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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천 복원 공감대 형성, 범부서 협력적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봉천천 복원 추진기반 구축

  봉천천은 관악구 도심을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30년간 도로로 이

용되고 있다. 최근 하천 이용 패러다임이 토지이용, 도로로 활용 등에서 지속가능한 하

천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고, 관악구 자연환경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선7기 관악

구는 봉천천 복원을 핵심시책으로 선정하여 역점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봉

천천 복원계획 배경과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하천복원 우

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봉천천 살리기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계획, 치수계획 등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주력 중

  관악구 치수과는 봉천천의 기초적인 현황조사와 하천복원 기본구상을 위해 「봉천

천 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 완료되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봉천

천 5.02km구간 중 하류부터 중류 구간 3.4km가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

며 봉천천복원(안)과 교통차로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2019년 현재 타당성 조사의 결

과를 바탕으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향후 서울시

의 「복개하천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봉천천 

기본설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봉천천 복원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미흡

  봉천천 복원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완료되었고 봉천천 복원을 홍보

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개최횟수 부족, 개최시간 관련 

문제 등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민설명회 개최시간이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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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와 관련된 피드백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단계로 주민 참여

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들이 봉천천 복원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주민

설명회, 토지대장열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봉천천 복원 언론보도 또한 부족하여 

봉천천 복원에 대한 공론화 혹은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언론, SNS,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필요

  봉천천 복원 관련 주민 인식 조사 결과 관악구 주민들은 봉천천 복원에 대해 응답

자 2명 중 1명은 관심을 보이며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보매체인 언론매체(24.2%)와 

SNS(23.3%)를 활용하여 봉천천 복원계획과 관련 행사를 홍보하여 관심도를 제고하

고 봉천천 복원을 공론화하여 추진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천천 복원예정 

구간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봉천천 옛 사진·수필 공모전을 개최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천천 복원의 가치와 기대효과를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봉천천복원추진단, 봉천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서 협력적 추진체계 강화

① 봉천천복원추진단 구성

  봉천천 복원은 사업의 범위와 관련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서간 협력, 분야별 전

문가 자문, 의견조율, 주민참여 등이 필수적이다. 범부서 협력 추진조직인 봉천천복원

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재 봉천천 복원 담당부서인 치수과 외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등 유관부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복원 

계획 수립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봉천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

  봉천천 복원 후 실제로 활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민관협

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봉천천복원시민위

원회를 조직하여 시민들이 정책방향 결정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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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1960년대 도시하천부지는 유휴지 개념으로 인지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

용, 치수, 도로 확보 등을 위해 복개되어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며, 

대부분 도시하천변에는 도로가 개설됨

◦ 과거 국가 고속성장의 도시화 과정 등에 기인한 오염된 도시하천을 최근 하

천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적, 경관적 자원 등으로 재조명되면서 새로운 지역문

화 창출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함

‐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05년)을 시작으로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 등을 복

원하였으며 현재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을 수립 중

◦ 이에 민선7기 관악구는 관악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하천변 가로활성화 등 

주변지역 재생을 위해 봉천천 복원사업을 역점 추진 중

‐ 2019년 현재 봉천천 복원 계획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봉천천 하천기

본계획 변경 중임

◦ 도심에 풍부하고 안전한 물환경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구정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충분

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

◦ 성공적인 봉천천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공

감대 형성과 봉천천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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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 관악구 봉천천 복원계획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도출

◦ 주민들의 봉천천 복원 공감대 형성 방안 발굴

‐ 주민 대상 홍보방안 발굴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

◦ 지역 특성에 맞는 봉천천 복원 방안 발굴

‐ 봉천천의 자연환경과 봉천천 주변 인문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방안 발굴

‐ 봉천천 차별화 방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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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관악구 봉천천 현황

‐ 봉천천의 위치, 역사, 이용현황

◦ 관악구 봉천천 복원계획 배경과 과제

‐ 봉천천 복원 배경

‐ 봉천천 복원 추진일정

‐ 봉천천 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 봉천천 복원 개선과제

◦ 관악구 봉천천 복원 관련 주민 인식

‐ 관악구 주민 봉천천 복원 관심도

‐ 봉천천 공간 수요 및 기대효과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

‐ 봉천천 복원 관련 정보 획득 선호 매체

◦ 국·내외 사례

‐ 국내외 하천복원 및 수변공간 이용 사례

‐ 사례별 하천복원 공론화 과정과 시민참여체계

‐ 봉천천 복원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 성공적인 봉천천 살리기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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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전문도서, 정책보고서, 정책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조사

‐ 봉천동 지명의 유래, 봉천동 역사, 봉천천 역사 등 조사

‐ 봉천천 복개 이후 이용현황, 주변 토지이용 현화 등 현황조사

‐ ‘봉천천 복원 타당성 조사’ 후 관악구 복원계획 분석

◦ 설문조사

‐ 관악구 주민 대상 봉천천 복원 관심도, 공간·시설 수요, 기대효과, 봉천천 

복원 행사 참여의향 등 설문조사

‐ 주민들이 선호하는 봉천천 복원 정보 획득 매체 조사

◦ 사례분석

‐ 국내외 하천복원 및 수변공간 이용 사례 분석

‐ 봉천천 복원방향과 봉천천 수변공간의 이용방안 발굴

(그림 1-1) 연구흐름도



02
봉천천 복원계획 배경과 과제

1_일반현황

2_봉천천 복원계획의 배경과 추진현황

3_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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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봉천천 복원계획 배경과 과제

1_일반현황

1) 봉천천 위치

◦ 봉천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보라매 갑을아파트 앞 도림천으로 합류되는 

하천으로 남부순환로의 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1988년도에 복개구조

물로 형성하여 현재 1∼12차로의 도로로 운영 중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일원에 위치함

(표 2-1) 봉천천 위치

구분
구간 하천길이

(m)
비고

기점 종점

봉천천 서울시 과학전시관 도림천 합류부 5,017 지방하천

자료 : 관악구(2017c)

(그림 2-1) 봉천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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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천천 환경적 특성

(1) 유역의 개황

◦ 봉천천은 한강의 제3지류, 안양천의 제2지류이며, 도림천의 제1지류인 지방

하천으로 봉천천 하구를 기준으로 유역면적이 9.19km2
, 하천연장은 

5.00km, 유로연장이 7.31km로 조사됨

◦ 유역의 형상은 수지상을 이루며, 유역의 위치는 동경 126°54′52″~ 126°58′

14″, 북위 37°29′47″~ 37°27′12″사이에 위치

(그림 2-2) 수계의 구성

자료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그림 2-2) 봉천천 환경적 특성

하천

명

유수의 계통(수계)

하천

등급

위치
유역면

적

(km²)

하천연

장

(km)

유로연

장

(km)본류
제1

지류

제2

지류
기점 종점

봉천

천

안양

천

도림

천

봉천

천
지방

서울 관악 

봉천

239-15번지

서울 관악 

신림 

도림천(지방) 

합류점

9.19 5.017 7.31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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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천천 역사

◦ 봉천천의 하천 명은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에서 따온 것이며 봉천동이 지세

가 험하고 고도가 높은 관악산 북쪽에 자리 잡아 마치 하늘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 봉천이라 불림

(1) 봉천동의 역사

◦ 봉천동은 조선시대에 경기도 시흥군에 속한 지역이었음

‐ ｢호구총수｣에는 금천현 동면의 봉천리가 기록됨

‐ ｢1872년 지방지도｣에도 봉천리 지명이 수록됨

(그림 2-3) 시흥현지도(1872년)

자료 : 한국근대지리정보 홈페이지

◦ 이후 인천부 시흥군, 경기도 시흥군, 과천군, 영등포구 등을 거처 현재 관악

구 소재의 봉천동이 되었음(표 2-3 참고)

(표 2-3) 봉천동 역사

연도 지역 비고

1895년(고종 32) 인천부 시흥군

1896년
경기도 시흥군 동면

      과천군 하북면

1914년 경기도 시흥군 동면 봉천리
경기도 시흥군 동면 봉천리

과천군 하북면 본동리 일부 병합

196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봉신동
영등포구 편입

1968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봉천동 봉신동에서 독립(1966년), 직할동

1973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관할 이전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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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도 속 봉천천

◦ 1900년대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봉천천은 건천으로 관리되었음

‐ 1934년에 제작된 고지도를 확인한 결과 봉천천 주변은 밭과 논으로 활용

되었으며 건천으로 관리되었음(그림 2-4 참고)

(그림 2-4) 1919년, 1934년 고지도 속 봉천천

고지도 속 봉천천 위치 건천으로 표기된 봉천천

자료 : 한국근대지리정보 홈페이지

‐ 1957년 제작된 군포장 지도에서도 안양천, 도림천, 봉천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32년도 지도와 마찬가지로 건천으로 관리됨(그림 2-5 참고)

(그림 2-5) 군포장(1957년) 속 봉천천

고지도 속 봉천천 위치 건천으로 표기된 봉천천

자료 : 한국근대지리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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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천천 복개

◦ 관악구는 70년대 초, 서민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도심 외곽지역 부지조성을 

실시하였으며 토지구획을 정리하면서 봉천천 하천정비를 실시함

◦ 이후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남부순환로 등 주요도로에서 소통불량이 

발생하였고 원활한 교통처리와 지역 발전 등을 위해 80년대 봉천천 복개사업

이 추진되었음

◦ 1988년 봉천로가 개통되고 현재까지 봉천천은 봉천로 등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그림 2-6) 봉천천 복개공사, 봉천로 사진

복개공사(1980년대) 봉천로 개통(1988년)

자료 : 관악구(2017c)

◦ 봉천로는 가운데가 빈 복개박스 형태이며 봉천로 하부로 봉천천이 흐르고 있음

(그림 2-7) 봉천로(현재), 봉천로 복개하부 사진

봉천로(현재) 봉천로 복개하부(현재)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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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봉천천 토지구획정리 전후사진

토지구획정리 전(1972년) 토지구획정리 후(1978년)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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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천천 이용현황

◦ 봉천천은 관악구와 동작구 도심을 관류하는 관계로 하천 전구간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그 주변에는 주택 및 상가로 구성됨

(1) 복개구간 이용현황

◦ 봉천천은 하천 전구간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 중임

‐ 하류 및 중류구간은 봉천로(5 ∼ 12차로)로 이용 중이며 관악구 교통흐름

에 큰 비중을 차지함

‐ 상류구간은 낙성대로(1~5차로)로 이용 중이며 서울대학교 과학전시관까지 

연결됨

(그림 2-9) 봉천로 이용현황

원당초교 (상류부)

행운동 먹자골목 부근

봉천역 부근

은천로입구 교차로

도림천 합류부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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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 및 계획지구 현황

◦ 봉천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중·하류부 주변은 준주거, 제3종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됨

‐ 상류부는 제1,2,3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

(그림 2-10) 봉천천 주변 용도지역 현황

      자료 : 관악구(2017c)

◦ 도시계획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은 봉천 주택재개발사업, 신림 및 봉천지구중

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위치함

(그림 2-11) 도시계획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현황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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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인구현황

◦ 관악구 총인구는 529,031명(`18년 기준)으로 조사됨

‐ 인구는 2011년도부터 약1.0%미만의 하락추세를 보임

◦ 관악구 인구밀도는 17,991명/㎢(`18년 기준)로 조사됨

‐ 이는 우리나라 평균 인구밀도(485.6 명/㎢)와 비교할 때 약 37배로 높음

‐ 서울시 평균 인구밀도(17,719명/㎢) 보다도 높음

(표 2-4) 관악구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

(km²)

동
통 반 비고

행정동 법정동

관악구 29.57 21 3 631 5,136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표 2-5) 관악구 도시지역 면적

전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29.57km²

(서울특별시 전체 4.9%)

15.32m²

(51.83%)

0.39m²

(1.32%)

13.85m²

(46.85%)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연 도
세대수

(세대)

인 구 수(명) 인 구 밀 도 인  구

증가율

(%)

세대당

인  구

(명)

65세이상

고령자

(명)계 남 여
인구밀도

(명/㎢)

면  적

(㎢)

2011 246,979 546,350 276,675 269,675 18,478 30 -0.62 2.13 53,022

2012 247,598 540,520 273,640 266,880 17,255 30 -1.08 2.11 56,620

2013 248,006 535,128 270,512 264,616 18,096 29.57 -1.01 2.09 59,705

2014 248,180 531,960 268,683 263,277 17,991 29.57 -0.60 2.07 62,577

2015 249,191 529,031 266,773 262,258 17,991 29.57 -0.55 2.05 64,985

2016 251,955 525,607 265,034 260,573 17,775 29.57 -0.65 2,01 66,952

2017 255,352 520,929 262,006 258,923 17,617 29.57 -0.89 1.97 70,046

2018 262,222 520,040 260,742 259,298 17,587 29.57 -0.17 1.91 72,249

(표 2-6) 관악구 인구현황

자료 : 주)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통계청 4/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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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봉천천 복원계획 배경과 추진현황

1) 봉천천 복원계획 배경

(1) 하천 이용 패러다임 변화

◦ 전 세계적으로 하천 이용 패러다임이 토지이용, 도로로 활용 등 개발주의적 

사고에서 자연보전 및 환경복원 등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복개하천의 복원 필요성이 제기됨

‐ 근대화 시기 도시하천부지는 유휴지 개념으로 인지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 치수, 도로 확보 등의 이유로 복개되어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됨

‐ 21세기 후반부터 도심하천은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2) 관악구 하천복원 사업

◦ 관악구는 관내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관악구에 위치

한 복개하천을 복원하여 쾌적하고 생명력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 도림천은 2008년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일부구간 완료되어 주민들이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 중

(3) 민선7기 관악구 핵심시책으로 봉천천 복원을 선정하여 역점 추진 중

◦ 민선7기 관악구는 관악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하천변 가로활성화 등 주변

지역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봉천천 복원사업을 핵심시책으로 선정하여 안전

건설교통국 치수과가 전담하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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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천천 복원계획 개요

◦ 관악구는 완전 복개되어 있는 도심하천인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치수적 안전 및 하천생태계를 고려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

으로 제공하며,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지

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

‐ 복원사업 위치 : 봉천천(서울시 과학전시관 ~ 도림천 합류부, 총 5km)

‐ 사업부서 : 관악구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25년 12월

‐ 총 사업비 : 298,500백만원

� 2019년까지 복원 타당성 조사, 하천기본계획(변경) 등을 위해 40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

� 2020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등을 위해 298,100백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

(표 2-7)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2019) 2020년 2021년 이후

계 298,500 400 3,000 295,100

시설비 292,500 400
3,000

(기본 및 실시설계비)
289,100

감리비 6,000 6,000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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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천 복원계획 추진현황

‐ 안양천권역(서울시구간)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년 12월)

‐ 서남권 일대 균형발전 방안 수립(서울시, `16년 12월)

‐ 봉천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완료(관악구, `17년 12월)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관악구, 1̀8년 5월 ~ 1̀9년 12월)

‐ 성공적인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19년 6월)

‐ 봉천천 복원 주민설명회(`19년 9월)

◦ 봉천천 복원관련 향후 일정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20년 6월 예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서울시, 환경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와 기본구상 실시 예정

(그림 2-12) 봉천천 복원계획 추진일정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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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천천 복원계획 관련 추진현황

(1) 봉천천 복원 타당성 조사

① 봉천천 복원 타당성 조사 개요

◦ 계약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 계약기간 : 2017.03.16.~2017.12.21.

◦ 계약금액 : 129,054,000원

◦ 주요내용

‐ 하천복원 기본구상

‐ 봉천천 현황조사

‐ 하천복원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검토

‐ 하천복원 기대효과

‐ 하천복원에 대한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봉천천 합류부 주변 환경개선 계획

◦ 타당성 조사결과

‐ 타당성 조사 결과 봉천천 5.02km 구간 중 하류부터 중류 구간 3.4km가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봉천천 복원(안), 봉천로 교통차로계획, 하천유지용수 공급방안 등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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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봉천천 복원(안) 및 교통차로 계획

◦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년 빈도 홍수량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계획

◦ 봉천천 복원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차로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함

‐ 봉천천이 현재 인근지역에 위치한 남부순환로 등의 교통문제 해소 등의 목

적으로 복개 후 도로로 이용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교통양향분석을 통해 필

요차로수를 검토함

◦ 최종적으로 계획홍수량, 복개Box규모, 복원단면 및 도로이용방안 등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복원단면을 계획함

(그림 2-13) 봉천천 복원 구간 설정

자료 : 관악구(2017c)

(그림 2-8) 봉천천 복원 구간별 계획

구분 구간
길이

(m)

계획하폭

(m)

복개박스

(개)
도로계획

1구간
도림천 합류부 -

은천로 입구
709 26 6 양안 왕복 6차로

2구간
은천로입구 교차로 - 

봉천로사거리
1,815 20 6 양안 왕복 4차로

3구간
봉천로사거리 -

원단초교입구 교차로
300 16~20 4 양안 왕복 4차로

4구간
원당초교입구 교차로 -

서울시 과학전시관
1,572 복개 유지 2 존치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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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구간은 완전철거 후 복원계획을 수립

◦ 4구간은 복개Box규모, 이면도로로 이용되는 현지여건 및 복원구간 협소 등

을 고려하여 존치되도록 계획

(그림 2-14) 봉천천 구간별 복원(안) 단면

봉천천 1구간 복원(안) 단면

봉천천 2구간 복원(안) 단면

봉천천 3구간 복원(안) 단면

봉천천 4구간 복원(안) 단면

자료 : 관악구(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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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적인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

◦ 봉천천 복원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 서울시의 관심

을 유도하기 위해 「성공적인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10시 ~ 12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참석자 : 구청장, 구·시의원, 시민,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함

◦ 주요내용

‐ 봉천천 복원계획 추진현황 공유, 봉천천 복원을 위한 선결과제 등 논의

‐ 봉천천이 도림천과 더불어 서울남서부지역의 대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주민, 시의원, 유관 기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

(3) 봉천천 복원 주민설명회

◦ 봉천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시행 중인 「봉천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15시

‐ 장소 : 은천동주민센터 3층 강당

‐ 참석자 : 시·구의원 및 주민 등 60여명

◦ 주요내용

‐ 봉천천 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물 설치계획 등 설명 후 질의응답 진행

‐ 주민들이 향후 추가적인 토론회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함

(그림 2-15) 토론회, 주민설명회 사진

토론회 주민설명회

자료 : 관악구(2019b, 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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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봉천천 복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봉천천 일부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봉천천 복원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함

‐ 기존 하천기본계획(`15년 수립)이 봉천천 복개존치를 전제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중

‐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5.12. 국토교통부)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 계약업체 :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 계약기간 : 2018.05.11.~2019.12.30.

◦ 계약금액 : 74,135,000원

‐ 봉천천 복원으로 자연생태환경 시너지 효과 증대 및 도심 하천복원사업 개

선방안을 제시

‐ 치수적 안정 및 하천생태계를 고려한 친수공간 조성

‐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수해발생상황, 개발 및 이용 

상황, 하천환경, 봉천천 복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하천기

본계획 수립

� 유역 및 하천현황조사

� 치수, 이수, 하천환경 특성 분석

�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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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봉천천 복원계획 관련 향후계획

(1) 서울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용역 중)

◦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는 「서울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복개하천을 포함한 서울시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복원방

안을 검토하고 복원유형 정립, 복원 우선순위 결정,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임

‐ 서울시 국가·지방하천 38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봉천천은 복개하천 25개소 

중 하나로 포함됨

‐ 과업 수행이 `19년 12월 2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년 6월로 연장됨

◦ 「서울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하천훼손 현황 유형 분석

‐ 하천별 중점 복원 유형 정립

‐ 하천복원시 수반되는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하천복원 기능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복원 우선순위 결정

� 시급성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진행 예정임

‐ 하천복원 주요공정에 대한 적용기준·방법 마련 및 하천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2) 예비타당성 조사

◦ 봉천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함

◦ 예비타당성 조사는 「서울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 6월 이후 추진 예정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 예정

‐ 서울시, 환경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 순으로 타당성 

조사 절차 수행 예정

(그림 2-16)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서울시 ▶
중앙부처

(환경부)
▶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KDI P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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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개선과제

◦ 봉천천 복원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봉천천 복원

의 가치, 필요성 등 주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며 구정주도 사업

으로 지역사회 참여가 부족함

1) 봉천천 복원 사회적 공감대 강화

◦ 2018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봉천천 복원이 원활히 추진되

기 위한 선결조건에 대한 응답으로 첫 번째 과제가 ‘원활한 교통 대책 수

립’(29.9%)이었고 그 다음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29.7%)이었음

(그림 2-17) 2018년도 여론조사 - 봉천천 복원을 위한 과제

      자료 : 관악구(2018)

◦ ‘원활한 교통 대책 수립’의 경우 ‘봉천천 복원 타당성 조사’(관악구) 내 교통처

리계획과 관악구 주변 도로를 확충을 통해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16년 7월)으로 남부순환도로 부하 감소

‐ 신림~봉천 터널 공사 완료 시 동서 방향 간선도로 확충으로 남부순환도로 

기능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주민들 대상의 봉천천 복원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

민설명회, 토론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기회는 2019년도에 단 두 번뿐이었음

‐ 주민설명회와 토론회의 경우 평일 낮 시간에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또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적어 다양한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음

◦ 성공적인 봉천천 복원을 위해서는 봉천천 복원계획과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

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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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천천 복원 주민참여 활성화

◦ 현재 관악구 봉천천 복원계획은 교통과 치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주민 참여는 사업설명과 수요조사에 그침

‐ 하천복원의 접근법이 치수와 교통, 녹지, 산책로 등 기존 하천 접근과 동일함

◦ Arstein(1969)이 제시한 시민참여모형 관점으로 관악구의 주민참여 수준은 

3단계(소개, 통보), 4단계(상담, 여론 조사)에 그치고 있음

(그림 2-18) 봉천천 복원 관련 주민참여 수준

    자료 : Arnstein(1969)

◦ 봉천천 복원 관련 주민참여 수준을 높여 주민들이 봉천천의 기능, 보존가치, 

복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의사결정까지 참여할 필요

‐ 주민들이 단순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드백과 수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봉천천 복원의 기본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시공 등 전 과정

에 참여하여 주민들이 필요 공간과 복원 방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함

‐ 봉천천 복원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봉천천 복원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봉천천 보존 및 계승가치를 공유

‐ 향후 봉천천 복원이 완료된 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

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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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봉천천 복원 관련 주민 인식조사

1_설문조사 개요

◦ 민선7기 관악구는 콘크리트 도로로 덮여있는 봉천천을 생태 휴식공간으로 복

원하여 타 지역 대비 낙후된 관악구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봉천천 복원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봉천천 복원사업 관심도와 참여

의향 등을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함

◦ 이와 관련된 조사는 설문조사 수행 실적이 많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수행

했으며 훈련된 조사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함

◦ 세부 조사 내용은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 봉

천천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행사 참여 의향, 봉천천 

복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 경로 등이었음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코딩과정을 거쳐 R 3.6.3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해 

통계 처리하였으며,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었음.

(표 3-1) 설문조사 개요

유효표본 관악구 21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401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9년 11월 27일 ~ 12월 7일(11일간)

조사내용

∙ 봉천천 복원 관심도

∙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생태환경복원, 산책로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주차장 설치, 경관조명 설치, 편의시설(화장실 등) 설치, 만남의

   장소(카페, 매점 등) 설치, 다양한 이벤트 개최

∙ 봉천천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도시이미지 개선,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

   인근 지역의 경제활성화, 역사 공간 회복, 여가 ‧ 문화 공간 조성)

∙ 봉천천 복원 관련 각종 주민모임이나 행사 참여 의향

∙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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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로는 남성 211명(52.6%)과 여성 190명(47.4%)으로 남성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182명(45.4%), 40대~50대가 161명(40.1%), 

60대 이상이 58명(14.5%)임

◦ 결혼여부는 기혼이 278명(69.3%), 미혼은 123명(30.7%)임

◦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 155명(38.7%), 200만원~300만원 195명

(48.6%), 300만원 초과 51명(12.7%)임

◦ 직업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가 260명(64.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이 76명(19.0%),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무직자 등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65명(16.2%) 

순으로 많게 나타났음

◦ 거주지역은 관악 제1선거구 115명(28.7%), 제2선거구 107명(26.7%), 제3선

거구 86명(21.4%), 제4선거구 87명(21.9%)으로 선거구별로 고르게 분포함

◦ 거주기간은 5년~10년이 155명(38.7%), 10년 초과가 96명(23.9%), 3년~5년

이 94명(23.4%), 3년 미만이 56명(14.0%) 순으로 많게 나타나 응답자 대부

분은 관악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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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401 100

성별
남

여

211

190

52.6

47.4

연령대

30대 이하

40대~50대

60대 이상

182

161

58

45.4

40.1

14.5

결혼여부
미혼

기혼

123

278

30.7

69.3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300만원 초과

155

195

51

38.7

48.6

12.7

직업

경제활동인구

학생

비경제활동인구

260

76

65

64.8

19.0

16.2

권역별

관악 제1선거구

관악 제2선거구

관악 제3선거구

관악 제4선거구

기타

115

107

86

88

5

28.7

26.7

21.4

21.9

1.2

거주기간

3년 미만

3년~5년

5년~10년

10년 초과

56

94

155

96

14.0

23.4

38.7

23.9

경제활동인구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무직 등을 포함

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34

03

봉
천
천

복
원

관
련

주
민

인
식
조
사

2)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

◦ 봉천천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매우 높지 않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귀하께서는 봉천천 복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은 조금 있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

답은 34.7%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약 3.31점이며, 관심이 있는 긍정응답1)은 

48.3%, 관심이 없는 부정응답2)은 16.9%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5점 만점 중에 4점 43.6%, 3점 34.7%, 2점 11.7%, 1점 

5.2%, 5점 4.7% 순으로 나타남.

(표 3-3)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없다 21 5.2

거의 없다 47 11.7

보통이다 139 34.7

조금 있다 175 43.6

매우 많다 19 4.7

합계 401 100.0

평균 3.31

표준편차 0.93

<1점: 전혀 없다 / 2점: 거의 없다 / 3점: 보통이다 / 4점: 조금 있다 / 5점: 매우 많다>

1) ‘조금 있다’ 또는 ‘매우 많다’라고 대답한 경우

2) ‘전혀 없다’ 또는 ‘거의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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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

차분석을 실시함

‐ 성별에 따른 관심도는 남성(평균 3.37)이 여성(평균 3.2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대해 긍정응답을 한 경우 남성이 55.2%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부정응답을 한 경우는 여성이 53%로 남성보다 상대

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성별)
(단위 : 명, %)

구분 N 1~2 3 4~5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1 17.0 34.7 48.4 100.0 3.31 0.93

성별
남자 211 15.2 34.1 50.7 100.0 3.37 0.91

여자 190 18.9 35.3 45.8 100.0 3.24 0.95

(표 3-5)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와 성별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봉천천 복원 관심도 N 남자 여자 계

연령
부정응답 68 47 53 100.0

긍정응답 194 55.2 44.8 100.0

◦ 다음으로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따라 연령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함

‐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대해 긍정응답을 한 경우 40~50대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응답을 한 경우는 30대 이하가 6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와 연령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봉천천 복원 관심도 N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계

연령
부정응답 68 60.3 26.5 13.2 100.0

긍정응답 194 40.2 44.3 1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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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가 거주권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

차분석을 실시함

‐ 지역에 따른 관심도는 제2선거구(평균 3.4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제1선거구(평균 3.32), 제3선거구(평균 3.23), 기타지역(평균 

3.20), 제4선거구(평균 3.19)순으로 나타남

‐ 봉천천이 지나는 제2선거구와 제1선거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다른 권

역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대해 긍정응답 비율이 제2선거구(54.2%), 제1선

거구(50.4%) 모두 절반이 넘게 나타남

(표 3-7)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와 응답자 거주지역의 관계 
(단위 : 명, %, 점)

구분 N 1~2 3 4~5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1 17.0 34.7 48.4 100.0 3.31 0.93

거주지역

제 1선거구 115 17.4 32.2 50.4 100.0 3.32 0.90

제 2선거구 107 12.1 33.6 54.2 100.0 3.46 0.86

제 3선거구 86 20.9 32.6 46.5 100.0 3.23 0.95

제 4선거구 88 18.2 40.9 40.9 100.0 3.19 0.97

기타지역 5 20.0 40.0 40.0 100.0 3.20 1.48

<1점: 전혀 없다 / 2점: 거의 없다 / 3점: 보통이다 / 4점: 조금 있다 / 5점: 매우 많다>　

(그림 3-1)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와 응답자 거주지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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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따라 관악구 거주기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함.

‐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대해 긍정응답을 한 경우 관악구 거주기간은 5~10

년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0년 초과(28.4%), 3~5

년(24.7%), 1~3년(4.6%), 1년 미만(3.1%)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대해 부정응답을 한 경우 관악구 거주기간은 5~10

년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년(23.5%), 10년 초과(19.1%), 

1~3년(17.6%), 1년미만(8.8%)순으로 나타남

‐ 긍정응답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부

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이는 관악구 거주기간이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주 권역에 따라 관심

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3-8)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와 관악구 거주기간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봉천천 복원 

관심도
N

1년 

미만
1~3년 3~5년

5~10

년

10년 

초과
계

관악구

거주기간

부정응답 68 8.8 17.6 23.5 30.9 19.1 100.0

긍정응답 194 3.1 4.6 24.7 39.2 28.4 100.0

◦ 다음으로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따라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의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함

‐ 봉천천 복원 관심도에 대해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

이 긍정응답을 한 경우  41.8%, 부정응답을 한 경우는 16.2% 나타남

(표 3-9)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와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봉천천 복원 관심도 N 1~2 3 4~5 계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

부정응답 68 60.3 23.5 16.2 100.0

긍정응답 194 24.2 34.0 41.8 100.0

<1점: 매우 아니다 / 2점: 대체로 아니다 / 3점: 보통 / 4점: 대체로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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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

◦ 생태계환경복원, 산책로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주차장 설치, 경관조명 설치, 

편의시설(화장실 등) 설치, 만남의 장소(카페, 매점 등) 설치, 다양한 이벤트 

개최 8가지에 대한 향후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 중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

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태계환경복원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

게 나타남

‐ 관심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자전거도로 설치(평균 3.98), 경관조명 설치(평

균 3.97), 산책로 설치(평균 3.94), 다양한 이벤트 개최(평균 3.94), 편의

시설(화장실 등) 설치(평균 3.94), 만남의 장소(카페, 매점 등) 설치(평균 

3.93), 주차장 설치(평균 3.91), 생태환경복원(평균 3.89)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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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
(단위 : %)

구분 생태환경복원 산책로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주차장 설치

1점 0.2 0.2 0.2 0.2

2점 3.2 3.0 2.5 4.5

3점 22.2 18.5 18.0 19.2

4점 55.6 58.9 58.1 56.1

5점 18.7 19.5 21.2 2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3.89 3.94 3.98 3.91

표준편차 0.74 0.72 0.72 0.77

구분 경관조명 설치

편의시설

(화장실 등)

설치

만남의 장소

(카페, 매점 등) 

설치

다양한 이벤트 

개최

1점 0.2 0.2 0.2 0.2

2점 2.7 2.5 3.7 3.5

3점 19.7 20.9 19.2 20.4

4점 54.6 55.6 56.1 53.4

5점 22.7 20.7 20.7 2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3.97 3.94 3.93 3.94

표준편차 0.75 0.73 0.75 0.77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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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천천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시이미지 개선,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 인근 지역의 경제활성화, 역사 공간 

회복, 여가‧문화 공간 조성 5가지의 봉천천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 중 인근 지

역의 환경개선이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사 공간 회복에 대

한 관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관심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평균 3.69), 도시이미지 

개선(평균 3.68), 여가‧문화 공간 조성(평균 3.67), 인근 지역의 경제활성화

(평균 3.67), 역사 공간 회복(평균 3.66)순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예상 기대효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관악구 주민

들은 전반적인 효과들에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 3-3) 봉천천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

(표 3-11) 봉천천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

구분
도시이미지 

개선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

인근 지역의 

경제활성화

역사 공간 

회복

여가‧문화 공간

조성

1점 0.2 0.2 0.2 0.2 0.2

2점 7.2 7.2 7.7 8.2 7.5

3점 37.9 35.9 36.9 36.4 37.2

4점 33.4 36.7 35.4 35.7 35.2

5점 21.2 20.0 19.7 19.5 2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68 3.69 3.67 3.66 3.67

표준편차 0.90 0.88 0.89 0.89 0.89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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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 참여 의향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 참여 의향은 참여 의향이 있거나 없는 비율이 비슷하

며 대체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귀하께서는 향후 봉천천 복원 관련 각종 주민모임이나 행사에 참여 할 의

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 38.9%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26.9%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약 2.96점이며, 참여 의향이 있는 긍정응답3)

은 30.4%, 참여 의향이 없는 부정응답4)은 30.6%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5점 만점 중에 3점 38.9%, 4점 26.9%, 2점 22.4%, 1점 

8.0%, 5점 3.7% 순으로 나타남

(표 3-12)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아니다 32 8.0

대체로 아니다 90 22.4

보통 156 38.9

대체로 그렇다 108 26.9

매우 그렇다 15 3.7

합계 401 100.0

평균 2.96

표준편차 0.98

<1점: 매우 아니다 / 2점: 대체로 아니다 / 3점: 보통 / 4점: 대체로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4) ‘매우 아니다’ 혹은 ‘대체로 아니다’라고 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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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 참여 의향과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

차분석을 실시함

‐ 성별에 따른 관심도는 남성(평균 3.10)이 여성(평균 2.8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 참여 의향에 대해 긍정응답을 한 경우 남성이 61%

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부정응답을 한 경우는 여성이 56.6%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성별)
(단위 : 명, %)

구분 N 1~2 3 4~5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1 30.4 38.9 30.7 100.0 2.96 0.98

성별
남자 211 25.1 39.3 35.5 100.0 3.10 0.97

여자 190 36.3 38.4 25.3 100.0 2.80 0.97

(표 3-14)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과 응답자 성별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
N 남자 여자 계

연령
부정응답 122 43.4 56.6 100.0

긍정응답 123 61 39 100.0

◦ 다음으로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따라 연령의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함.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대해 긍정응답을 한 경우 30대 이하, 

40~50대 모두 43.1%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응답을 한 경우는 30대 이하 

5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5)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과 응답자 연령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
N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계

연령
부정응답 122 51.6 33.6 14.8 100.0

긍정응답 123 43.1 43.1 13.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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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따라 거주권역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함

‐ 제1선거구의 경우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대해 긍정응답자 비

율이 33%로 제2선거구(3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

에 비해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6)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과 응답자 거주지역의 관계 
(단위 : 명, %, 점)

구분 N 1~2 3 4~5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1 30.4 38.9 30.7 100.0 2.96 0.98

거주지역

제1선거구 115 33.9 33.0 33.0 100.0 2.93 1.01

제2선거구 107 24.3 40.2 35.5 100.0 3.04 1.00

제3선거구 86 27.9 43.0 29.1 100.0 3.02 0.91

제4선거구 88 35.2 43.2 21.6 100.0 2.83 0.96

기타지역 5 40.0 0.0 60.0 100.0 3.20 1.64

<1점: 매우 아니다 / 2점: 대체로 아니다 / 3점: 보통 / 4점: 대체로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 지역에 따른 관심도는 제2선거구(평균 3.04)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제3선거구(평균 3.02), 제1선거구(평균 2.93), 제4선거구(평균 

2.83)순으로 나타남

� 기타지역(평균 3.20)의 경우 응답자수가 적어 해석에서 제외함

� 제3선거구는 봉천천이 지나는 지역은 아니지만 도림천 합류부가 위치

하여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과 응답자 거주지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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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따라 관악구 거주기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함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대해 긍정응답을 한 경우 관악구 거주

기간은 5~10년이 4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0년 초과

(20.3%), 3~5년(19.5%), 1~3년과 1년 미만(7.3%)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행사참여 의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대해 부정응답을 한 경우 관악구 거주

기간은 5~10년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초과(27%), 3~5

년(23.8%), 1~3년(13.1%), 1년미만(3.3%)순으로 나타남

‐ 긍정응답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들의 부정응답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7)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과 관악구 거주기간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
N

1년 

미만

1~3

년

3~5

년

5~10

년

10년 

초과
계

관악구

거주기간

부정응답 122 3.3 13.1 23.8 32.8 27.0 100.0

긍정응답 123 7.3 7.3 19.5 45.5 20.3 100.0

◦ 다음으로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따라 봉천천 복원 관심도의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함.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에 대해 봉천천 복원 관심이 있는 비율이 긍

정응답을 한 경우  65.9%, 부정응답을 한 경우는 38.5% 나타남.

(표 3-18)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과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
N 1~2 3 4~5 계

봉천천 복원 

관심도

부정응답 122 33.6 27.9 38.5 100.0

긍정응답 123 8.9 25.2 65.9 100.0

<1점: 매우 아니다 / 2점: 대체로 아니다 / 3점: 보통 / 4점: 대체로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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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 경로

◦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 경로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는 ‘신문 

및 언론매체(방송, 잡지 등)’, 두 번째 우선순위로는 ‘SNS(1인미디어,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나타남. 

‐ ‘귀하께서는 향후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면, 주로 어떠한 경

로를 통해 얻기를 원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첫 번째 우선순위

로 ‘신문 및 언론매체(방송, 잡지 등)’이 48.4% 가장 높았으며, ‘옥외광고

(지하철, 버스, 현수막 등)’가 30.7%, ‘인쇄홍보물(가이드북, 팸플릿 등)’이 

10.5%, ‘온‧오프라인홍보관’이 5.2%, ‘SNS(1인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등)’가 3.7%, ‘주민설명회’가 1.5%순으로 나타남.

‐ 두 번째 우선순위로 ‘SNS(1인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가 42.9%

로 가장 높았으며, ‘주민설명회’가 15.2%, ‘인쇄홍보물(가이드북, 팸플릿 

등)’이 12.5%, ‘온‧오프라인홍보관’이 11.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안내 

소식지, 뉴스레터’가 10.5%,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현수막 등)’가 7.7%

순으로 나타남

(표 3-19)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 경로

구분
우선순위 1 우선순위 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신문 및 언론매체(방송, 잡지 등) 194 48.4 0 0.0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현수막 등) 123 30.7 31 7.7

인쇄홍보물(가이드북, 팸플릿 등) 42 10.5 50 12.5

온‧오프라인홍보관 21 5.2 45 11.2

SNS(1인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5 3.7 172 42.9

주민설명회 6 1.5 61 15.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안내 소식지, 뉴스레터 0 0.0 42 10.5

기타 0 0.0 0 0.0

합계 401 100.0 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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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시사점

1) 봉천천 복원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대 필요

◦ 종합적으로 볼 때, 관악구 주민들은 봉천천 복원에 대해 응답자 2명 중 1명

은 관심이 높으며,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참여의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봉천천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5점 만점에 3.31(응답자의 48.3%

가 긍정응답)로 관심도가 어느 정도는 있으나 높지 않음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 참여 의향은 5점 만점에 2.96(응답자의 30.6%가 

긍정응답)으로 낮은 편

◦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봉천천 복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봉천천 복원 관심도와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참여 의향

2) 언론매체와 SNS 적극 활용

◦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 경로에 대해 응답자들은 신문 및 언

론매체와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현수막 등), SNS(1인미디어,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등)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신문 및 언론매체(방송, 잡지 등), 옥외

광고(지하철, 버스, 현수막 등), SNS(1인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경로로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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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를 활용한 봉천천 복원 기획보도, 복원 조감도 게시 등

‐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제작, 해시태그 캠페인 등

‐ 옥외 광고를 활용해 봉천천 복원계획을 지속적으로 노출 등

(그림 4) 봉천천 복원 홍보매체

3) 면밀한 주민수요조사 필요

◦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 중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생태환경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들이 생태환경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봉천천 복원 시 자전

거도로, 경관조명설치, 산책로, 다양한 이벤트, 편의시설 등 봉천천을 직접 이

용하는 쪽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봉천천 복원 계획 시 주민들이 봉천천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어

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 봉천천 복원 구간별로 공간수요, 시설수요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와 응답자 일반적 특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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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하천복원 사례분석

1_사례 분석틀

◦ 민선 7기 관악구는 봉천천 복원을 통해 관악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하천변 

가로활성화 등 주변지역 재생을 추진 중이나 하천복원의 기술 및 경제적 타

당성 등에 집중되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함

◦ 이에 국내외 하천복원 사례 중 주민이 참여하여 하천을 복원·개선하였거나 

수변공간을 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선정하여 벤치마킹하고자함

◦ 국내사례로는 부산 온천천, 서울 청계천을 선정하였고, 해외사례로는 샌안토

니오시 샌안토니오강 및 리버워크와 싱가포르 싱가포르강을 선정해 분석함

‐ 서울 청계천은 하천복원을 위한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민·관·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하천을 복원한 사례

� 기존 시민단체, 상인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소통 창구를 설치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민원해결과 홍보를 동시에 진행함

‐ 부산 온천천은 시민주도형 하천정비와 주민참여형 하천복원의 사례

‐ 미국 시카고주 샌안토니오시 샌안토니오강과 리버워크는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반공공기관을 설치하였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시민, 전문가, 기업 등

과 협력하여 하천을 복원함

� 샌안토니오 강 도심부분인 리버워크 지역은 복개예정이던 하천을 보존

하여 주민친화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함

� 수변공간을 친수형 상업·업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 싱가포르 싱가포르강은 하천개선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지만 

주민 친화적 수변공간을 조성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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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청계천

(1) 사례 개요

◦ 서울 청계천은 물순환 체계회복으로 생태계 복원 및 자연이 있는 도시하천 

조성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 2005년 9월까지 복원사업 진행

◦ 총 사업구간 5.84km (청계천로 및 삼일로와 그 주변)

◦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 하였으며 생태하천 기능회복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함

(그림 4-1) 청계천 복원 후 사진

자료 : 서울시정책아카이브

(2) 청계천복원 추진절차

◦ 언론, 심포지엄,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 등으로 공론화

◦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추진체계 구축

◦ 복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을 수립

◦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 수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원활한 청계천 복원사업 진행을 위해 시,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긴

밀한 협조·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응함

◦ 복원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청계천 노면도로 및 고가도로 철거 및 복원공사 시행

(그림 4-2) 청계천 복원 과정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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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공론화 형성

◦ 90년대 초중반 연세대 노수홍 교수, 이희덕 교수, 소설가 박경리 등이 토지문

화관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논의

◦ 2000년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1차 심포지엄」 개최이후 2, 3차 심포지엄이 

개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함

‐ 주요 언론사와 정치인,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공론화

◦ 언론을 활용해 복원사업의 필요성과 방향 홍보

‐ 청계천 복원사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

‐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하고 잘못 알려진 부정적인 측면은 해소하여 및 긍정

적 인식으로 전환함

◦ 2002년 청계천 복원 실현 여부 관련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

‐ 당시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청계천 복원 방향, 

재정, 제반 문제점 해소방안(상인대책, 교통대책 등) 등을 논의

‐ 관악구도 봉천천 복원 심포지엄, 토론회, 기획방송 등을 활용해 봉천천 복

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청계천 복원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실시

◦ 관악구도 봉천천 복원 심포지엄, 토론회, 지역방송을 활용한 기획보도 등을 

기획해 봉천천 복원을 홍보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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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원사업 추진체계

◦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체계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으로 구성됨

‐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추진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

로 복원계획 수립, 사업추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복원사업의 중

추역할을 함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시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로 

일반시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복원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복원사업을 위해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 구성된 

한시조직으로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기본구상, 친환경적 복원방안 등

을 연구

(그림 4-3)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 서울시(2003)

◦ 서울시,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인근 4개 자치구에 청계천복원 관련 임시기구 설치하여 시·구협의체를 구

성하고 복원사업관련 기초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방안 논의

◦ 전체 25개 자치구는 시민홍보, 직원교육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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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2002년 7월 2일 청계천복원사업의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

문가를 책임자로 하는 추진기구로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구성

‐ 외부 전문가를 본부장(1급 예우)으로 하여 각 분야별 실무진, 전문가 70여

명으로 구성됨 (1본부 1단 3반 체계)

◦ 청계천복원사업 중추 조직으로 실행계획수립, 사업집행, 유관기관협조를 담당

‐ 청계천 복원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

‐ 의회, 인근 자치구,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을 담당함

②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 2002년 9월 12일 시장, 위원장 2인(민간위원), 부위원장 3인, 각계각층의 시

민대표,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설립됨

‐ 서울특별시조례 제4,032호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시민위원회 위원 선정을 서울시가 하지 않고 청계천살리기연구회를 중심

으로 합의기구를 만들어 직접 선정함

◦ 시민위원회 체계를 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시

민 간 합의 과정, 정책방향 제시,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 역할을 분담함

‐ 본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30명 내외로 구성된 최고심의·의결기구

‐ 기획조정위원회는 분과간의 의견조정, 주요사항의 본위원회 상정·결정(15명)

‐ 분과위원회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어 해당분야의 조사·연구 및 심의·의결 담당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정책방

향,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음

③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시조직(30여명)으로 산, 관, 학, 연과 연계하여 청계

천 복원사업 기초자료 및 기본구상을 제공함

‐ 2002년 7월 1일 발족 ~ 2005년 6월 30일 (총 36개월)

◦ 다양한 토론회 개최 및 참석으로 청계천복원의 타당성 홍보

◦ 월 1~2회 전문가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해 청계천복원 관련 자문

◦ 다양한 연구 진행 및 연구결과에 기초한 국내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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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계천복원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① 청계천 홍보관 운영

◦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대 시민 홍보방안으로 청계천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함

‐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교육, 민원처리, 청계천복원사업 홍보 등의 기능을 함

‐ 평균 300명/일의 방문객이 방문

② 현장민원상담실(동대문종합시장 앞) 운영

◦ 현장 실태조사 및 청계천복원관련 의견수렴을 수행함

‐ 총 7,200여명 상담

③ 찾아가는 청계천 복원사업 안내 및 의견수렴

◦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간부 및 직원들이 상가·단체 등을 현장 방문하여 상인

들에게 직접 복원사업을 안내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함

‐ 약 4,200여 번의 면담과 간담회를 실행함

④ 정책협의회 운영

◦ 공식적인 협상통로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서울시와 청계천상인단체가 의견

을 교환함

‐ 보상 문제, 합의안 도출, 사후 운영관리 등 다양한 문제 협의

⑤ 청계천복원을 주제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개최

◦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해 시민, 시민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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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온천천

(1) 사례 개요

◦ 온천천은 수영강의 제1지류 지방하천이며 부산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하천

‐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에서 발원해 금정구·동래구·연제구를 거쳐 사직천과 

거제천 등 여러 지류와 합류해 수영강으로 흐름

◦ 온천천은 개발주의적 하천이용으로 오염된 하천을 시민들이 주도하여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

‐ 1970년대 이후 홍수에 대비해 하천직강화 사업과 하천제방 콘크리트화 등

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해짐

‐ 이에 시민들은 온천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목표로 부산 온천천 살리기 운동

을 시작함

� 1970년대 낙동강보존회를 시초로 1995년에 ‘온천천SOS운동’이 시작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공론화 과정)

� 온천천네트워크를 비롯한 온천천가꾸기 금정주민모임, 온천천사람들의 

모임,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주민들이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 후 모

니터링, 교육, 이벤트 기획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함

‐ 지역국회의원, 해당 자치단체,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처 온천천 복원이 추진되었음

‐ 2006년 3월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11월 4월 완료됨

◦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오염되고 버려진 온천천이 활력 있고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공공간으로 회복되었음

(그림 4-4) 온천천 이용 현황

온천천 둔치 수영장 음악분수 야경

자료 : 부산시 홈페이지, 동래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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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공원으로 활용

◦ 하천상류부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교육공간으로 활용함

� 생태환경을 회복해 생태학습장 등 교육공간으로 이용

◦ 하천 중·하류부는 시민친화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함

� 둔치에 불법조성 되어있던 콘크리트 주차장 해체하여 인공폭포, 체육

시설 등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재조성함

(표 4-1) 온천천 구간별 시설물

구분 조성목록 내용

상류(금정구)
자연형 

친수공간

낙차공(어도) 설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온천천 저수호 안 자연형공법 시공

징검여울 설치, 둔치식생대 조성, 생태공원 조성, 옹벽 벽화

중류(동래구)
생태하천 

웰빙공간

주차장 철거 후 수역, 호안, 둔치 식생대 조성

자연형하천하천 공법으로 생태호안 조성

웰빙시설물(인공폭포, 발지압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국제규격 

농구장) 설치

하류(연제구)
문화체육 

수변공간

자전거도로(길이 2.88km) 설치

물놀이시설 3개소 설치

농구장 2개소, 배드민턴장 4개소 설치

인라인스케이트장 2개소, 운동시설 4개소 설치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정자, 벤치, 자전거보관소 등) 설치

자료 : 권영상·조민선(2010)

(3) 주민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시설 설치

◦ 약 10m 간격으로 진입로를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진입 가능

‐ 자전거 및 장애인 진입을 위한 램프도 계단과 함께 설치

◦ 하천 양안의 진입로와 돌다리 등을 연속 배치해 양안을 잇는 연계공간으로 활용

◦ 수면-홍수터-제방터의 시설물을 다르게 설치하여 둔치 이용의 활동성, 연속

성 유지하고 수변경관의 조망 및 제내지와의 연계성을 확보함

‐ 수면 : 돌다리, 인동교 등

‐ 홍수터 : 보행로, 자전거도로, 농구장,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운동기

구 등 운동체육시설

‐ 제방터 : 정자, 벤치 등 휴게시설 조성

‐ 수변공간 내에 학교가 위치할 경우 하천 제방을 스탠드형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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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성’ 증진

◦ 온천천 복원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

‐ 1995년에 ‘온천천SOS운동’으로 온천천 복원 필요성 홍보

‐ 시민 네트워크 구축

� 2000년 4개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 구성

� 2001년 온천천을 사랑하는 모임 발족

� 2002년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가 발족

� 시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천탐사, 기념 세미나, 하천정화 캠페인 등 진행

‐ 민관협력체계 구축

� 2003년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발족

� 하천살리기 추진기획단과 상호유기적 체제를 구축하여 광범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천정화사업, 하천문화축제, 하천 옛 사진 공모전,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로 사업추진기반을 조성함

(표 4-2) 온천천 복원 과정과 주민참여

연도 주요 내용 주민참여

1995 온천천 SOS운동 시작 ○

1997 온천천 자연형하천 복원 심포지엄 개최

2000 4개 시민환경단체가 중심이 된 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 발족 ○

2001 부산시 펌핑안 반대, 「시민이 만드는 온천천 마스터플랜」 수행 ○

2001 온천천 민관협의회 발족 ○

2002 온천천자연하천 실시설계 완료

2002
온천천네트워크를 비롯한 10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 발족
○

2003
부산시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 시민환경단체, 주민자치단체, 전문가, 

유관단체 등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발족
○

2003 온천천 하류 3.3km 구간 자연형하천 복원 완료

2004 온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2006
온천천, 수영강, 석대천 주민모임이 함께하는 ‘수영강 유역보전을 위한 

수영강 공동체’ 발족 및 수영강 에코프로젝트 발표
○

2006 온천천 생태복원을 위한 콘크리트 해체복원·수질개선 실시설계

2007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 발족 ○

자료 : 온천천네트워크, 온천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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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성’ 증진

◦ 주민이 참여해 진정한 시민의 공공공간으로 이용

◦ 평상시 생태학습장, 휴식공간, 운동공간, 여가공간으로 활발히 이용 중

◦ 온천천 영화제, 아티스트팀 공연, 어르신건강걷기 대회 등 각종 이벤트와 문

화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 중

◦ 시민단체인 ‘온천천살리기네트워크’와 ‘온천천을 사랑하는 모임’ 등이 온천천

의 각종 이벤트·행사·교육 등을 기획·주관하고 있음

◦ 온천천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어매니티를 창출한 사례

(표 4-3) 온천천 프로그램

구분 기간 주관

온천천 백일장 매년 온천천을 사랑하는 모임

온천천 영화제 비정기적 해당 구청

아티스트팀 공연 매년 5~9월 중 해당 구청

온천천 자연생태학교 정기적 온천천네트워크

시민건강걷기대회 연 2회 각종 시민단체

물놀이장 개장 여름 해당 구청

자료 : 권영상·조민선(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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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해외 사례

1)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1) 사례 개요

◦ 샌안토니오 리버워크(River Walk)는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시 도심에 

위치하는 운하이며 청계천의 벤치마킹 모델 중 하나임

‐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폭 8~10m, 총 길이 5.8㎞이며, 도심을 고리처럼 

한 바퀴 돌아나가는 역 ㄷ자 모양을 하고 있음

◦ 홍수로 범람하던 샌안토니오강의 도심구간을 정비하여 치수뿐만 아니라 지

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 연간 2,500만 명의 관광객 방문, 열섬효과 완화,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

◦ 리버워크는 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변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과 문화에 맞게 수변공간을 재정비함

◦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개발과 샌안토니오강 보존·관리를 위해 별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샌안토니오강 개발청(San Antonio River Authority)을 구성

‐ SARA를 중심으로 텍사스주, 리버워크 자문위원회, 샌안토니오강 재단, 샌

안토니오강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그림 4-5)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지도

             자료 : San Antonio Riverwal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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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샌안토니오시의 치수방법

◦ 총 연장 386㎞의 샌안토니오강은 도심구간이 역 ΄ㄷ΄자로 굽은 모양이어서 

자주 범람했는데 1921년의 대홍수로 샌 안토니오강이 범람하여 50여명이 숨

지자 아예 도심 구간을 복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이에 건축가 로버트 허그만(Robert H. Hugman)은 도심을 벗어난 곳에 우

회수로를 설치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연계한 공원을 조

성하여 도심의 미적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제시하였음

‐ 1927년 샌안토니오강 상류에 댐(the Olmos Dam)을 건설하고 강의 구조

를 개선하고 우회 물길을 조성함(그림 4-6 참고)

‐ 우회 물길 조성으로 역ㄷ자 모양의 도심 구간을 운하가 되도록 계획

‐ 올모스댐의 수문을 조절해 홍수기나 갈수기에도 수심이 1.5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수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 강물의 오염문제도 해결함

(그림 4-6) 샌안토니오 강 우회 물길 조성 및 수문 설치

    자료 : San Antonio Riverwalk 홈페이지

(그림 4-7) 샌안토니오 강 홍수관리용 송수관

    자료 : San Antonio Riverwal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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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변공간 특성

① 보행네트워크

◦ 리버워크는 샌안토니오 도심을 흐르는 강과 지류의 제방에 보도를 조성해 모

두 연결한 ‘보도의 네트워크’는 강과 리버워크가 시민들의 동선과 분리된 공

간이 아니라 시민생활공간의 일부로 설계됨

‐ 리버워크는 샌안토니오 도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리버워크를 통해 리

버워크 몰, 호텔,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과 다양한 관광지로 이동이 가능함

‐ 문화·상업공간과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어 강을 도시문화의 일부로 활용함

(그림 4-8)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보행네트워크

자료 : San Antonio Riverwalk 홈페이지

② 수변공간의 상업적 활용

◦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의 일부분을 노점, 키오스크 등으로 활용함

‐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

(그림 4-9)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노점

리버워크 노점 지도 리버워크 노점 사진

자료 : San Antonio Riverwal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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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 하천복원 기법 활용

◦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운하를 건설할 때 친환경적 공법을 활용함

‐ 운하 벽면은 시멘트의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벽돌을 활용해 건설

(그림 4-10)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단면

             자료 : San Antonio Riverwalk 홈페이지

◦ 개폐식 수문을 이용해 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수중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로수, 식물 등을 심고 해양식물과 초목식물을 방사함

◦ 지속적인 하천바닥 관리를 통해 수질 오염을 방지

‐ 샌안토니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미리 고시 후 운하

의 물을 빼고 하천 바닥 청소 진행

‐ 하천토양 보충, 운하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운하의 지속력 확보

‐ 하천청소 기간에 일정량의 물을 흐르게 해 수중 생물의 피해 방지

(그림 4-11)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하천관리

하천청소 기간 하천변 하천청소 사진

자료 : San Antonio Riverwalk 홈페이지



65

봉
천
천

살
리
기

기
초
연
구

(5) 하천관리·보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San Antonio River Authority(SARA) 구성

◦ 1937년 출범한 반(半)공공기관이자 민관협력기관

◦ 샌안토니오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기구

◦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물길을 조성하고 이 물길이 도시 건축물과 문화 공간, 

공공 공간 등을 중계하는 허브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함

◦ 텍사스주와 협력하여 수자원보호, 홍수 방지, 수변 환경 조성, 자연자원 관리 

등 하천 보전·보수·관리 활동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

‐ 샌안토니오강 관리를 위해 국가 단위, 주 단위, 지역 단위의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

(그림 4-4) 샌안토니오 강 관련 주요 기관

구분
연방 단위 
(FEDERAL)

주 단위
(STATE)

지방 단위
(REGIONAL)

지역 단위
(LOCAL)

물 공급
San Antonio 

River Authority

San Antonio City 

Water Board

하수처리
San Antonio 

River Authority

Sewer 

Division(Dept. of 

Public Work)

수질관리
Texas Water 

Quality Board

Edwards 

Underground 

Water District, 

San Antonio 

River Authority

홍수 조절 및 

배수

U.S. Army Corps 

of Engineers

San Antonio 

River Authority

수변공간 

이용

San Antonio 

River Walk 

Commission,

City Planning 

Department

레크리에이

션과 

오픈스페이

스

San Antonio 

River Authority

San Antonio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

지역 및 

도시계획

Alamo Area 

Council of 

Government

San Antonio City 

Planning 

Department

자료 : Raven-Hansen(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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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관협력 자문위원회 Riverwalk Advisory Commission 운영

◦ 건축가 R.H.H 허그먼의 리버워크 계획을 바탕으로 강 주변 상업시설의 디자인

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자문위원회로 Riverwalk Advisory Commission

을 설립함(1962년)

◦ 자문위원회는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를 도심구간(Downtown Reach), 박물관 

구간(Museum Reach), 역사보존구간(Historical Reach)으로 구분하고 지

역별로 특성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지역유산 설정, 지역별 문화·환경적 특색 설정, 건축물 형태 등

‐ 건축가, 토목기술자 등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함

③ 민간연합체 San Antonio Oversight Committee 구성

◦ 시카고주와 SARA는 샌안토니오강 개선 사업(SARIP, San Antonio River 

Improvements Project)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참여가 중요

함을 인지함

◦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대표와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민간연합체

인 샌안토니오강 관리위원회(SAROC, San Antonio River Oversight 

Committee)를 구성함(1998년)

‐ SAROC은 Mission Trails Oversight Committee5)를 본 따 구성됨

‐ SAROC은 벡사 카운티, 샌안토니오시, SARA에 홍수관리, 건축·도시·하천

계획,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재정 관리 등 다방면으로 조언하는 역할

‐ 샌안토니오 시장과 건축가 간의 정기적인 회의 주관

‐ 주민포럼을 개최해 건축·도시·하천계획, 설계 등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④ 그 외

◦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상인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Paseo del Rio 행사가 대표적임

◦ 샌안토니오강 재단(San Antonio River Foundation)을 운영해 기금 모

금,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

5) 지역 사회의 합의를 통해 양질의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인 시민 참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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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도심지역과 싱가포르리버 지역

(1) 사례 개요

◦ 싱가포르 도심지역과 싱가포르리버 지역은 친수형 상업업무공간의 대표적 사례

◦ 싱가포르강을 따라서 주거, 상업, 호텔, 공공건축 등을 배치하여 수변공간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히, 싱가포르강 주변 상업지역의 경우 임시점유허가제도(TOL)를 운영하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함

◦ 수변공간에 보행자의 접근을 보다 가깝게 디자인함

◦ 대규모 공공공간의 경우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광장, 공연장, 소공원 등 조성

◦ 교량 등 하천 관련 시설물과 예술작품 설치를 권장하여 다양한 수변경관 연출

(그림 4-12) 싱가포르강 영역 구분

싱가포르강 주요지역

싱가포르강 주변 산책로 분포

         자료 : 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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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변공간 특성

① 수변공간을 따라서 각종 랜드마크와 공공시설물 인접배치

◦ 다양한 기능을 하는 랜드마크와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용도 건축물을 수변공

간에 인접하게 배치하여 수변의 경관요소로 활용

◦ 수변에 설치된 랜드마크와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의 활동거점으로 활용

◦ 공공용도 건축물의 경우 외부공간을 수변공간방향으로 계획해 시민들의 일상

적 접근 유도

◦ 건축물 이외에도 관람차, 놀이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수변공간에 인접하게 배

치해 수변공간에 대한 조망점 역할과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함

◦ 중심상업·업무지역 주변 수변공간의 경우 제방, 보행로, 건축물이 조화롭게 

디자인 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음

‐ 제방, 보행로, 건물 외부공간, 건물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수변

공간과 상업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림 4-13) 싱가포르강 주변 시설물

머라이온 상 수변공간에 위치한 놀이기구

(그림 4-14) 수변공간과 소통하는 건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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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연한 토지이용

◦ 수변공간과 인접지역에 ‘외부활성지역(Outdoor Refreshment Area)’을 지

정하고 임시점유허가제도(Temporary Occupation Licence)를 운영해 수

변공간의 활성화 유도

‐ 싱가포르강 주변 상업시설들이 수변공간과 가로 일부 공간을 키오스크, 외

부 식사 공간 등으로 활용

‐ 관광객과 시민들이 수변공간에 접근과 이용 극대화

◦ 싱가포르강 구역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클락 키(Clarke Quay)지

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

‐ 싱가포르강을 바로 인접하여 외부 식사 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강을 조망하

면서 식사, 공연관람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 (그림 4–15 참고)

(그림 4-15) 싱가포르강 주변 토지이용

Clarke Quay TOL 운영 지역

수변공간 활용(클라키 지역)

자료 : 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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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강 수변공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변공간을 계획·설계

하고 있음

‐ 강변산책로(Promenade)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 가능한 최소 도로폭 규정

(그림 4-16) 싱가포르 강 강변산책로 규정

Robertson Quay → Clarke Quay

자료 : URA

◦ TOL 세부지침으로 외부 키오스크 및 시설물의 구조 및 높이 등을 규정 중

(표 4-5) 외부 키오스크 세부 규정

구분 내용 Boat Quay ORA

정의
주 건물의 용도를 보조하는 소매점과 식음료 

상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구조

용도 주 건물의 용도와 동일용도

위치 보행자 보도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 허용

구조

경량프레임구조

불투명 판넬은 1.2m 미만으로 하여 

수변공간으로의 시각적 차단 방지

규모 15m
2

높이 최대 4m

자료 : URA

(그림 4-17) 수변공간 활용(보트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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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

◦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변 야간경관 인센티브와 가로예술품 

인센티브 운영 중

◦ 예술 인센티브(Art Incentive)

‐ 다운타운 코어지역(수변공간과 주변 지역), 싱가포르 리버지역, 오차드 로

드지역에 적용 중

‐ 건축물에 부속되거나 가로환경에 속한 공공예술품을 대상으로 시행 중

� 공공예술품에는 조각품, 건물 파사드와 연계된 설치물, 교량, 고가도로, 

지붕, 조명 등이 포함

‐ 공공미술품 평가에 따라 최대 2% 추가 연면적(도시기본계획) 제공

‐ 예술 인센티브 절차

� 공공미술인증위원회(PAAC, Public Art Appraisal Committee)의 평

가와 승인

� URA의 최종승인 결정

(그림 4-18) 예술 인센티브 적용지역과 강변 예술품

예술 인센티브 적용지역 강변 예술품

자료 : 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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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관 및 조명 인센티브(Lighting Incentive)

‐ 마리나베이 주변 수변공간과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지역 수변공간에 조성된 건축물에 적용

‐ 건축물의 외부조명기구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

‐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경제적인 이득 제공 중

� 허용된 연면적의 최대 2%의 추가 연면적 제공 등

‐ 야간경관 인센티브 절차 및 역할분담

� 시는 가이드라인 제공

� 건축가, 건설사 등은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함

� 다음으로 URA가 도시디자인과 주변 계획과 조화되는지 검토한 후 승인

� 유지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관광객이 활발한 시점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건축물 내부 조명 점등 장려

‐ 국가 기념일과 축제기간에는 내부 조명을 의무적으로 점등하도록 지침화함

(그림 4-19) 야간경관 및 조명 인센티브 적용지역과 야간경관 사진

조명 인센티브 적용지역 야간경관

자료 : 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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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변공간 토지이용유형별 가로경관(Street Scape) 및 제방디자인 가이드라인

◦ 싱가포르리버 수변공간의 토지이용은 상업·업무용도, 주거용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상업·업무용도의 경우 일반상점 등이 입지하는 상업·업무지역과 대규모 공

공공간, 복합쇼핑센터 등이 입지하는 중심상업업무지역으로 구분됨

◦ 토지이용에 따라 수변 보행로와 제방에 대한 차별화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중

◦ 주변지역이 주거용도일 경우 (TYPE A)

‐ 제방 디자인 지침을 녹지를 가지는 자연경사형으로 제안하여 자연스러운 

경사형태의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하고 보행자도로를 가깝게 배치함

‐ 주거 및 호텔의 외부 공간, 공원·녹지는 수변공간에 조성된 녹지가 자연스

럽게 연결되도록 구상함

‐ 주변지역 대부분이 주거지역과 호텔들이 입지한 로버트슨 키(Robertson 

Quay) 지역이 해당됨

◦ 주변지역이 상업업무 용도일 경우 (TYPE B)

‐ 시민들이 수변공간 주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방을 수직벽 형태로 

조성하고 이 제방을 따라서 보행로 조성

‐ 로버트슨 키(Robertson Quay), 클락 키(Clarke Quay), 보트 키(Boat 

Quay) 일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

◦ 주변지역이 중심상업업무 용도일 경우 (TYPE C)

‐ 공연시설과 같은 대규모 공공공간이거나 복합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상

업시설 등 중심상업업무 등의 용도일 때 제방 형태를 계단형태로 설치하여 

시민들이 수변공간에 앉아서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함

‐ 주변에 대규모 중심상업시설이나 음식점, 공연시설 등이 입지한 클락 키

(Clarke Quay), 보트 키(Boat Quay), 마리나베이(Marina bay) 일부 지

역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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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지역별 가로경관과 제방형태 가이드라인

구분 Type A Type B Type C

해당지역

로버트슨 키 지역
로버트슨 키 일부,

클락 키, 보트 키 지역

클락 키, 보트 키,

마리나베이 일부 지역

가로경관

제방형태

자연경사형 수직형 계단형

자료 : URA

◦ 세 가지 타입 외에 마리나베이(Marina bay) 주변에는 시민들이 수변공간으

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자 프롬나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야간 경관과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데크, 교량, 

프롬나드 등 설치

(그림 4-20) 마리나베이 주변 강변산책로

마리나베이 프롬나드 Gardens by the bay 프롬나드

자료 : 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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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시사점

1) 하천복원·개발 관련 공론화로 추진기반 조성

◦ 성공적인 봉천천 복원을 위해서는 봉천천 복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공론

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청계천 사례, 부산 온천천 사례, 샌안토니오 사례 모두 하천복원·

개발 사업 시행 전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함

‐ 청계천 사례의 경우 총 세 차례의 심포지엄과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청계천 복원 이슈를 공론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추진력을 얻음

‐ 온천천 사례의 경우 온천천 살리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추진되었음

‐ 샌안토니오강 사례는 복개될 뻔했던 도심하천을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의 

논의를 통해 보존하고 주민 친화적 형태로 개발함

2)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성공적인 봉천천 복원을 위해서는 봉천천 복원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례분석 대상들은 시민, 민간단체, 정부기관,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하천복원·관리·개발 등을 추진 중

‐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례는 복원사업을 위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전담

부서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시민위원회, 연구지원단 등과 

추진체계를 구축함

‐ 샌안토니오강과 리버워크 사례는 민관협력기관인 SARA를 중심으로 하천

과 하천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중

◦ 현재 봉천천 복원계획은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가 전담하여 추진 중이나 봉

천천 복원사업의 영향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 부서들이 통합된 별도

의 추진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관기관(서울시, 시의회, 안양천유역협의체 등),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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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화된 시민참여모델이 핵심 성공요인

◦ 하천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공요인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음

◦ 시민참여 단계가 정보를 제공받거나 협의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정책방향 

결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 서울시 청계천 사업의 경우 민간 대표들과 전문가, 시 등이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계천복원 관련 정책방향 결정과정에 참여함

‐ 부산광역시 온천천 사례는 초기사업부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하천을 복

원하였으며 복원 이후 관리에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중

� 주로 시민단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

‐ 샌안토니오강과 리버워크 사례는 반공공기관이자 민관협력기관인 SARA와 

샌안토니오강 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

로 수렴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하천 관리·개발에 참여 중

◦ 봉천천 복원 시 주민들이 봉천천 복원계획, 설계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강화된 시민참여모델 도입이 필요

4)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변공간 조성이 성공의 관건

◦ 분석대상들은 수변공간을 목적과 세부적 기능에 따라 특색 있게 활용 중인 사

례들이며 향후 봉천천 수변공간 이용방안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줌

‐ 부산광역시 온천천 사례 하천의 위치별로 수변공간 조성 전략을 다르게 수

립하여 상류에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중·하류에는 제방(휴게 공간)과 둔

치(체육 공간)의 시설물을 설치함

‐ 샌안토니오강과 리버워크 사례는 강 지역을 도심, 역사보존, 문화, 생태구

역 등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특성에 맞는 하천공간을 조성 중임

� 도심구역에 위치한 리버워크의 경우 하천변에 문화·상업시설을 조성하

여 수변공간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 싱가포르강 사례는 수변공간을 따라 보행로, 공공용도의 건출물, 공공시설

물을 인접 배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의 경우 외부 활성 지역을 지정하여 

수변공간 내에 임시점유허가 제도 등 유연한 제도와 디자인 적용 중

◦ 봉천천 복원 구간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하천복원(안)과 수변공간 조성 필요



05
성공적 봉천천 살리기를 위한 제언

1_연구 요약

2_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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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공적 봉천천 살리기를 위한 제언

1_연구 요약

◦ 본 연구는 봉천천 복원계획 배경과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

여 성공적인 봉천천 살리기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연구임

◦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봉천천 복원계획 추진현황 분석, 관악구 주민대상 봉천천 

복원 관련 인식조사, 국내외 하천복원 사례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인 봉천천 복원

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봉천천 현황, 역사, 봉천천 복원계획 추진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악구 내부 자

료와 관련 문헌을 조사함

‐ 봉천천은 관악구 도심을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2019년 

현재 봉천로 등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최근 하천 이용 패러다임이 토지이용, 도로로 활용 등에서 지속가능한 하

천 조성으로 변화 중이고 관악구 자연환경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선7기 관악구는 봉천천 복원을 핵심시책으로 선정하여 역점 추진 중임

‐ 2019년을 기준으로 봉천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관악구 치수과)가 완

료되었으며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임

� 타당성 조사 결과 봉천천 5.02km구간 중 하류부터 중류 구간 3.4km

가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또한 봉천천복원(안) 및 교통차로 계획 등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타당

성 조사는 완료되었음

� 향후 서울시의 복개하천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예

비타당성 조사, 봉천천 기본설계 등이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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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천 복원계획을 홍보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를 개최하여 봉천천 복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중임

� 2017년부터 총 3회의 주민설명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총 200명 이

상이 참가하였음

� 그러나 행사가 평일에 개최되어 많은 주민들의 참여는 어려웠고 주민 

참여 단계가 사업 설명에 대한 피드백 정도에 그침

◦ 다음으로 봉천천 복원 관련 주민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종합적으로 볼 때, 관악구 주민들은 봉천천 복원에 대해 응답자 2명 중 1

명은 관심을 보이며,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봉천천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5점 만점에 3.31점(응답자의 

48.3%가 긍정응답)으로 나타남

�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 참여 의향은 5점 만점에 2.96점(응답자의 

30.6%가 긍정응답)으로 나타남

� 봉천천 복원 관심도와 행사참여 의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 경로에 대해 응답자들은 신문 및 

언론매체와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현수막 등), SNS(1인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문 및 언론매체가 24.18%로 가장 높았고, SNS가 23.31%, 옥외광고

가 19.2% 순으로 높았음

� 신문 및 언론매체, SNS를 활용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봉천천 복원 계획 시 주민들이 봉천천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어떤 시

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 중 자전거도로 설치(3.98점)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관조명 설치(3.97점)에 대한 관심도

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생태환경복원(3.89점), 주차장 설치(3.91점)에 대한 관심은 상대

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봉천천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효과

들에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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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복원 사례 중 관련 주민이 참여하여 하천을 복원·개선하였거나 수변공간을 

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한 사례인 서울 청계천, 부산 온천천, 샌안토니오강, 싱가

포르강을 선정하여 하천복원의 성공요인을 분석함

‐ 먼저 하천복원 및 개선을 공론화하여 추진기반을 조성함

� 청계천 사례의 경우 총 세 차례의 심포지엄과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서 청계천 복원 이슈를 공론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추진력을 얻음

� 온천천 사례의 경우 온천천 살리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

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추진되었음

‐ 둘째, 하천복원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함

� 서울시 청계천은 복원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청계천복원추진

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시민위원회, 연구지원단 등과 추진체계를 구축함

� 샌안토니오강 리버워크 사례는 민관협력기관인 SARA를 중심으로 하천과 

하천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 셋째, 시민들이 정책방향 결정 등 의사결정에 참여함

� 서울시 청계천 사업의 경우 민간 대표들과 전문가, 시 등이 주민위원회

를 구성하여 청계천복원 관련 정책방향 결정과정에 참여함

� 샌안토니오강과 리버워크 사례는 반공공기관이자 민관협력기관인 SARA

와 샌안토니오강 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수렴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하천 관리·개발에 참여 중

‐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변공간을 조성해 차별화함

� 부산광역시 온천천 사례 하천의 위치별로 수변공간 조성 전략을 다르

게 수립하여 상류에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중·하류에는 제방(휴게 공

간)과 둔치(체육 공간)의 시설물을 설치함

� 샌안토니오강과 리버워크 사례는 강 지역을 도심, 역사보존, 문화, 생

태구역 등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특성에 맞는 하천공간을 조성 중임

� 싱가포르강 사례는 수변공간을 따라 보행로, 공공용도의 건출물, 공공시

설물을 인접 배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의 경우 외부 활성 지역을 지정하

여 수변공간 내에 임시점유허가 제도 등 유연한 제도와 디자인 적용 중

‐ 봉천천 복원 구간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하천복원(안)과 수변공간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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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정책 제언

1) 봉천천 복원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강화

(1) 지역 언론, SNS, 토론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제안(`20년 6회)

‐ 관악HCN, 관악저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봉천천 복원 관련 소식 전달

� 봉천천복원주민위원회 구성, 봉천천복원주민위원회 조례 제정,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 등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보도

◦ 관악소리 연 1회 기획보도

‐ 봉천천의 옛 모습, 봉천천 복원계획, 관련 쟁점 등 기획보도 제안

◦ 봉천천 복원 심포지엄, 토론회 주말 개최 제안

‐ 봉천천 복원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존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는 주중에 개최되어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어려웠음

� 2020년 중 주민설명회 또는 심포지엄을 주말에 개최하여 주민들의 관

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 관악구 공식블로그, SNS 페이지를 활용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봉천천 복원계

획과 관련 행사 홍보 제안

‐ 접근성이 좋고 전파력이 빠른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봉천천 복원계획을 홍보

하여 관심도를 제고하고 봉천천 복원 관련 행사를 홍보하여 행사 참여 유도

(그림 5-1) 관악구 공식계정 활용 홍보(안)

관악구 해피매거진 관악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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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천천 수필·사진 공모전 개최

◦ 2020년 하반기 봉천천의 옛 기억을 공유하고 봉천천 복원의 사회적 공감대

를 형성하기 위해 봉천천 옛 사진·수필 공모전 제안

‐ 복개된 지 약 30년이 넘은 봉천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봉천천의 역사

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여 봉천천 복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대

‐ 주민들에게 수필·사진 공모전을 홍보하고 우수 공모작을 시상할 수 있는 

예산확보 필요

� 공모전 예산 = 2,200,000 (관악구에서 시행한 다른 공모전 산출기준 참고)

� 홍보물(포스터) = 21개동 × 100개 × 2,000 = 400천원

� 현수막 = 150,000 × 2식 = 300천원

� 심사위윈수당 = 100,000 × 4인 = 400천원

� 보상금 = 최우수 300,000 + 우수 200,000 × 2 

         + 장려 100,000 × 4 = 1,100,000

(3) 봉천천 전시회 및 아카이브 구축

◦ 2020년 하반기부터 봉천천 수필·사진 공모전 결과와 관내 자료, 보도 자료 

등을 취합해 전시회 제안

‐ 봉천천의 과거·현재·미래 변천과정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기능

‐ 봉천천 차 없는 거리(안)과 연계하여 길거리 전시회 개최, 관악갤러리를 활

용한 봉천천 공모전 전시 등 제안

◦ 봉천천 아카이브 구축 제안

‐ 봉천천의 과거·현재·미래 변천과정을 기록, 전시하고 홍보하는 기능

‐ 홍보사이트 또는 홍보페이지 구축

(그림 5-2) 봉천천 옛 사진과 길거리 전시회 예시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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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원 예정구간에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 202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봉천천 복원 예정구간 중 지역 상권 또는 지역 거

점과 연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제안

‐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조성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승인 완료

�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와 관악경찰서와의 협의 과정 필요

‐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주 1~2회간 차 없는 거리 시행

(그림 5-3) 차 없는 거리 조성 절차

후보지역

현장조사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유관기관 

협의 ▶

기본계획 

확정 ▶
실시설계

▶

차 없는 

거리 운영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월 `20년 6월 `20년 7월

자료 : 서울시(2011)

◦ 기존 사업(생활 SOC, 지역상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등)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보행네트워크 구축

‐ 기존 가로환경과 상호 연계를 통해 봉천천 복원 이후 수변공간의 활용 방

안도 테스트할 수 있음

‐ 샤로수길 인근, 서울대입구역 인근

◦ 찾아가고 싶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 기획

‐ 봉천천의 미래상을 거리 예술 또는 VR로 전시(그림 5-2 참고)

‐ 플리마켓, 거리공연, 아이들 놀이 공간 등 행사 기획

(그림 5-4) 차 없는 거리 아이디어

거리 예술(Street Art) 거리를 활용한 대형 놀이

자료 : Savage Art 블로그, 조선일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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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부서 협력적 추진체계 강화

(1) 봉천천복원추진단 구성

◦ 2020년 하반기까지 봉천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봉천천 복원 TF팀인 봉천천복원추진단 구성 제안

‐ 봉천천 복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서간 협력이 필수적임

� 현재 봉천천 복원 담당부서인 치수과 외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

과,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민관협치과, 공원녹지과 등 유관부서들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봉천천 복원 전담 한시 조직인 봉천천복원추진단을 조직해 통합적인 복원 

계획 수립 역량 확보

� 청계천복원추진단을 벤치마킹(그림 5-3 참고)하여 유관부서 실무진들

로 구성된 봉천천 복원추진단(안) 조직 제안

� 전담부서는 봉천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12월까지 유지

(그림 5-5) 청계천복원추진단 조직체계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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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천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

◦ 봉천천복원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봉천천복원시민위원회 설치 제안(2020년 하반기까지)

‐ 성공적으로 봉천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 모든 과

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 봉천천이 지나는 행정동 6곳 중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역인 중앙

동, 청룡동, 신림동의 주민자치회 및 봉천천 살리기 주민모임 등을 중심으

로 하여 봉천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 제안

‐ 또한 하천복원 관련 전문가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 확보

‐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봉천천 복원시민위원회의 규모와 

역할 정립 제안

◦ 또한 봉천천복원시민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 하반기까지 봉

천천복원시민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 봉천천복원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규정

� 봉천천 복원 종합추진계획의 수립

� 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 지원 등

(그림 5-6) 봉천천 복원시민위원회 조례 제정 절차(안)

봉천천 

복원시민위원회 

조례 제정계획 수립 ▶
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안) 의회상정 

및 심의 ▶
조례 공포·시행

`20년 7월 `20년 8월 `20년 9월 `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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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천 살리기 기초연구 설문조사

부록

1_봉천천 복원 관련 주민 인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봉천천 살리기 기초연구와 관련하여 관악구민 또는 이용자들의 의

견을 듣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의견은 통계처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개선된 행정으

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주관기관 : 휴먼브랜드연구소 더인 리서치사업부 ☎ 02-6297-8396

발주기관 관악구청 수행업체

응답자 특성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제3의 성

SQ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SQ4. 지역

①낙성대동  ②난곡동   ③난향동    ④남현동   ⑤대학동   ⑥미성동  

⑦보라매동  ⑧삼성동    ⑨서림동   ⑩서원동    ⑪성현동   ⑫신림동

⑬신사동    ⑭신원동    ⑮은천동    ⑯인헌동   ⑰조원동   ⑱중앙동

⑲청룡동    ⑳청림동    ㉑행운동    ㉒그 외

SQ5.
관악구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③ 3년~5년  ④ 5년~10년  ⑤ 10년 초과 

SQ6. 평균소득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500만원   ⑤ 500~600만원   ⑥ 600만원 초과

SQ7. 직업 ① 근로자  ② 사업자  ③ 학생   ④ 주부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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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봉천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보라매공원 후문에서 도림천과 합류하는 총 연
장 5km의 하천이나 1988년 남부순환로 교통해소를 위해 복개되어 현재는 “봉천
로”라는 도로명으로 더 익숙한 상황입니다. 봉천천 복원사업은 콘크리트 도로로 
덮여 있던 봉천천을 생태 휴식공간으로 복원하여 타 지역 대비 낙후된 관악구지
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
진 중인 자연친화형 정책입니다.

봉천천 물길 봉천천 복원예상 조감도

1 귀하께서는 봉천천 복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매우 많다

2 다음은 향후 봉천천 복원 시 고려사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태환경복원 ① ② ③ ④ ⑤

산책로 설치 ① ② ③ ④ ⑤

자전거도로 설치 ① ② ③ ④ ⑤

주차장 설치 ① ② ③ ④ ⑤

경관조명 설치 ① ② ③ ④ ⑤

편의시설(화장실 등) 

설치
① ② ③ ④ ⑤

만남의 장소(카페, 

매점 등) 설치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이벤트 개최 ① ② ③ ④ ⑤



92

부
록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다음은 봉천천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도시이미지 개선 ① ② ③ ④ ⑤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 ① ② ③ ④ ⑤

인근 지역의 

경제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역사 공간 회복 ① ② ③ ④ ⑤

여가 ‧ 문화 공간 조성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향후 봉천천 복원 관련 각종 주민모임이나 행사에 참여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귀하께서는 향후 봉천천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면, 주로 어떠한 경

로를 통해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가지만 선택해 주

십시오.

① 신문 및 언론매체(방송, 잡지 등) 

②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현수막 등)

③ 인쇄홍보물(가이드북, 팸플릿 등)

④ 온‧오프라인 홍보관

⑤ SNS(1인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⑥ 주민설명회          

⑦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안내 소식지, 뉴스레터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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