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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Address from the President>

Sang-Bum Lee, Ph.D.

President

University of Seoul

I am pleased to welcome you all on behalf of the University of Seoul to the Seoul

Metropolitan Fora 2007. I specially would like to thank Mr. Kim Heung-Kwon, Vice

Mayor of Seoul, Professor Yang Byuong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ll

speakers for being significant parts of today's event.

Our university,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concentrated its energies and resources on tackling urban issues. The

result is that our university is being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as a major

educational and research center for urban studies. The Seoul Metropolitan Fora is one

of the several programs our university vigorously supporting as part of its ongoing

efforts to advance urban studies.

The Fora was created in 1996 as an international academic program solely

committed to urban affairs and studies. It aims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deas and

experiences among scholars, professionals, and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t becomes one of the lea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various aspects of urban

issues in Korea.

The theme of the 7th Seoul Metropolitan Fora this year is "Re-inventing Seoul

Metropoli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ries to find creative ways to

reconstruct and regenerate the structure of our 600-year old capital city. Experts on

urban landscape including urban planners, landscape architects,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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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sts, architects, and other related professionals have been collaborating to come

up with the holistic approaches to the complex urban issues of Seoul. That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have the distinguished speakers from all over the world here

with us to share ideas, knowledg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pioneering

cases on urban ecological planning & management and urban waterfront issues.

I firmly believe that today's conference would be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ine

our vision for sustainable city and to upgrade our appreciation of the urban built

environment as a whol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warm welcome to you all and wish for the best

results for the even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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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Speech>

Heung Kwon Kim,

Vice Mayor of Seoul

Ladies and gentlemen and distinguished guests. I am Vice Mayor of Seoul, Heung

Kwon Kim .

I would like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7th Seoul Metropolitan Fora Symposium

under the subject of 'Reinventing-Seoul Metropolis-Environmental Ecosystem and

Cultural View Design of the Waterfront of Big Cities.

And I also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appreciation to Lee Sang Bum,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and professors who have put their efforts to the

preparation of the event and all the participants from Germany, US, Singapore and

Japan for taking the time to be here with us today.

The University of Seoul has some 90 year history of its foundation, and particularly

as an institute for urban science, it has largely contributed to the civil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of Seoul.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is one of the many events for urban science projected

by the University all the year round. And through these, the University is providing

innovative idea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policy of Seoul.

Yesterday, you made a field investig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creation sites in

Seoul. After the self-government by the popular election, Seoul has given a top

priority to the upgrade of the urban environment and carried out lots of projects and

earned popularity from the Seoul citizens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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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 order to narrow the environmental gap between the old city and new

one, located on the North and South of Hangang each other and to reinvigorate the

Northern city of Seoul, Seoul Government is strategically performing various

urban-reinvention projects including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These projects feature the combination of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and

landscape and especially, for the enhanced quality of life of the citize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making great effort to increase

environmentally friendly ecosystem and green zone.

Since the 4th popular election started last yea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Hangang Renaissance', a representative urban environment project for

the better waterfront view of Hangang.

I expect that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urban waterfront experts would announce

and discuss various cases, experiences, trials and errors of their countries regarding

these urban eco-environmental problems and I hope this meeting would be a

meaningful help to the upgrade of the urban environment of Seoul.

In the Asian era, Seoul is becoming a center of the international trade and cultural

exchange.

In that sense, ‘Soul of Asia' could be an another name of Seoul which is eagerly

longing for such era. And I am certainly sure that your constructive advice and

discussions will help Seoul to reach a world city enough to include such Asian spirit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Thanks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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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김흥권

서울시 부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부시장 김흥권입니다.

오늘 ‘서울의 재탄생-대도시의 환경생태와 워터프론트의 문화경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제7회 Seoul Metropolitan Fora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번 심포지움 행사를 위해 애쓰신 서울시립대 이상범 총장님과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멀리 독일과 미국, 싱가폴과 일본에서 발제를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는 90년 역사를 바라보는 유서 깊은 대학인 동시에 특히 도시과학 전문 연구

교육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시민교육과 도시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은 서울시립대의 대표적인 도시과학 국제심포지움이지만 이 밖에도 연

중 수많은 도시 관련 세미나들이 열려 서울시의 정책에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어제 서울시내 일원의 도시환경 조성 현장들을 답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일부를 보셨다시피 민선자치 이후 서울시는 특히 도시환경 업그레이드를 정책 1순위로

설정하고 수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

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의 한강이북에 위치하는 역사적 원도심과 한강 이남에 위치하는 신

도심간의 환경격차를 줄이고 원도심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청계천 복원을 위시하여 여

러 도심재생 프로젝트들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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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프로젝트들은 건축, 토목과 조경의 복합적 성격의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시민들의

체감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환경생태와 공원녹지의 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민선 4기 기간동안에는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한강수변의 친환

경, 친문화, 친경관 사업을 서울시의 대표적 도시환경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생태 전문가들을 위시하여 도시 워터프론트 전문가들도 다수 발제를

하시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국의 사례와 경험, 시행착오 등을 자세히 발표, 토론해

주셔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시한 서울시의 도시환경 업그레이드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아의 시대를 맞아 서울은 국제교역과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Soul of Asia'는 이러한 시대를 갈망하는 우리 서울의 별명입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영혼

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질적, 양적인 면에서 국제도시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자

리에 모이신 분들의 활기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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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Friendly Cities in Korea

Byoung-E Yang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Growing concerns about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have been voiced during past 10

years. Global warming, discovered in recent years, is one of the most critical environmental

issues challenging humankind today. The average temperature in Korea has been increased

1.5 ℃ in the period from 1904 to 2000, which is more than twice than the increase in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Climate models referenc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project that global surface temperatures are likely to increase by 1.1

to 6.4 ℃ by 2100. An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s is expected to cause other changes,

such as a rise in sea levels, increased intensity of extreme weather events, and changes in

the amount and pattern of precipitation. Other effects include changes in agricultural yields,

glacier retreat, species extinctions and increases in the varieties of disease vectors.

Particularly, in urban areas, it is quite often found that heat islands are created that are

significantly warmer than their surroundings. The main cause of urban heat islands is the

modification of land surface by urban development; additionally, waste heat generated by

energy usage is a secondary contributor. Heat islands form as vegetation is replaced by

asphalt and concrete for roads,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necessary to accommodate

growing populations. Air pollution and water pollution are common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Urban waste and lack of green spaces are also typical urban environmental

issues to be solved. As an air quality indicator, PM-10(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µm)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as 63 µg/m3in 2004, which is abo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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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national environment standards. If we review the water quality of major rivers in

Korea, it is found that the ratio of achieving the level of national standard has been

decreased from 49% in 2003 to 36.6% in 2004. Data on urban waste reveal that industrial

waste has increased from 101,453 ton/day in 2000 to 105,018 ton/day in 2004 construction

waste has also increased from 78,777 ton/day in 2000 to 148,849 ton/day in 2004(Korea

Institute for Sustainable Society, 2006, pp. 20-36).

Most Korean cities are suffering from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build new environment-friendly cities or to transform existing cities into

environment-friendly ones in order to reduce the increasing levels of urban pollution.

2. What is an environment-friendly city?

There are several related ideas, such as the sustainable city, the ecopolis, and the green

city, that are equivalent to the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city. Even though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among these terms, the common characteristic among them is

environment-friendliness. According to Jaime Lerner, former Mayor of Curitiba, Brazil, an

environment-friendly city is one that minimizes waste and economizes on resources. The

environment-friendly city also gives public transport priority over private transport. An

ecopolisis a large city that follows ecological principles. An ecopolis can feed and power

itself with minimal reliance on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nd creates the smallest

possible eco-footprint for its residents. This results in a city that is friendly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terms of pollution, land use, and alleviation of global warming.

An ecopolis is an ecologically healthy city that seeks the harmony with nature based on

ecological principles.

According to Beatley (Beatley, 2000, pp.6-8), cities that exemplify green urbanism are;

1) Cities that strive to live within their ecological limits, fundamentally reduce their

ecological footprints, and acknowledge their connections with and impacts on other cities

and communities, and on a larger scale, to the planet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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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ties that are green and that are designed to function in ways analogous to nature.

3) Cities that strive to achieve a circular rather than a linear metabolism, which nurtures

and develops positive symbiotic relationships with the hinterlands.

4) Cities that strive toward local and regional self-sufficiency and take full advantage of

and nurture local/regional food production, economy, power production, and many other

activities that sustain and support their populations.

5) Cities that facilitate more sustainable, healthful lifestyles.

6) Cities that emphasize a high quality of life and the creation of highly livable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According to another study by Lee(Lee, 2005), which reviews previous researches on the

ecopol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environment-friendly cities, the planning

components of the ecopolis are suggested as follows;

1) an environment-friendly layout, 2) an optimum density development, 3)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4) creation of open spaces and green areas, 5) separation of roadways for

automobiles and pedestrians, 6) encouragement of bicycle use, 7) increased use of mass

transportation, 8) urba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networks, 9) a green space plan for green networks, 10) creation of the biotope, 11) reuse

of rainwater, 12) environment-friendly treatment of sewage, 13) creation of natural stream

channels, 14) protection of wind channels, 15) use of clean energy, 16) use of renewable

energy, 17) recycling of waste, 18) management of cityscape, 19) establishment of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20)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3. Man’s relationship to nature

Man’s relationship to nature has changed greatly over the course of human history.

Originally, nature and human creation (technology) were in distinguishably bound together

with man in a single, organic unity. At some identifiable stage, humans have become

keenly knowledgeable of their surroundings and increasingly aware of their own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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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all life forms on Earth. In the medieval stage, there were distinct realms of nature

and artifice, but both still connected by the thread of creative artifice; that of God on the

one side, that of humans on the other. In naive modern era, something called "technology"

now exists as distinct and separate from something called "nature," and the separation has

more to do with science and less with God.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scale of

technological impact during what could be called a late modern period, the technology

begins to divide in two, one part characterized by fear or remorse and the other by affinity.

In present post modern day, we are in the dilemma of topophilia, technophilia, and

technophobia mourning the loss of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technology and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technology on the environment. (Thayer, 1994, pp.138-140)

4. City dimension and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differs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the area being

planned. At the city level, the landscape architecture plays the key role in making an

environment-ecological plan for the new city. The landscape architect designates areas to

be protected from city development based on a biotope or an ecological map. He also

establishes a green infrastructure plan to link green networks and blue networks in the

new city. Many ecological ideas to transform the new city into an environment-friendly city

are suggested in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 such as the wind channel plan and the

ecovillage plan.

At the community level, community parks, pedestrian paths and bicycle networks are

planned in the new city or the redevelopment area. Green hubs, green corridors and stream

naturalization are included in the community green plan. In some of local city governments

such as the District (Gu), a local green plan is established to change the District into an

environment-friendly one. Greenways, the remodeling of existing parks, the restoration of

streams,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are

included in the local green plan.

As a landscape policy at the smaller, local site level, in order to preserve the wate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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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nd to prevent hard paving, the ratio of ecological surface (the ratio of paved

surface to unpaved or green one) is applied to the new or redeveloped site. Each new

development project is required to keep the guideline of minimum ratio which is suggested

for the new development projec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cently, in the

case of an apartment complex redevelopment project, various ideas were introduced in the

landscape design of the site. Artificial streams, ponds and restoration of biotope were some

examples of landscape ideas. The role of a landscape architect in Korea has been enlarged

from the garden designer to site planner in the process of site design. Before 1990, the role

of the landscape architect was limited to the design of garden spaces in apartment

complexes after the layout of the site was finished. In the past 10 years, however, the

landscape architect has begun to participate in the layout plan of the sit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design competitions or turnkey system bidding projects, it is common practice

for the landscape architect to plan open space systems and green networks of the site

along with the site planner. The landscape architect is a partner working with the architect

and the urban designer in the building design. In order to obtain a green building certificate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e planners must concentrate on landscape design a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getting a high score on the greenness of the new building. The role

of the landscape architect in the planning for different city dimensions is summarized in the

Table 1.

Table 1. City dimension and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

city community site building

Urban planning
Environment-ecolo
gical planning

Green plan

Green
infrastructure

Green Network,
* Pedestrian network,

* Bicycle network

Park Community park

Stream Blue Network Stream restoration

Restoration of
ecosystem

Ratio of ecological
surface

Building desig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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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making an environment-friendly city

Landscape architecture makes contributions to making an existing or a new town into an

environment-friendly city. Looking at Table 2, in detail, we can see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contributions among the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friendly city. Landscape architecture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to making or

planning such components as the environment-friendly layout,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creation of open spaces and green areas, green space plans for green networks,

creation of biotopes, creation of natural streams, the management of cityscapes, and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The landscape architect plays a key role in

the layout of a site in the new city or redevelopment projects because open spaces and

green infrastructure have become important elements in city and residential site planning.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is a main concern of the landscape architect in protecting

the natural ecosystem of the city. In some cities in Korea, biotope mapping has already

been made and city development projects are reviewed in conjunction with the biotope map.

In the planning process of new towns in Korea, preservation areas are selected based on

the eco-nature map draw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ervation strategies to

preserve natural resources are also suggested in the process of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new town. Landscape architects, quite often, participate i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Creation of open spaces and green

areas, and green space plan for green network are major tasks of the landscape architect.

According to revised urban park and green area laws, a large city is required to establish

parks and green spaces plans. In the past 6 ye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subsidy program for the green roof projects to encourage the expansion of

green areas in the city.

The green roof project is the only solution to increase green areas in the metropolitan

city since there are no vacant lands to be developed for the parks, particularly, in

downtown areas. Creation of biotopes and natural streams are common ecosystem

restoration methods in the city. Recently, Korean landscape architects have very often

included the same measures in the design of residential areas. The creation of biotopes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This is one of reasons why

Korean landscape architects include creation of biotope in their landscap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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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ribution of LA to making the environmentally-friendly city

Planning components for the ecopolis
Degree of contribution to components of ecopolis

Strong contribution Weak contribution none

Environment-friendly layout ◯

Optimum density development ◯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

Creation of open space and green area ◯

Separation of car and pedestrian way ◯

encouragement of bicycle use ◯

Acceleration of mass transportation use ◯

Urba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network

◯

Green space plan for green network ◯

Creation of biotope ◯

Reuse of rainwater ◯

Environment-friendly treatment of sewage ◯

Creation of natural stream channel ◯

Protection of wind channel ◯

Use of clean energy ◯

Use of renewable energy ◯

recycling of waste ◯

Management of cityscape ◯

Establishment of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

(Source: Planning elements for the environment-friendly city adapted from the article by Lee, jae-joon,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lanning indicators for Korean style ecopolis," Journal of Korean Planners

Association, vol.40, no. 4, p.22)

An important role of the landscape architect is the management of the cityscape. Some of

landscape architects have established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s for the city or view

shed management plans. In Seoul, several landscape manage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such as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 for Seoul,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 for Surrounding Area of Han River, and the Visual Management Plan for Major

Mountains. The management of the cityscape in Seoul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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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architects and urban designers. The control of height, bulk and volume of

buildings is widely used as a tool for managing the cityscap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volume of a building since the volume is directly related to the economic value

of the building. As a legal action for management of the cityscape, the Korea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nacted the landscape law in 2006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law allows a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a Landscape plan in order to

implement landscape projects; further, it is possible for the private land owners to make

contracts to initiate landscape work, and the local government can support the contracted

landscape projects. Landscape architect will be able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landscape plan and will become members of a landscape council which will

review and screen landscape plans and projects. Landscape architects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design of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The design of outdoor leisure facilities such as

theme parks or outdoor recreation areas is a major task for landscape architects.

In some other areas of city planning for environment-friendly city, however,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weak. These areas include optimum density development,

separation of roadways for automobiles and pedestrians, encouragement of bicycle use, reuse

of rainwater, environment-friendly treatment of sewage, protection of wind channels, and

use of renewable energy.

When landscape architects take part in the planning of a new city, they usually work with

urban planners and designers, and architects, to decide the population density and

development density of the city. Recently, the landscape architects have begun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ss as members of master planner teams. Landscape architects are now

able to make more direct contributions to the separation of automobile and pedestrian

roadways, and the encouragement of bicycle use when they are involved in the design of

greenways and roads. The reuse of rainwater is an alternative strategy to replenish water

supply and to decrease wastewater it i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signing natural

streams as a measure against water shortage. Landscape architects have also attempted to

employ natural biological systems to treat wastewater in the design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gravel and reed bed marsh system, and wildlife po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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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 Korea, the protection of wind channels has become a popular strategy in

planning environment-friendly cities. In certain new cities, the heights of buildings were

controlled and the locations of high rise apartment buildings have been arranged to protect

wind channels. Sometimes parks and streams are key wind channels in a new town. In

such towns, the protection of wind channels is given special consideration in the design of

parks and streams. Korean Ministry of Industry and Resources supports the government

subsidies to the new town projects when they adopt renewable energy programs above the

minimum level suggested by the government. In several new towns that were planned

recently, they adopted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systems such as solar cell panels or

solar heating systems. Solar energy residential site is also planned in advanced new towns.

Landscape architecture has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planning of environment-friendly

cities in three key aspects of preservation, restoration, and creation. The first major role,

preservation, involves keeping valued landscapes and ecosystems intact from destruction

when new development is made. Korean landscape architects have struggled to preserve the

valued landscapes and ecosystems as it was common practice in Korea until recently to

develop all of the development area without regard to the existing environment. Recently,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dopted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for new development projec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n several cities, biotope

maps were made to assess the value of ecosystems in the city. The maps will be used in

planning the cities to preserve valued environmental assets.

The second major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city planning has been the restoration

of destroyed landscape and environment. For example, destroyed streams, wetlands or

biotopes have been restored in new cities or apartment complexes. In Seoul, recently, the

stream, Cheonggyechon in the middle of the city, which had previously been covered by an

elevated road, has been restored. Another stream flowing in the downtown area of

Gwacheon city has also been restored by removing the concrete road that was covering it.

The third major role, creation, refers to the establishment of new parks, new landscapes

or new physical environments. Recently, in Korea, building of new cities, has almost always

been accompanied with the establishment of green and blue networks to deline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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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framework of new cities. This is accomplished by linking green spaces, streams

and rivers in the city. Green infrastructure in a city is also created by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 Brownfield renovation is a way of making new parks in

metropolitan areas. In Seoul, waste dumping areas such as Nanji Island was transformed

into the World Cup Park. The water filtration plant was also rebuilt into a new park called

Seonyoudo Park.

6. Beneficial effects of landscape architecture for cities

The major func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city is to design, construct and

manage the parks and green spaces. The parks and green spaces in the city are designed

and constructed mainly by the landscape architects.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to

provide the city with various beneficial effects through these spaces.

Many researchers have concluded that parks and green spaces in cities have ecological,

economic, psychological, and social effects as follows;

* Ecological effects of landscape architecture

Many studies suggest that the parks and green spaces in cities have ecological effects

such as decreasing air pollution, alleviation of noise, restoration of wildlife habitat, and

cooling of urban heat islands. Tree leaves block sunlight as well, cooling islands of heat

generated by hard city surfaces. The temperature of asphalt or concrete under a shade tree

can be as much as 36°F (20°C) cooler than that of a patch of pavement in full summer

sun; the air up under the canopy of mature trees may be five to ten degrees cooler.

(Ackerman, Jennifer, 2006) Dust measurement taken near the Frankfurt main station and in

the town center showed a concentration of 18,000 kernels per air unit, whereas dust

measurements taken at the same time at the Rothschild Park (surface 4 hectares) showed a

concentration of not more than 1,000 to 3,000 kernels per unit. A Russian study conducted

by Kalyuzhnyi et. Al, found that a 500m wide green area reduces sulfur dioxide (SO2)

concentration by 70 percent and nitric oxide concentration by 67 percent. (Robinett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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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effects of landscape architecture

It is found in several studies that the parks and green spaces make a contribution to

increasing the economic value of land and buildings in adjacent areas. According to Bae's

thesis (2000), economic value of a view of a mountain is 14 million won (about $ 15,000)

and that of a view of a public park is 8 million won (about $ 8,600).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mountain adjacency price is 11-20 million won(about $11,800-$21,000) and

the park adjacency price is 4-25 million won(about $ 4,300-$ 27,000).

* Psychological effects of landscape architecture

Being in an open space provides a person with the opportunities of taking a rest and

escaping from the heavy burden of the city, crowd, noise and disorder. In other words,

open spaces are healing places for the soul and the body where people can keep away from

absent-mindedness and stress. Findings from more than 100 published studies of

recreationists in parks and other natural environments have shown that restoration through

stress mediation is the most consistently important perceived benefit. (Marcus, Clare Cooper

and Marni Barnes 1999, pp.39-40)

* Social effects of landscape architecture

Roger Ulrich (1984) found that patients with window views of trees and vegetation

recovered faster and required less pain medication than those whose windows looked out

upon a bare wall. Forthe past decade, Frances Kuo and her colleagues at the Landscape

and Human Health Laboratory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have researched the effects of

green spaces on city dwellers. A study of violent crime in a housing project of 98

apartment buildings showed that in and around buildings near vegetation that didn't hamper

visibility there were only half as many crimes as in areas near no vegetation. The greener

the surroundings, says Kuo, the lower the crime rate against people and property. The

team also found less litter and graffiti in natural landscapes. (Ackerman, Jennif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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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historical trend of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managing cities

The trend in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managing cities has changed into such

sequences as park design → ecological planning and design → sustainable landscape →

landscape urbanism → synthetic landscape.

During the19th century, the first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as a profession was to

design public parks in the United States. The major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has been

to design and construct garden and park in the city. Green networks and greenway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large cities such as Boston. The park, where nature is seen as

separate from the city, a nineteenth-century notion is viewed as undulating and pastoral,

and acts as a moral antidote to urbanization. Many large urban parks in America-for

instance, the Golden Gate Park in San Francisco, or the Central Park in Manhattan-offer

examples of this, in short-hand design parlance, "city-versus-nature" condition(Czerniak,

2006, p.113).

Ecological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evolved as a part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 period from the 1880's through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a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ing involvement of landscape architects in large-scale

plann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iques for analyzing

landscapes. Beginning in the early 1960's, Ian McHarg, another visionary thinker, landscape

architect, city planner, and educator argued strongly and persuasively for employing ecology

as a basis for reconciling human use and abuse of the landscape. (Ndubisi, 2002, p.25)

McHarg's approach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landscape processes but does not provide

enough guidance on how they can be integrated to manage change in the landscape. More

precisely, it treats landscape elements such as soils and vegetation as if they were separate

and independent features of the landscape. Landscape ecology strengthens the theoretical

base of ecology by enabling both planners and ecologists to understand the lan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inseparable perspectives: visual, chronological, and

ecosystem(Ndubisi, 2002, p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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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Thayer argued that sustainable landscape is a promising vision to solv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nature-technology conflict. He also suggested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landscapes as follows; (Thayer, 1994, p.243)

1) Use primarily renewable, horizontal energy at rates which can be regenerated without

ecological destabilization

2) Maximize the recycling of resources, nutrients, and byproducts and produce minimum

"waste", or conversion of materials to unusable locations or forms

3) Maintain local structure and function, and not reduce the diversity or stability of the

surrounding ecosystems

4) Preserve and serve local human communities rather than change or destroy them

5) Incorporate technologies that support these goals. In the sustainable landscape,

technology is secondary and subservient, not primary and dominating

The landscape urbanism is an emerging hybrid field at the intersection of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ism. Landscape urbanism poses an understanding of

landscape as an element of urban infrastructure. We can char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urbanism such as horizontality and surface, infrastructure, process, technique, and

ecology. (Pae, 2004, pp. 69-79) The discourse of landscape urbanism establishes the

significance of infrastructure and its associated landscape i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urbanism, and in the generation of public space. Landscape is also used to

represent and understand the dynamic systems of the city and is increasingly perceived as

the significant medium for city making. Strategies have been developed that attempt to

make ecological processes operational in design, harnessing natural phenomena such as

erosion, succession, or water cycles in the generation of landscapes. (Mossop, 2006, p.165)

James Corner suggests a new concept of landscape called the "Synthetic landscape." He

argues that urbanism cannot be designed and controlled as a totality but instead must be

projected, steered, and actively managed to grow and change over time. In this sense, cities

and landscapes are diagrams subjected to a limited deregulation; they are more the product

of cultivation and management than of design per se. More recently, a new

information-based model of nature has emerged and with it, a notion of landscap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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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nature. At a time when the line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is increasingly

blurred by developments in generic engineering and changing biological paradigms, it is

possible to rethink the strict divis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in landscape. Synthetic

landscapes make use of the logics of natural systems and the dynamics of ecological

feedback without the romantic attachment to a pastoral idea of nature. Like the city, these

synthetic landscapes are active rather than passive; design has a transformative, activating

agency. Natural operations are used to produce artificial, ambient effects. (Allen and Corner,

2003, p.17)

8. The futur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re-inventing

environment-friendly cities

In view of current and futur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dvances, it appears obvious

that future cities will be greatly changed into unexpected new synthetic organic systems. In

addition, climate change will greatly influence the structure of future cities. Urbanization is

a constant phenomenon in the world today. The number of megalopolis areas will increase

and there will be a shortage of vacant lands to be used for green spaces. Deterioration of

urban environments will be an inevitable result of the megalopolis. In response to the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various urban policies and ideas - for instance, compact city, smart

growth and new urbanism - have been attempted so far. However,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will not be solved completely with such attempts.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solving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In

order to overcome the lack of vacant lands in a megalopolis, landscape architects should

take interest in the greening of artificial lands such as green roofs, green walls and green

parking lots. An activ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needed to create

environment-friendly cities.

According to a recent newspaper report (JoongAng Daily Newspaper), it is anticipated

that,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a land mass totaling 64,000㎢ in the United States will

disappear by inundation due to the rise of sea level. Potential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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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include fewer periods of extreme winter cold; increased frequency of extreme heat;

rising sea levels and risk of storm surge; and changes in timing, frequency, and severity of

flooding associated with storms and precipitation extremes. Communities can reduce their

vulnerability to potential adverse impacts from climate change through investments in

adaptive infrastructure. These adaptations can be expensive. Changes in the frequency,

severity, and duration of extreme events may be among the most important risk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The rising cost of natural disasters in North America illustrates the

vulnerability of current settlement practices. Human alterations of natural systems such as

drainage basins, barrier islands, and coastal margins influence the impact of extreme

weather hazards. Adaptations such as levees and dams often are successful in managing

most variations in the weather, but they can increase vulnerability to the most extreme

events. (www.epa.gov/climatechange)

A new and urgent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be directed toward coping with

the potentially sever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Climate-friendly landscape architecture is needed to tackle the potential problems. For

example, the U.S. National Park Service has already initiated the Climate Friendly Park

Program for the national parks. Likewise, climate-friendly landscape architecture includes

pollution-free landscape architecture that help decrease or eliminate greenhouse gas

emissions, disaster-free landscape architecture that alleviate the severity of flooding

associated with storms and precipitation extremes, and eco-flexible landscape architecture

that adapt to ecosystem changes including vegetation changes resulted from the climate

change. It is anticipated by meteorologists that the climate of some parts of Korea will

change from Temperate to Subtropical, and the climate of Seoul will change from Frigid to

Temperate. As the result of climate change, the vegetation type will also change from that

of the Temperate Zone to that of the Subtropical Zone. (Hankyoreh 21, Chosun Daily

Newspaper, Environment Daily Newspaper)

The Korea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as recently begun a big

research project titled the U-eco (Ubiquitous and ecological) City to find efficient strategies

and methods, and technologies for a ubiquitously technological and ecologically stabl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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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Korean government anticipates that all future cities will be so built. In the result,

the new role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at contribute to making U-eco city should be

sought. Landscape architects will have to think about how to integrate ubiquitous

technology with ecological soundness in a city. The questions confronted by landscape

architects are as follows; What is the overall image of U-eco city? What will parks look

like in a U-eco city? How do we create, restore, and manage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ecosystem of a U-ec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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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itrag von Grün-und Landschaftsplanung

für eine umweltverträgliche Stadtentwicklung von Berlin

Dipl.Ing. Heinz Brandl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Berlin

Seit der Wiedervereinigung Berlins im Jahre 1989 erfährt die Stadt gewaltige

Veränderungen. Um unter den sich rapide wandelnden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die Veränderungsprozesse stadt- und umweltverträglich steuern zu

können, bedarf es ständig aktueller Planungsgrundlagen und Zielvorstellungen. Gemeinsam

mit dem Flächennutzungsplan erfüllt das Landschaftsprogramm einschließlich

Artenschutzprogramm (LaPro) diese Aufgabe für die Stadtentwicklung.

Wesentliche Voraussetzung einer zukunftsorientierten Entwicklung Berlins ist die

Beachtung ökologischer Belange im Städtebau. Die natürlichen Ressourcen sind auch

innerhalb eines Stadtgebietes Lebensgrundlage der Menschen. Wasser, Boden, Luft und die

belebte Natur sind daher nicht weiter zu beeinträchtigen. Darüber hinaus steht im Fokus

des Landschaftsprogramms innerstädtische Freiflächen und das typische Stadt- und

Landschaftsbild zu entwickeln. Damit wird ein zentraler Fachbeitrag zur Verbesserung der

Lebensqualität in der Stadt geleistet.

Bevor auf die wichtigsten Funktionen der Freiflächen als

∙Räume für den Menschen

∙Ökologische Ausgleichsräume

∙Lebensräume für die Bewohner der Stadtnatur und ihrer
∙Entlastung für das Umland

näher eingegangen wird, soll die Freiraumentwicklung Berlins kurz skizziert werden.



Seoul Metropolitan Fora_2007   

24

Freiraumentwicklung in Berlin

Die Stadt Berlin ist aus einer Vielzahl von Siedlungen zusammengewachsen, die sich im

Urstromtal entlang der Spree und an den Hangkanten von Hochflächen Schritt für Schritt

entwickelten. Auf den besseren bzw. feuchteren Böden entwickelten sich Wiesen, oder es

wurden Felder angelegt. Auf ertragsärmeren Böden entstand eine Kulturlandschaft mit

Wäldern. Die Lage der Siedlungen war von den natürlichen Standortverhältnissen und vom

Schifffahrtsweg der Spree bestimmt. Ausgehend vom Siedlungskern auf den Spreeinseln,

den Dörfern Berlin und Cölln, erweiterte sich die Stadt innerhalb der Talebene.

Die Gründerjahre (ab 1880)

Das Wachstum Berlins in den Gründerjahren war vor allem von ökonomischen

Erwägungen bestimmt. Ohne Berücksichtigung landschaftlicher Besonderheiten wurden alle

Flächen, deren Baugrund dies zuließ, bebaut. Die Stadt wucherte in die Landschaft hinein. In

den »besseren Vierteln« entstanden repräsentative Schmuckplätze, Promenaden und kleinere

Parkanlagen. In den Arbeiterbezirken wurden Bürgerparks angelegt. Zusammen mit den

Schlossgärten und dem ehemaligen kurfürstlichen Jagdrevier des Großen Tiergartens zählen

diese Parks noch heute zu den wichtigsten Grünflächen in der dicht bebauten Innenstadt.

1910 - Erste Gesamtplanung mit dem »Jansen-Plan«

Die erste Gesamtplanung für Groß-Berlin wurde im Rahmen des Wettbewerbs für

Groß-Berlin 1910 entwickelt. Dabei spielte die Freiraumentwicklung eine entscheidende Rolle.

Der preisgekrönte »Jansen-Plan« hatte neben Bebauungsvorschlägen ein differenziertes

Freiraumkonzept zum Inhalt: Ein kleinerer innerer und ein großer äußerer Wald-, Park-,

Garten- und Wiesenring sollten Berlin gliedern. Zwischen den beiden Ringen und in die

dicht bebaute Innenstadt hinein waren radiale Grünzüge vorgesehen. Dieser Plan hatte

maßgeblichen Einfluss auf die Stadtentwicklung. Auf seiner Grundlage wurde eine offensive

Flächensicherung betrieben. Stadtgüter und Dauerwälder wurden in großem Umfang auch

außerhalb Berlins gekauft, sowie zahlreiche Volksparks und Kleingärten ange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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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Der Generalfreiflächenplan

Der »Jansen-Plan« blieb auch Vorbild für den Generalfreiflächenplan von 1929. Dieser

formulierte auch erstmals Mindestanforderungen für die Freiflächenversorgung. Diesen beiden

vorausschauenden Planungen verdankt die Stadt noch heute ihre grüne Freiraumstruktur.

Die Nachkriegszeit

Der Wiederaufbau seit den 50er Jahren orientierte sich überwiegend an den gewachsenen

Strukturen; zusätzliche Grünflächen entstanden nur auf sog. Trümmerbergen, die aus
dem Schutt des zerstörten Berlins aufgeschüttet wurden. Die nächsten Jahrzehnte waren

sowohl im West- wie im Ostteil Berlins durch einen autogerechten Ausbau der Stadt und

einem starken Freiflächenverbrauch gekennzeichnet. Die Grünflächenplanung beschränkte

sich in dieser Zeit vor allem auf eine verbesserte Verbindung vorhandener Grünflächen. Seit

den 70er Jahren hat die Zunahme des Umweltbewusstseins und der bewegung die

Bedeutung der Grünbelange in der Stadt kontinuierlich anwachsen lassen.

In Erwartung einer sich rasant entwickelnden Metropole ging man dann Anfang der 90er

Jahre von einem Bevölkerungswachstum von bis zu 300.000 und in der Region von 1.5

Millionen Einwohnern und damit zusätzlich mehr als 550 Hektar neuen Bauflächen für

Wohnen, Gewerbe, Büroflächen und Einzelhandel aus.

Das Berliner Freiraumsystem gliedert sich heute wie folgt:

∙Naherholungslandschaften am Rande des Stadtraums

∙Der Parkring um die gründerzeitliche Innenstadt

∙Der Große Tiergarten und die Grünzüge

∙Gärten und halböffentliche Siedlungsräume

Naherholungslandschaften am Rande des Stadtraums

Die drei traditionellen Naherholungsgebiete um den Großen Müggelsee, den Großen Wannsee

und den Tegeler See erfüllen gleichzeitig mehrere wesentliche Funktionen. Sie haben wichtige

ökologische Ausgleichsfunktionen - hier liegen die bedeutendsten Trinkwassergewinnungsgebi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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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Stadt - sie sind empfindliche Naturreservate und Erholungsräume für die Menschen.

Basierend auf dem Grundgerüst des Berliner Freiraumsystems können sowohl Stadt Land -

Grünzüge als auch Freiflächenkonzeptionen in der Region umgesetzt werden. Innerhalb Berlins

ist am Stadtrand ein äußerer Parkring konzipiert.

Ein Schwerpunkt der Planungen liegt wegen des hohen Defizits an entsprechenden

landschaftlichen Qualitäten und Angeboten im Nordosten von Berlin. Im Bereich des Berliner

Barnims wird auf einer Fläche von mehr als 3,200 ha ein großes Naherholungsgebiet entwickelt.

Der Parkring um die gründerzeitliche Innenstadt

Um die dicht bebaute gründerzeitliche Innenstadt erstreckt sich mit zahlreichen

Volksparks, Friedhöfen und Kleingärten der innere Parkring. Er muss erhalten und an

einigen Orten um neue Freiflächen ergänzt werden.

Der Große Tiergarten und die Grünzüge

Das Herz des städtischen Freiraumsystems ist der Große Tiergarten. Er ist eingebunden

in zwei Grünzüge von stadtstruktureller Bedeutung, die ein grünes Achsenkreuz bilden.

Hierzu gehören die in Ost-West-Richtung fließende Spree und der in Nord-Süd-Richtung

verlaufenden Grünzug mit der Panke- Niederung und dem Spandauer Schifffahrtskanal bis

an den Großen Tiergarten. Südlich des Großen Tiergartens befinden sich repräsentative

städtische Plätze (Potsdamer Platz), Freiräume (Schöneberger Südgelände), sowie ein neu

projektierter Park, das Gleisdreieck auf ehemaligem Bahngelände. Mit dem Teltowkanal

führt diese Grünverbindung bis an den südlichen Stadtrand

Die privaten Gärten und halböffentlichen Siedlungsfreiräume

Die unterschiedlichen privaten Gärten, halböffentlichen Siedlungsfreiräume und stark

durchgrünten Stadtquartiere neben dem hoch verdichteten städtischen Bereich (bis weit in

die Innenstadt hinein) müssen auch künftig mit ihrem unmittelbarem Nutz- bzw.

Erholungswert und ihrer ökologischen Bedeutung erhalten ble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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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haftsprogramm einschließlich Artenschutzprogramm (LaPro)

Mit dem Inkrafttreten des Bundesnaturschutzgesetz (1976) wurde das Leitbild einer

durchgrünten Stadt bestätigt und mit der Landschaftsplanung ein neues Planungsinstrument

implementiert. Seit 1994 verfügt die ganze Stadt über ein behördenverbindliches Programm,

das im Sinne einer vorsorgenden Umweltplanung wichtige Beiträge zu allen Ebenen der

räumlichen Planung liefert.

Bei der Aufstellung und Entwicklung des LaPros wurden mit großem Aufwand die

wesentlichen Informationen zur Bestandsaufnahme von Natur und Landschaft erhoben und

erstmals geeignete Bewertungsmethoden und Verfahren entwickelt. Aus der summarischen

Betrachtung aller umweltrelevanten Grundlagendaten und ergänzenden Erhebungen entstand

mit Unterstützung des Umweltatlas das erste LaPro.

§1 des Bundesnaturschutzgesetz formuliert mit seinen allgemeinen Zielen zum Schutz, zur

Pflege und zur Entwicklung

∙der Leistungs- und Funktionsfähigkeit des Naturhaushaltes,

∙der Regenerationsfähigkeit und nachhaltigen Nutzungsfähigkeit der Naturgüter,

∙der Tier- und Pflanzenwelt, einschließlich ihrer Lebensräume sowie

∙der Vielfalt, Eigenart und Schönheit und dem Erholungswert von Natur und Landschaft

den Rahmen für die Entwicklungsziele und Maßnahmen, die zu den vier Programmplänen

∙Naturhaushalt/Umweltschutz,

∙Biotop- & Artenschutz,

∙Landschaftsbild und

∙Erholung und Freiraumnutzung geführt haben.

Das LaPro wurde parallel mit einem neuen Flächennutzungsplan nach groß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beschlossen; erstmalig 1988 und mit der Ergänzung von

Berlin(Ost) 1994. Während der Flächennutzungsplan die Art und das Maßder geplanten

Flächennutzungen im M 1:25000 darstellt ergänzt das LaPro diese mit den hierbei 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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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ücksichtigenden flächendeckenden und integrativen Anforderungen aus der Perspektive

von Natur und Landschaft.

Programmplan Naturhaushalt/Umweltschutz

Dem Schutz der natürlichen Ressourcen Boden, Wasser, Luft widmet sich der

Programmplan Naturhaushalt/Umweltschutz des LaPros, denn für die Lebensqualität in der

Stadt ist eine intakte Umwelt unverzichtbar. In den hochverdichteten Stadtgebieten Berlins

sind besondere Belastungen der Umwelt nicht zu vermeiden. Beispielsweise fahren auf

Berlins Straßen täglich nahezu 1,3 Millionen Kfz. Die Temperaturen in den dicht besiedelten

Gebieten können bis zu 9°C höher als am Stadtrand sein. Bedingt durch die vielen

versiegelten Flächen in der Stadt müssen im Mittel mehr als 40 Millionen Kubikmeter

Niederschlagswasser im Jahr über die Kanalisation in Oberflächengewässer abgeleitet

werden. Auf solche Bedingungen ist planerisch zu reagieren.

Der Programmplan grenzt empfindliche und wertvolle Räume als Vorranggebiete zum

Schutz von Grundwasser, Boden und Klima ab. Daneben benennt der Plan spezifische

Anforderungen an Flächennutzungen und enthält ortsbezogene Einzelmaßnahmen. Die zu

verzeichnenden Entwicklungen im Umweltschutz führten und führen zu Veränderungen bzw.

zur Anpassung an die aktuelle Situation im Plan. Einige Inhalte des Programmplans sind

mittlerweile obsolet, weil sich die fachplanerischen Instrumente weiterentwickelt haben oder,

schlicht aber erfreulich, sich die Umweltsituation deutlich verbessert hat. Andere Inhalte des

Plans müssen in den nächsten Jahren auf Grund neuer Erkenntnisse überarbeitet werden,

worauf im Folgenden näher eingegangen wird.

Das Vorranggebiet Bodenschutz weist seltene und naturnahe Böden aus und legt

gebietsbezogene Maßnahmen fest (Vermeidung von Bodenversiegelung, Schonung des

natürlichen Bodenaufbaus und bodenschonende Bewirtschaftung sowie Sanierung stark

verunreinigter Böden). Zu den wesentlichen Zielen des modernen Bodenschutzes zählen der

sparsame Umgang mit Böden als endliche Ressourcen und der Erhalt, beziehungsweise die

Wiederherstellung der vielfältigen, natürlichen Funktionen der Bö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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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 dem Hintergrund, dass Berlin als einzige Millionenstadt in Deutschland das gesamte

Trinkwasser aus dem Grundwasservorrat des eigenen Stadtgebiets bezieht, ist die

nachhaltige Grundwassergewinnung ein wichtiger Punkt im Programmplan Naturhaushalt/

Umweltschutz.

Dank der günstigen geologischen Bedingungen können 3,4 Millionen Einwohner derzeit

immer noch mit qualitativ einwandfreiem Trinkwasser versorgt werden. Auf die Nutzung

aufbereiteten Oberflächenwassers oder eine ökologisch bedenkliche Fernwasserversorgung

kann verzichtet werden. Die Berliner Wasserwerke fördern ausschließlich Grundwasser

einschließlich Uferfiltrat. Sie liegen vorrangig in Wald- und Feuchtgebieten des Urstromtals

von Spree und Havel, das von Natur aus durch sehr hohe Grundwasserstände geprägt ist.

Durch die Grundwasserabsenkungen infolge der Trinkwassergewinnung sind nahezu alle

Berliner Feuchtgebiete mehr oder minder stark beeinträchtigt, der Programmplan

Naturhaushalt/Umweltschutz versucht aber durch die Ausweisung von 260 Quadratkilometer

(ca. 30% des Stadtgebiets) als Vorranggebiet Grundwasserschutz dem Rechnung zu tragen.

Das Ziel der Landschaftsplanung besteht in der Absicherung einer ökologisch verträglichen

Grundwassernutzung, die dem Grundsatz der Nachhaltigkeit entspricht,

grundwasserabhängige Lebensräume erhält und gleichzeitig die Trinkwasserversorgung der

Stadt gewährleistet.

Berlin weist ein gegenüber dem Umland ausgeprägtes, verändertes Stadtklima auf;

gleichzeitig verfügt die Stadt noch immer über eine gute Grundstruktur von klimatisch

ausgleichenden, entlastenden Flächen.

Das Vorranggebiet Klimaschutz umfasst heute 680 Quadratkilometer (75% des

Stadtgebietes). Grundlegende Maßnahmen sind die Freihaltung geeigneter Luftleitbahnen,

Erhalt der Temperaturunterschiede benachbarter Gebiete oder zum Teil recht kleinteilige

Maßnahmen wie Dach- und Fassadenbegrünung im bebauten und verdichteten Gebieten.

Zusätzlich umfasst das Vorranggebiet Luftreinhaltung mit 100 Quadratkilometern Fläche im

wesentlichen die Berliner Innen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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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plan Biotop- und Artenschutz

Großstädte sind Ballungsräume und die Vielfalt ihrer Einwohner charakterisiert das

gesellschaftliche Leben in der Metropole. Mindestens ebenso vielfältig ist die Mischung von

heimischen und aus allen Teilen der Welt zugewanderten, wildlebenden Pflanzen und Tieren,

was einen eigenen Programmplan Biotop- und Artenschutz erfordert. So leben im

Stadtgebiet nach der aktuellen Roten Liste Berlins nachweislich über 2000 Farn- und

Blütenpflanzen sowie fast 6,000 Tierarten.

Durch die Veränderung der Standorte und das großstadttypische, reich gegliederte Mosaik

von Flächennutzungen nimmt die Vielfalt bei heimischen Arten eher ab und die Anzahl von

Einwanderern, traditionellen Kulturfolgern und Landflüchtlingen steigt an. Die

Standortbedingungen enthalten für Tiere und Pflanzen die unterschiedlichsten Nischen. Hinzu

kommt, dass im Umland der Großstädte die Lebensbedingungen durch die Methoden der

modernen Landwirtschaft deutlich eingeschränkter sind und so Allerweltsarten gefördert
und zugleich eine ganze Reihe von Arten zur Landflucht veranlasst.
Zum Schutz der vielfältigen Standorte und Lebensgemeinschaften in allen Quartieren der

Stadt, wurden im Artenschutzprogramm Biotopentwicklungsräume bestimmt, für die im

Programmplan Biotop- und Artenschutz der anzustrebende Zustand unter Berücksichtigung

ihrer vorhandenen Stärken und Schwächen dargestellt werden. Zentrale Ziele und

Maßnahmen dieses Programmplans sind:

∙Ausweisung der wertvollen Flächen als Schutzgebiete;

∙Erhalt großer Freiräume;

∙Vernetzung von Lebensräumen;

∙Integration des Biotop- und Artenschutzes in die jeweilige Flächennutzung.

Neben der flächenhaften Ausweisung von Schutzgebieten und der Etablierung von Pflege-

und Entwicklungskonzepten werden auch konkrete Maßnahmen vollzogen, beispielsweise

Dachbegrünungen, die Anlage von Nisthilfen, der Einbau von Fledermausziegeln,

Amphibientunnel unter Straßen, der Einsatz von Natriumdampflampen zur Sicherung der

Insektenpopulationen in Straßenlaternen sowie Fischtreppen und Einstiegshilfen beim

Gewässerausbau.

Die wachsende Akzeptanz des Artenschutzes begründet sich vor allem in der Beteiligung

der Naturschutzbehörden an den entsprechenden Verfahren und in einer kontinuierlichen,

möglichst verfahrensbegleitenden Beratung von Architekten und Bauhe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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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nächsten grünen Schritte der Metropole sind: die Integration der Berliner Netzteile

von NATURA 2ooo und die Umsetzung eines Biotopverbundes gemäß § 3

Bundesnaturschutzgesetz in das Landschaftsprogramm. Ermittelt werden sollen die

relevanten 10% der Landesfläche, die zur Herstellung und Sicherung eines Europa-, bundes-

und landesweiten Biotopverbundes notwendig sind.

Programmplan Landschaftsbild

Der Programmplan Landschaftsbild erfasst sowohl die naturräumliche Struktur,

Ausstattung und Gestaltung von Freiräumen, als auch deren Verhältnis zu den bebauten

Bereichen.

Die Lage der Stadt in einem von Hochflächen umschlossenem Urstromtal, in dem die

Spree fließt, ist die Grundlage der landschaftlichen Identität Berlins. Die heute nur noch

kleineren Fließgewässer Tegeler Fließ, Panke, Wuhle und Erpe, sind an ihren Ufern

besiedelt, sodass ihre Erlebbarkeit in der Landschaft in Teilen eingeschränkt ist. Die

Berliner Wälder, Grunewald, Spandauer, Tegeler und Köpenicker Forst, bilden die großen

Grünräume am Rande der Stadt.

Das Urstromtal und die Hochflächen weisen zwar nur einen geringen Höhenunterschied

von max. 30 m auf, doch entsteht dadurch typische Reliefstruktur, wie Kreuzberg,

Prenzlauer Berg, Berliner Balkon.
Neben den naturräumlichen Gegebenheiten wird jede Ansiedlung von Menschen, durch

eine urbane Entwicklung über einen langen Zeitraum bestimmt. Diese baulichen Strukturen,

wie die Dörfer Berlins, die Gründerzeitbebauung der Innenstadtbezirke oder die Architektur

der 20ger und 30ger Jahre des vorigen Jahrhunderts sind Spiegel des jeweiligen

gesellschaftlichen und technischen Entwicklungsstandes. Auch die Brüche in der

Stadtentwicklung durch Kriegszerstörungen und Mauerbau sind noch ablesbar. Die Bilder

dieser Stadt reichen von den dichten Innenstadtquartieren über aufgelockerte

Siedlungsbereiche zu den großen Wald- und Wasserflächen am Stadtrand. Die Stadträume

wechseln zwischen harmonisch wirkenden, geschlossenen Einheiten, und monostrukturi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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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r ungegliederten Abschnitten.

Wie die Bebauung, so spiegeln auch die gestalteten Freiraumstrukturen die verschiedenen

Epochen der Stadtentwicklung wider. Der Innenstadtbereich mit kleineren Plätzen aus der

Gründerzeit hat ein anderes Gesicht als der städtische Übergangsbereich mit seinem Ring
 aus Volksparks, Friedhöfen und Kleingärten. An diesen schließen wiederum

Siedlungsgebiete an, die überwiegend von Obst-, Park- oder Waldbäumen charakterisiert

sind.

Der von den innerstädtischen Parkanlagen getragene, angenehme Eindruck wird

unterstützt durch eine Vielzahl von Grünverbindungen zwischen den Wohngebieten und

durch die über 400,000 Straßenbäume. Diese Bäume vermitteln, selbst in verkehrsreichen

Straßen eine angenehme Atmosphäre.

Der Programmplan formuliert Entwicklungsziele und spezifische Maßnahmen(-pakete), aus

denen ortsgebundene konkrete Schritte abgeleitet werden können. Das bedeutet zum Beispiel

im Innenstadtbereich, Stadtplätze und Vorgärten wiederherzustellen. Neben dem ästhetischen

Effekt wird durch das Aufbrechen monotoner Straßenfluchten auch eine bessere

Orientierung erreicht. Bauliche Verdichtung bedarf der Ergänzung in Form von offenen

Flächen, Plätzen oder Freiräumen. Dabei spielen Blickbeziehungen und die bewusste

Gestaltung von Übergängen zwischen Bebauung und Freiraum eine große Rolle. Entlang der

Gewässern sollte der Raum offen und erkennbar bleiben und Blickbeziehungen

herausgearbeitet werden.

Außerhalb der dicht bebauten Stadt werden für das Landschaftsbild ganz andere

Entwicklungsziele verfolgt. Hier sind der Einsatz traditioneller Nutzpflanzen, die Anlage von

Hecken aber auch die Sicherung landschaftstypischer Freiflächen bei Siedlungserweiterungen

prioritär. Sie dienen dem Erhalt und der Wiederherstellung landschaftstypischer Elemente

und Strukturen in ihrem gesamten Facettenreichtum.

Neben den großflächigen landschaftsverändernden Maßnahmen, wie auf dem Berliner

Barnim können aber auch kleinere Korrekturen das Landschaftsbild effektiv aufwerten.

Hierzu zählt die Beseitigung von nicht mehr genutzten Baukörpern oder oberirdischen

Fernwärmeleitungen, aber auch der Rückbau von Uferbefestigungen oder Campingplätz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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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blen Landschaftsbereichen.

Im Programmplan Landschaftsbild sind die prägenden Freiflächenstrukturen der Stadt und

historisch wertvolle Elemente deutlich herausgearbeitet. Auf dieser Grundlage können sowohl

die Stadterweiterung und -ergänzung, als auch bauliche Neuordnung und Erhalt

gartenkünstlerischer Anlagen situationsbezogen und niveauvoll gesichert und entwickelt

werden.

Programmplan Erholung und Freiraumnutzung

Das ehrgeizige Ziel des LaPros besteht darin, für die freiraumbezogene Erholung

ausreichende, vielfältig nutzbare und qualitativ hochwertig gestaltete Freiflächen

bereitzustellen. Daher sind die Flächen, die sich aufgrund ihrer natürlichen Beschaffenheit

und Lage als Erholungsanlagen besonders eignen, zu erhalten und neue Freiflächen für eine

Erholungsnutzung, vor allem in den dichten Innenstadtbezirken, zu erschließen. Ihre

Einbindung in die Stadtstruktur geht zurück auf die Weitsicht und Einsicht der Berliner

Stadtväter in den Anfängen des 20. Jahrhunderts.

Die historischen Grundlagen des Berliner Freiraumsystems spiegelt das LaPro wider und

schreibt sie fort. Seit 1994 richten sich die Schwerpunkte im Programmplan für Erholung

und Freiraumnutzung auf die

∙Weiterentwicklung des inneren und äußeren Parkringes durch Gestaltung von 16 neuen

Parkanlagen,

∙Ausgestaltung des Landschaftraumes Berliner Barnim als neue und vierte Säule der

historischen Naherholungslandschaften,

∙Entwicklung neuer Grünverbindungen für die Vernetzung der Freiräume untereinander

sowie des inneren- und äußeren Stadtgebietes,

∙Verbesserung der Zugänglichkeit der Gewässer und Nutzbarkeit der Gewässerränder

sowie

∙Verbesserung der Freiraumversorgung in den Wohngebieten der Stadt.

Gerade die Qualität des Wohnumfeldes und der Freiraumversorgung ist in einer Metro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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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 Berlin ein wesentlicher Gradmesser für die Zufriedenheit der Bewohner mit ihrer Stadt

und Ausdruck von Lebensqualität. Ein wesentliches Ziel des Programmplans lautet daher:

Entwicklung eines quantitativ und qualitativ ausreichenden Angebotes an öffentlichen und

privaten Freiflächen. Eine Einteilung der städtischen Wohnquartiere in vier

Dringlichkeitsstufen für die Versorgung mit Erholungsflächen setzt dabei Schwerpunkte im

Hinblick auf generelle Entwicklungsziele und Maßnahmen. Die Herleitung dieser

Versorgungskategorien basiert in der Analyse auf generellen Richtwerten, die in den letzten

Jahren, losgelöst aus dem Zusammenhang des Programmplans, mit dem Argument Qualität

statt Quantität der Kritik unterliegen. Tatsächlich analysiert der Plan:

∙die Versorgung mit wohnungsnahen Freiflächen (6m²/EW mit Einzugsbereichen von

500m unter Einbeziehung der Waldränder) und siedlungsnahen Freiflächen (7m²/EW mit

Einzugsbereichen von 1000m)

∙die Erreichbarkeit unter Beachtung von Barrieren, wie zum Beispiel

Hauptverkehrstrassen oder Gewässer sowie

∙die Versorgung mit privatem und gemeinschaftlich nutzbarem Grün innerhalb

unterschiedlicher Baustrukturen (z.B. offene Bauweisen, Einfamilienhausgebiete oder

dichte Gründerzeitbebauung)

und bewertet diese in Relation zu der demographischen sowie sozialräumlichen Struktur

der Wohnquartiere (unter anderem der besonderen Beachtung sogenannter sozialer

Brennpunkte). Die Ausweisung von Dringlichkeitsstufen hat in Planung und Umsetzung zu

einer Prioritätensetzung und gezielten Lenkung von Maßnahmen geführt.

Die Notwendigkeit der Erholungsvorsorge im Stadtgebiet, besonders dem wohnungsnahen

Wohnungsumfeld, wird aufgrund demographischer Fakten in ihrer Bedeutung zunehmen,

denn auch die Berliner Bevölkerung altert; in 2020 werden in der Stadt 40% mehr Rentner

leben als 1999. Entscheidend für die Bürger ist neben der räumlichen Nähe zum

Wohnumfeld insbesondere die Nutzbarkeit für verschiedene Altersgruppen, d.h. ein möglichst

vielfältiges Angebot. Allerdings ist der Spaziergang nach wie vor ein Klassiker der

innerstädtischen Erholung, was mit der räumlichen Nähe der Erholungsangebote durchaus

korrel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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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setzungsebenen

Mit dem LaPro können für alle Ebenen der Bauleitplanung, Stadtentwicklungspläne,

Entwicklungsgebiete, die Raumordnung, Planungen des Nachbarlandes einschließlich der

Gemeinden, Wettbewerbe, Einzelprojekte und auch Leitbildentwicklungen erreicht werden.

Die Verantwortung der Umsetzung des LaPros liegt aufgrund der Behördenverbindlichkeit

nicht nur im eigenen Arbeitsbereich oder der eigenen Abteilung, sondern auch bei allen

anderen Stellen und Behörden des Landes Berlin. Sie reicht von der konkreten

Projektinitiierung und -planung bis hin zur Ausführung. Eine direkte Umsetzung erfährt das

LaPro durch die eigenen naturschutzfachlichen Instrumente, also durch die verbindlichen

Landschaftspläne, die Ausfüllung der Eingriffsregelung, landschaftsplanerische Konzepte,

Schutzgebietsverordnungen, Artenhilfsprogramme, naturschutzrechtliche Genehmigungen.

Im Landschaftsplan

Im eigenen Fachgebiet ist die Umsetzungsebene für das LaPro der Landschaftsplan. Durch

seine formale Eigenständigkeit und Verbindlichkeit als Rechtsverordnung erhält der

Landschaftsplan das notwendige Gewicht in Politik, Verwaltung und Öffentlichkeit. Die

Planungsebene entspricht derjenigen der Bebauungspläne.

Die Festsetzungen eines Landschaftsplans dürfen der verbindlichen Bauleitplanung nicht

widersprechen, da beide als Rechtsverordnungen verbindlich werden. In der Praxis bedeutet

das, dass tagtäglich Entscheidungen zum Beispiel über Baugenehmigungen oder

Flächennutzungen mit den im Verfahren befindlichen Landschaftsplänen abzustimmen sind.

Auch hierin kann Erforderlichkeit und Erfolg der Landschaftsplanung abgelesen werden.

Im Bebauungsplan

Die Festsetzungsmöglichkeit von landschaftsplanerischen Inhalten in Bebauungsplänen ist

noch immer ein ständiges Thema der fachlichen Diskussion. Insgesamt wurden 19

grundsätzliche textliche Festsetzungen erarbeitet. Sie reichen von zu begrünenden Flächen,

über Bindungen für Bepflanzungen nach einem bestimmten Ortsbildcharakter, der Begrü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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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Außenwand- und Dachflächen bis hin zum Ausschluss von die Wasser- und

Luftdurchlässigkeit wesentlich mindernden Befestigungen für Wege und Zufahrten. Die

Diskussionen mit den Kollegen der Bauleitplanung erbrachte neben neuen

Zuordnungsfestsetzungen (z.B. für Ausgleichs- und Ersatzmaßnahmen) vor allem ein

besseres gegenseitiges Verständnis der unterschiedlichen Rechtsgrundlagen.

In der UVP / landschaftspflegerischer Begleitplanung

Für die Fachbeiträge zu anderen Planungen, die aus dem LaPro heraus formuliert werden,

spielen die Planfeststellungsverfahren eine besondere Rolle. Egal für welchen Ort in Berlin,

das LaPro liefert flächendeckend Informationen über den Zustand, die Bewertung und die

Entwicklungsziele von Natur und Landschaft. Erfolgt ein Eingriff in Natur und Landschaft,

können aus den vier Programmplänen heraus, die auf dem Grundstück erforderlichen

Ausgleichsmaßnahmen oder auch die Ersatzmaßnahmen an anderer Stelle schon abgeschätzt

werden. Für alle am Verfahren Beteiligten, gleich ob Gutachter oder Fachbehörde, gibt das

LaPro Auskunft zu geeigneten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Umweltsituation.

Prioritäten setzt das LaPro mit der Gesamtstädtische Ausgleichskonzeption.

Ausblick und neue Prioritäten

Derzeit benennt Berlin im Stadtentwicklungskonzept (STEK 2020) drei Prioritäten, die

politisch diskutiert und stärker zu gewichten sind:

∙die Gesamtstädtische Ausgleichskonzeption,

∙die Konzentration auf die Lückenschließung der 20 Grünen Hauptwege durch Berlin

unter Einbeziehung der Biotopverbundthematik und

∙Strategien für temporäre grüne Zwischennutzungen.
Die Landschaftsplanung muss flexibeler, fortschreibungsfähiger und in Teilen auch

projektorientierter werden, um mit den aktuellen Herausforderungen Schritt zu halten.

Ferner müssen verstärkt die europäischen Anforderungen an die Umwelt durch das LaPro

repräsentiert werden. Hierzu zählt beispielsweise die Strategischen Umweltprüfung,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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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ätzlich die Betrachtung der Schutzgüter Mensch einschließlich der menschlichen

Gesundheit, Kultur- und Sachgüter sowie biotische Vielfalt einfordert.

Wesentliche Aufgabe der Berliner Landschaftsplanung bleibt es, mit gesamtstädtischem,

strategischen Blick, Planungsziele zu formulieren, die mithelfen nachhaltige Lösungen zu

finden und künftige Umweltreparaturen vermeiden hel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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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친환경 도시 발전을 위한 환경생태계획과 실현

Der Beitrag von Gruen-und Landschaftsplanung

fuer eine umweltvertraegliche Stadtentwicklung von Berlin

Dipl. Ing. Heinz Brandl

베를린시 도시발전국

Senatsverwaltung fuer Stadtentwicklung

I. 서론

1989년 독일통일 이후 베를린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정치적

여건 하에서 그 변화 과정들을 겪는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실적 계획체계와 목표설정을 필요로 한다.

종보호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도시발전을 위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한다.

베를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은 도시건설에서 생태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연자원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인간의 생활기반으로써 물, 토양, 공기

및 생물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시내부의 오픈스페이스와 전형적인 도

시경관, 자연경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환경생태계획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오픈스페이스의 주요 기능인

▪인간을 위한 공간

▪생태적 균형 공간

▪도시자연의 “주민”을 위한 삶의 공간 (생물서식공간)

▪도시외곽지역 개발부담 감소

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를린시 오픈스페이스 발전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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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를린 오픈스페이스 역사

1. 베를린시의 형성

베를린시는 슈프레(Spree)강 주변 빙하계곡과 고지대의 경사지 언덕의 여러 주거지에서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다. 토질이 좋고 습한 토양에서는 초원이 발달하거나 경작지가 만들

어 졌고, 토양이 나쁜 지역에서는 삼림문화경관이 생겨났다. 주거지 위치는 자연적인 입지

조건과 슈프레강의 뱃길에 의해 결정되었고, 슈프레 섬의 중심주거지였던 베를린 마을과

쾰른 마을로부터 계곡내부의 평지로 도시가 확장되었다.

2. 제국경제도약기 (1880년부터)

제국 경제도약기시대 베를린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되었다.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는 자연경관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부지로 사용되었고, 도시

는 자연경관을 잠식하면서 급속히 팽창하였다.

이 시기 오픈스페이스는 고급주거지에서는 멋진 광장과 산책로,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

었고 서민주거지역에는 시민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공원들은 여러 궁정정원들, 그리고

옛 영주의 사냥터였던 대 티어가르텐(Grosser Tiergarten)과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밀

도 도심지의 주요 녹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3. 1910년 - 최초의 종합계획 “얀젠계획 (Jansen-Plan)”

광역 베를린을 위한 첫번째 종합계획은 “광역베를린 1910” 공모전에서 제시되었는데 이

계획이 오픈스페이스의 발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모전 1등을 차지한 얀젠계획은

건축계획 외에도 차별화된 오픈스페이스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도시내부에는 작은

규모의, 도시외곽에는 큰 규모의 숲, 공원, 정원, 초지들로 이루어진 환상형 분할의 구상을

제시하였고, 두 환상 사이의 고밀도 주거지에는 방사상의 녹지축이 계획되었다.

이러한 얀젠계획을 토대로 하여 오픈스페이스 계획공간의 적극적인 토지확보가 시작되

었다. 사유지와 오래된 산림은 베를린시 경계 밖에서도 광범위하게 매입되었고, 수많은 시

민공원과 분구원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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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29년 오픈스페이스 종합계획

얀젠계획은 1929년의 베를린시 오픈스페이스 종합계획의 표본이 되었다. 이 계획에서

처음으로 오픈스페이스 공급을 위한 최소기준이 정하여졌는데, 이러한 선견의 두 계획 덕

분으로 베를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녹색의 오픈스페이스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5.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

1950년대 이후 베를린 재건설은 주로 기존도시구조에 의존하였고, 추가 녹지는 파괴된

베를린의 쓰레기로 쌓아올려진 폐허더미 위에서만 생겨났다. 그 후 60년대는 서베를린뿐

만 아니라 동베를린에서도 자동차 통행을 우선하는 도시건설과 과도한 오픈스페이스 감소

가 특색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녹지계획은 기존 녹지의 연결 개선에 국한되었다.

70년대 이후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의 발달로 도시녹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고양되었

다.

90년대 초 독일 통일 이후 도시확장에 대한 예측은 수도 베를린이 급속히 팽창하여서

약 삼십만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었으며 베를린 인근지역에는 백오십만명의 거주인구가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베를린시 및 인근지역에서 550㏊ 이상의 주거용지와 산업용지, 업

무용지 및 상업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III. 베를린 오픈스페이스 체계

베를린 오픈스페이스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시 경계의 근린휴양경관

▪19세기 말 제국경제도약기 시대의 도심지 환상 공원

▪티어가르텐과 녹지축

▪정원 및 반공개 주거녹지

1. 시 경계 근린휴양경관

뮈겔제(Mueggelsee), 반제(Wannsee), 테겔러제(Teggeler See)의 3곳 호수 주변에 예전

부터 있었던 근린휴양지역은 여러가지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중요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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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균형기능을 갖고 있고, 베를린의 가장 중요한 식수원 지역이며, 또한 예민한 자연보호

지역인 동시에 시민의 휴양공간이다.

베를린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바탕으로 도시-농촌의 녹지축뿐만 아니라 베를린 인근지역

에서도 오픈스페이스 개념이 실현되고, 베를린시 경계에는 외곽환상공원이 구상되었다.

베를린시 녹지계획은 낮은 경관의 질과 부족한 녹지 때문에 시 북동지역에서 중점적으

로 다루어졌으며, 실제로 베를린 바림(Barnim) 지역에 3,200ha 이상의 면적이 대규모 근린

휴양지역으로 개발된다.

2. 제국 경제도약기 도심지 내부 환상 공원

내부 환상 공원은 제국 경제도약기시대의 고밀도 도심지를 빙 둘러 많은 시민공원, 공

원묘지, 소규모정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환상 공원은 절대적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몇

몇 지역에서는 새로운 오픈스페이스가 추가되어야 한다.

3. 티어가르텐과 녹지축

티어가르텐은 베를린 오픈스페이스 체계의 핵심으로서 도시구조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십자형 녹지축과 연결되어 있다. 이 녹지축은 동서로 흐르는 슈프레강과, 판케 저지대와

슈판다우어 선박운하에서 티어가르텐까지 남북으로 전개되는 녹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티어가르텐의 남쪽에는 대표적 도시광장들(포츠담 광장)과 오픈스페이스(쉐네베르거 쥐

드겔렌드 Schoeneberger Suedgelaende) 및 예전 철도부지에 새로이 계획된 글라이스드라

이엨(Gleisdreieck) 공원이 위치한다. 이 녹지축은 텔토우 운하(Teltowkanal)에 의해 시 남

쪽 경계까지 이어진다.

4. 개인정원과 반 공개 주거지 오픈스페이스

고도로 밀집된 도심지 내의 여러 개인정원, 반 공개 주거지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녹지

가 풍부한 도시주거지는 이용가치와 휴양가치 및 생태적 의미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계속

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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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베를린 환경생태계획

1. 종보호프로그램을 포함한 환경생태프로그램 (LaPro)

1976년 연방자연보전법 제정으로 도시 전체 녹지화 목표가 수립되었고, 환경생태계획이

라는 새로운 계획도구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1994년 베를린시는 예방적 환경계획의 측면에서 모든 공간계획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관련부서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환경생태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베를린 환경생태프로그램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연과 경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적합한 평가방법과 절차를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환경지도의 도움을 받아

모든 환경관련 기초자료와 보완조사를 통한 총체적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다.

독일 연방자연보전법 제 1조는

▪자연생태계의 수행력과 기능력

▪자연자원의 재생력과 지속적 이용 가능성

▪동․식물계 및 그 서식 공간

▪자연과 경관의 다양성, 고유성, 아름다움 그리고 휴양가치

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발전목표와 대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프로그램계획이 수립되었다.

▪자연생태계기능/환경보호 프로그램계획

▪비오톱보호 및 종보호 프로그램계획

▪경관풍치 프로그램계획

▪휴양 및 오픈스페이스이용 프로그램계획

베를린 환경생태프로그램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과 병행하여 공청회 등 많은 시민참여

를 거쳐 1988년 최초로 수립되고 1994년 동베를린 지역이 추가 되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계획된 토지이용의 종류와 규모가 축척 1:25,000으로 표현되고, 환

경생태프로그램은 자연과 경관의 관점에서 전체지역의 통합적인 고려 필요성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1) 자연생태계기능/환경보호 프로그램계획

도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는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환경생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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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생태계기능/환경보호 프로그램계획은 토양, 물, 대기와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에 중

점을 둔다.

베를린의 고밀도 도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매일 백삼

십만 대의 자동차가 베를린 도로를 통행하고 있고, 도심지 고밀도지역의 온도는 시 외곽

지역보다 9°C까지 더 높게 상승한다. 또한 도시 내 많은 지역의 불투수포장으로 인하여

연평균 4천만㎥ 이상의 강수가 하수관을 통해 강이나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계획은 생태적으로 예민하고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지하수, 토양, 기후의 보

호를 위한 우선지역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또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필요사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세부 대책들을 포함한다. 환경보호 발전은 변경이나 또는 계

획상의 실제상황에 맞도록 유도되었고 앞으로도 유도 될 것이다.

프로그램계획 중 몇 가지 내용들은 다른 전문계획도구들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한 까닭

에, 혹은 다행스럽게도 환경 상황이 확연히 개선된 까닭에 쓸모가 없게 되었다. 또한 아래

와 같은 몇 가지 내용들은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수정되어야 한다.

토양보호우선지역은 희귀한 토양이나 근자연형 토양을 뜻하며 해당지역과 연관된 세부

대책들을 규정한다(불투수포장 회피, 자연토양구조의 보호, 토양보호 경작, 심하게 오염된

토양의 복구 등).

오늘날 토양보호의 주요 목표는 토양을 유한 자연자원으로 인식하여 아끼며 사용하는

것 외에 다양하고 자연적인 토양기능의 유지 및 복구를 들 수 있다.

베를린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인구 백만이 넘는 도시로서 도시 전체의 식수를 시 경계내

의 지하수에서 충당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하수 확보문제는 자연생태계기능/환경보호 프

로그램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다. 유리한 지질학적 조건 덕분에 삼백사십만 베를

린 시민들은 여전히 질적으로 우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식수를 공급받고 있어 지표수

를 정수하거나 또는 생태적으로 염려스러운 광역 식수공급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베를린 상수공급소는 강변 지하수 집수방법(Uferfiltration)을 포함한 지하수만을 취수하

고 있는데, 이 지하수 취수는 주로 지하수위가 높은 슈프레 강과 하벨 강의 빙하계곡 삼

림과 습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식수 취수로 인한 지하수 수위 침강으로 대부분의 베를린 습지지역은 상당한 훼손을 입

었고, 이에 따라 자연생태계균형/환경보호 프로그램계획은 260㎢(베를린시 약 30%)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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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하수보호우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하수와 관련한 환경생태계획의 목표는 지속성의 원칙에 상응하고 지하수와 관련된 생

물의 서식공간 유지와 동시에 베를린시의 식수공급을 보장하는 생태친화적 지하수 이용의

확보에 있다.

베를린은 주변지역에 비하여 독특하고 변화된 도시기후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

적 균형지역을 갖고 있는 도시구조이다. 기후보호우선지역은 현재 베를린 면적의 75%인

680㎢에 이르고 있는데, 근본대책으로는 적합한 바람골의 개방, 이웃 지역들 간의 온도차이

유지, 또는 고밀도지역의 옥상과 벽면녹화 등이다. 또한 베를린 도심지의 100㎢가 대기오염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비오톱보호 및 종보호 프로그램계획

대도시들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그 주민의 다양성은 거대도시의 사회적 생활의 특징을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생식물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귀화한 야생 동․식물들의

혼합 역시 다양하여 고유한 비오톱보호 및 종보호 프로그램계획이 필요하다. 베를린 종보

호 목록에 의하면 2,000종 이상의 양치 및 개화식물이 분포하며, 약 6,000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입지조건의 변화와 대도시의 전형적인 다양한 토지이용 모자이크로 인하여 자생종의 다

양성은 감소하고, 귀화종, 전통적 도시화종 그리고 새로운 도시화종의 수는 늘어나게 된

다. 동식물들은 입지조건 중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생태적 적소에 서식하고 있다. 또한 대

도시 주변의 현대적 농업은 생물서식조건을 더욱 제한하고 이에 따라 귀화종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됨과 동시에 도시화종의 출현을 유발시킨다.

도시 모든 구역의 다양한 입지조건과 생물서식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보호 프로그

램계획에 비오톱 발전공간이 규정되었다. 이 비오톱 발전공간은 기존 대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비오톱보호 및 종보호 프로그램에 제시된다.

이 프로그램 계획의 핵심목표와 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치 있는 영역의 보호지역 지정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유지

▪생물 서식공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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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지이용에 비오톱보호 및 종보호의 융합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발전구상의 정착 외에도 옥상녹화, 새 둥지설치, 박쥐 서식공간

조성, 도로 밑 양서류이동통로, 곤충번식을 위한 나트륨압축가로등 설치, 그리고 하천개발

시 어류통로 및 관련시설 등 여러 구체적인 대책들이 실행된다.

종보호 정책이 갈수록 호응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연보호관청이 해당 절차에 참

여하고, 또한 건축가나 건축주들과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절차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

기 때문이다.

베를린 녹지정책의 다음 단계는 NATURA 2000의 베를린 연계망 통합과, 연방자연보전

법 3조에 의거한 비오톱 연결의 환경생태계획 실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를린시 10%

의 면적이 유럽, 독일연방, 주정부 차원의 비오톱연계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3) 경관풍치 프로그램계획

경관풍치 프로그램계획은 오픈스페이스의 자연공간 구조와 구성형태 뿐만 아니라 도시

화지역까지 포함한다.

고지대에 의해 둘러싸인 빙하계곡 안에 슈프레강이 흐르고 있는 도시의 위치는 베를린

의 경관적 동질성의 기본토대이다. 오늘날 소규모 하천인 테겔러강(Tegeler Fliess), 판케

(Panke), 불레(Wuhle), 에르페(Erpe) 연안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체험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그루네발트(Grunewald), 슈판다우어 숲(Spandauer Wald), 테겔러

숲(Tegeler Wald), 퀘페니커 삼림(Koepenicker Forst) 등 베를린의 숲들은 교외에 큰 녹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빙하계곡과 고지대는 최대 30m의 근소한 높이 차이만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크로

이쯔베르그(Kreuzberg), 프렌쯔라우어 베르그(Prenzlauer Berg)같은 “베를린 발코니”와 같

은 지형구조가 생겨났다.

자연공간적 조건 외에도 인간이 사는 모든 정착지는 오랜 시간을 거친 도시화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베를린마을이나 도심지역에 있는 제국경제도약기 건축물 혹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건축물 같은 건축구조들은 각 사회적, 기술적 발전상태가 반영된 모습이다. 전

쟁으로 인한 파괴와 장벽으로 인한 도시발전 중단 역시 그 흔적을 알아 볼 수 있다. 이러

한 모습들은 밀집된 도심지에서부터 저밀도 주거지역을 거쳐 도시외곽의 넓은 숲과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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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까지 이른다. 도시공간들은 조화롭게 구성된 부분과 단조로운 구조, 혼재된 공간들

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오픈스페이스 구조역시 건축물처럼 도시발전의 여러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제국경제도

약기때 조성된 도심지 소규모 광장들은 시민공원, 공원묘지, 분구원들로 구성된 다른 모습

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시 과실수, 조경수 또는 삼림수들이 특색인 주거지역이 연결된다.

도심공원으로부터 받는 편안한 느낌은 주거지역 사이의 수많은 연결된 녹지와 400,000그

루가 넘는 가로수 때문이다. 이러한 나무들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조차도 안정된 분위

기를 자아낸다.

프로그램계획은 입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단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과 그 대

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도심지에서 광장과 정원을 재조성하는 것인데, 단조로운 도로를

개선함으로서 미적인 효과 외에도 보다 나은 방향감을 제공하게 된다.

건축물 밀집지역은 공지, 광장 또는 오픈스페이스의 형태 등으로 보완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간의 연결지역에 대한 조망관계와 의도적 형태구성은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하천 주변의 공간은 열려 있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조망관계가 부각

되어야 한다.

도시외곽에는 경관미를 위하여 완전히 다른 발전목표가 추구된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유용식물, 산울타리 시설, 그리고 주거지 확장 시 경관전형적인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우선

시된다. 이로써 경관다양성에 있어서 경관전형적인 요소와 구조들을 확보하고 재생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

베를린 바님(Barnim)처럼 넓은 면적의 경관변화적인 대책 외에도 소규모 개선책이 경관

미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원거리

난방관의 제거 또는 예민한 경관영역에 있는 하천호안의 자연복원이나 캠핑장 철거 등을

들 수 있다.

경관풍치 프로그램계획에는 도시의 특징적인 오픈스페이스 구조와 역사적으로 가치 있

는 요소들이 명확하게 부각된다. 도시의 확장과 보완이나 새로운 건축물의 배치 그리고

예술정원 등은 이러한 기본토대 위에서 상황에 따라 확보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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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양 및 오픈스페이스 프로그램계획

환경생태계획 중 휴양 및 오픈스페이스부분의 궁극적 목표는 오픈스페이스와 관련된 휴

양을 위하여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고질의 충분한 오픈스페이스공간을 확보하는데 있

다. 따라서 자연적 특성과 입지로 인해 휴양시설로 특히 적합한 지역은 보전되어야 하며,

특히 도심지 밀집지역 같은 곳에서 휴양 이용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휴양을 위한 오픈스페이스가 도시구조의 요소가 된 데는 20세기 초 베를린시 지도급 인

물들의 폭넓은 시각과 통찰력과도 관계가 있다. 베를린 오픈스페이스 체계의 역사적 토대는

오늘날의 환경생태계획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1994년 이후 휴양과 오픈스페이스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계획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6개 새로운 공원시설 조성을 통한 내부 및 외부 환상 공원의 지속적 발전

▪역사적 근교휴양경관으로서의 베를린 바님(Barnim) 경관공간 조성

▪오픈스페이스 및 도심지와 도시외관 연계를 위한 녹지연결

▪하천 접근성 및 하천주변 이용성 개선

▪도시 주거지역의 오픈스페이스 공급 개선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거지나 오픈스페이스 공급의 질이 주민들의 도시만족도

에 대한 근본 척도이며 삶의 질에 대한 표현이다. 따라서 프로그램계획의 주요목표는 공

공 또는 사적 오픈스페이스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충분한 공급을 하는데 있다.

일반적인 개발목표 및 대책과 관련, 휴양지역 공급을 위하여 도시주거지역은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공급구분의 근거는 프로그램계획으로 제기된 양보다, 질 우선의 원칙에 입

각한 지난 수년간의 일반적인 기준치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계획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과 가까운 오픈스페이스(1인당 6㎡, 숲가장자리로부터 500m 범위)와 주거지와 가까

운 오픈스페이스(1인당 7㎡, 1,000m 범위) 공급

▪주요간선도로나 하천과 같은 장애물들을 고려한 원할한 접근성

▪다양한 건축구조 내의 사적 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급

또한 프로그램계획은 이들을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거주지의 사회

통계학적, 사회공간적인 구조와 관련해서 평가한다. 단계의 순서지정은 계획과 실행에서

우선권 설정과 대책의 조정을 유발하였다.



   독일 베를린 친환경 도시 발전을 위한 환경생태계획과 실현

49

베를린 시민들의 노쇠현상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특히 집과 가까운 주거지 주변에서의

휴양공급 필요성은 사회통계학적인 사실을 보면 더욱 의미가 커지게 된다. 2020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40% 이상의 퇴직연봉자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결정

적인 것은 주거지 주변 접근성외에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이용가능성으로, 즉 다양한

공급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은 여전히 도심지에서 가장 전형적인 휴양이 될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휴양제공의 근접성과 또다시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된다.

5) 집행단계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은 지자체, 공모전, 개별프로젝트,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계획, 공간

정비계획, 이웃 지자체의 계획 등 모든 영역에서 달성되어질 수 있다. 환경생태계획 집행

책임은 관청 간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담당부서의 업무영역이나 소관뿐만 아니라 베를린시

의 모든 부서와 관청에도 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구체적은 프로젝트 착수와 계획에서

부터 실현까지 따라다닌다. 환경생태계획은 고유의 자연보호도구인 지자체환경생태계획,

자연침해조정규정의 적용, 환경생태계획적 개념, 보호지역지정 규정, 종보호 프로그램, 자

연보호법 관련 인허가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

2. 환경생태계획

지자체환경생태계획은 환경생태프로그램의 집행도구이다. 지자체환경생태계획은 그 공

적 독립성과 구속력있는 법적 규정을 통해서 정치와 행정부서, 여론에 필수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지자체환경생태계획은 계획 차원에서는 지구상세계획과 일치한다.

환경생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두 가지 모두 법령으로서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실무상 이는, 예를 들어 건축허가나 토지이용에 대한 결정은 관련

환경생태계획 절차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역시 환경

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성공을 알아볼 수 있다.

3. 지구상세계획

지구상세계획에 환경생태계획 내용의 수용여부는 여전히 전문적 토론에서 계속 다루어지

고 있다. 총 19개의 기본규정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녹화대상지역으로부터 마을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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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특성에 따른 식재, 옥상 및 벽면녹화, 그리고 투수성․투기성이 낮은 도로포장 명시까

지 망라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담당자들과의 토론은 새로운 의무규정(예: 균형대책 및 대

체대책)에 대한 이해 외에도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대한 더 나은 상호이해를 가져왔다.

4. 환경영향평가/경관관리 동반계획

환경생태프로그램에서 명시된 다른 계획에 대한 전문기여에는 계획확정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생태계획은 베를린의 어느 장소든 간에 상관없이 지역을 망라하는 모든

정보들과 자연과 경관에 대한 평가와 발전목표들을 제공한다. 자연과 경관에 훼손이 발생

할 경우, 상기 네 개의 프로그램계획과 관련하여 훼손지에 필요한 균형대책이나 또는 다

른 대체장소의 대체대책까지도 이미 예상될 수 있다.

환경생태계획은 검토전문가이든 담당관청부서이든 관계없이 절차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

에게 환경개선을 위한 적합한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생태계획은 무엇보

다도 도시전체 면에서 균형조치 구상에 그 우선권을 둔다.

V. 전망과 새로운 과제

베를린시 발전구상(STEK 2020)에서 지정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선중점사항들은 현

재 정치적으로 활발히 토론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도시 전체적 균형조치 개념

▪비오톱 연계와 관련, 베를린의 20개 간선도로의 녹화연결

▪일시적 녹지이용에 대한 전략

환경생태계획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더욱 융통성이 있

어야 하고 발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세부문제에서는 프로젝트 친화적이어야 한다. 또

한 환경에 대한 유럽차원의 요구사항들이 환경생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는 예를 들어 보호자원으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건강, 문화자원과 유형자원, 그리고 생물다

양성을 요구하는 전략환경평가를 들 수 있다.

베를린 환경생태계획의 주 과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미래에 환

경을 복구할 필요가 없도록 도시 전체적 전략관점에서 계획목표들을 수립해 가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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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江戸川区の美しい都市のための緑の空間政策
~水と緑の調和したまちづくり施策~

長谷川和男

財団法人江戸川区環境促進事業団 　事務局長

Ⅰ. 江戸川区の概要

江戸川区は、首都東京都の中心部である２３区の東部に位置している。南は東京湾に面し、区

内を７つの河川が流れる水辺環境の豊かな都市である。東京２３区の中では面積、人口とも４番

目の大きな都市でもある。

表1　江戸川区及び東京23区の面積及び人口

江　戸　川　区 東　京　２３　区

面積（全域） ４９．０９㎢ ６２１．４９㎢

(水域） 　　８．６７㎢（１８％） －

陸域） ４０．４１㎢（８２％） －

人口 ６６５，１７２人 １２，７１８，５８２人

* ２００７．４現在
写真1　江戸川区全域

また、都心から約１０ｋｍ地点に位置していることから、都心の業務地に対して住宅地としての役

目を果たすとともに、首都圏における京葉工業地帯の一角を占め、製造業が立地する職住近接都市で

ある。しかし、国際競争が激化するなかで、物作り分野は郊外及び国外へと進展が進んでおり、本区

においても、産業立地が変化し、転出跡地は、マンション（アパートメントハウス）などの住宅地へ

と変身している。これは、東京２３区全体に共通する傾向でもある。このような中で本区の人口は過

去一貫して増え続け、近年は年平均約５、０００人の増加となっている。社会増は約２、５００人で

あり、世代別には２０歳から４０歳の層を中心とした転出入になっている。いわゆる若年単身層から

子育て世代である。また、自然増も約２、５００人となっており、その特徴は出生数が毎年６，００

０人程度で推移していることである。いわゆる合計特殊出生率は１．２５であり、東京２３区では最

も高い数値を示している。（東京２３区平均は１．００　日本国平均は１．２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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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江戸川区及び東京23区の平均年齢等

S 7 S 20 S 30 S 40 S 50 S 60 H 1 H 10

総人口 103,511 146,497 249,981 385,444 475,307 514,740 554,965 610,891

住基人口 103,511 146,497 249,981 383,544 472,402 510,689 547,370 598,268

外国人 － － － 1,900 2,905 4,051 7,595 12,623

住基世帯数 22,975 37,636 54,239 123,976 159,304 183,011 206,371 253,888

区の総人口の推移（各年１月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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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少人口率（14歳以下） 14.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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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化率（65歳以上） 15.7 18.7

合計特殊出生率 1.25 1.00
*

* 2006. 1現在

図1　人口の推移

Ⅱ. 水と緑のネットワ ク計画と整備概要

本区の水と緑のまちづくりは、１９７０年、環境浄化運動の柱の一つとして「ゆたかな心、地

にみどり」を合言葉に区民と行政が一体となった緑化運動から本格的に始まった。約３７年余月

にわたる努力の積み重ねの結果、今日では公園面積は東京２３区の中で１番多い、特徴ある水と

緑の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緑豊かな都市環境が整ってきた。

これからは、これら水と緑の資源を活用し、区民一人ひとりが身近な緑を育てる喜びをともに

感じながら、「豊かな心を育てる緑のまちづくり運動」を盛り上げ、「水、緑、ともに生きる豊

かな暮らし」の実現のため、区民との協働のまちづくりに取り組んでいく。

1. 江戸川区のまちづくり

現在からおよそ１００年前の江戸川区は、中小河川が無数に流れる低湿地帯が区域の大半を占

めていた。その後、耕地整理事業、土地改良事業などの農業基盤整備を盛んに実施し、その面積

は２，２８０ｈａに及んでいる。耕作は主に蓮の栽培であり、のどかな田園風景が広がってい

た。

やがて、工業化、高度成長、公害の蔓延などの歴史をたどる中で、本区にも都市化の波は押し

寄せ、蓮田は埋め立てられ市街化が急速に進むことになる。かつての農業基盤では立ち行かない

実態となっていっ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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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2　1900年の河川・用水路　 写真2　1945年の農業用水

一方で、低湿地帯であるがゆえに、台風による水害にもたびたび見舞われることとなり、特

に、１９４５年のキティ台風、１９４７年のキャサリーン台風では甚大な被害を被っている。水

害対策では洪水 高潮などの外的水害と、降雨による内的豪雨水害への２重の備えが必要であっ

た。外的水害に対しては、河川 海岸堤防の整備が、内的水害に対しては下水道の整備がその後急

ピッチで行われることになった。

写真3　1949年 キティ台風　　 写真4　1957年 豪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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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合開発基本計画》

「近代的都市づくりを進めるためには土地区画整理事業をおいて他にない。」という方針で、

１９６５年、本区は「総合開発基本計画」を定め、区民(市民)と総力をあげて土地区画整理事業を

中心としたまちづくりに取り組むこととした。

今日までに、組合施行６７７ｈａ、公共団体施行５９２ｈａ、合計１、２６９ｈａの事業に取

り組み、既に１，１５９ｈａが完成している。現在１１０ｈａが事業中であり、今後も基幹的都

市施設の整備とあわせて一層の事業拡大をめざすこととしている。

写真5　区画整理前 (一之江駅西部地区 ) 写真6　区画整理後 (一之江駅西部地区 )

2. 親水計画と整備概要

《江戸川区内河川整備計画 (親水河川整備計画)》

江戸川区は、江戸川・荒川といった大河川に囲まれ、南は東京湾に面し区面積４９．０９　　

ｋ㎡の約８０％が満潮位以下の低地帯である。かつて区内には、４２０ｋｍに及ぶ中小河川が存

在し、古来、利根川上流から運ばれ堆積した肥沃な田畑が形成され、のどかな風景の中で、子供

達は水遊びに興じていた。しかし、１９６０年代以降の急速な都市化により、これら自然豊かな

水路や中小河川は、生活排水などで汚れ、人々は次第に水辺から遠ざかってしまった。

また、こうした地形から一度雨が降ると水浸しになるなど、長い間、水との闘いが続いてき

た。こうした状況の中、下水道の普及により、やがては治水・利水といった役割を終えるこれら
の水路や中小河川の将来計画について、住民アンケートの結果を踏まえ、１９７２年に策定した

のが「江戸川区内河川整備計画（親水河川整備計画）」である。「埋め立てて道路にす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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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の環境河川として再生するか」…全国的にも、世界的にも都市の環境問題が大きな課題と

なっていた当時、この計画に基づき、 かつての清流を蘇らせて欲しい という地域住民の声に応

え、いち早く「古川親水公園」を１９７４年に完成させた。完成初期には、期せずして子供たち

が川に飛び込み、歓声をあげて全身で水遊びをすることになった。

計画規模は、親水公園５路線９，６１０ｍ、親水緑道１８路線１７，６８０ｍであり、現在で

は、親水緑道の一部を残し全線が完成している。

写真7　親水公園整備前 (1960年代) 写真8　古川親水公園

　　

《親水公園・親水緑道の効果》
親水公園・親水緑道は、四季折々の自然を感じられる散歩道として、また、生活の道として地

域の住民に活用されているだけでなく、水遊び（夏）・魚捕り・自然観察など、その効果は通常

の公園や緑道に比べ、多岐にわたり、水が流れていることによる付加価値は大きい。

写真9　小松川境川親水公園 写真10　新長島川親水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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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本区の親水公園・親水緑道にはボート遊びができる広い水面を持つものから、幅員２～

３メートル程の小規模な小川のようなものまで、様々な規模と形態のものがある。

写真11　新左近川親水公園 写真12　一之江境川親水公園

親水公園・親水緑道は、流れる水により、二つのタイプに分けられる。

ひとつは夏季を中心とした水遊びの時期に、水を浄化滅菌し、小さい子ども達も安心して遊べ

る水質を維持した親水公園である。日本初の親水公園である古川親水公園と小松川親水公園、新

長島川親水公園がこのタイプである。

江戸川区も、都市化の波が押し寄せる前は、美しい田園風景が随所に広がり、子供達は家の前の

小川で水遊びをしたものである。生活排水などで汚れた川を、水遊びのできる快適な水辺空間とし

て復活させることが、このタイプの親水公園に課せられたニーズの一つであった。そして、それは

見事に実現し、水遊びをする子ども達の表情はとても生き生きとし、それは田園風景の中で遊んだ

昔の子供達と同じものである。これらの親水公園は現在でも、子供達には根強い人気があり、夏季

には水遊びの利用が多く、一日中子供達の歓声と、その子供達を見守る大人の笑顔が絶えない。

しかし、水を浄化滅菌することによって、安心して遊べる水質を維持できる反面、生き物が棲

めない不自然な川といった印象は否めず、事実、そのような意見が出始めたのも事実である。都

市化により、人々の生活や利便性は向上したものの、車社会による排気ガスや住宅建設などによ

る緑の減少は、環境への影響が否めなかった。時代のニーズは都市部においても、人と自然との

共生が求められ、親水公園に魚などが棲む、より自然な川を求めるようになってきたのである。

こうして誕生したのが、大河川の自然水を引き入れ、浄化滅菌せずにそのまま流す２番目のタ

イプの親水であり、上記以外の親水公園とすべての親水緑道がそう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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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13　小松川境川親水公園 写真14　小松川境川親水公園

自然水をそのまま流すことにより、多くの水棲生物も流入してくる。そのため、護岸には空石

積や木杭を用いたり、河床は砂利敷にするなど構造的に生き物が住みやすい水辺づくりをし、水

生植物などを随所に植栽することにより、様々な生物が生息できるビオトープともいえる空間に

なっている。 野川の再生 をテーマとした近自然型の親水公園として整備された「一之江境川親

水公園」はこの代表的な親水公園である。

そして、「一之江境川親水公園」では、水遊びのできる快適な水辺空間のニーズも忘れず、夏

季の間のみ、部分的に水道水の循環ろ過した水遊び場を創った。この期間は、親水公園の自然水

の流れを水遊び場の地下をパイプで通過させ、下流へ流し続けることで、景観上もより自然に近

い親水公園となっている。

また、「左近川親水緑道」では、江戸川の河口近くが取水口のため、海水魚が入り込み、釣り

人を楽しませているなど、立地条件を活かした生き物との共生を再現している。

写真15　一之江境川親水公園 写真16一之江境川親水公園 （水の広場・夏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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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コミュニティの形成》

東京の下町では昔より、自分の家の前は自分で清掃する、という良き習慣があった。江戸時代

の商家では、毎朝全員で店の周辺を清掃し、打ち水をしてから商いを始めたものである。こうし

た気風が現代まで続き、いまでも毎朝、家の前を清掃する姿が随所に見られる。

一般的に、川はコミュニティの境界となっているが、親水公園・親水緑道が整備されると自宅
前の清掃から、さらに、草花を育てるなど、施設を大切にする自主的な活動が見られるように

なった。活動規模も個人的なレベルのものから、グループ単位の活動、施設全体を対象にした

「小松川境川親水公園を愛する会」のような大きな組織を立ち上げての活動まで様々である。

こうした様々なボランティア活動は、親水公園・親水緑道を自分達のそして地域の財産とし
て、子々孫々にまでよき財産として残し、引き継いでいきたいとの自発的な思いから発生した活

動である。

身近な親水公園・親水緑道を利用する中で、川を愛する気持ち、自然を大切にする気持ち、地域

を愛する気持ちが芽生えたのである。これらの活動は、大人だけに限らず、子ども達も含めた世

代を超えた広がりを見せている。

また、こうした人々の和を伴った活動は、ボランティア活動だけに留まらず、親水公園・親水
緑道・親水河川との関わりの中で、様々な形のイベントとして発展している。地域祭り、自然観

察会、魚の放流式といった様々なイベントが開催され、その中では地域の大人と子ども達が一体

となり、汗を流し、喜びを分かち合い、子供たちの未来を夢多きものとしている。

写真17　愛する会・清掃活動 写真18　自然観察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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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之江境川親水公園沿線景観地区》

２００６年１２月、一之江境川親水公園沿線景観地区が景観法による全国初の景観地区指定を

受けた。

今回、指定を受けた地区は、他に近江八幡市及び京都市であるが、これらは歴史的町並み等が

存在する、ある意味「特別」な地域であって、一方、この親水公園を中心とした一般住宅街を対

象に身近な生活環境の質の向上という点から、全国で初めての新規の景観地区の決定がなされた

先駆的な事例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

これからは、「住人が誇るふるさとを作りたい。」という地域の思いを胸に、自分たちで決め

たルールに基づき、理想の街並みの実現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になる。

写真19　一之江境川親水公園 沿線の街並み

本区では今後、古川親水公園や新川沿線等の地域にも働きかけをして、良好な景観形成の推進

に取り組んでい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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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3　景観地区による街並みのイメ ジ図

3. 緑化計画と整備概要

本区は、江戸川の河口部の江東デルタ地帯に位置し、かつては水田や蓮田などが広がる田園地

帯であった。しかし、１９６０年以降には、急激な都市化の波によって、緑が減少し、水路もド

ブ川と化すなど、生活環境の悪化と同時に、豊かな自然も失われてしまった。

これに危機感を抱いた本区では、１９６９年、区民と行政が一体となった環境浄化運動がス

タートし、翌年から、緑化運動と公園整備を、土地区画整理事業、下水道事業と並ぶ街づくりの

大きな柱として進めていくこととなった。

１９７２年には、「環境を良くする１０年計画」を策定、全国に先駆けて樹木の実態調査を東

京農業大学に委託し、区内の樹木を1本１本調査した結果、約１２０万本の樹木があることがわ

かった。この結果に基づき、緑化の目標を区民一人当りの樹木の本数を１０本、公園の面積を１

０㎡と定め、失われた自然と緑を取り戻し、快適な生活環境と個性豊かな都市環境の実現に向

け、数々の緑化施策を展開してきた。

特に、ドブ川に清流が蘇った古川親水公園のような快適環境の先駆的な事例を生み出す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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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の特徴を生かした水と緑のネットワークの整備は、都市基盤整備や区民施設等の建設と相

まって、地域住民が生き生きと暮らせる都市へと変貌を遂げる大きな要因となった。

現在では、区内の樹木数は５５３万本、公園の面積は３４１ｈａに達した。また、区民世論調

査の結果、８割近い区民の方が「緑に満足している」と答えており、まさに、水と緑は本区の豊

かな都市環境の大きな特徴であり、かけがえの無い財産になっている。区内には、本区が整備・
管理する区立公園が４２７園、約２１０ｈａ、と東京都が担当する都立公園が４園、１３１ｈａ

（東京湾上の海域に設けられた都立葛西海浜公園は除く）が整備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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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樹木

120万本

227万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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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万本
553万本

図4　樹木数の推移

区立公園については、都市公園法に基づく街区公園の誘致距離半径２５０ｍを基準とした公園

配置計画に基づき、公園用地を確保するために、広大な江戸川、荒川の河川敷や高速道路の高架

下の占用、区民の所有地の買い上げや借り上げなど様々な努力と工夫を積み重ねてきた。

特に、本区の街づくりの柱である土地区画整理事業からは、広さ２３ｈａの「総合レクリエー

ション公園」をはじめ数多くの公園が生み出され、計画的に整備を進めてきた。

また、東京都が整備する「都立篠崎公園」や「宇喜田公園」等については、整備促進を東京都

に働きかけているところである。

その結果、公園等の数は、１９７０年当時、わずか９８園・３８ｈａだったものが、２００７

年９月には、４３２園・３４１ｈａ2となり、一人当りの公園面積は、５．１１㎡に達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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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5　公園面積の推移

(1) 東京都からの移管による最初の区立公園

１９５０年 東京都は管理していた公園の一部を各市区に移管することになり、本区は区立公園

条例を制定し、「行船公園」（２９，７５２．０８㎡）、「大杉公園」（２，６６７.７７㎡）、

「逆井公園」（１，７２２.３２㎡）、３園の移管を受け、ここに最初の区立公園が誕生した。

その中で「行船公園」は、１９３３年、地元の篤志家が公園として東京市に寄付したもので、区

への移管を受けた後、本格的な公園整備を進めてきた経緯がある。公園の南半分には、自然動物園

と遊具広場、北半分には、池泉回遊式日本庭園の「平成庭園」と純日本建築数奇屋造りの茶室「源

心庵」があり、江戸川区を代表する公園として、区内外を問わず多くの方々に親しまれている。

写真20　平成庭園と源心庵 写真21　自然動物園（ふれあい動物コ 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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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広大な河川緑地

環境を良くする１０年計画のスタート時に、まず、江戸川・荒川の河川敷を国から無償で占用
し、区がグランドや自由に利用できる広場などとして、総面積は８７．７ｈａに及ぶ、野球場４

１面、サッカー場１０面等を整備した。大河川に囲まれた本区ならではの都市の貴重な空間とし

て、スポーツやレクリエーション、また、江戸川区花火大会や防災訓練、自然観察会やビオトー

プの整備などに活用されている。

写真22　河川敷の占用（篠崎緑地：江戸川） 図6　ビオト プ（南坂樋管～水辺の楽校）

(3) 土地区画整理事業

本区の街づくりの大きな柱である土地区画整理事業は、全体計画２,０４８ｈａに対し、これま

でに1,１５９ｈａが完了、現在１１０ｈａが事業中である。事業主体は、地権者による土地区画整

理組合、東京都施工、東京都の受託による江戸川区施工と３方式あり、それぞれの区域の中で計

画的に公園整備が進められ、現在までに１０１園１２３ｈａの公園が整備され、今後さらに２４

園３ｈａが計画されている。

代表する公園として、(株)東京電力から高圧送電線下の所有地の無償譲渡を受け、土地区画整理

事業から生み出される公園用地との一体化を図り、１９８３年４月以降１０年間で約１００億円

を投入して整備した「総合レクリエーション公園」（延長３ｋｍ，面積２３ｈａ）がある。この

公園は本区の南部地区の緑の核となる公園で、野球場、レジャープールをはじめ、キャンプ場、

バラ園、ポニー乗馬等の施設が連なる文字通り「総合公園」となっており、四季を通して多くの

来園者を迎え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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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現在事業中の地域では、「みずえ中央公園」、「下鎌田あじさい公園」等が新しく開園

し、地元町会や小学校の子ども達と一緒に開園を祝う会が開催された。これらの公園は、計画段

階から地域住民が公園づくりに参加しており（ワークショップ）、その過程で、公園への思いと

期待が膨らんで、完成後には祝う会やボランティアグループが結成されるなど、新しいまちづく

りと同時に新たなコミュニティづくりに効果をあげている。

写真23　総合レクリエ ション公園 写真24　開園を祝う会～記念植樹～

　　

(4) 葛西沖の埋立事業（葛西沖開発土地区画整理事業）

東京都の事業として１９７２年～１９９５年にかけて、かつて海苔やアサリなど漁場であった

葛西沖（本区の南に広がる東京湾）の約３８０ｈａに及ぶ埋め立て事業が行われ、豊かな自然と

都市機能が調和した新しい街、清新町と臨海町が誕生した。

この事業によって、「自然のままの海辺」を再現し、緑と水と人のふれあいをテーマとして整備

された「都立葛西臨海公園」（面積８０ｈａ）を始め、清新町には４箇所の公園（総面積２．７

ｈａ）が整備され、幅員３０ｍ、延長４ｋｍに及ぶ緑道と結ばれ、計画的につくられた市街地の

中における水と緑のネットワークの結節点として、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の事業から

は、「新長島川親水公園」、「新左近川親水公園」の用地も生み出された。

(5) 亀戸、大島、小松川地区再開発事業

東京都は、江戸川区と東に隣接する江東区の２区にまたがる面積１１４ｈａの区域を１９７９

年～２００８年の計画で、防災拠点として災害に強い街づくりを進めている。防災機能の充実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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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るために、東京都が避難場所となる面積２４ｈａの大島小松川公園を整備、国が荒川の治水の

ためスーパー堤防事業を行った。本区は、このスーパー堤防上の緑地を活用し、延長２ｋｍ、面

積５．９ｈａに及ぶ桜の名所、「小松川千本桜」を整備、これを機に小松川千本桜を愛する会が

誕生して、桜を中心とした地域コミュニティが形成されている

写真25　清新町内の公園（さざなみ公園) 写真26　小松川千本桜

(6) 南小岩七・八丁目地区　密集住宅市街地整備促進事業
狭い道路や木造住宅などが密集する南小岩の一部、面積４０ｈａを２００１年～２０１０年ま

でに、主要生活道路の整備や緊急車両が通行できるよう道路拡幅、また建物の不燃化、耐震化を

進めると共に、公園の整備を進めてきた。

既存の４つの公園に加えて、昨年には、３００㎡から５００㎡程度の公園５箇所を新設した。

防災の観点から、すべての公園に井戸が掘られており普段は子どもの遊具になっている。このよ

うなアイデアは、計画段階での地域住民のワークショップにより生まれ、地域住民に親しまれて

いる。

(7) 江戸川区住宅等整備事業における基準等に関する条例に基づく提供公園

江戸川区では、マンション等の共同住宅の整備に伴い、環境空地の整備が義務付けられてい

る。そのうち一定規模の共同住宅事業については、計画段階から事業者と協議を行い、環境空地

を公園として整備してもらい、区立児童遊園として、地域に一般開放している。現在までに８３

園、９haの提供公園が誕生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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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27　井戸のある公園（かるがもひろば ） 写真28　提供公園（中央二丁目公園）

(8) 土地所有者からの公園用地の借り上げ及び買収

環境を良くする１０年計画のスタート時から、公園用地拡大のため、積極的に土地所有者から

固定資産税を免除する代わりに土地を借り上げ（５年契約・更新）、公園整備を進めてきた。

現在７４園、合計面積６６㏊が民間からの借地の提供を受けている。また、この間、工場の跡

地を地域要望に応じる形で買収したり、公園として借り上げていた民有地の買収なども進めてき

た。規模は小さいものの、工場が残る地域や宅地化が進む地域の中で、潤いと安らぎの場を恒久

的に確保する　役割を果たしている。

写真29　工場跡地の公園（中央森林公園） 写真30　建設記念碑（中央森林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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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区内の東京都立公園の整備概要

(1) 篠崎公園　開園１９６７年 開園面積２８.８ha、全体計画面積８６.８ha

現在、野球、テニスなど各種球技のグランドが整備されており、毎年１０月には、江戸川区民

まつりが開催され５０万人の人出を迎えている。

整備率は３３．２％と低く、現在もなお、用地買収を行いながら整備が進行中である。江戸川

に接して。

(2) 宇喜田公園　開園２００２年 開園面積５.4ha、全体計画面積２０.０ha

区立行船公園と隣接する当園は、身近なスポーツが楽しめる公園として少年野球広場をはじ

め、草花広場、ガーデンパークなどが整備されている。また、防災用の井戸や休憩所等、防災施

設も充実している。いる区域では、スーパー堤防化の計画がある。

写真31　篠崎公園 写真32　宇喜田公園

(3) 大島小松川公園　開園１９９７年 開園面積２４.４㎡

江戸川区と隣の江東区の２区にまたがり、防災公園として整備された。スポーツ広場や自由広

場が設けられており、荒川に接する部分はスーパー堤防となっており、「区立小松川千本桜」と

一体的になっている。 普段はレクリエーションの場として利用されているが、災害時には近隣２

０万人の避難広場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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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葛西臨海公園　開園１９８９年 開園面積８０.０ha

東京湾の埋め立て事業の中で、臨海部の自然環境を取り入れて整備された公園で、園内には、

「葛西臨海水族園」、鳥類園、大観覧車、江戸川区が経営する「ホテルシーサイド江戸川」等が

ある。東京湾にはバードサンクチュアリーも整備されており、東京湾に広がる「都立葛西海浜公

園」（海域　　面積４１２㏊）へと続いている。

写真33　大島小松川公園 　自由の広場 写真34　葛西臨海公園（臨海水族園）

5. 街路樹の概要

本区では、１９７２年策定の「環境をよくする１０年計画」により、街にやすらぎと潤いを与

える緑の確保を積極的に進めるため、様々な緑化施策を展開してきた。その一つとして、暮らし

にとけ込む「水と緑」をつなげながら人々や生き物が楽しく行き交うことができるネットワーク

づくりを推進してきた。

街路樹の整備は、それらを担う重要な施策として下水道事業や土地区画整理事業の進捗に合わ

せ、「安心して歩ける道づくり」を念頭に、迅速な環境改善と美しい都市景観の形成のため、よ

り質の高い街路の緑空間を創出してきた。

なお維持管理については、１９９５年より区内を数ブロックに分割し、それぞれ造園業者に定

期的な除草清掃や剪定刈込、害虫駆除など、１年を通して樹木の管理を委託している。さらに、

２００７年からは別々に発注していた公園・児童遊園の管理についても、同一ブロックとして管

理の　一元化を図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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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7　街路樹本数と下水道普及率の推移

写真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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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公園の管理

(1) 管理形態の特徴

本区は、５箇所の親水公園をはじめ、４２７箇所（２００７年４月１日 現在）の大小の様々な

公園・児童遊園の管理業務を「財団法人江戸川区環境促進事業団」に委託している。

このために、区内を２５地区、３公園に分け、日常的な公園清掃と点検、定期的な樹木管理等

について、区内の造園管理業者に管理委託方式を採用し、これらの指導監督を中心に、適正かつ

効率的な管理に取り組んでいる。

また、この委託の主要業務である園内及び手洗所の清掃については、「社団法人江戸川区高齢

者事業団」の会員約７００名が従事し、地域の中での生きがいと健康づくりに効果を上げてい

る。

写真36　高齢者による清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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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財団法人江戸川区環境促進事業団
人と自然の調和のとれた都市環境づくりには、新しい視点からの発想や効率的運営など、企業

的な感覚が求められている。この考え方に基づき、１９８０年に本区は環境促進事業団を設立し

た。以来今日まで、親水公園や総合レクリエーション公園など区民に親しまれる「水と緑豊かな

環境づくり」に取り組んできた。

《概　　要》

　■ 名　　　称　：　財団法人江戸川区環境促進事業団

　■ 所　在　地　：　東京都江戸川区中央１－４－１

　■ 設立年月日　：　１９８０年４月１日

　■ 目　　　的　：　江戸川区の自然環境の回復と保全、河川の親水機能と公園事業の開発振興を

図ることによって、区民生活の向上と豊かな人間性の高揚に寄与する。

　■ 職　員　数　：　１２３名（平成１９年４月１日 現在）

　■ 基本財産　：　４，０００万円（平成１９年４月１日 現在）

　■ 事業規模　：　４０億２，１７０万円　（平成１９年度一般会計予算）

　 　□ 人　件　費　等 　９億３，１９９万円

　 　□ 公園運営事業費 ２９億１，０１３万円

技術担当課

（2名）

評議員会

常任委員会

庶　務　課

（7名）

理

　

　

事

みどりの推進課

（7名）

整　備　課

（9名）

理

事

長

副

理

事

長

常

務

理

事

事

務

局

長

施設第一課

（13名）

理　事　会

ポニーランド

（20名）

動物衛生課

（2名）

施設第二課

（18名）

監

　

　

事

施設第三課

（27名）

自然動物園

（17名）

■ 組　織　図（２００７年４月１日現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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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計画（公園運営事業費）》

■ 平成１９年度事業計画/□ やすらぎと彩りのある環境の （単位：円）

事業項目 事業細目 事業規模

１ 公園・児童遊園等の管理 2,694,887,000

（１）公園 924,338,000

（２）児童遊園・広場 341,043,000

（３）特色のある公園 （１）総合レクリエーション公園 348,941,000

（２）小岩菖蒲園

（３）平井・小松川運動公園、小松川千本桜

（４）行船公園

（５）今井児童交通公園（公園予算に含む）

（４）親水公園 （１）古川親水公園 736,014,000

（２）小松川境川親水公園

（３）新長島川親水公園

（４）新左近川親水公園

（５）一之江境川親水公園

（５）親水緑道(１８路線) 178,396,000

（６）水辺に親しむ事業 54,221,000

（７）河川敷グランド （１）江戸川河川敷(江戸川グランド) 111,934,000

（２）荒川河川敷(小松川グランド)

□ 公園等におけるパ トナ シップの充実

事業項目 事業細目 事業規模

１ 水と緑の啓発事業 （１）水と緑のセンター機能の充実 18,009,000

（２）こどもの公園ボランティア体験支援事業

（３）みんなの家に花いっぱい運動の推進

（４）花と緑のアピール事業

（５）あなたの思いを形に　公園キラリ事業

（６）みどりのもったいない運動

２ イベントの開催等 （１）江戸川さくらまつり 32,541,000

（２）第３１回緑のフェスティバル

（３）第３３回花壇コンクール

（４）第２６回小岩菖蒲園まつり

（５）新中川フェスタ２００７

（６）花と緑の写真・短歌･俳句コンクール

（７）アウトドア・イベント・イン・アラカワ２００７

（８）総合レクリエーション公園・スプリング、オータムフェア

３ 緑化推進事業 15,7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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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動物と親しむ事業

事業項目 事業細目 事業規模

１ 自然動物園 87,116,000

２ ポニーランド 67,371,000

□ レクリエ ション施設運営事業

事業項目 事業細目 事業規模

１ パノラマシャトルの運行 4,864,000

２ 新左近川親水公園ボート場の運営 16,039,000

(3) 緑のもったいない運動（緑のリサイクル）

公園の落ち葉は、ゴミとして処理するのではなく、腐葉土として区内の学校農園や公園の植え

込み地、また公園新設、改修時の土壌改良に利用している。さらに近年では、事業団が管理する

ポニーランドから発生する馬糞を混合して、１袋１００円詰め放題のワンコイン腐葉土として区

民向けに販売も行っており好評を得ている。

また、樹木の剪定枝は、粉砕してチップとして公園内に敷均し、さらに堆肥として熟成してイベ

ント等で配布している。

写真37　ワンコイン腐葉土の販売 写真38　剪定枝の粉砕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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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区民とのパ トナ シップの構築

区内では、様々な地域や施設でボランティア活動が根付く中、それぞれのボランティア活動を

体系化したものが、江戸川区のアダプト制度である。

２００４年に発足したこの制度の目的は「身近な公共スペース（道路、公園、橋、水辺等）

を、自分たちの財産として守り育てるため、自主的にボランティア活動を行っている多くの活動

者の交流をとおして、『ボランティア立区えどがわ』の実現を図り、更なる地域力の発展をめざ

すため」としている。区では、この制度をより発展させるため、活動発表や交流の場として、ア

ダプト活動交流会を開催するなど、様々な活動支援を行っている。昨年２月に開かれた第２回

「江戸川区アダプト活動交流会」では、ソウル市立大学の李教授を団長とする視察団の皆さんに

もご参加頂き、この国際的な交流の実現によって、交流会に参加したボランティアにとっても、

おおいに励みになった。

活動の内容も活動場所も様々だが、地域を愛する心は皆同じである。様々な活動をするボラン

ティア同志の交流が更なる「地域力」の発展につながることは疑う余地のないところである。そ

して、この「地域力」が親水公園・親水緑道などを中心とした水と緑の資源を更に発展させ、よ

りよいものに導いていくのも事実である。.

写真39　交流会でのワ クショップ 写真40　交流会で挨拶される李教授

これまで築きあげてきた、これら水と緑の資源を、区民一人ひとりの生活の中に活かすこと

は、区民生活がより一層豊かな広がりを持つことになる。なぜなら、豊かな環境のもとには、人

も生き物も集まり、コミュニティの輪が広がっていくか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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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からの江戸川区は「水・緑、ともに生きる豊かな暮らし」を目標に、豊かな水辺と触れ合

い、身近な緑を育てる喜びを共に感じながら、自然と共生し、区民が毎日を楽しく生活する姿を

目指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

(1) 公園ボランティア活動の支援

「良き環境のもとに、良き住民性が育つ」という１９７０年にスタートした緑化運動の精神

が、これまでの街づくりの中で着実に根づき、大きく育ってきた。そのあらわれの一つとして、

公園・児童遊園等でのボランティア活動が定着しつつある。現在、公園１１１園で２,４２７名

（２００７年１０月１日現在）の区民が、公園での清掃や花の手入れをはじめ、プレーパークの

運営や竹を活かした公園づくりなど様々な活動を行っている。

これら公園ボランティア活動を支援するため、当事業団が仕組みづくりや、ＰＲ、交流会の開催等

の役割を担い、ボランティアのリーダーと連携を図りながら進めている。公園ボランティアの主体性

を尊重しつつ、行政との良好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するため、行政は区民の発想や思い、行動力

を支えていくことで、区民一人ひとりの水と緑を共に生きる豊かな暮らしの実現を図っていく。

写真41 公園ボランティア～プレ パ クの運営 写真42　公園ボランティア～竹の植付け作業

(2) 水と緑の区民カレッジ講座の開催

親水公園を始め、身近な公園・児童遊園等で繰り広げられるボランティア活動をさらに広げる
ため、区民を対象とした様々な講座講習会を開催している。

講座の分類としては、①みどりを学ぶ・楽しむ ②みどりのもったいない運動 ③みどりを育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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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 ④公園ボランティア養成 のジャンルがあり、来年度は全２４講座が開催予定である

写真43　ウェルカムガ デナ 養成講座 写真44　小松川千本桜・さくら観察会

(3) イベント

公園や花や緑をテーマとしたイベントは、重要な緑化啓発事業であり、地域コミュニティの醸

成の一環として位置づけ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

江戸川さくらまつり(３～４月)、緑のフェスティバル(４月)、花の祭典、バラ・サツキ展(５
月)、環境フェア、花壇コンクール、小岩菖蒲園まつり、新中川フェスタ(６月)等を中心に、身近

にある公園や水辺を活用した様々なイベントを開催している。

なお、２００８年６月には「環境フェア２００８全国花のまちづくり江戸川大会」の開催を予

定している。

写真45　花壇コンク ルのプロの作品　 写真46　新中川フェス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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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民有地の緑化

潤いのある緑豊かな街づくりを進めるためには、公共の緑化を進める一方で、民有地の緑の保

全と緑化の推進を図り、調和のとれた緑の美しいまち並みを形成する必要がある。

(1) 寄贈樹木の受け入れ（江戸川区緑化推進要綱　1973年制定）

この制度は、貴重なみどりの保全を図るため、区民が住宅の増改築等によって宅地内の樹木を

やむをえず撤去せざるをえないような場合、区民からその樹木の寄贈を受け、公園や学校などの

公共施設へ移植し、みどりの充実を図るものである。

この１０年間で延べ２,８７０本の寄贈を受け、公園等の公共施設に植栽、活用してきた。

(2) 緑化協定施設への植栽（江戸川区緑化推進要綱　1973年制定）

この制度は、区民が散策、憩の場として利用できる広場や緑地帯等を持つ共同住宅、病院、幼

稚園、工場、商店街など民間施設に対し、緑化協定を結び、区が植栽を行い、管理を民間施設側

で行う制度である。この１０年間に延べ６８件の施設に５,４００本の植栽を行った。

写真47　日本庭園に植えられた寄贈樹

（アカマツ）

写真48　緑化協定施設の植栽

(3) 江戸川区住宅等整備事業における基準等に関する条例（旧：住宅等整備指導要綱）
この制度は、良好で秩序ある市街地を形成するため、中高層共同住宅等の建築物の建設及び、

一定規模以上の土地利用を行う場合、区が快適な住環境のための基準を定めたもので、今年７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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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条例化により、必要な整備を義務づけるものとなった。

緑化については、敷地面積や住戸数に合せて区の定める基準に基づき、事業主に環境空地（緑

地や公園等）の整備を義務づけている。

(4) 名木・古木の保護（江戸川区緑化推進要綱、保護樹木の指定制度 1973年制定）

地域のシンボル樹となっている巨木や、歴史的価値の高い名木や古木に対し、特に保護が必要

と認めたものを、その所有者の同意を得て保護樹木として指定するものであり、現在　 　 ４００

本が登録されている。

保護樹木に対しては、樹勢診断や病気治療等必要に応じて区が助成している。

(5) グリ ンバンク制度（2005年制定）

民間の樹木を有効利用するため、樹木を譲りたい人、樹木が欲しい人、それぞれの情報を事業

団が受け付けて、ホームページ等で公開することで、樹木を譲りたい人から欲しい人への引渡し

の仲介を行っている。

写真49　共同住宅の環境空地　　　　　　　　　 写真50　保護樹（ケヤキ：古川親水公園 沿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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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おわりに

１９７０年、「ゆたかな心、地にみどり」を合言葉に、また、親水公園発祥の地として、区民

と一体となって特色ある「水と緑のまちづくり」に取り組んできた結果、１９９７年には、「第

１７回緑の都市賞※1」最高賞の「内閣総理大臣賞」を受賞した。

それから１０年後、本年９月２８日には、農林水産省、国土交通省が提唱する「花のまちづく

り」の普及を目的として実施されている「第１７回全国花のまちづくりコンクール※2」におい

て、最高の賞である「花のまちづくり大賞（農林水産大臣賞）」を受賞した。単なる美観だけに

とどまらず、環境保全や地域の活性化、加えて市町村部門では住民との連携、協働の取組みも総

合的に審査される中、江戸川区の親水公園をはじめとする水と緑の豊かなまちづくりや、積極的

な区民との協働、活発な都市農業等、長年にわたる取り組みが高く評価されたものである。

このことは、区民と行政が一体となった緑化への取り組みと緑豊かな都市環境が全国的に最高

の評価を受けたものといえる。この実現までの基礎となったものは、かつて苦しい水害との闘い

や様々な環境問題と常に正面から立ち向かってきた区民と行政との間に培われた、固い信頼関係

と協働の精神であり、これ無くしては実現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そして、区としては、長年にわたる「よいまちをつくろう」という区民の努力と情熱が、こう

した最高位の評価につながった成果として捉え、引き続き、すみやすく水と緑豊かな、美しいま

ちづくりを進めていく方針である。

※1「緑の都市賞」について…緑豊かな都市づくり、街づくりを目指し、緑化や緑の保全に実績

を上げている民間・公共団体を全国から選んで顕彰するもの。「緑の都市づくり部門」に江戸川

区全域を対象として応募した。◎主催（財）都市緑化基金、読売新聞社◎後援：総理府、国交

省、国土庁、外

※2「花のまちづくりコンクール」について…国際花と緑の博覧会（１９９０年）の開催を契機

に、その基本理念である「自然と人間との共生」を継承・発展させるため翌１９９１年から実施
されており、今年で１７回目の開催となる。◎提唱：農林水産省、国土交通省◎主催：花のまち

づくりコンクール推進協議会/㈶国際花と緑の博覧会記念協会、㈶都市緑化基金、㈶日本花普及セ
ンター、㈶日本花の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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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 에도가와구의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 정책

-물과 녹지가 조화를 이룬 마을가꾸기 시책-

하세가와 토시오

재단법인 에도가와구 환경촉진사업단 사무국장

Ⅰ. 에도가와구 개요

에도가와구는 수도 동경도의 중심부인 23구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은 동경만에

접해있으며, 구내에 7개의 하천이 흐르는 수변환경이 풍부한 도시이다. 동경 23구 중에서

면적과 인구 모두 4번째로 큰 도시이다.

표 1.　에도가와구 및 동경23구 면적과 인구

에도가와구 동경23구

면적（전역） ４９．０９㎢ ６２１．４９㎢

　　（수역） 　　８．６７㎢（１８％） －

　　（육역） ４０．４１㎢（８２％） －

인구 ６６５，１７２명 １２，７１８，５８２명

* ２００７．４월 현재사진 1.　에도가와구 전역

또한 도심으로부터 약 10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의 대부분이 업무지인 것에 비

해 주택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동시에 수도권에 있어서 케이요(京葉)공업지대의 일부

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입지의 직주근접 도시이다. 그러나 국제경쟁이 급변하는 제조업 분

야는 교외 및 해외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도가와구도 산업입지가 변화하

여 이전적지는 맨션(아파트먼트하우스) 등의 주택지로 변신하고 있다. 이것은 동경 23구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도가와구의 인구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계속 증가하여 최근에 평

균 약 5,000명 정도 증가 되고 있다. 사회증가는 약 2,500명이며, 세대별로는 20세부터 40

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혼자 사는 젊은 세대부터 양육

세대까지 다양하다. 또 자연증가도 약 2,500명이 되어 출생수가 매년 6,000명 정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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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소위 합계 특수 출생률은 1.25이며, 동경 23구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고 있다. (동경 23구 평균: 1.00,　일본 평균: 1.25)

표 2.　에도가와구 및 동경 23구의 평균연령

S 7 S 20 S 30 S 40 S 50 S 60 H 1 H 10

総人口 103,511 146,497 249,981 385,444 475,307 514,740 554,965 610,891

住基人口 103,511 146,497 249,981 383,544 472,402 510,689 547,370 598,268

外国人 － － － 1,900 2,905 4,051 7,595 12,623

住基世帯数 22,975 37,636 54,239 123,976 159,304 183,011 206,371 253,888

区の総人口の推移（各年１月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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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数

660,896人

世帯数は住基のみ

에도가와구 동경23구

평균연령 40.54세

연소인구율（14세이하） 14.9％ 11.2％

생산연령인구（15～64세） 69.4 70.2

고령화율（65세이상） 15.7 18.7

합계특수출산율 1.25 1.00

* 2006. 1월 현재 그림 1.　인구변화추이

Ⅱ.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 계획과 정비 개요

본 구의 물과 녹지의 마을가꾸기는 1970년 환경정화 운동의 하나로 「풍부한 마음, 흙

과 녹지」를 표어로 하고 구민과 행정이 일체가 된 본격적인 녹화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약 37년에 걸치는 노력이 축적된 결과 오늘날 공원면적은 동경 23구 중에서 가장 많고,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녹지가 풍부한 특징 있는 도시환경이 갖추어졌다.

지금부터는 물과 녹지 자원을 활용하여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주변의 녹지를 키

워가는 기쁨을 함께 느끼면서 「풍부한 마음을 키우는 푸른 마을가꾸기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물, 녹지, 함께 사는 풍부한 생활」의 실현을 위해 구민과의 협동 속에서 마을가

꾸기에 노력해 가고 있다.

1. 에도가와구의 마을가꾸기

지금부터 대략 100년 전의 에도가와구는 중소하천이 무수히 많은 저습지대가 구역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 경지정리사업, 토지개량사업 등 농업 기반정비를 활발히

실시하여 그 면적은 2,280ha에 이르고 있다. 경작은 주로 연꽃을 재배하였으며 조용하고

한가로운 전원풍경이 펼쳐진 곳이었다.

마침내 공업화와 고도성장, 공해의 만연 등의 역사를 더듬어 온 가운데 에도가와구에서



   동경도 에도가와구의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 정책

85

도 도시화의 물결이 밀어닥쳐 연꽃밭은 매립되었고 시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농업기

반으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

그림 2. 1900년의 하천・용수로　 사진 2. 1945년의 농업용수

또한 저습지대이었기 때문에 태풍에 의한 수해에 빈번히 휩쓸렸고, 특히 1945년의 키티

태풍, 1947년의 캐서린 태풍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해 대책에서는 홍수나 만수위

등 외적인 수해, 강우에 의한 내적인 호우수해 피해에 대한 이중의 준비가 필요했다. 외적

수해에 대해서는 하천과 해안제방의 정비가, 내적 수해에 대해서는 하수도의 정비가 그

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사진 3. 1949년 키티 태풍　　 사진 4. 1957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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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개발기본계획》

「근대적 도시 가꾸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에 다른 것이 없

다.」라고 하는 방침으로 1965년 구에서 「총합개발기본계획」을 정하고, 구민(시민)과 총

력을 기울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중심으로 한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조합에서 시행한 것 677ha, 공공단체에서 시행한 것 592 ha, 합계 1,269ha의

사업이 이루어져 모두 1,159ha가 완성되었다. 현재 110ha가 사업 중이며, 앞으로도 기간적

도시시설의 정비를 포함하여 한층 더 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5. 구획정리 전(이치노에역 서부지구 ) 사진 6. 구획정리 후(이치노에역 서부지구 )

2. 친수계획과 정비개요

《에도가와구내 하천 정비계획(친수 하천 정비 계획)》

에도가와구는 에도가와ㆍ아라카와라고 하는 대하천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도쿄만

에 접해 있어 구면적의 49.09k㎡의 약 80％가 만조시 이하의 저지대이다. 예전부터 구내에

는 420km에 이르는 중소 하천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토네가와 상류로부터 흘러

와 퇴적된 비옥한 전답이 형성되어 한가로운 풍경 속에서 아이들은 물장난을 즐겼다. 그

러나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자연이 풍부한 수로나 중소 하천은 생활배수

등으로 오염되어 사람들은 점차 물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지형에서는 한 번 비가 내리면 침수 되는 등 오랫동안 물과의 투쟁이 계속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수도의 보급에 의해 마침내 치수·이수라고 하는 역할을

끝내고, 수로나 중소 하천의 장래 계획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1972년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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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던 것이 「에도가와구 내 하천 정비 계획(친수 하천 정비 계획)」이다.「매립하여 도

로(道路)로 할 것인가」「도시의 환경 하천으로서 재생할 것인가」…전국적·세계적으로도

도시의 환경문제가 큰 과제가 되고 있던 당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예전의 청류를 소생시

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하루빨리 「후루카와 친수공원」을

1974년에 완성시켰다. 완성 초기에는 우연히 아이들이 강에 뛰어들어 환성을 지르며 온몸

으로 물장난을 하였다.

계획 규모는 친수공원 5개 노선 9,610m, 친수녹도 18개 노선 17,680m이며, 현재는 친수

녹도의 일부를 남기고 전노선이 완성되었다.

사진 7. 친수공원정비전(1960年代) 사진 8. 후루카와 친수공원

　　

《친수공원·친수녹도의 효과》

친수공원·친수녹도는 사계절 그때 그때 자연을 느껴지는 산책로로써, 그리고 생활의 길

로써 지역 주민에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장난이나 물고기 잡기·자연관찰 등 그

효과는 일상의 공원이나 녹도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크다.

또한 에도가와구의 친수공원·친수녹도는 보트 놀이가 가능한 넓은 수면도 있고 폭 2～

3m정도의 소규모의 시냇물과 같은 것도 있어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다.

친수공원·친수녹도는 흐르는 물에 따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름을

중심으로 한 물장난의 시기에 물을 정화 멸균하여 작은 아이들도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수

질을 유지한 친수공원이다. 일본 최초의 친수공원인 후루카와 친수공원과 코마츠카와 친

수공원, 신쵸시마가와 친수공원이 이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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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고마찌가와-사카이가와 친수공원 사진 10. 신쵸시마가라 친수공원

사진 11. 신사콘가와 친수공원 사진 12. 이치노에사카이가와 친수공원

에도가와구도 도시화의 물결이 밀려들어오기 전에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었으며 아이들은 집 앞의 시냇물에서 물장난을 했었다. 생활하수로 더러워진 하

천을 물장난이 가능한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이 유형의 친수공원에 부과

된 요구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하게 실현되어 물장난을 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매우 활기 넘쳐 전원 풍경 속에서 놀고 있는 옛 아이들과 같았다. 이러한 친수공원은 현

재에도 아이들에게는 많은 인기가 있고 여름에는 물장난의 이용이 많아 하루 종일 아이들

의 환성과 이러한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른도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물을 정화멸균을 함으로써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비자연의 강이라고 하는 인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

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다. 도시화에 의해 사람들의 생활의 편리성은 향상되었지만 자동차 사

회에 의한 배기가스나 주택 건설 등으로 녹지의 감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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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대의 요구는 도시지역에 있어도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이 요구되어 친수공원에 물고기 등

이 서식하는 보다 자연적인 강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진 13. 고마츠가와사카이가와 친수공원 사진 14. 고마츠가와사카이가와 친수공원

이렇게 하여 탄생된 것이 대하천의 자연수를 끌어 들여 정화 멸균하지 않고 그대로 흘

려보내는 2번째 유형의 친수이며, 그 밖의 친수공원과 모든 친수녹도가 그렇다. 자연수를

그대로 흘려보냄으로써 많은 수서 생물이 유입해 왔다. 그래서 호안에는 공극이 있는 돌

쌓기나 나무말뚝을 이용하고 강바닥은 자갈로 까는 등 구조적으로 생물이 살기 쉬운 수변

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수생식물 등을 여기저기에 식재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

는 비오톱 공간이 조성되었다.「노가와의 재생」을 테마로 한 근자연형의 친수공원으로서

정비된 「이치노에사카이가와 친수공원」은 대표적인 친수공원이다.

그리고 「이치노에사카이가와 친수공원」에서는 물장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

의 요구도 잊지 않고 여름에만 부분적으로 수도물을 순환 여과 하여 물놀이 장소를 만들

었다. 이 기간은 친수공원의 자연수의 흐름은 물놀이 장소의 지하를 파이프로 통과시켜

하류에 계속 흘리는 것으로 하여 경관상으로도 보다 자연스럽게 가까운 친수공원이 되고

있다.

또 「사콘가와 친수녹도」에서는 에도가와의 하구 가까이가 취수구이기 때문에 해수어

가 들어와 낚시꾼을 즐겁게 하고 있는 등 입지 조건을 살린 생물과의 공생을 재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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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이치노사카이가와 친수공원 사진 16. 이치노사카이가와 친수공원（물의광장 )

　

《지역커뮤니티의 형성》

도쿄의 중심부에서는 옛날부터 ‘자신의 집 앞은 스스로 청소한다.’고 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다. 에도시대의 상가에서는 매일 아침 전원이 가게 주변을 청소하고 물을 뿌리고 나

서 상점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매일 아

침 집 앞을 청소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커뮤니티의 경계가

되어 있지만 친수공원·친수녹도가 정비되면 자기 집앞 청소로부터 하고 게다가 꽃을 기르

는 등 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자주적인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활동규모도 개인적인

레벨에서부터 그룹 단위의 활동,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코마츠카와 사카이가와 친

수공원을 사랑하는 모임」과 같이 큰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은 친수공원·친수녹도를 자신의 것처럼, 그리고 지역의

재산으로 자자손손에까지 좋은 재산으로 계승해 가고 싶다는 자발적인 생각으로부터 발생

한 활동이다.

가까이에 있는 친수공원·친수녹도를 이용하는 가운데 강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소중

히 하는 마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텄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

이들도 포함하여 세대를 넘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조화를 꾀하는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친수공원·친수녹도·친수하천과의 관계 속에 다양

한 형태의 이벤트로 발전되고 있다. 지역의 축제나 자연관찰회, 물고기 방류 등의 여러 가

지 이벤트가 개최되고, 그 중에는 지역의 어른과 아이들이 일체가 되어 땀을 흘리면서 기

쁨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많은 꿈을 심어주고 있다.



   동경도 에도가와구의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 정책

91

사진 17. 사랑회 청소활동 사진 18. 자연관찰

《이치노에사카이가와 친수공원 주변 경관지구》

2006년 12월 이치노에 사카이가와 친수공원 주변 경관지구가 경관법에 의해 전국 최초

의 경관지구지정을 받았다.

사진 19. 이티노에사카이가와 친수공원 주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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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을 받은 지구는 오미하치만시(近江八幡市)와 쿄토시(京都市)이지만 이들은

역사적인 거리가 존재하는 의미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그러나 친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 주택가를 대상으로 가까운 생활환경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전국에서 처

음으로 새로운 경관지구 결정이 이루어진 선구적인 사례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거주자가 자랑하는 고향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

으로, 그리고 주민 스스로 결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거리풍경의 실현을 향해서

대응해 가게 된다.

에도가와구에서는 앞으로 후루카와 친수공원이나 신가와 주변 등의 지역에도 권유하여

양호한 경관형성 추진에 노력해갈 것이다.

그림 3. 경관 지구에 의한 거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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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화계획과 정비 개요

본 구는 에도가와 하구부의 강동(江東)델타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논과 연

밭이 펼쳐지는 전원지대이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에는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로 녹지가

감소하고 수로도 시궁창강이 되는 등 생활환경의 악화와 동시에 풍부한 자연도 잃게 되었

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낀 에도가와구에서는 1969년 구민과 행정이 일체가 된 환경정화

운동이 시작되어 다음 해부터 녹화운동과 공원 정비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마을가꾸기의 큰 줄기로 진행시켜 나갔다.

1972년에는 「환경을 좋게 하는 10년 계획」을 책정하고 동경농업대학에 위탁하여 전국

에서 선구적으로 수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20만 그루의 수목이 있다는 것이 파악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녹화의 목표를 구민 한 명당 10그루, 공원면적은 10㎡로 정해서

소실된 자연과 녹지를 되찾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개성이 풍부한 도시환경의 실현을 향해

서 수많은 녹화 시책을 전개해 갔다. 특히 시궁창강에 맑은 물이 소생된 후루카와 친수공

원과 같은 쾌적한 환경의 선구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는 등, 지역의 특징을 살린 물과 녹

지의 네트워크 정비는 도시기반정비나 구민시설 등의 건설과 함께 지역주민이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현재는 구 내의 수목 수 553만 그루, 공원면적 341ha에 이르렀다. 또한 구민 여론조사

결과 80% 가까운 구민이 「녹지에 만족하다.」라고 대답하여 확실히 물과 녹지는 본 구의

풍부한 도시환경의 큰 특징이자 둘도 없는 재산이 되었다. 구내에는 본 구가 정비·관리하

는 구립공원이 427개소, 약 210ha 그리고 도쿄도가 담당하는 도립공원이 4개소, 131ha(도

쿄만 위의 해역에 설치된 도립 카사이해변공원은 제외)가 정비되어 있다.

구립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에 근거하는 가구공원(街區公園)의 유치거리 반경 250m

를 기준으로 하는 공원배치 계획을 근거로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대한 에도가와

및 아라카와의 하천 부지와 고속도로의 고가 하부의 점용, 구민 소유의 토지매수·차용 등

여러 가지노력과 궁리를 반복해 왔다.

특히 본 구에서 마을가꾸기의 줄기가 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넓이 23ha의 「종합

레크리에이션 공원」을 비롯해 수많은 공원이 만들어져 계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왔다.

또한 동경도가 정비하는 「도립 시노자키공원」이나 「우키타공원」등에 대해서는 정비촉

진이 추진되도록 동경도에 제의하였다. 그 결과 공원 등의 수는 1970년 당시 불과 9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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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ha이었던 것이 2007년 9월에는 432개소, 341ha가 되어 1인당 공원면적은 5.11㎡에 이르

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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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목수량 추이

그림 5. 공원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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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쿄도로부터 이관된 최초의 구립 공원

1950년 도쿄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원의 일부를 각 시구에 이관하게 되었는데 본

구에서는 구립 공원 조례를 제정하여 「교우센(行船) 공원」(29,752.08㎡), 「오오스기(大

杉) 공원」(2,667.77㎡), 「사카사이(逆井) 공원」(1,722.32㎡) 등 3개소를 이관 받아 최초의

구립공원이 탄생하였다.

　그 중에 「교우센(行船) 공원」은 1933년 현지의 독지가가 공원으로 동경시에 기부한

것으로 구에 이관을 받은 후 본격적인 공원정비를 진행시켜 왔다. 공원의 남쪽에는 자연

동물원과 놀이 광장, 북쪽에는 지천회유식(池泉回遊式) 일본정원의 「헤세이 정원」이라는

순수 일본건축 다실풍 건물의 다실 「원심암」이 있어 에도가와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써

구 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사진 20. 헤세이정원과 원심암 사진 21. 자연동물원（만남의 동물 코너 )

(2) 넓은 하천 녹지

‘환경을 좋게 하는 10년 계획’이 시작될 때에 우선 에도가와·아라카와의 하천 부지를 무

상으로 점용하여 구가 운동장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였다. 총면적은

87.7ha에 이르고 야구장 41면, 축구장 10면을 정비하였다. 대하천에 둘러싸인 본 구만이

가능한 도시의 귀중한 공간으로써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에도가와구의 불꽃놀이,

방재훈련, 자연관찰회, 비오톱 등의 정비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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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하천부지의 점용

（시노자키공원：에도가와구）
그림 6.　비오톱（南坂樋管～水辺の楽校）

(3) 토지구획정리사업

본 구에서 마을가꾸기의 큰 줄기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전체계획 2,048ha에 대해

1,159ha가 완료되었고 현재 110ha가 사업 중이다. 사업주체는 지권자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조합, 도쿄도 시공, 도쿄도의 수탁에 의한 에도가와구 시공 등 3자 방식으로 각각의 구역

안에서 계획적으로 공원정비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101개소 123ha의 공원이 정비되었다.

앞으로 24개소 3ha가 계획되어 있다.

대표적인 공원으로는 (주)동경전력 소유의 고압송전선 하부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

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용지와 일체화 시켜 1983년 4월 이후 10년 동안

약 100억엔을 투입하여 정비한 「종합 레크리에이션 공원」(연장 3km, 면적 23ha)이 있

다. 이 공원은 본 구의 남부지구의 녹지 핵이 되는 공원으로 야구장, 레저 풀을 비롯해 캠

프장, 장미원, 포니 승마장 등의 시설이 있는 문자 그대로 「종합공원」이 되어 사계절을

통해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업 중인 지역에서는 「미즈에 중앙공원」, 「시모카마타 수국공원」등이

새롭게 개원하여, 현지 반상회나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개원을 축하하는 모임이 개최

되었다. 이러한 공원은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이 공원 만들기에 참가하였으며(워크숍), 그

과정에서 공원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부풀어 완성 후에는 축하하는 모임이나 자원봉사 그

룹이 결성되는 등 새로운 마을가구기와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에 효과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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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종합레크레이션 공원 사진 24. 개원을 축하하는 모임 기념식수

　　

(4) 카사이오키 매립사업（카사이오키 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쿄도의 사업으로서 1972～1995년에 걸쳐 과거부터 김이나 바지락조개의 어장이었던

카사이오키 바다(본 구의 남쪽으로 펼쳐지는 동경만)의 약 380ha에 이르는 매립사업이 이

루어져 풍부한 자연과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거리, 세이신쵸라고 하는 임해마을

이 탄생하였다.

이 사업에 의해 「자연 그대로의 해변」을 재현하여 ‘녹지와 물과의 만남’을 테마로 정

비된 「도립 카사이 임해 공원」(면적 80ha)을 비롯해 세이신쵸에는 4개소의 공원(총면적

2.7ha)이 정비되었다. 폭은 30m, 연장길이 4km에 이르는 이 길은 녹도로 불리고 계획적으

로 만들어진 시가지 안에 있어서도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 결절점으로서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신나가시마가와 친수공원」, 「신사콘강 친수공원」의 용지도 만들어

졌다.

(5) 카메이도, 오오시마, 코마츠카와 지구 재개발 사업

도쿄도는 에도가와구와 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강동구(江東區) 2구에 걸치는 면적 114ha

의 구역을 1979～2008년의 계획으로 방재거점으로서 재해에 강한 마을가꾸기를 진행시키

고 있다. 방재기능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경도가 피난 장소가 되는 면적 24ha의 오

오시마 코마츠가와 공원을 정비하고, 국가에서는 아라가와의 치수를 위해 슈퍼 제방 사업

을 실시하였다. 본 구는 이 슈퍼 제방위의 녹지를 활용하여 연장 2km, 면적 5.9ha에 이르

는 벚꽃의 명소「코마츠가와 천그루의 벚나무」를 정비하여이것을 계기로 코마츠가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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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의 벚나무를 사랑하는 모임이 탄생되었고, 벚나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가 형

성되었다.

사진 25. 세이신쵸 내의 공원（さざなみ公園) 사진 26. 코마츠가와 천그루 벚나무

(6) 미나미코이와 7․8 정목지구 밀집주택 시가지 정비촉지사업

좁은 도로나 목조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미나미코이와의 일부의 면적 40ha를 2001～

2010년까지 주요 생활도로의 정비와 긴급차량이 통행 할 수 있도록 도로의 폭을 확대하고

또 건물의 불연화와 내진화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공원의 정비를 진행시켜 왔다. 기존의 4

개의 공원을 추가하여 작년에는 300㎡에서 500㎡정도의 공원 5개소를 신설하였다. 방재의

관점에서 모든 공원에 우물을 팠고 이것이 평상시는 아이의 놀이 장소가 되어 있다. 이러

한 아이디어는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워크숍에 의해 탄생되었고 지역주민에게 사랑받

고 있다

(7) 에도가와구 주택 정비사업 기준 등에 관한조례를 근거 한 제공공원

에도가와구에서는 맨션 등의 공동주택 정비와 더불어 환경 공지의 정비가 의무로 되어

있다. 그 중 일정 규모의 공동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자와 협의를 실시

하여 환경 공지를 공원으로서 정비하여 구립 아동유원(兒童遊園)으로 지역에 개방하고 있

다. 현재까지 83개소, 9ha의 제공공원이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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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우물이 있는 정원（오리광장） 사진 28. 제공공원（중앙3정목 공원）

(8) 토지소유자로부터의 공원용지의 차용 및 매수

‘환경을 좋게 하는 10년 계획’을 출발할 때부터 공원용지 확대를 위해 토지 소유자로부

터 고정자산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토지를 빌리는 (5년 계약·갱신)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 공원정비를 진행시켜 왔다. 현재 74개소에 합계 면적 6.6ha가 민간으로부터의 차지

(借地) 제공을 받고 있다. 또한 공장 이전지를 지역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매수하거나 공

원으로 빌리고 있던 민유지의 매수 등도 진행해 왔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공장이 남는

지역이나 택지화가 진행되는 지역 속에서 윤택과 평온함의 장소를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진 29. 공장 이전지의 공원（중앙삼림공원） 사진 30. 건설기념비（중앙삼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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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내 도쿄도립 공원의 개요

(1) 시노자키 공원 개원 1967년 (개원면적 28.8ha, 전체 계획 면적 86.8ha)

현재, 야구, 테니스 등 각종 구기 운동의 운동장이 정비되고 있어 매년 10월에는 에도가

와 구민 축제가 개최되어 50만 명의 인파를 맞이하고 있다. 정비율은 33.2％로 낮고, 현재

도 용지매수를 실시하면서 정비가 진행 중이다. 에도가와에 접한 구역(區域)에서는 슈퍼

제방화의 계획이 있다.

(2) 우키다공원 개원 2002년 (개원면적 5.4ha、전체계획면적 20.0ha)

구립 교우센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이 공원은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소

년 야구 광장을 비롯해 꽃 광장, 가든 파크 등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방재용의 우물과 휴

게소, 방재시설도 충실히 갖추어져 있다.

사진 31. 시노자키공원 사진 32. 우키다공원

(3) 오오시마 코마츠카와 개원1997년 (개원면적 24.4㎡)

에도가와구와 근처의 강동구 2개 구에 걸쳐 방재공원으로서 정비되었다. 스포츠 광장이

자유광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라카와에 접하는 부분은 슈퍼 제방이 조성 되어 있어 「구

립 코마츠카와 천그루 벚나무」와 일체 되어 있다. 평상시는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 이

용되고 있지만 재해 시에는 인근 주민 20만 명의 피난 광장으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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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사이임해공원 개원1989년 (개원면적 80.0ha)

도쿄만의 매립 사업 중에서 임해부의 자연 환경을 도입하여 정비된 공원으로 원내에는

「카사이 임해 수족원」, 조류원, 대관람차, 에도가와구가 경영하는 「호텔 씨 사이드 에

도가와」등이 있다. 동경만에는 조류보호지역도 정비되고 있어 동경만에 「도립 카사이

해변 공원」(해역 면적 412 ha)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진 33. 오오시마 코마트가와 공원 자유의 광장 사진 34. 카사이임해공원（공원수족관）

5. 가로수의 개요

본 구에서는 1972년에 책정한 「환경을 좋게 하는 10년 계획」에 의해 거리에 편안함과

윤택함을 주는 녹지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녹화시책을 전개해

왔다. 그 하나로서 생활과 융화된 「물과 녹지」를 연결하면서 사람들과 생물이 공존하는

네트워크 만들기를 추진해 왔다.

가로수의 정비는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책으로서 하수도 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진척에 맞추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 만들기」를 염두에 두고 신속한

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하여 보다 질 높은 가로 녹지 공간을 창출해 왔

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구내를 많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각각 조경사업자에게

정기적인 제초와 청소, 전정, 해충구제 등 1년간 수목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부

터는 따로 따로 발주하고 있던 공원·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대해서도 동일 블록으로 하여 관

리의 일원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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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로수와 하수도 보급률

사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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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원의 관리

(1) 관리형태의 특징

본 구는 5개소의 친수공원을 비롯해 427개소(2007년 4월 1일 현재)의 대소의 여러 공원·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업무를 「재단법인 에도가와구 환경 촉진 사업단」에 위탁하고 있

다. 이 때문에 구내를 25지구, 3공원으로 나누어 일상적인 공원청소와 점검, 정기적인 수

목관리 등에 대해서 구내의 조경관리 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방식을 채택하여, 이들의 지

도 감독을 중심으로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관리에 임하고 있다.

또한 이 위탁의 주요 업무인 원내 및 화장실의 청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에도가와구

고령자 사업단」의 회원 약 700명이 종사하여 지역 내에서 삶의 보람과 건강 가꾸기에 효

과를 올리고 있다.

사진 36.　고령자에 의한 청소

(2) 재단법인 에도가와구 환경 촉진 사업단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도시환경 가꾸기는 새로운 시점부터의 발상과 효율적인 운

영 등 기업적인 감각이 요구되고 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1980년에 본 구는 환경촉진사

업단을 설립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친수공원과 종합 레크리에이션 공원 등 구민에게

친근한 「물과 녹지가 풍부한 환경가꾸기」에 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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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명칭：재단법인 에도가와구 환경 촉진 사업단

　■ 소재지：동경도 에도가와구 중앙 1－4－1

　■ 설립 연월일：1980년 4월 1일

　■ 목적：에도가와구의 자연 환경의 회복과 보전, 하천의 친수기능과 공원사업의 개발

진흥을 도모함으로서 구민생활의 향상과 풍부한 인간성의 고양에 기여한다.

　■ 직원수：123명(2007년 4월 1일 현재)

　■ 기본 재산：4,000만엔(헤세이 19년 4월 1일 현재)

　■ 사업 규모：40억 2,170만엔　(2007년도 일반 회계 예산)

□인건비등 9억 3,199만엔

□공원 운영 사업비 29억 1,013만엔

《사업계획（공원 운영 사업비》

■ 2007년도 사업계획/□ 편안하고 색채가 있는 환경의 창조 （단위：엔）

사업항목 사업제목 사업규모

1 공원·아동유원 등 관리 2,694,887,000

(1) 공원 924,338,000

(2) 아동유원·광장 348,941,000

(3) 특색있는 공원

(1)종합레크레이션 공원

(2)小岩창포원

(3)平井·小松川운동공원, 小松川千本桜

(4)行船공원

(5)今井아동교통공원(공원예산에 포함)

348,941,000

(4)친수공원

(1)古川친수공원

(2)小松川境川친수공원

(3)新長島川친수공원

(4)新左近川친수공원

(5)一之江境川친수공원

736,014,000

(5)친수녹도(18노선) 178,396,000

(6)수변친근사업 57,221,000

(7)하천부지랜드
(1)江戸川하천부지(江戸川운동장)

(2)荒川(小松川운동장)
111,9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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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등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충실

사업항목 사업제목 사업규모

1 물과 녹지 개발사업

(1) 물과 녹지의 센터 기능의 충실

(2)어린이공원 자원봉사 체험지원사업

(3)모두의 집에 꽃 가득 운동 추진

(4)꽃과 녹지의 어필 사업

(5)당신의 생각을 모양으로 (공원갤러리
사업)

(6)녹화 리사이클운동

18,009,000

2 이벤트 개최 등

(1)에도가와 벚꽃축제

(2)제31회 녹지훼스티벌

(3)제33회 녹지훼스티벌

(4)제26회 小岩창포원축제

(5) 축제 2007

(6)꽃과 녹지의 사진·단가·시 콩쿨

(7)outdoor event in arakawa 2007

(8)종합레크레이션공원 봄, 가을 대회

32,541000

3 녹화추진사업 15,732,000

□ 동물과 친근한 사업

사업항목 사업제목 사업규모

1 자연동물원 - 87,116,000

2 포니랜드 - 67,371,000

□ 레크레이션 시설

사업항목 사업제목 사업규모

1 파노라마셔틀 운행 - 4,864,000

2 신좌지가가와친수공원 보트장운영 - 16,0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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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 리싸이클 운동（緑のリサイクル）

공원의 낙엽은 쓰레기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엽토로서 구내의 학교농원과 공원의

식재지, 또 공원신설 및 개수 시 토양개량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단이 관리

하는 포니 랜드에서 발생하는 마분을 혼합하여 1봉지 100엔 채우기 원코인 부엽토로서 구

민에게 판매도 실시하고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수목을 전정한 가지는 분쇄하여 칩

으로 만들어 공원 내에 깔고 또한 퇴비로 숙성시켜 이벤트로 배포하고 있다.

사진 37. 위코인 부염토 판매 사진 38. 전정지의 분쇄작업

Ⅳ. 구민과의 파트너십 구측

구내에서는 여러 지역과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뿌리 내리는 속에서 각각의 자원봉

사 활동을 체계화한 것이 에도가와구의 Adopt 제도이다. 2004년에 발족한 이 제도의 목적

은 「가까이이 있는 공공 스페이스(도로, 공원, 다리, 수변 등 )를 스스로의 재산으로 지키

고 키워가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활동자의 교류를 통

해서 「자원봉사의 구 에도가와」의 실현을 도모하고 더욱이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다. 구에서는 이 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동 발표와 교류

의 장으로써 Adopt 활동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작

년 2월에 열린 제2회 「에도가와구 Adopt 활동 교류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의 이경재

교수를 비롯해 에코플랜연구실 여러분도 참가해 주셔서 국제적인 교류의 실현에 맞게 교

류회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다.

활동내용도 활동장소도 다양하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 다양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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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류가 한층 더 「지역력」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

가 없다. 그리고 이 「지역력」이 친수공원·친수녹도 등을 중심으로 한 물과 녹지의 자원

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사진 39. 교류회에서의 워크샵 사진 40. 교류회에서 인사하는 이경재 교수

지금까지 쌓아 온 물과 녹지의 자원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서 활용된 것

은 구민 생활이 보다 한층 풍부함이 확대된 것이 된다. 왜냐하면 풍부한 환경에서는 사람

도 생물도 모이고 커뮤니티의 고리가 확대되어 가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에도가와구는 「물·녹지, 함께 사는 풍부한 생활」을 목표로 풍부한 물과 만나

고 생활 속에 녹지를 가꾸는 기쁨을 함께 느끼면서 자연과 공생하고 구민이 매일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 공원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주민성이 자란다」라고 하는 1970년에 시작된 녹화운동의 정

신이 지금까지 마을가꾸기 속에서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 크게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의

하나로 공원과 아동유원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계속 정착하고 있다. 현재 공원 111개소

에서 2,427명(2007년 10월 1일 현재)의 구민이 공원에서 청소와 꽃 가꾸기를 비롯해 모험

의 놀이동산의 운영과 대나무를 활용한 공원가꾸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촉진사업단이 체계를 만들고, PR과 교

류회를 개최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자원봉사 리더와 연계를 도모하면서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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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 자원봉사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행정과의 양호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행정

은 구민의 발상이나 생각, 행동력을 뒷받침함으로써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과 녹지가

함께 살아가는 풍부한 생활의 실현을 도모해 가고 있다.

사진 41. 공원자원봉사 모험놀이공원의 운영 사진 42. 공원의 자원봉사～대나무심기 작업

(2) 물과 녹지 대학 강좌의 개최

친수공원을 비롯해 가까이 있는 공원·아동유원 등에서 전개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층

더 넓히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강좌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좌의 분

류로서는 ① 미도리(綠)를 배우고 즐기기 ② 미도리(綠)의 재활용하기 ③미도리(綠) 키우

기 ④공원 자원봉사 양성의 장르가 있다. 내년도는 전 24개의 강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 43. 웰컴 가드너 양성강좌 사진 44. 코미츠 가와 천그루벚나무 관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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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벤트

공원이나 꽃, 녹지를 테마로 한 이벤트는 중요한 녹화계발사업이며 지역 커뮤니티 양성

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에도가와 벚꽃 축제(3～4월), 녹색

페스티벌(4월), 꽃의 제전, 장미· 영산홍전(5월), 환경 페어, 화단 콩쿨, 코이와 창포원 축

제, 신나카가와 축제(6월) 등을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는 공원과 수변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환경 페어 2008 전국 꽃 마을가꾸기 에

도가와 대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사진 45. 화단 콩쿨의 작품 사진 46. 신나카가와 축제

Ⅴ. 사유지녹화

정감 있고 녹지가 풍부한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녹화를 추진하는 한

편, 사유지의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을 도모하여 조화된 아름다운 녹지 거리를 형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1) 기준 수목의 수락（에도가와구 녹화추진 요강,　1973년 제정）

이 제도는 귀중한 녹지보전을 위하여 구민이 주택 증개축 등에 의해 택지내의 수목을

어쩔수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 구민으로부터 그 수목의 기증을 받아 공원이나 학교 등

의 공공 시설에 이식하여 녹지의 충실을 꾀하고 있다. 10년 동안 총계 2,870그루의 기증을

받아 공원 등의 공공시설에서 재배,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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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화협정 시설에의 식재（에도가와구 녹화 추진 요강　1973년 제정）

이 제도는 구민이 산책, 휴식의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나 녹지지대가 있는 공

동주택, 병원, 유치원, 공장, 상가 등 민간시설에 대하여 녹화협정 체결을 통하여 구가 식

재를 실시하여 관리를 민간시설 측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10년간에 걸쳐 68건의 시설에

5,400그루 식재를 하였다.

사진 47. 일본정원에 심은 기증수목(적송) 사진 48. 녹화협정시설의 식재

(3) 에도가와구 주택 정비사업 기준 등에 관한 조례(구：주택 등 정비지도요강)

이 제도는 양호하고 질서 있는 시가지 형성을 위하여 중고층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이용을 실시하는 경우, 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년 7월의 조례화에 의해 필요한 정비를 의무로 부여하는 것이 되었다.

녹화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나 주택 수에 맞추어 구가 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에게

환경공지(녹지나 공원 등)의 정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 명목·고목의 보호 (에도가와구 녹화추진요강, 보호수목의 지정제도 1973년 제정)

지역의 상징이 되는 거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높은 명목·고목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보

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수목으로서 지정하는

것이며, 현재 400그루가 등록되어 있다. 보호수목에 대해서는 나무의 수세진단과 병치료

등은 필요에 따라서 구가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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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린 뱅크 제도(2005년 제정)

민간의 수목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양보하고 싶은 사람, 수목을 갖고 싶

은 사람, 각각의 정보를 사업단이 받아 홈 페이지 등에 공개하면서 수목을 양보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갖고 싶은 사람에게의 인도해주는 중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49. 공동주택의 환경공지 사진 50. 보호수（느티나무：후루카와 밀공원주변）

Ⅴ. 맺는말

1970년에 「풍부한 마음, 땅에 녹지」를 표어로 하여, 그리고 친수공원 발상지로서 구민

과 일체가 되어 특색 있는 「물과 녹지의 마을가꾸기」에 임해 온 결과 1997년에는 「제

17회 녹의 도시상※1」최고상의 「내각총리대신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0년 후 올해 9월 28일에는 농림수산성, 국토 교통성이 제창한 「꽃의 마을가꾸

기」의 보급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17회 전국 꽃의 마을 만들기 콩쿨※2」에 있

어서 최고의 상인 「꽃의 마을가꾸기 대상(농림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단순히 미관

에만 그치지 않고, 환경보전과 지역의 활성화, 더욱이 시정촌 부문에서는 주민과의 연계,

협동의 방식을 위한 것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속에서 에도가와구의 친수공원을 선두로

하는 물과 녹지의 풍부한 마을 가꾸기나 적극적인 구민과의 협동, 활발한 도시농업 등 오

랜 세월에 걸쳐 추진되어 온 내용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구민과 행정이 일체가 되어 녹화를 추진해 갔던 것과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현까지 기초가 된 것은

괴로운 수해와의 투쟁이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항상 정면에서 직면해 온 구민과 행정



Seoul Metropolitan Fora_2007   

112

과의 사이에 길러진 단단한 신뢰관계와 협동의 정신이며 이것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

그리고 구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좋은 거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민의 노력과 정열이

이러한 최고의 평가로 연결된 성과로서 계속해서 살기 좋은 물과 신록이 풍부한 아름다운 마

을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갈 방침이다.

※1 「녹의 도시상」: 녹지가 풍부한 도시가꾸기, 거리 가꾸기를 향하여 녹화 밑 녹의 보

전에 실적을 올리고 있는 민간·공공단체를 전국적에서 선택하여 표창하는 것이다. 「녹의

도시가꾸기」부문에 에도가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응모하였다. ◎ 주최(재)도시녹화

기금, 요미우리 신문사 후원·총리부·교통

※2 「꽃의 도시가꾸기」: 국제 「꽃과 녹의 박람회(1990년)」의 개최를 계기로 그 기본이

념인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실시되어 올해까지

17회 개최되었다. ◎제창: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주최 : 꽃의 마을가꾸기 콩쿨 추진협

의회/(재)국제 꽃과 녹의 박람회 기념협회, (재)도시녹화기금, (재)일본 꽃 보급센터, (재)

일본 꽃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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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for

Development to Eco-City of Seoul 

Bong-Ho Han

Faculty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Ⅰ. Introduction

The environment-ecological problems that may be produced with the urban development of

our country may largely be increased in terms of entropy, disconnection of water circulation

system and destru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problems of such urban ecological system

are reviewed in detail with classification into 3 types. Firstly, increased entropy increases

the consumption of fossil energy due to excessive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excessive

consumption of fossil energy increases unnecessary entropy and hard-disposable wastes in

urban ecological system. In addition, the increased entropy with urban development causes

reduced evaporation from ground surface, greenhouse effect caused by air pollutants and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caused by urban temperature rise.

Secondly, disconnection of water circulation system forms a unstable water circulation system

that basically blocks the permeability of rainfalls into soil due to increased impermeable surface

pavement area caused by dense urban development, and it is induced by artificially straightened

section of urban rivers, river management focused on water-utilization and flood control.

Futhermore, impermeable pavement causes water contamination due to direct flow of rainfalls into

the river with surface contaminants together.

Thirdly, reduced biological diversity is caused by insufficient inhabitation space of organisms due

to urban dense development, damage in suburb inhabitation space of organisms, increased damage

in natural ecological system due to excessive use of mountain eco-tone in urban area,

disconnection of green space with roads etc, and disconnection of ecological corridor.

Such three problems are the inevitable ones that have no way but to be cre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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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cities and increased with recent urbanization. The causes of creation of such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the excessive urb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focused

on the economical efficient of business and absence of the means to lead such development

to environment friendly. Especially, the limitless development of metropolitan area focused

on Seoul is connected with development with lack of ecosystem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such development is more problematic in the respect that there is no

planning means to consider the aspect of environment. One of the planning techniques to

solve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created by such urban management and

urban development and to form an ecological city is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Seoul has many problems in terms of environment and ecology as a large city. With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1999 Seoul bio-tope map was made and environment-friendly urban

management was attempted. Bio-tope map is the fundamental data to establish an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However, Seoul did not establish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but uses the bio-tope map as the data to have environment-related discussions only

after making such map. Also, the strategy of environment and ecology management is partially

executed by environment-related departments depending upon the cases.

Recently, Seoul executed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Balanced Development

Promotion Area Project and New Town Project focused on Han River Renaissance Plan. When

such projects are implemented, problems may continuously be created in terms of environment

and ecology. At this point of time, it is required for Seoul to establish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and, based on this plan, to establish urban management

strategies.

Ⅱ. Status of environment and ecosystem of Seoul and

limit in urban management strategies

1. Aspect of energy circulation: land use situation and ground surface temperature

The land use situation of Seoul was surveyed based on the uses and densities of

buildings in the building sites among the elements related with energy consump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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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energy circulation aspect. As the result of survey, it was found that high density

built-up area took 55.7% in the entire Seoul, and in this area, commercial land and

mixed-use area that require large energy consumption in maintenance and manage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e type took 18.9%. Also, apartment houses area densely

developed in a certain fixed area took 9.8%.

The green space and open spaces of Seoul including urban parks took relatively large

area (31.9%) but most of them consisted of mountains at the suburbs of Seoul and the

urban parks practically connected with urban citizens' lives took as small as 2.5%.

Meanwhile, urban river such as Jungnangcheon, Anyangcheon, and Tancheon including Han

River that is one of the important natural resources possessed by Seoul took 8.1% of share.

Table 1. Area and ratio of land use type in Seoul

Land use type Area(㎢) Ratio(%) Land use type Area(㎢) Ratio(%)

Residential area 114.8 18.9 Bare area 11.1 1.8

Mixed-use area 79.0 13.0 Speciality area 15.0 2.5

Commercial area 35.6 5.9 Green and open apace 178.2 29.3

Industrial area 7.0 1.1 Cultural heritage 0.6 0.1

Public use area 31.2 5.1 Urban park 15.5 2.5

Transportation facility area 64.3 10.6 River 49.2 8.1

Social supporting facility
area

7.3 1.2 Total 608.7 100.0

To survey urban heat island caused by dense development of Seoul, the ground surface

temperature was recently analyzed with use of satellite images (Landsat ETM+) in

September 2002. The densely developed downtown of Seoul showed high ground surface

temperature. Especially, the areas in central downtown of Seoul where commercial sites and

mixed-use sites are distributed in concentration, the industrial area around Anyangcheon,

Gangnam area, and the whole area of Nowon-gu where dense apartment houses complex

showed high ground surface temperature. In contrast, suburb forest area, Han River area,

and Magok District preserved as rice field showed low-temperature distribution.

Especially, Han River is an important area that may lower downtow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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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t is located in the downtown of Seoul and has low ground surface temperature,

however, as its suburbs has roads such as Olympic Expressway and Gangbyeon

Expressway, apartment houses area, and commercial area, it was deemed that the influence

of its function does not reach to downtown.

Fig 1. Ground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of Seoul using Landsat ETM(September 10, 2002)

2. Aspect of water circulation aspect: status of impermeable pavement

When land pavement situation was surveyed in terms of water circulation in Seoul, the

areas of which more than 70% of area was paved with impermeable pavement materials,

such as concrete and asphalt, and dry waste papers took 48.2% of the entire Seoul area

and, in such area, the area of which more than 90% consists of impermeable pavement area

took 37.9%. The area that had less than 10% of impermeable pavement area for permeation

of rainfalls into the ground was large (44.5%) but mostly consists of suburb forest and

major rivers of Seoul. Therefore, in the respect of ground pavement situation, water

circulation system was disconnected in case of densely developed downtown of Seou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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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rainfalls flew to sewage pipeline and rivers.

Table 2. Area and ratio of impermeable pavement range in Seoul

Impermeable pavement range Area(㎢) Ratio(%)

less than 10% 270.7 44.5

10% ～ 30% 10.9 1.8

30% ～ 50% 18.6 3.1

50% ～ 70% 15.1 2.5

70% ～ 90% 62.6 10.3

more than 90% 230.8 37.9

Total 608.7 100.0

3. Biological diversity aspect: actual vegetation situation

When actual vegetation situation of 'Seoul was surveyed to identify the biological

diversity of Seoul, the area of forest took 21.8% of Seoul area and forest area consisted of

artificial forest (9.5%) and natural forest (12.3%). Natural forest mostly consisted of Oak

species(Quercus acutissima, Quercus mongolica) community (9.1%) and Pinus densiflora

community (3.2%), and partly included Alnus japonica community, Betula davurica community,

Carpinus laxiflora community. Artificial mostly consisted of P inus rigida community (2.3%)

and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5.6%).

In terms of actual vegetation, the forest where living organisms mostly inhabit is located

at the suburbs of Seoul and exotic species such as Robinia pseudoacacia uniquely took the

large area in the forest. Accordingly, the space for inhabitation of living organisms was

significantly insufficient in the dow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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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 and ratio of actual vegetation type in Seoul

Actual vegetation type Area(㎢) Ratio(%) Actual vegetation type Area(㎢) Ratio(%)

Natural

Forest

P inus densiflora 19.8 3.2
Artificial

Forest

Ailanthus altissima
community

0.2 0.0

Quercus acutissima
Quercus mongolica
community

55.5 9.1

Etc.

Rset of Forest 3.1 0.5

Alnus japonica
community

0.1 0.0
Deforestation area and
rocks

1.8 0.3

Betula davurica
community

0.2 0.0 Plantation area of Landscape trees 20.6 3.4

Carpinus laxiflora
community

0.1 0.0 Grass

and arble

land

grassland 17.7 2.9

Artificial

Forest

P inus rigida
community

13.9 2.3 arable land 29.9 4.9

P inus koraiensis
community

2.7 0.4 Water surface 33.8 5.5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34.3 5.6

Etc.

Revetment block 1.6 0.3

Alnus hirsuta
community

0.6 0.1 Urbanized area 301.9 49.6

Populus
tomentiglandulosa
community

3.8 0.6 Road 49.5 8.1

Larix leptolepis
community

0.4 0.1
Impossiblity Area for
Survey

15.2 2.5

Castanea crenata
community

2.1 0.4 Total 608.7 100.0

4. Biotope type

When the situation of biotope was surveyed with integration of land use situation, land

pavement situation and current vegetation situation, the biotope took 18.9% of share in

residential areas: biotope of detached house area showed the highest share (9.1%) and, in

case of apartment houses biotope, high-rise apartment houses above 11-story took most of

the share, 6.4%. The biotope in commercial area, mostly consisted of 5-story or lower-story

of low-rise commercial area and residential-commercial mix-used area, took 18.8% of share

and the share of biotope was 11.6% in industrial area and urban infrastructure area.

The share of biotope in river and damp ground was 8.2% but most of the biotope

consisted of water surface of rivers including Han River and the share of damp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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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ope formed with stagnated water on a certain area was merely 0.2%. Biotope took

23.4% of share in the forest and, in such forest, the share of biotope in artificial forest was

relatively large (9.5%).

Table 4. Area and ratio of biotope type in Seoul

Biotope type Area(㎢) Ratio(%)

Residential area Biotope

Detached houses area 55.2 9.1

Duplex houses area below
4-story

10.0 1.6

Apartment houses area
5～10-story

11.0 1.8

Apartment houses area above
11-story

38.7 6.4

Sub-total 114.8 18.9

Commercial and Business
area Biotope

Commercial area below 5-story 28.4 4.7

Commercial area 6～10story 4.3 0.7

Commercial area above 11story 3.0 0.5

Residential-commercial
mix-used area

79.0 13.0

Sub-total 114.6 18.8

Industrial and

urban infrastructure area

Biotope

Industrial area 7.0 1.1

Urban infrastructure area 63.7 10.5

Sub-total 70.7 11.6

Traffic facility area Biotope 64.2 10.5

Landscape green space
Biotope

Constructed green space 15.3 2.5

Rest of green space 5.7 0.9

Sub-total 21.0 3.4

River and damp ground
Biotope

Water surface 33.8 5.6

damp ground 1.4 0.2

Rest of river and damp ground 14.7 2.4

Sub-total 49.8 8.2

Arable land Biotope 30.7 5.0

Forest Biotope

Artificial forest 57.8 9.5

Natural forest 77.8 12.8

Rest of Forest biotope 6.7 1.1

Sub-total 142.3 23.4

Construction and Bare land 0.6 0.1

Total 60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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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situation of biotope in Seoul was integrated, the share of biotope is high

in densely developed commercial area and, in case of residential area, the share of

biotope was high in 11-story or higher story apartment houses was large indicating

that urban temperature rise will be continued. In terms of the circulation of water, the

circulation of dense development area is mostly depended upon ground development

and, in case of urbanized areas, as the rate of impermeable pavement is high and

arable land, which plays the role of reservoir, also consisted of greenhouses, the

circulation is disconnected in most of urban areas. In terms of biological diversity,

forest and rivers have high share of biotope; however, they are distributed limited in

suburbs or artificialized and damp ground, which is important as the living organisms'

inhabitants, is distributed in small scale resulting in almost no inhabitation function for

organisms in downtown.

5.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limit of Seoul urban management strategies

Seoul recently establishes many urban management strategies focused on Han River

Renaissance. But such strategies include the limit that may further worsen urban

environment. In terms of the contents of urban management strategies, the strategies

consist of central new town construction, residential-commercial mixed use buildings

construction in station-territory, and redevelopment of undeveloped areas as urban

improvement projects and suburb arable land development consists of Eunpyeong New

Town construction, Songpa New Town construction, South-eastern territory

development, and Magok territory developments.

Such urban management strategies hav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limits. In

terms of entropy, very high-rise buildings results in urban temperature rise and

farmland development results in loss of cool air producing places; in terms of water

circulation, excessive underground development results in disconnection of water

circulation and rice field development results in loss of rainfall reservoir function; in

terms of biological diversity, forest is dried due to lowered underground water level

and inhabitants are broken due to excessiv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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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among the urban management strategies of Seoul, river management

improves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functions. Opening of covered

Cheonggyecheon and construction of ecological rivers such as Seongbukcheon and

Seongnaecheon has the effect to lower urban temperature in terms of entropy, the

effect to improve reservoir function of urban surface water in terms of water

circulation, and the effect to form water ecosystem in terms of biological diversity.

Urban management
policy

Ecological urban
planning factor

Impact of urban ecosystem

Urban repreparation

project

Entropy
▪Urban temperature rise

: urban Heat-Island phenomenon

Water circulation ▪Loss of rainfall permeation function by
underground overdevelopment▪Construction of new

town

▪Residential-commercial
mixed use buildings in
station-territory

▪Urban redevelopment

Biological diversity ▪Forest dryness by development of forest
green zones

Development of urban
periphery arable land

Entropy
▪Decrease of cool-air generation by
development of arable land

Water circulation ▪Decrease of natural ground and reservoir
▪Construction of
En-pyeong new town

▪Development of
South-Eastern region

▪Development of Magok
district

Biological diversity ▪Loss of winter migrant birds' habitat, area
for Amphibia's spawning

River restoration
Entropy

▪Effect of urban temperature decrease by
water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of water storage function

▪Open of covered river
▪Establishment of
ecological river Biological diversity ▪Formation of water ecosystem

Fig 2. Impact of ecosystem by urban management polic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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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ituation of Seoul Natural Ecosystem Management

1. Setup of protection area: ecosystem conservation area

Seoul designated and manages 12 ecosystem conservation area through Seoul Metropolitan

City National Environment Preservation Rules with entrustment of National Environment

Preservation Law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99.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ive wild animals and plants of Seoul is related with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Law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terms of contents but they were

designated and is manag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National Environment Preservation

Rules and the areas where protective wild animals and plants inhabit or grow are to be

designated and managed as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zone, migrant birds protection

zone, or wild animal and plant inhabitation zone.

Fig 3. Regulations related to protection area of Seoul

Table 5 shows the situation of Seoul's designation of protective areas; 12 places including

Han River Bamseom Ecosystem Conservation Area and Dunchondong Ecosystem

Conservation Area as the area having rich bio-diversity, plant community distribution area

requiring special protection, and natural damp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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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tection area of Seoul

Site Location Date Area(㎡) Remarks

Bamseom in
Hangang River

Island 1999. 8. 10 241,490 Migrant birds

Dunchon-dong Gangdong-gu Dunchon-dong 2000. 3. 6 24,696
Biological diversity, damp ground
ecosystem

Bangi-dong Songpa-gu Bangi-dong 2002. 4. 15 58,909
Biological diversity, damp ground
ecosystem

Tancheon River
the stream between
Gangnam-gu - Songpa-gu

2002. 4. 15 1,404,636
Close-to-nature river, Migrant
birds

Jingwannae-don
g

Eunpyeong-gu Jingwannae-dong 2002.12.30 16,639
Biological diversity, damp ground
ecosystem

Amsa-dong
Han river park Gwangnaru
district

2002.12.30 102,497
Nature revetment of Han river, River
damp ground ecosystem

Kodeok-dong Kodeok waterside ecological park 2004.10.20 105,609
Nature revetment of Han river, River
damp ground ecosystem

Mt. Chonggye Mt. Chonggye northeastern slope 2004.10.20 146,281
Deciduous forest, Forest
ecosystem

Heoninnung Seocoh-gu Naegok-dong 2005.11.24 56,639
Alnus japonica community,
Forest ecosystem

Mt. Namsan Jung-gu Yejang-dong San5-6 2006. 7.27 360,529
Quercus mongolica community,
Forest ecosystem

Samyook Uni.
in Mt. Bulam

Nowon-gu Gongneung-dong
223-1

2006. 7.27 204,271
Carpinus laxiflora community,
Forest ecosystem

Changdeokgung Chongno-gu Waryong-dong 2-71 2006. 7.27 440,707
Quercus aliena, community, Forest
ecosystem

Total 12 sites 3,162,903 -

2. Living organism's species protection: protective wild animals and plants

Seoul established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Rules in March 1999 to provide a

system to protect species of living organisms and, based on these rules, designated 35

kinds of Seoul's Protective Wild Animals and Plants in November 2000 for the first time.

Seoul conducted a precise survey on the kinds having the values to be grown and

protected in April 2007 and 69 kinds of candidates are currently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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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sent status of wild animals and plants for protection of Seoul and candidate species

Division Species Number

Present

Protective
Wild
Animals
and
Plants

of Seoul

Plants
Acanthopanax seoulense, Epimedium koreanum, Drosera rotundifolia,
Cypripedium macranthum, Forsythia saxatilis, Patrinia saniculaefolia,
Dryopteris crassirhizoma

7

Wild-birds
Dendrocopos major, Ficedula zanthopygia, Alcedo atthis bengalensis,
Hirundo rustica, Oriolus chinensis, Parus major

6

Mammals
Capreolus capreolus, Meles meles, Erinaceus europaeus, Mustela sibirica
coreana

4

Amphibian
․ reptiles

Bufo bufo gargarizans, Hynobius leechi, Rana temporaria dybowskii,
Bombina orientalis, Takydromus wolteri, Zamenis spinalis

6

Insects
Serrognathus platymelus castanicolor, Luehdorfia puziloi, Euurobracon
yokohamae, Anax parthenope, Locusta migratoria, Pseudothemis zonata,
Gryllotalpa orientalis, Rhoenantus coreanus

8

Fishes
Takifugu obscurus, Microphysogobio jeoni, Trachidermus fasciatus,
Repomucenus olidus

4

Total 35

Candidate
species

for
Protective
Wild
Animals
and
Plants

of Seoul

Plants

Viola seoulensis, Prunus padus var. seoulensis, Epimedium koreanum,
Patrinia saniculaefolia, Crypsinus hastatus, Scrophularia koraiensis, Drosera
rotundifolia, Cypripedium macranthum, Forsythia saxatilis, Utricularia
bifida, Lilium distichum, Aristolochia contorta, Utricularia japonica, Iris
ensata var. spontanea,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Scirpus wallichii,
Dryopteris crassirhizoma, Scirpus tabernaemontani, Scirpus triqueter,
Impatiens nolitangere, Impatiens textori, community of Carpinus laxiflora,
community of Alnus japonica, community of Zelkova serrata, community of
Fraxinus mandshurica

25

Wildbirds

Hirundo rustica, Ficedula zanthopygia, Oriolus chinensis, Dendrocopos
major, Dendrocopos leucotos, P icus canus, Dendrocopos kizuki, Alcedo
atthis bengalensis, Sitta europaea, Anser albifrons, Upupa epops saturata,
Alauda arvensis, Phalacrocorax carbo, Acrocephalus arundinaceus, Lanius
bucephalus, Parus ater, Cinclus pallasii, Ixobrychus sinensis, Otus scops,
Halcyon pileata, Tadorna ferruginea

21

Mammals
Meles meles, Erinaceus europaeus, Hydropotes inermis, Lepus sinensis
coreanus, Tamias sibiricus

5

Amphibian
․ reptiles

Bufo bufo gargarizans, Bombina orientalis, Hynobius leechi, Bufo stejneger,
Agkistrodon saxatilis, Leiolopisma laterale, Dinodon rufozonatus, Trionyx
sinensis, Elaphe rufodorsata, Onychodactylus fischeri

10

Insects
Papilio bianor, Argyronome laodice (Pallas), Kaniska canace (Linnaeus),
Muljarus japonicus, Cybister brevis Aubu, Rhyothemis fuliginosa,
Crocothemis servilia, Statilia maculata

8

Total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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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toration of biotope: construction of small-scale organism inhabitation space

As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value of parks is highlighted with appearance of rare

animals and plants in parks, Seoul Small-Scale Organism Inhabitation Space Construction

Project was implemented in 2004 to designate certain area of major parks as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zones to construct diverse animal and plant inhabitation environment.

Now, 7 parks are designated as Seoul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zones; Namsan

Park, Yongsan Park, Boramae Park, Yeouido Park, Citizen's Forest, and Gildong Ecological

Park have such zones and 2004～2006 Small Scale Organism Inhabitation Space

Construction Project was implemented in 11 sites in such parks. In 2004, 49,900㎡ of areas

were constructed in 4 parks including Namsan Park and World Cup Park; in 2005 and 2006,

28,600㎡ of areas in 3 parks and 32,840㎡ of areas in 4 parks were constructed.

Table 7. Plan of small-scale biotope by year of Seoul

Year Location Area(㎡)

2004
Namsan park 7,000㎡, World Cup park 4,000㎡, Kildong ecological
park 2,900㎡, Boramae park 36,000㎡

49,900

2005
Namsan park 8,000㎡, World Cup park 13,000㎡, Yongsan park
7,600㎡

28,600

2006
Namsan park 3,000㎡, World Cup park 10,000㎡, Citizen's Forest
7,840㎡, Boramae park 12,000㎡

32,840

4. Setting urban ecological axes: urban green axes

Seoul set urban ecological axes with integration of data such as ancient literatures,

original topography, existing study results, and park and green space distribution situation

and, in terms of metropolitan level, connected main green axes and life space axes with

green space with distinguishment with use of branch green axes. Main green axis was

subdivided into out-circular forest axis, south-north green axis, and east-west river axis;

branch green axis was subdivided into forest ecological axis, constructed green axis, and

river axis.

Main green axis was set to form " Mt. Dobong ↔ Mt. Surak ↔ Mt. Bulam ↔ Mt. Ac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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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Ilja ↔ Mt. Daemo ↔ Mt. Woomyun ↔ Mt. Gwanak ↔ Mt. Cheonwang ↔ Mt. Jihyang ↔

Mt. Gaewha ↔ Mt. Bong ↔ Mt. Bukhan " so that national parks and urban natural parks

located at the suburbs of Seoul may be connected; south-north green axis was set to form "Mt.

Bukhan ↔ Mt. Bukak ↔ Mt. Nam ↔ US bas0e ↔ R. Han ↔ National Cemetery Park ↔

Kkachisan Neighboring Park ↔ Mt. Gwanak" with the bases of Mt. Bukhan and Mt. Gwanak

and the line "Mt. Bukak ↔ Mt. Inwang ↔ Mt. An "that is the major mountain range was added.

East-west river axis was set as R. Han that flows from the west to the east dividing Seoul into

the south and the north.

Forest ecological axis in branch green axis intended to connect disconnected downtown forest by

setting 16 routes with use of forest ecological axis shown in ancient literatures (Sangyeongpyo

[mountain scenery table] and Daedongyeo Map) with exclusion of thee places consisted of "Mt.

Surak ↔ Mt. Geomam ↔ Mt. Acha ", "Mt. Bukhan ↔ Mt. Bong ↔ Mt. Samgam ", and " Mt.

Cheonggye ↔ Mt. Inreung ↔ Mt. Daemo " that are connected with suburb forest and with

addition of "Gildong ecological park ↔ Myeongil neighboring park ↔ Godeok neighboring park"

Although constructed green axis is not the one that connects forest and forest, 12 areas including

Nowongu Gyeongchun-Line area, Yangcheongu Mokdong roadside green space, and Jongno-Gu

Naksan area were set to form the green system around life spaces by connecting forest or park

green space that may play the roles of constructed green space and base green space such as

roadside green space, buffer green space, and linear green space that were constructed by urban

planning. For river axis, total 34 of rivers above 2nd class regional river were set so as to

include Anyangcheon, Jungnangcheon, Tanchoen, Hongjecheon, and Cheonggyecheon that are the

branches to form blue network in connection with R. Han based on the pre-covering rivers

identified by original topographical data.

Seoul green axis was reflected in 2020 Seoul Urban Master Plan and strategies such as

ecological passage construction to connect green axes are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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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raft of green axis of Seoul

Division Contents

Main

green
axis

Forest axis
of periphery
circulation

▪Acceptace of previous research's circulation green axis: Mt. Dobong ↔ Mt.
Surak ↔ Mt. Acha ↔ Mt. Ilja ↔ Mt. Daemo ↔ Mt. Woomyun ↔ Mt.
Gwanak ↔ Mt. Gaewha ↔ Mt. Bong ↔ Mt. Bukhan

South-North

green axis

▪Acceptace of previous research's South-North axis: Mt. Bukhan ↔ Mt.
Bukak↔ Mt. Nam ↔ U.S base ↔ Han river ↔ Hyunchung cemetery park ↔
Kkchisan neighborhood park ↔ Mt. Gwanak

▪Mt. Bukak ↔ Mt. Inwang↔ Mt. An(additional resignation)

East-West

river axis
▪Han river

Branch

green
axis

Forest
ecological
axis

▪Forest ecological axis connected to inner area: 16 sections

Established
green axis

▪Area connected between planted green and survival forest by urban planning:
12 areas

River axis ▪River above 2nd class regional river of Seoul: 34 rivers

Fig 4. Green axi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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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rection and Conception of Environment

Ecological Planning in Seoul

1. Conception of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Environmental ecological planning pursues the concept of eco-city, and can be defined as

the planning which realizes an energy circulation(control of Entropy increase) and water

circulation system formation, and an improvement of biological diversity. Eco-city considers

the city as one organism and pursues a co-existence of human being and nature. Also, the

direction of urban spatial structure and social economic structure is set to maintain a

diversity, self-sufficiency, circulation and stability which is the principle of ecosystem.

Urban area Organism

Urban spatial
structure

and

Social economy
structure

Direction
Maintenance of ecological principle

: Diversity, Self-sufficiency, Circulation,
Stability

Co-existence

of human being
and nature

Diversity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natural
ecosystem

Self-suffici
ency

▪Establishment of low-consumption system
for economical self-sufficiency

Circulation ▪Establishment of energy․water circulation
system

Stability ▪Control of waste․entropy increase

Intention of sustainable city concept

: Energy circulation(control of entropy increase), Establishment of water circulation system,
Security of biological diversity

Fig 5. Eco-city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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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ctualize the ecology city, the natural ecosystem must be preserved and

restored in terms of the diversity. To realize the self-sufficiency, a low-consump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In terms of the circulation,

the urban structure is controlled to the energy and water circulation's urban system. To

establish stability, the direction which suppresses the wastes and entropy increase as much

as possible is groped. Formed eco-city is meaningful to make the environment where the

human being can live pleasantly and healthily. Eco-city can be the urban concept of Utopia

to be finally achieved through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Being the technique for actualizing the eco-city,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is

the planning theory focused on the natural ecological factors from the position of the

environmental determinism as the planning theory appeared in 1960's, starting from an

ideological background that a corruption of urban environment breaks the natural ecosystem

in the city and then is finally connected to the corruption of human society. As the basic

direction, all activities must be suited to the law of natural ecology. For it, the foundation

is presented for environment-friendly urb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which can show

the natural environment elements of target land such as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natural ecosystem in the settlement environment.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pursues a sustainable development in establishing the

urban plan. Natural environment elements and urban ecosystem are clearly investigated,

analyzed and assessed with the existing urban area's urban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plan which is established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 various spatial plan like the land

use plan of newly-developing region. There are the plan about the entropy increase of all

existing cities, the establishment of water circula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biological diversity based on it. the plan about the selection and improvement of preserving

area among newly-developing regions, the nature's ecological network plan in the city, the

preservation restoration plan of organism and habitat, and the plan about the security and

formation of park green space which is the rest space of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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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s and contents for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in Seoul

Items of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for achieving the goal of eco-city were largely

set to three items, and then the direction of the plan by item was presented. As the

contents of the plan, the energy circulation plan, water circulation system planning, and

biological diversity improvement plan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basic contents of

eco-city. As the direction of eco-city, there is 'a cool city' for the energy circulation plan,

'the city with pure and clean water' for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planning, and 'the

city with the diversity of living organism', 'the city that a wild bird can freely fly' and

'the healthy city with the nature' for the biological diversity improvement plan. The goal

by planning item is described in Figure 6.

Factor Direction Goal

Energy
circulation
plan

▪A Cool city

▪Decrease of city temperature

▪Minimization of energy use(fossil fuel)

▪Circulation of cool air and wind path

▪Resources recycling and use of environment
friendly energy

Water
circulation
system plan

▪The city with pure and clean water

▪Rainfall permeation in urban area

▪Control of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Minimization of impermeable pavement

▪Establishment of ecological river

▪Rainfall permeation and graywater system
in new development area

Bio-diversity
increse plan

▪The city with the diversity of
living organism

▪The city that a wild bird can freely
flys

▪The healthy city with the nature

▪Conservation of primary biotope

▪Improvement of ecological structure on
constructed green

▪Establishment of ecological corridor

▪Establishment and restoration of ecological
axis

Fig 6. Direction and goal for eco-city of Seoul

In relation to the review of status for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the main

review items for the energy circulation plan include the land use change and the present

detailed land use status, the analysis of city's temperature change by urbanization progress

and summer's temperature status, and the utilization of urban energy and waste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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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eview item for the establishment of water circulation system, the land cover status

which shows the surface paving material definitely, a geomorphological structure and

hydrospheres structure was set. As the main review item for the improvement of biological

diversity, the actual vegetation status must be firstly investigated and the status of wild

birds & amphibians must be identified. Then, the park green spaces distribution status, rate

of green space and the ecology network status must be analyzed.

3. Conception of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in Seoul

1) Energy circulation plan

Energy circulation plan is intended to prevent the increase of city's temperature and to obtain

the greens as widely as possible in the urbanization promotion region. As 7 detailed planning

items in Seoul, there are the improvement of roadside's trees and green space, the formation of

brook street, tree-planting in the school's playground, an extension and new formation of

children's park green space, tree-planting in the public institution and religious facilities,

tree-planting on the roof and wall, the green space increase of apartment houses complex, and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Table 9. Energy circulation in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of Seoul

Factor Contents

Improvement of road side tree
and green space

▪Establishment of road side green

▪Establishment of road side for cool air circulation

Establishment of runnel ▪restoration of hydrospheres structure in the past

Plantation of school's
playground

▪Establishment of various theme-learning space in school's play
ground

Green extension of children's
park and new designation

▪Reduction of pavement space and extension of green

▪New designation for security of neighboring green space

Plantation of public
institution and religious

facility

▪Establishment of massive public parking lots and building in
high-density built up area

▪Establishment of rest place for community in the front parking lots
of public institution

Roof and Wall planting
▪Roof and wall planting in high-density built up area

▪Induction of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Extension of green space
quantity in apartment houses

complex and
environmental-friendly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multi-layered green space in isolated apartment
houses complex in urban area

▪Establishment of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on massive
re-develop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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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ter circulation system plan

In Seoul, the large river and many neighboring small rivers were developed centering

around Han River. However, as the urbanization was progressed, the rivers in the center of

the city all disappeared under the road, and its original form could be hardly found. In

recent years, the projects for restoring the covering rivers such as Cheonggyecheon and

Seongbukcheon have been conducted.

As the detailed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water circul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cologically restore the artificial river. Also,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rainfall reservoir in the

city and to form the residential area which has the good water circulation. Increasing the rainfall's

underground permeation contributes to making the city as the pleasant space through improving

the urban climate and to cre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 where the small-scale living

organisms can inhabit.

Table 10. Water circulation in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of Seoul

Factor Contents

Ecological restoration of artificial
river

▪Environment-friendly restoration

▪Recovery hydrophilicity and ecological function

Security of rainfall reservoir
▪Establishment of rainfall reservoir in Urban area

: Improvement of urban micro-climate and security of biotope

Establishment of residential area
with satisfactory water circulation

▪Establishment of model block for water circulation system

▪Maintenance of rainfall permeation after massive development

3) Biological diversity improvement plan

The biological diversity improvement plan must be established by classifying it into an security

of the biological habitats, the formation of urban ecological axis, and the activation of ecological

culture. In order to obtain the biological habitats,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 ecosystem,

to improve the forest green space, to lead arable land's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to strengthen the biological habitation function of urban park, and to

re-develop the apartments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for improving the ecological function. Also,

to form the urban ecological axis, it will be necessary to connect the biological axis conn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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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River from the downtown, and to create the organism passage of broken biological axis. In

order to activate the ecological culture,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Green Way System in the

city of Seoul, to form the mountainous park and theme park on the constructed green space, to

form the damp grounded ecological park, and to form the ecological culture city that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Table 11. Improvement of biological diversity in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of Seoul

Factor Contents

Security of
Biotope

Prservation of distinguished
biotope

▪Active conservation of distinguished biotope

Forest

ecological improvement

▪Under-story vegetation restoration of the damaged
area by compaction

▪Succession induction of constructed green space

Urban periphery arable land

Con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Induc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farming in
urban periphery arable land

Biotope function emphasis

or urban park
▪Security of biotope in urban green space

Re-development for biotope
function betterment in urban
periphery apartment houses

complex

▪Conservation of distinguished ecological
environment in the present

▪Establishment of apartment houses complex
considering wild-birds' movement

Establishment
of urban

ecological axis

Ecological connection of
urban area-Han river

▪Connection of disconnected forest ecosystem

▪Emphasis of accessibility to Han river

Establishment of ecological
corridor

▪Connection of disconnected ecological corridor

▪Establishment of Green space system and intensive
plantation in urban area

Activation of
ecological
culture

Construction of Green Way

System

▪Establishment of natural trail for visitor

▪Establishment of circulation trail for bicycles

▪Establishment of ecological culture trail

Construction of mountainous
park and theme park on the
constructed green space

▪Induction of ecological use through the subject
approach of mountainous park

▪Construction of theme park on buffer green space

Construction of damp
grounded ecological park

▪Construction of damp grounded theme park

▪Establishment of leisure tour belt

Residents' participation and
formation of ecological

culture city

▪Development of participation program for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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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 plan of Seoul Metropolis'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In Korea's urb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 ecology contents are

differently appli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urban master plan in Seoul urban

management, the park greens basic plan in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some items in

the environment preservation plan are reviewed and applied. In the land use planning of

various development plans, some data to be utilized for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ity

review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utilized. But, there is almost no case

which reflects these data. When the resident complex is planned, the related environmental

ecology-related plan is all the landscaping plan including the park greens plan. But it is not

ecologically considered.

Accordingly,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must be conducted as the preliminary

plan in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urban plans. In the conception of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the conception and application of urban plan must be

discussed and controlled. Also, based on the controled contents, the spatial plan must be

determined and the environmental ecology plan must be fixed.

As the representative planning case which reflects the environmental ecology plan is

Germany's Landshaftsplanung(hereinafter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With

respect to the relation between Germany's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Germany has established the land use from the spatial planning field and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from the environmental planning field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at the same time. Then, Germany has carried on the plan after the mutual

cooperation. As Germany's spatial plan, the federal territory improvement plan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federal territory improvement plan law in the unit of territory, and then

the major development plan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federal territory improvement

planning act and the major planning law in the unit of state and region. Also, the regional

plan is established by the major planning law in the unit of territory. Each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the land use plan and district detail plan as the detailed plan in

establishing the construction master plan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lanning law,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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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ordinance of architecture,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planning, the act on the

urban construction promotion,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main construction, and

establishes the architectural plan by the architecture laws in the unit of individual building.

The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is established by connecting with the spatial plan at

the same time.

With respect to the relation of Germany's spatial planning system and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system, The environmental ecology program corresponds to

the state development plan. The environment ecology master plan corresponds to the

regional plan and the environment ecology planning corresponds to the land use plan in the

urban development plan. Finally, the greens improvement plan corresponds to district detail

plan.

Spatial range Spatial plan system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system

State ⇦ State development plan ⇦⇨
Environmental ecology

program

⇓ ⇓ ⇓

Region
⇦ Regional plan ⇦⇨

Environment ecology master
plan

⇓ ⇓ ⇓

City․District ⇦

Urban development plan

: Construction master plan

Land use plan ⇦⇨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District detail plan ⇦⇨ Greens improvement plan

Fig 7.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plan and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for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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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lanning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 ⇓

Survey and analysis related to urban
management

Survey and Analysis related to the present of
environment and ecology

⇓ ⇓

Comprehensive contents on the present
status

Evaluation and comprehensive contents on
the present status

⇓ ⇓

Application

and

Adjustment

Conception of urban planning

▪Conception of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Application of urban master plan, urban
management plan

▪Application to district unit plan

⇓ ⇓

Completion of land use planning
Completion of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Fig. 8 Draf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ecological planning and urban plan for

the eco-c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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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환경생태계획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Ⅰ. 서론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생태적 문제점은 크게 엔트로피 증가, 물순환체계

단절, 생물다양성 파괴 등이 있다. 이러한 도시생태계의 3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첫째 엔트로피 증가는 도심내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화석에너지 사용은 도시생태계에서 불필요한 엔트로피 및 처리 곤란한 폐

기물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엔트로피 증가는 지표면 증발량 감소,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온실효과, 도시온도 상승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물순환체계 단절은 도심내 고밀개발에 따른 불투수포장면적 증가로 우수가 지하로 침투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불안정한 물순환체계를 형성한다. 도심하천 직강화, 복개 따위

의 이수 및 치수 위주 하천관리 또한 도심내 물순환 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투수포

장에 의해 우수가 지표면 오염물질과 함께 강으로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셋째 생물다양성 감소는 도심내 고밀개발로 인한 생물서식공간 부족, 도심 외곽부 생물

서식공간 훼손, 도심내부 산지형 녹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증가, 도

로 등에 의한 녹지의 단절, 주연부 훼손에 따른 생물이동통로의 단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3가지 문제점은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고 또한 최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도시관

리 및 개발이 사업 경제성을 우선시한 과도한 개발과 이를 환경진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무제

한적 개발행위는 생태계 및 지역고유성이 결여된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난개

발의 중요한 문제점은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계획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에 의하여 발생되는 환경생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태적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기법 중의 하나가 환경생태계획이다.

서울은 거대도시로서 환경생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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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인식하고 1999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시도하였다.

도시생태현황도는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생태현황

도 제작 후 환경생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환경관련 협의자료로만 이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생태적 측면에서의 관리정책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 환경생태측면에서 지속적

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에 대한 환경생태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도시관리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Ⅱ. 서울시 환경생태현황과 도시관리정책의 한계

1. 에너지순환측면: 토지이용현황, 지표면온도

서울시의 에너지순환측면에서 에너지 사용과 관계된 요소 중 대지 내 건축물의 이용용

도 및 밀도 등을 기초로 서울시 전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거지

및 상업지 등 고밀도로 시가화 된 지역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55.7%이었으며 이 중 토지

이용유형 특성상 유지 및 관리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상업업무지 및 혼합지가 18.9%

이었다. 또한 일정 면적 내에 고밀도로 개발된 공동주택지는 9.8%이었다.

도시공원을 포함한 서울시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31.9%로 비교적 넓은 면적이었으

나 서울시 외곽에 분포하는 산림(22.6%)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 도시민의 생활과 연계된

도시공원은 2.5%에 불과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한

강을 포함한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 하천이 8.1%로 분포하였다.

표 1. 서울시 토지이용유형별 면적 및 비율

토지이용 유형 면적(㎢) 비율(%) 토지이용 유형 면적(㎢) 비율(%)

주거지 114.8 18.9 나지 11.1 1.8

혼합지 79.0 13.0 특수지역 15.0 2.5

상업지 35.6 5.9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178.2 29.3

공업지 7.0 1.1 문화유적지 0.6 0.1

공공용도지 31.2 5.1 도시공원 15.5 2.5

교통시설지 64.3 10.6 하천 49.2 8.1

사회부양시설지 7.3 1.2 합 계 60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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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고밀도 개발에 의한 도시열섬현황을 살펴보고자 2002년 9월 인공위성영상

(Landsat ETM+)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지표면 온도를 분석하였다.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

시 중심지역은 높은 지표면 온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특히 상업업무지와 혼합지가 집중

적으로 분포하는 서울시 사대문 내부 지역과 안양천 주변 공단지역, 강남지역, 고밀도로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 노원구 일대의 지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반대로 외

곽 산림지역과 한강, 논경작지가 보존된 마곡지구 등은 낮은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강은 서울 도심에 위치하며 지표면 온도가 낮아 도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

한 지역이나 주변지역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도로와 공동주택지, 상업지 등이 위치

하여 그 기능이 도심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Landsat ETM+ 영상을 이용한 서울시 지표면 온도분석도(2002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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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순환측면: 불투수포장현황

서울시 물순환측면에서 토지피복현황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불투수포장재

료와 건폐지 등에 의해 피복된 면적이 해당 블록 내에서 70%이상인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48.2%이었으며, 90%이상이 불투수포장지인 지역이 37.9%이었다. 불투수포장면적

이 10%미만으로 대부분의 우수가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지역이 44.5%로 넓은 면적이었

으나 이는 대부분 서울시 외곽 산림 및 주요 하천 등이었다. 따라서 토지피복현황을 토대

로 살펴본 서울시는 고밀도로 개발된 도심지역 대부분의 우수가 하수관 및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순환체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표 2. 서울시 불투수포장 유형별 면적 및 비율

불투수포장율 유형 면적(㎢) 비율(%)

10%미만 270.7 44.5

10%이상 ～ 30%미만 10.9 1.8

30%이상 ～ 50%미만 18.6 3.1

50%이상 ～ 70%미만 15.1 2.5

70%이상 ～ 90%미만 62.6 10.3

90%이상 230.8 37.9

합 계 608.7 100.0

3. 생물다양성측면: 현존식생현황

서울시의 생물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전체의 현존식생현황을 살펴보았다. 서울

시 전체의 산림면적은 21.8%이었는데, 이중 인공림이 9.5%, 자연림 12.3%이었다. 자연림

은 소나무림(3.2%)과 신갈나무림, 상수리나무림 등 참나무류림(9.1%)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오리나무림, 물박달나무림, 서어나무림이 분포하였다. 인공림은 리기다소나무림(2.3%), 아

까시나무림(5.6%)이 주요 유형이었다.

서울시의 현존식생은 생물이 주로 서식하는 산림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산림내 식

생은 아까시나무 등 외래종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도심내에는 안정적으

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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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현존식생 유형별 면적 및 비율

현존식생 유형 면적(㎢) 비율(%) 현존식생 유형 면적(㎢) 비율(%)

자연림

소나무림 19.8 3.2 인공림 가중나무림 0.2 0.0

참나무류림 55.5 9.1
기타산림

기타산림 3.1 0.5

오리나무림 0.1 0.0 벌채지 및 암석노출지 1.8 0.3

물박달나무림 0.2 0.0 조경수목식재지 20.6 3.4

서어나무림 0.1 0.0 초지 및

경작지

초지 17.7 2.9

인공림

리기다소나무림 13.9 2.3 경작지 29.9 4.9

잣나무림 2.7 0.4 수면 33.8 5.5

아까시나무림 34.3 5.6

기타

호안블럭 1.6 0.3

물오리나무림 0.6 0.1 시가화지역 301.9 49.6

현사시나무림 3.8 0.6 도로 49.5 8.1

일본잎갈나무림 0.4 0.1 조사불가능지 15.2 2.5

밤나무림 2.1 0.4 합 계 608.7 100.0

4. 비오톱 현황

토지이용현황, 토양피복현황, 현존식생현황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서울시 전체 지역의

비오톱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 비오톱은 총 18.9%이었는데 이 중 단독주택지 비오톱이

9.1%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주택지 비오톱은 11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지(6.4%)가 대부분

이었다. 상업업무지 비오톱은 18.8%로 5층 이하의 저층 상업업무지와 주상혼합지가 주요

유형이었고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 비오톱이 11.6%이었다.

하천 및 습지 비오톱은 8.2%로 분포하였으나 대부분 한강을 포함한 하천의 수면으로서

물이 일정지역에 고여 형성된 습지 비오톱은 0.2%로 매우 희소하였다. 산림지 비오톱은

총 23.4%이었는데 이중 인공림 비오톱이 9.5%로 비교적 넓게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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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시 비오톱 유형별 면적 및 비율

유 형 면적(㎢) 비율(%)

주거지 비오톱

단독주택지 55.2 9.1

4층 이하의 공동주택지 10.0 1.6

5～10층의 공동주택지 11.0 1.8

11층 이상의 공동주택지 38.7 6.4

소계 114.8 18.9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

5층 이하의 상업업무지 28.4 4.7

6～10층의 상업업무지 4.3 0.7

11층 이상의 상업업무지 3.0 0.5

주상혼합지 79.0 13.0

소계 114.6 18.8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 비오톱

공업지 7.0 1.1

도시기반시설지 63.7 10.5

소계 70.7 11.6

교통시설 비오톱 64.2 10.5

조경 녹지 비오톱

조경수목 식재지 15.3 2.5

기타 조경녹지 5.7 0.9

소계 21.0 3.4

하천 및 습지 비오톱

수면 33.8 5.6

습지 1.4 0.2

기타 하천 및 습지 14.7 2.4

소계 49.8 8.2

경작지 비오톱 30.7 5.0

산림지 비오톱

인공림 57.8 9.5

자연림 77.8 12.8

기타 산림지 비오톱 6.7 1.1

소계 142.3 23.4

건설현장 및 나지 0.6 0.1

합 계 608.7 100.0

서울시 비오톱 현황을 종합하면 엔트로피 차원에서는 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업무지 비오톱의 비

율이 높으며, 주거지 비오톱에서도 11층 이상의 공동주택지 비오톱의 비율이 높아 도시온도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순환측면에서도 고밀도 개발지역은 대부분 지하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나머

지 시가화지역의 불투수포장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유수지 기능을 하는 경작지마저도 비닐하우스로

조성되어 있어 도시 대부분 지역의 물순환이 단절된 상태이다. 생물다양성측면에서는 산림비오톱과

하천 비오톱 등이 높은 비율이나 이들 지역이 도시외곽에 한정되어 분포하거나 인공화 되어 있으며,

생물서식처로서 중요한 습지는 소규모로 분포하여 도시내부는 생물서식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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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의 환경생태적 한계

최근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정책은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도시관리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뉴타운건설, 역세권 주상복합건

물 건설, 도심 낙후지역 재개발 등이며, 도시외곽 경작지 개발은 은평뉴타운 건설, 송파신

도시 건설, 동남권개발, 마곡지구 개발 등인데, 이러한 도시관리 정책은 환경생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엔트로피측면에서는 초고층화로 인한 도시온도 상승, 논

경작지 개발로 인한 찬공기 발생지 상실을 유발하며, 물순환측면에서는 과도한 지하개발

로 인한 물순환 차단, 논경작지개발로 인한 우수 저류기능 상실, 생물다양성측면은 지하수

위하강으로 인한 산림 건조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서식처 파괴 등을 유발한다.

도시관리정책 생태도시계획 요소 도시생태계 영향내용

도심재정비사업

엔트로피측면
▪초고층화로 도시온도상승

: 도시열섬현상 가중

물순환측면 ▪과도한 지하개발로 우수침투기능 상실
도심뉴타운 조성

역세권 주상복합건물

도심재개발 생물다양성측면 ▪산림 주연부 개발로 산림 건조화

도시외곽 경작지
도시개발

엔트로피측면 ▪논 경작지 개발로 도시내 찬공기 생성지 감소

물순환측면 ▪자연지반 감소, 저류지 감소
은평뉴타운 조성

동남권 개발

마곡지구개발 생물다양성측면 ▪겨울철새 도래지 상실, 양서류 산란처 상실

하천복원

엔트로피측면 ▪물에 의한 도시온도 감소효과

물순환측면 ▪저류기능 향상

복개하천 개방

생태하천 조성 생물다양성측면 ▪수생태계 형성

그림 2. 서울시 도시관리정책에 따른 환경생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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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서울시 도시관리정책 중 하천관리는 환경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

다. 청계천 복개하천 개방, 성북천,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등은 엔트로피측면에서 도시온

도를 하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물순환측면에서는 도시지표수의 저류기능 향상, 생물다양

성측면에서는 수생태계의 형성효과가 있다.

Ⅲ. 서울시 자연생태관리현황

1. 보호지역 설정: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시는 1999년부터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

례를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 1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보호야생동․식

물의 지정 및 관리는 내용상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나 서울시 자연

환경보전조례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 또는 생육하는 지

역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야생동․식물 서식지역으로 지정하

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환 경 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생태ᆞ경관보전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생태ᆞ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 2개소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ᆞ식물
야생동ᆞ식물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동ᆞ식물
야생동ᆞ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동ᆞ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3조)

보호야생동ᆞ식물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5조)

위임

야생동ᆞ식물 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및

야생동ᆞ식물 서식지역
야생동ᆞ식물 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및
야생동ᆞ식물 서식지역

그림 3. 서울시 보호지역 관련제도

표 5는 서울시 보호지역 지정현황을 제시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

역,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자연습지지역을 대상으로 한강밤섬생태ㆍ경

관보전지역, 둔촌동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1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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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울시 보호지역 지정현황

대상지 위 치 지정일자 면적(㎡) 비 고

한강밤섬 여의도-마포 당인동 사이의 섬 1999. 8. 10 241,490 도심속 철새도래지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 2000. 3. 6 24,696 생물다양성 풍부, 습지생태계

방이동 송파구 방이동 2002. 4. 15 58,909 생물다양성 풍부, 습지생태계

탄천 강남구 송파구 경계하천 2002. 4. 15 1,404,636 자연형 하천, 철새도래지

진관내동 은평구 진관내동 2002. 12. 30 16,639 생물다양성 풍부, 습지생태계

암사동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 2002. 12. 30 102,497 한강변 자연호안, 하천습지생태계

고덕동 고덕수변 생태공원 옆 2004. 10. 20 105,609 한강변 자연호안, 하천습지생태계

청계산원터골 청계산 북동사면 2004. 10. 20 146,281 낙엽활엽수림대발달, 산림생태계

헌인릉 서초구 내곡동 2005. 11. 24 56,639 오리나무군락발달, 산림생태계

남산 중구 예장동 산5-6 2006. 7. 27 360,529 신갈나무 군락지, 산림생태계

불암산삼육대 노원구 공릉동 223-1일대 2006. 7. 27 204,271 서어나무 군락지, 산림생태계

창덕궁후원 종로구 와룡동 2-71일대 2006. 7. 27 440,707 갈참나무 군락지, 산림생태계

합계 12개소 3,162,903 -

2. 생물종 보호: 보호야생동 식물

서울시는 1999년 3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여 생물종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년 11월 서울시 보호야생동․식물 35종을 최초로 지정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7년 4월 서울시에 생육하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을 정밀 조사

하여 총 69종의 후보종을 제시하였다.

표 6. 서울시 보호야생동 식물 및 신규 보호야생동식물 후보종 현황

구분 종명 종수

기존

서울시

보호

야생

동 식물

식물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난,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7

야생조류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박새 6

포유류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4

양서ㆍ파충류 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실뱀 6

곤충류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말총벌, 왕잠자리, 풀무치, 노란허리잠자리,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8

어류 황복, 됭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4

합 계 35

신규

서울시

보호

야생

동 식물

후보종

식물

서울제비꽃, 서울귀룽나무, 삼지구엽초, 금마타리, 고란초, 토현삼,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란, 산개나리, 땅귀개, 말나리, 쥐방울덩굴, 통발, 꽃창포, 창포,
수원고랭이, 관중, 큰고랭이, 세모고랭이, 노랑물봉선, 물봉선, 서어나무군락,
오리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들메나무군락

25

야생조류
제비, 흰눈썹황금새, 꾀꼬리, 오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물총새, 동고비, 쇠기러기, 후투티, 종다리, 민물가마우지, 개개비,
때까치, 진박새, 물까마귀, 덤불해오라기, 소쩍새, 청호반새, 황오리

21

포유류 오소리, 고슴도치, 고라니, 멧토끼, 다람쥐 5

양서․파충류
두꺼비, 무당개구리, 도롱뇽, 물두꺼비, 까치살모사, 도마뱀, 능구렁이, 자라,
무자치, 꼬리치레도롱뇽

10

곤충류
제비나비(군), 흰줄표범나비, 청띠신선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나비잠자리,
고추잠자리, 좀사마귀

8

합 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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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오톱 복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서울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은 2004년 공원내 희귀동ㆍ식물 출현 등으로 공원

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 공원의 일정면적을 야생동 식물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동 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작되었다.

서울시내 야생동 식물보호구역이 지정된 공원은 총 7개소로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용산공

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시민의 숲, 길동자연생태공원이 해당되며 공원내 11개 대상지에

2004～2006년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2004년은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4개 공원내 49,900㎡의 면적에 조성되었으며 2005년, 2006년 각각 3개 공원 28,600㎡, 4개

공원 32,840㎡가 조성완료 되었다.

표 7. 서울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대상지 면적(㎡)

2004년
남산공원 7,000㎡, 월드컵공원 4,000㎡, 길동자연생태공원 2,900㎡,

보라매공원 36,000㎡
49,900

2005년 남산공원 8,000㎡, 월드컵공원 13,000㎡, 용산공원 7,600㎡ 28,600

2006년
남산공원 3,000㎡, 여의도공원 10,000㎡, 시민의 숲 7,840㎡,

보라매공원 12,000㎡
32,840

4. 도시생태축 설정: 도시녹지축

서울시 도시생태축 설정은 고문헌, 원지형, 기존 연구결과, 공원녹지 분포현황 등의 자

료를 종합하여 설정하였고 광역차원에서의 산림과 하천을 연결하는 주녹지축과 생활권 녹

지를 연결하고 조성하는 지선녹지축으로 구분하였다. 주녹지축은 외곽환상 산림축, 남북

녹지축, 동서 하천축으로 세분하였으며 지선녹지축은 산림 생태축, 조성 녹지축, 하천축으

로 세분하였다.

주녹지축은 외곽환상 산림축은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을 연

결하는 도봉산 ↔ 수락산 ↔ 불암산 ↔ 아차산 ↔ 일자산 ↔ 대모산 ↔ 우면산 ↔ 관악산

↔ 천왕산 ↔ 지향산 ↔ 개화산 ↔ 봉산 ↔ 북한산으로 설정하였고, 남북 녹지축은 북한

산과 관악산을 거점녹지로 하는 북한산 ↔ 북악산 ↔ 남산 ↔ 미군기지 ↔ 한강 ↔ 현충

묘지공원 ↔ 까치산근린공원 ↔ 관악산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산줄기인 북악산 ↔ 인왕

산 ↔ 안산 지역을 추가하였다. 동서 하천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서울을 남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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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한강을 설정하였다.

지선녹지축에서 산림 생태축은 고문헌(산경표,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산림 생태축 18개

소 중 외곽 산림으로 연결되는 수락산 ↔ 검암산 ↔ 아차산, 북한산 ↔ 봉산 ↔ 상암산,

청계산 ↔ 인릉산 ↔ 대모산의 3개소를 제외하고 송파․강동구 지역의 길동도시자연공원

↔ 명일근린공원 ↔ 고덕근린공원을 추가한 총 16개 노선을 설정하여 도심내 단절된 산림

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조성 녹지축은 산림과 산림을 연결하는 녹지축은 아니지만 도시계

획에 의해 조성된 가로녹지, 완충녹지, 선형녹지 등 조성녹지와 거점녹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 또는 공원녹지를 연결하여 생활권 주변의 녹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노원

구 경춘선 일대, 양천구 목동 가로녹지, 종로구 낙산일대 등의 12개 지역을 설정하였다.

하천축은 원지형 자료에서 파악된 복개 이전의 하천을 대상으로 한강과 연결되어 블루네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류인 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 청계천 등의 지방 2급 하

천 이상의 총 34개 하천을 설정하였다.

서울시 녹지축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녹지축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조

성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표 8. 서울시 녹지축 설정내용

녹지축 구분 설정 내용

주녹지축

외곽환상
산림축

▪기존 연구결과의 환상녹지축 수용: 도봉산 ↔ 수락산 ↔ 아차산 ↔

일자산 ↔ 대모산 ↔ 우면산 ↔ 관악산 ↔ 개화산 ↔ 봉산 ↔ 북한산

남북

녹지축

▪기존 연구결과의 남북축 수용: 북한산 ↔ 북악산 ↔ 남산 ↔ 미군기지

↔ 한강 ↔ 현충묘지공원 ↔ 까치산근린공원 ↔ 관악산

▪북악산 ↔ 인왕산 ↔ 안산 추가 설정

동서 하천축 ▪한강

지선

녹지축

산림 생태축 ▪도심 내부로 연결되는 산림 자연축 설정: 16개 연결구간

조성 녹지축 ▪도시계획에 의한 조성녹지와 잔존 산림의 최단거리 연결지역: 12개 지역

하천축 ▪서울시 지방 2급 하천 규모 이상의 하천: 34개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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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녹지축 설정도

Ⅳ. 서울시 환경생태계획 방향과 구상

1. 환경생태계획 개념

환경생태계획은 생태도시 도시개념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에너지순환(엔트로피 증가 억

제)과 물순환체계 형성,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한다. 또한 도시공간구조와 사회

경제구조의 방향을 생태계 원리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한다.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성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존 및 복원을 우선하고, 자

립성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족을 위한 저소비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순환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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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물순환의 도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시구조를 조정하며, 안정성 확립을 위해서

는 폐기물과 엔트로피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렇게 조성되는 생태도

시는 사람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생태도시는

환경생태계획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향의 도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도시(Urban) 유기체(Organism)

도시공간구조

및

사회경제구조

방향
생태계 원리 유지

: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

인간과

자연의 공존

다양성 ▪ 자연생태계 보존 및 복원

자립성 ▪ 경제 자족을 위한 저소비체계 확립

순환성 ▪ 에너지․물순환의 도시시스템 구축

안정성 ▪ 폐기물․엔트로피 증가 억제

지속가능한 도시개념의 도시 지향

: 에너지순환(엔트로피 증가 억제), 물순환체계 형성, 생물다양성 확보

그림 5. 생태도시 기본개념

생태도시를 실현하고자하는 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도시환경의 악화가 도시 내 자연생태

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사회의 파괴로 연결된다는 사상적 배경에서 출발되어

1960년대 등장한 계획이론으로 환경결정론입장에서 자연생태적 요소에 중점을 둔 계획이론

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모든 활동이 자연생태계 법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주환

경 내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 대상지가 지닌 자연환경요소를 최대한 살리는 환경친화

적 도시관리 및 개발에 기초를 제시한다.

환경생태계획은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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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도시계획과 새롭게 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각종 공간계획과

동일한 위상에서 수립되는 환경계획으로 자연환경요소와 도시생태계를 정밀하게 조사․분

석하여 평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전체지역에 대한 엔트로피 감소, 물순환체계 확

립,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계획과 새롭게 도시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보존지역 선정과

향상계획, 도시 내 자연의 생태적 네트워크 계획, 생물종 및 생물서식처 보존 및 복원 계

획, 도시민들의 휴양공간인 공원녹지 확보 및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2. 서울시 환경생태계획을 위한 계획 항목과 내용

생태도시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생태계획 항목은 크게 3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항목별 계

획방향을 제시하였다. 계획내용은 생태도시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순환계획, 물순

환체계 확립계획, 생물다양성 증진계획을 설정하였다. 에너지 순환계획은 시원한 도시, 물순

환체계 확립계획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계획은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야생조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방

향으로 하며, 계획항목 별 목표는 그림 6과 같다.

계획항목 계획방향 계획목표

에너지순환

계획
▪시원한 도시

▪도시온도 저감

▪에너지사용(특히 화석에너지)최소화

▪도심내 찬 공기 생성 및 바람통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물순환체계

확립계획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시

▪시가화지역 빗물 지하침투

▪지하공간 개발 억제

▪불투수포장면 최소화

▪생태하천 조성

▪신규개발단지 우수침투 및 중수도 활용

생물다양성

증진계획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야생조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주요 생물서식처 보전 및 조성

▪조성녹지 생태적 구조 개선

▪생물이동통로 조성

▪도시생태축 설정 및 복원

그림 6. 서울시 생태도시를 위한 환경생태계획 항목별 방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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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계획수립을 위한 주요 현황 검토항목을 살펴보면, 에너지 순환계획을 위한 주

요 검토항목은 토지이용변화 및 현재 정밀 토지이용현황, 시가화 진행에 따른 도시온도

변화 분석 및 여름철 온도현황, 도시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현황 등이다. 물순환체계 확립

을 위한 검토항목은 지표면 포장재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토지피복현황과 지형구조,

수계구조로 설정하였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검토항목은 우선 현존식생현황을

조사하고 야생조류와 양서류 출현현황을 파악하며, 공원녹지분포현황, 녹지율, 생태네트워

크현황 등을 분석해야 한다.

3. 서울시 환경생태계획 구상

1) 에너지순환 계획

에너지순환 계획은 도시온도 상승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시가화지역내 최대한의 녹지

를 확보하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수립 가능한 세부 계획항목으로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

개선, 실개울길 조성, 학교운동장 녹화, 어린이공원 녹지 확대 및 신규조성,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녹화, 옥상 및 벽면녹화, 아파트단지의 녹지증대 및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7개 항

목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표 9. 서울시 환경생태계획 중 에너지순환을 위한 세부계획 항목과 추진내용

세부계획 항목 세부추진내용

가로수 및 가로녹지 개선
▪가로녹지대 조성

▪찬공기 이동 가로 조성

실개울길 조성 ▪과거 수계 복원

학교운동장 녹화 ▪학교운동장 다양한 테마학습 공간 조성

어린이공원 녹지확대

및 신규조성

▪어린이공원 포장공간 축소, 녹지 확대

▪생활권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 신규조성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녹화
▪고밀시가화지역 대규모 공공주차장 및 신규개발지역
주차건물 조성

▪공공기관 전면 주차장 구민 휴게공간 조성

옥상 및 벽면 녹화
▪고밀시가화지역 옥상 및 벽면녹화

▪지역주민 실천 적극 유도

아파트단지 녹지량 증진 및

환경친화적 조성

▪도심내 고립 아파트단지 다층구조 녹지조성으로 녹지량 증진

▪도심내 대규모 재개발단지 적극적 환경생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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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순환체계 확립계획

서울시는 과거 한강을 중심으로 대규모 하천과 이에 접한 많은 소규모 물길이 발달하였

다. 그러나 시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내 물길은 모두 도로 하부로 사라졌으며 그 원형

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청계천, 성북천 등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물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 계획에서는 인공하천의 생태적 복원과 도심내 우수저류습

지의 도심내 확보와 물순환이 양호한 주거단지 조성 내용이 필요하다. 우수의 지하 침투

량을 늘리는 것은 도시미기후를 개선하여 도심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며 소규모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표 10. 서울시 환경생태계획 중 물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계획 항목과 추진내용

세부계획 항목 세부추진내용

인공하천의 생태적 복원
▪인공하천 환경친화적 복원

▪친수기능 + 생태적 기능을 부여한 하천생태계 회복

우수저류습지 도심내 확보
▪도심내 우수저류공간 조성

: 도시미기후 개선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확보

물순환이 양호한 주거단지 조성

▪물순환 시범단지 조성

▪도시 외곽 대규모 개발지역 개발후에도 우수 지하침투량

유지

3) 생물종다양성 증진계획

생물종다양성 증진계획은 생물서식처 확보, 도시 생태축 형성, 생태문화 활성화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생물서식처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생태계 보전,

산림녹지 생태적 개선, 도시 외곽 농경지 친환경농업 유도, 도시공원 생물서식기능 강화,

도시외곽아파트단지의 생태기능향상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생태축 형성을

위해서는 도심으로부터 한강으로 연결되는 생태축 연결, 단절된 생태축의 생물이동통로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 도시전체에 Green Way System

구축, 산지형공원 및 조성녹지 주제공원 조성, 습지생태원 조성, 주민참여 생태문화도시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 생태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환경생태계획

157

표 11. 서울시 환경생태계획 중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 항목과 추진내용

세부계획 항목 세부추진내용

생물서식처확보

우수생태계 보전 ▪우수생태계지역 적극 보전

산림녹지

생태적 개선

▪산림내 답압 훼손지역 하층식생복원

▪조림지역 천이유도

도시 외곽 농경지

친환경농업 유도
▪도시 외곽 경작지 친환경 농업 유도

도시공원 생물서식기능
강화

▪도심내 조성녹지 생태적 공간 확보

도시 외곽아파트

생태기능향상을 위한
재개발

▪기존 단지내 양호한 생태환경 보전

▪야생조류 이동을 고려한 단지 조성

도시 생태축
형성

도심-한강 생태적 연결
▪단절된 산림생태 연결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 강화

생물이동통로 조성
▪단절된 생물이동통로 연결

▪도심내 녹지체계 설정 및 중점 녹화

생태문화
활성화

Green WaySystem 구축

▪자연환경 탐방을 위한 보행산책로 조성

▪자전거 순환탐방로 조성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산지형공원 및 조성녹지

주제공원 조성

▪산지형 공원 주제화를 통한 생태적 이용 유도

▪완충녹지 주제공원 조성

습지생태원 조성
▪습지 테마공원 조성

▪관광여가 벨트 조성

주민참여

생태문화도시 조성
▪환경생태계획 추진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서울시 환경생태계획의 적용방안

우리나라 도시관리 및 개발에서 환경생태적인 내용 반영은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

고 있다. 서울시 도시관리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환경

보전종합계획 등의 일부 항목으로 검토, 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에서 자연생태계에 대한 자료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자료 일

부를 활용하고, 이러한 자료를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거단지 계획 시 관련

되는 환경생태관련 계획은 공원녹지계획 등을 포함한 조경계획이 전부이며, 이 조차도 생

태적인 고려는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생태계획은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서 사전계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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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획 구상에서는 도시계획구상과 적용을 협의하고 조정하며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

간계획을 확정하고 환경생태계획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생태계획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계획 사례가 독일의 Landshaftsplanung(이하 환경생

태계획)이다. 독일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일은 법체계상에서 공간

계획분야에서의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분야에서 환경생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상호

조정을 거친 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국토단위로는 연방국토정비계

획법에 의하여 연방국토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주, 지역단위에서는 연방국토정비계획법과

주계획법에 의하여 주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국토단위에서 주계획법에 의하여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건설법전, 건축시행령, 계획시행령, 도시건설촉진법,

주건설시행령 등에 의하여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

구상세계획을 수립하며, 개별건축 단위에서는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환경

생태계획은 이러한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동시에 수립하게 된다.

독일 공간계획체계와 환경생태계획체계 관계를 살펴보면 환경생태프로그램은 주개발계

획과, 환경생태기본계획은 지역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은 도시개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과,

녹지정비계획은 지구상세계획과 대응되는 계획이다.

공간적 범위 공간계획 체계 환경생태계획 체계

주 ⇦ 주(州)개발계획 ⇦⇨ 환경생태프로그램

⇓ ⇓ ⇓

지역 ⇦ 지역계획 ⇦⇨ 환경생태기본계획

⇓ ⇓ ⇓

자치시․군 ⇦

도시개발계획

: 건설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 환경생태계획

지구상세계획 ⇦⇨ 녹지정비계획

그림 7. 독일 도시개발을 위한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 (Landshaftsplanung)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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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환경생태계획

⇓ ⇓

도시관리에 관련된 관련 조사분석 환경생태현황 조사분석

⇓ ⇓

현황종합내용 평가 및 현황종합내용

⇓ ⇓
적용 및

조정

도시계획구상

환경생태계획 구상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적용

▪지구단위계획 적용

⇓ ⇓

토지이용계획 완료 환경생태계획 완료

그림 8. 서울시 생태도시를 위한 환경생태계획과 도시계획 관계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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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y contribution will start from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will predominantly be based

on experiences from there. It is, however, my intention to arrive at statements which claim

to be valid more generally and on an international level as well. Germany is a member

country of the European Union. This fact indicates that legislation, economy, administration

and other fields of human life more and more lose their restricted national character and

become more and more influenced by internationally agreed standards instead. This makes

it easier to derive general conclusions from individual case studies, in this cas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lanning.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under the restriction of sustain ability has traditionally

been practised in Germany for centuries, particularly for forest resources, and it was the

German forester H. von CARLOWITZ who as early as 1713 defined the term "sustain

ability" as a restrictive principle for forest management.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imited

availability of natural resources were the reasons for this tradition, which still can be

traced in today'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ractice. The German Federal Act on 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in 1976 not only requested sustainable

management for natural resources, but also introduced planning procedures and planning

instruments which initiated evaluation procedures suited for ecological relations and for

characterizing the natural environment as a coherent system. The strong dem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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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accepted evaluation methods was new and innovative at that time. Today it is

possible to review more than three decades of experience in this field which both by trial

and error and by improvement in legislation and jurisdiction has resulted in

"good-practice"-routines.

2. Monetary terms and regulative power of the market for ecological

benefits from open spaces

According to the generally ruling philosophy "The market will find out the best solution

for any conflict" the term "evaluation" normally is primarily understood as "monetary

assessment". The balance between monetary values of conflicting plans will decide on the

question which one is put into action and which one is neglected. However, as far as

availability and benefits of natural resources remain free of charges and as far as there is

no direct trade of these goods, the market is unable to regulate conflicts between economic

demands and ecological necessities. Megacities like Sao Paulo in Brazil and the disastrous

environmental conditions there impressively prove the failure of unlimited market power to

solve ecological conflicts.

There are attempts to artificially introduce market prices for environmental goods, i. e. by

marketable certificates or licenses; such systems, however, have to be based on political

agreements, either on national or on international level. It is most difficult to handle such

agreements and to reach generally accepted fair prices at the same time. That is why

systems using certifications and marketable licensed permissions cannot be recognized yet

as successful and mature approaches to the introduction of both fair and competitive

monetary terms for ecological benefits and natural resources in the context of spatial

planning.

Nevertheles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evalu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of elem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terms of monetary amounts is practised successfully. This is

true for the following cases or under the following assumptions:

∙Compensation of damages or impacts on the environment (assumption: the pric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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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ecessary to replace the lost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Application of the economic principle (to acquire a certain ecological benefit as cheaply

as possible);

∙Studies of efficiency (which minimum expenditure has to be spent in order to reach a

certain target?).

∙There are close correlations between market prices for houses on the one hand and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surrounding city district on the other hand. Indicators for

these interrelations have been investigated (KENNEWEG, 2004).

There are more cases to be mentioned, but in general monetary evaluation methods, if

applied independently, are insufficient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

Whenever monetary terms are applied i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re

are no general standard prices for ecological goods, but only model-based assumptions,

oriented towards the ecological targets of the respective planning. If a tree (in the forest)

only has to meet the requirement of producing renewable energy it may reach a price of

about 100 €. If a similar big tree (in urban areas) has to serve the target "Filtering

polluted air", its function could only be replaced by numerous small trees, together offering

the same filtering capacity. Planting of about 20 medium-sized trees under urban conditions

can easily sum up to an amount of several thousands €.

3. Legislation and its initiation of values

The German Federal Act on 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introduced

in 1976 several new planning instruments such as landscape planning as an obligatory

contribution to land development plans or environmental impact regulation with its

contribution to planning approval procedures for projects. Meanwhile this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procedural details have been worked out by the legislation of

the federal states and by various directives. The entire legislation is increasingly influenced

by guidelines from the EU.

Conceptual landscape planning on three levels and project-oriented and specified landscape

planning in combination with planning permission require an evaluation of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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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 and its disturbances. After this requirement appeared quite demanding and most

difficult at the beginning, a good working routine has been designed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one of several possible approaches the structureless "natural balance" was

broken down into several "landscape functions" which have to be evaluated and discussed

in separate chapters of the respective plans (Table 1).

Table 1. Operational handling of targets in the context of "natural balance" for evaluation

purposes (GRUEHN and KENNEWEG, 1998)

Superior Target Components of Landscape Ecosystem Detail Targets, Measures

Sustainable Securing of
Nature and Landscape…..

Function as habitat

Function for human recreation

Function as historical countryside

Function of resistance against erosion

Function of biotic productivity

Function of protecting ground water

Function of ground water recharge

Function of regulating floods

Function of providing water resources

Function of minimizing pollution

Function of amelioration of local climate

(more possible functions to define)

Protection, Maintenance,
Development or Restoration
of Nature and Landscape,
both in settled and open
areas

As some of these landscape functions support each other, whereas others are antagonistic,

the total of "natural ecosystem" cannot be derived by simply adding up any evaluation

results. Moreover, there is no a priori common benchmark available which could be applied

to all of the functions their resulting values are difficult to be compared. Thus a final

conclusion to be derived from the evaluation results of all functions must remain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expert opinions.

In Germany the implementation of a holistic system of evaluation of landscape functions

(or, alternatively, of conservation resources) is created primarily by legislation, followed up

by further development in terms of procedural routines and decisions by jurisdiction.

Without the forces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this system of evaluation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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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mendous amount of knowledge about values of landscape functions and their

interrelations would not exist.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results for landscape functions

or for conservation resources is not a progress in theory, but has to be recognized as

foundation of reasonable decisions in conflict situations between economic advantages and

ecological necessities. A holistic evaluation, resulting from the multiple aspects of the

natural balance, is the best-suited approach to overcome the tremendous difficulties which

primarily occur when "Nature" as a whole has to be evaluated.

Finally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German Federal Act on 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does not only require to evaluate (and to protect) the natural

ecosystem, but that the qualities of landscape scenery and their possible disturbances have

to be evaluated and considered, too.

4. The implementation of ecological evaluation into spatial planning

The official introduction of new procedures by law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their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getting them to work in practice.

There is a variety of possible approaches and methods which all claim to be best-suited

for an evaluation of landscape functions. The method chosen finally should be generally

accepted both in the community of professionals and by the public. If there is a choice

among too many possible methods this may generate confusion and will not support the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its evaluation method.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fine standards and have them endowed with general validity. There are quite a few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for this purpose:

∙The method should be based on results of research; its reliability and its scientific

validity must be proven (GRUEHN, 2005).

∙The method should not be too complicated.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 should not be too expensive.

∙The data bases which are necessary to perform the evaluation procedures should be

available and easily accessible for the users of the respec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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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missing experience it was difficult during the first years to meet the mentioned

requirements. Meanwhile certain standard methods have made their way into practice.

These methods are primarily characterized by using easily accessible and everywhere

available data, normally GIS data, such as topographic information, DTM, data on land

cover and land use, various digital thematic maps etc. Descriptions can be found in German

textbooks (for example: von HAAREN, C.,2004). In the following chapter some examples

will be discussed.

5. Evaluation procedures

Most evaluation methods which are applied in practice for environmental planning

purposes are satisfied with a system of values which allows for arranging the areas tobe

investigated into ordinal numbers or ranks. Only in special cases, when very precise results

are needed, i. e. for research purposes or if very accurate and up-to-date data are

available, more comprehensive measurements or calculations are applied. In general, not only

one factor is investigated for an evaluation method, but several components are checked,

and the results are aggregated according to predefined rules for linking them. Normally it is

not allowed to simply add up the ordinal numbers, because their weight can be different

and must be predefined for the use in the respective method. More advanced methods take

the data as input for models. Table 2 indicates some components to be used for evaluation

of three selected landscape functions.

Although the three landscape functions which are selected for Tab. 2 belong to the same

landscape ecosystem, the existence of forest is evaluated most variably: forest, on the one

hand, is most unfavourable for the function of ground-water recharge, because evapo

transpiration may not leave enough water for soil infiltration. The amount of precipitation

and its distribution, however, may modify the influence of forest. On the other hand, forest

is most favourable for the function of regulating water runoff and preventing floods. In the

same way the existence of forest would be most favourable for the landscape function of

resistance against erosion (which is not listed i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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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nents for evaluation of landscape functions (simplified)

Function of Ground
Water-Recharge

Function of
Regulating Floods

Function as Habitat

Land cover

None

Pasture

Arable Land

Forest

5

3

4

1

1

4

2

5

1

(4) (varying)

2

(5) (varying)

Relief

Flat

Inclined

Steep

5

2

1

3

2

1

-

-

-

Soil

Sand

Loam

Clay

Sealed

5

3

2

1

5

4

2

1

- (varying)

- (varying)

- (varying)

1

Different

Important

influences

Depth of ground water table;
measures of land
management

Surrounding land;
Precipitation and
its distribution

Fragmentation; landscape
diversity; pollution and
disturbances; others.

Five ordinal numbers or ranks are applied here: 1 = very unfavourable; 2 = unfavourable;

3 = neutral; 4 = favourable; 5 = very favourable

The existence of sealed soil in any case and in terms of any landscape function is

unfavourable to the landscape ecosystem. If there are too many sealed areas, this can cause

severe damages to the respective region by flooding or erosion. The percentage of sealed

soils therefore i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most evaluation methods.

The units which are tested and evaluated for environmental planning may vary according

to the respective case. On the one hand raster squares can be checked, or, on the other

hand, fields or lots taken from a map or from GIS data sets as well. In general, the

results of evaluation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planning are expected to be suited for

presentation as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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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ta as a precondition for ecological land evaluation

and environmental planning

There are some evaluation methods which at least can give a rough estimate for bio

diversity and conservation purposes on more or less valuable parts of the landscape without

using much more than an up-to-date land-cover map. Diversity of land use, duration of

replacement, if landscape elements were lost, and the degree of landscape modification, as

compared with the potential natural environment, are the aspects which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is approach.

In most cases, however, ecological evaluation is much more demanding, and detailed

information for small land units is required.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urban areas. That

is why availability of multiple high-resolution and up-to-date data bases is crucial.

Challenges and problems which occur due to the requirements will be illustrated by the

procedure of acquiring sealing-data for the city of Berlin. As explained above, data on

sealing is necessary for evaluating the landscape functions of providing habitats, of

ground-water recharge, of ground-water protection, of regulation of water runoff, of biotic

productivity and of regulating the local climate.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sealing is not

only demanded as statistical figure for the whole city, but as reliable and precise data for

statistical blocks as reporting units. In some cases information is needed for even smaller

areas, such as sub-units of statistical blocks.Until recently the city administration had to

work on top of heterogeneous data. Five different methods, not applied simultaneously, but

taken independently for various purposes, had to be applied for evaluation purposes. This

was a situation which could not be accepted on the long run. The existence of different

data sets was favourable to some extent, because this material could be used for

comparison in order to develop an optimum method (COENRADIE, 2007, Ta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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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thods for Mapping Sealing in Berlin

Method, Source of
Data

Characteristic
Purpose,

Advantage

Disadvantages

Problems

Updating existing
old data

Unknown quality Low cost Not reliable, heterogeneous

Water Works Very precise data
Modification of sewage
fees, available for single
households

Expensive, not available for
all parts of the city

Digital topographic
information

Based on precise
survey data, frequently
updated

Large-scale topographic
maps, easily available

Reliable only for sealed
built-up areas. High cost.

Field survey
Difficult access for
some areas, difficult to
standardize

Comparison purposes
Only available for small areas;
high cost, low standard

Remote Sensing
(airborne or
satellite-borne
sensors)

Uniform, simultaneous
data-take

Classification of sealing,
biotope-type mapping.
Standard methods
applicable

Difficulties for shadowed
parts, shading of ground
surface by vegetation or
buildings (oblique view)

The method which was finally developed and which is recommended now for standard

application is primarily based on satellite remote sensing. A sophisticated three-step

classification-method is applied for data processing. The existing digital topographic

information is used for correction purposes (shaded and vegetation-covered areas). The data

base by the urban water works is taken for validation purposes and accuracy assessment.

Aerial photography is used for the same purpose.

In general, urban districts are facing similar problems, world wide. Mapping methods for

biotope-types and of sealing, using IKONOS satellite imagery were investigated in Seoul as

well (KIM , 2007). Compared to Berlin, there are more problems, because of the different

city structure (tall buildings, large shaded areas) and topography (steep hills).

7. Conclusion

Only very few examples for evaluation methods out of a tremendous variety could be

mentioned here. The same is true for the problems which are connected with evaluation in

any case. However, some recommendations can be given:

∙The selection of standard methods for working on standard problems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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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on environmental management can support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s to be applied for environmental planning.

∙Working routines and efficient work will develop on top of long time experience.

∙Successful and reliable evaluation urgently needs excellent data supply (which in Berlin

is guarantied by the environmental atlas).

∙Remote sensing, particularly high resolution satellite remote sensing is most important

as a reliable data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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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he source of life. A basic compound made up of oxygen and hydrogen atoms without

which we could not exist. Nor could any other of our terrestrial plants or animals. But

water can also be a raging force. One that alters the landscape so quickly so undeniably

that what once seemed so permanent and durable can suddenly seem fragile and tenuous.

When experienced in the right context, at a human scale, with trees and shrubs, and a

gently flowing current, constantly flowing onward, it can be a source of inspiration. A

story to be told. A vision to be realized. So it is with the San Antonio River, Yanaguana

to those who first live by its banks. Paseo del Rio to those who would decide its future.

The first people known to live by the river were Paleo-Indian hunter-gatherers in B.C.

8,000. It is said that they called the river Yanaguana and their descendents still lived along

the river until the late 1700s. An early Spanish explorer Cabeza de Vaca was the first

European to record crossing the river in 1535. One hundred and fifty years later, in 1691,

the headwaters, formed by numerous springs 2 miles north of downtown San Antonio, were

named after St. Anthony of Padua. Another twenty seven years passed before a Spanish

mission and a presidio was built near the Great Bend of the river and named San Antonio

de Voters: better known today as the Alamo. The Spanish missionaries brought with them

technology for irrigating crops and constructed a network of acequias (canals) to move

water from the San Antonio River to their agricultural fields. Although the missions era

ended around 1780 the acequias still exist today and can be studied at the San An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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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s National Historical Park.

While the river was a source of life for the early settlers, it was also a source of misery.

Periodic flooding took its toll on those unwise enough to build within the river floodplain.

In 1819, a flood reportedly killed 16 people. Twenty five years later another flood occurred

prompting calls for a flood control dam on the Olmos Creek tributary. Only 4 years after

that, severe pollution in the river was responsible for a cholera outbreak that devastated the

population of San Antonio. Approximately 600 people died from the disease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inhabitants to less than half what it had been only 50 years earlier.

Despite this major setback, the population quickly grew again by one thousand percent

over the next 20 years due to westward expansion of the United States. In 1865, another

flood killed 3 people but this was followed by a long period of drought in which the river

nearly dried up. This drought was due in part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urban

development that diminished ground water recharge. In 1891, a successful artesian well was

drilled and in 1911 a number of artesian wells were used to supplement the flow of the

river. However, the same development that dried up the river was also to blame for two

major floods that occurred in 1913 which claimed 177 lives and caused $8.5 million in

property damages. Only 8 years later, another massive flood inundated downtown San

Antonio taking 50 lives and prompting the start of a long series of flood control measures

that ended in 1997 with the famous San Antonio Flood Tunnel.

Like any lazy river gently flowing through the prairie, the San Antonio River was also a

source of inspiration. The downtown portion, significantly altered from is pristine condition,

still evoked romantic notions of what the river could be to the citizens of the city. In 1887,

an anonymous writer to the San Antonio Express wrote "the riverbanks could be converted

into flower beds, and pleasure boats could afford recreation to hundreds. Many of our

citizens are prone to look entirely upon the utility side of every question, and the river as

an ornament would be likely to excite ridicule, but... our river would be the crown jewel of

Texas." (Fisher, 2007, pg 18; Express, 1887, p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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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s

Along the banks of the San Antonio River grow willows, cottonwoods, bald cypress, and

oaks. A graceful community of fellows standing beside the current, reaching across to greet

each other and forming shelter from the summer sun and its blistering heat. Trees provide

comfort, beauty, and stability. In 1911, a local publication, Express, wrote "Few cities

possess so great a natural asset as a winding, tree-shaded stream such as the San Antonio

River... Its sinuous course through the city... elicits the admiration of visitors"

Earlier, in 1904, several large trees were cut down along the river corridor. This resulted

in protests among the citizens of San Antonio and then the first of the landscape

improvements began. Penalties were set for any unauthorized cutting of trees and an effort

was made to landscape the riverbank in the spirit of the City Beautiful movement. Again,

in 1921, more protests occurred when trees were cut for the purposes of flood control.

Clearly the trees were seen as important assets to the community. Flood control and other

capital improvements would have to work around the trees and not through them.

In 1956, Bob Frazer of the San Antonio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 established a

small botanic garden on the River Walk with philodendron, banana plants, and palm trees.

To care for this new addition he added 1 custodian and 3 staffers to the city payroll. Six

years later, Parks and Recreation completed a 2-mile landscape plan that included 17

thousand trees, shrubs, vines, and ground cover. Many of the magnificent old trees that

visitors to the River Walk enjoy today were planted during this improvement effort 50

years ago.

Today an army of caretakers groom the flora along the River Walk. Its gardens

providing beauty, comfort, and enjoyment for the millions of visitors that stroll by each

year. But is this the natural beauty that first captured the imagination of its earliest

inhabitants? If left to its own ecological regime of plant succession of natural selection

would the River Walk maintain the same image that we have come to know it by? This

is not likely. The flow of the water is tightly controlled with no ebb and flow of a natural

flood pulse. The hard pavements, building walls, and bridges create microclimat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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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ere never present before European settlers arrived. The River Walk is a new place.

A human place, tamed for human purposes, crafted for human activities, and maintained

gently by human hands.

Structures and Stone

While the great bend of the San Antonio River became the foundation of a great city, it

also became the foundation of a dream. Structures made of stone, steel, and concrete

ensured that the city would remain rooted to the central Texas soil and would grow,

eventually, into the "Crown Jewel of Texas."

Settling the San Antonio area began with the Native American Payaya tribe. Nearly

10,000 years later, Spanish missionaries built settlements among the Payaya tribe including

the San Antonio de Valero Mission known today as The Alamo. Abundant limestone

resources served as building materials for the Spanish missions which were the first

enduring structures to be erected along the river. From 1718 to 1731, a total of 5 missions

were built and these settlements thrived for another 50 years until disease and Apache tribe

hostility significantly reduced the population (NPS, ???). With the mission era over, the

King of Spain secularized The Alamo in 1793 and gave the mission properties to the

civilian population (Daughters of the Republic of Texas Library). Then, from 1803 to 1836

(the year of the famous "Battle of the Alamo") the City of San Antonio was subject to

political and military turmoil. Trouble continued until 1946 when Texas became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occupy the Alamo building.

To improve access to the new cities of the west, transportation systems were being put

in place across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The first permanent vehicle bridge serving

San Antonio was built in 1842 at Commerce Street (known as the Old RedBridge). The

first iron bridge was built nearly 30 years later at Houston street (1871) and then 2 more

around 1875 at Navarro street. Around this time it was commonplace for pedestrians to

cross the river on wooden foot bridges that floated on barrels from bank to bank.

Successful growth and prosperity built civic pride and so the next 5 bridges had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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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styling and were purchased from a fabricator in Berlin. In 1890, the South St.

Mary's Street Bridge (5th from Berlin) was purchased with a plaque honoring Mayor

Bryan Callaghan sporting his name printed in large gold letters. As was customary at the

time, a steam roller was present on the bridge during dedication as a symbol of the

bridge's strength.

In addition to overcoming the river as a barrier to transporting people and goods, city

officials went to work on flood control measures to improve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the citizens. While the natural floodplain had mitigated flooding in the past, significant

changes in land cover throughout the watershed increased runoff and pushed the flooding

beyond the floodplain. In addition, the Great Bend is a large natural meander made from

the erosion and deposition of soil along the riverbanks over time. Meanders typically slow

and backup flood waters and so it was inevitable that some of the worst flooding would

occur in this location that is, the center of downtown San Antonio.

In 1865～1869, the first municipal flood control effort began with a bridge support

modification at Commerce Street and the removal of the Concepcion Acequia dam. Little

else happened for fifty years until Metcalf & Eddy conducted a flood control study that

foretold the great flood of 1921. Their recommendations included widening the river channel

including the Great Bend to increase capacity, straightening six bends (not including the

Great Bend), and building a retaining basin near the mouth of the Olmos Creek. It also

suggested removing all of the trees to accommodate the river widening a fatal mistake that

delayed the project until it was too late. The flood waters came before the project got

started. The cost of the project was estimated at $4 million. The cost of the subsequent

flood damage was estimated at $3.7 million though some estimates went as high as $10

million.

After the 1921 flood there was a great deal of civic support for flood control measures.

Bridges were moved, modified, or eliminated. Damaged buildings and debris were taken

away. Numerous meanders were straightened, widened and filled. In 1924, the city approved

$2.8 million in funding for a major flood control project and in 1926 the Olmos Dam was

finished and de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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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the problem of widening the Great Bend without taking down trees seemed

impossible to solve. However, a compromise was worked out in which new underground

box culverts would be opened during flood events but would normally remain closed to

allow base flow current to run through the Great Bend as usual. This idea, though

conceived as a solution to two competing interests 1) mitigating the floods and 2) keeping

the trees was the genius stroke of engineering that enabled the River Walk to evolve into

its current form. Once implemented, the water level of the Great Bend could be controlled

with great precision. Store fronts could now be constructed at river level without fear of

flood damage. The box culvert idea evolved too, into what is now the well known bypass

channel.

The first major flood control measures were finished by 1930 with the completion of the

bypass channel. Further work included straightening more of the river in through

downtown and installation of a tainter gate within the cutoff channel. In 1954, Congress

authorized flood control improvements along an additional 31 miles of the San Antonio

River. A new San Juan Dam was completed in the new flood channel. A few years after

that it was extended so that water could enter the San Juan Ditch. In 1968 the bypass

channel was modified and the Espada Dam was reconstructed. Other improvements include

newly configured floodgates, a Pledtas Creek bypass, and more channel improvements.

In 1987, the most ambitious of all flood control efforts was begun the 3-mile San Antonio

River Flood Tunnel. It collects stormwater at Josephine Street near Bracken ridge Park and

transports it 150 feet below the city to Roosevelt Park on the south side of San Antonio.

Known as an inverted siphon, it was designed to carry half the runoff of a 100-year storm.

A 620 ton, laser guided tunneling leviathan ground a path about 24 feet wide over a 10

year time span getting stuck once for about 1 year. Eighteen months after completion the

tunnel was put to the test when a major storm dumped 20 inches of rain in the watershed

in one day. The tunnel performed as expected and the city was spared. An added benefit

of the tunnel is the ready source of stored water that was now available and could be used

to augment the river flow during low-flow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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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of a dream

The idea for building the Riverwalk was preceded by several key events the prepared the

way for the Crown Jewel of Texas. The first of these happened in 1900 when the first set

of engineering plans to bury the river was stopped due to public outcry. It was clear from

this point forward that a voice for the river was buried deep within the citizens of San

Antonio. Despite years of neglect, dumping, and drought, a deep and romantic passion for

the little stream winding through the downtown was burning within the hearts its people.

In 1903, architect Francis Brown suggested cutting off the Great Bend and giving "a great

deal of space to better purpose. "Eight years later downtown business men concluded that

the river could be carried in an underground conduit. The rest (more than a mile) could be

filled and sold for commercial development. In addition, 9 bridges could be eliminated

including the costs of maintaining them. Still, the residents would not budge. The river was

simply too important to pave over. Instead, river would see its first major improvements

with inspiration from the City Beautiful movement. After the unfortunate cutting down of

two "magnificent" trees, public support in response led to the planting of new grass and

trees beside the river. In addition, City officials promised to beautify the stream and protect

it in every manner possible. Several hundred cypress trees were planted along the banks

some of which are still standing today. And in 1912, Commissioner George Surkey started

a major beautification project. Unfortunately this project was interrupted by a pair of floods

in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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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gang Renaissance’ Projec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the purpose

of recovering the innate nature and history of Hangang and giving convenience for the

Seoul citizens of using it, which, requires new other approaches. The waterfront view of

Hangang also needs new approaching methods in terms of the recovery and creation of the

landscape of it. Those methods could mean the mainten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ities

adjacent to Hangang, the creation of public access to Hangang, reformation of landscape of

cities and mountains surrounding Hangang and new design methodology for distinctive

waterfront landscape for it.

Ⅰ. Introduction

Most waterfront areas of citie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for mainly flood control,

brought artificial banks, roads for cars and large-scaled apartment complex during the

modern urbanization period. Therefore, they have similar waterfront view. But in recent

years, some cities in Korea have been quite often discussing various recreation measures

and recovery methods of rivers or seashore, far away from the existing concept.

In this article, in order to ge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waterfront view of

Hangang, we first look for the history of the city development of Hangang,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ituations of Hangang and then refer to similar foreign cases

and finally compare and analy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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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tudy on the city development of Hangang of Seoul and the

history of its waterfront views

The changes of Hangang city development are mainly categorized into the four parts of

'Hangang before the Chosun Dynasty', 'Hangang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Hangang at the 1960-1970(the 1st Hangang Development Plan)’, ‘Hangang after the

1980s(the 2nd Hangang Development Plan).’

2.1. The changes of the view of Hangang with city development

Until the Chosun Dynasty, Hangang had been used as an important transport route for

conveying tributes and various materials. Hangang had been responsible for transporting

goods and humans as a central route which connects the inland with coast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naturally created ferries and ports such as Mapo ferry, Dongjak ferry,

Hangang ferry, Gwang ferry, Songpa ferry and others for convenient transport and

commerci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Hangang also had played a role of a playground

in the summer and a wash place for the ordinary people. In addition, Namho, Mapo,

Seogang, Seoho, and Dongho, which are all located on near Hangang, were proud of their

scenic view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destrian bridge(1917), Hangang pedestrian

bridge(1936) and Gwangjin bridge(1936) were constructed following Hangang iron

bridge(1900) built by the Kyoungin Railroad joint-venture company, which meant the

weakness of the function of Hangang as the central water transport linking Seoul with all

the whole regions for several hundred years, and brought about the fall of commercial

supremacy of Hangang as well. Dangin-ri thermal power plant(1934), Noryangjin

reservoir(1910) and Ddukseom reservoir were constructed, and after the 1925 deluge in

Seoul, the colonial Japanese authorities launched the Hangang improvement project such as

the extension and straightness of the waterway-width of Hangang, building dikes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And these changed the landscape of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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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Hangang at the Chosun Dynasty era Fig 2.2. Hangang under the colonial Japanese rule

Fig 2.3. the 1st Hangang Development Project Fig 2.4. the 2nd Hangang Development Project

Fig 2.5. Banpo housing land development apartment Fig 2.6. Jamsil housing land development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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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Daelim, Seongwon apartments constructed on the districts of Dongbu·Ichon

1960-1970s(the 1st Hangang Development Plan) The population of Seoul had sharply

increased from 3mi in the Japanese colonial rule era to 8 mil in the late 1970s, which

required a great deal of building sites to accommodate the increased people,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about 3,700,000㎡ land of Yeoui-do, construction of bridges connecting

Mapo, Yeoui-do and Yeongdeung-po, embankment, auto express highway and large-scal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houses. The main purpose of the Plan was to prevent possible

deluge of Hangang by building riverside bank roads at the ends of the North and South of

Hangang and accommodate sharply increasing traffic demands and make up the expenses

for the project by forming building sites. For this, Dongbu Ichon district(1969),

Seobinggo-dong district(1973), Apkujeong district(1972), Banpo district(1972), Gueui

district(1973), Yeoui-do Yunjungje(1970), Jamsil district(1975) were developed. At that time,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construction companies made up the costs of

the reclamation construction by supplying large-scale apartments in the short period of

time. Consequently, the construction of large building sites alongside Hangang caused a

quick widespread of apartments in Seoul(Fig 2.5, 2.6, 2.7).

After the 1980s(the 2nd Hangang Development Plan) The 2nd Hangang Development

Plan was established in order to solve its water․environment․landscape problems

generated by the sharp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to invite successful '86 Asian

Games' and '88 Seoul Olympic Games.' This project included the development of Hangang

Citizen's Park, Olympic Expressway, the maintenance of reservoir-water way and the

construction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for the clean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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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tudy on the view of Hangang

In the past, Hangang had shown its beautiful scenery and functioned as not only a space

for water utilization but also a place for the general citizens. Star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under the colonial Japanese rule, however, various river improvements

mentioned above changed greatly the view of Hangang. In addition, since the rapid

urbanization of the 1960s, Hangang had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with housing supply,

transport network extension and flood control through the plan. When we look over the

landscape of Hangang in the aspect of the city development of Seoul, 5 characteristics of

the view-change of Hangang could be found.

① Landscape of separation between Hangang and rear cities by the waterfront bank

road(Fig 4.2)

② Apartment dominance landscape brought by the large-scale construction of waterfront

building sites(Fig 2.7)

③ Change of the landscape of Hangang resulted from the expansion and straightness of

the waterway width(Fig 2.4)

④ Reduction and change of natural scenes of the waterfront highlands of Hangang(Fig 4.3)

⑤ Reduction in ports and ferries and waterfront landscap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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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nalysis on foreign cases of the usage of waterfront space and view

We looked around the city development of Seoul and the changes of the landscape of

Hangang. Now, we go to foreign examples of waterfront usage and scenic view cases,

similar to Hangang of Seoul. Currently, Seoul has the size of 605㎢, population of some

10,29 mil and the length of Hangang is about 482km. we examined the Thames(338km) of

London(1,579㎢, 7.52 mil) and Hudson River(490km) of Manhattan, New York(81㎢, 1.54mil)

in terms of the similar experiences of development methods forming waterfront spaces.

Table 3.1. comparison of Hangang and overseas rivers

city and river city area population river length
river width

(GIS mensuration length)

Seoul(Hangang) 605㎢ 10.29 mil 482km 0.6~1.0km

Manhattan, New
York(Hudson River)

81㎢ 1.54 mil 490km 1.0~1.8km

London(the Thames) 1,578㎢ 7.52 mil 338km 0.4~0.5km

3.1. Usage of waterfront space and view of the Battery Park City of Hudson

River, Manhattan

The main reason that we pick the Battery Park City, Manhattan, New York as an

exemplar case for this chapter is that the Park City was made in a similar way that

applied a public water-surface reclamation technique as in the case of the Hangang

Development Plan.

3.1.1 Usage of waterfront space of the Battery Park City

The Battery Park City is the same with the districts developed near Hangang in Seoul in

the aspect of the public water-surface reclamation development, but according to the master

plan of the Park City, set in 1979, the Park City included residence(42%), commerce(9%),

green-zone(30%), open space(19%) like Street·Avenue, showing harmonious usage of land

and space in city(Fig 3.1).

3.1.2. View of the Battery Par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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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Battery Park City, along with city functions, other necessary elements

such as green-way of Hudson River, public open space, roads for pedestrians which are

connected to low-rise commercial retails were in advance set up, resulting in a planned and

comprehensive formation of city environment. Main principles for the formation of the

waterfront urban view of Batter Park City are as followings.

∘Regulates acquiring view corridor by harmonizing the wall line of buildings with street line

∘Regulates inducing the creation of skyline by specifying lot which rules specific height

including height & bulk control regulation set by zoning

∘Regulates location for commercial usage and retail street

∘Regulates the location of arcade regulated

∘Regulates the location of car park allowed

∘Regulates the location of open space and its linkage

Fig 3.1. BPC waterfront space usage Fig 3.2. BPC view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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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View corridor obtained by uniting the line of a building with distance line

27

Fig 3.4. Green pathways for walkers alongside Hangang and public open space

3.1.3. Methods of the city development of the Battery Park City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e Battery Park City wa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attracting residential and commercial functions in the Lower Manhattan

as the large parts of the business of the Lower Manhattan had been moved to its

neighboring Mid-town Manhattan, Connecticut, New Jersey. The New York City established

the Battery Park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in 1968 and next year set up a master plan

for it. The plan first had an intention that the project would start with issuing the

Government-guaranteed 200 mil $ bonds and be carried out with the plann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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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pecial districts. But because of the inflexibility in running the special districts and

some other problems of the master plan, the business was stopped after the purchase of

land. In 1979, The New York City included the Development Corporation of the Battery

Park City in the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of New York State and abolished the

existing master plan of large structure and super-block forms and reduced the block scale.

Instead, they established a new master plan that focuses on the quality of public-using

space and makes the whole waterfront area parks and walks for the New Yorkers.

The newly established master plan selected the lease on land instead of land-selling and

induced the public service of civil development by linking the regulation of the special

districts with competitive bidding(Fig 3.4). Civil developers should follow the regulations but

the city established public facilities to attract development before them. And they also gave

the Battery Park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the authority to consider plans of civil

developers for a simple process. Based on the standard of 1999, the Battery Park City has

earned more than 100 mil $ from its lease business a year from offices with size of about

640,000㎡, 10,000 residential houses and two hotels and the earned money has been input

into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lease housing business carried out by the New York city.

Fig 3.5. Conceptual diagram of the Battery Park C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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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sage of the waterfront space and view of the Thames, London

London and Seoul have common in size and capital feature in each country. In that

sense, looking over the case of the Thames would be contributable for searching

improvement measures of the waterfront view of Seoul.

3.2.1 Usage of the waterfront space of the Thames, London

According to the City of London Unitary Development Plan, the central part of London, in

order to meet its role and function as a center of the world economy and industry, should

have commerce, business, culture and leisure facilities, and for safe and convenient residence

and city landscape, it has been continuously planning open space. Therefore, in the central

area of the City of London, there are retailers, leisure facilities and various public spaces,

which all contribute to the reinvigoration of the city. The only area for residence is located

on Queenhithe, which is along with the waterfront of the Thames, and within 500m of

residential area from the waterfront, only two districts of Fleet Street & Temple and Carter

Land are located. London has four world heritage areas including Westminster, London

Tower and many other preservation areas and historical structures registered. And London

has continued to maintain and decorate their city and scenic view(Fig 3.7).

Fig 3.6. View Protection Framework & Proposed London Panoramas (The London Pl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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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Main Residential Areas (City of London Unitary Development Plan, 2002)

3.1.2. View of the Thames

The London Plan has the View Protection Framework with classification of London

Panorama(6), Townscape View(4), Linear View(3) and waterfront View(13). In the London

Panorama, total 6 panorama views including the views from Alexandria Palace to St. Paul

Cathedral, from Greenwich Park to St. Paul Cathedral have been designated and reflected

on the London space strategies and space control plans. In order to make London more

attractive and well-designed city, the London Plan has put importance on the value of

conserving its views and landmark. For example, height control area, conservation area,

consultation area are used for the public space control around St. Paul Cathedral(Fi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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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High Buildings Considerations (City of London Unitary Development Plan, 2002)

Ⅳ. Comparison analysis on Hangang and overseas rivers

We examined each waterfront space usage and views of the Manhattan BPC and the

Thames. Next, we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usage and view of Hangang,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tudie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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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View and the usage of the space of Hangang

We need to analyze the waterfront space usage and view of Hangang to get accurate

comparisons from the Battery Park City and London and Hangang. Among ten districts

located at the Hangang belt, more than 90% areas of each Mapo, Hapjeong, Ichon, Hannam,

Banpo, Apkujeong, Jamsil and Cheonho are currently used for residence. And we have little

or no space for the public, cultural space and public open space at Hangang. And except

Yeoui-do and Noryangjin, most districts have only 5% of commercial·business areas that

are necessary to revitalize Hangang and to make space of competitive world business(Table

4.1).

Table 4.1. Usage currents of waterfront space of Hangang

Hangang belt (areas within 500m) residence commerce business quasi-industry greens

Mapo Hapjeong 90.74% 2.71% - - 6.55%

Ichon 95.39% 4.34% - - 0.28%

Hannam 98.24% 1.75% - - -

Seongsu Noyu 85.52% - - 1.17% 13.30%

Gangseo 23.59% 3.26% - 40.99% 32.17%

Yeoui-do 24.15% 75.85% - - -

Noryangjin 83.69% 14.49% - - 1.82%

Banpo 96.84% - - - 1.20%

Apkujeong 96.81% 2.02% - - 1.17%

Jamsil Cheonho 94.76% 0.45% - - 4.79%

Through the public water surface reclamation method, Hangang has been now

surrounded by Gangbyunbukro and Olympic Expressway and apartments. In addition, the

apartments and bank roads make it difficult for people to have free access to Hangang.

The current Hangang is so far away from the state and functions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mmercially vitalizing and easy accessible Hangang in the past. It

rather shows just isolation from citizens and nature, inharmony with its neighboring

structures and lack of cultural and public space(Fig 4.1,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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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Banpo-dong Olympic road and apartment Fig 4.2. Seongsu-dong Gangbyunbukro and

its neighboring areas

Fig 4.3. Heukseok-dong (saddle and highland encroached)

Fig 4.4. Ichon-dong (poor linkage of Yongsan Park, Hangang Citizen's Park and Nambuk Green Axis)

4.2. Comparison and analysis on Hangang and foreign cases

In order to find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better waterfront view of

Hangang, we compare and analyze Hangang, Battery Park City of Manhattan, New York

and the Thames of London. For the waterfront space usage, we analyze the land-usage

characteristics, open space and access route while examining the protection of panorama

view, view corridor control and height of buildings in the aspect of water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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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results of Hangang, Manhattan BPC Hudson River and the Thames of

London are mentioned below.

∙Now, about 80% of the total area of Hangang is used for residential area and there are

no cultural places or open space except the existing Hangang park. And free access to

Hangang waterfront is also limited by riverside ways.

∙Manhattan BPC has made a 30% green way and park and planned additional 19% open

space like Street and Avenue, 42% for residential area. By constructing a space that

makes it possible for pedestrians to freely access to the waterfront through BPC,

people could enjoy various facilities.

∙In case of City of London, most parts of the area are composed of commercial ․

business ․cultural facilities and open space, while only two or three areas for

residence, which means that the access to the waterfront is naturally connected

alongside public open space and street retail shops(Table 4.2).

Table 4.2. Case comparison of waterfront space usage

Hangang waterfront
Hudson River
waterfront

the Thames waterfront

usage of
waterfront
space

land use
characteristics

residence-centered
space usage

usage of various
spaces like residence,
park green area and
open space

multiple usage for public,
commercial, business,
residential and cultural
purposes

open space
lack of open space
except the existing
Hangang park

acquires about 50%
park green areas and
open space

acquires open spaces
such as plaza,
promenade, public-use
facilities

access route
limited access by
bank road

free access of walkers
and cars at the same
level

free access with walkers
pathway and open space

In terms of 'protective measures for view', 'designation and control of view corridor' and

'control of building height', we analyzed each waterfront view of Hangang, Manhattan and

the Thames of London and get the results as below.

∙Hangang has no currently any policies to protect the Hangang panorama view or major

landscape for view and view corridor designated as well. And the height of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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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16 floors within 500m from Hangang is now managed by the building

design review regulation less than 3,000㎡ in the dimension of a building (width x

length).

∙Manhattan has run Special Purpose District and designated Special Scenic View District

to protect the Manhattan's skyline and other outlooks. Along with this, for the

protection of the Manhattan's skyline view, Brooklyn Heights Scenic View District is

now operated. In case of BPC, it acquires its view corridor by matching the line of

buildings with road street line and managing height of buildings through 'special height

management district' and 'special scenic view district.'

∙The City of London has set panorama view, town scene, waterfront scenic view across

the City and reflected them in the space plans and controlled view corridor by

establishing four Linear View. The City has individual districts of St. Paul's Height

Control Area, Conservation Area and Consultation Area(Fig 4.3).

Table 4.3. case comparison of waterfront landscape

Hangang Hudson River The Thames

waterfront
view

protection of
view

lack of protection
measures for
view(view plans
required)

runs Special Scenic
View District(SSVD)

designates 13 view
protection areas
including 6 panorama
views, 4 town views

control of view
corridor

lack of control of
view corridor(view
plans required)

construction alongside
of distance line, line
unity, acquires view
corridor

sets 4 linear views

control of
building height

reflects on building
design review

zoning, special height
control district, running
of SSVD height limit

runs height control
area, conservation area
and consultation area

Ⅴ. Conclusion

5.1. Prospects of the improvement of the Hangang view

The current view of Hangang is the results of the urban development of Seoul.

Therefore, the improvements of the waterfront landscape of Hangang should first start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results caused by the past urbanization. The five prospect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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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the landscape of Hangang are mentioned below.

First, enhancement of the Hangang view separated by bank roads

- It is needed to make reconstruction plans that make it possible for pedestrians to

easily access to Hangang at the level of over-bridge or equivalent to the rear city

districts when reconstructing. The linkage for pedestrians should be established

centered on the area which is connected to the open space of the rear city districts

or Hangang.

Second, views around apartments alongside Hangang

- The reconstruction requires multiple usage such as cultural. commercial, business

facilities and open space at Hangang.

Third, enhancement of view of Hangang from the straightness of its waterways

- It needs the establishment and restoration of citizen's park, eco-park in order to

improve the landscape of Hangang.

Fourth, enhancement of hill areas of Hangang riverside

- Some measures of the special view district, height control area, conservation area and

consultation one are appli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areas having important

highlands of Hangang waterfront.

Fifth, improvements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citizens

- Open space that revitalizes more the use of Hangang such as restaurants, cultural

places should be reflected when setting plans.

5.2. Tasks needed to enhance the view of Hangang

The possible improvement tasks for enhancing the waterfront landscape of Hangang could

be derived from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ases mentioned above.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residence-centered area of Hangang waterfront should be used by ordinary for

public, commercial, business and residential purpose.

Second, in order to establish for the public open space, the formation of park green area,

plaza and pathways for walkers should be included in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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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o enhance the access route to Hangang which has been isolated by banks,

various levels of access routes for pedestrians should be built. Hangang and public open

space should be connected together.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analysis on New York BPC and the Thames, we could

deduce improvement tasks for the view of Hangang waterfront.

Firstly, a deep understanding of the main panorama and views of Hangang waterfront

should be first made and controlled.

Secondly, main view corridor should be designated at the areas of Hangang waterfront

and that should be acquired through space plans and space control plans.

Thirdly, special view district, height control area or consultation one are needed to protect

view characteristics of Hangang waterfront.

The prospects and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the waterfront view of Hangang could

be obtained from the analysis on the city development of Seoul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w of Hangang and overseas cases. Therefore, we need more concrete and detailed

examinations if we try to apply these results to the current situations Hangang has. And to

carry out the improvement measures, we should introduce a new housing supply policy

supported by public plans and long-term investment as we have seen in the Manhattan

BPC, along with the public-led business models in which residents and local community

could participat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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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르네상스: 수변 경관개선의 전망과 과제

- 뉴욕, 런던의 수변공간이용 및 경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목정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의 자연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불

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선 4기 서울시의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는 한강을 과거와 다른 여러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하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한강의 수변경관 역시 경관의 회복과 창조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즉, 한강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아파트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연접지역의 도시기능을 정비하고, 시가지로부터 한강에 이르는 Public Access와 공

공성 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한강과 배후도시 및 산과 하천이 중첩된 총체적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개성있고 특색있는 수변경관 창조를 위한 디자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Ⅰ. 서론

우리나라 도시에서 수변공간은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주로 치수를 위해 시행되어온 개발계

획과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인공제방과 자동차전용도로 및 양안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비슷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도시를 가나 비슷한 수변

경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는 도시의 강과 하천 및 해안 등 수변공간

에 대한 다양한 재창조 및 과거 친수공간으로의 회복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서울의 한강에 대한 바람직한 수변경관 개선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한강의 도시개발과정과 변천을 조사하고 한강 경관의 현황과 특성을 고찰한 뒤 외국

도시의 하천 수변공간이용과 경관사례를 조사하고 한강 수변공간이용과 경관모습을 비교

분석하여 한강의 미래 수변경관 개선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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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 한강 도시개발과 수변경관의 변천고찰

한강 도시경관의 변천을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 맞춰 크게 과거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한강’, ‘일제강점기 한강’, ‘1960～1970년대(제1차 한강종합개발계획) 한강’, ‘1980년대 이후

(제1차 한강종합개발계획) 한강’으로 크게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1. 시대별 한강의 도시개발 과정과 경관변화

과거 조선시대 이전까지 육상교통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한강은 팔도로부터 조공과

물자를 운송하는 중요한 교통의 통로로서 이용되었다. 즉 한강은 한반도의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통로로서 전국으로부터 물자와 사람의 교통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물자

의 수송 및 상인 활동거점인 포구와 나루터가 자연히 발달하게 되었는데 당시 문헌을 보

면 마포나루, 동작나루, 한강나루, 광나루, 송파나루 등 다수의 나루터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강은 여름철 물놀이와 빨래터 등으로 이용되는 등 당시 백성들의 일상

삶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또한 용산 일대 남호(南湖), 마포, 서강, 양화나루 일대 서호(西

湖), 옥수동 앞의 동호(東湖) 등은 한강의 잔잔한 물결과 주위 산기슭이 서로 어우러져 연

출된 아름답고 빼어난 풍광을 갖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강에는 1900년 경인철도합작회사에 의해 준공된 한강철교에 이어 인도교

(1917), 한강인도교(1936), 광진교(1936) 등 교량이 연이어 건설되었다. 이는 과거 수백년

동안 서울과 전국을 잇는 수상교통의 중심이었던 한강의 기능 약화를 의미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한강 수상교통의 중심에 있던 각 나루터와 포구의 상권이 쇠락하는 결과를

났게 되었다. 그리고 당인리 화력발전소(1934)와 노량진수원지(1910), 뚝섬수원지 등이 조

성되었으며 1925년 서울에 발생한 대홍수로 조선총독부는 하상평준화, 수로 확폭 및 직선

화, 제방설치 등 한강개수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한강변 도시이용과 기

능의 변화는 과거 한강의 경관모습을 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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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조선시대 한강 그림 2.2. 일제 강점기 한강

그림 2.3. 제1차 한강종합개발사업 그림 2.4.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

그림 2.5. 반포 택지개발 아파트 그림 2.6. 잠실 택지개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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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동부ㆍ이촌지구에 조성된 대림, 성원아파트

1960-1970년대(제1차 한강종합개발계획) 서울의 인구는 약 300만명 에서 1970년대 후

반 약 8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서울에

는 많은 택지가 필요했고 여의도 120만평 택지조성과 마포, 여의도 및 영등포를 연결하는

교량건설, 한강 홍수방지 제방축조,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건설 및 대규모 택지조성과 근

대적 도시건설이 착수되었다.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주요 골자는 한강 남쪽과 북쪽 양안에

강변제방도로를 건설하여 한강 홍수 범람에 대비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수용

하며 택지를 조성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내용 등이 그 주요 골자이다. 당시 이와 같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해 한강변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는 동부이촌지구(1969), 서빙고동지

구(1973), 압구정지구(1972), 반포지구(1972), 구의지구(1973), 여의도 윤중제(1970), 잠실지

구(1975) 등이 준공되었다. 당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조성된 대규모 택지에는 공유수면

매립을 담당했던 건설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급

하여 매립공사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강변 대규모 택지조성이 서울에서

일시에 아파트를 급속히 전파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그림 2.5, 2.6, 2.7).

1980년대 이후(제2차 한강종합개발계획) 한강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

서 나타난 수리ㆍ환경ㆍ경관상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86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한강종합개발계

획에서는 한강시민공원 조성, 올림픽대로 건설, 저수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주요

사업을 통해 한강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2.2. 한강 경관에 대한 고찰

과거 한강은 수상교통 기능의 중심이며, 백성의 일상 삶과 물놀이 등 利水와 親水적 공

간으로서 강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들

어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한강에는 강의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 교량건설과 한강개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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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治水사업을 통해 과거 한강의 경관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1960년대 이

후 급속한 도시화는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한강변 도시공간이용을 주택공급, 교통망확

충 및 홍수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시화 과정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유발하게 하였다. 이

와 같이 서울의 도시개발과정을 통해 한강 경관을 고찰하면 크게 5가지 측면의 경관변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① 강변 제방도로에 의해 배후시가지와 한강의 단절된 경관(그림 4.2)

② 강변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의 경관(그림 2.7)

③ 한강 수로 확폭, 직선화 등에 따른 한강 경관 변화(그림 2.4)

④ 한강변 구릉지, 산자락 등 자연 자연경관의 감소 및 변화(그림 4.3)

⑤ 한강포구, 나루터 등 시민일상과 관계된 친수경관의 감소 및 변화

Ⅲ. 외국 하천의 수변 공간이용 및 경관사례 조사

앞서 서울의 도시개발과 한강 경관변천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서울의 한강과 유사한 도

시개발 특성을 갖거나 한강 하천과 규모면에서 비슷한 도시의 수변공간이용과 경관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의 크기는 605㎢, 인구는 약 1,029만명이며 한강 길이는 약

482km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런던(1,579㎢, 752만명) 템즈강(338km)과 하천변 대규모

공유수면매립과 하안 정지작업 등을 통해 수변공간을 조성한 유사 개발방식에서 뉴욕 맨

하탄(81㎢, 154만명) 허드슨강(490)km을 해외사례로서 조사하였다.

표 3.1. 한강과 해외 하천비교

도시 및 하천 도시면적 인구 하천길이
하천폭원

(GIS 구적길이)

서울(한강) 605㎢ 1,029만명 482㎞ 0.6～1.0㎞

뉴욕 맨하탄(허드슨강) 81㎢ 154만명 490㎞ 1.0～1.8㎞

런던(템즈강) 1,578㎢ 752만명 33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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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맨하탄 허드슨강변 Battery Park City 수변공간이용과 경관사례

뉴욕시 맨하탄 배터리파크시티를 사례로서 검토한 이유는 배터리파크시티가 우리나라

한강종합개발사업과 유사하게 공유수면 매립방식으로 조성된 부지라는 측면에서 배터리파

크시티 수변공간구성과 경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1.1 배터리파크시티 수변공간이용

배터리파크시티가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조성된 부지란 점은 서울 한강연접지역에 조성

된 여러 택지개발지구와 같으나 1979년 수립된 배터리파크시티 마스터플랜 토지이용 내용

을 살펴보면 주거(42%), 상업(9%), 공원녹지(30%), 스트리트·애브뉴 등 오픈스페이스

(19%) 등으로 구성되어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업무 및 공원녹지 등이 고루 갖춰진 도시속

의 도시로서 토지 및 공간이용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3.1).

3.1.2. 배터리파크시티 수변경관

배터리파크시티의 경우, 도시속의 도시기능을 담을 수 있는 토지이용 구성과 더불어 도

시를 설계함에 있어 수변으로 시각회랑 확보를 위한 건축선, 저층부 상업 리테일 등과 연

계된 보행동선, 허드슨 강변 그린웨이 조성, 퍼블릭 오픈스페이스 배치 등 사전에 계획된

도시의 설계적 공간구성 원칙을 정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꾀하였다.

배터리파크시티 수변도시 경관형성을 위해 사용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빌딩 벽선을 거리선(street line)과 일치하도록 하여 시각회랑 확보 규정

▪조닝에서 정한 height & bulk 콘트롤 규정 외에 특별한 높이를 규정한 lot을 지정하

여 스카이라인 창출을 유도한 규정

▪리테일 스트리트 및 상업용도 위치 규정

▪규정된 아케이드의 위치 규정

▪허용된 주차 위치 규정

▪오픈스페이스의 위치 및 연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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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BPC 수변공간이용 그림 3.2. BPC 시각회랑

그림 3.3. 빌딩벽선을 거리선과 일치시켜 확보한 시각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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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강변에 면한 공공 보행녹지 및 퍼블릭 오픈스페이스

3.1.3. 배터리파크시티 도시개발 방식

초기 배터리파트시티 개발 목적은 로어맨하탄 업무기능이 주변의 미드타운 맨하탄, 코네티

컷, 뉴저지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주거와 업무를 로어맨하탄에 계획하

여 지역활성화를 꾀하고자 시작되었다. 뉴욕시는 1968년 배터리파크시티 개발공사를 설립하

고, 1969년에 거대구조물 형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당시 마스터플랜은 2억 달러를

정부보증 채권으로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특별지구를 통한 계획관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특별지구 운영방식의 경직성과 마스터플랜 문제점으로 인해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따라서 뉴욕시는 1979년 배터리파크시티 개발공사를 뉴욕주 도

시개발 공사에 편입하고, 거대 구조물과 슈퍼블록 형태의 기존 마스터플랜을 폐기하고 블록

규모를 축소하여 수변공간을 뉴욕 시민 전체를 위한 공원과 산책로로 계획하고 개별 건축물

보다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 지는 공공공간의 질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재수립된 마스터플랜에 의한 배터리파크시티 도시개발 방식은 토지 매각

방식이 아닌 임대방식을 채택하고 특별지구 규정을 경쟁입찰과 연계함으로서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유도하였다(그림 3.4). 민간개발자는 특별지구 규정을 따라야 하나 공공이 공공

시설을 먼저 설치하여 개발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배터리파크시티 개발공사가 민간 개발

사업자의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기준으로 약 21만평의 사무실, 1만여 세대의 주거, 2개의 호텔

등 배터리파크시티 한해 임대수입은 1억 달러 이상이며 수익금을 뉴욕시가 시행하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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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배터리파크시티 도시개발 개념도

3.2. 런던 템즈강변 수변공간이용과 경관사례

런던은 인구 약 750만명 이상 대규모 메트로폴리탄 도시로서 서울과 비슷한 도시적 규

모를 갖고 있으며 두 도시 모두 국가의 수도이자 역사도시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

서 런던 템즈강변 수변공간이용과 경관을 살펴보는 것은 서울의 수변경관 개선방향을 모

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3.2.1 런던시 템즈강변 수변공간이용

런던시 단위개발계획(City of London Unitary Development Plan)에 의하면 런던시 중심

부는 세계 경제산업의 중심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업, 업무, 문화 및

여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와 도시 풍경을 위

해 지속적인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런던시(City of London)의 중심부지역

은 소매상가와 여가시설 및 다양한 공공공간이 고르게 분포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런던시 템즈강변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주거중심지역 중 강변에 면한 주거중심지역

은 Queenhithe지역이 유일하고 수변으로 500m 이내 주거중심지역은 Fleet Stree &

Temple과 Carter Land 지역만이 입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런던시에는 웨스트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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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런던타워 등 4개의 세계유산지역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보전지역과 역사적 등록

건축물 등이 지정되어 시각적, 역사적 도시특징과 경관을 가꾸고 정비하고 있다(그림 3.7).

그림 3.6. View Protection Framework & Proposed London Panoramas (The London Plan, 2004)

그림 3.7. Main Residential Areas (City of London Unitary Development Pl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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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런던시 템즈강변 수변경관

런던플랜은 런던파노라마(6개), 타운스케이프뷰(4개), 선형뷰(3개) 그리고 강변전경(13개)

등으로 구분하여 View Protection Framework를 제시하고 있다. 런던 파노라마의 경우, 알

랙산드리아궁으로부터 세인트폴 성당으로의 조망, 그리니치 파크로부터 세인트폴 성당으

로의 조망 등 총 6개의 파노라마 경관을 지정하여 런던 공간개발전략과 공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런던플랜에서는 런던을 보다 매력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디자인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의 랜드마크와 경관 보호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템즈강변 세

인트폴 성당주변의 경우, 실제 높이관리지역과 보전지역 및 협의지역 등이 지정되어 도시

공간관리에 적용하고 있다(그림 3.8).

Ⅳ. 한강과 해외사례 비교분석

서울 도시개발과 한강 경관변천에 이어 한강과 유사한 도시개발 특성을 갖는 맨하탄

BPC와 서울과 규모 및 역사성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런던 템즈강변 수변공간이용과 경

관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현재 서울 한강변 수변공간이용과 수변경관을 맨하탄 BPC

와 런던 템즈강변과 비교함으로서 한강변 수변공간이용과 경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4.1. 한강의 수변공간이용과 경관 현황

앞서 살펴본 뉴욕시 맨하탄 배터리파크시티와 런던을 한강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한강

변 수변공간이용과 경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강변 마포ㆍ합정권역, 이촌권역,

한남권역, 성수ㆍ노유권역, 강서권역, 여의도권역, 노량진권역, 반포권역, 압구정권역, 잠실

ㆍ천호권역 등 10개 한강권역의 수변 500m 이내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면 마포ㆍ합정권

역, 이촌권역, 한남권역, 반포권역, 압구정권역, 잠실권역ㆍ천호권역 등은 90% 이상이 주거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한강의 공공공간, 문화공간 및 퍼블릭 오픈스페이스는 지극

히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한강에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 업무

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상업·업무공간 역시, 여의도와 노량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5%미

만으로서 미흡한 실정이다(표 4.1).



Seoul Metropolitan Fora_2007   

216

그림 3.8. High Buildings Considerations (City of London Unitary Development Plan, 2002)

표 4.1. 한강변 수변공간이용 현황

한강권역 (500m이내지역) 주거 상업 업무 준공업 자연녹지

마포합정권역 90.74% 2.71% - - 6.55%

이촌권역 95.39% 4.34% - - 0.28%

한남권역 98.24% 1.75% - - -

성수노유권역 85.52% - - 1.17% 13.30%

강서권역 23.59% 3.26% - 40.99% 32.17%

여의도권역 24.15% 75.85% - - -

노량진권역 83.69% 14.49% - - 1.82%

반포권역 96.84% - - - 1.20%

압구정권역 96.81% 2.02% - - 1.17%

잠실천호권역 94.76% 0.45% -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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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과거 공유수면매립방식으로 제방과 강변도로 건설 및 택지를 조성함으로서 현재

한강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및 아파트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구조를 갖게 되었다. 또한

한강을 둘러싼 아파트와 제방도로는 한강으로의 시민이용을 대부분 토끼굴과 같이 제한된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한강을 이용하는데 제한

받고 있다.

따라서 한강의 오늘날 모습은 과거 한강과 주위 산기슭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연출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이 아니라, 나

루와 포구가 발달한 한강이 아니라, 아이들의 물놀이 공간과 아낙네들의 빨래터 등이 있

는 일상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강변도로와 아파트에 의해 둘러싸이고 지하터널을 통해야

만 접근이 가능하며 문화와 공공공간은 부재하고 가로변 상업과 업무공간은 미흡하여 활

력을 잃은 단절된 한강이며 한강의 자연과 건축물들의 조화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그림

4.1, 4.2, 4.3, 4.4).

그림 4.1. 반포동 올림픽도로와 아파트 그림 4.2. 성수동 강변북로와 주변지역

그림 4.3. 흑석동 일대 (구릉지 능선과 안부 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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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이촌동 일대 (용산공원 , 남북녹지축 , 한강시민공원 등과 연계 미흡 )

4.2. 한강과 해외사례 비교분석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더불어 서울의 바람직한 수변경관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강과 뉴욕 맨하탄 배터리파크시티 및 런던 템즈강변 수변

공간이용과 경관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수변공간이용 측면에서는 수변지역 토

지이용특성, 오픈스페이스 및 접근로 항목 등을 분석하고, 수변경관 측면에서는 경관 등

파노라마 뷰의 보호, 시각회랑의 지정 관리 및 건축물 높이관리 항목 등을 분석한다.

수변공간이용 측면에서 한강과 맨하탄 BPC 허드슨강 및 런던시 템즈강을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현재 한강은 약 80% 내외지역이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한강 둔치 시민공원

을 제외한 시민 문화공간과 오픈스페이스 등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변도로에 의해 자유로운 접근 역시 제약받고 있다.

▪맨하탄 BPC의 경우, 개발과 함께 수변으로 30%의 공원녹지와 그린웨이를 조성하였

고, 스트리트와 애브뉴 등과 같은 19%의 오픈스페이스를 추가적으로 계획하였다. 주

거공간은 총 42%로 계획되었다. 또한 주변 기성시가지로부터 동일레벨에서 보행과 차

량으로 BPC를 통해 수변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수변공간이

용과 하천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런던시(City of London)의 경우, 템즈강변 주거중심공간은 약 2～3곳 지역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역은 공공시설, 상업ㆍ업무시설, 문화 및 퍼블릭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은 퍼블릭 오픈스페이스와 가로변 리테일 상

가 등을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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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변공간이용 사례비교

한강변 허드슨강변 템즈강변

수변

공간

이용

토지이용특성 주거중심 공간이용
주거 및 공원녹지
오픈스페이스 등 다양한
공간이용

공공,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복합적 공간이용

오픈스페이스
한강둔치 이외
오픈스페이스 미비

약 50%에 이르는
공원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광장, 수변 프로미나드,
공공시설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접근로
제방도로에 의해 제한적
접근

동일레벨에서 보행과
차량의 자유로운 접근

보행전용로와
오픈스페이스 등을 통한
자유로운 보행 접근

한강과 맨하탄 및 런던 템즈강의 수변경관을 ‘경관 등 뷰(View)의 보호시책’, ‘시각회랑

의 지정 및 관리’, ‘건축물의 높이관리’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강은 한강 파노라마뷰 또는 주요 조망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

책은 없으며 시각회랑 역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강으로부터 500m 이내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면적 3,000㎡ 이하건축심의기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축물

높이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맨하탄의 경우, 뉴욕시의 Zoning제도상 Special Purpose District를 운영하고 있으며

맨하탄 스카이라인 등 조망경관 뷰의 보호를 위해 Special Purpose District의 하나로

서 특별경관지구(Special Scenic View District)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맨하탄 지

역은 아니지만 실제 맨하탄의 스카이라인뷰 보호를 위해 Brooklyn Heights Scenic

View District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BPC의 경우, 개발계획에서 도로 스

트리트라인에 건축선을 일치하도록 하여 시각회랑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별높이관리

지구’ 또는 ‘특별경관지구’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런던시(City of London)의 경우, 도시 전체에 파노라마뷰, 타운경관, 강변조망경관 등

을 설정하여 공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4개의 선형뷰(Linear View)를 설정

하여 도시차원의 주요한 시각회랑을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 높이관리 또한 세인트 폴

성당 주변 높이관리지역(St. Paul's Height Control Area), 주변 보전지역

(Conservation Area) 그리고 협의지역(Consultation Area)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ㆍ운

영하고 있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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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수변경관 사례비교

한강변 허드슨강변 템즈강변

수변

경관

경관 등 뷰의
보호

조망, 전망 등
뷰(View)를 보호시책
부재(경관계획안 마련)

Special Scenic View
District(SSVD)지정운영

6개의 파노라마뷰, 4개의
타운경관, 13개의
강변조망경관 등
보호범위 설정

시각회랑의
지정 관리

시각회랑 지정 및 유도
부재(경관계획안 마련)

도로라인을 따라
건축선일치, 시각회랑
확보

4개의 선형뷰 설정

건축물
높이관리

입면적 심의기준에 의한
건축심의시 반영유도

조닝, 특별높이관리지구,
SSVD 높이제한 운영

높이관리지역, 보전지역,
협의지역 등을 지정하여
운영

Ⅴ. 결론

5.1. 한강의 경관개선 전망

현재 한강의 경관은 우리 서울의 도시개발 결과물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강변 수변경관

개선의 출발은 과거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관변화를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를

치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한강 경관변화의 특성은 앞서 5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5가지 경관변화 특성에 대한 한강 수변경관 개선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방도로에 의해 단절된 한강경관 개선을 위한 전망

- 한강을 시민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친수적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기성주거지 및

아파트지구 등 재건축시 배후 시가지 지역과 동일한 레벨 또는 오버 브릿지 레벨에

서 보행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재건축계획을 유도한다. 보행 연결구간은

한강 및 배후 시가지 오픈스페이스와 연결된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둘째, 한강변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의 경관에 대한 전망

- 한강변 지역에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 업무시설 및 퍼블릭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 공간이용과 다양한 경관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기능개선이 가능하도록 재건축계획을 유도한다.

셋째, 한강 수계 직선화에 따른 경관개선 전망

- 인공제방 설치 및 한강 수계 직선화로 인한 경관개선을 위해 인공호안 생태적 복원,

한강둔치 시민공원 식생 보강 및 하천생태공원 조성, 한강과 연접된 지천 생태경관

복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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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강변 구릉지, 산자락 등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경관개선 전망

- 한강변 구릉지 및 산자락 등 중요하고 보호해야할 자연경관자원 주변지역에 대해 뉴

욕과 같이 경관보호를 위한 특정경관지구 또는 런던 템즈강변과 같은 높이관리지역,

보전지역 또는 협의지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섯째, 시민 일상생활과 관계된 친수경관 감소에 대한 개선 전망

- 한강으로의 보행연결 루트에 도시의 문화적 공간, 친수공간, 소매 상업 및 레스토랑 등

한강 이용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공간구성 등을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5.2. 한강의 경관개선 과제도출

한강 수변경관 개선을 위한 과제도출은 앞서 한강과 뉴욕 BPC 및 런던 템즈강변 수변

공간이용과 수변경관을 비교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한다. 수변공간이용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변 주거중심 공간이용을 다양한 한강 시민이용이 가능하게 하기위해 공공, 상

업, 업무, 주거 등 복합적 공간이용을 과제로 도출한다.

둘째, 한강 연접지역의 미비한 공공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시 공

원녹지,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적극적 조성을 과제로 도출한다.

셋째, 제방도로에 의해 단절된 한강으로의 접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레벨의 보행

자 접근로를 조성하고, 한강과 퍼블릭 오픈스페이스 연결을 과제로 도출한다.

한편 뉴욕 BPC 및 런던 템즈강변 수변경관과 비교분석한 결과로부터 한강 수변경관 개

선을 위한 과제도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변 주요 파노라마 및 조망경관 등을 파악하고, 도시관리상 파노라마 및 조망

경관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과제로 도출한다.

둘째, 한강변 지역에 주요 시각회랑을 지정하고, 공간계획 및 공간관리계획에서 각각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과제로 도출한다.

셋째, 한강변 주요 경관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경관지구, 높이관리지역 또는 협의지

역 등을 지정할 것을 과제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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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경관개선의 전망과 과제는 서울의 도시개발과정 고찰을 통한 한강 경관특성 분석

과 한강과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현재 현실과 여건에 접

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한강 경관개

선의 전망과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온 민간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방식으로부터 맨하튼 BPC와 같이 공적계획과 장기적 투자에 의한 주택

공급방식 및 주민과 지역사회가 같이 계획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

등 경관개선을 위한 과제 이행을 가능하게끔 하는 실천적 사업수법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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