지체계

연계, 수체계 연계 상황에 따라 그림 14에서와 같

이 brain storming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구

분하여 보았다. 방재기능을 위주로 한 인공호안

형, 다단형, 수직호안-다단호안형과 자연적 형태

로 계획하여 상시저류연못을 조성할 수 있는 자

연호안형, 저습지형, 중도조성형Ⅰ, 중도조성형Ⅱ 

등 다양한 호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

라 각호안의 조합이 가능하다(표 4). 호안부는 친

환경소재로 마감하며, 침수시 부유되지않고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돌망태, 자연석, 식생마대

등 고정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상시

저류지 호안(湖岸)부는 정수식물이 생육하고 양

서파충류 등의 이동통로이며, 수서곤충류, 어류

등의 서식장소로 활용되므로 바닥의 형태와깊이,

경사, 도입 재료 등을 다양하게 조성한다.

그림 14.저류지 생태공원의 단면구조 설계를 위한

brain storming과정(변우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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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명 주요 특징 단면 구조 예시

중도조성형 I
․자연호안형의 변형으로 저류지 가운데 중도를 조성하여 조류

서식 및 식생대 조성 등 생태적 기반형성 가능한 형태

저습지형

․자연호안형의 변형으로 호안에 수심 0.3～0.6m의 저습지를

조성하는 형태

․방재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한쪽 호안에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

중도조성형 II

․자연호안형의 변형으로 저류지 가운데 중도를 두 개이상

조성하여 조류서식 및 식생대조성 등의 효과를 증대시킨

형태

표 4. 계속

a. brain storming 과정(변우일, 2005) b. 단지내 생태네트워크 구상도

그림 15. 생태네트워크로서의 저류지 개념.

V. 저류지 생태공원 설계를 위한

생태보전․복원 계획 및

수환경 유지관리방안

1.저류지 생태공원의 생태적 기반

저류지 생태공원의 생태적기반을 확보하기 위

해 개발지역내 기존 수자원(호수, 하천, 연못, 습

지, 개울 등)과 녹지(산림, 구릉지, 초지 등)는 적

극적으로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지와 그 주변의 녹지체계와 수체계 네트워크

를 조성하여 생물서식처, 도시생태거점, 도시환

경개선, 경관개선 등의 생태 환경적 기능과 레크

리에이션, 관찰, 학습(교육), 체험 등의 이용적 기

능이 수행되도록 설계한다. 그림 15에서는 저류

지가 단지내 생태네트워크로 연결되는 brain

storming 과정을 통해 기존 수림대와 육상생태계

로 네트워크되고, 단지내에서는 실개천으로 수생

태계가 네트워크될 수 있도록 설계 방안을 제시

하였다.

2.저류지 생태공원의 식재설계 방안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에서는 생태적

환경조성을 위해 생태적 식재계획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건설교통부, 2005), 도시공원내 저

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 제19조에서는 빗물

저류로 인하여 침수되거나 건조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식생으로서 수생식물․습지식물․건생

식물군으로 조성하고 초본류․관목류․교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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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내습성 호습성 근계성
식재권장 수목

우선 수종 보조 수종

교목

강함 강함

심근성 왕버들, 물푸레나무 메타세쿼이어,회화나무,때죽나무

중근성 전나무,귀룽나무,청단풍

천근성 버드나무, 능수버들 -

보통 보통

심근성 느릅나무, 양버즘
느티나무, 신나무, 피나무,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감나무

중근성 팽나무 뽕나무

천근성 자작나무, 서어나무 오리나무, 붉나무

관목

강함 강함 - 갯버들, 눈갯버들, 키버들 수수꽃다리, 영산홍, 진달래, 자산홍

보통 보통 - 꼬리조팝
조팝나무, 개나리, 찔레, 앵도, 줄사철,

명자나무

초화류

강함 강함 - 털부처꽃, 금불초, 왕원추리, 물억새 벌개미취, 범부채, 옥잠화, 층꽃

보통 보통 -
쑥부쟁이, 패랭이, 꽃창포, 부채붓꽃,

노랑꽃창포, 노루오줌, 붓꽃

구절초, 꽃향유, 비비추, 섬기린초,

영춘화, 수호초

주)한국토지공사(2004) 재인용

표 5. 저류지공원 도입권장 수목.

를 적절히 혼합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다양

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건설교

통부,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생태

적 식재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식재 후 녹지는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지(biotop)로서 가능하므로

생태환경조사를 통해 조류, 곤충류, 파충류, 양서

류, 어류의 생태를 먼저 파악하고 서식환경을 고

려한 식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생물서식처로서

도시 내 도입 가능한 곤충류와 양서․파충류, 조

류의 서식처 조성기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생물

이 서식할 수 있는 소생물서식처(biotop)를 조성

한다(변우일, 2001). 또한 녹지의 종 다양성을

높이고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다층적 식재구조가 요구된다(서울시정개

발연구원, 2004). 특히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

키고, 방풍림이나 방재림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층고를 달리하여 다층식재를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저류지의 생태계는 침수와 건조가 교대로 나

타나는 환경적 특성이 예상된다(한국토지공사,

2004). 저류지공원의 식재식물은 내습성, 내건성

이 강하며 침수후 재생력이 강하고 공원의 기후,

지하수위 변화, 토양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5). 따라서 저류지공원

의 식재는 저류지 유입수의 흐름 및 유속과 침수

빈도, 체류시간 그리고 저류지의 구성 방식, 식생

유형 및 저류지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식재

설계하여야 한다.

3.생태보전․복원계획 및 수환경 유지관리방안

저류지 생태공원 설계를 통해 도시의 단지개

발로 인해 축소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저류지 생태공원을 통한

생태보전․복원계획은 대상지의 환경과 생태조

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목표종이나 중추종을

선정하고, 이들의 서식처를 특성에 따라 조성하

도록 한다(변우일, 2001). 특히 상시저류연못은

생태복원에 중추적인 역할로서 다양한 생물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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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함께 수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저류지 생태공원을 조성한 사례에서 상시 저

류지 유지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질이다. 도

시공원내 저류시설 설치운영지침 제 18조에서

‘수질관리는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정화를 원칙

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적합한 수질정화방

법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0). 그러나 국내 사례 중 상시저류연못이 조

성된 저류지공원에 수질악화문제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상시저류연못의 수질관리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북미에서는 우수처

리를 위해 인공습지 저류지를 조성하였고, 우수

한 수질정화효과를 보이고 있다(Hammer,1990).

저류지 생태공원의 수질관리방안으로 생태적 수

질정화뿐만 아니라 생물서식처, 친수공간, 환경

교육공간, 경관향상 기능을 국내여건에 맞게 복

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SSB：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시

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림 16에서 예시하였다. SSB공법은 환경부 최초

의 점․비점오염원 수질정화 시범사업에서 도입

된 이래로 그 처리효율 등3)이 여러 곳에서 검증

된 바 있는 국가 공인된 신기술로서, 수생식물에

의한 다단계셀 구조의 수질정화 기능 뿐만 아니

라, 생물서식처 및 생태공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변우일, 2005a). 이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바

와 같이 저류지 생태공원의 수질관리는 평상시

(비강우시)에는 상시저류수의 수질정화가 되도

록 하고 강우시에는 그림 16과 같이 초기강우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수질정

3) 2001년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시스템으로 설계,

적용된 주암호 인공습지 Bio-Park의 경우, 설계시

목표처리효율은 BOD 50%, T-N 50%, T-P 40%였

으나, 조성된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처리효율

모니터링결과(환경관리공단), BOD 55.9%, T-N

59.9%, T-P 76.4%, SS 68.1%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생태복원과 생태공원으로서 모범사례지로 꼽

혀 인공습지견학 및 자연학습, 휴식공간으로 이용되

고 있다.

그림 16.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 비점오염원

처리모형(변우일, 2005).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류지 내부의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시스템 계획시 유입수량과 유출

수량, 체류수량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수량을 계

획하며 유입수의 수질을 측정하여 처리효율을 산

정하도록 한다. 저류지내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시스템의 배치방안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

다(그림 17).

대규모 저류지의 경우 on-line형이 대부분이므

로 상시저류가 가능한 on-line형 저류지공원의 생

태적 수질정화비오톱을 수변에 조성하여 수질을

정화시키도록 한다. 유입수량, 유입수의 수질, 체

류시간, 목표수질, 유황 등을 고려하고 강우빈도

와 강우량에 따른 유입수량이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off-line형 저류지공원의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시스템은 개발유역의 하수처리수, 우수

등을 상시저류지의 유지용수로 활용한다. 이 경

우, 비점오염원의 유입이 많아지므로 생태적 수

질정화비오톱으로 유역내 하수처리수의 2차 처

리 및 우수를 정화시킨다. 저류지 면적이 소규모

일 경우,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은 규모에 맞는

소단형, 선형 등으로 계획하고 소생물서식처

(biotop), 친수공간, 생태적 수질정화 및 경관향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변우일, 2005b).

또한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조성을 통해 단

지내 생태 네트워크의 거점(ecological core)으로

서 역할과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서식처 조성

등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생태복원지와 환경교육

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그림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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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저류지공원내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배치예시도.

그림 18. 합강리 생태공원에 조성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예시(LEED환경연구원, 2005).

그림 19. 오천리 백로복원지 주변 생태적 수질정화비

오톱 예시(LEED환경연구원, 2005).

VI. 결 론

본 연구는 저류지 생태공원 설계모형 개발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재해방지 기능의 저류지를 생

태공원으로 계획,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설계방향과 구조 및 시설 유형을 구분하였고, 저

류지 생태공원 설계를 통한 생태보전․복원과 상

시저류지의 수환경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효율성, 방재를 위한 기능성, 초기강우 비점오염

원의 생태적 수질정화, 생물서식처 조성을 통한

생태성 확보 및 경관성을 고려한 저류지 생태공

원 조성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저류지 생태공원

의 적정구조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저류지 면

적을 확장하는 형태와 유기적 형태 등 2가지 평

면유형과 8가지의 다양한 단면구조로 구분하여

저류지공원의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를 조합

하고 응용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류지

생태공원의 도입시설은 저류지의 홍수빈도에 따

라 구분하여 안전방재 시스템과 공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생태적 거점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저류지를 조성

한다. 저류지가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단지내․외 녹지체계와 수체계에 대한 생태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저류지의 생태적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정

하여 다층구조로 식재설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시 저류지는 소생물서식처로서 목표종 또

는 중추종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생태보전․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류지 생태공원

을 조성한 선진국 사례에서 상시 저류지 유지관

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질이다. 아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생물서식처, 친수공간, 환경교육공간,

경관향상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수생

식물을 이용하여 다단계로 수질정화하는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시스템 도입을 제시 하였다.

최근 저류지 관련설계 실무분야에서는 친환경

설계에 관한 시대적 요구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

모델이 될 만한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사례는 전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저류지를 생태공원으



저류지 생태공원 설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15

로 설계하려는 시도를 지닌 설계자들에게 기초적

인 틀을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연구는

추후 실제 사례를 수행하면서 각기 다른 대상지

의 현황 및 여건에 따른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방

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모형이 몇 가지 유형으

로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이며 저류지 생태공원

의 특성에 맞는 시설 및 공법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설계시에 생태환경적 기초

조사와 생태환경복원시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후 유지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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