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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s) (별도의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 계획은 현재 제안의 형태로 준비된 상태이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강 활성화 및 수변 개선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킬웨인 파크의 수변지역을 개선해 강변을 따라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합니다.



강둑을 자연화하여 육지에서 물가로 전환합니다.



카약, 조정, 패들보드 등과 같은 수상활동을 위한 강둑을 건설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킬웨인 파크의 수변지역 개선에 집중된 것으로 수영장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종합계획에 향후 고려 및 검토 대상으로 수영장을 옵션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캐나다 베이 시에 있는 36km 길이의 수변지역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파라마타 강을 더욱 유용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변지역 진입로 건설, 정적인 여가 공간 추가 조성, 강둑 생태계 활성화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 확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주요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파라마타 강 유역 사업 그룹(Parramatta River Catchment Group, PRCG) 종합계획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이 프로젝트는 파라마타 강의 수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10 단계로 구성된 종합계획은 2025 년까지 수영이 가능한 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파라마타 강 유역 사업 그룹(PRCG)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사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지역사회가 얻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가 누리게 될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지역에서 즐기는 물놀이



수상 여가활동 기회 확대



강둑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동식물에게 유익한 생태 환경 제공



추가 보행로 및 표지판 설치로 공원 전역에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매킬웨인 파크는 현재 지역 주민과 방문자 모두가 즐겨 찾는 인기 많은 수변 여가 공간입니다. 공용
화장실, 피크닉 테이블, 바비큐, 어린이 놀이시설, 미니 골프 등과 같은 기본 편의시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강 활성화 및 수변 개선 프로젝트는 공원의 수변지역을 개선해 강을 따라 연결되는 새 진입로를
조성하며, 방조제의 일부 구역을 전환해 육지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고, 그리고 카약과 조정,
패들보드 등 수상활동을 위한 강둑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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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인구 성장과 로즈 이스트 계획의 수정안을 고려했을 때, 안전하고 깨끗하며
보호시설이 갖춰진 마라마타 강 연결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지역사회와 환경에 중요한 가치를 더해 줄
것입니다.
파라마타 강 종합계획은 강의 수질과 환경관리를 향상하고 2025 년까지 강에서 수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PRCG 에서 수립한 것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바로 집 옆 강에서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종합계획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PRCG 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며, 종합계획은 여기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원의 관리 계획(PoM)과 로즈 이스트 계획 수정안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베이 시의 2012 년 브레이즈 베이 수변 공원 관리 계획과 2015 년 로즈 페닌슐라
야외 공간 관리 계획, NSW 주정부의 로즈 이스트 계획 수정안, 파라마타 강 종합계획 및 수영구역
활성화 체계를 비롯한 다수의 주요 전략 문서에 나오는 비전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2 년 브레이즈 베이 수변 공원 관리 계획
o

낚시, 카약 타기, 강변 산책, 사이클링 등을 위한 수변지역 진입로 마련이 가능한
곳으로 매킬웨인 파크 선정

o

공원 이용자들이 수상활동과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강변을 따라 보행로(카누를
출발시킬 강둑 시설 포함) 설치



2015 년 로즈 페닌슐라 야외 공간 관리 계획
o



강물 위에 데크를 설치해 수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브레이즈 베이가 마련

NSW 기획부의 로즈 이스트 우선구역 및 로즈 이스트 계획 수정안
o

콩코드 로드(Concord Road)를 가로질러 매킬웨인 파크까지 연결되는 새 보도교로
기존 공용 야외 공간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o

주민과 방문자의 관심을 더 끌기 위해 구역 지원 프로그램(Precinct Support
Scheme)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캐나다 베이 시 카운슬이 매킬웨인 파크 개선
사업 계획을 진행 중

o

파라마타 강 수변지역, 그리고 리즈 스트리트(Leeds Street)와 매킬웨인 파크의
야외 공간으로 가는 공공 진입로를 확대



파라마타 강 유역 사업 그룹의 종합계획 및 수영구역 활성화 체계
o

2025 년까지 지역 주민들이 파라마타 강을 따라 조성된 새로운 수영구역 세 곳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됨

로즈 이스트, 매킬웨인 파크
로즈에 위치한 매킬웨인 파크는 브레이즈 베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피크닉 테이블,
바비큐, 화장실, 놀이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갖춘 여가 공간으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수변지역을 개선하고 강둑을 신설하여 강변 지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브레이즈 베이에서 카약과 카누, 패들보드를 비롯해 각종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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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략 계획 문서들을 여기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강 수영장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종합계획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 중입니다.
공원 이용자들의 물놀이 안전을 위해 카운슬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강 활성화 사업은 위험 관리 방식을 통해 안전성 위주로 진행될 것입니다.
브레이즈 베이의 현재 수질은 어떻습니까?
시드니 워터(Sydney Water)는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우선 수영구역 세 곳(콩코드의 베이뷰 파크, 로즈
이스트의 매킬웨인 파크, 푸트니의 푸트니 파크)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4~6 일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 오는 날에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은 시드니 워터가
파라마타 강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리버워치(Riverwatch) 수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카운슬은 로즈 웨스트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도 개선할 예정입니까?
로즈 이스트 계획 수정안의 일부로서 콩코드 로드를 가로질러 매킬웨인 파크까지 연결되는 새 보도교가
앞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사는 2020 년 3 월에 시작되며, 2021 년 12 월에 개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에서 낚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낚시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NSW 일차산업부(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는
파라마타 강을 포함하여 시드니 하버 브리지 서쪽에서 잡은 어류나 갑각류의 식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다시 풀어줘야 합니다.
강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가 원하는 환경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역은 수영구역으로서의 타당성, 위험 수준, 효용성을 고려해 선정되었습니다. 브레이즈 베이에서는
강 수영, 패들보드와 각종 수상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수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정보가 취합되면 이 구역에서 수영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구역이 수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 구역이 수영 가능한 강의 중요한 일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강가에 앉아 쉬거나, 달리기나 사이클링을 하거나, 아니면 보트와 패들보드를 타는 것도 수변
공간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 구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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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원하는 환경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역에 따라 수질이 좋아도 수영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하더라도 수변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에서 각각의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구역을
선정한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영구역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저희는 이러한 체계적 방식을 통해 파라마타 강 유역에서 선정된
12 개 수영구역을 평가했습니다. 12 개 구역의 평가 내용은 파라마타 강 수영구역 활성화 개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당성
타당성은 실현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영구역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공유지와 연결되어 있는가?



지역 내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보트 때문에 위험하지 않는가?



수질은 양호한가?



수심이 충분히 깊은가?

취약성
간단히 말해, 얼마나 위험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현재 수질이 양호하다면 연중 내내 양호한 수질이 유지되는가?



수중에 위험한 것이 있는가?



수중의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은가?



물살이 위험한 곳이 있는가?



강가가 강으로 드나들기에 용이한 상태인가?



해당 구역이 문화유산 보존 지역인가?

효용성
다시 말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개발했을 때 해당 구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자동차, 자전거,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접근하기 쉬운가?



편하게 쉬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많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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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공간과 잔디 구역이 있는가?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해당 구역을 책임질 강력한 지역 카운슬이나 다른 단체가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원하는가?

이러한 체계적 방식을 통해 12 개 선정구역과 기존 4 개 수영구역을 평가했습니다.
공원에서 큰뒷부리도요새를 볼 수 있습니까?
큰뒷부리도요새는 애보츠포드(Abbotsford), 콩코드(Concord), 파이브독(Five Dock) 일대 갯벌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공원의 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친환경적인 방조벽을 설치하여 구역 내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강의 수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만조위에서 수심이 약 0.5 미터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명 구조대가 배치될 예정입니까?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매킬웨인 파크에서 수영할 경우 인명 구조대의 배치를 원하는지 확인
중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카운슬은 성수기 동안 구역을 돌며 활동할 인명 구조대의 편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편의시설도 개선할 예정입니까?
본 사업에 편의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나 지역 주민과 공원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공간과 시설의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영할 때 신발을 신어야 합니까? 강바닥 상태는 어떠합니까?
강바닥은 토사로 질척거릴 수 있으므로 예민한 사람은 물놀이용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대부분 구역은 일반적인 환경이며 해변과 같은 모래사장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색다른 수영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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