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우수로부터 시드니항을 지켜라

시드니시의 자연 오아시스,
오아시스 , 레인가든
<호주사무소 / 2022. 3. 15>

시드니시를 걷다보면 레인가든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오염원과
섞인 빗물이 그대로 하수관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보행
환경 및 미관 개선 효과까지 있는 레인가든을 소개한다.

□ 설치배경
시드니시의 우수 및 하수 시설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매년 3,000톤이 넘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들고 있다.
여기에는 세차할 때 나오는
화학 물질,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름, 나뭇잎, 플라스틱 쓰레기
뿐 아니라 담배꽁초, 애완동물
의 배설물 등 각종 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오염물질
이 섞인 우수에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번식할 수 있어 그
대로 하수관을 통해 바다로 배
출될 경우, 물고기를 질식시키
거나 식물의 광합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레인
가든은 시드니 하버와 보타니
베이를 유해한 오염 물질로부
터 보호하는 천연 오아시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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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레인가든>

□ 작동원리
레인가든은 빗물이 수로를 통해 배수되기 전, 속도를 늦추고 오
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정원보다 높이가 낮게
설계되어 있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시설(drain grill)이
갖춰져 있다. 레인 가든에는 특별한 여과 기능이 있는 club rush,
basket grass, tropic belle and native rosemary 등의 식물을 심
는다.

<레인가든 작동 원리>

출처

:

시드니시 홈페이지(cityofsydney.nsw.gov.au)

레인가든의 토양층은 오염물질을 거르고 물의 영양분을 흡수하
기 위해 모래, 부서진 유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겹의 재료로 구
성되어 있다. 이는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이 배수로로 들어가는 속
도를 늦춤으로서 홍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레인가든이 자가
급수(self-watering)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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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가든은 대부분 교통 개선 공사가 실시될 때 함께 만들어진
다. 일반적으로 차가 주차할 수 없는 길모퉁이에 설치되며, 아스
팔트 도로 포장이었던 공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길을 건너는 거리
를 줄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까지 시드니시에 설치되어 있는 레인가든은
면적은 2,300m 를 차지하고 있다.

개이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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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시는 2030년까지 수로로 유입되는 퇴적물 및 부유 고형물
의 50%, 영양소의 1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드니시의 레인가든>

출처

:

시드니시 홈페이지(cityofsydney.nsw.gov.au)

출처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explainer-what-isa-raingarden
https://www.cityofsydney.nsw.gov.au/improving-streets-public-s
paces/protecting-our-waterways#:~:text=Raingardens%20are%20p
opping%20up%20all,Knotted%20club%20rush%20(Isolepis%20nod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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