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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저수지 주변지역 수생정원 도입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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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al landscape and tour resources of dam reservoirs and watersheds can great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visitors by providing a place for relaxation and leisure sports. It must be created as tourist attractions aimed to such as

building eco-cultural park, creating wildlife habitats, making landscape aesthetics, by way of establishing the waterfronts

of dam and reservoirs. It is essential to make efforts to set up energy saving and eco-friendly landscapes not excessive

and indiscriminate pla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t up the cultural waterfronts and water friendly gardens that local

and nation peoples can feel empathy and accept nation people's demands for the rest and leisure. The comprehensive masterplan

was established from the detailed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analysis on the dam and reservoirs vicinity areas, and design

concepts were as family, healing, health, history as 2 nation border line, cultural linkage, nostalgia etc. Finally the storytelling

vision was suggested as ‘Eco-culture story joining with family and generation' and detailed objectives were set up as ‘Multi

Age Family Story', ‘Eco-culture Story', ‘Special Extra Story'. This study concluded and suggested basic strategies for sustainable

operation and managements of dams concerning the geological, ecological, histor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dam and

reservoirs vicinity with water friendy garden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meaningful and useful design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remodeling of managing dams and constructing of new water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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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댐저수지 및 그 유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탐방객이 쾌적하게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삶의질향상을위한매개체로활용되어야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댐및저수지를중심으로친수공간을도입하여

생태문화공원 조성, 생물서식환경 조성, 경관미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되, 과도하고 무분별한 계획이

아닌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낙후된 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휴식 및 레저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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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생정원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수변 친수문화공간, 자연자원, 수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등이복합적

으로 존재하는 댐및 저수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환경조사를 통해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생정원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초 조사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였고, 디자인

컨셉은 가족, 치유, 건강, 접경지역으로서 역사, 문화적 연계, 향수를 각각 주제로 설정하였다. 스토리텔링 비전으로는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생태문화 이야기’로 설정하였고, 스토리텔링 세부 목표로는 세대 간, 가족 간 함께 하는

스토리, 생태문화스토리, 융복합 스토리 등으로 설정하였다. 본연구를 통해 발전, 홍수조절, 상수원 등댐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댐 및 저수지 주변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운영 중인 댐 및 저수지 수변구역 수생정원 리모델링 및 새로운

수생정원 조성을 위한 유용한 설계기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친환경, 에코디자인, 스토리텔링, 정원문화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휴양 및 친수환경 등을

제공하는새로운관광자원으로댐의기능이주목받고있다. 상

수원 확보, 발전, 홍수 조절 등의 기본적인 댐 기능과 더불어

댐저수지및그유역의고유한자연경관및관광자원을최대한

활용해탐방객이쾌적하게보고, 즐기고, 느낄 수있는삶의질

향상을위한매개체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성과 역사성을 중요한 목표로 두는 패러다임과

맞물려 댐은 유인력이 높은 자원이므로 상징공간(symbolic

space)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성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장소

성이 있고, 이용자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

여관광자원화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줄수있다

(Kwater, 2012).

특히 이미조성운영중인기존댐및저수지를중심으로친

수공간을 도입하여 생태문화공원 조성, 생물서식환경 조성, 경

관미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되, 과도하고

무분별한 계획이 아닌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

을 형성하는 노력이 증대하고 있다(Kim & Koo, 1999; Koo,

1996). 이를위해서는시각적경관및생태적환경에대한부정

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지속가능한댐건설운영기준을마련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Koo, 200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

시행으로인해발생하는난개발을방지하고, 댐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낙후된 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휴식 및 레

저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공감할수있는친수문화공간을조성하여비오톱정원또는친

수정원 도입 가능성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청댐을 대상으로 댐 및 저수지 주변지역으로서

수변 친수문화공간, 자연자원, 수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등

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하고 체

계적인 환경조사를 수행하여 종합적인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대청댐은 중부권을대표하는금강수계최초의다

목적댐으로서 1981년 준공되었다. 주로 가족단위, 친구, 연인들

의 휴식, 드라이브 등의 장소로 이용되며, 철새와 텃새가 많이

날아들어다양한조류를접할수있는관찰지로깨끗한수면과

자연이조화된경관을감상하기위해많은방문객들이찾는명

소라는 점에서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수생정원을 도입하

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초 조사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의 환경

조사 및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와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한 지역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계획방

향 및 계획지표를 설정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생태적으로 허약하거나 훼손이 진행 중인 지

역, 개발에따른환경영향이우려되는지역에대해서는환경친

화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최대한 자연생태계의 특성을 유지하

도록 계획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한다.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범위내에서관광및레크레이션자원으로개발하는방안

을모색하고, 관광자원화를위해서지역의축제와연계하여물

을 주제로 한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

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모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잠재적 가능성을 도출하여 탄소저감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경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신재생

에너지 등 저탄소발생 에너지 활용을 검토하며, 댐의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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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청댐 위치 및 배후도시 그림 3. 대청댐 주요 규제 현황

그림 2. 대청댐 주변 지역 국토환경성평가도(좌) 및 토지피복분류(우)

장소의성격에 맞는 공간을연출하고, 댐과 댐 주변 기능을 극

대화하기위한체계적인전략을수립하였다. 아울러댐이용활

성화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자원을 발굴 및 창작하였다.

Ⅱ. 본론

1.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1) 위치 및 입지특성

홍수조절, 용수공급, 전력생산및야생동물서식처, 친수환경

제공, 수경관 및 레크리에이션등의기능을수행하는대청댐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중간 지점인 대전 대

덕구 신탄진동~충북 청주시 현도면에 위치한다. 대청댐 배후

도시로는 댐 및 저수지 행정구역인 대전광역시, 청주시, 보은

군, 옥천군 등이 분포한다(그림 1).

댐 본체 좌안 정상부를 개방하여 탐방객에게 댐시설물 관람

및 대청호 조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본댐 좌우안 정상부에

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좌안에는 벚꽃탐방로, 물문화관, 가

족공원,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안에는

야외무대와휴게소, 전망대등이조성되어탐방객에게휴양및

편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좌안 정상부의 물문화관은 물테마관, 생태전시관, 지역문화

관, 대청호 오백리길 홍보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댐 및 물

관련정보와생태학습, 금강에서식하는어류, 수몰지를포함한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로의 자연경관, 생태계, 로하스길 등을

전시 제공하고 있다.

2)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대청댐의 자연환경은 내륙산악지역으로서 홍수터를 제외한

나머지지역들은경사가높아물리적가용지가협소하고유역대

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 및 국토환경성평가도 1, 2 등급으로

보전가치가높다. 토지피복분류상대부분산림지역및수역에

해당되며, 일부 농경지 및 시가화 지역이 분포한다(그림 2).

대청댐의 총 저수면적은 72.8km2에 이르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저수지 및 유역에 대한 법적 규제

가많다. 1980년에 178.999km
2
가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

고, 수변구역은 372.79km2가 지정되었으며, 용도지역상 자연환

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면을 이용한 행위제한 및 도입시

설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 수자원 보호와자연환경보전을고

려한 친환경적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그림 3).

또한저수지주변순환도로를통해다양한환경을경험할수

있는 기회성과 더불어 야생동물의 이동을 저해하는 제한성으

로작용하며, 홍수위 아래수위변동구간의식생이제거되어경

관을 훼손하고, 생태적으로 단절 요인이 되며, 침식으로 인해

저수지 수질에 악영향 초래함으로 과거 홍수터의 생태계를 회

복하고, 주요 동식물을 복원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수초재배섬과유입부인공습지및하수처리시설이설

치되어수질개선을위한기초적인노력이진행되고있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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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청댐 SWOT 분석

그림 5. 대청댐 비전 및 세부 실천 목표

직은 미흡하여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3) 생태문화자원

대청댐은 대청호와 주변 산지로 형성된 자연경관자원이 우

수하고, 순환도로로부터의 조망이 뛰어나며, 지역의 독특한 문

화적가치및선호도가높고, 주변배후도시의생태, 문화, 역사

등이 어우러져 복합 생태문화 관광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이

매우 높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대전광역시,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

에서 수행하는 탐방로(둘레길), 시민휴식공원, 암석식물원 등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대청호는 대전8

경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청호를 중심으로 대청호반길,

대청호 500리길, 로하스 200리길, 트레킹 등 웰빙형 탐방로와

호반드라이브 코스가 구축되어 있어 탐방객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인물과 건축물, 동식물자원, 산악 및 수변

공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뿌리문화축제, 금강로하스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경우, 정지용 시인, 오장환 시인, 난

계 박연, 김옥균과 기생 명월 등 역사문화적 인물을기리는 문

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대통령 별장인 청남

대, 문의마을문화재단지, 대청호반길등의생태문화자원이분

포한다.

또한지역캐릭터로청주시의초롱이, 옥천군의송글이와송

알이, 대전시의 한꿈이와 꿈돌이 등이 지정되어 있다.

4) SWOT 분석

다양하게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제

한되어 있으며, 제한 요소였던 청남대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새로운기회요인으로대두되었다. 민원 증가 및 과다한개발압

력으로유역내난개발및환경영향피해가우려되므로환경친

화적 시설 도입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대청댐의현명한이용을위한 SWOT분석및전략은그림 4

와 같다.

강화(Strength/Opportunity) 전략으로는 생태자원과 역사문

화를주제로한전략수립과주변관광자원과생태문화벨트구

축및 사업의경제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타났다. 회

피(Weakness/Threat) 전략은 친수, 문화, 건강, 가족, 생태 등

의가치가공존하는계획이고, 대도시와연계한복합기능계획,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 있는 계획이다.

2. 대청댐 이용 활성화 기본 구상

1) 목표와 전략

대청댐은입지와상징성에서대한민국대표댐으로서의위상

을지니며, 이를 구현하기위해 “지역간세대간함께하는녹

색에코케어댐”이라는비전을설정하였다. 세부목표로는지역

간 지속성, 세대 및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속가능한

댐, 생태․역사․문화자원 등 생태문화 유산을 물리적, 화학적

으로 통합한 융복합 댐, 참여와 체험과 소통을 통한 에코케어

댐으로 3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그림 5).

대청댐이용활성화전략으로는댐의현명한이용컨셉에부

응하여 댐 고유의 기능성을 유지하면서 생태성․예술성․장소

성․지역성 등을 고려한 생태 문화관광 시설 및 댐 저수지 및

배후도시 지역별 문화권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표 1, 2).

공간구분 내용

Family tour zone 세대 간 가족 간 함께 하는 생태문화권

Eco-culture tour zone 역사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생태문화권

Special extra zone
각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꿈을 주제로 한 

생태문화권

표 1. 대청댐 생태문화권 공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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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물박물관 위치(좌) 및 전경(우)그림 6. 대청댐 이용 활성화 디자인 기본계획

주제 적용

Family
Multi age family tour

세대 간 가족 간 함께하는 투어

Eco-care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에코케어센터

History 
청남대를 활용한 대통령 공원

백제와 신라의 최전선 접경지역으로서의 역사성

Culture 인근 지자체 문화자원의 연계

Nostalgia 수몰된 역사와 주민의 향수

표 2. 대청댐 주제 및 적용

2) 디자인 컨셉

디자인 컨셉은 세대 간․가족 간 함께 공유하는 가족, 예방

관리및치유힐링스토리, 환경성질환예방관리를위한건강,

백제와 신라의 최전선 접경지역으로서 역사, 수몰지 및 인근

지자체연계의문화, 수몰된역사와주민의향수를공간적으로

재현하는 향수를 각각 주제로 설정하였다(표 3).

3. 대청댐 이용 활성화 디자인 기본 계획

앞에서 설정한 대청댐 생태문화권역별 주제 및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대청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입

공간 및 시설 디자인 기본 계획은 그림 6과 같다.

1) 본댐 및 좌우안 정상 구간

(1) 생태문화박물관

대청댐물문화관(물박물관)은법률에의해등록된공식박물

관으로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므로 물박물관과 미술관 기능

을 융합한 생태문화박물관 기능 중심으로 계획한다(그림 7).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충돌지라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인근 박

물관과의 연계 투어와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

제를설정하고, 인류문명과물, 효과적인물관리, 물로만든행

복한세상, 희망의녹색물결등을주제로설정하는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전시 연출을 구성할 수 있다.

대청댐 물문화관(물박물관)은 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식박물

관으로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므로 물박물관과 미술관 기능

을 융합한 생태문화박물관 기능 중심으로 계획한다(그림 7).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충돌지라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인근

박물관과의 연계 투어와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인류문명과 물, 효과적인 물관리, 물로 만든

행복한세상, 희망의녹색물결등을주제로설정하는입체적이

고 종합적인 전시 연출을 구성할 수 있다.

물문화관의 전시 기능을 재편하여 금강/대청호에 서식하는

고유종민물고기전시체험관및생태관을설치한다. 금강의희

귀어종인미호종개, 감돌고기, 철갑상어등을강조하며, 전자낚

시, 3D 물고기 체험 등이 가능한 인터렉티브 전시물을 설치하

여 체험 효과를 극대화한다.

(2) 옥외갤러리 및 물카페

좌․우안정상광장, 잔디광장등옥외갤러리를활용하여지

역, 신진작가들의기획전시와직원, 지역주민의창의적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물문화관과 연계 운영하여 탐방객에게 다

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탐방객 및 하이커들을 위한 물카페를 조성하여 물정수과정

등을전시교육하고, 상수도 물시음장을통해상수원에서공급

되는 물을 직접 시음하여 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웹상

의 온라인 카페와 연계한 오프라인 카페로 조성하며, 특히 대

청호 주변지역의 대표적인 약수/온천인 초정약수, 수안보, 유

성, 온양 등기존유명자원과연계운영한다. 물카페는주제가

대청호반 둘레길과 연계하여 주제가 있는 둘레길을 창출하며,

도보 및 자전거는 물론 맨발황톳길, MTB, 드라이브, 오프로드

등과 연계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3 no. 1

4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3권 제1호(2017년 6월)� �

공간구분 주제 및 도입 방향 주제별 세부 구상도

Route 1

/ Yellow 

Multi age

family tour

세대 간 가족 간

함께 하는 투어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실버타운

청소년수련마을

오월드 

엑스포공원

국립중앙과학관

물박물관

에코케어센터

청남대

대통령공원

Route 2

/ Red 

Eco-culture tour

역사적 흔적과 수몰의 향수를 

주제로 한 투어

동춘당

남간정사

계족산성

문의문화재단지

압실마을

찬샘마을

자연생태관

향수문학관

Route 3

/ Blue 

Special extra

tour

다양한 주제를 융복합적으로 

포함하여 색다른 경험 제공

인공습지

방아실

어부동

청풍정

오장환문학과

난계국악박물관

장계국민관광단지

표 3. 대청댐 기본구상 주제별 도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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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짚라인 위치 및 전경

그림 9. 에코케어센터 위치 및 전경

그림 10. 옛 나루터 복원 위치 및 전경

(3) 짚 라인

우안정상-좌안정상에 이르는 구간에 짚라인(Zip Line)을 설

치하여 동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그림 8). 짚라인의 경우,

현재 별도의 절차 및 도입규제에 대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시

설에제한사항은없으나, 짚라인도입시수반되는벌목행위나

편의점 등 부대시설의 설치는 별건의 인․허가 사항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4) 에코케어센터

잔디광장 및 인근에 에코케어센터를 건립하여 천식, 아토피,

알러지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허브기능을 부여한다

(그림 9). 에코케어센터유형은도심형으로서집단시설지구와

소공원에 입지하며, 기본시설로는 예방관리 목적에 따라 계획

설계된 시설과 공간, 음이온 사우나, 실내 케어마당, 퍼머컬쳐,

케어공원, 케어숲, 로커보어(Loca Vore), 물순환 놀이터 등을

도입한다. 지원 및 부대시설로서 기본 진료 및 응급치료가 가

능한 의료시설 연계, 생태연못, 희귀식물원, 약용식물원(약초

원), 가족공원, 음이온폭포, 세족장등복합적공간을도입한다.

(5) 물순환 정원과 생태놀이터

빗물을 저장 활용한 물순환정원(rain garden)을 조성하고,

자연재료 및지형을 활용한 생태적어린이 놀이터를조성한다.

지형을 이용하여 빗물을 지하에 침투시키고, 저류조에 저장하

였다가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이용한 시설에 공급하고 순환시

킨다. 조성 가능한 위치로는 좌안주차장은 자연녹지지역,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시․군․구청장의 허가 하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구간이다
1)
. 또한, 어린이가 숲의

혜택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숲속유치원을 조성한다.

(6) 옛 나루터 재현 및 나룻배 체험

삼국시대부터 운영되던 신탄진 옛 나루터를 복원 재현하여

나룻배 및 무동력 카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그림 10).

조성 위치는 조정지댐 옆 옛 나루터와 대청호 저수지 상류

나루터로서, 단기적으로는관광자원및교통수단으로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나루터체험투어코스로개발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등법적제약으로인하여수

상레저 시설도입 제한적이므로 법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7) 기타

좌안 주차장 광장부에 조성된 바닥분수를 개량하며, 방문객

을위한막구조를도입설치하여공간의미적기능을향상하고,

그늘 및 휴식장소를 제공한다.

2) 저수지 및 수면부

(1) 생태공원 및 인공습지

유입하천 등에 새로운 식생섬 및 수생식물원을 조성하여 수

질을 개선하고, 야생동물 서식처 기능을 증진한다(그림 11).

조성 위치로는 댐하류-조정지댐 구간에 자연발생된 습지를

보전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댐저수지 상류 하천 유입부, 지

천 유입부 등 유역으로부터 하천이 유입되는 구간에는 인공적

요소가 최소화된 인공습지를 새롭게 조성한다. 이들 인공습지

에는야생동물서식처, 수질정화, 생태학습, 친수 등 복합적 기

능을담을수있도록습지생태원으로조성하며, 우리나라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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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상레저 및 낚시 등록제

그림 11. 인공습지 및 수초재배섬 위치

그림 13. 압실마을 위치 및 수몰이전 전경
   (위 오른쪽 수몰이전 전경. 사진 출처 : 대청호 물문화관)

변 고유 수생식물원 및 식물의 자정작용을 소개하여 생태학습

기능도 부여한다.

아울러대규모인공습지가곤란하거나, 불필요한지역중수

질개선이나 생물서식이 필요한 구간에는 인공 수초재배섬을

조성하여 점적 기능을 유도한다.

(2) 무동력 보트 및 낚시

수질총량제및대청호수용능력에근거한무동력보트및낚

시 허가제를 도입하여 탐방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저수지

수질 및 생태계의 탄력성을 고려한다(그림 12). 다만, 산란기

등을고려한선택적허가를제도화한다. 대청댐은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 등 법적 규제로인하여 도입에제약이 많으나, 일부

보은․옥천의 비지정구역에 수상레저 도입이 가능하다.

3) 저수지 주변부 및 지자체

(1) 지역문화 테마파크 조성

대청댐 건설 및 청남대 조성으로 사라진 압실마을을 복원하

여지역주민, 수몰민의삶의파노라마재현을위한생태문화공

원(지역문화테마파크)으로 조성한다(그림 13). 압실마을은 마

한시대 이후 남방식+북방식+중부식 건축양식의 전형을 간직

하고 있으므로 압실마을 수몰지 생태문화 공원은 수몰민의 삶

과 역사와 문화를 재현한다. 테마파크에는 다시 쓰는 마을기,

수몰민 이야기, 대청호 주변 주민들의 민간신앙, 장승 솟대 등

지역 역사문화 전통을 복원한다.

(2) 대통령길 및 대통령공원

개방된청남대내공간및시설을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세

계 유일의 대통령길(청남대 생태탐방로) 및 대통령공원(Pre-

sident Park)을 조성한다. 대통령 집무실, 영빈관, 기타 체험코

스를 개발하여 탐방객이 대통령의 집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복합생태문화 탐방로 구축

기존의 각 지자체별로 수행하던 탐방로를 연계하여 네트워

크를구축한다. 대청호 5백리길 + 대전둘레 산길 + 대청호드

라이브코스 +치유의길 + MTB +오프로드코스등이복합

및연계된복합생태문화탐방로를개발한다. 탐방로는 1시간, 3

시간, 5시간, 1일등길이와난이도에따라구분하며, 아울러도

보, 자전거, MTB, 승용차 등 수단에 따라 구분한다. 조선시대

과거길을응용하여회덕옛길, 로하스길, 해피로드등체험의길

을 개발한다.

4) 스토리텔링

(1)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컨셉및주제에서설정한방향에따라대청댐주변지역의지

역성, 역사성, 생태성, 문화성, 기타복합적기능을연계한이야

기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중문화와의 접목을 통한 예

술성과 대중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키워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발굴 창조하였다.

(2) 스토리텔링 구성

스토리텔링 주제는 가족, 건강, 역사, 문화, 수몰(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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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청댐 비전 및 세부목표와 스토리텔링

Ecocare, History, Culture, Nostalgia) 등을 주제로이야기를발

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청댐현명한 이용 비전 및 세부 목

표와 연계된 스토리텔링 비전 및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스토리텔링 비전으로는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생태

문화 이야기’로 설정하였고, 스토리텔링 세부 목표로는 Multi

Age Family Story, Ecoculture Story, Special Extra Story 등

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4).

5) 수생정원 도입 방향

Park & Koo(2015)는 수생비오톱정원을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연속성을 목표로 하며, 습지 등 수환경을 기반으로 조

성되는 정원으로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수생비오톱정원의 개념을 확대하여 수변공간에 생태, 친수,

문화, 스토리텔링 등을담은융복합적정원으로정립하고자한

다. 또한댐저수지수변구역에도입되는수생정원은댐고유의

기능인홍수조절, 발전, 용수공급및친수환경도배려하면서수

생비오톱정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상수원 확보와 발전 및 홍수 조절 등의 기본적인 댐의 기능

과 더불어 댐저수지 및 그 유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및 관광자

원을 최대한 활용해 탐방객이 쾌적하게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있다. 댐 및 저수지를중심으로친수공간을도입하여

생태문화공원조성, 생물서식환경조성, 경관미창출등을목표

로하는관광명소로조성하되, 과도하고 무분별한계획이아닌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노력이 중

요하다.

본 연구는댐건설및주변지역개발사업시행으로인해발

생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댐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낙후된

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휴식 및 레저욕구를 능동

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

는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대청댐입지와상징성을강조하여 “지역간세대간함께하

는녹색에코케어댐”이라는비전을설정하였다. 세부목표로는,

‘지역간지속성, 세대및가족간커뮤니케이션을통한지속가

능한 댐’, ‘생태․역사․문화자원 등 생태문화 유산을 물리적,

화학적으로통합한융복합댐’, ‘참여와 체험과 소통을 통한 에

코케어댐’ 등 3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댐의현명한이용컨셉에부응하여댐고유의기능성을유지

하면서 생태성․예술성․장소성․지역성 등을 고려한 생태 문

화관광 시설 및 댐 저수지 및 배후도시 지역별 문화권을 중심

으로 구분하였다.

디자인컨셉은 ‘세대간․가족간함께공유하는가족’, ‘예방

관리 및 치유 힐링 스토리’,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

강’, ‘백제와 신라의 최전선 접경지역으로서 역사’, ‘수몰지 및

인근지자체를연계한 문화’, ‘수몰된역사와주민의 향수를 공

간적으로 재현하는 향수’를 각각 주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비전으로는 ‘온 가족, 온 세대가 함

께하는생태문화이야기’로설정하였고, 스토리텔링세부목표

로는 세대 간, 가족 간 함께 하는 스토리, 생태문화 스토리, 융

복합 스토리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발전, 홍수조절, 상수원 등 댐의

고유기능을유지하면서도지역의독특한지리적, 생태적, 역사

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생비오톱정원 개

념을 수용한 복합적인 수생정원으로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운영중인댐및저수지수변공간을수생정원으

로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수생정원조성을위한유용한설계

기준이 될 것이다.

-------------------------------------
주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5. 개발제한구역 주

민의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5)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References

1. Alshuwaikhat, H. M. and I. Abuvakar(2008) An integrated app-
roach to achieving campus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the current

campus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s. J. of Cleaner Producion

16: 1777-1785.

2. Busby Perkins + Will, Stantec(2007) Roadmap for the Integrated

Design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3 no. 1

50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3권 제1호(2017년 6월)� �

3. Dixon, M., M. Webb, G. Cook, and J. Forster(2005) Biodiversity on
Campus : An EAUC practical guide. eauc.

4. Eagan, D. J., T. Calhoun, J. Schott, and P. Dayananda(2008) Path-

ways to a Low-Carbon Campus.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5. Kim, D. H. and B. H. Koo(1999) The visual impact assessment in dam

construction using visual impact assessment method. J. of Kila 76:

80-86.

6. Koo, B. H.(1996) A study on ecological restoration methods for fluc-

tuation areas of dam reservoir slopes. J. of Hyechon College 22:

355-378.

7. Koo, B. H.(2004) Ecologic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strategies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rojects -Focused on dam projects-. J.

of Ksert 7(3): 1-13.

8. Kwater(2012) A Study on the Activating Use for the Daecheong

Multipurpose Dam.

9. McNeilly, L., J. Winters, and K. Mckanna(2008) UC Berkeley : Cam-

pus Sustainability. Berkeley Bright Green.

10. Patrick, D. L., T. Murray, and A. Bowles(2008) Campus Sustaina-

bility Best Practices : A Resource for Colleges and Universities. Ma-

ssachusetts Executive Office of Energy and Environmental Affairs.

11. Park, M. O.(2009) KNU EcoCampus Masterplan, EcoGreen Center.

12. Park, M. O.(2010) Eco Design, Seoul: Dream Media.

13. Park, M. O. and B. H. Koo(2015) A study on the aquatic biotop

garden planning considering carbon zero at the college campus. Jour-

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1(1): 30-39.

14. Park, M. O., J. Y. Kim, B. H. Koo, and S. H. Kang(2015) Climate

Change & Green Energy. Seoul: Munundang.

15. Ree, H. J. van and J. J. van Meel. (2007) Sustainable Briefing for

Sustainable Buildings, at: CIB World Building Congress, Cape Town,

14-18.

16. Redfern, P.(2008) EcoCampus - EMS Software Solution and Awa-

rd programme "United Kingdom". Nottingham Trent University.

17. The University of Wisconsin Oshkosh(2008) Campus Sustainability

Plan 2008-2012.

18. Yang, Y. W., W. Gao, N. Zhou, and C. Marnay(2006) Optimal com-

bination of distributed energy system in an eco-campus of Japan.

The Second International Green Energy Conference 25～29 June

2006, Oshawa, Ontario, Canada.

Received

Revised

Accepted

3인익명 심사필

:

:

:

10�June,�2017�

14�June,�2017�

25�June,�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