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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서울 도심지를 잠시 떠나 한강하류로 접근하면 우리의 가슴을 트이게 하는 또 다른 

풍경을 접하게 됩니다. 굽이쳐 흐르는 넓은 수역, 수변을 따라 발달한 갈대숲과 수변

림, 이와 연결된 모래톱과 갯벌, 그리고 그곳에서 한가로이 먹이를 찾고 때로는 비상

하는 물새 떼의 장관을 볼 수 있는 한강하구입니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세계적으로 

희귀하다는 재두루미 및 노랑부리저어새의 모습을 함께 관찰하고 철 따라 황복, 뱀장

어 및 참게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한강하구가 주는 즐거움이겠지요. 이렇게 복잡

한 회색도시를 벗어나면 바로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우

리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후손들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정

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비교적 잘 보전되었던 한강하구가 최근 도로 및 교량건

설, 택지개발, 골재채취 등의 개발로 인해 급속히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이 최근 남북화해 기조에 따른 남북 연결 교통망의 확충 및 개성공단의 

개발,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 개발 마스터플랜, 김포 및 파주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 낙후된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개발계획 수립․이행 등의 지

역여건을 볼 때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개발을 위해 하구언이 건설되어 자연성을 잃어버린 낙동강, 금강, 산강 하구,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라 사라져 버릴 만경강, 동진강 하구, 과도한 매립․개발로 자연

성을 상실한 섬진강 하구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인 한강하구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또한 한강하구를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

로 만들기 원하는 지역주민의 염원 또한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한강하구가 우리

에게 공급해 주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후손에게까지 물려줌과 동시에 지역주민

의 개발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전략이 수

립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오

던 한강하구의 환경현황, 이용 및 관리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현안을 

도출하고 장래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발전개념에 

근거한 한강하구의 환경관리전략을 제시하 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강하구의 환경관

리비전, 추진원칙 및 부문별 정책․대책을 제안하고 이에 근거하여 환경관리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한강하구환경관리의 방향은 물론 환경관리를 위

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한강하구환경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면 한강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한 이창희 박사와 연구진으로 수고한 구도완 

박사, 노태호 박사, 문현주 박사, 전성우 박사 및 허경미 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외부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

신 환경부 유역제도과 오종극 과장,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심동현 과장, 한국해양연

구원 제종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대석 박사, 군산대학교 최진용 교수와 내부 

자문위원으로 큰 도움을 주신 정회성 박사, 이병국 박사, 맹준호 박사, 조광우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 참여자 개

인의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2003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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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하구는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으로 야생생물의 서식․양육․산란지로서의 생태

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기능, 심미적 기능,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구는 하구언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구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하구이

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지금까지 자연환경이 비

교적 잘 보존되었으나 최근 남북긴장완화와 접경지역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훼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하구의 환경보전전략(1차년) 및 통합 환

경관리방안(2차년)의 수립하고자 하 으며 본 보고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수록하

다. 

한강하구의 환경현황, 한강하구 유역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한강하구 환경보

전을 위한 관리현황의 파악을 위해 기존의 조사․연구자료 취합하여 상태-압력-대응

으로 구분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 다. 한강하구의 환경상태는 비교적 자연적 

경관이 잘 보존되어 수변식생과 모래톱 등이 적절히 조화된 하구의 전형적인 경관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하구에는 총 356.431km
2
의 광활한 습지가 분포하여 국제적

인 보호종인 재두루미, 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를 포함하여 20종의 천연기념물과 7종

의 멸종위기종의 채식지 및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주변의 육상지역은 

다양한 장구밥나무, 범부채, 고란초 등의 특이식물이 분포하고 노루발풀, 매화노루발

의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한강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 황복, 

참게, 뱀장어 등 수산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오두산전망대 및 판문점과 같은 안보관광 

자원과 연관하여 수도권시민의 휴식처 및 관광지로 사회․경제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 

한강하구에는 약 천오백만 명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과거 5년간 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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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4.7% 증가 및 폐수배출시설의 49.1% 증가가 반 하듯이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산업시설의 하구집중으로 인해 하구수질은 부 양화 상태가 되었으며, 기형 어류의 

빈번한 출현, 하구퇴적물의 오염, 강우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수산자원의 질 저하 

등과 같이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질환경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의 교량 및 도로 건설, 골재채취 등의 지역개발 및 수변이용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하천제방과 철책으로 인한 수역-육상 생태계 통로의 차단, 신곡수중보 건설에 따른 

환경변화 등 한강하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현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강하구의 환경관리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토지용도지정, 개별 개발사업에 따

른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향평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보

호․보전지역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오염원 입지제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에 대한 환경관리개념의 

부재, 분화된 환경관리체제로 인한 관리 역의 분산 및 통합관리체제의 미비, 하구관

리를 위한 지식기반의 취약 등 환경관리체제 상의 문제로 인해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보전전략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접경지역개발계획

의 시행, 김포․파주 신도시의 개발, 광역교통망의 확충, 개성공단의 개발 등 남북화

해에 따른 DMZ 일원의 개발, 생태-안보 관광수요의 증가와 같이 향후 예견되는 개발

압력을 고려할 때 한강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

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하구 환경 및 이용현황 조사, 한강하구 환경현안 및 관리상의 

문제점 파악, SWOT에 기초한 관리여건 분석 및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한강하구 환경관리전략을 제시하 다. 먼저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

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한강하구’라는 환경관리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기본원칙으로 지속발전가능성, 동반자적 협력, 생태계 중심 및 통합적 접근이라는 

원칙을 제시하 다.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한강하

구 환경관리에 있어 예방적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역할 확

대,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개발,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환경기초조사․연구․모니

터링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환경보호구역의 설정, 통합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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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구환경관리와 연관된 부문별 관리전략의 수립, 한강하구 생태계 복원방안의 추

진 및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토지․교통, 자연환경, 수질환경, 경관․관광 및 수산자원 등의 5개 부문별로 

환경현안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관리목표와 

적용 가능한 정책 또는 대책을 제시하 다. 부문별로 대표적인 제안을 보면 토지․교

통부문은 환경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계획 후 개발 추진,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엄격

한 운  및 토지이용의 구체화를, 자연환경부문은 자연환경조사․모니터링 계획․시

행, 하구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지정을, 수질환경부문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의 하구지역 적용, 신곡수중보 사후 향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경로 조사 등을, 

경관․관광부문은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자연경관관리지역지정 및 자연경관관리계획

의 수립을, 수산자원부문은 수산관리체제의 개선 및 수산물 스톡파악 등의 내용을 포

함한다.

이러한 추진전략  및 대책을 실질적인 한강하구 환경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한강하

구 환경관리정책의 기본구상을 한강하구의 관리경계 설정, 환경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관리 및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로 크게 구분하여 제시하 다. 먼저 한강

하구의 관리경계는 외국의 하구경계 설정사례와 한강하구의 자연적인 유역경계, 물

리화학적 특성, 자연자원 관리의 필요성, 현실적인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잠실수중보 하류로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의 행정경계’까지로 정의하 다. 특별히 

한강하구 중 자연환경관리나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 측면에서 집중적인 관

리가 요구되는 신곡수중보 하류의 수변 양안 1000m를 포함하는 지역은 ‘한강하구 중

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 다.

한강하구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환경관리

를 위해 한강하구를  환경관리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 다. 환경관리

권역의 구분은 DMZ일원의 환경관리기본방향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국토

환경성평가기준’에 따라 크게 한강하구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환경관리의 측면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평가기준 1등급 및 2등급),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부분적으

로 허용되는 개선지역(3등급) 및 도시화 지역이나 이미 환경훼손이 심각한 복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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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5등급)으로 설정하 다. 행위제한을 포함한 관리권역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

는 실제 상세한 현지조사 후 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 구분에 따르면 보전지역

이 전체 한강하구 면적의 57.7%인 1,656km
2
에 달해 적어도 향후 한강하구의 무분별

한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한강하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 다. 한강하구라는 공간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환경관리

종합계획(가칭)’의 수립 및 시행과 이러한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한강하구환경관리위원회(가칭)’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매체별로 분화된 현행 

환경법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강하구환경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가칭)’의 특별법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법의 전면적인 정비의 일환

으로 ‘유역관리법(가칭)’을 제정함으로 하구환경관리체제를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차원에서는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민관군 환경관리협력체제

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강화, 지역생태계 교

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협력체계에 바탕을 둔 체계적 자연보호 활

동을 전개,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에 지역의 환경NGO나 군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현실적인 하구환경관리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해서는 취약한 지식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지속가능

발전의 차원에서 관리대책의 실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한강하구가 가지는 지정학적

인 특성, 부문별 환경관리의 현안 및 문제점과 향후 우리나라의 다른 하구 조사연구

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한강하구 지식기반의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

경기초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약 80억원의 조사․연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강하구의 현황과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지속발전의 차원에서 평가

하기 위해서 현황, 압력, 대응지표를 포함한 총 37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

다. 물론 이 지표는 상태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에 적

용하지 못했지만 제안된 조사․연구계획에 따라 자료가 수집된다면 한강하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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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하구는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轉移地域)으로 야생생물의 서식․양육․산란지로

서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홍수 및 해일피해 저감 등의 자연재해 방지기능, 빼어

난 경관이 가지는 심미적 기능, 위락 및 휴식장소의 제공, 해상운송 및 산업의 적지로

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구의 기능과 

가치가 인식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주요하구는 이미 하구언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파괴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으로 만경강․동진강 하구는 사라질 위

기에 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하구인 섬진강 하구는 골재채취 및 과다한 취수에 

따른 염해(鹽害)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하구환경의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최대 985㎢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하구습지 면적이 매립을 포함한 연안개발로 

인해 2011년에는 약 3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하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런 상황은 장래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

로 전망된다(이 등, 2001). 하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

의 추진과정에서 표출되었듯이 하구환경관리가 여전히 문제발생 후 해결을 지향하는 

사후대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구환경이 5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나 그 어느 법에서도 ‘하구’의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관심

밖에 있으며, 육상-해양이 기계적으로 분화된 환경관리체제로 인해 육해 전이수역인 

하구는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등의 문제점은 이러한 관리실태를 대변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하구가 가지는 환경적 기능과 가치를 보전하고 다양한 하구이용

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

으며 주요 하구에 대한 통합적인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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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프로그램(Poole, 1996), 하구복원프로그램과 하구연구․보존프로그램 등은 법정 하

구환경관리체제의 예이고 국의 하구관리파트너쉽프로그램(TEP, 1999; SEP, 2001), 

캐나다의 프레이져하구프로그램(Pomeroy,1995), 호주의 하구통합관리하구프로그램

(DEP, 1996; Humphries & Robinson, 1995) 등은 비법정 하구환경관리체제의 대표적

인 예로 볼 수 있다.

한강하구는 전국에서 개발압력이 가장 큰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남북분단이라

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하구환경이 잘 보전된 유

일한 자연하구이다1). 연안과 이어진 한강 및 임진강의 넓은 하구 갯벌 및 갈대습지는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국제보호조류를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월

동지인 동시에, 황복, 뱀장어, 참게 등 회유 또는 기수 어종의 산란, 양육지로서, 넓게 

펼쳐진 자연경관 및 환경은 수도권시민의 휴식처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

강하구는 친환경적 국토환경관리의 강화를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그 일원의 자연생태축과 서해안 도서 및 갯벌을 포함하는 연안자

연생태축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그러

나 최근 남북화해 기조에 따른 접경지역의 개발,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 개발 마스터

플랜, 김포 및 파주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 낙후된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 등 향후 개발압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하구환경보전전략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한강

하구의 훼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개발일변도의 하구개발정책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사후대책 수준의 수동적 환경관리가 노출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구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하구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따른 하구환경보전전략 및 이에 근거한 하구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2). 특히, 이미 하구언 건설 

1) 섬진강 하구의 경우 하구언 등의 하구순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공구조물은 설치되어있지 않으나 

광양만 개발로 인해 하구습지를 포함한 서식지의 파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2)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환경․경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환경부문)’ 직접적으로는 ‘하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을(농림․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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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훼손된 금강, 낙동강, 산강, 섬진강 등의 다른 하구와는 달리 

한강하구는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되

고 이에 따른 관리가 수행된다면 다양하고 풍요로운 하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도모하는 예방적․통합적 환경관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화해와 더불어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

내 유일의 자연하구인 한강 하구의 고유한 환경 기능과 가치를 보전하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전략 및 관리방안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연차과제로 연차별 연구목표와 연구내용은 <표 

1-1>과 같다. 본 보고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한강하구의  환경 및 

이용실태와 관리현황 파악을 통해 한강하구의 환경현안을 정리하고 향후 이러한 환

경현안의 해결과 더불어 지속발전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하구환경의 적절한 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하구보전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자원 관리측면에서의 하구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하구환경에 향

을 미치는 외부 요인인 스트레스와 교란요인, 외부요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환경

상태, 이런 상태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하구고유의 생태적 구조 및 기능, 하구의 구

조와 기능에 근거한 가치 및 이들 상호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연안환경관리는 지식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압력에 대한 반응, 즉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이 등, 2002), 한강하구의 경우 지정학적 특

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접근이 금지되었기 때문에(특히 김포시 전류리 하류로부터  강

화도 북단에 이르는 중립수역) 타 하구에 비해 조사 및 연구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고 환경현황 조차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선공약으로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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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과제의 연차별 추진내용

구분 1차년도(‘03년) 2차년도(‘04년)

목표 한강하구 환경보전전략 수립  한강하구 환경관리방안 수립

내용

◦한강하구 기초현황 및 전망   

 -자연환경 (경관, 습지, 동․식물 등)

 -수질현황 (수질, 해양, 폐기물 등)

 -이용현황(토지․교통, 농․수산, 관

광 등)

◦한강하구 환경관리현황 및 문제점

 -관리현황(토지․교통, 자연환경, 수

질환경 등)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분야별 주요 관리현안 파악

◦한강하구 환경관리여건과 대응전략

  -관리여건 분석 및 전망 

 -환경관리의 비전, 원칙, 정책방향

 -관리부문별 관리목표 및 전략

◦한강하구 환경관리정책의 기본 구상

 -한강하구 관리범위

 -환경관리권역 설정 및 관리방향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 개발방안 

◦부문별 하구관리방안 수립

 -토지․교통, 자연환경, 수질환경 각 부

문별, 환경현안별 관리목표 설정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및 대책 수

립

 -정책 및 대책의 추진전략 및 방안

◦하구 환경관리권역의 세분화 및 적용기

법 개발

 -현지조사 및 자료보완을 통한 관리   

 권역의 재검토 및 세분화

 -토지이용, 각종 계획 및 개별적인 개  

  발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권역 적용 기  

  법 개발

◦한강하구 환경관리종합계획 작성 

 -하구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정․보완 

 -부문별 관리방안의 통합 및 조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스트레스와 

일부 교란요인, 그리고 이로 인한 하구환경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한정

할 수밖에 없다(그림 1-1). 즉, 하구환경에 지속적으로 향을 주는 하구이용과 관련된 

스트레스(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수질오염, 매립 및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등)와 일부 교란요인(홍수, 구조물 설치, 준설 또는 골재

채취 등)을 파악하고 한강하구의 상태(수질, 저질, 저서생물, 부유생물, 야생동물, 수

산자원 등)의 분석을 통해 이들 스트레스가 한강하구환경에 미치는 향을 정성적으

로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의 하구상태에 대한 자료도 미흡한 실정에서 한강하구 고유

의 생태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들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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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가용한 현황자료에 의한 추론과 외국의 하구 연구사례의 분석을 통해 얻은 간접

적인 정보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환경관리적인 측면에서 한강하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하구의 관리범위(이하 ‘하구’라 칭함)는 하구의 자연적인 특성, 관리목

적, 과학적 증거자료, 정치적 상황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이 등, 2001) 한강하구의 설정에 대한 기존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므로 연구

의 공간적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강하구의 정

의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제 5장 1절 참조) 이 논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문별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 다.

  

스트레
스/교란

상태

구조

기능 가치

스트레
스/교란

상태

구조

기능 가치

      

<그림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 

-State-Response) 분석체계를 사용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자 하 다. 이는 

내용적인 범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 현황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압

력-환경현황-관리노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유리하며, 향후 전국적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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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한강하구와 여타 하구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PSR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단위지표의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

서 장기적으로 하구환경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가용한 자료의 양이나 질적 수준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현실적인 한계

(특히 한강하구는 환경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빈약)와 여러 하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하구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정성적인 

분석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간단위의 환경관리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한강하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자연환경, 수질환경 등의 환경적 측면과  토지․교통, 수산, 경관․

관광 등의 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 다. 환경부문은 주요 환경현안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 수질, 폐기물, 해양부문으로 세분하여 기존의 자료를 조사하

고 개발과 관련된 토지․교통부문은 현행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

다. 수산부문은 주로 어패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취합하 다. 한강하구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여건의 분석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 일반적인 자료의 취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면담 및 지역 환경단체의 활동 등에 관해 파악하 다. 기타 부문에 대

해서는 가용한 기존자료를 종합하여 현안 및 문제를 정리하 다.

한강하구의 대부분의 지역은 접근이 제한된 관계로 개괄적인 서식지의 분포는 기

존의 고해상도의 인공위성자료와 지도에 근거하여 추정하 고 하구경계의 설정 및 

환경관리권역의 구분은 기존에 구축된 환경부 배수구역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

도, 토지피복도 등의 환경지리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 다.  

한정된 재원과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연구는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하

다(그림 1-2). 즉, 환경, 토지․교통, 농․수산, 사회․문화, 관광․경관, 안전․재해 

등의 부문별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의 연구 참여자가 연구총괄을 담당하

고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 다. 내부 

연구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부문별 연구결과의 통합 및 연계성을 

확보하 고, 9월 말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웤샵을 통해 해당분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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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하 으며, 11월 말에는 한강하구 환경보전전략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한강하구 환경보전전략수립’을 위한 제2차 전문가 웤샵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

견을 수렴하 다. 외부전문가에 의한 원고는 자료집의 형태로 별도로 발간하 다(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한강하구의 환경생태 현황
-자연환경 현황
-수질환경 현황

한강하구 환경관리여건 전망과
대응 전략
-환경관리여건 및 전망
-비전, 원칙,정책방향
-부문별 관리목표
-부문별 관리현안 및 관리전략

한강하구의 인문사회 현황 및
환경관리 실태
-인문사회 현황
-환경관리 현황 및 문제점

한강하구 환경관리정책 기본구상
-한강하구 경계 설정
-환경관리권역 설정 및 관리방향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 정비
-조사연구 추진계획
-한강하구 지속가능성 평가

한강하구환경관리계획
(2차 년도) 

한강하구 환경생태
기초자료조사

선행연구, 외부전문가

PSR 체계

한강하구 인문사회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전문가 웤샵(1차, 2차)

연구내용 연구방법

국내외 하구환경
관리 체제 및
보전전략 파악

한강하구의 환경생태 현황
-자연환경 현황
-수질환경 현황

한강하구 환경관리여건 전망과
대응 전략
-환경관리여건 및 전망
-비전, 원칙,정책방향
-부문별 관리목표
-부문별 관리현안 및 관리전략

한강하구의 인문사회 현황 및
환경관리 실태
-인문사회 현황
-환경관리 현황 및 문제점

한강하구 환경관리정책 기본구상
-한강하구 경계 설정
-환경관리권역 설정 및 관리방향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 정비
-조사연구 추진계획
-한강하구 지속가능성 평가

한강하구환경관리계획
(2차 년도) 

한강하구 환경생태
기초자료조사

선행연구, 외부전문가

PSR 체계

한강하구 인문사회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전문가 웤샵(1차, 2차)

연구내용 연구방법

국내외 하구환경
관리 체제 및
보전전략 파악

 

<그림 1-2>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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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강하구의 환경생태 현황

1. 개황  

한강은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이 34,674km
2
, 유로연장이 

459.3km, 유역평균 폭이 75.5m, 유역형상계수가 0.164인 남한 제1의 하천이다(건설교

통부, 2002). 한강본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팔당댐 부근에서 합류하여 형성되는데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대덕산 검룡소에서, 북한강은 북한지역에 속해 있는 단발령

에서 발원한다. 한강본류는 서울을 관통하여 서진하다가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에서 

임진강과 합류하여 하천법상의 한강하구 경계인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유도를 지

나 서해로 유입된다. 한편, 임진강은 유역면적이 8,117.5km
2
이고 총 유로연장이 

254.6km인 한강의 제1지천으로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한

탄강과 합류하고 이후 서남향으로 흐르다 한강과 합류된다(건설교통부, 2001).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강하구는 통념상 한강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일대를 일컫는다. 그러나 제 5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관리의 측면에서 하구

의 향유역까지 포함하는 경우 한강하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의 24개구, 인천시의 4개 구․군, 경기도의 15개 시․군이 총 

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표 2-1). 또한 바다 쪽은 인천광역시 강화도의 양측

수로(염하수로 및 석모수로)와 북한에서 발원하여 강화도 서북단 해역으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수역을 포함하므로 사실상 한강하구는 한강, 임진강 및 예성강 하구를 모

두 포괄하는 하나의 하구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성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지역이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

된 비무장지대(DMZ)에 속하며 하구수면이 사실상 북한과 남한의 완충역할을 하는 

중립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DMZ을 중심으로 남측의 일정지역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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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3). 이는 전

국에서 가장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에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가 자연적인 

특성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도로 발

달된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공존함으로서 야기되는 지역간의 상대적 

소외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한강하구의 환경 및 생태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한강하구가 가지는 환경․생태적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1> 한강 하구의 자치단체 현황

한강하구
1)

접경지역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북구, 강서
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
구)  

-

인천광역시(계양구, 남동구, 부평
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읍,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선
원면, 불은면,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경기도(고양시, 과천시,광명시,군포
시,김포시,부천시,성남시,시흥시,안
양시,양주군,연천군,용인시,의왕시,
의정부시,파주시)

경기도 김포시(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
면, 양촌면), 고양시(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면, 적
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
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양주군(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회현읍)

1)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일부만이 하구에 포함(부록 표 1 참조) 

2)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부록 표 2> 참조 

3)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 2km 지점을 연결한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 이르는 

지역이며, 민간인통제지역은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20km 사이에 군사작전상의 이유로 민

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임. 우리나라의 경우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

(2000년 1월 제정)에 의해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0km 이내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

구역으로서 낙후지역에 속하는 지역 및 민간인통제지역 중에서 특별히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됨

(본문 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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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주문도

볼음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면

연백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군

용인시화성시
수원시

하남시

개성공단

김포매립지
난지도매립지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

경인운하

신곡수중보

잠실수중보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주문도

볼음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면

연백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군

용인시화성시
수원시

하남시

개성공단

김포매립지
난지도매립지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

경인운하

신곡수중보

잠실수중보

<그림 2-1> 한강하구 경계 및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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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현황

가. 개황

한강하구는 한강의 마지막 하천구간으로 육상의 담수생태계가 해양생태계로 전환

되는 생태적 완충지대로서 매우 중요한 생물적․생태적 특성을 지니는 곳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일반적으로 하구일대의 다양한 습지의 분포와 접한 연관성이 있다. 물

질의 순환에 있어 전이지대로서 작용하여 높은 생산력을 나타내고, 이는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지지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 

그리고 연안생태계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양염류가 풍부한 생

태추이대가 형성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수용능력이 타 생태계보다 뛰어나고 동시에 

군집의 생산력이 높은 생태계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생물상을 포함한 한강하구의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지정학적 특수성

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었고 지금까지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조사가 실

시된 바가 없다. 일부 가용한 자료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대한 충분

한 시계열 자료가 없어 연대별 변화상을 분석하기에는 난제가 많다. 특히, 신곡수중보 

하류로부터 강화도 북단에 이르는 한강하구의 핵심적인 수역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한강하구의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과정 및 기본적인 생물상에 대한 현

황조차도 신곡수중보 상류 및 경기만 일대의 해양환경 조사 및 연구 자료를 통해 유

추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한강하구의 환경현황은 물론이고 한강하구 생태계의 구조, 

기능 그리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한강하구의 자연환경에 관해 산발적으로 조사되었던 기존자료를 취합

하여 한강하구의 자연환경 현황을 파악하되 경관 및 습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점

에서 자연환경 자료를 속성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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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4)

1) 한강본류북단(고양/파주)

고양, 파주지역은 한강본류에 접한 한강본류북단지역으로서 임진강이라는 비교적 

자연형태가 많이 보존된 중규모 하천과 합류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이유로 인해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경관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대 초 일산 신도시 조성 이후 급속한 도시화의 향을 받아 경

관자원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파주에 개발 예정인 신도시 역시 향후 변화의 요

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 고양

고양지역 수변경관의 특성은 한강하류지역이 시작하는 지역으로서 강폭이 서울시

내 구역에 비해 넓으며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수변림이 소규모로 보전되어 있어 과

거의 한강하구 모습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 수변림은 군사 목적의 통행로 조성,  

갈대밭 제초 및 농지조성 등으로 일부 훼손되고 있으나 신곡수중보로 인한 선박통행 

제한으로 하상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잘 보존된 수변식생과 모래톱 등과 

어울려 하구의 전형적인 경관특성을 만들고 있다. 

또한 과거 임진왜란 때의 전적지인 행주산성이 한강본류에 접해 있음으로 인하여 

역사경관과 자연경관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규모이지만 한강 본류

에서의 어업활동이 제한적으로 허가되어 이루어짐으로서 인간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관요소는 과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농경 위주의 활동으로 인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왔으나 일산 신도시 조성 및 하천제방을 따라 건설된 도로로 인

해 비교적 자연스러웠던 하천경관은 최근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일산신도시 및 택지

개발지구의 경우 현재 한강본류에서 2~4km정도 이격되어 조성되고 있어 서울시 구

4) 본 내용은 조(2003)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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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한강변에 비해 대규모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관 향은 비교적 적으나 무허가 소

규모 공장의 난립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이 향후 큰 경관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

나) 파주

파주지역은 한강본류의 실질적 하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임진강과 합류하여 강화

해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역으로서 전형적인 하구지역에 해당한다. 파주지역의 경관

현황은 크게 한강본류와 접한 지역과 임진강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강과 만나는 임진강 하구수역은 오랜 

기간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억제되어  대규

모 모래톱이 형성되고 수변에 습지식생이 

분포하는  하구의 전형적인  경관특성을 보

인다. 하구유역은 대부분 소규모 취락지역

과 군사시설지역, 농경지역, 산림지역이 혼

재된 경관을 지금까지 유지했으나 임진각까

지 연결되는 자유로 개통, 오두산 전망대 지

역의 대규모 통일동산 조성, 한강본류와 인접한 교하지역에 대한 대단위 택지개발 등

으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급속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표된 

신도시 역시 교하지역 인근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규모 경관변화양상은 가속화될 것

으로 보이며 향후 경의선 개통 이후에는 대대적인 개발에 따른 경관요소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임진강 하류지역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하안단구(河岸段丘)를 이루고 있어 지

형적으로 독특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초평도의 경우 

자연환경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경관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곳

에는 또한 임진각을 비롯하여 과거 경의선이 다니던 철교 등 한국전쟁 이후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많은 사회․문화적 경관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임진강 주변지역 역시 최근 들어 군사시설주변에 대한 개발제한이 완화되

<그림 2-2> 파주지역 하천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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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접경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증대에 따라 각종 시설도입 및 개발행위가 계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임진강변을 따른 도로의 개설

로 인해 임진강 남측지역의 경우 대규모 경관변화가 발생되었으며, 근래 들어 계속적

으로 발생한 홍수 예방을 위해 향후 임진강댐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경관요소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경관요소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한강본류 남단(김포)

김포지역은 반도지형으로서 서해상을 향해 돌출해 있는 모습이며 실질적인 한강 

하구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 파주의 반대편 

지역으로서 김포지역 수변경관의 특성은 한강하류지역의 시작과 끝이 모두 포함된 

지역이며, 군사상 이유와 신곡수중보로 인한 선박통행 제한으로 하상 준설이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아 하류 지역에 퇴적되기 마련인 모래톱 등이 임진강 합류지점부터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간조 시에는 북측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포 북부지역은 한강하구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이 설정되어 있

어 비교적 자연적 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

으며 한강하구상의 유도를 비롯한 섬들은 

완벽한 하구경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관요소는 90년대 들어 준농

림지역(현 관리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설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화의 양상

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방도로의 건설은 과

거 내륙지역으로 주로 통행되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면서 주변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이전의 비교적 자연스러운 하천경관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포 내부지역의 도로 확충은 계속적으로 대규모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김포 신도시 조성(그림 2-1 참조)이 본격화되면 한강 대안의 고양과 유사한 인

공적 경관이 우월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완

<그림 2-3> 김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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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올림픽대교의 직접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위주의 경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부 지역 역시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강 

본류 쪽에서 바라볼 때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현재 한강본류에서 좀 떨어져 있고 

고양지역과 달리 구릉지역이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대규모 인공구조물에 의

한 경관 향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점차 주거지역이 확대될 것이므로 강변 

경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습지

자연하구의 일반적인 특성 중 하나는 하구습지가 넓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한강하

구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덜 훼손된 하구습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총 면적은 

356.431㎢이고 이 중 9.452㎢은 내륙습지, 346.979㎢은 연안습지로 구분된다5). 한강하

구는 계절에 따른 하천의 유량변동과 제한된 개발로 인해 하천변에 비교적 넓은 내륙

습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한강․임진강․예성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충분한 양의 퇴적

물과 큰 조차로 인해 유도,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 볼음도, 주문도 등의 도서를 중심

으로 연안습지(하구갯벌)가 복잡한 형태로 발달되어 있다(그림 2-4).  

내륙습지 중 임진강 하구지역의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습지, 장산리 초평도 

습지, 한강하류 고양시 산남리 일대의 하천변 습지는 매우 상태가 양호한 습지로서,  

곡릉천 하구에 발달한 습지나 고양시 위정동․신평동 한강변에 발달한 습초원은 버

드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양호한 습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1999). 한편, 이미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군 시암리와 석탄

리 일대의 습지는 비록 파주군 석곶리 습지와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인근에 위치한 

유도의 조류상과 연계 지을 때 채식지 및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절대적 보전의 필요성이 있은 곳으로 판단된다.

강화도와 주변의 섬들에 분포하는 어류와 저서동물, 그리고 서식처로서의 특징을 

5) 여기서의 습지구분은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의 정의에 따랐음. 따라서 기수역의 습지 중 하천법 

상 한강에 해당하는 부분의 습지는 내륙습지로 구분. 제시된 습지의 면적은 여러 자료원에서 취

합하 으므로 추정면적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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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 <부록 표 4>을 보면 갯벌 서식처의 종류를 뻘, 모래, 바위, 자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저서생물의 생태학적 특성의 주요 기준이 되는 서식처의 이질성

(퇴적물 형태 유형의 많고 적음과 염생식물 군락의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과 관련하

여 세 등급으로 구분하 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갯벌이 분포하면, 그만큼 다양한 생

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는 것과 염색식물 군락이 발달한 곳의 저서동물 

군집이 특이하며, 다양하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서식처의 이질성은 강화도, 

교동도, 미법도, 주문도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적물의 유형이 비교적 단

순하며, 염생식물 군락이 관찰되지 않은 서검도와 아차도 그리고 말도 등은 낮은 것

으로 분류되었다. 생물 다양성은 A, B, C 등급으로 분류하 으며, 이것의 기준은 (1) 

서식처의 이질성과 (2) Hong et al.(1999)과 유(1998) 등의 용유도와 종도 그리고 송

도 갯벌 등에서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 (3) 미세한 크기의 저서동물의 분포에 크게 

향을 주는 큰 몸체의 갱도서식생물(burrowing species)의 존재 유무, 그리고 (4) 일부 

동물군의 다양성(서식처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몸집이 큰 게, 연체동물) 등이

다. 특히, 네번째 기준은 일반적인 개념의 다양도나 출현 종수와는 다른 것으로서, 다

양도 지수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한 Pielou(1975)의 단계별 다양성을 응용한 것이

다. 이들을 근거로 한다면, 강화도, 석모도, 주문도 등의 갯벌이 A 등급이며, 서검도가 

C 등급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연안습지 중 강화도 남단의 갯벌은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생태조

사가 실시된 이후 꾸준히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윤과 최, 2003).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본 지역이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희귀철새의 도래지이며, 지형 및 지질학

적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안된 보

호지역 중 강화도에 연접한 대부분의 갯벌은 한강 하구에 포함 된다6).

6) 해양수산부(1997;1998;1999;2003)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화도 갯벌에 서식하는 세조류는 저서돌말

류는 2목 14과 42속 95종, 대형저서동물군집은 12개 동물문에 속하는 157종(평균 서식 도는 683

개체/㎡), 해안식물은 20종, 어류는 총 17목 11과 22종, 방문하거나 서식하는 천연기념물로는  두

루미(202호), 잿빛개구리매(323호), 황조롱이(323호), 새매(323호), 노랑부리저어새(205호), 저어새

(205호), 노랑부리백로(361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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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강하구 및 인근수역의 습지분포 현황 (붉은 실선은 한강하구 유  

            역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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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강하구 습지현황

하

천
명칭 위치

면적

(1,000㎡)
습지종류 토지이용

임

진

강

장못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420 담수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 

일부지역 군훈련장과 경작지

초평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초평도
1,766 담수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 

일부지역 군사격장

장단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3,125 담수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지역 

경작지 및 군사격장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내포리,
420

하천형

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작지

임진각

파주시 문산읍 자유의 

다리 상․하, 군내면 

오룡동 지천

496
하천형

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 일부지역 

경작지(논)

신북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신평리
165

하천형

습지
비행안전구역, 하천

광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65
하천형

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

한

강

산남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225
강변

습초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재두루미도래지, 제방

곡릉 파주시 교하면 송촌리 120
해수․

담수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

신평 고양시 신평동 2,375
강변 

습초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일부 개발제한구역, 하천

화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화전동
175

하천형

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하천

연

안

김포

김포시 월곶면, 대곶면 

(포구곶리, 포내리, 

고양리, 대명리와 

대벽리)연안

7,479
연안습지, 

갯벌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농업진흥구역, 문수산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

강화군

강화군(강화도 , 

석모도, 주문도, 

볼음도)

339,500
연안습지,

갯벌

합       계 356,431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1999; 2000), 해양수산부(1999;2003) 등으로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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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물7)

한강하구의 식물상 조사는 접근이 가능한 한강 및 임진강 하천부근의 육역과 도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정 하게 수행된 종합적인 조사결과가 없으

므로 개체수 변동과 현황자료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용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말 조사에서 한강유역에 출현한 식물상은 95과 387속 868종으로 특히 강변

에 서식하는 종은 55과 115속 148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 1987년과 1990년 도서지역을 포함한 한강하구의 식물상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도 조사에서는 넉줄고사리, 측백나무, 소사나무, 쐐기풀, 칠면초

와 해홍나물 등을 비롯한 염생 명아주과식물, 개구리자리, 자주개자리, 긴잎질경이, 

갯쇠보리, 송이고랭이 등 비무장지대 연접지역의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종류

만도 70종류나 발견되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김포군 월곶면 문수산에서 산일엽초, 우

단일엽초, 비늘고사리, 금낭화, 병아리난초, 피나물 등의 비교적 다양한 식물상을 보

이고 있고, 교동도에서는 화개산 정상부에 있는 장구밥나무와 범부채군락 등 특이한 

식생들을 볼 수 있다. 볼음도에서는 애기석위, 매화노루발풀, 범부채, 황금, 고란초 등

의 특이식물이 분포하는데 특히 매화노루발의 군락지와  봉화산 중턱에서의  황금의 

분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2-3).

 이러한 한강하구 도서에서 발견되는 식물들은 도서생태계가 가지는 항상성과 인

간간섭으로부터의 배제 등이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주도적 요인으로 작용했

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개발의 압박 요인에 앞서 충분한 사전보전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한강 하구의 종점격인 유도와 맞주보고 있는 문수산은 현재까

지 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으나 산 정상부의 암자나 하단부의 군부대 등의 면

적확대로 인한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한강하구 식물에 관한 자료는 주로 서(2003)로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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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강하구의 주요 식물상 

지역 주요 식물상

김포군 시암리 일대

갈대와 물억새가 우점. 주변 야산에는 상수리나무가 우점하 으

며 큰기름새, 환삼덩굴, 달맞이꽃, 마, 갈퀴꼭두서니, 대나물, 솔나물, 

제비쑥, 구절초, 원추리, 둥 레, 오이풀 등의 초본류가 자라며, 도로

변에는 개 , 쑥, 바랭이, 며느리배꼽, 제비꽃, 민들레, 메꽃, 망초, 개

망초, 명아주, 소리쟁이, 사데풀, 지칭개, 뚝갈 등이 자람

월곶면의 문수산

전체적으로 신갈나무, 졸참나무가 우점. 계곡에는 고로쇠나무, 귀

룽나무, 찰피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많고 서해안지역의 다른 곳에서

는 볼 수 없었던 피나물, 가는동자꽃, 땃두릅나무, 금낭화, 산일엽초, 

병아리난초 등이 나타남. 그밖에 큰애기나리, 애기나리, 선 나물, 

맑은대쑥, 나비나물, 노루귀, 개별꽃, 은방울꽃, 대사초, 족도리풀, 넉

줄고사리 등 비교적 보존이 잘된 식생에서 나타나는 초본들이 많음

강화군 철산리 일대

야산에는 아까시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등이 부분적

으로 각각 우점하며 임상은 산괭이사초, 질경이, 명아주, 망초, 애기

똥풀, 달맞이꽃, 뚝갈, 환삼덩굴 등이 많이 자람

교동도

화개산에 부분적으로 신갈나무가 나타나며 그 외의 야산에는 대

부분 소나무,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우점하며 식재된 리기다

소나무림도 많이 분포. 상용리의 해안일대에는 해홍나물이 군락을 

이루며, 화개산 정상부에 있는 장구밥나무와 범부채군락이 특이함

볼음도

해안에는 지채, 갯는쟁이, 갯메꽃, 갯완두, 수송나물 등이 자라며 

야산에는 아까시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주로 우점하며 그 외 소나무, 

곰솔, 리기다소나무 등이 많음. 요옥산(102m)에는 주로 상수리나무

와 소나무가 우점하며, 초본층에 노루발풀과 매화노루발이 특히 많

이 자라고 있는 것이 특이함

마. 포유류

한강하류에 주로 분포하는 포유동물로는 고슴도치, 두더지, 땃쥐, 멧박쥐, 멧토끼, 

다람쥐, 청설모, 멧밭쥐, 등줄쥐, 애급쥐, 집쥐, 생쥐, 족제비, 오소리,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후 조사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일부 포유류

8) 1987년 6월26일~8월18일 김포군과 강화군 일대의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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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체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오소리의 경우 개체군의 감

소가 뚜렷한데 이는 한강 주변의 개발에 따른 서식처의 파괴 및 감소와 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반대로 멧토끼, 고라니, 청설모, 다람쥐, 들쥐류는 증

가하고 있거나 증가될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들 포유류에 대해

서는 먹이, 서식처 및 인위적인 교란요소가 비교적 적으며, 여우, 늑대, 삵, 족제비 등 

고차 소비자인 육식성 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포식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

이다. 

한강하구에는 법적 보호종에 해당하는 포유류는 없으나 최근 고라니 같은 일부 종

은 광활한 습지나 산지지역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하구의 습지가 철책선과 해

역으로 단절되어 있어 포식자로부터 격리된 서식처, 즉 일종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식처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격

리된 상황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과 활동 역의 확대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철책선 후방의 경작지 및 산지와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바. 조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원거리에

서도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류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산남리, 문발리 및 신촌리와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 후평리 및 시암리

의 한강하류와 충적지, 그리고 임진강과 한강하구가 교차되는 삼각주 일원의 광활한 

갈대밭과 풀밭은 재두루미 도래지로 잘 알려져 있다. 조사에 따라 조사장소, 조사자 

및 조사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류의 개체수 변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지만 재두루미의 경우 1978년 1,500개체의 기록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80년 1

월에는 월동 재두루미를 발견치 못하 고, 그 후 1982년도 25개체, 1983년도 33~52개

체의 월동군으로 격감하 다. 다행히, 1990년 중반부터 매년 500개체 내외의 재두루

미가 다시 관찰되기 시작하여 재두루미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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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비해 그 개체수는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4). 

김포군 일대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9) 총 32과 88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계절

별 우점조류로는 여름철새 37종이 가장 다양하 고, 다음으로 겨울철새와 텃새가 각

기 21종, 나그네새가 9종의 순위로 나타났다. 여름철새로는 백로류와 딱새류, 산솔새, 

흰배지빠귀, 검은딱새 등외에 꾀꼬리, 화부리, 노랑때까치, 붉은뺨멧새 등이 주종을 

이룬다. 겨울철새로는 오리류인 기러기류, 청둥오리, 쇠오리 등과 재두루미 등이 출현

하 으며, 습지갈대밭에는 검은머리쑥새와 스윈호오목눈이도 관찰되었다. 텃새로는 

박새, 오목눈이, 까치, 까마귀, 붉은머리오목눈이, 꿩, 직박구리 등이 있다. 나그네새로 

도요류인 학도요, 붉은발도요, 청다리도요, 삑삑도요, 알락도요, 노랑발도요 등을 볼 

수 있으며, 멧새류인 흰배멧새, 촉새, 꼬까참새 등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년도 중반 이후 한강하구 김포, 파주, 고양시 일원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간 및 조사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8종 이상의 조류가 발견되었으며(표 2-4) 

이 중 14종이 천연기념물로 알려져 있다(표 2-5).

  

<표 2-4> ’90년도 중반 이후 한강하구 조류조사 개요

기 간 조사횟수 조사결과 재두루미

‘95-’96 겨울(8회) 수조류 29종 최대합계수 41,125개체 752개체

‘96-’97 겨울(11회) 조류 76종 최대합계수 44,037개체 502개체

‘00-’01 겨울(6회) 조류 77종 최대합계수 86,897개체 443개체

‘02 년중(11회) 조류 108종 최대합계수 82,019개체 591개체

‘02* 년중 조류 90종 최대합계수 69,464개체

*한강하구(김포대교-이산포, 신남리-오두산)지역(임진강하구 제외)

자료: 이(2003)

9)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류인 김포군 하성면 시암리에서부터 후평리 월곶리의 유도까지의 강

변 중심으로 1987년 7월23일 ~ 8월30일(45일간) 조사



제2장 한강하구의 환경생태 현황  23

<표 2-5> 한강하구에서 관찰되는 천연기념물 조류(’00.10~’01.3)

연번 종명 천연기념물 최대합계수 누적개체수

1 저어새 205호 5 5

2 흑기러기 325호 1 1

3 개리 325호 450 876

4 고니 201호 1 1

5 원앙 327호 1 1

6 흰꼬리수리 243호 6 13

7 새매 323호 1 3

8 독수리 243호 215 330

9 쟂빛개구리매 323호 1 3

10 황조롱이 323호 6 21

11 두루미 202호 3 3

12 흑두루미 228호 2 3

13 재두루미 203호 443 646

14 수리부엉이 324호 2 2

관찰 종수 14 14

관찰 개체수 1,137 1,908

자료: 이(2003) 

한강하구의 연안지역(강화군 남단갯벌, 교동도, 볼음도, 주문도, 석모도 지역)에서 

2002. 8월~2003. 7월에 관찰된 주요 조류종은 총 6목 11과 28종으로 나타났다(표 2-6). 

이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은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 제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

와 저어새, 제201호인 큰고니, 제327호인 원앙, 제243호인 흰꼬리수리와 참수리, 제

323호인 새매,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제202호인 두루미, 제228호인 흑두루미, 

제203호인 재두루미,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제324호인 수리부엉이, 소쩍새, 큰소

쩍새, 올빼미 등 20종류이다. 또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으로는 노랑부리백로, 노랑

부리저어새, 저어새, 흰꼬리수리, 참수리, 매, 두루미 등 7종류이며, 보호대상종은 큰

기러기, 큰고니, 솔개, 털발말똥가리, 말똥가리, 잿빛개구리매,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

부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수리부엉이, 올빼미 등 14종

류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면적에 비하여 많은 수의 종과 개체수가 관찰되며 특히 국

제적인 보호종인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가 각각 최대개체수 합계 200개체 이상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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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어 강화군 지역이 위 종들의 중요한 서식처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그림 2-5). 

<표 2-6> 한강하구 연안도서에서 관찰되는 조류

 

지역 관 찰 조 류

강화남단 

갯벌

-총 7목 13과 52종이며 27,857개체로 최우점종은 민물도요, 괭이갈매기, 청둥오리, 쇠기

러기, 뒷부리도요, 큰뒷부리도요와 흰뺨검둥오리의 순으로 최대개체수 1,000개체 이상으

로 우점

-주요종으로는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큰기러기, 새매, 황조롱이, 두루

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 11종

교동도

-총 14목 35과 106종이며 15,138개체로 최우점종은 쇠기러기, 황로, 중백로, 제비의 순으

로 최대개체수 1,000개체 이상으로 우점

-주요종으로는 저어새, 큰기러기, 원앙, 흰꼬리수리, 참수리, 붉은배새매, 털발말똥가리, 

말똥가리, 매, 새홀리기, 황조롱이, 재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소쩍새 

등 15종

볼음도

-총 13목 34과 102종이며 8,604개체로 최우점종은 괭이갈매기, 큰기러기, 큰뒷부리도요, 

흰뺨검둥오리, 뒷부리도요의 순으로 최대개체수 200개체 이상으로 우점

-주요종으로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 붉은배새매, 말똥가리, 잿빛개구

리매, 매, 새홀리기,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수리부엉이, 소쩍새, 올

빼미 등 15종

주문도

-총 13목 34과 92종이며 2,834개체로 최우점종은 괭이갈매기, 쇠기러기, 긴발톱멧새, 쑥

새, 까치, 흰뺨검둥오리의 순으로 최대개체수 100개체 이상으로 우점

-주요종으로는 노랑부리백로, 솔개, 붉은배새매, 말똥가리, 새홀리기, 황조롱이, 뜸부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소쩍새 등 10종

석모도

-총 12목 32과 91종이며 12,568개체로 최우점종은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되새, 괭이갈

매기, 청둥오리의 순으로 최대개체수 200개체 이상으로 우점

-주요종으로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큰기러기, 원앙, 말똥가리, 새홀리기, 황조롱이, 검

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큰소쩍새 등 10종

기타

-석도, 비도, 유도, 수리봉돌섬

-주로 저어새의 번식실태를 관찰한 조사로 저어새의 총수는 130개체 내외 고 석도 10, 

비도 6, 볼음도 5, 유도 100, 강화도 10개체 이상으로 파악

-확인된 저어새 번식쌍은 석도 2, 비도 3, 볼음도 3, 유도 40-50쌍으로 50쌍 이상인 것으

로 조사됨. 수리봉 돌섬에서는 저어새 5마리가 관찰

자료:강화군(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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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교동도

석모도

재두루미 도래지, 조류의 채식지 및 휴식처
(시암리, 후평리 및 석탄리 일대)

자연보호 우수 하구역 및 완충 전이지대

장구밥나무 및 범부채군락 특이식물 분포지역(교동도화개산)

노루밥풀, 매화노루발 집단분포지
범부채, 고란초 특이식물 분포지역(볼음도 봉화산)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백로 번식지(유도)

개풍군

연백군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교동도

석모도

재두루미 도래지, 조류의 채식지 및 휴식처
(시암리, 후평리 및 석탄리 일대)

자연보호 우수 하구역 및 완충 전이지대

장구밥나무 및 범부채군락 특이식물 분포지역(교동도화개산)

노루밥풀, 매화노루발 집단분포지
범부채, 고란초 특이식물 분포지역(볼음도 봉화산)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백로 번식지(유도)

개풍군

연백군

<그림 2-5> 한강 하구의 특정 생물군의 분포현황 및 생태적 기능성

1970년대 재두루미, 황조롱이, 솔개 그리고 1980년대 스윈호오목눈이, 검은머리물

떼새, 노랑부리백로, 1990년대 큰기러기 월동지, 도요류의 취식지 등 유도를 포함한 

강화도내의 법적보호 조류의 분포가 알려져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

머리물떼새는 도요목의 검은머리물떼새과에 한속 한종이며 우리나라에서의 번식지

는 서해의 중부 이북 해안으로 매우 희귀한 해안가 조류로 알려져 있다10). 또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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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한 유도에서는 국제자연보존연맹의 적색자료목록 제22호로 등재된 노랑부리백

로가 서식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사. 어류11)

한강 하류지역인 행주대교와 신곡수중보 사이의 어류군집은 계절에 따라 종조성이 

틀리고, 작게는 하류의 조석변화에 따라서도 출현 종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박, 1990). 특히 우기와 건기에 어류 군집구조의 차이를 언급하며 우기에는 살치, 붕

어, 잉어, 싱어, 강준치, 누치, 두우쟁이, 얼룩동사리 등이, 건기에는 살치 1종만이 채

집되었으나, 기수종인 싱어가 채집되어 다른 기수종도 이 수역에 존재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암시하 다. 한편 신곡수중보 아래지역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으나 이 수역에

서 조업하는 한강어촌계의 어획자료를 근거로 기술하면 숭어, 붕어, 잉어, 바다새우, 

황복, 실뱀장어, 참게, 뱀장어, 싱어, 농어, 메기 등이 잡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화도 주변해역에 어획되는 수산물로서 어류는 실뱀장어, 황복, 농어, 수조기, 박

대, 장어, 숭어, 망둑어류, 병어, 밴댕이, 준치, 아귀, 양태, 조피볼락, 넙치, 강달이, 갯

장어, 삼새기, 전어, 서대류 등 20여종이 있고, 연체류는 가무락, 대합, 백합, 소라, 굴 

등의 5종류, 갑각류는 꽃게, 젓새우, 바다가재, 대하 등의 4종류, 해조류는 김 1종류가 

있다(인하대, 1997). 석모수로와 염화수로에서 많이 어획되는 수산자원생물 중에 하나

가 젓새우 종류인 중국 젓새우(Acetes chinensis)로 4월부터 10월까지 다량 출현하고 

있다. 그 외에 돗대기 새우, 징거미 새우류의 Exopalaemon, 뿔눈새우, 넓적뿔꼬마새

우 등이 계절에 따라 다량 출현하고 있다. 소량이지만 년중 출현하는 종류는 그라비

새우, 붉은줄 참새우, 뿔눈새우, 남방 넓적뿔 꼬마새우 등이 있다. 어획되는 새우류의 

종류는 젓새우류 1종, 돗대기 새우류 1종, 징거미 새우과 6종, 딱총 새우류 4종, 뿔눈

새우류 1종, 꼬마새우류 6종, 자주새우류 1종 등으로 징거미 새우류와 꼬마새우류가 

10)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은 강화도 앞 석모도의 매음리 마을에서 약 2.4㎞ 떨어진 무인도 섬에서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1-2쌍이 1968년 최초 발견 이후 현재까지 번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11) 어류에 대한 자료는 주로 한(2003)으로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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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박, 1990; 인천광역시, 2000; 최, 2002).

한편 강화도 남단 갯벌에 설치한 건강망에 채집된 수산자원생물을 근거로 계절별 

자원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 7목 11과 22종이 동정되었다. 채집된 어류 가운데 농어

목의 망둑어과(Gobiidae)가 9종, 민어과(Sciaenidae)와 주둥치과(Leiognathidae)가 각

각 1종씩 출현하여 농어목 어류가 전 출현어종의 50%를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 청

어목의 멸치과(Engraulidae)와 청어과(Clupeidae)가 각각 3종, 2종이 출현하여 22.7%

를 차지하고, 쏨뱅이목의 양볼락과(Scorpaeniformes)와 둑중개과(Cotidae)가 각각 1

종씩, 잉어목, 동갈치목, 복어목에서는 1종씩 채집되었다. 건강망에 채집된 어류의 총 

개체수는 5,084개체이고 가장 많이 채집된 어종은 전어이며, 그 다음으로 밴댕이, 풀

망둑, 숭어 순으로 이들 4종이 전체 개체수의 94.5%를 차지하 다.

강화도 남단에서 풀망둑, 얼룩망둑, 숭어 등은 연중 출현하며, 개소갱은 9월을 제외

한 조사시기 동안에 계속 출현하 다. 전어, 밴댕이, 풀반댕이 등의 어류는 4월과 11

월에는 출현하지 않으나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연속 출현하 다. 개체수에 따른 월

별 우점종의 변화를 보면, 4월에 풀망둑이 단독 우점하고, 6월에는 풀망둑 다음으로 

밴댕이가 우점한다. 7월과 8월에는 전어의 유어가 최우점종이고 풀망둑이 그 다음이

다. 9월에는 밴댕이와 풀망둑이, 10월에는 밴댕이가 단독 우점하는데 이 시기에 밴댕

이 유어가 대량 출현한다. 11월에는 풀망둑과 숭어가 우점하는데 이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우점종이던 전어와 밴댕이가 수온이 낮아지면서 외해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강화도 주변해역에서 어류 자치어를 조사한 박(1990)의 자

료에 의하면, 염화수로와 석모수로에는 싱어, 준치, 밴댕이, 망둑어과, 잉어과, 강달이

속, 청멸, 올꺽정이속, 흰베도라치, 보구치, 동갈양태속, 멸치, 참서대속, 부세, 수조기, 

빨갱이, 실고기, 덕대, 양태, 진질해마, 뱀장어, 댕기망둑 등 총 22종의 자치어가 출현

하는데, 이중 8월에 전체 출현어종의 82%가 나타나며 염화수로 보다 석모수로 해역

에서 출현종수뿐만 아니라 개체수에 있어서도 더 많이 출현함을 보고하 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담수어종인 잉어과 어류와 기수종인 싱어, 준치 등이 우점하고 한강 하류역

과 가까운 염화수로의 강화대교 부근해역에서는 잉어과 어류 자치어의 높은 출현이 

두드러지며, 해수의 향을 더 받는 세어도 부근해역에서는 담수어종의 출현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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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종과 해수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 기타

1987년 6~7월에 한강하구에서 조사된 수서곤충류 출현현황을 보면 김포군 하성면

에서 노린재류 2종과, 깔다구류 1종이 채집되었다. 이들 수로 주변에는 뻘을 이루고 

말똥게, Corophium류 등이 확인된다. 김포군 월곶면에서는 말똥게, Corophium류 등이 

많고 총 분류군은 4목 8과 11속 11종으로 나타났으며, 유충시기의 잠자리류, 노린재

류, 딱정벌레류가 대부분이다. 고양시 교하면에서는 총 5목 8과 8속 9종이 확인되었고 

강화군 양사면에서는 총 3목 7과 10속 10종이 출현하여 대체로 빈약한 종 구성을 보

이며 모든 종이 정수성인 종류들이다. 

동시기의 7~8월에 조사된 육상곤충류를 보면 잎벌레과의 Chrysolina가 가장 많이 

채집되었고, 뒤 벌과의 B. diversus, 꽃등에과의 E. cerealis, 파리매과의 E. brevistylus, 

메뚜기과, 꽃벌류, 무당벌레과의 3종, 풍뎅이 2종, 잠자리과 등이 많은 편이었으며, 도

서지방에서는 나비류 3종, 풍뎅이류, 배짧은꽃등에 등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곤충상의 변화로는 잎벌레가 나타나므로 지역의 식물상이 초본류에서 목본류로 변화

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시대별 변화를 추정하기에는 조사기간이 단기적

이라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구의 경우 삼림생태계보다 종다양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전체 종다양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수역에서 출현하는 수서곤충류의 분포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하구의 공간적 범위를 지표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

이 요구되어진다. 즉 지표생물군의 분류를 통한 기수역의 종적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횡적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변 산림을 관리구역으로 확장

할 경우 곤충류의 다양성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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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환경 현황

가. 개 황

하구는 매우 역동적인 환경으로 하구수질은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해수와 담수가 만나면서 생기는 독특한 하구순환과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즉, 하구지역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면서 화학적 환경이 급속이 변화되는 동시에 조

석운동으로 대변되는 해수의 힘과 하천유량으로 대변되는 담수의 힘이 맞물려 역동

적인 환경을 형성한다. 또한 염분의 혼합에 의한 도류, 낮은 수심과 지형적 향으

로 인한 마찰력, 바람에 의한 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복잡한 하구순환패턴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하구순환패턴에 따라 퇴적물이 하구지역에 고농도로 집적되는 

소위 Turbidity Maximum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물리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오염물질이 수층에서 제거되어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행히도 한강하구는 접근이 제한된 관계로 이러한 기본적인 하구순환에 대한 연

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하구순환 및 수질에 대한 자료는 기본적인 측정망 자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몇몇의 연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포 

전류리에서 강화도 북단에 이르는 수역은 염분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 지역으로 한

강하구의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 및 연구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여기서는 한강하구의 연안부분 및 신곡수중보 상류의 하천부분에서 조사

된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나. 염분 및 수리현황12)

한강 하류 및 하구의 염분 분포는 주로 강수 유입량과 조석에 의하여 좌우된다.  

12) 본 염분 및 수리현황을 포함하여 수질현황, 플랑크톤 및 저서생물 현황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박

(2003)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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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는 강을 따라 역류하여 한강종합개발사업 이전에는 노량진 부근까지 침입했었으

나(김, 1972; 홍과 신, 1978; 홍 등, 1979) 한강종합개발 이후에는 신곡수중보13)  이하

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 1989; 박과 이, 1997; 김, 2002). 염분과는 달리 

조석에 따른 수위 향은 신곡수중보를 넘어 잠실수중보 하단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

인다(박과 이, 1997; 서 등, 1986). 김 등(2001)에 의하면 잠실수중보로 인해 신곡수중

보 상하류에서 낙차가 발생하며 약 2.3m의 조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 으며 팔

당댐 방류량이 11,000m
3
/sec 이상이 될 때에는 조석의 향이 잠수대교지점에 이르

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 다. 따라서 잠실수중보가 조석이 상류로 이동하는 것을 물리

적으로 차단하는 장애물임을 고려할 때 한강의 감조구역의 최상단은 잠실대교 하단

의 수중보 하류유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강 및 임진강 등에서 유입된 담수의 향 범위는 인천 흥도 남단수역까지 이르

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 4회, 16개 정점에서(그림 2-6)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를 보면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경기만 

전체 평균 염분이 약 3∼4 psu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7). 특히 한강 하구의 

세어도를 포함한 종도 우측 수역까지는(정점 1,2,3) 계절에 무관하게 타 정점에 비

하여 낮은 염분을 보여 한강 담수의 직접적인 향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

해양조사원(1997)의 경기만 조류도에 따르면 강화도 양측 수로와 연관된 한강 유입수

의 주요 흐름은 염하수로 - 인천항 전면수역 - 팔미도 - 자월도 - 승봉도 방향과 서측

으로는 석모수로 - 장봉도 서측 - 덕적도 서측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염분 및 

조류 패턴을 볼 때 한강하구의 남서측 경계면은 상기 조류 방향을 경계면으로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3) 신곡수중보는 한강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수위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되었는데 883m의 

고정보와 124m의 가동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의 높이는 E.L. 2.4m로서 일반적인 보와는 달리 서해

조석에 따른 물의 상하류 흐름에 큰 향을 주고 있음(서울특별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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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그림 2-6>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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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모니터링 정점별 평균 염분 (2000∼2002년 경기만 16개 정점)

임진강의 기수구역 설정은 측정된 염분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구역을 설정할 수

는 없으나 이와 윤(2002)의 측정에 의하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나루터에서 

약 0.9‰~1.8‰의 염분이 검출되었고, 그보다 더 상류에서는 염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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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해수의 침입 상한경계면이 한강보다는 더 하류에 위치할 것으로 사료

되어 대부분의 수계가 담수지배적 환경으로 보인다. 한편, 조위측정 자료와 현지 담당

자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임진강 감조구역의 상한경계는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라 

판단된다.  

다. 하천구역 수질

한강 하류의 전반적인 수질은 강우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또한 상류로부터 

이격 거리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강하구의 하천구역 수질은 BOD를 기준으

로 II~III등급 수준인 반면 질소와 인의 농도는 매우 높다(표 2-7). 일반적으로 한강 

하류의 수질은 희석효과에 의하여 갈수기보다는 풍수기때 좋아지며,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8).  

<표 2-7> 하천구역 수질현황(2002)

(단위 : mg/L)

구분

하천
수질측정지점 BOD TN TP

수질등급

BOD

한강

잠실 1.8 2.645 0.068 Ⅱ

뚝도 2.6 5.931 0.158 Ⅱ

보광 3.2 7.911 0.273 Ⅲ

노량진 3.3 7.907 0.308 Ⅲ

등포 2.9 7.236 0.264 Ⅱ

가양 3.4 7.903 0.294 Ⅲ

행주 3.9 9.53 0.39 Ⅲ

김포 3.8 8.86 0.367 Ⅲ

임진강

임진강1 1.8 3.635 0.074 Ⅱ

임진강2 2.1 3.767 0.102 Ⅱ

임진강3 1.7 3.935 0.111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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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한강 하구 하천구간의 공간적 수질변화 (COD,TN,TP도 유사한 

     패턴을 보임)

뚝섬에서 행주대교에 이르는 한강 하류 및 하구의 용존산소 분포를 보면 (1989년 

2월 측정자료), 뚝섬부근에서는 약 15mg/L로 과포화상태이나 행주대교 하류의 신곡

수중보에서는 약 1.5mg/L로 저산소 상태를 보인다(그림 2-9). 특히 갈수기에 신곡수

중보 상류는 수중보로 인한 물의 흐름이 제한되어 누적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다량

의 산소가 소모되고 이에 따른 빈산소 상태 (hypoxia)로 인하여 수서호흡생물 (특히 

어류)의 분포가 제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2-10). 반면 신곡수중보 하단인 한강 

하구은 특별히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없고 또한 경기만의 조석에 따른 왕복

성 흐름이 형성되어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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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한강 상류(뚝섬유원지)에서 하류(신곡수중보)까지의 용존산소량 

    변화 (1989년 2월, 박과 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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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2002년 한강 하류(행주, 뚝섬) 및 하구(김포)에서 측정된 용

       존산소의 월변화 (국립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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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의 연변화를 보면 BOD는 뚜렷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COD는 최

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총질

소(TN) 및 총인(TP)은 연도별로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 동안 2-3배의 증가를 보여 심각한 무기 양염류

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안정된 하구 환경을 위해서는 양염류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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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한강 하류 및 인접 하구의 수질 연변화(국립환경연구원 모니터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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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2년 상기 3개 정점에서 매월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그림 2-12), BOD

와 COD는 3월 및 4월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균일한 양상을 보인 반면, TN과 TP는 

하계에는 낮은 값을 그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 다. 이와 같

은 현상은 하계에 집중되는 강우에 의하여 비교적 양질의 담수가 혼합되면서 일시적

으로 수질이 호전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강 하류 및 인접 하구의 시

공간적 수질은 강수량 및 정점의 위치에 좌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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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2002년 한강 하류 및 하구에서 측정된 수질의 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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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안해역 수질

강화도 양측 수로 및 남단 수역과 해수 침입이 빈번한 김포시 전류리 부근은 한강 

하류와 인접한 신곡수중보 하단부와는 전혀 다른 수질을 보인다. 김(2002)의 조사 결

과에 따르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및 강화도 부근 해역에서 양염류인 용존무기질

소(DIN)의 농도는 각각 1.40~8.40mg/L 및 1.40~2.80mg/L로 큰 차이를 보 다. 인산

인 역시 각각 0.09~0.18mg/L 및 0.03~0.06mg/L로 두 지점간에 큰 차이를 보 다. 상

기 농도는 모두 하계에 측정된 농도이며, 동계에 측정된 농도는 김포시 전류리의 경

우 약 1.5배정도 높았다. 강화도 부근 수역은 하계 및 동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한강 유입수와 경기만의 해수가 혼합되는 한강 하류와 인접한 한강하

구에서는 해수의 침투 범위 및 담수 유입량에 따라 수질이 좌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해수의 침투량이 많고 유입되는 담수가 많은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수질이 호전되

며 나머지 시기에는 악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강 하구의 수질은 염분과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세어도 북방 해양측정망자료를 보면 COD 농도는 일정한 경향은 없으나, 1997년에

는 해양수질기준 Ⅲ등급이었고 최근들어서는 해양수질기준 Ⅱ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양화 및 적조의 원인물질인 양염류 총질소와 총인은 모두 등

급이외의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어 만성적인 부 양화 상태에 있다(표 2-8). 한편, 이 

수역은 담수의 향을 직접 받기는 하지만 해수의 혼합 비율이 높아 전형적인 해양환

경의 수질농도를 보인다. 즉, COD 및 DIN(용존무기질소)의 연변화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인산인(DIP)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 다. 또한 월별 변화의 경우

는 용존무기질소만 하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 으며 나머지 항목은 뚜렷한 월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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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강하구 연안해역 수질변화(1997∼2002)

(단위 : mg/L)

구분

년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총질소

(TN)

총인

(TP)

수질등급

(COD기준)
염분범위(‰)

1997 2.17 1.055 0.052 Ⅲ 15.21∼28.15

1998 1.64 1.051 0.024 Ⅱ 18.54∼28.42

1999 2.07 1.174 0.027 Ⅲ 21.79∼29.91

2000 1.56 1.008 0.060 Ⅱ 18.97∼28.10

2001 1.32 0.715 0.044 Ⅱ 22.79∼29.39

2002 1.62 1.034 0.395 Ⅱ 21.69∼30.02

평균 1.73 0.459 0.083 Ⅱ 17.2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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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강화도 남단수역(세어도)의 수질 변동(국립수산과학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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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금속 오염

한강 하류 및 하구의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 하류에 접한 하구의 중금속 

오염도는 경기만에 위치한 해수 지배적 한강하구에 비하여 매우 높은 농도를 보 다 

(표 2-9). 이와 같은 현상은 하구에서 담수에 분포하던 다량의 중금속이 해수와 반응

하여 착염현상을 일으켜 중금속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해수 

지배적인 한강하구의 중금속 농도는 일반적으로 해양환경에서 검출되는 농도 이내에 

분포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담수 지배적 수계에서의 중금속 

농도는 측정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료의 절대적인 비교

가 어려운 실정이다(표 2-9 참조). 

담수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중금속이 기수역에서 해수와 혼합되면서 수층으로부터  

제거된다는 것은 하구가 오염물질 제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수저 퇴적물의 오염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층에서 제거된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이 퇴적물에 축적되어 분

해되지 않은 채 장기간 존재하다가 패류 및 기타 저서동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또한 

먹이 사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악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2003)

에 의하면 한강하구에서 포획되는 어류, 특히 바닥근처에 서식하는 어류의 상당한 숫

자가 기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그림 2-14) 원인파악의 일환으로 향후 하

구퇴적물의 오염현황 및 생물에 대한 향을 면 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바. 플랑크톤

1) 식물플랑크톤

한강 하류에서의 식물플랑크톤 조사는 김(1972), 정과 심(1969), 유와 임(1991), 이와 

장(1997), 김 등(1998), Hyun et. al.(2001)등이 있으며, 이중 비교적 광범위한 수역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강 하류의 식물플랑크톤 분포 양상을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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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강 하구의 중금속 농도

수질항목 농도범위(ppb) 조사시기 조사정점 참고문헌

카드뮴

ND-2.4
1995/6,7,10

1996/1,5,6
밤섬 및 안양천 유입지 한 등 (1997)

ND-100.0

(평균40.0)

1977/5-12

1978/1-5
팔당-행주대교 홍 등 (1979)

0.227±0.170 1978-1979 행주대교
Nakane and 

Hong (1983)

18.0±3.7 1980/10 행주대교 홍과 경(1983)

0.078 2002/2
강화도 남단

세어도
박 (미발표)

아연

19.5-140.0
1995/6,7,10

1996/1,5,6
밤섬 및 안양천 유입지 한 등 (1997)

89.0-682.0

(평균 226.0)

1977/5-12

1978/1-5
팔당-행주대교 홍 등 (1979)

53.87±41.19 1978-1979 행주대교
Nakane and 

Hong (1983)

10.69 2002/2
강화도 남단

세어도
박 (미발표)

납

2.2-36.1
1995/6,7,10

1996/1,5,6
밤섬 및 안양천 유입지 한 등 (1997)

1.0-67.0

(평균 65.0)

1977/5-12

1978/1-5
팔당-행주대교 홍 등 (1979)

26.93±17.04 1978-1979 행주대교
Nakane and 

Hong (1983)

0.40 2002/2
강화도 남단

세어도
박 (미발표)

구리

7.0-546.0

(평균 65.0)

1977/5-12

1978/1-5
팔당-행주대교 홍 등 (1979)

40.00±5.4 1980/10 행주대교 홍과 경 (1983)

19.34±15.07 1978-1979 행주대교
Nakane and 

Hong (1983)

1.59 2002/2
강화도 남단

세어도
박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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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망둑어 (b) 전어

(c) 숭어 (d) 전어

<그림 2-14> 어획 수산물 내의 기형어류(한, 2003)

유와 임(1991)이 팔당에서 행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출현한 총 190종 중 규

조류인 Asterionella gracillima, Diatom vulgare, Melosira granulata v. angustissima와 남

조류인 Anabaena menderi, Lyngbya contorta, Micrpcystis aeruginosa, 그리고 녹조류인 

Actinastrum hantzschii v. fluviatile, Dictyosphaerium pulchellum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

과 심(1969)에 의한 행주 부근 수역의 조사에 따르면 출현한 식물플랑크톤 중 행주부

근에서 약 27%의 해산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행주부근은 해수의 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팔당댐에서 행주대교에 이르는 구간에서의 기초생산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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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균 1,865(140-4,890)mgC/m
2
/d로 전형적인 부 양화 수역의 기초생산력 범위

를 보 으며(Hyun et. al., 2001), 행주 및 뚝섬유원지 부근에서 측정된 기초생산력은 

514-3144mgC/m
2
/d로 상기 결과와 유사하 다(권과 최, 1994).

한강하구에서는 강화도 양측 수로 및 세어도 부근해역에서 조사된 최와 권(1994)의 

보고에 따르면 한강 하구는 주로 규조류에 의하여 우점되며 (출현종수 측면에서 약 

83%), 이외에 녹조류 및 와편모조류가 각각 8% 및 6%를 차지하 다. 주요 우점종은 

저서성 규조류인 Paralia sulcata가 전 계절에 걸쳐 우점하 고 이외에 담수종인 

Aulacoseria islandica, 연안성 규조류인 Eucampis zodiacus 및 Skeletonema costatum이 우

점하 다. 상기 연구와 동일한 수역에서 수행된 한강 하구의 기초생산력은 

38-185mgC/m
2
/d로 한강 하류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주요 종은 저서성 규조류가 조

류에 따라 재부유되면서 기초생산력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권과 최, 

1994). 

해수지배적 한강 하구인 경기만에서의 장기간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및 다양성은 

인하대학교 부유생물연구실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에 의해 80년 초부터 꾸준한 감소세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5).

Shannon-Weaver의 종다양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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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경기만 수역의 식물플랑크톤 종다양성지수의 장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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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수계에서의 환경 연구에 관한 논문은 매우 드물며, 최근에 이와 윤(2002a, 

b)에 의하여 식물플랑크톤 및 일반 수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상기 연구가 이루

어진 수역은 임진강 중 담수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 주로 담수산 플랑크톤이 

우점하 으며, 주요 출현종은 Achananthes minutissima, Anabaena sp., Aulacoseira 

ambigua, A. granulata, A. granulata v. angustissima, Coscinodiscus joneasianus, 

Cymbella affinis, Cylindrotheca closterium, Diatoma vulgare, Merismopedia glauca, 

Stephnodiscus hantzschii f. tenuis 등 이었다.  

한강하구 및 하류 수역의 식물플랑크톤 분포는 담수, 해수 및 기수산 플랑크톤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인다. 정과 심(1969)의 연구에 따른 수역별 식물플랑크톤 분포 양

상은 강화도를 기준으로 북측 및 양측 수로는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중 순수 담수종

이 25% 이하이며, 강화도 남측 및 경기만 수역은 담수종이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반

면 김포시에 포함된 한강하구 구간은 순수 담수종이 약 50%이며 나머지는 기수종과 

해산종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상기 식물플랑크톤 분포에 따른 한강하구의 특성은 

강화도 주변 수역은 해수지배적 환경으로, 그리고 김포시에 포함된 수역은 기수 및 

담수지배적 하구 환경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강하구의 적조생물은 주로 무해성으로 야광충류인 Noctiluca와 섬모충류인 

Mesodinium에 의한 적조가 대부분이다. 상기 생물에 의한 적조는 유해성이 없으며, 

발생규모 역시 매우 소규모로 발생하여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한강하구의 심각한 부 양화에도 불구하고 적조 현상이 적은 것은 강한 왕복성 

조류에 의한 오염물의 체류시간이 짧고, 이에 따른 부유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아 식

물플랑크톤의 대량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물의 흐름을 제한하여 

정체된 수역을 형성할 경우 심각한 적조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경기만의 경우 시화

호, 공항 및 송도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매립 사업에 의한 조류 및 조속의 변화는 한

강 하구의 적조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2) 동물플랑크톤 및 어류플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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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계 중 담수지배적인 한강 본류의 동물플랑크톤은 주로 지각류, 요각류 및 

윤충류에 의하여 우점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Yoo and Lim(1991)에 의한 보고에 

따르면, 팔당에서 행주에 이르는 8개 구간에서 총 64종 중 지각류 28종, 요각류 19종 

그리고 윤충류 17종을 보고하 다. 우점종은 Asplanchna priodonta, Brachionus 

calyciflorus, Bosmina longirostris, Cyclops vicinus 다. 

강화도 양측에 위치한 염하수로 최남단과 석모수로의 중간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

하면(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부유생물연구실, 1998년-1999년, unpublished; 명, 1992), 

Acartia hongi, Noctiluca scintillans, Saggitta crassa, Paracalanus indicus, P. crassirostris가 

연중 가장 우점하는 동물플랑크톤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화도 남단인 세어도 부근 수

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담수종과 기수종 및 해산종이 공존하는 것으로 규명

되었다(윤과 최, 1994). 따라서 세어도 수역은 한강 및 임진강 등에 분포하는 동물플랑

크톤이 직접 유입되는 수역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박과 이(1997)에 의한 어

류플랑크톤의 분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사. 저서생물

경기만을 포함하는 한강 하구의 저서생물에 관한 연구는 덕적도를 포함하는 경기

만 남부 해역(신 등, 1992), 종도 주변 해역(임 등, 1995), 대부도 주변 해역(임과 최, 

1998)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저서생물을 이용한 환경 평가에는 이 등(1997) 및 홍 등

(1997)에 의한 연구가 있다. 또한 한강 하류를 포함한 담수지배적 환경에서는 저서생

물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며, 배와 박(1992) 및 배 등(1993)의 연구가 있다.

우선 한강에서 조사된 저서생물군집 자료 중 한강 지류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은 수서곤충류가 우점하 으며 그 중에서도 하루살이류, 강도래류 및 날도래류 등은 

주로 수질이 양호한 한강 상류의 지류에서 우점하며, 중랑천과 같은 오염이 심한 수

역에서는 파리류가 우점종으로 출현한다(배 등, 1993). 반면 한강 중하류에 위치하는 

도시하천인 안양천, 탄천 및 왕숙천 등지에서는 강부수성 수역에서 출현하는 깔다구

류가 우점종으로 출현하며 종다양성이 매우 낮고 다른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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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환경이다(배와 박, 1992). 상기의 연구로부터 한강 본류에 인접한 하구중 신곡 

수중보 부근 수역은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저질 퇴적물내의 유기물 분해로 인한 

산소고갈로 혐기성 환경이 형성되어 여름철에는 심한 냄새를 풍길 정도로 부패한다. 

반면 그 외 수역에서는 비교적 물의 흐름이 빠르고 경기만의 조석에 따른 왕복성 흐

름이 형성되어 퇴적물내의 산소는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부 오염에 강

한 저서생물의 서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강하구 중 김포시 

및 강화도 북단에 위치하는 수역에 대한 조사 자료는 없으나, 수질 및 물의 흐름으로 

미루어 저산소 퇴적물내 저산소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강 

본류로부터 유입되는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퇴적물의 오염으로 인해 종다양성이 낮은 

저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경기만에 위치한 한강하구는 해수지배적 환경으로 일부 고립된 수역의 퇴적

물을 제외하고는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는 경기만의 강한 왕복

성 조류에 의한 퇴적물의 침적 및 재부유가 활발하여 퇴적물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므

로 퇴적물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한강 본류와 인접한 담수지배적 한

강 하구에 비하여 경기만 수역의 한강하구는 매우 양호한 저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강화도와 인근 섬의 갯벌에서 우점하는 저서동물을 <부록 표 5>에 

나타내었다. 저서동물은 서식처의 기질에 따른 생물 조성의 차이를 나타낸다. 부록에

는 우점종간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종이라 하더라도 서식

처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 강우쓰레기

하구는 하천유역의 최하단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쓰레기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생활쓰레기가 강우시 일시에 유입된다(그림 2-16). 이러한 강

우쓰레기는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생생물의 위협, 수산자원의 질 저하 

및 항로안전에 적지 않은 악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해양수산부, 2000b). 비록 

현재 한강하구의 대부분의 수역이 접근 금지된 상태이므로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46  하구역 환경보전전략 및 통합환경관리방안 수립 제2장

있으나 한강하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수변이용이 허용된다면 강우쓰레기처리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6> 강우와 함께 유입된 바다쓰레기(초지리) (한, 2003)

    

실제 한강 등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는 한해 약 평균 19만㎥(약9만

여ton)에 이르며 이중 약 62%가 장마철을 포함하여 비가 많이 오는 70일 정도에 유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광역시, 2001). 인천 앞바다 쓰레기 조성을 보면 나무 종류

가 전체의 절반인 50.2%를 차지했고, 그밖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27.2%, 그물이 

8.9%, 스티로폼 4.2%, 못쓰는 고무 3.5%, 병 1.8%, 기타 4.2% 등이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의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하고 ‘07년

까지 매년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수거사업을 벌이기로 하 다(서울시 등, 1999).  

한편, 한강의 서울시 구간(한강시민공원)의 수상폐기물의 수거량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1996∼2000) 연평균 788톤의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쓰레기 조성, 

강우패턴 및 한강시민공원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볼 때 집중 강우 시에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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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형태로 유역으로부터 유출되는 나뭇가지, 수초 및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평상시에는 한강시민공원 이용과 관련된 생활쓰레기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등, 2001). 서울시는 한강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년 약  24억원을 투

자하고 있고 ‘02년부터는 인천시, 경기도와 비용분담협약을 맺어 일부 처리비용을 해

당 시․도와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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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인천 앞바다 부유쓰레기 분포(인천광역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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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적물

한강하구는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후빙기 이후 해수면 상승 후 형성된 아주 

젊은 환경이다. 그러나 하구는 하구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양의 토사가 하구 고

유의 독특한 순환적인 유동패턴과 맞물려 퇴적되는 지역으로, 이러한 퇴적현상으로 

인해 하구주변에는 넓은 습지가 형성되고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이 수층에서 

제거되어 수저퇴적물에 저장되게 된다. 한편 퇴적된 토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골재자원이며14) 수로유지의 측면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하는 골치 

아픈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하구환경문제를 다룰 때에는 퇴적물 문제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현

안으로 대두되는데 한강의 경우 신곡수중보로 인해 하류수역에 수운이 중단되었고 

접근이 제한된 관계로 하구퇴적물의 운반기작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단,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상류의 한강수역과 강화수로를 포함한 강화도 

인근해역의 수저퇴적물 분포를 통해 정성적인 관점에서 하구퇴적물 운반기작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따름이다(그림 2-18). 예를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따른 신곡수중보의 

건설은 한강하구의 퇴적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이는 한강본류구간, 특히 여의도-

신곡수중보 구간의 수저퇴적물 조성이 세립화된 것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표 2-10). 

<표 2-10> 신곡수중보 건설 후 한강본류 퇴적물 조성특성 비교

년도 구분 평균(Phi) 분급도(Phi) 왜도 첨도

1988a/2001b

팔당댐-잠실수중보 1.03/1.19 1.28/0.91 0.16/0.01 1.37/1.32

잠실수중보-여의도 1.37/1.53 1.65/0.90 0.31/0.14 2.58/1.18

여의도-신곡수중보 3.02/4.56 1.70/1.64 0.40/0.11 1.90/1.20

평      균 2.21/2.74 1.63/1.24 0.34/0.09 2.07/1.22

자료: 오와 방(2003)
그러나 한강하구 인근의 접경지역 개발 및 신도시 건설과 함께 골재수요가 증가하

14) 김포시의 경우 재정확충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고촌면 향산리 941 일대에 무한정 매장돼 있는 모래

와 자갈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한강 골재채취판매사업을 직접 운 , ’98년 말까지 모두 2백27억5천

1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음. 



체제 하천 하구 하구-만

지형 곡류 곡류

No data

조간대, 남쪽 하각작용

동적 환경
조수의 향 없음

홍수기에 담수 유출

조수의 향 대조시

홍수기에 담수 유출

조간대 조류

홍수기에 담수 유출

구분 북한강
한강본류 한강하구와 경기만

상류 하류 북쪽 남쪽

퇴적 G, sG, gS sG―gS―S mS―sZ―Z gM―M―mG, S gS, S

특성

Mz
1.71 1.21 4.20 2.86 2.56

So
1.56 0.87 1.58 1.65 1.46

Sk
0.04 0.05 0.12 0.40 0.20

Kr
1.05 1.16 1.28 2.06 1.21

운반형태 Bedload Bedload
Uniform 

Suspension
Bedload, Graded Suspension, Uniform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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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필연적으로 한강하구에서의 골재채취 및 준설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다.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 향평가를 위해서는 강하구의 퇴적물의 기원, 운반기작, 퇴

적기작, 재부유기작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접근이 불가능한 하구수역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그림 2-18). 

특히, 한강하구 중 북한의 임진강 유역은 대부분의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고 다락밭 

및 비탈밭 등으로 인해 강우 시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문제가 하구퇴적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강유역은 많은 댐으로 인해 평상시 퇴적물의 

유출패턴이 이미 완전히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구퇴적물 문제는 지엽적인 시각보

다는 유역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8> 평수기 및 홍수기에 한강하구와 경기만의 퇴적기작 개략도

                (장․오, 1991)

        평수위 : 하류로의 퇴적물 운반



50  하구역 환경보전전략 및 통합환경관리방안 수립 제3장

제3장 한강하구의 인문․사회 현황 및 환경관리 실태

1. 인문사회 현황

가. 개황

한강하구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은 인구 약 15억으로 세계 인구의 

25%를, 그리고 세계 GDP의 약 22%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10년 후에는 전세계 GDP

의 30%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규모도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13.8%에

서 2010년에는 30%(약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아 성장의 핵심

지역은 황해와 동해의 연안으로, 한반도는 황해와 동해를 모두 접한 동북아 2대 발전

축(환황해축과 환동해축)이 교차하는 지역이며, 특히 한강하구는 중국황해 연안-만주-

한반도-일본 큐우슈지역을 잇는 발전축 상에 있다(이, 2003). 

최근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 경협활성화에 따라 한반도는 개방형․대외지향형, 내

륙통합형 공간구조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경의축상의 도시 및 교통축이 역내 교류거

점으로서의 입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남북한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1990년대 초 국토도시계획법령의 규제완화와 수도권 성장에 따라 엄

청난 개발활동이 이루어졌고,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은 현재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의 도시공공서비스 제공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쾌적한 생활․생산공간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환경 및 문화가치의 증대에 따라 자연환경, 문화시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생활양식과 생활공간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강하구가 가지는 자연적인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강하구의 이용현황과 향후 개발압력을 지혜롭게 수용할 

수 있는 관리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한강하구가 가지는 사

회․경제적인 활동 중 환경관리와 접한 연관이 있는 인구․산업, 토지․교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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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광, 수산 등에 관한 현황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한편, 한강하구 중 서울시 구간 

및 경기도의 위성도시들은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므로 일부 내용에 대해

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나. 인구․산업

1) 인구․산업 현황

한강하구에는 경기도 15개 시․군, 서울특별시 24개 구, 인천광역시 3개 구와 1개 

군을 포함하며 전체면적은 2,557.45㎢이며 면적비율로 경기도가 62%, 서울특별시가 

21%, 인천광역시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한강하구에 포함된 시․군의 총인구는 

2001년 기준으로 14,953,37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1%에 해당한다(표 3-1). 한

강하구는 1997년 대비 인구가 전체적으로 평균 0.6%증가하 으나 지역적으로는 증감

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기도 8개 시․군과 인천광역시에서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0.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5)

한강하구의 축산현황을 보면 2001년 한우 42,289마리, 젖소 37,801마리, 돼지 

620,203마리로 1997년에 비해 돼지를 제외하고 감소하 다. 돼지의 경우 용인시에서 

14,383마리에서 260,077마리로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이다(부록 표 7). 산

업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업소수가 49.1%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경기도 

전 지역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산업폐수배출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부록 표 8).

<표 3-1> 과거 5년간 한강하구 오염원 변화(1997∼2001)

구 분
인구

(명)

축산(두) 산업(개) 토지이용(㎢)

한우 젖소 돼지 업소 전+답+임야+목장 대지+기타

1997 14,871,527 45,795 49,232 327,639  7,828 1,817.0 751.7 

2001 14,953,373 42,289 37,801 620,203 11,675 1,770.3 787.1 

증감(%) 0.6 -7.7 -23.2 89.3 49.1 -2.6 4.7

15) 시군별 인구 현황과 변화는 <부록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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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산업구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

업,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농림어업 및 광업종사자 수

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부록 표 9). 서울에서는 도․소매업

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중심산업인데 반하여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제조업이 지

배적이다.16) 이는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오염물질 다 배출

업소를 서울에서 연안해역으로 이동시킨 정책의 결과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대부분 경기도 구간의 한강 최하류 및 임진강 하구는 그 자체가 군사분계선 기능

을 하고 있고 주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역으로 고도의 토지이

용과 대규모 개발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오염 부하량

한강하구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2001년 기준으로 BOD, TN, TP 배출부하량

은 각각 271,670.8kg/일, 138,586.9kg/일, 12,187.7kg/일이며, 오염원별 배출부하의 비

율이 가장 큰 것은 인구에 의한 배출부하 으며, BOD는 토지이용이, TN과 TP는 산

업폐수에 의한 배출부하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에 의한 배출부하량이 BOD의 경우 80.6%까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한

강하구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으로 인구가 집되어 있기 때문이며, 

1997년에 비하여 인구는 증가하 으나 처리시설의 확충으로 하수처리율이 증가하여 

부하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축산의 경우 한우 및 젖소는 감소하 으나 돼지

의 사육두수가 증가함으로 축산에 의한 배출부하량은 BOD 기준으로 1997년은 전체 

부하량의 6.9%이고 2001년에는 9.8%로 증가하 다. 또한 토지이용에 따른 BOD 배출

부하량은 11.1%에서 12.1%로 증가하 으며, 이는 단위면적당 배출부하가 적은 전, 답, 

임야의 면적이 감소한 반면, 단위면적당 배출부하가 큰 대지 및 기타지목의 면적이 

16) 서울에서는 종로․은평․서대문․양천․ 등포․동작․관악 등 7개 구에서 도‧소매업 종사자가, 

마포․구로․금천 등의 3개 구에서 제조업이, 공항부근의 강서구는 예외적으로 운수업 종사자가 가

장 많음. 인천 및 경기지역은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예외적으로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은 공공

행정 종사자가, 고양시는 도‧소매업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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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기 때문이다. 산업폐수에 의한 배출부하량은 실제 산업폐수배출시설수는 증

가하 으나 폐수발생량이 감소하여 BOD 부하량에서도 1997년 5,069.0kg/일에서 

2001년 3,854.4kg/일로 24.0% 감소하 다. 이는 임진강수계에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

한하고 산업단지 내에서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한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

리특별대책종합대책’ 및 수도권 공장총량제 시행으로 인하여 폐수방류량이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과거 5년간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변화

(단위 : kg/일, %)

항목 년도 인구 축산 산업 토지이용 계

BOD

1997년
225,503.6 

(80.2) 

19,320.0 

(6.9) 

5,069.0 

(1.8) 

31,353.6 

(11.1) 

281,246.2 

(100.0) 

2001년
208,235.8 

(76.7) 

26,653.6 

(9.8) 

3,854.4 

(1.4) 

32,927.0 

(12.1) 

271,670.8 

(100.0) 

증감율 -7.7 38.0 -24.0 5.0 -3.4 

TN

1997년
114,063.4 

(78.8) 

3,251.7 

(2.2) 

17,761 

(12.3) 

9,687.3 

(6.7) 

144,763.4 

(100.0) 

2001년
112,461.3 

(81.1)

4,598.5 

(3.3) 

11,730.2 

(8.5) 

9,796.9 

(7.1) 

138,586.9 

(100.0) 

증감율 -1.4 41.4 -34.0 1.1 -4.3 

TP

1997년
8,532.9 

(67.4) 

789.3 

(6.2) 

2,368.1 

(18.7) 

975.6 

(7.7) 

12,666.0 

(100.0) 

2001년
8,330.0 

(68.3) 

1,284.6 

(10.5) 

1,564.0 

(12.8) 

1,009.1 

(8.3) 

12,187.7 

(100.0) 

증감율 -2.4 62.7 -34.0 3.4 -3.8 

지역별 배출부하량을 보면 BOD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하량이 2001년 

126,829.8kg/일로 전체 배출부하량의 46.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비록 

경기도가 한강하구 전체 면적의 6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및 산업폐수배출시설 

등의 점오염원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배출부하량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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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1997년에 비해 BOD 배출부하량이 10.8%가 증가

하 으며, 이는 인구의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과거 5년간 지역별 배출부하량 변화

시․도

BOD(kg/일) TN(kg/일) TP(kg/일)

1997 2001
증감

(%)
1997 2001

증감

(%)
1997 2001

증감

(%)

경기도 129,044.9 120,043.9 -7.0 57,250.3 52,814.3 -7.7 5,566.7 5,349.8 -3.9 

서울시 129,818.0 126,829.8 -2.3 77,883.6 74,995.8 -3.7 6,260.7 5,915.0 -5.5 

인천시 22,383.3 24,797.1 10.8 9,629.6 10,776.8 11.9 838.6 922.9 10.0 

총합 281,246.2 271,670.8 -3.4 144,763.4 138,586.9 -4.3 12,666.0 12,187.7 -3.8 

다. 토지․교통17)

1) 토지이용 

한강하구는 시가화지역(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비율이 14.35%로서 수도권 전체

의 7.09%에 비해 대략 2배정도의 개발수준을 보이고 있다(부록 표 10, 11 참조). 지역

별로 보면, 서울시 전체는 39.86%인데 해당 한강하구는 39.38%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

고 있고, 인천시의 경우는 시 전체가 10.33%인데 해당 한강하구는 20.61%로 2배 수준

의 개발정도를 나타내고, 경기도는 도 전체가 4.82%인데 해당 한강하구는 10.25%로 

2배 정도의 개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하구의 과거 5년간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를 보면 수도권의 확장과 더불어 토

지이용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1). 즉, 단위 면적당 오염부

하가 적은 전, 답, 임야의 면적은 거의 모든 시․군에서 감소하 으나(-2.6%) 단위면

적당 오염부하가 큰 대지와 기타지목은 4.7% 증가하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17) 토지․교통관련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이(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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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한다. 또한,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분류에 따르면 1987년에서 1999년 

기간동안 한강하구 전체로 볼 때(한강수변 1000m 구간을 중심으로) 시가화건조지역

과 나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 고 농업지역, 산림면적 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4).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신곡수중보-한강하구 및 장파리-임진강 하구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1).  

<표 3-4> 1000m 버퍼 분석결과 비교

피복결과

(80년대)

잠실수중보~

신곡수중보

신곡수중보~

한강하구

장파리~

임진강하구

잠실수중보, 

장파리~한강하구 

시가화

건조지역
45.45㎢ 46.2% 6.27㎢ 7.4% 0.85㎢ 0.8% 52.5㎢ 15.6%

농업지역 8.98㎢ 9.1% 32.49㎢ 38.1% 31.91㎢ 31.7% 87.3㎢ 25.9%

산림 6.41㎢ 6.5% 10.23㎢ 12.0% 25.12㎢ 25.0% 48.0㎢ 14.2%

초지 4.47㎢ 4.5% 0.63㎢ 0.7% 11.06㎢ 11.0% 18.1㎢ 5.4%

습지 0.82㎢ 0.8% 10.67㎢ 12.5% 12.68㎢ 12.6% 25.3㎢ 7.5%

나지 3.46㎢ 3.5% 0.53㎢ 0.6% 1.31㎢ 1.3% 5.4㎢ 1.6%

수역 28.75㎢ 29.2% 24.49㎢ 28.7% 17.68㎢ 17.6% 100.7㎢ 29.9%

계 98.35㎢ 100.0% 85.31㎢ 100.0% 100.61㎢ 100.0% 337.2㎢ 100.0%

피복결과

(90년대)

잠실수중보~

신곡수중보

신곡수중보~

한강하구

장파리~

임진강하구

잠실수중보, 

장파리~한강하구

시가화
건조지역 42.72㎢ 43.4% 8.89㎢ 10.4% 2.92㎢ 2.9% 54.4㎢ 16.1%

농업지역 5.09㎢ 5.2% 27.29㎢ 32.0% 28.75㎢ 28.6% 72.5㎢ 21.5%

산림 8.46㎢ 8.6% 8.38㎢ 9.8% 27.49㎢ 27.3% 49.9㎢ 14.8%

초지 9.31㎢ 9.5% 1.84㎢ 2.2% 12.87㎢ 12.8% 29.9㎢ 8.9%

습지 0.27㎢ 0.3% 3.49㎢ 4.1% 12.67㎢ 12.6% 18.2㎢ 5.4%

나지 4.54㎢ 4.6% 3.77㎢ 4.4% 2.23㎢ 2.2% 10.6㎢ 3.1%

수역 27.94㎢ 28.4% 31.69㎢ 37.1% 13.70㎢ 13.6% 101.9㎢ 30.2%

계 98.34㎢ 100.0% 85.36㎢ 100.0% 100.62㎢ 100.0% 33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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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5월> <1999년 5월>

<그림 3-1> 1000m 버퍼 토지피복 경년변화

<표 3-5> 경기도 시․군별 개발 가용지 면적 현황

시․군 인구(‘02) 주택수(‘02)
가용면적

(십만㎡)

목표

년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2000년대비

증가율(%)

경기도 8,984,134 2,367,654 23,801 15,474,741 172 

고양 763,971 203,777 610 2021 1,200,000 157 

부천 761,389 176,323 47 2011 980,000 129 

광명 334,089 85,463 58 2011 430,000 129 

과천 66,706 16,104 28 2011 77,000 115 

김포 150,194 51,880 1,080 2016 400,000 266 

시흥 305,268 97,520 405 2016 400,000 131 

안양 580,544 136,044 185 2016 730,000 126 

의왕 117,821 29,949 61 2016 180,000 153 

군포 263,760 68,681 29 2016 360,000 136 

파주 178,434 61,500 2,301 2016 400,000 224 

양주 110,299 34,570 708 2021 450,000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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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규제와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개발 가용지를 산출한 결과, 

총 2,380㎢의 개발가능지가 도출되었으며, 그 중 한강하구의 시․군별 개발가용지면

적은 충분한 편이다(표 3-5).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

립될 예정이어서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 거나 변경에 착수할 예정

이다(그림 3-2)18). 

<그림 3-2> 수도권 시․군 도시기본계획도

18) 한강하구지역에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는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파주신도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재수립 작업이 착수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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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

한강하구에서는 최근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의 경우 인

천, 파주, 김포, 고양, 양주 등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강하구와 직접 연접

된 김포시에서는 신곡, 장기, 양곡, 마송지구가 개발 중에 있고, 파주시에서는 교하, 

금촌1, 금촌2, 운정지구가 개발 중에 있다(표 3-6).

최근에는 한강하구의 김포와 파주지역에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김포신도

시는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의 15,860천㎡(4,800천평)에 수용인구 

210,000인(70,000호)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추정사업비는 7조 4천억원이다. 추진일정

은 2004.12 개발계획 승인, 2005.3 보상착수, 2005.12 실시계획 승인, 2006.3 공사착공, 

2006.12 아파트분양, 2008.12 주민입주, 2010.12 사업준공으로 되어 있다. 파주신도시

는 운정1지구에 운정2지구를 덧붙인 형태로 추진되는 신도시이다. 위치는 교하면 운

정리, 야당리, 동패리, 와동일, 목동일 일원이며, 면적은 4,385천㎡(1,326천평)이고, 수

용인구 69,000인(24,248호)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운정1지구와 2지구를 합하면 총면적

은 9,077천㎡(2,745천평) 규모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파주LG-Philips LCD 공장 50만

평이 월롱면 덕은리에 추진되고 있는 등 산업단지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

다. 

<표 3-6> 김포, 파주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시․군 지구 추진현황 사업기간
지구

면적(㎡)

수용인구

(인)

지구

지정

개발계

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연도

김포 신곡 실시계획승인 2001-2004 131,051 3,156 1998 2001 2002.3 2004

김포 장기 개발계획승인 2002-2005 877,000 15,873 1999 2002.6 2002 2005

김포 양곡 지구지정 854,700 5,600가구 2003

김포 마송 지구지정 986,700 6,200가구 2003

파주 교하 개발계획승인 2001-2005 2,043,000 32,798 1997 2000 2005

파주 금촌1 시공중 1998-2003 156,000 6,288 1996 1998 1998 2003

파주 금촌2 시공중 1999-2004 862,000 25,955 1997 1999 1999 2004

파주 운정 지구지정 2000-2008 4,692,000 72,744 2001 20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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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가) 도로현황

2000년 말 현재 경기도의 도로연장은 고속도로 364.6㎞, 국도 1,324.2㎞, 지방도 

2,646.4㎞, 시․군도 7,200.2㎞로 총 11,535.4㎞의 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경기도 도로

연장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81∼2000년간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나타

내었으며, 국도와 지방도는 연평균 0.1%와 4.1%의 미비한 증가를 나타내고, 또한 

시․군도는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3-7). 

<표 3-7> 경기도 도로연장 증가추이

(단위 : km)

구    분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2000년
연평균

증가율

경

기

도

고속도로 121.9  124.1   217.7  332.4  364.6 5.9% 

국    도  1,296.3  1,307.2  1,298.0  1,349.1  1,324.2 0.1%

지 방 도  1,232.6  1,266.6  1,618.8  2,640.7  2,646.4 4.1%

시․군도  1,443.4  2,695.2  3,270.9  5,825.2  7,200.2 8.8%

소    계  4,094.2  5,393.1  6,405.4 10,147.4 11,535.4 5.6%

전       국 50,336.5 53,653.7 58,088.2 82,342.4 88,775.0 3.0%

자료: 건설교통부(2001b)

한강하구의 도로관련지표를 보면, 광명시가 1인당 도로연장에서 0.46m/인으로 가

장 낮았으며, 서울시는 0.78m/인, 인천시는 0.80m/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8). 경

기도 전체지역 평균은 1.24m/인 수준이다. 행정구역면적대비 도로연장의 경우 경기

도는 1.13㎞/㎢로 전국 평균 0.89㎞/㎢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서울(13.35㎞/㎢)과 

인천(2.14㎞/㎢) 등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 말 현재 수도권 

전철망을 보면, 지하철은 311.5km, 국철 489.2km로 총 800.7km이다. 수도권 지하철 

및 전철망은 서울 집중이 두드러지며, 한강하구는 경의선이 가장 접하고,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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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지하철 등이 해당된다. 

<표 3-8> 한강하구의 도로현황(2000년 기준)

구  분
인  구

(만명)

행정구역

면적 (㎢)

도로연장

(㎞)

포장률

(%)

1인당 

도로연장

(m/인)

도로연장

/행정면적 

(㎞/㎢)

전    국 4.797.7 99,488.4 88,775.0 75.8 1.85 0.89 

서 울 시 1,037.3 605.5 8,082.7 89.6 0.78 13.35 

인 천 시 256.2 958.6 2,051.8 90.7 0.80 2.14 

경 기 도 928.0 10,189.2 11,535.4 82.1 1.24 1.13 

안 양 시 58.3 58.5 405.7 82.6 0.70 6.93 

부 천 시 78.0 53.4 495.1 91.2 0.63 9.26 

광 명 시 33.9 38.5 156.9 100.0 0.46 4.07 

과 천 시 7.2 35.9 47.2 100.0 0.66 1.32 

파 주 시 19.4 682.5 434.5 76.1 2.24 0.64 

시 흥 시 32.3 131.1 603.4 79.9 1.87 4.60 

군 포 시 27.1 36.4 154.6 80.1 0.57 4.25 

의 왕 시 12.2 54.0 169.2 96.9 1.39 3.14 

고 양 시 80.0 267.3 649.2 97.6 0.81 2.43 

김 포 시 16.5 276.5 257.2 63.5 1.55 0.93 

양 주 군 12.0 309.8 298.3 78.6 2.48 0.96 

자료: 건설교통부(2001b), 통계청 ( http://www.stat.go.kr ) 통계자료서비스 

나) 확충계획  

(1) 광역도로망 

수도권의 4×6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과 연계하여, 고촌~월곶간 고속도로가 포

함된 남북 1축,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포함된 남북 2축(또는 서울∼문산간 고속도

로의 대체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일산대교 등을 신설함으로써 고속도

로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북부지역에 간선도로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경기

도의 경우, 전지역에서 10㎞ 이내, 통행시간 15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서축 8

개, 남북축 9개 노선의 8×9의 간선도로망 구축하며 북부접경권역과 관련해서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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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간선도로 남북 2, 3, 4, 5, 5-1, 6, 6-1축과 국도 87호, 

동서 1, 2, 2-1축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북부지역 내에서의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한

다. 김포∼강원도 고성까지 휴전선을 따라 평화관광로 건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표 3-9> 한강하구 관련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도로

유형
교통축 연결지점 비고

고속

국도

(4×6축)

남북 1축 목포∼평택∼안산∼강화∼해주 서해안고속도로

남북 2축 천안∼오산∼수원∼고양∼개성
서울∼문산고속도로의 

대안축

동서 1축 강화∼파주∼연천∼고성 계획노선

동서 2축 김포∼고양∼양주∼가평∼화천 계획노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구리

일산대교 김포∼아산포 I.C(일산)

국도

(8×9축)

남북 2축 평택∼김포
국도 48호선 

(김포우회도로)

남북 3축 안성∼파주 국도 1호선

남북 4축 평택∼파주 국도 1호선

남북 5-1축 양주∼연천 국도 9호선

동서 1축 파주∼가평 국도 37호선

동서 2축 인천∼양평 국도 37호선

동서 2-1축 김포∼구리 국도 39호선

(2) 지방도로망

경기도의 경우 2001년에 완료되는 사업을 제외한 85개 지방도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추가로 필요한 27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중 한강하구가 포함되는 북부접경권역과 관련해서는 32개 노선 

240.3Km를 확충하고 13개 노선을 추가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부록 표 12). 

(3) 철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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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와 관련해서 광역전철로는 경의선 복선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구상중

인 철도망은 수도권 외부 및 내부순환선, 지하철9호선 연장,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전

철이 있다. 

<표 3-10> 북부접경권역 철도망 확충 계획 

구분 구간 연장(km) 비고

광역전철 경의선 용산-문산 23.3 추진중

광역전철/

간선철도

수도권 외부순환선 삼릉∼소래 5.6 구상중

수도권내부순환선

김포공항∼안산 6.2 구상중

능곡∼의정부 11.2 구상중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대곡 3.9 구상중

경전철

김포시 경전철 김포∼지하철5호선 16.0 구상중

파주시 경전철
운정지구∼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11.6 구상중

(4) 건교부의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중 서북부지역(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와 인천 등

이 포함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오는 2008년 18km 길이의 제2자유로(대화

IC~상암동)가 들어서는 등 모두 29개 노선 2백62km에 달하는 도로가 건설되며, 제2

자유로 완공과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게 될 파주․김포 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흡수하

는 한편 포화상태인 자유로의 교통수요도 분담하게 할 예정이다. 철도는 3개 노선 

42km가 새로 건설된다. 지하철 9호선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Y"자 형태로 각각 고

양시 대곡역(10.1km)과 김포 양촌(21.3km)으로 건설되어 2008년과 2010년까지 연장

된다. 또한 운정에서 파주 출판문화단지까지 11.6km를 잇는 경전철이 신설된다(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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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관광

1) 문화재19) 

한강하구는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가장 집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 2003년 6

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지역에는 총 886개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 이 중 국가

지정문화재는 570개이고, 시․도지정문화재는 316개이며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는 

보물이 34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보 106개, 사적 59개, 중요민속자료 46개, 

천연기념물 13개, 중요무형문화재 1개 등의 순으로 많다. 시․도지정문화재 중에서는 

시도유형문화재가 16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도기념물(63개), 문화재자료

(45개), 시․도무형문화재(29개), 시․도민속자료(17개)의 순서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문화재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지역 한강하구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도지정문화재를 합하여 총 678개의 문화재가 있어, 전체 한강하구 내 886개 문화재의 

약  76.5%에 이른다. 이는 서울이 500여년간 조선왕조의 도읍으로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서울역사박물

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민속박물관 등과 같은 국․공립 문화재 소장기관은 물론 

대학 및 개인 소장가들이 주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

정문화재의 경우와는 달리 시‧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부록 표 13).  

한강하구 중 접경지역의 문화재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보존 

가치가 높은 사적과 천연기념물이 많다는 점이다. 사적 중에는 북한산성 및 행주산성

과 같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산성을 포함하여 김포시의 문수산성(139호)과 파

주시의 오두산성(351호)이 있다. 문수산성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오두

산성은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 주요 능묘로는 파주의 장릉(203호), 공릉‧순릉‧ 릉

(205호), 윤관장군묘(323호)를 꼽을 수 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것보다 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묘가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은 고양 송포의 백송(60호), 

19) 최(2003) 및 조(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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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250호),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무(286호), 양주 남면

의 느티나무(278호) 등이 그것이다. 파주의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를 제외한 나머

지 3개의 천연기념물은 야산이나 묘지 인근에 있어 아직 훼손의 우려는 없으나 재두

루미 도래지는 생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도래하는 두루미 

집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문화재 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에는 보물 9점, 사적 15 개소, 천연기념물 4개 등의 총 28개 국가지정문화재와 

총 68점에 이르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96

개나 되어 그 수도 괄목할 만하지만, 그 중에 보존 가치가 큰 문화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화군의 보물은 주로 사찰, 동종, 석탑, 불상 등 불교 문화재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적은 비교적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성, 요새

(鎭), 돈대(墩臺), 보(堡) 등 국방 관련 유적과 고려시대 왕가의 능이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천연기념물로는 강화 갑곶리의 탱자나무(78호), 강화 사기리의 탱자나무(79

호), 강화 서도면의 은행나무(304호) 등 세 그루의 노거수와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

지(419호)가 있다. 

2) 관광20)  

가) 파주시

파주시 문산읍은 경의선 철도의 종점이며, 통일로가 중앙을 종단한다. 그 외에도 

국도 1호선 등의 도로망이 서울과 연결되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국도 37호선은 연천군, 포천군을 연결하여 동서 방향의 

교통축을 형성한다. 따라서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로부터의 접근성은 그리 

나쁘지 않다 할 수 있다. 

파주시에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DMZ가 있다. DMZ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그 희귀성면에서 관광자원으

20) 조(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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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5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구상에 드문 지역으로 이 지역이 가진 문화, 역사, 생태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21) 파주에는 DMZ외에도 

판문점, 도라산 전망대, 임진각, 제3땅굴, 통일전망대 등 통일․안보를 주제로 하는 

관광자원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 때문에 파주 지역은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

광객들이 하루를 보내는 관광 일정에 포함되어 있어 지금 현재도 수도권의 주요 관광

지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통일과 안보 교육을 위한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다(부록 표 14). 또한 임진강을 끼고 있는 파주시는 문화적으로도 예전부터 선

사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하 고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선사유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

되고 있으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유적이 존재하

고 있다(부록 표 15). 

나) 김포/강화 지역

김포와 강화 지역은 88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과 연결되어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할 수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들과의 교통도 편

리하다. 김포시의 지세는 완만한 구릉성 지형으로 산과 계곡 등은 드물다. 자연관광자

원으로서는 한강하구와 이와 인접한 산악, 포구, 섬 등을 들 수 있다. 김포시의 자연관

광자원현황은 <부록 표 16>과 같이 정리되어질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은 인근 

강화군에 비하여 빈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 보유현황을 보면 사적지 3개소

와 지방문화재 9개소, 향토유적 5개소 등 총 17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부록 표 17>와 같다. 

21)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생식물 99종, 육상식물 361종이 조사되었고, 곤충 114종, 양서ㆍ파충류 20종, 

포유류 11종, 어류 24종, 조류 58종이 확인됨. 특히, 덤불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쇠뜸부기사촌, 

뜸부기, 쇠제비갈매기, 쏙독새, 청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물까치, 청호반새 등 11종의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제 203호로 지정된 재두루미를 비롯해, 두루미, 붉은배새매, 참매, 알락개구리

매,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소쩍새, 솔부엉이, 흰꼬리수리, 개리, 고니, 큰고니 등 13종의 천연기념

물이 조사됨. 또한 고라니, 삵 등 국제적 보호종과 얼룩동사리, 몰개와 같은 한국고유종, 남생이, 구

이, 맹꽁이 등 환경부지정 특정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 중 흰꼬리

수리와 두루미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번 조사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사천과 

대성동 어룡저수지, 민통지역의 석곶리 지역은 철새들에게는 천혜의 서식지임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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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유명한 관광자원을 간략히 설명하면, 최북단에 있는 문수산에 축조된 사적 

제139호인 문수산성을 비롯한 문수사, 장릉, 한재당, 고정리지석묘, 갑곶곳나루 선착

장 석축로 등의 지방기념물이 있다. 특히 문수산 자락에 조성된 김포조각공원은 국내

외 작가들의 조각작품을 비롯해 만화사진관, 향토미술관 등이 함께 갖추어져 있으며, 

부근에 운동시설, 민속놀이시설, 야외교실 등을 갖춘 삼림욕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

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의 측면에서 볼 때 김포보다 오히려 강화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1월 26일 강화교가 준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고, 1997년 12월 

31일에는 강화대교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 인천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

이 훨씬 좋아졌다. 마니산 정상에는 단군왕검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했다는 첨성

단이 있으며, 섬의 해안과 강화읍에는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국난을 

겪은 역사유적들이 남아있어 가족 단위의 답사 여행도 많은 편이다. 또한 자연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강화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꼽힐 정도로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생태관광지역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강화의 특산물인 인삼과 

화문석 역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 강화도의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강화도는 또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관광

지로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2) 

3) 고양/일산

고양시의 서부에는 경의선과 자유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중앙에는 서울의 교

외선인 능의선이 동서로 달린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통일로를 따라 대자리~원

당~행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연결되고 의정부시로 직결되는 산업도로와 기타 간선도

로가 확장되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뚫려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과 쉽게 

22) 중국 소림사의 예를 살펴보면 태권도공원이 제대로 개발될 경우 강화도는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 

대상이 되는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림사가 위치해 있는 하남성 정부는 적극적

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소림사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5-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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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서울시 중심부로부터의 서울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되어 있고, 수서~지축 

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3호선이 대화까지 연결되어 서울과의 연계가 활발하다. 

이 지역은 기존의 관광자원 측면에서는 파주지역이나 강화지역에 비해 빈약한 편

이나 인공적인 관광코스 및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벤트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중남미문화원과 동양 최대공원인 호수공원, 민속

전시관 등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

해 2002년부터 일산구 장항동 일원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테마공원, 문화예술센터 등

을 갖춘 대규모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의 “고양 세계 꽃 박

람회”는 지역의 낙후, 쇠퇴, 미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성장과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을 육성하며 지역의 이미지를 세계화시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려

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탄생하 고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다(표 3-11). 

<표 3-11> 고양 세계 꽃 박람회 발전 추이

구   분 1997년 2000년 2003년

외국인 관람객 15,000 30,000 43,000

총 관람객 - 80만 70만

수출실적 $120만 $788만 $1,126만

마. 수산23)

1) 어업인구 

한강을 경계로 한강 본류 하류쪽은 고양시의 행주어촌계와 김포시의 한강어촌계가 

있고, 임진강 유역에는 파주어촌계가 있다24). 어업인구 비율은 해당지역 전체인구에 

23) 한(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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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매우 낮아 고양시는 0.02%에 불과하나 파주시는 고양시에 비해 거주하는 인구

수는 적으나 인구수 대비 수산업 종사자수가 0.30%로 나타나 어업 종사자 이외에 수

산양식이나 유통․판매에 관련하는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2). 

<표 3-12> 강 하구 어가구 및 수산업 인구현황

   구분

시

가  구  수
수  산  업  종  사  자

어촌계계 전    업 겸    업

총가구수 총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계 431,380
1,274,327

(100)
321

973

(0.08)
199 553 122 420

고 양 284,357
840,345

(100)
41

143

(0.02)
26 88 15 55 행주

김 포 64,816
196,641

(100)
68

120

(0.06)
58 94 10 26 한강

파 주 82,207
237,341

(100)
212

710

(0.30)
115 371 97 339 파주

자료 : 경기도 제2청사 축수산산림과(2002년)

주   : 괄호안은 총인구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강화도 및 인근 도서를 포함한 연안 하구에는 해안선을 따라 11개 어촌계가 있

다.25) 강화도 주변 유인도를 포함한 강화 본 섬에 거주하는 총 인구수는 65,303명이

며, 이중 1,018명인 1.56%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지

난 몇 년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3).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어업자

원의 감소와 어장축소 등으로 인해 어업인구는 현재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24) 어촌계 분류 평정상 한강하류어촌계는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도시근교형 어촌계로 구분되며 소득수

준, 생산기반, 자금자립도, 조직관리, 어장 및 시설관리 그리고 후생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전수준이 중간급인 자립형 어촌계로 평가됨 

25) 연안하구의 11개 어촌계는 어촌계 분류 평정상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벽지 및 접전지역내에 위

치한 취약지구형과 도시근교 및 취약지구형의 중간 형태인 연안촌락형으로 구분되며, 취약지구형 

어촌계는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등 강화도 서북쪽에 위치한 섬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고, 강화 

본섬의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어촌계는 연안촌락형 어촌계로 평가됨



제 3장 한강하구의 인문사회 현황 및 환경관리 실태  69

<표 3-13> 연안하구 어가구 및 수산업 인구현황 

    구분

 읍면

가 구 수 수 산 업  종 사 자
어촌계

총가구수 총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전업 겸업 기타

합 계 23,607 65,303
(100) 918 1,018

(1.56) 352 237 429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7,823
2,046
1,446

22,906
5,804
3,886

83 97 62 14 21
초지
초지
초지

소 계 11,315
32,596
(100) 83

97
(0.30) 62 14 21

길상면
1,991

5,608
79
184

97
193

35
68

17
64

45
61

동검
선두

소 계 1,991
5,608
(100) 263

290
(5.17) 103 81 106

화도면 1,451 3,849
163
52

176
54

49
15

85
-

42
39

흥왕
내리

소 계 1,451
3,849
(100) 215

230
(5.98) 64 85 81

양도면
내가면

1,334
1,244

3,700
3,260 57 63 11 8 44

내가
내가

소 계 2,578
6,960
(100) 57

63
(0.91) 11 8 44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1,636
777
1,221

4,248
2,071
3,556

33 43 18 3 22
강후
강후
강후

소 계 3,634 9,875
(100)

33 43
(0.44)

18 3 22

교동면 1,371 3,453 76 82 18 9 15 사하

소 계 1,371 3,453
(100)

76 82
(2.37)

18 9 15

삼산면 959 2,296 85 93 26 6 61 매음

소 계 959
2,296
(100) 85

93
(4.05) 26 6 61

서도면
서도
볼음

308
178
130

666
395
271

69
37

75
45

37
13

15
16

23
16

서도
서도
볼음

소 계 616 1,332
(100) 106 120

(9.01) 50 31 39

자료 : 1. 강화군 통계연보(2002년)

       2. 경인북부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어촌계 현황(2002) 

주   : 괄호안은 총인구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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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권

강 하구내에 허가된 연안어업 및 양식어업권 현황을 보면 허가된 총 656건의 어업

권 중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파주어촌계가 400건으로 전체 61%를 차지하고, 한강 하

류역에는 행주어촌계 92건, 한강어촌계 164건으로 총 256건이 허가되어 있다(부록 표 

18). 어업권의 대부분은 자망, 연승, 통발, 낭장망, 각망 등과 같은 연안어업이 대부분

이고 메기, 송어, 동자개, 자라, 뱀장어 등의 담수어를 사육하는 육상양식어업이 일부 

있으나 전체 연안 허가어업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강 본류지역에 

설정된 허가 및 신고어업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향후 소멸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도 주변의 어업권은 면허어업과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면허어

업은 총 어장면적 1,008ha내에서 73건의 해면양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부록 표 19). 이중 가무락, 맛, 갯지 이 등을 포획․채취하는 마을어업은 총 

385ha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해면양식어업의 3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간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강화도 남단의 화도면과 길상면의 흥왕어촌계와 동검, 선

두어촌계에서 마을어업의 50% 이상을 실시하며, 가무락, 맛, 백합, 대합, 굴 등의 패류

도 이 지역 내에서 전체의 74%를 양식하고 있다. 한편 강화도 주변해역에서 실시하는 

해조류양식의 대부분은 김 양식이나, 생산 적지 기능상실로 인해 매년 양식어장이 축

소 또는 휴업상태로 있으며, 2003년 8월 현재 흥왕어촌계 2건만이 양식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어류 등의 양식은 총 어장면적 204ha에 29건이 있으며 대부분이 축

제식 양식방법을 실시하고 그 대상품종은 대하와 숭어이다. 한편 강화도의 면허어업

은 인천 신공항건설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로 생산력이 크게 떨어져 많은 어장면적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안어업은 13종류 722건이 허가되어 있는데(부록 표 20), 이중 낚시도구를 이용해 

어획하는 연안복합은 185건으로 전체 연안어업 허가건수의 25.7%를 보여 강화도 주

변해역에서 가장 많이 조업하는 어업형태로 나타났고, 4월~6월 사이에만 성행하는 실

뱀장어 어업(165건)도 전체 허가어업의 22.8%를 차지, 강화도 지역 연안어업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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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어류나 꽃게 등을 어획하는 연안자망 

허가건수(159건)도 전체의 22.1%를 점유하고, 넓은 갯벌지역에 어망을 설치하여 어획

하는 건간망(130건) 어법도 전체 허가건수의 18.1%를 허가받아 조업하고 있다. 한편 

허가어업 건수가 가장 많은 어촌계는 선두(155건), 초지(142건), 흥왕(93건), 동검(82

건)어촌계 순이고 그 외 어촌계는 50건 이하의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다.   

강화도에는 총 면적 9,452.6ha에 76건의 신고어업이 있는데(부록 표 21), 이중 양어

장이나 저수지에서 채포하는 내수면 어업이 전체 신고어업 건수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류는 담수어류로서는 메기, 참붕어, 잉어, 틸라피

아, 동자개, 열대어 등이 있고, 해산어류는 황복, 뱀장어, 숭어, 돌돔, 넙치, 조피볼락, 

농어 등으로 총 20여종 내외의 어류를 양식하고 있다. 그 외 참게와 대하 등의 갑각류 

양식도 성행하고 있다.

3) 어선세력 및 어획량

강 하구내 3개 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선수는 총 210척으로 이중 동력선이  

118척이고 무동력이 92척으로 조사되었다(부록 표 22). 수치상 가장 많은 어선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파주어촌계이나 보유한 어선의 81.4%인 79척이 무동력선으로 이것

은 3개 어촌계 보유 무동력선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한강, 행주어촌

계 순으로 어선세력이 크나 군 접적지역에 가까운 한강어촌계가 동력선 대비 무동력

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지역에 있는 어선은 대부분 1톤 미만의 소

형어선이고 특히 파주어촌계 보유어선은 100% 1톤 미만 목선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연안 하구에 있는 어촌계는 총 416척을 가지고 있어 어선척수도 많고, 또한 보유 

어선의 대부분이 동력선이며 1톤 이상(79.1%)의 어선으로 되어 있어 강 하구에 비해 

어선의 현대화 및 대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23). 이러한 현상은 앞으

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하구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은 어획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

우나 각 어촌계별 탐방조사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1,300톤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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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어획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은 상업

적 가치가 큰 실뱀장어, 황복, 참게, 장어 등으로 조사되었다. 계절적으로 어획하는 

종류를 살펴보면, 봄철(3월~5월)에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 채포가 주

요 어획물이고, 여름철(6월~8월)에는 강으로 산란하러 올라오는 황복이나 반대로 산

란하러 바다로 내려가는 뱀장어를 어획하며, 가을철(9월~11월)에는 참게, 겨울철(12

월~2월)에는 15cm 내외의 숭어 새끼(동어)를 어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강 하구의 어업생산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어촌계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생산량
대표

어종
생산량

대표

어종
생산량

대표

어종
생산량

대표

어종
생산량

계 1,294.9 79.8 335.6 411.6 467.9

행 주 306.3
실뱀

장어
0.3 장어 6 참게 120 숭어 180

한 강 520.3 “ 0.3 숭어 200 “ 120 “ 200

파 주 468.3 숭어 79.2 황복 129.6 “ 171.6 잡어 87.9

※ 생산량은 어업인의 구술에 의한 추정치임.

한편 1996년에서 2001년까지 강화도 주변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어획량과 어

획고를 살펴보면(강화도 통계연보, 2002), ‘96년 어획량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에는 1996년도 어획량과 어획고와 비교했을 때 약 

46% 정도가 감소하 다(표 3-15). 그러나 2001년에는 갑각류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호황을 보여 전체 어획량과 어획고가 증가하 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켜볼 필

요가 있다. 어획된 수산물 종류별 년 변동을 살펴보면 어류는 1997년 이후 매년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인근 해역에 방류한 넙치, 조피볼락, 황복 등이 많이 

어획되기 때문이며 그 외에 어획되는 병어, 준치, 밴댕이, 농어, 숭어 등은 변동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갑각류는 유일하게 매년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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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특히 젓새우는 갑각류 전체 어획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조류는 

1998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발아가 되지 않아 생산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연안하구 어업생산량과 어획고 현황

연도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수량
3,300

(100)

2,563

(100)

2,272

(100)

2,136

(100)

1,758

(100)

4,566

(100)

금액
9,377,632

(100)

11,385,368

(100)

10,618,053

(100)

9,603,448

(100)

4,455,000

(100)

12,157,959

(100)

어류

수량
930

(28.18)

387

(15.1)

795

(34.99)

800

(37.45)
-

845

(18.51)

금액
3,487,500

(37.19)

3,102,750

(27.25)

2,947,612

(27.76)

3,245,000

(33.79)
-

2,945,000

(24.22)

갑각류

수량
775

(23.5)

954

(37.2)

906

(39.9)

1,295

(60.6)

1,758

(100)

3,721

(81.5)

금액
2,983,750

(31.8)

5,515,819

(48.4)

5,240,020

(49.4)

5,780,948

(60.2)

4,455,000

(100)

9,212,959

(75.8)

연체동물

수량
564

(17.1)

480

(18.7)

456

(20.1)
- - -

금액
1,443,840

(15.4)

1,296,000

(11.4)

1,231,200

(11.6)
- - -

기타수산물

수량
27

(0.8)

24

(0.9)

22

(1.0)
- - -

금액
553,500

(5.9)

498,150

(4.4)

473,242

(4.5)
- - -

해조류

수량
950

(28.79)

660

(25.75)

24

(1.06)

41

(1.92)
- -

금액
690,000

97.36)

786,000

(6.90)

420,000

(3.96)

577,500

(6.01)
- -

내수면

수량
8.4

(2.55)

58

(2.26)

69

(3.04)
- - -

금액
219,042

(2.34)

186,649

(1.64)

305,979

(2.88)
- - -

자료 : 강화군 수산과(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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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가. 관리체제 

1) 현황

우리나라의 현행 하구환경관리체계는 하구를 하나의 환경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

는 통합관리체제가 아닌 기능별로 분화가 이루어진 관리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환경관리조차도 기계적으로 이분되어 하천법 상의 하천수역은 환경부가, 바다

쪽 수역은 해양수산부의 관할에 있으며, 내용적으로 담수 및 하천구간의 기수는 환경

부가, 해수 및 하천구역 외측 기수는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

하다. 한강하구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관리체제 하에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리여건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적인 목적의 토지이용규제가 이 지역의 환경을 좌우한다는 

지역특수성을 제외하면 관리체제 측면에서는 여타의 하구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2) 문제점

한강하구 관리체제 상의 문제점은 이 등(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일

반적인 관리체제 상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 하구를 하나의 관리단위로 보아 접근할 수 있는 관리개념이 부재하다는 것이

다. 하구는 타 환경과는 달리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고, 육상과 해양환경이 전이하는 

환경으로 그 특성과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하구전체를 공간적으로 하나의 

환경관리 단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환경관리를 매체별 또는 공간적

으로는 육상과 해양, 담수와 해수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하구를 하

나의 관리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재하다(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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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하구환경관리 관련법

법제도 제정목적 관리범위 특징

하천법

유수로 인한 

피해방지, 

하천이용, 

하천정비

하천구역 - 하천과 해양의 기계적 구분

한강법,낙동강법, 

금강법, 산강․ 

섬진강법*

상수원보호, 

오염원관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 상수원, 하천 중심의 수질 관리

- 하구 제외

연안관리법
연안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해 및 

해안선으로부터 1㎞ 

하천구역 제외

- 연안관리의 기본법

- 하구지역 관리 근거 없음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 

환경개선
연안유역 포함

- 환경관리해역만 관리가능

-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관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보전
하천, 호소, 항만 

등 모든 공공수역

- 생태계 관리 부재

-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

습지보전법 등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 및 

서식지 보호

습지, 천연기념물, 

조류 등 생태계 

및 서식지

- 수질관리 미약

- 종합적 관점의 개선, 보전,    

  복원에 한계

- 일부 하구에 지정

자료: 이 등(2001)

주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산강․섬진강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등 특별법

둘째, 하구환경이 많은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련업무의 권한이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적 분권화와 기능적 분권화가 부조화된 상태이다. 

또한 분화 또는 분산된 관리를 하구환경관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리구조도 부재하여 하구의 환경관리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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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하구환경관리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역할

정부기관

관할권 역

수질환경 수산 

자원

토지 

교통

이․

치수

자연환경 경관․

관광하천수질 오수처리 해양환경 서식처보호

중앙

정부

환경부 ￭ ￭ ￭ ￭ ￭ ￭

해양수산부 ￭ ￭ ￭ ￭

건설교통부 ￭ ￭ ￭

문화재청 ￭ ￭

농림부 ￭

해양경찰청 ￭

지방

정부

시군구 ￭ ￭ ￭ ￭ ￭ ￭ ￭

시도 ￭ ￭ ￭ ￭ ￭ ￭ ￭

지방

청

지방환경관리청 ￭ ￭ ￭ ￭ ￭

지방국토관리청 ￭ ￭

지방해양수산청 ￭ ￭

지방해양경찰서 ￭

셋째, 하구에서의 경제활동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리의 틀이 부재하다.  

한강하구는 한강종합개발을 위한 신곡수중보 건설,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 골재채

취, 일산대교를 비롯한 교량건설 등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의 다른 하구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압력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러

한 개발로부터 하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보전전략은 부재하다. 이는 하구환경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개발 중심의 정책, 생태계 및 습지보전지역 등 보

호구역 지정의 어려움과 관리의 미흡,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실질적인 하구환경관

리의 어려움, 하구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이해 조정체계 부

재 등으로 나타난다. 

넷째, 한강하구의 경우에는 특히 수역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하구관리

를 위한 지식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하구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자료에 기

초하여 하구환경 및 하구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나, 종합적인 기

초 생물상 현황자료, 하구의 물리적 특성분석 등 하구의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데이터가 부족하다. 최근에 시작된 중앙정부 수준의 체계적인 생태계 및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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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사사업에서도 하구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비교적 체계적․장기

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국수질측정망 운 에 있어서도 하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등한시되고 있다. 또한, 하구에 대한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조사 연구는 

단기적․기초적 현황파악 수준에 있어, 하구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과 가치를 평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강하구는 위와 같은 현행 하구관리체제가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DMZ 및 접경지역이라는 한강하구 고유의 군사적 상황에 따른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

지고 있다. 즉, 군사시설 입지와 군부대 관리지역의 설정 등 군사적 토지활용에 따라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등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의 종합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는 문

제도 있다. 또한 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 생태․역

사․문화관광의 개발 등은 군 관할 부분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용 

시설이나 도로 등이 환경과 부조화되거나 이들의 환경적 관리가 부실한 문제도 있다. 

특히 자연생태적 환경이 북한과 남한에 걸쳐 있어 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자료조사

와 정책수립․시행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나.  토지이용 

1) 현황

하구이용은 하구 토지 및 교통 등의 하구유역 이용과 수산과 같은 수역의 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구유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은 토지용도를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

발을 유도하는 방법과 개발사업별로 환경 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대한 악 향을 최

소화하는 수단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역의 경우 접근이 제한된 관계로 수산업과 일부 

골재채취사업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개발권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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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강하구 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은 접경지역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

구분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표 3-18). 권역구분기준(안)에 따라 권역구분을 하면 보

전권역의 경우 653.2㎢로 접경지역 면적의 27.9%, 준보전권역의 경우 1,138.6㎢로 접

경지역 면적의 48.6%이며, 개발에 제약이 있는 이 두 권역이 7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 행정구역별로 보면 보전권역의 경우 연천군이 270.0㎢로 접경지역내 행정

구역 면적의 40.1%를 차지하여 구성비가 가장 높으며, 포천군(31.0%), 파주시(26.5%), 

동두천시(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전권역의 분포현황을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인 비무장지대 주변의 통제보호구역이 대부분이며, 포천 북부, 양주 남부, 그리고 동

두천과 연천, 포천의 시군계를 따라 나타나고 있다. 준보전권역은 고양시가 접경지역

내 행정구역 면적의 67.1%로 구성비가 가장 높으며 양주군(58.3%), 김포시(58.1%), 동

두천시(56.7%), 포천군(51.0%)이 행정구역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정비권역의 경우 고양시의 면적비가 32.9%, 양주군이 30.2%로 비교

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 면적으로 보면 파주시(166.7㎢), 연천군(130.4㎢), 포천

군(88.7㎢)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8> 권역의 특성 및 기준

권 역 특  성 기  준

보전

권역

자연생태․문화유산의 보전과 

고도의 군사활동을 위하여 보

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통제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환경부의 자연환경 기초조사)

준보전

권역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및 안보관광의 보전․관리 및 활

용과 농업진흥이 필요한 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

정비

권역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

을 위하여 토지의 체계적 이용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이외의 접경지역

자료: 행정자치부(2001) 및 환경부(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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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기도 권역구분을 위한 검토기준 (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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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경기도 접경지역의 권역구분(안) (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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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향평가

한강하구의 개별적인 개발사업으로부터 하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수단은 환경 향평가와 사전환경성평가이다. 환경 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중대

한 향을 미치는 국가정책․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으

로 198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7분야 62개 사업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26) 

사전환경성평가는 개발관련 행정계획 및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

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확정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환경 향

과 대책에 관하여 사전에 환경관서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규모의 

점적인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향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200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27) 

한강하구에서의 2000년 이후 환경 향평가서 접수현황을 보면 총88건의 75%인  66

건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도시개발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과 

하천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3-19). 한편, 향후 개발의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총 93건 중 67%인 62건으로 가장 많고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도시개발 및 도로건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환경 향평가서

에 반 된 개발방향과 일치하고 있다(표 3-20). 한편, 강화군만이 포함되어 있는 인천

광역시의 경우 주로 관광단지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6) 1981년 2월 ‘환경 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 81-4호)’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

으로 실시되었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평가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

음.  

27) 사전환경성 검토의 대상범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행정계획(10개)과 개별법의 협의규정에 

의거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행정계획(28개)이 있고, 개

발사업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20개 용도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5,000∼10,000㎡)이상 사업

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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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한강하구 내의 환경 향평가서의 접수현황 (2000.1∼2003.10)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총합계

관광단지 7 1 8 

도로건설 18 3 21 

도시개발 23 8 1 32 

산업단지 3 3 

철도건설 4 7 11 

체육시설 2 2 

토석채취 2 1 3 

폐기물소각시설 2 1 3 

하천이용 5 5 

총합계 66 19 3 88 

<표 3-20> 한강하구 내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현황(2000.8∼2003.10)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총합계

공장설립 6 6 

관광단지 3 2 2 7 

교육시설 1 1 

국토이용계획변경 4 4 

도로건설 8 5 1 14 

도시개발 17 6 1 24 

도시계획 2 2 

산업단지 3 1 4 

주차장(공 ) 2 2 

철도건설 2 1 3 

체육시설 2 1 3 

취락지구 1 1 2 

토석채취 4 1 1 6 

하수도사업 1 1 

하천정비 6 6 1 13 

기타 1 1 

총합계 62 25 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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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한강하구의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토지이용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서북부지역인 한강하구지역은 도시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데, 시

가화지역 비율이 높고, 인구 도가 높아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다. 특히, 1990년대 초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고양시, 김포시 등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개발되었고 공장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면서 공간구조 왜곡과 더불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교통혼잡이 심

화되었으며, 도시지역 외곽 국도변에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

고 있다. 

둘째, 한강하구는 지형상 산악녹지축이 발달하지 못하 기 때문에 녹지등급 7, 8등

급의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김포, 인천, 안산, 시흥, 부천, 광명 등의 수도

권 서부지역은 8등급 산림이 거의 없이 개발되었으며, 최고등급으로 7등급 녹지가 점

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따름이다. 파주, 김포신도시 개발은 한강하구의 도시화와 도시

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토지이용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신도시 주변지

역의 난개발 초래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등록 공장의 확산, 음식점, 모텔 등의 무분

별한 입지 등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양호한 수변공

간은 보전가치도 높지만 음식점, 모텔, 전원주택으로서 입지적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개발압력에 취약하다. 

셋째, 하구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권역을 설정하고 이에 근

거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준보전권역 및 정비권역이 한강하구 수변지

역 및 인접지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우려가 크다. 한강

하구에 민감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보전권역을 확대하고 향후 

구체적인 지역개발의 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평가 및 환경 향평가를 더욱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의선 복원연결,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지원사업, 수도권 북부지

역 교통개선대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DMZ와 민북지역 및 접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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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평가 및 환경 향평가 

시 개별사업의 향뿐만 아니라 교통망확충에 의해 누적되는 향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강 하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에 있어서 경관관리는 매

우 낯선 개념이며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 및 계획에 있어서도 그 지위를 보장받고 있

지 못한 실정이다. 경관관리는 단순히 시각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역사, 문화 등과 같은 전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종합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하구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를 위

한 하구경관모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군사대치장소인 한강하구와 그 주변 접경지역은 군사용 도로 개설과 포장 

등으로 인해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군주둔지임으로 관리 또한 부실

한 실정이다.    

다. 자연환경 

1) 현황 

하구환경관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보호․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라 할 수 있는

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하구연구보존시스템(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Sysytem)과 같이 하구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28) 필요

한 경우 보호지역(또는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또는 군립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 ‘관광

28) 미국의 하구연구보존시스템(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System)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등

(2001)의 보고서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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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특정어업금지구역, ‘수산업법’에 의

한 보호수면지정 등이 그것이다(부록 표 24).

한강하구에는 2002년 말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와 

강화갯벌 저어새 번식지가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보호구역)으로 약 394.4km
2
지

정(표 3-21)되어 있으며, 한강밤섬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그 

외 강화도 남단갯벌, 전호산, 한강하구가 주요 철새의 도래지로서 생태계변화 관찰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표 3-22).29) 또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

호구가 김포시 하성면 일대의 하천습지를 포함하여 한강하구에 총 394.4km
2
가 지정

되어 있다(표 3-23).30) 

<표 3-21> 한강하구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지정현황

종목 명칭 면적 소재지 관리자

천연기념물 

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23,744,000㎡

경기 파주시 교하면, 

김포군 한강변의 

충적퇴적지역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천연기념물 

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370,667,483㎡ 인천 강화군 강화군수

29) 생태계변화 관찰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 우수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

고 야생 동․식물의 주요서식지 훼손을 방지하여 불법 포획, 채취 및 렵행위 등 감시․단속을 강화

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

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하여 보호․관찰하는 제도임(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3조). 

30) 조수보호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수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고, 조수보호․번식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해제함. 조수

보호구는 산림조수서식보호구, 대규모서식보호구, 집단도래보호구, 집단번식보호구, 유치지구보호

구, 특정조수서식보호구, 애호지구보호구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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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한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지정현황

지역명 행정구역 지정면적 지정사유

한강밤섬 서울특별시 등포구 0.24㎢ 철새도래지

강화도 남단 

갯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해안선길이:

약 50㎞

갯벌생태 우수 주요 

철새도래지

전호산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 해오라기 집단서식지

한강하구 경기도 김포시 26,219㎢ 동북아두루미네트워크지역

자료 : 경인지방환경청

<표 3-23> 한강하구 조수보호구 지정현황 

시․군 소 재 지
고시일자

(설정기간)

설 정 면 적(km
2
)

서식 조수명
계 산 림

농경

지
기 타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7-1외2

＇97. 1. 1

(2006.12.31)
0.08 0.08 - - 참새,까치

덕양구 행주내동 

산26-1외17

＇92. 5.11

(2002. 5.31)
0.14 0.14 - - 참새,까치,꿩

덕양구

 용두동 산30-1

＇97. 1. 1

(2006.12.31)
0.10 0.10 - -

참새,까치,꿩,청솔

모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외5개리 수면

＇96.12.16

(2006.12.31)
11.45 - - 11.45

재두루미,기러기,청

둥오리

 풍무동 산141-1
＇96.12.16

(2006.12.31)
0.105 0.105 - -

꿩,도오새,

참새,멧토끼

월곶면

 용강리 산34-6

＇02.1.1

(2006.12.31)
0.112 0.112 - - 두루미,왜가리,백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2-2
＇97. 1. 1

(2006.12.31)
0.05 0.05 - -

꿩,멧비둘기,다람쥐,

청설모

 중원구 은행동 

산2-2

＇02. 5.20

(2012. 5.20)
0.05 0.05 - -

꿩,멧비둘기,다람쥐

청설모

중원구 은행동 

산4-1외4

＇02. 5.20 

(2012. 5.20)
0.06  0.06 - -

꿩,멧비둘기,다람쥐,

청설모

중원구 상대원동 

산193-7

＇97. 1. 1

(2006.12.31)
0.10 0.10 - -

꿩,멧비둘기,다람쥐,

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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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한강하구 조수보호구 지정현황(계속)

시․군 소 재 지
고시일자

(설정기간)

설 정 면 적(km2)

서식 조수명
계 산 림

농경

지
기 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1

＇97. 1. 4

(2006.12.31)
1.84 1.84 - -

꾀꼬리,박새,뻐꾸기,

때까치,다람쥐

 동안구 비산동 

산3-1

＇97. 1. 4

(2006.12.31)
2.48 2.48 - -

꾀꼬리,뻐꾸기,박새

때까치,올빼미,물새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산64

＇92. 5.13

(2011.12.31)
0.455 0.455 - -

토끼,노루,멧꿩,

참새,멧비둘기

장흥면 울대리 

산66-2

＇97. 1. 1

(2006.12.31)
0.05 0.05 - -

토끼,노루,

멧꿩멧비둘기,참새

의정부

시
 호원동 산91

＇99.12.6

(2006.12.31)
0.10 0.10 - -

비둘기,토끼,꿩,산

까치,다람쥐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21-1

＇97. 5.10

(2006.12.31)
0.30 0.30 - - 청둥오리,꿩,너구리

조리면

 봉일천리 산15-1

＇96.12.30

(2006.12.31)
0.10 0.10 - - 청둥오리,꿩,왜가리

서울

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
＇91. 12.30

(2011.12.31)
3.00 3.00 - -

다람쥐,청설모,꿩,

참새

관악구 신림동 산58
＇91. 12.30

(2011.12.31)
2.00 2.00 - - 다람쥐,청설모,꿩

서대문구 연희동 

산2-14

＇91. 12.30

(2001.12.31)
2.92 2.03 - 0.89

꿩,다람쥐,

까치,산비둘기,

소쩍새,황조롱이

서초구 원지동
＇91. 12.30

(2011.12.31)
3.38 3.38 - -

꿩,산비둘기,뻐꾸기,

다람쥐,청설모

서초구 우면동
＇91. 12. 30

(2011.12.31)
3.75 3.75 - -

꿩,산비둘기,뻐꾸기,

다람쥐,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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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군

용인시화성시
수원시

하남시

교동도

석모도

서검
도

주문
도

볼음
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면

연백군

철새도래지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생태계보전구역

조수보호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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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강하구 보호․보전지역 지정현황 

한편,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어 왔던 강화도 남단 갯벌은 

아직까지 주민의 반대로 지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되고 있는 안을 보면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희귀물새가 도래하며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강화도 

남단 갯벌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동경 126˚ 12′

∼ 126˚ 32′, 북위 37˚ 26‘∼37˚ 38‘) 일대의 약 271.4 ㎢ (갯벌면적 : 164.5㎢)를 강화도 

남단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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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강화도 남단 습지보호지역 안 (자료: 해양수산부, 2003)

2) 문제점

한강하구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현황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구생태계의 구조,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문제

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종합적인 기초 생물상 현황자료와 정보화작업이 부재

하다는 것이다. 기초현황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의 부재로 인한 주요 생물서식지의 분

포가 불명확하여 법적 보호생물 및 희귀 동․식물 그리고 국제적인 보호 및 관찰을 

요하는 주요 조류의 분포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이나 관리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생물다양성 및 자원관리와 관련된 

정책이 국제적인 환경보전의 흐름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근원이 되고 있다.

둘째, 한강하구 중립지역을 포함한 장기적인 생물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 지금까지 한강 축을 중심으로 하구의 종적 및 횡적인 개념이 반 된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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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명확하여 이에 따른 정확한 생물질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상존하며, 기

존 자료도 연관성이 없는 개별적인 조사로 자료의 과학적 정 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

다. 특히, 한강하구는 지정학적인 특성과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장기적이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생물모니터링 계획 및 추진체계가 부재한 실정이고  관리대책

의 대부분이 일부 생물군(특히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자료에만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강하구가 지닌 생태적 구조, 기능 및 가치를 평가

하는데 매우 부족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생물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하구의 생물서식지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향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 제

방 축조에 따른 고유한 수변부의 구조적 특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으며 소집수역의 

개념에 따른 산림과 하구의 연결성에 대한 생물서식지 전반에 대한 분석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수변부 습지 및 배후습지, 그리고 만․간조 시 소멸․형성되는 

삼각주의 분포양상에 대한 지리정보의 부재와 이에 따른 생물서식지의 시공간적 분

포형태에 대한 분석 자료도 부재하다. 한편 한강 수변부에 형성된 제방에 의한 자연

적인 습지의 분할 및 습지의 농경지화에 따른 생물서식공간의 제한성과 이러한 제한

성이 한강하구의 생태계에 미치는 향 또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사항이다. 

넷째, 이렇게 기본적인 하구생태계 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하구지역의 서식지 및 생

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관리전략을 구체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즉, 하구 내의 특

별보호지역이나 특별보호지역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보전

지역의 한계설정이 어렵고, 생물다양성 개선 및 하구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범

부처적 관리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며,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적용

될 수 있는 각종 법정‧비법정 규제, 지침, 계획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데 한

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 수질환경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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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염원 입지를 규제하는 입지제한제도와 공

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사후에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처리대책이 사용된다. 잠실수

중보 이하의 한강하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

수원보호구역 및 ‘한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및 총량관리제도 적용지역에서 제외

되어 있는 지역으로 순수한 환경보전 목적의 오염원 입지제한적인 규제는 미미하며 

대부분 환경 외적인 규제로 인해 오염원입지가 관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강하구의 김포시(76.1%), 파주시(99.3%), 고양시(52.1%), 강화군(99.7%)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부록 표 2) 이 지역에서는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

되고 있다.31) 그러나 최근 ‘접경지원지원법’에 의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

면서 도시 및 기개발지를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강하구의 수질환경관리는 공공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한 오염물질의 사후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강하구는 전국에서 가장 오염원이 집되어 있지만 

88올림픽 개최 및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상수원

으로 사용되는 잠실수중보와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오

염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된 오염원 분포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유기물질

(BOD) 기준으로 보면 하구수질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오염원 관리노력은 환경기초시설 현황에 반 되고 있다. 한강하구의 하

수처리용량은 2001년 말 약 7,613,000톤/일로 처리구역 인구 기준으로 하수도 보

급율이 약 88.1% 정도로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구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서울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98.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하수도 보

31)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는 

보호구역의 표식이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군사시설의 촬 ․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 또는 복제(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제외)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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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률의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심하여 서울 이외의 김포시, 파주시, 그리고 인천광

역시의 강화군은 각각 0.3%, 0.3%, 0.0%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표 3-24> 한강하구 하수처리율 변화(1997∼2001)

구  분

1997년 2001년

인구수 하수처리인구
보급률

(%)
인구수 하수처리인구

보급률

(%)

경기도 4,625,931 3,487,696 75.4 4,640,020 3,909,503 84.3 

서울특별시 9,419,584 9,197,454 97.6 9,340,325 9,200,303 98.5 

인천광역시 826,012 60,148 7.3 973,028 60,148 6.2 

총합 14,871,527 12,745,298 85.7 14,953,373 13,169,953 88.1 

시․군별 하수처리장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본류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에 대부분

의 하수처리장이 집되어 있고 한강하구의 하류지역인 김포시, 파주시, 강화도에는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32) 서울특별시 서남, 난지하수처리장

과 고양시 고양하수처리장 등 3개소는 한강본류에 처리수를 직접 방류하고 있다. 기

타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개별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산업폐수공공처리시설은 <표 3-25>와 같다. 마을하수도는 하수처리장이 위치하지 않

은 파주시, 김포시의 생활하수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의정부시를 제

외하고 모두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되고 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문산천 유

역에 위치하는 파주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유일하며 처리 후 문산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다. 또한 한강하구 유역 내 산업폐수공공처리시설은 위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오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BOD 배출부하

량이 1997년에 비해 서울의 경우 2.3%, 경기도의 경우 7% 감소했다. 단, 인구가 특히 

많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처리장 확충이 미진한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1997년에 비

해 BOD 배출부하량이 10.8%가 증가하 다.

32) 한강하구의 시․군별 하구도보급율 현황은 <부록 표 25>, 하수처리장별 운 현황은 <부록 표 26>, 

기타공공처리시설 현황은 <부록 표 27>∼<부록 표 29>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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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하수처리장 현황

2001년 하수처리장 현황

유역 외 하수처리장

2002년 신설 하수처리장

<그림 3-7> 한강하구 하수처리장 위치도

<표 3-25>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개소) 시설용량(톤/일)

마을하수도 9 315

분뇨처리장 15 10,266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 200

산업폐수공공처리시설 - -

합    계 22 1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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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수질환경현황과 관리현황을 통해 본 하구의 수질환경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슈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고 단기간 내에 해결하

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질환경의 장기변동을 보면 양염류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약 2∼4배의 

증가를 보 으며 상기 양상은 주요 무기염류인 질소와 인 모두에 해당되어 심각한 

부 양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 하류와 인접한 한강하구의 수질은 무기 양

염류를 제어할 수 있는 수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적으로 강

한 조류에 의해 악성 적조, 녹조 등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수중의 인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으로 특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곡수중보의 하구환경에 대한 향평가와 운  또는 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곡수중보는 하구순환패턴의 왜곡, 빈산소환경의 형성, 왕

복성 회유어종의 이동제한, 퇴적물 세립화와 같은 퇴적물운반 기작의 변화 등 한강하

구에서 발견되는 많은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향 이외에 신곡수중보가 특히 보 하류의 하구에 미치는 환경적인 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신곡수중보가 하구환경에 미치는 향을 재평가하여 신곡수중보 

운 의 합리화 및 필요하다면 구조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지이용의 고도화에 따른 비점오염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

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유기물질의 부하는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비

점오염부하 특히 질소, 인의 부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하다. 비점형태의 강우쓰레기 또한 하구의 생활환경 및 수산자원의 질을 저하시키

므로 현재와 같은 사후수거 및 처리중심의 대책이 아닌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오염원 차원의 관리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는 기형 어류의 출현 원인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대기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유입, 연안에 집중된 산업폐수로부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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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퇴적물로 인한 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해화

학물질 및 환경호르몬 등의 오염원, 배출경로 및 노출경로에 대한 면 한 연구가 추

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강하구는 담수지배적 환경인 신곡수중보 상류수역과 해수지배적 환경인 

강화도 남측 해역과 기수역인 신곡 수중보부터 강화도 북단수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즉, 한강하구의 수질은 전적으로 해수의 희석 정도와 그 위치에 따라 수질이 좌우되

므로 하구의 환경기준을 해수 또는 담수로 이분화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염분을 근거로 수질환경기준을 담수, 기수, 해수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강하구의 수질환경은 국내 뿐 아니라 북한의 향을 크게 받으므로 북한

의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개발예정인 개성공단 및 배후도시의 개발 시 

환경기초시설이 우선적으로 건설되지 않으면 하구수질에 큰 악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33) 북한 지역의 민둥산은 토양의 유실이 매우 심해 하구퇴적환경에 

막대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마. 수산자원

1) 현황

강 하구의 수산자원 증강 및 보호육성을 위한 관리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어촌계별

로 매년 종묘방류 사업을 하는 것이다(표 3-26). 행주어촌계와 한강어촌계는 2001년부

33) 개성공단은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일원에 공단 800만평과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배후도시 

1천200만평 등 총 2천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616만평이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규모임. 개

성공단은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3단계에 걸쳐 8년간 개발되며, 1단계로 공단 100만평과 기존 개성

시가지를 활용한 공단 배후 주거단지 560만평이 조성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성과에 따라 약 4,000만

평으로 확대하고, 그 이후 약 300㎢(1억평)까지 확대 개발할 계획에 있음. 제1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 의류, 신발, 피혁, 양말, 전기․전자 및 금속․기계업종의 조립 분야 등이 대표적인 유치

업종이며, 제2, 3단계에는 1단계의 유치업종은 물론 전기․전자, 자동차, 정 화학과 정보통신 등 중

화학 장치산업과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임. 2003년 1월 말 현재 입주를 신청한 기업

은 업종별로 섬유 192개사, 의류 186개사, 기계․금속 143개사, 전기․전자 87개사 등 모두 912개 업

체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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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종묘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류어종은 행주어촌계의 경우 뱀장어를, 한강어촌

계는 참게, 황복, 동자개를 한강 하류 부근에 방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주어촌계

는 1996년부터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종묘를 방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방류된 

어종은 총 11종에 7,157천미로, 방류미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참게, 황복, 

메기 등은 다른 어종에 비해 많이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강 하구의 종묘방류 실적

(단위: 천미)

    구분

어촌계

합 계

방          류          어          종

메기 잉어 붕어 참게
뱀장

어
황복

동자

개

쏘가

리
재첩 자라 은어

계 7,157 1,071 208 235 2,628 235 1,677 874 5 20 4 200

행주

2001 25 - - - - 25 - - - - - -

2002 25 - - - - 25 - - - - - -

2003 32 - - - - 32 - - - - - -

한강

2001 75 - - - 50 - 25 - - - - -

2002 1,152 - - - 500 - 652 - - - - -

2003 200 - - - - - - 200 - - - -

파주

1996 96 13 53 30 - - - - - - - -

1997 611 425 45 45 96 - - - - - - -

1998 682 - - 20 505 10 - 147 - - - -

1999 397 20 10 10 150 - - 207 - - - -

2000 552 125 - - 223 - - 204 - - - -

2001 1,014 488 100 130 253 38 - - 5 - - -

2002 1,324 - - - 416 72 500 116 - 20 - 200

2003 972 - - - 435 33 500 - - - 4 -

자료 : 경기도 제2청사 축수산산림과(2002년)

강화도 주변해역에도 199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종묘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

며 2002년도까지 총 626,510미의 우럭과 황복 치어를 만도리어장과 창후어장에 방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7). 종묘방류에 대한 어획 효과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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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방류어종과 방류미수를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7> 연안하구의 종묘방류 실적

         구분

연도별
장소 품종

살포량

(미)

사업비

(천원)

계 626,510 247,070

1997 만도리어장 우럭 100,000 39,800

1998 - - - -

1999 창후어장 황복 165,181 59,964

2000 창후어장 황복 185,329 62,456

2001 창후어장 황복 60,000 29,400

2002
창후어장

만두리어장

황복

우럭

60,000

56,000

29,000

26,450

자료 : 강화군 수산과(2002년)

2) 문제점

지속가능한 수산은 수산업 자체가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어획, 서식지의 감소, 구조물 설치에 따른 이동통로 차단 및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강화도 주변 해역의 어업생산량은 ’90년도 중반부터 지

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0년도 어획량과 어획고는 1996년도 생산실적에 비교

하여 46% 감소했고, 해조류 양식은 생산 적지 기능상실로 어장 축소 및 휴업상태이며 

가무락, 맛, 대합, 백합 등의 패류양식은 어장환경 악화로 생산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둘째, 실질적인 수산관리 방안의 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한강하구 수산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및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 뱀장어, 황복, 참게 등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어종

의 생활 사이클, 서식지, 산란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산란지 보호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어렵고 종묘방류의 효과 및 

종묘방류로 인한 하구생태계 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 3장 한강하구의 인문사회 현황 및 환경관리 실태  97

셋째, 분화된 수산행정체제로 인한 종합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이

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의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 간 수산관련업무의 권한이

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한강하구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적

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넷째, 하구개발 및 유역활동으로 인한 향이 일차적으로 환경현황에 치우쳐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한강의 골재채취

사업은 어류의 산란 및 성육지에 악 향을 미칠 수 있고, 수중보의 건설은 왕복성 회

유 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유역에서 유입된 쓰레기는 수산자원의 질을 저하시키고 

생산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구이용 및 유역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수산자원에 미치는 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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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강하구 환경관리여건 전망과 대응 전략

1. 환경관리 여건 및 전망  

가. 개 괄 

제3장에서 살펴본 한강하구의 환경, 이용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남북 교류

가 진전됨에 따라 한강 하구의 보전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을 포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육로(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개성공단의 건설은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

기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개발도 탄력

을 받게 될 것이다. 한강하구의 환경보전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여건의 변

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 현안의 해결과 더불어 향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한강하구가 가지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기회요

인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표 4-1).  

<표 4-1> 한강 하구 보전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생태계의 우수성 및 다양성
○하구 지형경관의 우수성 및 특이성
○지역 시민단체운동의 활성화 및 조직화
○군사적 목적에 의한 개발 억제
○풍부한 역사 및 문화유산

○제한된 접근으로 환경자료 부족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 심리
○지자체의 지역개발 및 난개발
○군 활동 및 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한강하구에 대한 학술적 관심 증가 
○접경지역 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신행정수도 건설
○접경지역의 생태적‧평화적 이용 운동 확산
○생태관광지로의 발전 가능성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시행
○남북 교류 증대에 따른 교통로 확충
○외지 관광객의 증대
○한강수변 활용 욕구 증가
○북한 개성공단의 개발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최(2003)의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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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강하구 환경관리 여건 

한강하구의 자연환경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강하구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넓은 하구 및 연안습지의 분포와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우수한 하구생태계와 풍부한 

생물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표 4-2). 즉, 한강하구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알려

진 낙동강 하구와 천수만의 일부인 간월호에서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법적 보호종의 

종수 및 전체 조류의 총 종수보다 훨씬 많은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34) 이는 한강하구

가 비무장지대를 연결하는 자연생태축과 연안자연생태축이 교차하는 자연생태의 핵

심지역이라는 대내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저어새의 번식지, 재두루미의 월동지이자 

기착지, 개리 등 오리․기러기류의 월동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관심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표 4-2> 우리나라 주요 하구에 분포하는 조류상의 비교

지  역 멸종위기종 보호종 특정종 전체 종수 전체 개체수

한강하류 및 강화도 7 14 20 166 60,906

한강하류(오두산전망대-

행주대교)
․ 3 3 17 20,495 

아산호 ․ 3 2 32 2,293

간월호 3 11 5 73 33,328

금강하구 ․ 3 ․ 28 25,344

순천만 1 5 2 34 15,746

낙동강 하구 2 8 1 46 11,419

 자료: 강화군(2003) 및 국립환경연구원(2002)에서 취합정리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구가  하구언 건설 및 매립으로 인해 생태계 훼손은 물

론 자연경관이 훼손된 것과는 달리 한강하구는 대조차(大潮差) 환경에서 발달하는 자

34) 비록 조사의 주체가 다르고 조사시기의 차이가 나는 결과로부터 비교․분석하여 이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결과는 한강하류를 포함한 강화도 지역이 우리나라의 하구 중 가장 많은 주요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종수 및 개체수도 매우 풍부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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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하구경관을 아직까지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즉, 한강하구는 지형경관 V등

급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지형경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환경부, 1997) 자연하

구가 가지는 하구순환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하구라는 점에서  미국

의 ‘하구연구보전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하구관련 연구와 자연적인  교육의 

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하구이기도 하다(표 4-3).

<표 4-3> 미국의 하구환경관리 프로그램 비교

구 분
하구연구보전시스템

(National Estuary Research  
Reserve System)

하구프로그램
(National Estuary Program)

하구복원프로그램
(Estuary Habitat

Restoration Program)

근거법 연안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 청정수법(Clean Water Act) 하구복원법 ( E s t u a r y 

Restoration Act 2000)

목 표
지속적인 하구관련 연구와 
교육의 장(場)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지역 지정

수질을 포함한 하구 고유의 특
성, 기능, 가치의 보전 및 개선

2010년까지 100만 에이커
의 하구서식지 복원

지정절차 주지사가 신청, 해양대기청( 
NOAA) 차관이 지정

EPA청장 또는 주지사가 발의, 
EPA청장이 승인

주정부를 포함한 비연방
기관이 신청, 육군장관이 
선정 

관리계획
(수립주체)

-환경 향평가보고서, 관리
계획(주정부)

-하구보존및관리종합대책
 (하구관리협의회)

-국가하구복원전략
(연방 하구서식지복원위
원회)
-복원사업계획(신청자)

시행 주정부 주정부 주정부를 포함한 비연방
신청기관

연구 

-하구생태계의 과학적 이해
를 위한 조사, 연구
-하구 및 연안의 환경관리 
및 정책지원 자료
-하구환경에 대한 시민이해 
증진 

-관리협의회 소집요구의 필요성 
판단 및 관리협의회 활동에 필
요한 연구활동 지원(환경 향평
가프로그램, 생태계조사 및 평
가프로그램, 종합적인 수질조사
프로그램, 하구물질순환 및 
향에 관련된 연구프로그램)

-하구연구보전시스템 및 
하구프로그램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수행

모니터링

-하구환경현황 및 변화
-지역적 특성 및 변화
-해양대기청의 연안모니터
링프로그램 이용

-해양대기청 모니터링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수행

-해양대기청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

교육, 홍보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 개
발
-시민교육자료 제공
-시민참여프로그램 운

- - 

재원 관리 및 운 을 위해 최대  
70% 연방기금 지원

대책수립 및 시행을 위해 최대 
75% 연방기금 지원

복원소요 비용의 최대 
65% 연방기금 지원

자료: 이 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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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강하구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강하구에는 전국 또는 지역에 기

반을 둔 약 19개의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산대교, 통일동산 하수종

말처리장, 김포‧파주 신도시, 경인운하 등의 건설로부터 한강하구 생태계의 훼손을 

적극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로 ‘한강하구권 생태보전을 위한 연대회의’가 조직되었

다.35) 물론 이들 환경단체의 활동은 아직까지 개별사업 단위의 환경현안 해결에 주력

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미진하지만, 향후 환경운동이 더욱 조직화되고 한강하구

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한강하구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

고 및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36) 또한 한강하구를 포함하여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특이성 및 그 훼손 

위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해외 환경단체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환경보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내적인 환경운동의 태동과 함께 환강하구보전을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37)  

그러나 환경관리를 위한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강하구 생태

계 및 서식지는 골재채취, 교량건설, 수변개발 등의 단위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급속도

로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개발사업을 제어하거나 적어도 한강하구

의 환경훼손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사․연구 자료의 부재이다. 지

금까지 대부분의 자료는 조류(鳥類)에 국한되고 있고 하구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체계

35) 한강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환경단체 현황에 관한 정보는 최(2003)를 참조 바람.

36) ｢한강하구권 생태보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한강하구연대)｣는 2003년 11월 2일에 창립된 전국적 

환경운동단체, 지역 환경운동단체 및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 이 기구에는 녹색연합, 문

화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습지보전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환경정

의시민연대 등의 7개 전국적 조직과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파주환경운동연합, 전교조파주지회, 김

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지역 조직이 참가하고 있고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고양습지연구

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별 단체를 기준으로 할 때 총 23개 단체

가 가입. 

37) 국내 환경단체들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홍보 활동을 하거나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해외 환경단

체로는 ｢DMZ 포럼｣(DMZ Forum), ｢국제두루미재단｣(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국제새보

호재단｣(Bird Life International), ｢쿠릴섬보호네트워크｣(Kuril Islands Network),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국제교육문화기구(UNESCO), 세계평화공원재단 등을 들 수 있음. 최근 ｢국제두루미재단｣은 

가장 적극적으로 접경지역 생태계보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아치볼트 회장은 한국이 두루

미 보호를 위한 ｢지구환경기금｣(GEF)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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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하구의 물리화학적 작용, 하구생태계의 구조 및 기

능, 하구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접경

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해

제 등에 따라 지역개발의 압력이 점증하고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하구 관

련조사연구는 하구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득자료는 되어도 개별적인

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 활동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일반 DMZ의 환경문제가 군의 사계청소(권 등, 

2000)라면, 한강하구는 치수를 위한 제방과 제방을 따라 설치된 철책으로 인한 하구

수역과 인근 육역 간의 생태통로 단절을 꼽을 수 있다. 즉 한강하구는 수변의 제방과 

철책으로, 상류에서는 신곡수중보에 의해 단절된 고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태통로의 단절은 종 다양성(특히 포유류)의 감소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치

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DMZ일원의 자연

환경 훼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각종 군사 활동 및 군 시설설치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인식을 반 하고 있다(전 등, 2003).38)

다. 한강하구 환경관리여건 전망 

향후 한강하구의 환경관리여건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

다. 한강하구 지역의 꾸준한 인구증가는 한강하구 개발압력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위협 요인이며, 여기에 주 5일제의 도입과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파주, 김포, 강

화 등지의 관광객도 한강하구의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와39) 같은 국가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하구생태

38) 설문조사 결과 DMZ 일원의 자연환경 훼손의 원인으로 65.7%가 각종 군사 활동 군사 시설 설치를, 

14%가 국가나 지방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법령의 미비를, 7.9%가 도로 등의 공공 

개발사업을, 6.2%가 관광지 개발과 같은 수익사업 개발을, 3.9%가 농지확장 등 무분별한 경작지 개

발을 지적.  

39) 인천 서구 시천동 서해와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길이 18km, 폭 100m의 주운수로(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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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한강변의 골재채취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하구이용도 한강하구의 환경에 크게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한편, 최근에는 

한강철책의 일부를 제거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한강수변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40)

금년에 수립된 ‘접경지역10개년종합계획’에 따라 실제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이 시

작되고41) 교통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연결로를 포함해 한강하구 주변 지역

의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교통망이 확충되는 경우 개발사업자체에 따르는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의 부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로 인해 한강하구 환경에 

적지 않은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성공단과 이를 지원하는 배후 도

시의 건설은 한강하구로 직유입되는 사천강의 수질과 자연생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

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강하구에 대한 개발압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2002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을 통해 2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개편, 개발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등과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엄격히 

적용된다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DMZ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

고,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가시

화되고 있는 것 또한 한강하구보존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다.42) 예를 들어, 파주시와 

40) 고양․김포․파주시는 철책을 철거한 뒤 한강변에 제방도로를 건설하고 수변의 유휴지를 활용, 자

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주민휴식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군 철책선 

20~30㎞가 제거할 것을 요구하 으나 군의 반대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임. 

41) 행정자치부는 2003년 4월 ｢접경지역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에 금년부터 10년간 5조 1,278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42) 비무장지대 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UNESCO의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하

는 방안(송, 1999), UNESCO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frontier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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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강하구가 가지는 생태적 우수성과 지역의 군사안보시설을 연계한 생태-안보

관광코스의 개발을 통해 환경보존과 지역개발 욕구를 조화시키는 것도 하구환경보전

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강하구 환경관리비전 및 원칙

가. 비전

한강하구의 상당부분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만 바닷물과 강물이 자연스럽게 만나 

조석 및 하천유량에 따라 흐르고, 갯벌, 습지, 하천, 바다 등 땅과 물이 다양한 서식지

를 만들며, 여기에 인간과 다양한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생태적 공간이다. 동시에 한강

하구는 수산업, 농업, 관광, 레져 등의 산업의 기반이 되고, 휴식 공간 및 심미적 즐거

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설골재원이 될 수 있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인 풍요로움을 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등(2001)은 이러한 하구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나라 하구관리의 비전을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하

구 창조’라고 제안하 다. 

이는 ‘자연의 모든 생물과 우리 후손이 어우러져 공생하는 삶’이라는 자연정책비전

(환경부, 2001), ‘자원이용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이 주는 혜

택을 모두가 고루 누리는, 삶의 질이 높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환경부, 2000b)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개념(건설교통부, 2000a)과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창조’ 라는 

해양개발기본계획’의 목표(해양수산부, 2001a)를 반 하고 있다. 특히 제안된 비전은 

지속가능개발의 관점에서 하구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LCREP, 1999), 국

방안(김, 2002a), 람사 싸이트(Ramsa's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

원도 인제군의 평화생명마을(권 등, 2000)과 경기도 파주시의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김, 2002b) 조성

을 추진한 예에서 보듯이 일정지역을 생태적‧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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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001; TEP,1999) 및 호주(DEP, 1996)등의 하구환경관리 비전과도 일치하고 있다

는 점에서 한강하구환경관리의 비전으로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한강하구’로 채택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나. 원칙

이 등(2001)은 우리나라 하구환경관리의 원칙으로 지속가능의 원칙, 동반자적 협력

의 원칙, 생태계 중심의 원칙 및 통합적 접근의 원칙을 제시하 다. 이러한 하구환경

관리의 원칙은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원칙과 통합유역관리의 원칙을 준용한 것으로 

전 등(2003)이 DMZ 일원의 환경관리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원칙, 

보전 우선의 원칙, 참여와 협의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공유의 원칙, 통합의 원칙과 

궤를 같이한다. 한강하구의 지역특수성의 관점에서 각 원칙이 가지는 의미와 그 중요

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은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행위가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완충시키고 회복

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넘어선 개발은 재생이나 복원이 불가

능한,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자원 파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

회를 구성하 으며 기존의 환경 향평가 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환

경성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 향

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계획단계에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

소화함과 동시에 만일 비가역적인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자체의 추진을 재고

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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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는 다른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 보전정책과 지역주민 생존권 사

이의 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계보전정책과 남북화해협력 정책 사이의 충돌이 상

존하는 지역이다. 이는 환경보전과 군사적 목적간의 부조화 형태로 나타나는데  군사

적 특성으로 인한 조사 및 관리 프로그램 실행의 제한과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환경관

에 기인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의 공통목표 접근의 불확실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강하구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등뿐만 아니

라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가지는 한계의 극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2) 동반자적 협력의 원칙

한강하구의 특성은 우리나라의 타 하구와는 달리 현재 군(軍)이라는 주도적인 이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SWOT 분석의 위협요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에는 남북 긴장완화와 접경지역 개발의 추진과정에서 군주도의 지역이용이 축소

되고 대신 지역개발이 추진되면, 타 하구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역개발 

및 하구이용에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은 오랫동안 군사적인 이유로 낙후되었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욕구

가 강력한 반면 한강하구가 가지는 자연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인한 

보존 욕구 또한 강한 지역이다. 따라서 환경관리에 있어 보전과 개발이라는 근본적으

로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부문간 우선순위 설정, 분화된 환경관

리체제하의 기득권 유지 또는 관리의 사각화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자적 인식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참여, 협조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생태계 중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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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환경훼손을 극소화할 

수 있지만 아주 민감한 환경이나 서식처는 상대적으로 약한 스트레스에도 쉽게 훼손 

될 수 있으므로 개발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중심관리의 원칙이 

생태계를 이루는 서식지, 생물, 인간, 물, 토양 등 다양한 구성요소 각각의 가치에 대

한 평가와 이들 구성요소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건강한 하구생태계를 보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한강하구와 같이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고 개발로부터 향이 민감한 지역은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한강하구는 DMZ 및 접경지역에 속해 있고 생태계관리의 정책에 있어 DMZ

관리축과 서해연안관리축이 교차하는 지역이므로 국가 전체의 자연환경정책 뿐만 아

니라 DMZ 일원이 생태계관리와의 연계성과 일관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하구환경관

리에 있어 이들 지역의 생태계 관리원칙을 충분히 반 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과 

환경보존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한강하구환경이 가지는 고유한 구조, 기능 및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보호구역의 지정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4) 통합적 접근의 원칙

통합관리의 범위는 통합의 목적, 통합의 대상, 통합의 요소, 통합의 수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한강하구의 경우 ‘해수, 기수, 담수, 유

역을 포괄하는 공간통합’, ‘분화된 관리주체 간  협력관리를 실현하는 관리주체의 통

합’, ‘관리주체간 역할분담과 이용․보전․개발행위 간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의 

통합’, ‘과학조사에 근거하여 하구관리를 실현하는 과학과 정책결정의 통합’, ‘현세대

와 미래세대의 이용을 고려한 시간의 통합’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이 

등, 2001).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앞에서 언급한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구되

나 통합의 개념이 해당사항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종합의 개념과는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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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강하구관리전략의 수립은 하구생태계의 구성요소 간, 

관리대상 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통합이 가능한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

체제의 측면에서 이들 요소간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 정책방향

한강하구의 이용현황, 자연환경 현황, 수질환경 현황, 현재 및 장래의 환경현안을 

고려하여 한강하구의 환경관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원칙에 기

초하여 다음과 같은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이미 훼손된 타 하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하구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강하구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법적 수단,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에 있어 하구환경의 훼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둘째, 한강하구 환경관리에 있어 군사적인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실

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고려하고 하구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

행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보장한다.

셋째, 지정학적인 특성과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강하

구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구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상

의 결정에 있어 지역의 이해당사자 참여를 제고하며, 한강하구환경관리계획의 수

립․이행을 담당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하구환경관리체제를 개발한다. 

넷째, 지역접근이 제한된 지역특성과 기초적인 현황파악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강하구의 취약한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종합적인 환경기초조사, 연구 및 모니

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다섯째, 현재 하천, 수변지역, 연안해역, 연안역에 설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환경관

련 보호․보전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하천수역, 수변구역, 연안해역, 해양

을 아우르는 한강하구의  환경보전을 위해 적절하며, 가시적인 환경보호구역 설정을 

추진한다.

여섯째, 한강하구의 환경관리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한 관리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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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선계획 후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과 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 간에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부문별 관리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일곱째, 수변의 둑과 철조망으로 인해 육상-수역으로 단절된 한강하구의 생태통로

를 개통하고 주변 농지의 습지화를 통해 건강한 한강하구 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 

여덟째, 한강하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한강하구관리체제의 개발, 한

강하구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3. 부문별 관리전략

가. 개괄

한강하구 환경관리의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한강하구가 지향해야 할 비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이의 배경에는 하구환경 관리를 위해

서는 하구라는 공간을 단위로 하여 환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회․문화 각 

부문별로 하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2장 및 3장에서 살펴본 환경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에서 도출된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한강하구 환경관리의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와 접한 관리부문별로 관리의 목표와 추진전략(및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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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토지/교통

한강하구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이용목적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

로 하구수질 개선 및 보전

⇘ ⇙

한강하구의 자연, 문화, 역사적인 유

산을 보호하고 보전하면서 풍요로운 

지역경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

이용 및 교통망 확충

하구

관리 

전략 

및 

계획

자연환경 수산자원

한강하구 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결

정하는 야생생물(생물종과 서식지)

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유지․보전

⇒ ⇐

수산업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강하구 

서식지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지원

경관 관광

한강하구가 가지는 특이한 경관적 

특성 및 질을 보호, 개선 및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

⇗ ⇖
한강하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락시설 및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가용성의 유지 및 개

선

<그림 4-1> 하구환경관리의 부문별 목표

나. 토지․교통

한강하구는 환경보전, 지역개발, 군사안보 논리 등이 충돌하는 지역이나 상대적으

로 잘 보전된 자연환경, 수도권 배후지와 남북 연결축 상에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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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통인프라 건설이 불가피하다. 따

라서 하구환경관리의 입장에서 토지․교통부문의 관리목표는 한강하구의 자연․문

화․역사적인 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하면서 풍요로운 지역경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

는 토지이용 및 교통망 확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화해와 더불어 이 지역의 개발압력은 향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기초하여 면 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

론 한강하구는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향

후의 개발사업도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 되어야 추진될 수 있으며,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수단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의 계획개발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서 언급된 다양한 환경문제, 예를 들어 급속한 도시화

의 진행에 따른 도시지역 주변의 난개발, 녹지축의 발달이 미약하고 개발적지가 풍부

한 지역적 여건, 신도시 주변지역과 경관이 좋은 한강수변의 난개발 초래 가능성, 교

통체계 확충으로 인한 접경지역 자연환경과의 충돌 가능성, 군사목적의 활동과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등에 대한 관리전략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표 4-4>에 제시된 환경 및 인문․사회현황 조사 실시, 용도지역 설정 

및 구체적인 적용기법 개발, 하구종합관리계획의 수립,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교통체

제 구축 수단 강구, 환경 민감지역 파악 및 난개발 방지 및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수

변구역 설정과 같은 정책이나 대책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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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토지교통부문 관리전략

목표

한강하구의  자연, 문화, 역사적인 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하면서 풍요로운 지역경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교통망 확충

현안 정책방향 및 대책

․급속한 도시화 

및 고 도 개발지

역에 인접해 개발

과 환경보전의 갈

등

․관리권역의 설정 및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적용한 계획개발 추진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경기도 등 공동으로  하구종합관리계획 수립

․이해당사자 설득을 위해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 인벤토리 

작성 및 보전수단 강구

․환경성이 높은 

녹지축의 발달이 

미약해 대단위 개

발에 적합

․기존의 개발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세분화 및 구체적인 적용법 개발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의 사업승인제도의 엄격한 운용, 접경지역종

합계획의 토지이용관리방침 구체화

․ 신도시 주변지

역과 경관이 좋은 

한강수변의 난개발 

초래 가능성

․환경훼손에 민감하고 자연환경보전에 필수적인 수변구역 토지이용

규제(특별용도지정)와 수변의 토지 매입 추진

․종합적인 하구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추진 및 이를 위한 하구경관모

델에 대한 연구 수행

․교통체계 확충으

로 인한 접경지역 

자연환경과 충돌 

가능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부처경계를 떠난 통합적 교

통체계 확충계획수립(사전협의 강화)

․도로, 철도 등의 건설 및 터미널 등의 운 에 있어 광범위한 편익뿐

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누적효과도 고려(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 향

평가 시 누적효과 검토)

․노선설계 시 환경민감지역 우회 방침 설정 및 환경친화적인 도로건

설 기법 적용  

․군사목적의 활동

과 시설 설치에 따

른 환경훼손 

․환경 친화적인 군 활동 및 군사시설 설치지침 개발 

․군인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및 군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한 하구환경개

선 및 복원 사업 개발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민관군 협력모델 개발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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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보호 및 보전지역 지정이지만 한강하구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때 환경보전대책 자체를 지역개발을 억제하는 경제적 제재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어 새로운 보호지역의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군사적 특성

으로 인한 한강하구 조사의 경직성이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할 수 없다는 현실, 

기존의 자료도 조사의 주체와 참여자가 달라 설득력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환경관에 기인할 수 있는 생태계 보

전의 공통목표 접근의 불확실성과 군사적인 대치로 인해 조만간 하구의 중립지역에 

대한 공동조사의 전망 또한 비관적이라는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관리전략 

및 대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찰이 가능한 생물상부터,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부터 단계

적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전략을 택하되 지속적으로 한강하구의 중립지역 환경기초조

사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상징적이

기는 하지만 DMZ처럼 한강하구의 중립지역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급작스런 

남북한 정세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생태계변화관찰지역을 하구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동적인 보호 및 보전정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하

구서식지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생태계 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구서식지의 연

계성과 생태통로 확보를 위한 제방, 철책선 구조 개선방안 및 농지의 습지 전환과 같

은 생태계 복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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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자연환경부문 관리전략

목표

한강하구 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결정하는 야생생물(생물종과 서식지)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유지․보전

현안 정책방향 및 대책

․종합적인 자연환

경자료와 정보화 

작업의 부재

․하구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조사계획 수립․시행․확대(육역→

수역, 조류→기타생물, 남한→북한)

․기존자료의 종합․체계화․정보화를 통한 한강하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및 배포

․체계적이고 장기

적인 생물모니터링 

계획의 부재

․한강하구(중점관리지역)의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모니터링 계

획 수립․시행

․하구습지, 배후습지, 모래톱 등의 분포현황 및 변화에 대한 지리정보

의 구축과 생물서식지의 시공간적 분포도 작성 

․하구생태계의 구조, 기능, 가치를 이해하고 추정할 수 있는 목적 지향

적인 하구생태계 연구계획 개발 및 지원 

․하구서식지에 대

한 물리적 특성과 

향에 대한 이해

의 한계  

․하천제방과 철책선 설치에 따른 하구생태계와 주변 육상생태계 단절 

향 연구

․신곡수중보 건설에 따른 물리․화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하구생태계 

향 연구

․하구주변지역개발(택지개발, 도로건설, 교량건설, 농지이용) 등이 하

구생태계에 미치는 향 연구

․하구활동(골재채취, 하천정비, 낚시, 어로,  관광, 군사 활동 등)이 하

구생태계에 미치는 향 연구 

․한강하구 자연환

경관리전략 부재

․기능적으로 기존의 보호지역 간의 연계성 확보방안 연구  

․한강 하구의 조사 및 연구자료에 기초해 생태계변화관찰지역을 하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설정

․한강하구자연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한강하구환경관리계획에 반  

․한강하구의 중립지역(수면 및 제외지)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

․한강하구 자연환경조사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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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질환경

한강하구는 한강 및 임진강의 최하단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역에서 배출되는 각

종 오염물질, 퇴적물, 쓰레기 등이 집적되는 곳이다. 즉 하구의 수질관리는 단순히 하

구내의 문제이기 보다는 유역의 문제이며 따라서 한강하구의 수질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팔당호등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정부합동, 1998)의 성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잠실수중보 상류를 중심으로 대책이 수

립되어 한강하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하구에 향을 미치는 양염류의 제어를 

위한 대책이 매우 미진하며, 주로 수질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강하구 환경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하구의 물리․화학적인 특성 및 하구순환 특성으로 인해 한강하구에서는 각종 오

염물질이 침전되는데 이는 전술한 하천수역과 연안해역의 중금속 오염농도의 변화로

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하구특성은 일차적으로는 육상에서 배출된 오염물

질이 직접적으로 연안해역에 미치는 악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지만 오염물질의 

퇴적물 축적은 하구생태 및 하구이용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인 하구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한강수

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정 시 그 적용지역에 한강하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단계

적으로 유기물질 이외의 양염류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효과적인 하구 수질관

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강하구의 대부분은, 특히 중립지역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

부에 와 닿는 수질관련 현안은 없으나 연안해역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기형어류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수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현행의 수

질측정망 운 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강하구는 남한의 향

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향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므로 북한과의 환경협

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개성공단 개발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산업폐수 및 하수처리시설이 먼저 건설된 이후에 공단 및 

배후도시의 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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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수질환경부문 관리전략

목표

한강하구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용목적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구수질 개선 

및 보전

현안 정책방향 및 대책

․ 양염류(특히 연안의 

인 농도) 증가에 따른 부

양화 

․유역의 고도처리시설 확충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한강 수질오염총량제의 적용범위를 한강하구까지 확대

․하구유역 농촌의 소하천 수질관리 강화

․신곡수중보 건설에 따

른 빈산소 현상, 수질악

화 및 퇴적상 변화

․신곡수중보가 한강하구 순환 및 물리․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향 연구(사후환경 향평가)

․환경개선의 관점에서 수중보 운  및 구조개선 방안 강구 

․토지이용고도화에 따

른 양염류, 쓰레기 등

의 비점부하 증가

․비점관리를 위한 최적관리 방안 도입 및 시행지원

․비점형태의 강우쓰레기 저감을 위한 발생원차원의 대책 

․한강유입하천, 한강 및 연안의 수변 식생대 조성  

․빈번한 기형 어류의 

출현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 배출 관리강화(특히 연안해역)

․중금속, 환경호르몬, 오염퇴적물,  물리적 훼손 등 기형어류 발

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하구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유입경로 및 생물체 노출경로 조사․

연구 

․수질모니터링 등의 기

수역의 수질관리기반 취

약

․해수, 담수와 구분되는 기수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 계획

․중립지역에 수질 자동모니터링 설치 및 운 방안 강구

․한강하구 수역의 용도지정 및 지역적 구분 

․개성산업단지 개발 등 

북측개발에 따른 하구오

염

․산업단지 개발 시 처리시설 우선 건설(선처리 후개발)

․단지개발 시 환경 향평가 등 국내제도 또는 적어도 국내개발

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관리수단 적용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체제 운  

마. 경관․관광

한강하구는 대조차 하구환경이 가지는 전형적인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주위에 고도로 개발되어 인공적인 경관요소로 채워진 서울 및 위성도시와 차별되어 

그 경관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접경지역 개발과 함께 개발압

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될 뿐

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되지 않은 인공경관의 출현으로 인해 한강하구가 가지는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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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자연경관은 보

존하고, 자연과 인공적인 경관의 조화가 필요한 곳은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훼손에 민감한 수변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정과 같은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더불어 가치 있는 경관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연

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4-7> 경관부문 관리전략

목표

한강하구가 가지는 특이한 경관적 특성 및 질을 보호, 개선 및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

현안 정책방향 및 대책

․하천용지 및 수변지역

의 개발에 따른 하구경

관 훼손

․하구인접 지역에 대단위 비닐하우스단지 등 경관을 훼손하는 

농업을 지양하도록 유도 

․치수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 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구조 및 재질 사용 유도

․수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토지이용 제한, 건축물 허가 

제도를 통한 규제)

․지역개발 시 적용가능

한 경관분석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미흡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유도(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

․하구경관의 보존과 기록을 통해 타 하구복원 시 사례로 활용

․토지이용, 환경관리, 도시계획 등 부문별 관리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적 요소에 대한 고려 

․향후 지역개발에 따른 

인공경관 침투 

․원형으로 남아 있는 하구경관에 대한 보존계획 수립

․한강하구지역에 자연경관 향평가제도 도입(특히 수변의 환경

민감지역) 

한강하구가 가지는 자연적인 경관은 이 지역의 군사․안보와 관련된 시설과 역

사․문화유산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사업의 추진이 한강하구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시설

의 확충 및 개선과 한강으로의 접근성 제고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강수변에 대한 시민공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주민요구는 한강하구 환경보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

며, 확실한 환경보전방안 또는 환경훼손 예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신중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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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관광부문 관리전략

목표

한강하구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위락시설 및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가용성의 유지 및 개선

현안 정책방향 및 대책

․관광 지원을 위한 서

비스 시설의 부족

․환경에 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서비스시설 확충

  (탐조대, 산책로, 접근로, 관찰수로 등 제한접근)

․기존개발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시설 확충(신규개발 억제)

․서비스시설 확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자료를 통해 인식제고

․지역특성 및 연계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상

품 개발 미흡

․웹기반의 한강하구 관광컨텐츠 개발(자연-문화 환경 특성)

․한강하구의 자연적 가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역특성(파주-군사, 강화-역사, 김포-자연)에 따른 차별화된 컨

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한강하구 수변지역 접

근 및 이용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

․철조망 제거 이전에 하구접근 및 이용에 대한 수칙개발 

․환경보전을 전제로한 제한적인 수변이용계획 수립(한강 하구 제

외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철저한 보전이 필요한 수변지역에 대한 홍보자료 개발 및 배포

바. 수산

한강하구 수산업의 주요현안은 수산자원의 감소이나, 그 원인이 과도한 어획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환경질의 악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과거에 

한강하구에서 성행하던 해조류 및 패류양식이 어장환경의 악화로 인해 생산력이 크

게 감소한 현상을 통해 볼 때, 한강하구환경의 악화가 수산자원의 감소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강하구의 수질악화, 강우쓰레기, 신곡수중보 

등의 구조물 설치는 한강하구를 산란지, 양육지 또는 서식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업적 

가치가 큰 황복, 뱀장어, 참게 등의 스톡 감소에 적지 않은 악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생태적,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초조사 및 구체적인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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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어종의 생활사와 하구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서식지 및 산란지 분포 및 특성 등에 대한 자료가 요구되

는데 아직까지 어종별 스톡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강하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산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어종별 스톡파악 및 변화 모니터링, 수산행정체제 개선, 수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 종묘방류의 효과와 향 및 하구개발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9> 수산자원부문 관리전략

목표

수산업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강하구 서식지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지원

현안 정책방향 및 대책

․하구환경질 저하로 인

한 수산자원 감소

․하구 서식지 보호(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자연환경정책과 

연계한 보호지역 지정)

․회유성어종의 이동을 위한 신곡수중보 운  및 구조개선 

․수질 개선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 추진 

․남획방지를 위한 대책(어획량 제한, 어로방법 규제, 어로기간 규

제, 주요어종 관리계획 등) 추진 

․수산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연구 부족

․상업어종(황복, 뱀장어, 참게 등)의 분포 및 스톡 파악을 위한 모

니터링 체계 개발 및 구축

․상업어종의 하구이용(서식지, 산란지, 양육지, 시기) 행태에 대한 

연구추진

․종묘방류의 효과 및 하구생태계에 미치는 향 파악

․분화된 수산행정체제

로 인한 종합적인 수산

자원 관리체제 미비

․한강 하구생태계 기초조사를 통한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 기본계

획안 마련(한강하구환경관리계획에 포함)

․수산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간,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조체제 강화

․하구개발 및 유역활동

이 수산에 미치는 향

에 대한 이해부족

․하구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스톡의 변화 파악 

․수산자원의 명세목록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

․환경변화에 민감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산자원생물 지정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향 파악, 홍보 및 낚시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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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강하구 환경관리정책의 기본구상 

1. 한강하구의 지리적 관리범위 설정  

가. 설정기준

하구환경보전 전략의 수립에 있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관리해야 하는 하구

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하구는 하천의 입구, 즉 하

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천의 어귀를 일컫는 용어이지만 엄 하게 하구를 정의하는 것

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하구정의에는 이론적으로 많은 접근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표 5-1), 그 중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물리․화학적인 특성(주로 조석의 

향범위 및 염분분포)에 근거하여 하구를 정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구환경의 생물학적인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법률 또는 관

리적인 측면에서는 하구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므로 이 등(2001)은 외국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하구의 상류경계는 역사적으로 조석이 향을 미쳤던 감조역(感潮

域) 상류경계를 기준으로, 바다 쪽 경계는 하천법상의 경계보다는 하구의 특성 및 관

리여건에 따라 하구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하 다. 우리나라에서 하

천-해양의 경계는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43) 국의 하구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하천법상의 정의에 따라 하구의 하류 한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하구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하구의 물리․화학적인 과정 및 

생태학적인 연계성을 반 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구

의 바다 쪽 경계는 미국의 하구프로그램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계 설정기준, 예를 들

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적 타당성이 있으며, 지역자원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이며, 현실적인 관리수단이 정치적인 견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구의 자

43) 하천법에 따르면 한강의 하류경계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m 산정으로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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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특성과 지역여건을 반 한 경계설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5-1> 하구정의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예)

분 야 특     성 정  의  방  법

물리학 지형학적 특성 -하구와 연안사이의 해저지형의 차이

해양수로측량과정 -조석의 향

-해류(조류)의 향

- 도류의 존재 여부

-해양에 의한 퇴적물의 수송

화학 염분도 -담수보다는 염분이 높으나 해수보다 낮음

민감도 - 양물질 풍부도에 대한 민감도

생물학 군집유형 -해양플랑크톤의 향

-인정된 해양어종의 존재 여부

-회유성 어종의 이동 경로

-‘하구’ 군집의 존재 여부

환경질 분류 하구특성을 지닌 생물학, 미학, 화학에 기초

관리 해양어업 -해양어종의 내륙 존재 여부 

전이수 -(해양도 담수도 아닌) 차이에 기초

법률
공식적으로 인정된 배후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안선과 전이지역의 

유역에 기초

하구로 간주되는 지역 -정부의 견해와 전문가 판단에 의한 하구로 

간주되는 지역

하천유역 -하천유출 지역

보존
하구의 중요한 소생물권과 

개체의 유지

전형적인 소생물권(염습지, 해초층 등) 또는 

그 기능으로 유명한 지역(백로와 같은 섭금

류에 관한)

자료: Eliot and McLusky(2002)

나. 경계설정

이 등(2002)의 제안에 따른다면 한강하구의 하천과의 경계, 즉 상류경계는 비교적 

용이하게 설정된다. 김 등(2001)은 조석(潮汐)자료와 모델로부터 김포시 신곡리에 위

치하는 신곡수중보의 향, 조석변화, 하천유량의 변화를 고려할 때 조석의 향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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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따른 수위변화로 나타남) 한강은 잠실수중보 하단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44), 임진강의 경우에는 장파리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물리적인 해

수(海水)의 침투는 일반적으로 조석 향보다 훨씬 하류지점에 위치하는데 한강의 경

우 과거의 염분분포를 볼 때 해수는 노량진까지(김, 1972; 홍과 신, 1978), 한강종합개

발사업(1982~1986)에 따른 신곡수중보 설치 이후에는 신곡수중보 하류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 1989; 박과 이, 1997).

신곡수중보는 물리적으로 해수가 상류로 침입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신곡수

중보를 경계로 상․하류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매우 상이하다. 상류유역은 대부분 

서울시 및 경기도의 기 개발된 도시지역이고 하천변 또한 한강종합개발로 인한 인위

적인 요소가 강하므로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신곡수중보 하류구간만을 하구로 보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하구의 많은 환경문제가(신곡수중보 용존산소 문제, 한강하류 및 

연안 부 양화문제, 퇴적물오염 문제, 강우쓰레기 문제 등) 신곡수중보 상류유역의 관

리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및 수변구역지정 등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 ‘한강특별법’의 적용범위가 잠실수중보 상류유역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한강하구의 상류경계는 잠실수중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구의 하천경계와는 달리 하구의 해양과의 경계는 명확한 설정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표 5-2). 과학적인 증거로는 염분분포, 퇴적물 분포, 기수성 생물의 분포, 하구

지표종의 분포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는 염분분포 뿐이다.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자료가 보여 주듯이 풍수기에는 경기만 전

역(자월도-대부도- 흥도)이, 갈수기에는 인천시 월미도 전면수역까지 한강 담수유입

이 향을 미치므로 적어도 갈수기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월미도 부근 수역까지

를 하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갈수기 이외에는 한강하구 담수의 향이 훨씬 

남쪽까지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강하구를 침강하천계곡형 하구로 보아 바다측 

경계를 월미도 남측에 위치하는 팔미도 부근으로 본 정과 심(1969) 견해와 유사하다.

하구 경계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44) 실제 조석의 향은 더욱 상류까지 미칠 수 있으나 잠실수중보에 의해 물리적으로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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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산자원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어획고 통계가 있을 뿐 어장별 어획자료가 없어 

수산자원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강하구의 어업은 무동력선을 

이용한 김포, 일산 및 파주에서의 어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화군을 중심으로 한 연

안하구어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곡수중보 하류와 강화군 일대 연안해역에서 어획

되는 어종 중 상당수가 기수종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수산자원 관리의 입장에서는 

하천법상의 하천구간뿐만 아니라 강화군을 포함하는 연안해역도 하구에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자연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시암리, 후평리, 석탄리 일대의 재두루미 도래지 및 조

류의 서식지, 유도의 천연기념물 서식지, 김포 및 강화도 북단의 우수식물 군락지, 교

동도 및 볼음도의 특이식물 군락지 등의 분포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조류를 최종소

비자로 본다면 산지는 휴식처로서, 저습지는 채식지의 생산지로서, 도서는 월동지 내

지는 번식처로서의 기능을 분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적 연결고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화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한 연안해역도 한강하구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태적 보고로 알려진 강화도 남단갯벌을 포함하여 문화

재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변화 관찰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리구역을 설

정하되 이미 개발이 고도로 진행된 도시지역(인천항을 포함한 세어도 남측의 인천시 

연안지역)은 해양오염방지법 상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구환경관리의 

측면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하구 관리범위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강하구의 해양 쪽 경계는 앞서 언급한 주요지역을 포괄하고, 

연관되는 자치단체의 수를 최소화하며, 가능하면 기존의 행정경계와의 연관성을 확

보한다는 관점에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과 옹진군의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설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5-2> 한강하구 바다 쪽 경계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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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의 육역경계는 하구수역에 향을 미치는 향유역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법정하구 관리프로그램인 국가하구프로그램은 ‘청정수법

(Clean Water Act)'에 근거하므로 하구수역에 향을 미치는 배수구역을 관리범위로 

설정하고 있고, 캐나다나 호주의 하구프로그램 또한 유역관리개념에 근거하여 운

되므로 하구수역에 향을 미치는 배수구역 또는 하구를 포함한 전체 하천유역을 관

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의 하구프로그램은 전체 하천유역을 관리범위에 

포함하기 보다는 하구수역의 직접 향유역(본류유역) 또는 자연환경 관리 측면에서 

보호해야 할 구역 및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하구의 육역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만일, 하구프로그램이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다른 보호․보전지

역 지정과 같이 행위제한을 포함한 직접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별도의 관리프로그램

이라면 하구의 육역경계 설정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

구프로그램은 하구라는 공간을 단위로 통합하구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규

제수단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본적인 환경관리 제도와 수단을 효과적으로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구의 육역경계는 하구수역의 배수구역(유

역) 경계를 따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림 5-1> 한강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설정(안)

구  분 광역 향권 직접 향권 평가항목

과학적 증거

경기만 전체

(자월도-대부

도- 흥도)

종도, 팔미도 부근해역 

-염분분포

-기수어종 및 플랑크톤 분포

-퇴적물 분포 

자원관리 경기만 전체

강화도 및 인근 부속 도서 

(강화, 석모, 교동, 볼음, 기

타)

 -자연환경 특성 (갯벌, 특이식

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희귀조류 도래지․ 채식지․번

식지)

관리여건
경기만 전체 

연안 시․군
김포, 강화

-보호․보전지역지정 여부 

-도시지역(기개발지) 여부

-특별관리해역과의 경계



제 5장 한강하구 환경관리정책의 기본구상  125

2. 한강하구 환경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방향 

가. 방법론

한강하구는 우리나라의 다른 하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환경이 잘 보존된 하구

이다. PSR분석법을 응용하여 우리나라 하구를 환경관리의 관점에서 보존하구, 개선

하구, 복원하구로 분류할 때 한강하구는 동해로 유입되는 소규모 하천하구를 제외하

면 보호의 관점에서 관리가 가장 필요한 하구로 분류 된다(그림 5-2). 이는 생태계 압

력요인을 고려할 때 적절한 보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의 하구상태를 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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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관리의 기본방향을 보호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선 복원

보호

금강

양양남대천

태화강
형산강 안성 삽교천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낙동강

섬진강

1급지방하천 3개소

가화천

한강

<그림 5-2> PSR 종합평가에 근거한 하구별 관리기본방향(이 등, 2001)

그러나 한강하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자연생태와 사회․문화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에 동일한 관리전략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하구지역을 몇 개의 관리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관리

전략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변 등(2003)의 방법론에 따라 환경부(2003)의 

‘국토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을 이용하여 관리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관리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방법론은 용도구역의 지정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

시한 하구환경관리 원칙을 구체화하는데 용이하며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 및 남북

접경지역 일원의 환경관리권역 설정(전 등, 2003)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국토환경성평가 기준은 크게 법제적 평가기준과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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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적 평가기준은 자연환경부문, 수질환경부문, 기타부문으로 평

가항목이 구분되는데 자연환경부문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습

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토

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보전대책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전지구 등이 있

다(표 5-3). 수질환경부문은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수변

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지정호소’,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소

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있다(부록 표 30). 기타부문은 환경부 소관법 이외의 법에 의한 

항목을 포함하는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

역(경관지구, 보존지구),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

한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구분,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경지정

리구역 등의 평가항목을 포함한다(부록 표 31). 평가항목의 적용에 있어 주목할 점은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토지가 지니는 상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지

역, 농경지역, 도시지역으로 토지를 분류하고 각 평가항목이 해당지역에서 차지하는 

환경․생태적 중요성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5-3).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은 종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잠재적 가치, 

군비구조의 안전성, 연계성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표 5-4), 법제적 평가기준에

서처럼 토지 특성에 따라 같은 평가항목이라 하더라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중요성을 

달리하고 있다.45)

 

<표 5-3> 자연환경부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45)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이 갖는 의미는 <부록 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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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칭 지역․지구기준

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자연환경
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 ○ ○

 - 임시생태계 보전지역 ○ ○ ○

 - 시․도생태계보전지역 ○ ○ ○

자연유보지역 ○ ○ ○

완충지역 ○ ○ ○

습지
보전법

습지보호지역 ○ ○ ○

습지주변관리지역 ○ ○ ○

습지개선지역 ○ ○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구 ○ ○ ○

위 지구 경계선 1km(주1) ○ ○ ○

토양환경
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 ○ ○

도서특별
조치법 특정도서 ○ ○

자연
공원법

국립․도립․군립공원 자연보
전지구

○ ○ ○

위 지구 경계선 500m(주2) ○ ○

국립․도립․군립공원 자연환
경지구

○ ○ ○

위 지구 경계선 500m(주2) ○ ○ ○

국립․도립․군립공원 취락지
구

○ ○ ○

국립․도립․군립공원 집단시
설지구

○ ○ ○

공원보호구역 ○ ○ ○

주 1 :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사전환경성 검토지침)
주 2 :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사전환경성 검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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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환경․생태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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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평가항목

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다양성

종다양성등급1등급
○ ○ ○

종다양성등급2등급
○ ○ ○

자연성

임상도 급4등급이상
○ ○

임상도 급3등급
○ ○

임상도 급2등급
○ ○

녹지자연도 8등급
○ ○

녹지자연도 7등급
○ ○

녹지자연도 6등급
○ ○

생태자연도(식생1등급)
○ ○ ○

생태자연도(식생2등급)
○ ○ ○

풍부도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
수

○ ○ ○

생태계변화관찰지역(핵심지역)
○ ○ ○

 - 핵심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 ○ ○

생태계변화관찰지역(완충지역)
○ ○ ○

 - 완충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 ○ ○

희귀성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
500m이내

○ ○ ○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 1
km이내

○ ○ ○

허약성

도로, 시가화지역
○

도로로부터의 100m이내
○ ○

도로로부터의 100~500m이내
○ ○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m이내
○ ○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500m이내
○ ○

잠재적
가치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
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 ○

군집구조
의 
안정성

경급(대경목)
○ ○

경급(중경목)
○ ○

경급(소경목)
○ ○

소 도( )
○ ○

소 도(중)
○ ○

소 도(소)
○ ○

연계성

녹지연속성 1등급
○ ○

녹지연속성 2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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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환경적 기준에 주가 되는 녹지지역의 경우 최소생태적 기준으로 제시된 삼림(森林)녹지율 30%를 
평가단위인 행정구역내 또는 배수구역내에 적용한다. 적용 시 평가단위 내에 삼림녹지율이 30%미
만인 경우 기존 삼림은 보전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삼림녹지율이 30%이상인 경우는 기존 
삼림을 각각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한다.

(a)개발제한구역 (b)농업진흥구역, 한계농지

(c)자연성(식생등급) (d)허약성(도로인접성)

<그림 5-3> 평가기준 적용의(예)

나. 환경관리권역 구분

방법론에서 제시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의 평가결과를 누적하여 하구환경관리권



132  하구역 환경보전전략 및 통합환경관리방안 수립 제5장

역을 설정하 는데 만일 동일지역에 대해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경성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 다(그림 5-4). 여기서 구분된 등급은 1등급이 환경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고 5등급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도시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림 5-4> 국토환경성 평가기준에 따른 한강하구 환경관리권역 구분

한강하구 전체에서 환경성이 가장 높은 1등급은 전체면적의 39.6%인 1,136km2이고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2등급은 18.1%인 520km2정도로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전체의 57.7%인 1,656km2이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하구에서 제외되고 강화군만 포함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는 1등급 및 2등급지

역이 69.0%를 차지하는 반면 대부분이 도시화지역인 서울은 28.3%에 지나지 않으며 

경기도는 63.7%를 차지하고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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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등급의 구분은 다분히 정성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의 입장에서 

각 등급이 가지는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변 등(2003)의 구분에 따르면 1등급 

및 2등급을 핵심지역으로, 3등급을 완충지역으로, 4등급을 전이지역으로 그리고 5등

급으로 관리권역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표 5-6). 그러나 이 분류

에 따른 세분화된 관리권역의 지정은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등급구분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와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만족할 수

준으로 반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현지조사가 수행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1등급과 2등급을 환경보

전지역으로 단일화하여 보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단

순화된 관리권역의 구분은 이 등(2001)이 제시한 하구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인 하구특

성별로 보호, 개선, 복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에 따르고 있으며 

권역구분의 단계만을 보면 접경지역종합계획에서 택하고 있는 권역구분(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과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환경관리권역 구분은 환경

성 평가를 기초로 설정되어 접경계획의 권역구분과는 그 성격 및 적용지역이 상이하

므로 구체적인 향후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환경 향평가 및 사전환경성평가 시 검토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5> 한강하구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면적 및 비율

4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군별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및 면적비율은 <부록 표 33>~<부

록 표 35> 참조 바람. 동일한 방법으로 국토환경성평가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하구를 포함한 

전체 DMZ일원 남북접경지역 중 1․2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전체면적의 75.6%인 384.2km
2에 달

함(변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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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계 등급외 계

하구

전체

면적

(km2)
1136.10 519.58 281.63 53.29 761.26 77.25 41.48 2870.59

비율(%) 39.6 18.1 9.8 1.9 26.5 2.7 1.4 100.0

서울

특별시

면적

(km2)
125.87 33.87 13.07 9.92 351.57 28.72 1.0773 564.10

비율(%) 22.3 6.0 2.3 1.8 62.3 5.1 0.2 100.0

인천

광역시

면적

(km2)
259.54 88.73 59.96 7.02 67.38 7.16 15.4773 505.28

비율(%) 51.4 17.6 11.9 1.4 13.3 1.4 3.1 100.0

경기도

면적

(km2)
750.69 396.97 208.59 36.36 342.31 41.37 24.93 1801.22

비율(%) 41.7 22.0 11.6 2.0 19.0 2.3 1.4 100.0

 

<표 5-6> 관리권역별 등급의 성격

권역구분 등급 등급의 성격 하구관리권역

핵심

지역

절대지역 1등급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최우선 보전지역

보전지역
상대지역 2등급

자연환경이 우수한 보전지역으로 1등급에 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적 행위가 가

능한 지역

완충지역 3등급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고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

려되는 지역이지만 개발과 이용으로 인하여 어

느 정도의 자연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개선지역

전이지역 4등급
인공성이 높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향후 

개발이 일어날 지역
복원지역

개발지역 5등급
인공성이 매우 강하고 지역의 대부분이 개발되

고 있거나 기 개발된 지역

등급외 지역 등급외
지역의 환경성을 평가할 자료가 없어 발생한 지

역 
유보지역

변 등(2003)에 의한 권역 구분 본 연구의 구분

다.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권역구분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

해 보자는 개념에서 접근한다. 이런 접근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 많은 부분은 이미 도

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 소규모 보호지역을 제외하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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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의 복원과 같이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되지 않는 한 기존의 관리노력 이외에 추가

적으로 노력이 요구되는 여지는 많지 않다. 반면 한강하구 중 도시화 지역을 벗어난 

경기도 관할의 한강하구는 자연성이 풍부해 사전예방적인 노력이 진행된다면 소기의 

환경보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강하구 관리의 목적을 보다 분명

히 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관리노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를 

일반관리지역과 중점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강하구 중

점관리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관리부문별로 현행의 현실적인 관리여건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공간적인 관리범위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도 이러한 접근에 대한 타당성

을 반 하고 있다(표 5-7).47) 

설문결과를 보면 관리여건 및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하구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질, 폐기물, 해양환경 등 유역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하구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연환경, 경관․관광, 수산, 토지․교통 

분야의 경우 신곡수중보 하류를 중심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횡적인 관리범위로는 토지․교통, 경관․관광, 치수 분야에서는 수변 500m정도

를 그 외의 부문에서는 1000m이상의 수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중점

관리수역은 신곡수중보 하류구간 중 적어도 1000m정도의 수변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5-7> 관리여건을 고려한 부문별 한강하구 관리범위

47) 여기서 한강하구의 전체 관리범위는 본문에서 논한 바와 같이 설정하고 부문별로 관리특성 및 여건

을 고려할 때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 음. 하천상류경계는 해수침입

(신곡수중보) 및 조석 향범위(잠실수중보), 해양과의 경계는 하천법상의 경계(유도)와 한강하구의 

바다 쪽 경계, 횡적으로 수변구역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향범위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500m 또는 1000m를 경계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공간범위를 상(◎), 중(○), 하(△)로 표시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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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범위

횡적범위

관          리          분          야

육상 해양 수질
폐기

물

자연

환경

관광

경관
수산

토지

교통

해양

환경

사회

문화
치수

신곡

수중보

(한강)

고랑포리

(임진강)

유도

제방내수면/습지

수변 500m ◎ ◎

수변 1000m ◯

배수구역

석모도

:세어도

제방내수면/습지 ◎ △

수변 500m △ ◯

수변 1000m ◎ ◎

배수구역 ◯ ◯

잠실

수중보

(한강)

고랑포리

(임진강)

유도

제방내수면/습지 ◯

수변 500m △ △ ◎

수변 1000m ◯ ◯ △

배수구역 ◎ ◎

석모도

:세어도

제방내수면/습지

수변 500m

수변 1000m ◯

배수구역 ◎

국토환경성 평가기준에 따라 신곡수중보 하류 한강하구 중 한강본류를 중심으로 

1000m 수변을 포함하는 지역의 등급을 살펴보면 환경이 비교적 좋은 I등급 및 II등급 

지역은 경기도 60.6%, 서울시 73.1%, 인천시가 69.3%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관리지역

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8> 중점관리지역 평가등급별 면적

(단위 : k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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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역 등급외 계

경기도
면적 361.72 250.95 135.61 24.14 148.22 70.05 19.82 1,010.52 

비율(%) 35.8 24.8 13.4 2.4 14.7 6.9 2.0 100.0

인천

광역시

면적 258.54 80.91 61.88 7.57 52.85 8.44 19.12 489.31 

비율(%) 52.8 16.5 12.6 1.5 10.8 1.7 3.9 100.0

서울

특별시

면적 0.63 0.72 0.00 0.00 0.41 0.07 0.01 1.84 

비율(%) 34.1 39.0 0.0 0.0 22.3 4.0 0.5 100.0

계
면적 620.89 332.57 197.50 31.71 201.49 78.57 38.95 1,501.67 

비율(%) 41.3 22.1 13.2 2.1 13.4 5.2 2.6 100.0

라. 환경관리권역별 관리방향

관리권역별 등급이 가지는 의미에 따라 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리해 보면 <표 

5-9>와 같다. 보전지역은 대부분의 현행제도에서 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

나 자연환경이 우수하거나 또는 환경관리 외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따라서 보전지역은 최우선적으로 보전에 중점을 두

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경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개발이나 활동을 불허해야 하는 

지역이다. 단, 예외적으로 기본적인 주민생활을 위하는데 요구되는 활동 및 소규모 

개발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개선지역은 환경보전과 개발의 완충지역으로 

선환경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환경에 악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복원지역은 계획적인 환경 및 개발계획을 통해 기존에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한강하구의 육역에 대해서는 국토환경성 평가를 통해 등급 및 관리권역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한강하구의 수역(여기서는 제방을 중심으로 하천부분, 즉 하천법 상의 제

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 체계적인 등급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단 현



138  하구역 환경보전전략 및 통합환경관리방안 수립 제5장

재의 가용한 단편적인 정보에 따르면 최소한 한강하구에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추진

되고 있는 조수보호구,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및 생태계변화 관찰지역은 보

전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8) 또한, 산남리 및 곡릉천 하구 부근의 수변습지 및 

식물군락지도 보전지역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습지 및 수변지역(산남리 습지의 일부) 및 위정동, 백석동 전방의 한강

습지는 자연성을 회복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이용 및 일부 제한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현재 골재채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변개발이 이미 진행된 수변지역은 복원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수

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권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한데 특히 수역의 

이용은 수변지역의 이용과 접한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실질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육역을 포함한 정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은 이러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관리권역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48) 수역에 대한 보전지역의 지정은 중요한 어류, 야생동물 서식지의 보호, 지속적인 생물 생산성, 과학

적인 연구 및 교육적 필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하구의 물리․화학적인 작용, 수산

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구조와 기능, 습지를 포함한 서식지의 생태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연구자

료가 요구되나 철새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모두 가용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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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권역별 환경관리 기본방향

권  역 육    역 수    역

보전지역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은 불허하되 

예외적으로 환경 향이 경미하고 확

장가능성이 없는, 법에서 정하는 소

규모 환경친화적 개발만을 부분적으

로 허용

향이 미약한 수면레저활동, 연구․

교육적 관찰, 항해 보조물, 소규모 생

태 복원, 필수적인 교량 건설 이외의  

활동 금지, 하구 향이 미약한 양식, 

필수적인 일시 준설 외의 이용금지

개선지역

개발과 보전을 완충하는 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향을 고려하여 조

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고 개발계획 수

립 이전에 환경계획을 수립

환경 향을 고려하여 수면레저활동, 

항만․수로․박지 유지준설, 광물채

취를 위한 준설, 환경복원 사업 등 조

건부 개발 및 이용

복원지역

개발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개발계획

과 환경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함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환경개선 유도

하구환경에 악 향을 미치지 않는 

수면의 이용과 관련되는 레져활동,  

상업활동, 광물채취, 항로․박지 건

설, 대규모 복원

3.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 

가.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구관리의 문제점은 하구를 하나의 관리단위로 보아 

접근할 수 있는 관리개념 부재, 분화된 관리체제 그러나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부재, 하구에서의 경제활동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리의 틀 부재, 하구

관리를 위한 지식기반 취약 및 지역 특성으로 한강하구 고유의 군사적 상황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관리체제는 하구를 이용하거나 보

전하기 위한 모든 변화나 행동들은 하구시스템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간에 의한 

변화는 하구 유역 내의 자연적인 특징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하구의 변화는 양자 모

두 제약조건에 의해 조정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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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환경 압력 (Pressures)

       ▽

정책적 대응 대안 

(Response)
환경 상태 변화 (State)

       △ 

향 (Impacts) ◁

자료: Tuner et al. (1998) 

<그림 5-5> P-S-I-R 모형

1) 관련 주체

하구를 단위로 한 환경관리에 대한 관련 주체는 하구환경관리를 포괄하는 부문별 

정책 및 관리체계 구축 주체인 중앙정부 부처들(환경부/해양수산부/건교부/농림부/

문화관광부)과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 관리를 수행하는 실행기구들로 정부

부처 외청들과 지방청들, 그리고 지역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지방자치단

체 등 관리주체들이다. 한강하구의 특성상 하구에 포함되는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군

부대도 이러한 관리주체에 포함된다. 하구에 기반을 두거나 하구를 이용하는 이해당

사자들도 중요한 관련주체로, 하구에 기반을 둔 주민들과 하구를 이용한 경제 활동자 

및 이용자, 그리고 역시 하구를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부대가 해당된다.

<표 5-10> 한강하구 관리주체 및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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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

- 정책, 관리체계 

  구축 주체

․ 중앙정부 (환경부/해양수산부/건교부/농림부/  

   문화관광부)

- 정책 집행, 

  관리수행 주체

․ 문화재청/해양경찰청

․ 지방청(유역환경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경찰서)

- 지방자치단체

- 군부대

이해 
당사자

- 지방자치단체 (주민)

- 경제 활동자

- 이용자

- 군부대

2) 한강하구환경관리체제 개발

하구환경관리체계의 핵심은 하구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각 부문 관리시스템의 운

을 통합․조정하는 구조이다(그림 5-6). 이러한 통합․조정의 구조에는 하구의 이용

과 보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구관

리의 개념이 포함된다. 통합적 접근은 기구․조직적 수준과 운 ․프로그램 수준에

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의 각 부문별로 설정된 정책이 각 관리조직에 의해 개별적 

프로그램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전형적인 비통합 관리체계로 본다면, 거기에는 하구

관리체계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잠재적인 충돌이나 중복 및 관리 격차가 

있을 수 있다.

하구환경관리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의 1차적인 형태는 기구․조직적 측면

에서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개별 기구․조

직이 수행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 관련 조직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

뢰구축에 초점을 두게 되나, 이러한 상호이해가 운 ․프로그램 수준까지 반드시 연

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하구환경관리 통합적 접근의 2차적인 형

태는 기구․조직적 측면의 통합뿐 아니라 운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통합을 추구하

는 형태이다. 이는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적용․수행 

수준에서의 협력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이나 하구환경관리를 위해 별도의 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구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차

적인 형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한강하구 환경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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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5-6). 

정책/법․제도

기구․조직

운 /프로그램

  ▽    ▽   ▽   ▽

결과/성과

<그림 5-6> 하구관리를 위한 기구․조직 및 운 적 통합접근(개념)

가) 기구․조직적 통합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

기존의 하구관련 부문별 환경관리계획 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해소하고, 하구를 하

나의 관리단위로 두고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강하구환

경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종합계획은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

하여 수립하되 한강하구에 포함된 지역의 환경관리계획과의 조화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과도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적 이해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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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토지교통, 

사회문화, 경관관광, 수산자원 등 지속가능한 하구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런 점에서 앞에 제시한 환경관리권역의 구분은 하구유역 

및 수역이용 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강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은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정 또는 비법정 계획으로 운용

될 수 있다. 연방국가들의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은 주로 비법정 계획으로 운 되

고 있는데(이 등, 2001) 이는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지지와 참여

에 근거하므로 편향되지 않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지만, 법적 구속

력이 없어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시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표 

5-11).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구관리체제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체

별로 분화된 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는 하구

환경관리를 어느 특정 법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이 등(2001)은 ‘수질

환경보전법’의 ‘지정호소제도’와 같이 ‘지정하구제’를 도입하거나 ’해양오염방지법‘의 

’환경관리해역제도’와 유사하게 하구를 ‘하구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

시하 다. 이 경우는 기존의 법체계를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접근이 용이하나 구

조적으로 내용이 수질관리 측면을 강조하고 실제 하구관리의 또 하나의 초점이 되어

야 하는 자연환경, 서식지 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측면이 반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표 5-12). 반면,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습지보전법’은 하구환경 관리를 위한 다양

한 문제를 규정하기에는 그 적용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따라서 한강하구관리프로그램은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기보다는 4대강 특

별법과 같이 한강하구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강하구환경보전및이용

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일 특별법의 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등(2002)이 제안한 바와 같이 ‘유역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여기에 하나

의 장으로 한강하구환경관리프로그램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제정될 법에는 적어도 

한강하구의 지역적 범위,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및 모니터링, 한강하구환경관리종합

계획의 수립 및 이행, 한강하구환경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 , 기존의 국가 및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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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환경 및 이용계획과의 연계성, 한강하구관리를 위한 부문별 관리내용,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북한환경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별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표 5-11> 비법정 하구관리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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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점 단     점

전략

준비

과정

- 웤샵과 비공식 토론모임을 통한 

광범위한 참여

- 하구관리정책들이 위로부터 강

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 호응이 높음

- 정책과 책임주체결정의 어려움

-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기관은 

불참

정책

결정

과정

-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편향되지 

않은 결정과정

- 투명한 정책결정과정

- 실행권한이 없음

- 공감대에 바탕한 접근방법은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 법적 정책결정과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과 향력 부족

- 다른 계획들과의 중복가능성

- 참여자들의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

- 정치환경의 변화에 취약

정책

집행

- 어느 한 부문에 편향된 관심이 

없음

-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할 권한이 없음

- 정책지침이 구체적으로 사용될지 여부 불확

실 

- 전략이 어느 단일기관을 대표하지 않음

이미지

와 

대중성

- 주도기관의 독주를 피할 수 있음

- 다양한 범위의 이해관계로부터 

접근가능

- 주도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의 정체

성이 부족함

- 다른 계획들과 혼동될 가능성 높음

사업

관리

재원

- 협력관계의 형성 촉진

- 광범위하게 채택된 전략의 일부

분으로 재원확보에 유리

-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기관의 핵심사안이 아

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

이 높음

- 이용가능한 자원과 범위가 넓은 전략사이의 

부조화 때문에 자원 제한적

- 정치적인 변화에 취약한 협력관계

실행 - 폭넓은 지지와 참여 촉진

- 결과를 정량화하기 힘듬

- 단기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장기적인 계

획을 세우기 힘듬

- 우선순위가 낮고 참여자들의 선의에 의존

자료: 이 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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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안)

구

분
내용 장점 단점

지

정

하

구

지

정

- 지정하구지정 및 하구보전지

역 지정

- 지정하구 수질보전계획수립 

및 시행

- 하구관리위원회, 하구운 위

원회 구성 및 운

- 하구수질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하구수질개선을 위한 지침 및 

재정지원

- 하구관리를 위한 법정

프로그램 운 으로 수

질 및 환경개선 담보

-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재원 및 기술지원 근

거 마련

- 하구관리를 위한 법정

관리체제 운

-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

계 및 환경개선 도모

- 수질환경보전법에 개

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

련필요

- 수질환경보전법에 근

거하는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수질개선에 중

점

- 하구의 서식지, 생태가

치보호를 위한 관리 미

흡

- 지정하구 지정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

환

경

관

리

해

역 

제

도 

정

비

-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상의 환

경관리해역제도의 내용적 범

위 및 지리적 관리범위를 하

구지역으로 확대운

- 하구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 유역관리위원회, 하구별 환경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

- 하구수질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하구수질개선을 위한 지침 및 

재정지원

- 기존제도 활용으로 제

도시행에 따른 추가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

음

- 육상의 하천과 연안환

경관리의 연계성 확보

를 통한 관리의 실효

성 제고

- 환경보전해역의 경우 

보호지역 지정이 용이

-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현재 환경관리해역이 

가지는 단점 답습(육상

오염원 관리수단 미흡 

등)

- 육상부분 관리 역의 

확대로 인한 기존 관리

체제와의 충돌 및 업무

협조의 어려움

자료: 이 등(2001)

나) 하구환경관리 운 ․프로그램 통합

한강하구환경관리 프로그램은 하구환경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

으로서 각 부문별 관리정책으로부터 실행되는 프로그램들과 연계되도록 하여 조화와 

중복방지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환경관리계획으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정하여 설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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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하구운  및 관리프로그램의 통합을 효과적

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 및 부문간 협조 및 조정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기구

로 ‘한강하구환경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49) 한강하구환경

관리위원회’는 한강하구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여 하구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보전과 경제적 이용, (한강하구 고유의)안보적 목적 등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하구관리 문제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하구관련 정책을 수립

하고 집행하는 관련 조직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건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및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한다. 한강하구 환경관리의 주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군 관련 조직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의 주체가 아니라 이에 협조하고 일부 위임받아 

집행하는 조직이므로,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그

림 5-7). 

한강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

↕

한강하구환경관리위원회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군

↕ ↕

기술위원회 ↔ 협의위원회 ↔ 정책위원회

↕ ↕

작업 그룹

․수환경

․자연환경

․해양환경

․경관

지역사회 

이해집단

자발적 부문 군

<그림 5-7> 한강하구관리위원회의 구조

49) ‘한강하구환경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

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로 물이용부담금 및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의구조로서 참여주체나 그 활동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한

강하구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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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기술위원회를 통해 하구환경관리의 기술적 측면의 자문을 받고, 정책자

문위원회를 통해 정책․프로그램 형성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협의위원회는 환경관

리 각 사안의 협의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위원회 조직에 포함된다. 지역사회와 이해집

단(군 포함)의 참여는 기술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의 검토, 협의위원회를 통한 이해

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정리하면 <표 

5-13>과 같다.

<표 5-13>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이해당사자의 역할

조 직 참여 내용

정부기관

․ 하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각 기관들의 정책 개발과 목표개발에 고려

․ 하구관리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을 지역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에 통합

․ 하구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지침 그리고 자료 제공

․ 하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관적 접근

지방

자치단체

 (하구관리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의 적절한 추진)

․ 하구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 지역 당국의 계획안에 포함된 정책들과 하구관리계획 정책 일관성

․ 개발 규제를 통해 정책들을 실행

․ 실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재원조달

․ 하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관적 접근에 노력

민간 부문

(토지소유자 

및 

하구이용자)

․ 하구관리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들을 자체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에 통합

․ 실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자금지원

․ 하구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지침 그리고 자료 제공

자발적 부문

(NGO 등)

․ 하구관리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들을 자체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에 통합

․ 실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

․ 실질적인 계획을 통해 하구의 관리와 보존에 기여

지역 사회

․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온 프로젝트에 참여

․ 실행적 정보 정리

․ 실질적인 보전 관리 프로젝트 수행

․ 프로그램 연구․검토 작업에 참여

․ 하구 관리체계에 참여하여 이해 반

․ 하구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추구

군

․ 하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사 및 관리프로그램의 시행에 협조

․ 관할지역 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등을 하구관리정책에 일관성을 기함

․ 실질적인 계획을 통해 하구의 관리와 보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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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조정된 프로그램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관련정부조직과 실행

기구의 기존 재원조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통합적 관리와 조정을 위한 운

․조정위원회의 운 재원은 참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한다. 통합적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고유사업이 개발될 경우 ‘한강하구관리위원회’는 협의기구의 

역할 뿐 아니라 일부 하구고유사업에 대한 집행기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관련 관리주체와 해당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원조달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민관군협력체제 구축

가) 지역 단위의 협력체제 구축 여건 

최근 환경인식의 제고에 따라 군이나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한강하구환경의 보존의 

필요성을 적어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군의 경우 환경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고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보전보다는 지역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한강하구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서는 군 고유의 업무와 활동을 침

해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강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차원의 군관민협력체제의 개발이 하나의 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하구환경관리체제가 부재한 실

정에서 한강하구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군 협력은 사

안별로 극히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50) 이는 아직까지 한강하구보전을 위한 필요

성 자체가 관련 이해당사자간에 공유되지 않았고, 따라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

임이 태동하는 단계임을 반 한다.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 지방관청, 군 기관 각 분야별 문제점

50) 지역사회협력에 바탕을 둔 활동 사례로는 강화갯벌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야생동식물 보호활

동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화군청과 지역의 환경NGO가 운 하고 있는 렵감시단의 활동을 들 수 

있음(방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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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해 보면 <표 5-14>와 같다. 민간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개발논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어떠한 대응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가가 정립

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는 지역의 환경단체의 활동 역사가 짧고, 단체의 결성동기가 

특정 현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까지 지역 내 단체간의 연대가 미흡하여 조직적이고 전역에 걸친 활동을 펴는데 한계

가 있으며 종종 환경현안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방관청의 활

동은 매우 피동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화된 환경관리

체제가 가지는 연계성 및 협조의 부족은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간, 인근의 기초

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내 부서 간에 표출되고 있고, 환경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강하구를 관할하는 군의 경우 군부대 환경계획이 주로 생활환경(폐기물, 수질)관

리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주 빈약하다. 따라서 전반적

인 군시설 설치나 활동에 있어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관할  

지역의 자연 및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실제 예하 소부대 활동에 있어

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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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한강하구보전을 위한 민관군 분야별 문제점

분 야 문제점

민

․개발지향적인 주민욕구에 대한 수용 및 대응전략 미비

․조직화되지 않은 환경NGO활동(현안별 대응, 일관성 부족)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내 환경 단체 및 시민단체 간 연대 부족

․쓰레기 수거 등 단순 환경보전 활동에 치중

관

․한강하구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환경관리계획의 부재

․한강하구 내 기초자치단체 간 환경보전을 위한 연계 및 협조 부족

․기초자치단체 내 환경전담 인력 부족 및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지역개발 논리에 대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응전략 부재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미비

․지역사회(군관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보존관리프로그램의 미비

군

․군부대 환경계획이 수질․폐기물 등 생활환경관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

환경 분야는 제외되거나 내용이 미비

․군 시설 설치 및 활동에 있어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세부지침 부재

․환경관리 활동이 쓰레기 수거 등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 

․군 장병에 대한 주둔지역의 자연․생태 교육 미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군 내부의 환경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부족

․지역사회와 연계된 환경보전 활동 부족 

나) 지역 단위의 민관군 환경협력체제 구축 전략

지역단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의 목적, 생업을 위한 주민활

동, 안보 목적의 군활동 간에 충돌 등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해

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구조 및 협력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민관군 협

력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방 등, 2003).  

첫째, 현재 도입되고 있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역 환경보전

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생태계 보호, 예를 들어 철새

도래와 관련되어 도래지 주변의 농어민들에게 철새로 인한 농업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강화도 주변의 갯벌에 대해서는 갯벌 휴식년제의 

적용이, 한강변 주변의 농지에 대해서는 철새로 인한 농업손실의 보상이 가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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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지역생태계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강화도 해양환경

탐구수련원의 기존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

로 지역생태계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

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 생태관광 가이드 인증 프로그램을 현재의 프로

그램 안에 따로 개설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강화군청이 인증하는 생태관광 

가이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군의 경우에도 생태관광 가이드나 

지역 환경NGO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군 장병에 대한 지역생태계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군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협력체계에 바탕을 둔 체계적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시행

되는 단순정화 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표 5-15). 예를 들어, 

군부대의 초소 근무 시 초병활동과 렵감시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군사보호구역을 포

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민․관․군 협력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자연

환경조사 시․군 관할지역의 출입 협조 및 조사단에 공동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에 지역의 환경NGO나 군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

안을 강구한다. 하구환경조사와 모니터링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NGO와 관할 

지역 군 장병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즉, 전문가는 조

사․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법의 교육을 담당하고, 환경NGO는 민간인 출입

지역, 군은 군 관할지역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주민과 군부대의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기초 모니터링 장비 및 소요물

자(차량연료 등)를 최대한 지원하고, 조사 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참여자의 위험사

고 및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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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한강하구 지역사회 협력모델의 주체별 역할 

보전활동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지역NGO 군부대

야생동식

물 보호

-자연환경조사 계획 

수립 및 학술전문가의 

지원

-야생동식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정기적 조사 통한 기초 

자연자원 현황 파악

- 렵감시 활동 계획 

수립 및 지원

-기초자연환경조사 

참여

-군장병용 휴대용 

야생동식물도감 제작 

지원

-야생동식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 참여

- 렵감시 활동

-정기적 모니터링

-휴대용 야생동식물 

도감의 제작 및 

초소근무 시 휴대용 

도감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과 

렵감시 활동 

-부대 내 관련 계획과 

지침의 수립 및 시행

자연정화

활동

-생태계우수지역 

중심의 정화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정화 활동 시 장비 및 

물자 지원

-자연정화활동 참여

-생태계우수지역의 

모니터링

-자연정화활동 인력 및 

가용한 장비의 지원

-군 관할 지역과 연계된 

생태계우수지역의 

정화활동 지원 

생태문화

안보관광

-생태문화안보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생태관광 가이드 

인증제도 도입 시행

-생태관광 가이드 

인증제도 참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의 주체

-군 관할 지역에 대한 

생태문화안보관광의 

참여 및 협조

해양오염

물질관리

-기초환경시설의 확충, 

정비 및 관리감독

-생활, 농업, 축산 

폐수의 저감

-친환경농법의 도입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부대의 기초환경시설 

확충 및 정비

-초소근무 시 해양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환경교육

-지역주민 및 군장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군장병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군장병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역사회

협의회
-협의회 주관역할 -협의회 참여 및 협력 -협의회 참여 및 협력

자료: 방 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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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강하구 환경조사 및 연구 

1) 조사․연구 추진전략 

한강하구 관리전략의 수립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이며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체계

적인 환경현황자료의 부재이다. 국가차원의 정기적인 생태계조사는 자연환경조사와 

습지조사사업이 있으나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전국조사의 일부로 한정된 지역과 제한

된 예산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

강하구에 대한 별도의 자연환경 및 습지조사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진될 필요

가 있다. 

첫째, 하구생태계 조사사업은 접근이 가능한 중립지역 이외의 하천수역과 연안해

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향후 전국단위의 시․공간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

본적으로 법정 조사사업인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습지조사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한다. 

중립지역에 대한 조사는 남북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별도로 추진한다.

둘째, 생태계조사 사업은 가능하면 한강하구환경조사(가칭)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아직까지 한강하구환경조사에 대한 안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항목으로는 

적어도 다음절에서 제시하는 한강하구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속하는 37개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하며 환경상태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압력 및 대응(관리)노력도 동시에 파

악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하구현황 파악을 위한 한강하구환경기초조사(가칭)는 한강하구에 대한 장기

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김포에 설정된 수질측정망과 세어도 부근에 설치된 국가해양측

정망 이외의 다른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시기적으로 자연

환경조사나 습지조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연구 및 조사사업이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연구를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강하구환경조사의 내용적인 범위는 일차적으로 한강하구의 물리화학적 특

성, 야생동식물 현황 및 분포, 갯벌 등의 서식지의 유형별 분포 현황 및 이들 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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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치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하구생

태계의 구조,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한강하구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추진

한다.

다섯째, 단순한 조사사업이 아닌 구체적인 연구사업은 조사사업과 별도로 한강하

구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하구연구프로그램에는 우선적으로 하

구의 개발압력이 하구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업, 하구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밝히는 연구사업, 하구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 등이 우선적으

로 포함될 수 있다.

여섯째, 한강하구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효과적으

로 지원하는 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모니터링 사업은 한강하구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하고, 목적지향성이 있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

역연구센터의 하구관련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현안문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 또는 씨그랜트을 이용한 지역대학 지원을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일곱째, 우리나라 타 하구와는 달리 한강하구의 지정학적 특성이 환경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인간 

접근의 제한, 철책선 건설에 따른 생태통로의 차단효과, 군 시설 및 활동에 따른 향

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한 인식, 남북화해에 

따른 행위제한 지역 해제 욕구와 환경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설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응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예산 

상기의 원칙에 의해 향후 5년간 정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한강하구 조사 

및 연구사업에는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기초조사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각 사업 분야별로 조사연구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가용한 자료에 근거해 사업예산을 추정하면 5년간 총 

80억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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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한강하구조사연구 내용 및 예산(안)

사업명 계
연차별 투자소요(억원)

‘04 ‘05 ‘06 ‘07 ‘08

한강하구환경기초조사 8 4 4 - -

한강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수립 및 법제도 정비 2 2 -

한강하구복원 국가전략 및 지침 수립 2 - 2

한강하구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15 - 5 5 5

신곡수중보 환경 향 및 기능 및 운  종합평가 5 2 3 - -

한강하구생태계 가치평가 2 2 -

한강하구환경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 6 2 2 2

환경 및 자원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운 15 1 2 5 7

하구 생태계위해도 평가 및 평가시스템 개발 15 - 5 5 5

하구수질관리모델 개발 및 운 3 - 2 1 -

하구생태계 복원방안 연구 2 - - - 2

하구생태계 복원 기본설계 실시(시범) 5 - - - 5

계 80 6 12 17 21 24

한강하구에 대한 조사․연구는 전술한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체계적,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한강하구의 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강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과 이

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한강하구환경기

초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조사사업은 ‘04년에 예정되어 있는 

한강하구생태계조사사업과 연계하되 생태계조사사업에서 다루지 않는 염분분포, 수

리․수문, 수질, 퇴적물, 폐기물, 습지분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서 중복

을 피하고 종합적인 조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단기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신곡수중보의 건설에 따른 사후 환경

향,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수변을 따라 설치된 철책선과 도로가 한강하구 생태

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위적 구조물로 인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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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의 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철책선 제거, 한

강 및 주변 육상지역의 생태통로 확보, 수변 및 하천 내 농지의 습지전환 등 한강하구 

환경복원을 위한 기반연구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한강하구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너무 다양

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조사연구 계획에 반 하

지 않았으나 반드시 별도의 연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한강하구의 물리적 순환과정, 회유성 어종의 한강하구에서의 생활사, 

하구에서의 퇴적물 이동 메커니즘, 하구 및 연안해역의 물질순환, 하구습지가 물질순

환에 미치는 향, 한강하구의 먹이사슬 등 수없이 많은 연구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향후 한강하구의 환경관리계획이 더욱 구체적

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강하

구의 가치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실시 이후 하구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파악된다면 

희귀동식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분포를 통해, 상업적 어종인 황복, 참게, 뱀장어 등

의 가치를 통해, 한강하구가 가지는 경관․심미적 가치를 통해, 한강하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불의사를 통해, 또는 에머지 모델 등 별도의 생태경제적인 방법론 등을 통해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추정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개발압

력에 대한 대응논리의 개발, 이해당사자의 합의 도출을 위한 설득자료 및 하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 관리에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강하구의 현황, 환경상태의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관리노력의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

조사와 지속적인 수질환경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적재적소

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하구는 공간

적, 시간적으로 변화가 아주 극심한 환경이고 광범위한 향유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하구환경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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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는 아직 심한 환경훼손이 일어나지 않은 하구로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

로 하구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수변 및 하천부지에 위치하는 

농지는 과거 하구습지 으므로 이를 복원한다면 자연적인 상태의 하구-수변습지-산

지의 생태적 연관성을 회복시킬 수 있어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종이 서식

할 수 있는 한강하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강하구의 복

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원방안을 강구하며, 최종적으로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3) 추진체계

한강하구의 조사연구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과제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한

강하구관리체제에서 제시된 주요 이해당사자가 공동연구수행추진단에 참여하되 중

앙정부는 일차적으로 환경분야 주관기관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참여가 필수적이

고 가능하다면 건설교통부 및 농림부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그림 5-8). 

연구의 추진은 사업의 성격상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 환경을 총괄적으로 다루어

야 하므로 정부출연 연구소가 총괄을 담당하되 조사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국공

립연구소, 대학 및 민간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추진단은 장기연구를 위한 

연구수행체계, 세부연구내용, 참여기관별 업무분장,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의 표준화,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장기연구수행전략을 수립한다. 일단, 1차년도의 환경기초조

사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간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사 및 연구계획을 수

정하고 연구내용별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한다.

한편 중립지역의 연구는 환경부(2002)가 제안한 바와 같이 남북한 공동조사단을 구

성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되 접근성의 제한 및 안전을 고려하여 

수변 및 향유역에 대한 조사는 고해상 위성 상을 사용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현지

조사를 병행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하구수역의 물리․화학적 과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불가능하므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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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사를 위해서 유엔사 및 북한과의 합의를 통한 ‘한강하구 중립지역 조사연구’

의 추진이 필요하다.

 

공동연구 추진단 구성

(관련부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
구소, 대학, 민간연구소 등)

연구•조사 로드 맵 작성

(연구수행체계, 연구 세부내용, 연구기
관별 역할과 책임, 조사•연구 프로토콜, 
장기 추진일정, 사업예산 등 )

하구환경종합기초조사 수중보 등 구조물 영향 연구

√ 하구이용 현황(토지, 교통, 관광 등)

√자연환경현황(습지, 야생동식물 등)

√수질환경현황(수질, 해양, 퇴적물, 폐기물 등)

√ 물리화학적 영향(염분, 수리, 순환 등)

√자연환경 영향(서식지, 야생동물 이동 등)

√수질환경현황(수질, 퇴적물, 폐기물 등)

학제간 하구조사 및 연구결과 종합

√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방안 제시

√ 조사•연구 계획 수정 및 장기 연구수행계획 수립

공동연구 추진단 구성

(관련부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
구소, 대학, 민간연구소 등)

연구•조사 로드 맵 작성

(연구수행체계, 연구 세부내용, 연구기
관별 역할과 책임, 조사•연구 프로토콜, 
장기 추진일정, 사업예산 등 )

하구환경종합기초조사 수중보 등 구조물 영향 연구

√ 하구이용 현황(토지, 교통, 관광 등)

√자연환경현황(습지, 야생동식물 등)

√수질환경현황(수질, 해양, 퇴적물, 폐기물 등)

√ 물리화학적 영향(염분, 수리, 순환 등)

√자연환경 영향(서식지, 야생동물 이동 등)

√수질환경현황(수질, 퇴적물, 폐기물 등)

학제간 하구조사 및 연구결과 종합

√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방안 제시

√ 조사•연구 계획 수정 및 장기 연구수행계획 수립

<그림 5-8> 한강하구 조사연구 추진체계(안)

다. 한강하구의 지속발전가능성 평가  

1) 필요성 및 개념

한강하구 지속가능발전전략은 하구의 환경 및 자원의 이용과 보전사이의 균형이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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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전략의 이행이 한강하구의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

용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정과 배, 

2003; UN, 2001; 해양수산부, 2002) 모든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정의에 공통적으로 반

된 내용은 (1)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특성에 적합한 요소의 

선정, (2) 이들 요소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변화패턴과 현재의 상태 평가, 

(3)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강화, 보완, 또는 새로운 

전략의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방향 제공 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강하구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는 ‘한강하구의 육역과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생산성이 자연환

경생산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수립된 통합관리정책의 목적달성 정도를 평가하

고, 이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발전적 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정의

될 수 있다(강과 남, 2003).

2) 하구관련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현황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하구라고 하는 특정 환경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가능발

전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하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다. 물론 환경정

책․평가연구원(2001)이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지표로 선정한 53개의 지표가 하구의 지표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고, 해양수산부

(2002)가 제시한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가 하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의 선정과 평가에 아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들 지표를 

하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한편, 이 등(2001)은 하구환경과 하구유역

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대한 분석과 기존의 국내 PSR 연구를 토대로 하구유형을 분류

하기 위한 기본지표로 상태지표 6개, 압력지표 6개, 대응지표 5개 등 총 17개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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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 는데, 이들 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추가된다면 그 자체로서 하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와는 달리 국외에서는 하구 지속가능발전지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통합하구프로그램인 캐나다 프레이져하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6개의 

주제에 총 4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51) 미국의 국가하구프로그램의 하나로 포함

된 델라웨어하구는 환경상태와 사회․경제적 요인 등 총 8개 분야 11가지 지표를 통

해 델라웨어하구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인구, 개발된 토지면적 등 델라웨어하구에 압력

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표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능도 가지

고 있다.52) 한편 호주의 하구 및 해양의 환경상태 평가지표는 모두 8개 주제에 걸쳐 

61개의 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에 의거하여 하구와 연안의 환경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1998).

3) 한강하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과 국내외의 하구 관련 지속가능발지표 사례분석을 토대

로 OECD의 PSR 체계를 이용하여 한강하구의 자연생태특성과 사회․경제적 이용현

황을 반 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면 총37개 지표가 가능하다.53) 

51) 프레이저유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유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소유역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사용의 목적을 (1)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다룰 정책이나 프로그램

의 수립 촉진, (2) 지속가능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현안과 대응우선순위 도출, (3)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이해 증진, (4)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의 심화에 있어서 부족한 정보와 

연구우선순위 파악을 들고 있음(http://www.fraserbasin.bc.ca/indicators.html, 2003. 6. 18).

52) 미국의 하구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등(2001)의 연구를  참고하고 지표에 대한 내용은  

http://www.delep.org/indicators.htm(2003. 6. 18) 참조.

53) 지표는 (1) 한강하구의 환경상태, 압력요인, 대응노력의 시계열 변화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2) 통계자료나 연구조사 자료로부터 쉽게 이용 가능할 것, (3) 정책결정자 및 지역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4) 신뢰성이 있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자료일 것, (5) 정기적 모니터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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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한강하구 지속가능발전지표

구분 세부지표

압력지표(P)

․인구증가율

․인구 도

․대지․공장용지 비율

․대지․공장용지 증가율

․오염물질부하량

․개발계획

․매립면적

․산업단지

․해양폐기물 발생량

․외래생물종 유입

․관광객수

․어획강도

상태지표(S)

․하천수질(BOD, TN, TP)

․해양수질(COD, TN, TP)

․중금속(해수, 담수, 퇴적물, 저서생

물, 야생동식물) 

․유해화학물질(해수, 담수, 퇴적물, 

저서생물,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종 서식현황

․서식지다양성, 면적, 상태

․생물종다양성

․지형경관등급

․어업자원량

․어업생산량(담수, 해수)

․수산물식품안전성

․농업생산량

․지역내총생산(RGDP)

․소득 및 고용

․자연재해(피해인구, 재산피해)

대응지표(R)

․하수처리율

․환경기초시설

․보호지역지정

․보호생물종 지정

․조사연구

․물관리대책

․자원관리대책(예: 종묘방류)

․생태계관리대책

․재해방지대책

․이해당사자 인식 및 참여 정도

자료: 강과 남(2003)

제2장 및 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정된 지표 중 대부분의 압력지표 및 대응지

표는 한강하구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만54) 한강하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상태지표

는 한강하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연구조사를 위한 접근이 어려워 

당장 이용 가능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선정기준의 하나로 제시된 자료

의 가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하

구 환경상태, 압력요인, 대응노력의 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기적인 연구조사가 가능할 것, (6) 지역이해당사자들이 지속가능성 평가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7) 국내의 다른 하구와 비교가 용이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정(강과 남, 2003).

54) 연구의 목적 상 압력 및 대응의 모든 지표에 대한 자료를 본문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제시되지 

않은 지표의 대부분도 기존통계로부터 추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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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므로, 이 부분은 앞서 제시한 연구조사 계획에 반드시 반 되어 집중적인 투자

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한강하구의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평가하는 개별지표의 개발과 더불어 이

들 지표가 나타내는 바를 종합적으로 반 하는 단일지수의 개발이 추진된다면 단일

지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55)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은 

일차적으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한강하구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

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하구별로 동일한 지표를 이용한 조사가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경우 하구별로 환경상태, 관리대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정량적으

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55) 제2장의 수질환경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강하구의 경우에서도 상태지표인 하천수질과 해양

수질의 경우 유기물과 양염류의 변화추세가 서로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하구의 특성), 단일

지표를 사용할 경우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단일지수의 개발이 병행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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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요약  

한강하구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지금까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으나 

최근 남북긴장완화와 접경지역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훼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자연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역개발의 요구를 지혜롭게 

수용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기초한 한강하구의 환경보전전략 및 통합 환경관리

방안의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2년에 걸친 연구 중 1차

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한강하구의 환경관리전략 수립에 주 목적을 두고 있

다. 

한강하구의 환경현황, 한강하구 유역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한강하구 환경보

전을 위한 관리현황의 파악을 위해 기존의 조사․연구자료를 취합하여 적어도 정성

적인 PSR분석이 가능하도록 압력-상태-대응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환경상태는 

주로 경관, 자연환경, 수질환경 및 해양환경을, 압력요인은 사회․문화, 토지․교통, 

수산 등의 하구이용을, 대응부문은 환경 및 토지이용 관리현황을 중심으로 제시하

고 정성적 분석을 통해 각 부문별로 환경현안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 다.

한강하구의 현황분석 결과 대조차 환경에서 관찰되는 경관의 특이성, 다양한 국제

적 보호 조류의 서식, 채식, 산란지로서의 중요성, 특이한 식물의 군락지 및 분포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드넓은 하구갯벌 및 습지의 분포, 황복․참게․뱀장어 등 수산

자원의 보고,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화작용 등 한강하구가 가지는 환경적 

가치가 확인되었다. 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교량 및 도로건설, 골재채취 등의 지역개발 및 수변이용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하

천제방과 철책으로 인한 수역-육상 생태계 통로의 차단, 신곡수중보 건설에 따른 환

경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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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분석을 통해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시행, 김포․파주 신도시의 개발, 광역교통

망의 확충, 개성공단의 개발 등 남북화해에 따른 DMZ 일원의 개발과 연관된 한강하

구 환경관리의 현재 및 장래 여건 등을 전망하고 한강하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러한 

개발압력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특히 한강하구에 대한 환경

관리개념의 부재, 분화된 환경관리체제로 인한 관리 역의 분산 및 통합관리체제의 

미비, 하구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의 취약 등의 현행 관리체제상의 문제가 한강하구에 

대한 효과적인 환경보전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 다. 

이상의 하구환경 및 이용현황 조사, 하구환경 현안 파악,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결

과와 국내외 하구환경관리 사례를 통해 한강하구환경관리의 비전, 원칙 및 정책방향

을 설정하 다. 한강하구의 환경관리비전을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

의 터전으로서의 한강하구’라고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지속발전가

능성, 동반자적 협력, 생태계 중심, 통합적 접근의 4개 원칙을 제시하 다. 제시된 원

칙을 반 하여 한강하구 환경정책의 방향을 크게 8가지로 설정하 는데 한강하구 환

경관리에 있어 예방적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역할 확대,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개발,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환경기초조사․연구․모니터

링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환경보호구역의 설정, 통합적 관점에서 

하구환경관리와 연관된 부문별 관리전략의 수립, 한강하구 생태계 복원방안의 추진 

및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토지․교통, 자연환경, 수질환경, 경관․관광 및 수산자원 

등의 5부문별로 현황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파악된 환경현안 및 관리의 문제점을 

분류하고 상기의 8가지 정책방향을 반 하여 부분별로 관리목표와 환경현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대책을 제시하 다. 토지․교통에서는 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계획 후 개발 추진,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엄격한 운  및 토지이용의 구체화를, 자연환

경은 자연환경조사․모니터링 계획․시행, 하구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지

정을, 수질환경부문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하구지역 적용, 신곡수중보 사후 향평

가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경로 조사 등을, 경관․관광은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자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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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리지역지정 및 자연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수산자원 분야는 수산관리체제의 개

선 및 수산물 스톡파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강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환경관리정책의 기본구상을 한강하구의 관리경계 설정, 한강하구 환경관리권역의 설

정 및 관리방향,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한강하구는 

자연적인 유역경계, 하구의 물리화학적 특성, 자연자원관리의 필요성,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실수중보 하류로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의 행정경계’까지로 

정의하 고, 특별히 자연환경관리나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 측면에서 민감

한 지역인 신곡수중보 하류의 수변 양안 1000m를 포함하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

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 다.

친환경적인 하구이용을 담보함과 동시에 국가의 DMZ 일원의 환경관리와의 연속

성을 확보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한강하구를 법제적 요인과 환경․생태적 요인을 

반 한 국토환경성평가기준에 따라 크게 5등급으로 구분하 다. 또한 구분된 각 등급

의 성격을 반 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강하구의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

는 보전지역(1등급, 2등급),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개선지역(3등급), 및 도시

화 지역이나 환경훼손이 심각한 복원지역(4등급, 5등급)으로 크게 환경관리권역을 설

정하 다. 이 구분에 따르면 환경성이 가장 높은 1등급은 전체면적의 39.6%인 

1,136km
2
이고,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2등급은 18.1%인 520km

2
정도로 자

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전체 한강하구 면적의 57.7%인 1,656km
2
으로 나

타났다.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방안은 하구환경관리체제의 개발, 한강하구 조사․

연구, 한강하구의 지속발전가능성 평가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한강하구 환경의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강하구환경관리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하구

환경의 통합적 관리와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한강하구환경관리종합계

획(가칭)’의 수립 및 시행과 이러한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한강하구환경관리위원회(가칭)’설치를 제안하 다. 우리나라의 매체별로 분화된 환

경법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하구환경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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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한강하구환경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을,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 환경법의 전면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유역관리법(가칭)’

을 제정하고 여기에 하구환경관리체제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 다. 또한 이러한 국가

차원의 체제정비와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

안의 하나로 판단되는 민관군 환경관리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언급하 다.   

한강하구의 관리전략은 물론 향후 구체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에 있어 공통적인 문

제이자 근본적인 한계는 체계적인 하구환경자료의 부재이다. 이런 점에서 한강하구

가 가지는 지정학적인 특성, 부문별 환경관리의 현안 및 문제점과 향후 우리나라의 

다른 하구 조사연구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구조사를 위한 7가지 추진원칙과 향후 

5년 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환경기초조사를 포함한 12사업(약 80억 예산)과 추진체

계를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한강하구의 현황과 향후의 관리대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한 방안으로 한강하구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도입과 총 37개의 지표를 제

안하 다. 이 지표는 한강하구의 환경현황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한

강하구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적용이 곤란하지만,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조사연구 

항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하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환경현황 뿐만 아니라 이용현황 및 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한강하구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모색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범위에서 한정하 듯이 기존의 현황자료 및 외국사례의 분석을 통한 연구방법론

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현 단계에서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강하구

는 지정학적인 지역 여건으로 인해 환경현황 자료가 극히 빈약하고 가용한 기존자료

도 일부 자료를 제외하면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당위론에 근거한 접근을 

벗어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에 근거해 지역개발 압력을 강력하게 제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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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용한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 수단을 최대

한 이용하여 환경관리권역의 설정 및 권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하구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체제의 개발, 조사연구 및 지표개발 방안의 제시는 다음과 같이 향후에 

추진되어야 할 연구사업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강하구의 개발압력을 계획단계에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관

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권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 는데 이를 실제적인 관리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지유역조사를 통한 권역설정의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적용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와 같은 수준의 조사연구 자료를 가지고는 종합적인 하구환경관리방안

을 수립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연구관리방안에서 제시한 원칙

과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하구환경관리계획은 적어도 환경기초조사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평가를 위해 제안된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점증되는 개발압력이 하

구환경의 급격한 훼손으로 나타나지도 않겠지만 북한 및 유엔사와의 환경협력이 전

제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조사사업도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현실성 있는 하구환경관리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중립지역에 대한 조사를 제

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하구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추진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강하구의 환경관리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 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한강하구의 인문․사회적인 특성 및 하구환경보전에 미치는 향을 면 히 연

구해야 한다. 특히, 환경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용도의 직접적인 규제, 개발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통한 접근, 환경보호 또는 보전지역의 지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책에 

대한 지역의 정서와 수용성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강하구의 환경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군의 역할 및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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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환경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협력분야의 발굴, 군 환경교육, 제도개선, 한강

하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체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해수면 변동에 따른 하구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56) 하구는 연안의 대표적 환경으로 해수면

의 변화에 대하여 공간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하구개발  및 이용

에 있어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의 마

련이 필요할 것이다.  

56) 조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조석 및 태풍해일을 고려한 해수면 1m 상승으로  최대 우리나라 연안  

   의 2,643km2이 침수될 것으로 예측하 는데 홍수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을 고려한다면 하구지역의  

   침수면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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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한강하구에 포함된 유역․행정구역 목록
중권역 배수구역 시도 구리시 점유율 읍면동

한강본류

한강본류20
서울    

특별시   

강남구 2.6% 청담1동

광진구 22.7% 광장동,노유2동,자양2동

송파구 19.0% 잠실1,2,3,5,6동,풍납1,2동

탄천01 경기도 용인시 10.1%
구성면(57.9%),기흥읍(11.3%),

수지읍(82.4%)

탄천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00.0%

구미동,금곡동,내정동,매송동,

분당동,불정동,서당동,서현동,

수내동,신기동,야탑동,운중동,

이매동,정자동,중탑동,초림동,

판교동,하탑동

성남시

수정구
100.0%

고등동,단대동,복정동,산성동,

수진1,2동,시흥동,신촌동,신흥

1,2,3동,양지동,태평1,2,3,4동

성남시

중원구
100.0%

금광1,2동,상대원1,2,3동,성남

동,여수동,은행1,2동,중동

용인시 0.7% 수지읍(9.0%)

탄천03
서울

특별시

강남구 72.1%

논현1,2동,대치1,3동,도곡1동,

삼성1,2동,세곡동,수서동,신사

동,압구정1,2동,역삼1,2동,

일원2동,일원본동,청담2동

서초구 27.0% 내곡동,반포1동,서초1,2,4동

송파구 35.4%

가락1동,가락본동,문정1,2동,

삼전동,석촌동,잠실7동,잠실

본동,장지동

양재천

경기도 과천시 88.1%
과천동,문원동,별양동,

부림동,중앙동

서울    

특별시   

강남구 25.3%
개포1,2,3,4동,대치2,4동,

도곡2동,일원1동

서초구 36.9% 양재1,2동

중랑천01 경기도

양주군 10.7% 장흥면(6.3%),주내면(66.3%)

의정부

시
100.0%

가능1,2,3동,녹양동,송산동,

신곡1,2동,의정부1,2,3,4동,

자금동,장암동,호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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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한강하구에 포함된 유역․행정구역 목록(계속)

중권역 배수구역 시도 구리시 점유율 읍면동

한강본류

청계천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59.3%

답십리1,2,3,4,5동,신설동,용

두1,2동,전농1,2,3,4동,제기1,

2동,청량리1,2동,회기동

서대문구 8.7% 천연동,충정로동,현저동

성동구 36.2%
도선동,마장동,사근동,왕십리

1,2동,용답동,행당1,2동

성북구 82.4%

길음1,2,3동,돈암1,2동,동선1,2동,

동소문동,보문동,삼선1,2동,

성북1,2동,안암동,월곡1,2,3,4동,

정릉1,2,3,4동,종암1,2동

종로구 55.8%

가회동,교남동,명륜3가동,무악

동,사직동,삼청동,세종로동,숭

인1,2동,이화동,종로1.2동,종

로3.4동,종로5.6동,창신1,2,3동,

청운동,혜화동,효자동

중구 91.1%

광희동,명동,소공동,

신당1,2,3,4,5,6동,

을지로3.4.5동,장충동,

충무로4.5동,태평로1가동,

필동,황학동,회현동

중랑천02
서울    

특별시   

강북구 100.0%
미아1,2,3,4,5,6,7,8,9동,번1,

2,3동,수유1,2,3,4,5,6동

광진구 70.3%

구의1,2,3동,군자동,노유1동,

능동,자양1,3동,중곡1,2,3,4동,

화양동

노원구 100.0%

공릉1,2,3동,상계1,2,3,4,5,6,7,8,9,10

동,월계1,2,3,4동,중계1,2,3,4동,중계

본동,하계1,2동

도봉구 100.0%
도봉1,2동,방학1,2,3,4동,쌍문

1,2,3,4동,창1,2,3,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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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한강하구에 포함된 유역․행정구역 목록(계속)

중권역 배수구역 시도 구리시 점유율 읍면동

한강본류

중랑천02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40.7%
이문1,2,3동,장안1,2,3,4동,

휘경1,2동

성동구 49.9%

금호동1가,2가동,성수동1가1,

1가2,2가1,2가3동,송정동,

응봉동

성북구 17.6%
상월곡동,석관1,2동,

장위1,2,3동

중랑구 100.0%

망우1,2,3동,면목1,2,3,4,5,

6,7,8동,묵1,2동,상봉1,2동,

신내1,2동,중화1,2,3동

중구 8.9% 남대문로5가동,중림동

한강본류21
서울    

특별시   

동작구 77.8%

노량진1,2동,동작동,본동,사당

1,2,3,4,5동,상동1,2,4,5동,

흑석1,2,3동

마포구 28.0%

공덕1,2동,대흥동,도화1,2동,

상수동,신공덕동,신수동,아현

1,2,3동,염리동,용강동,창전동

서대문구 5.9% 북아현1,2,3동

서초구 36.1%

반포2,3,4동,반포본동,방배1,

2,3,4동,방배본동,서초3동,

잠원동

성동구 13.9% 금호동3가,4가동,옥수1,2동

등포구 39.9% 당산2동,여의도동

용산구 100.0%

남 동,보광동,서빙고동,용문

동,용산2가동,원효로1,2동,

이촌1,2동,이태원1,2동,청파1,

2동,한강로1,2,3동,한남1,2동,

효창동,후암동

중구 8.9% 남대문로5가동,중림동

홍제천

경기도 고양시 2.6% 화전동

서울    

특별시   
마포구 40.0%

노고산동,동교동,망원1,2동,

서교동,성산1,2동,연남동,

합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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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한강하구에 포함된 유역․행정구역 목록(계속)

중권역 배수구역 시도 구리시 점유율 읍면동

한강본류

홍제천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85.4%

남가좌1,2동,대신동,북가좌1,

2동,연희1,2,3동,창천동,홍은

1,2,3동,홍제1,2,3,4동

은평구 58.6%

갈현1,2동,구산동,녹번동,대조

동,불광1,2,3동,수색동,신사1,

2동,역촌1,2동,응암1,2,3,4동,

증산동

종로구 44.2% 부암동,평창동

안양천01 경기도

과천시 11.9% 갈현동

군포시 42.0%

광정동,군포1동,궁내동,금정

동,당정동,산본1,2동,수리동,

오금동,제궁동

안양시

동안구
100.0%

갈산동,관양1,2동,귀인동,달안

동,범계동,부림동,부흥동,비산

1,2,3동,신촌동,평안동,평촌

동,호계1,2,3동

안양시

만안구
100.0%

박달1,2동,석수1,2,3동,안양1,

2,3,4,5,6,7,8,9동

의왕시 79.0%
고천동,내손1,2동,오전동,

청계동

목감천

경기도

광명시 49.1% 광명1,2,3,4,5,6,7동,학온동

부천시

소사구
68.9%

괴안동,범박동,소사본1,2,3동,

역곡3동

부천시

원미구
12.7% 소사동,역곡1,2동

시흥시 5.2% 과림동

서울    

특별시   
구로구 65.0%

개봉1,2,3동,개봉본동,고척1,2

동,수궁동,오류1,2동

도림천
서울    

특별시   
관악구 100.0%

남현동,봉천1,2,3,4,5,6,7,8,

9,10,11동,봉천본동,신림1,2,

3,4, 5,6,7,8,9,10,11,12,13

동,신림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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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한강하구에 포함된 유역․행정구역 목록(계속)

중권역 배수구역 시도 구리시 점유율 읍면동

한강본류

도림천
서울

특별시

구로구 22.3%
가리봉1,2동,구로2,3,4,5,6동,

신도림동

동작구 22.2% 대방동,상도3동,신대방1,2동

등포구 37.6%

대림1,2,3동,도림1,2동,문래1

동,신길1,2,3,4,5,6,7동, 등

포1,2,3동

안양천02

경기도 광명시 50.9%
소하1,2동,철산1,2,3,4동,하안

1,2,3,4동

서울    

특별시   

강서구 7.9% 화곡1,2,4,7,8동

구로구 12.7% 구로1동,구로본동

금천구 100.0%
가산동,독산1,2,3,4동,독산본

동,시흥1,2,3,4,5동,시흥본동

양천구 96.2%
목1,2,4,5,6동,신월1,2,3,4,5,

6,7동,신정1,2,3,4,5,6,7동

등포구 22.5% 당산1동,문래2동,양평1,2동

한강본류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8% 대덕동

서울    

특별시   

강서구 65.8%

가양1,2,3동,등촌1,2,3동,발산

1,2동,방화1,2,3동,염창동,

화곡3,5,6동,화곡본동

마포구 32.0% 상암동

양천구 3.8% 목3동

창릉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4%

창릉동,행신1,2동,효자동,

흥도동

서울    

특별시   
은평구 41.4% 진관내동,진관외동

굴포천 경기도

김포시
6.0% 고촌면(62.9%)

2.5% 김포3동

부천시

소사구
31.1% 송내1,2동,심곡본1,2동

부천시

오정구
100.0%

고강1동,고강본동,성곡동,

신흥동,오정동,원종1,2동



부  록  175

<부록 표 1> 한강하구에 포함된 유역․행정구역 목록(계속)

중권역 배수구역 시도 구리시 점유율 읍면동

한강본류

굴포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87.3%

도당동,상1동,상동,심곡1,2,3동,약

대동,원미1,2동,중1,2,3,

4동,중동,춘의동

서울    

특별시   
강서구 26.3% 공항동,과해동

인천     

광역시

계양구 100.0%
계산1,2,3동,계양1,2동,서운

동,작전1,2,3동,효성1,2동

남동구 7.2% 간석1,2,3,4동

부평구 100.0%

갈산1,2동,부개1,2,3동,부평1,

2,3,4,5,6동,산곡1,2,3,4동,삼산동,

십정1,2동,일신동,청천1,2동

서구 100.0%

가정1,2,3동,가좌1,2,3,4동,검

단동,검암동,경서동,석남1,2,3

동,신현동,연희동,원창동

한강본류23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75.0%

대화동,마두1,2동,백석동,송산

동,송포동,식사동,일산1,2,3,4

동,장항1,2동,주엽1,2동,풍산동

고양시

덕양구
41.5%

능곡동,성사1,2동,주교동,

행주동,화정1,2동

김포시
53.3%

고촌면(37.1%),대곶면(22.6%),

양촌면(75.6%),월곶면(32.2%),

통진면(80.5%),하성면

8.7% 김포1,2동

파주시 6.0% 교하면(32.1%),탄현면(25.3%)

곡릉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25.0% 고봉동

고양시    

덕양구
31.7% 고양동,관산동,신도동,원신동

양주군 19.4% 장흥면(93.7%)

파주시

4.4% 금촌1,2동

16.7%

광탄면(15.3%),교하면(67.9%),

월룡면(24.1%),조리면,

탄현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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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한강하구에 포함된 유역․행정구역 목록(계속)

중권역 배수구역 시도 시군구 점유율 읍면동

임진강

눌노천 경기도 파주시 13.8%
법원읍(32.4%),적성면(31.8%),

파평면(53.2%)

임진강02 경기도 파주시 18.9%
문산읍(23.9%),법원읍(13.1%),

,파평면(46.8%)

문산천 경기도

양주군 8.1% 광적면(34.8%),백석면(20.7%)

파주시 29.7%

광탄면(84.7%),문산읍(31.5%),

법원읍(54.4%),월룡면(63.9%),

파주읍

임진강03 경기도 파주시 7.7%
문산읍(13.1%),월룡면(12.0%),

탄현면(59.6%)

사천 경기도 파주시 2.8% 문산읍(31.5%)

경기서해

대곳 경기도 김포시 29.5%
대곶면(77.4%),양촌면(24.4%).

월곶면(67.8%),통진면(19.5%)

강화
인천

광역시
강화군 100%

선운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상사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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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군사시설보호구역현황

(단위 : ㎢, %)

구       분 행정구역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구역 대비

경  기  도 10,189.24 2,451.40 24.1 

접 경 지 역 2,411.43 1,929.59 80.2 

고양시

접
경
지
역

고봉동 24.55 24.37 99.3 

송산동 19.63 6.91 50.5 

송포동 13.58 3.03 22.8

계 57.76 34.31 66.6 

제외지역 209.56 104.83 48.6

합계 267.32 139.14 52.1 

파주시

접
경
지
역

광탄면 65.43 65.54 100.0 

교하면 57.89 57.90 100.0 

군내면 46.81 46.81 100.0 

문산읍 47.34 47.34 100.0 

법원읍 71.08 71.05 100.0 

월롱면 26.77 26.77 100.0 

장단면 35.24 35.24 100.0 

적성면 89.11 84.61 94.9 

진동면 43.37 43.35 100.0 

진서면 13.92 13.92 100.0 

탄현면 60.18 60.17 100.0 

파주읍 32.12 32.12 100.0 

파평면 41.90 41.93 100.0 

계 631.16 626.75 99.3 

제외지역 51.33 51.40 100.0 

합계 682.49 678.15 99.3 

양주군

접
경
지
역

광적면 48.46 30.38 62.7 

남면 36.52 34.50 94.4 

백석면 41.40 9.79 23.6 

은현면 34.57 14.77 42.7 

장흥면 63.07 38.64 61.3 

계 224.02 128.08 57.2 

제외지역 85.75 10.11 11.8 

합계 309.77 138.19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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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군사시설보호구역현황(계속)

(단위 : ㎢, %)

구       분 행정구역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구역 대비

강화군

접
경
지
역

강화읍 24.82 17.05 68.7

선원면 21.26 5.64 26.5

불은면 31.52 11.80 37.4

길상면 34.95 16.41 47.0

화도면 42.33 34.30 81.0

양도면 35.37 25.38 71.8

내가면 29.84 17.48 58.6

하점면 36.26 30.99 85.5

양사면 26.42 26.42 100.0 

송해면 22.40 22.40 100.0 

교동면 47.15 47.15 100.0 

삼산면 45.60 45.60 100.0 

서도면 12.92 12.92 100.0 

계 410.84 313.52 76.3 

제외지역 0 0 0

합계 410.84 313.52 76.3 

김포시

접

경

지

역

대곶면 42.79 26.02 60.8 

양촌면 38.66 28.25 73.0

월곶면 51.92 51.92 100.0 

통진면 29.45 25.87 87.8 

하성면 54.76 54.76 100.0 

계 217.58 186.82 85.9 

제외지역 58.95 23.54 39.9 

합계 276.53 210.36 76.1 

자료 : 각 시․군 내부자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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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강화도 남단 갯벌에서 건강망에 의해 채집된 어류(1998년)

종명 국명
개체수 총습

중량(g)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Acanthogobius elongata 왜풀망둑 16 48 64 114.4

Acanthogobius flavimanus 문절망둑 2 3 5 9

Acanthogobius hasta 풀망둑 250 145 184 268 45 67 60 1019 38618.1

Acanthogobius pellidebilis 점줄망둑 2 2 6.1

Carassius auratus 붕어 1 1 10

Chaenogbius mototanus 얼룩망둑 10 5 27 1 5 5 1 54 122.1

Coilia ansus 웅어 3 1 4 125.7

Collichthys lucidus 황강달이 1 1 4.9

Favonigobius gymnauchen 날개망둑 20 1 21 34.4

Hyporhampus sajori 학공치 1 3 4 37.7

Konosirus punctatus 전어 4 318 2045 17 40 2424 2021.2

Leiognathus nuchalis 주둥치 5 4 9 7.2

Mugil cephalus 숭어 23 18 12 42 37 6 10 148 19899.8

Sardinella zunasi 밴댕이 104 14 4 246 846 1214 5210.5

Sebastes schlegli 조피볼락 6 6 6.1

Taenioides rubicundus 개소갱 5 1 7 2 3 1 19 508.9

Takifugu obscurus 황복 1 8 6 7 22 172.2

Thyssa adelae 풀반댕이 6 3 3 10 3 25 183.8

Thyssa kammalensi 청멸 18 9 6 33 214.3

Trachidermus fasciatus 꺽정이 2 1 3 27.7

Tridentiger barbatus 아작망둑 5 5 62.5

Tridentiger trigobocephalus 두줄망둑 1 1 2.9

종수 7 10 13 11 12 10 6 22

70399.3개체수 341 318 643 2381 377 975 76 5084



180  하구역 환경보전전략 및 통합환경관리방안 수립 부록

<부록 표 4> 강화도와 주변 섬의 갯벌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종과 서식환경 

      특징(인하대학교, 1997)

지역 갯벌
유형

서식처의 
이질성

출현종
(어류) 출현종(저서동물)

생물
다양
성

비고

강
화
도

뻘, 
바위 
자갈

높음(일부 동검, 
동막, 염하수도 
지역 상부에 
염색식물 군락 
발달)

숭어, 망둑, 
황복, 
실뱀장어, 
갯장어, 농어, 
서대, 밴댕이

암반: 따개비, 굴; 갯벌: 방게류, 
농게, 콩게류, 칠게, 참게류, 
풀게, 총알고둥, 가무락, 
계화도조개, 접시조개류, 

갯지 이류, 동죽, 가시닻해삼

A
동,서측 수로에 
새우류 풍부하게 

서식

교
동
도

뻘, 
바위
자갈

높음(상부에 
염색식물 
군락발달)

숭어, 젓새우, 
황복, 복어

암반: 따개비, 굴; 갯벌: 콩게, 
농게, 칠게, 바지락, 갯지 이류 B

남쪽 해안에 
새우류 풍부하게 
서식, 참게, 새우 

양식

석
모
도

모래, 
뻘, 
바위
자갈

높음

칠장어, 황복, 
복어, 병어, 
벤뎅이, 숭어, 
망둑, 

암반: 총알고둥, 따개비, 굴; 
갯벌: 칠게, 농게, 가무락, 

바지락, 맛, 민칭이, 갯지 이류
B

수로 지역에 
새우류 풍부하게 
서식, 새우, 농어 

양식

미
법
도

모래 뻘 
바위
자갈

높음(상부에 
염색식물 
군락발달)

벤뎅이, 숭어 암반: 따개비, 굴; 갯벌: 콩게, 
칠게, 동죽, 갯지 이류 Z

서
검
도

뻘, 
바위
자갈

낮음 실뱀장어, 
숭어, 동아

암반: 총알고둥, 따개비, 굴; 
갯벌: 가무락, 동죽, 민칭이, 

갯지 이류
C 새우 양식

주
문
도

모래, 
뻘, 
바위 
자갈

높음(상부에 
염색식물 
군락발달)

숭어, 놀래미, 
우럭, 
실뱀장어, 
황복, 병어

암반: 총알고둥, 따개비, 굴, 
조무래기 따개비, 대수리, 
갯강구; 갯벌: 가무락, 
모시조개, 대합, 동죽, 

갯지 이류

A 김 양식

아
차
도

모래
바위 
자갈

낮음
숭어, 동아, 
황복, 준치, 
병어

암반: 총알고둥, 따개비, 굴, 
조무래기 따개비, 대수리, 
갯강구; 갯벌: 가무락, 대합, 

동죽, 갯지 이류

C 바지락 양식

볼
음
도
모래 뻘

낮음(상부에 
염색식물 
군락발달)

숭어, 동아, 
황복, 준치, 
병어

암반: 총알고둥, 따개비, 굴, 
조무래기 따개비, 대수리, 
갯강구; 갯벌: 가무락, 
모시조개, 대합, 동죽, 

갯지 이류

B 바지락 양식

말
도

뻘, 
바위
자갈

낮음 숭어

암반: 총알고둥, 따개비, 굴, 
조무래기 따개비, 대수리, 
갯강구; 갯벌: 가무락, 
모시조개, 대합, 동죽, 

갯지 이류

C

자료 : 인하대학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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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강화도와 주변 섬의 갯벌 서식처에 따른 저서동물상 우점종

뻘 갯벌 학명 국명 비고

다모류

Heteromastus filiformis 버들갯지 이류 +++

Mediomastus californiensis 버들갯지 이류 +++

Nephtys spp. 백금갯지 이류 ++

Lumbrineris spp. 송곳갯지 이류 ++

Glycera spp. 미갑갯지 이류 ++

Magelona spp. 양손갯지 이류 ++

Minuspio japonica 얼굴갯지 이류 ++

Diopatra spp. 집갯지 이류 +

Tharyx spp. 실타래갯지 이류 +

Perinereis aibuhitensis 눈썹참갯지 이류 ++

갑각류

Macrophthalmus japonicus 칠게 +++

llyoplax pingi 펄털콩게 +++

Helice spp. 방게류 +

Uca spp. 농게류 +

Asthenognathus inequipes 속살이게류 ++

Tritodynamia spp. 옆길게류 ++

Monoculodes Koreanus 단각류 ++

연체동물

Mactra veneriformis 동죽 +++

Moerella sp. 접시조개류 +++

Potampcorbula laevis 계화도조개 ++

Cyclima sinensis 가무락 +

Solen strictus 맛조개 ++

Bullacta exarata 민칭이 +++

Umbnium thomasii 서해비단고둥 +++

극피동물
Protankyra bidentata 애기닻해삼 +++

Amphiura vadicola 연안거미불가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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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강화도와 주변 섬의 갯벌 서식처에 따른 저서동물상 우점종(계속)

모래갯벌 학명 국명 비고

다모류
Pseudopolydora paucibravchia 선녀얼굴갯지 이류 ++

Armandia lanceolata 요정갯지 이류 +++

갑각류

Scopimera globosa 엽낭게 +++

Excirolana chiltonii 등각류 +++

Eohaustorius spp. 단각류 +++

Haustorioides spp. 단각류 ++

Talitridae spp. 단각류 +++

Urothoe spp. 단각류 +++

Monoculodes koreanus 단각류 ++

연체동물

Cycladicama tsuchii 조개류 +++

Umbonium costatum 비단고둥 ++

Nuttalia olivacea 빛조개 +

바위, 자갈 학명 국명 비고

다모류

Nereis multignatha 원참갯지 이류 +++

Hydroides ezoensis 우산석회관갯지 이 ++

Naineris lavigata 모자갯지 이류 +++

갑각류

Chthamalus Challengeri 조무래기따개비 +++

Balanus amphitrite albicostaus 등각류 +++

Hemigrapsus spp. 바위게류 ++

Synidotea laevidorsalis 등각류 +

Ligia exotica 갯강구 +++

Corophium spp. 단각류 ++

연체동물

Crassostrea gigas 참굴 +++

Littorina brevicula 총알고둥 +++

Reishia spp. 대수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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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강화도와 주변 섬의 갯벌 서식처에 따른 저서동물상 우점종(계속)

염생식물 갯벌 학명 국명 비고

다모류

Perineris aibuhitensis 눈썹참갯지 이류 +++

Hediste japonica 참갯지 이 ++

Nephtys chemulpoensis 제물포배금갯지 이 +

Mediomastus californiensis 버들갯지 이류 ++

Eteone longa 작은부채발갯지 이 ++

Heteromastus filiformis 버들갯지 이류 ++

Harmothoinae sp. 참비늘갯지 이류 ++

갑각류

Macrophthalmus japonicus 칠게 ++

Cleistostoma dilatatum 세스랑게 +++

Helice tridens sheni 참방게 ++

Uca spp. 농게류 ++

Paracleistostoma cristatum 무당게 +

Gnorimosphaeroma naktongense 등각류 +++

연체동물
Glauconome chinensis 새알조개 +++

Assiminea lutea 기수우 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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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한강하구 시․군별 인구현황 몇 변화

(단위 : 명, %)

시도 시군구 1997년 2001년 증가율

경기도

고양시 779,675 779,256 -0.05 
과천시 71,430 59,978 -16.03 
광명시 341,975 334,925 -2.06 
군포시 208,769 186,975 -10.44 
김포시 104,652 113,279 8.24 
부천시 821,368 624,733 -23.94 
성남시 853,838 853,838 0.00 
시흥시 2,769 2,903 4.84 
안양시 809,395 834,598 3.11 
양주군 47,609 59,316 24.59 
연천군 238 219 -7.98 
용인시 43,977 191,357 335.13 
의왕시 90,613 98,868 9.11 
의정부시 307,751 313,130 1.75 
파주시 141,872 186,644 31.56 
소계 4,625,931 4,640,020 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555,355 546,038 -1.68 

강북구 351,848 329,750 -6.28 

강서구 490,013 497,633 1.56 

관악구 534,620 529,741 -0.91 

광진구 367,950 354,805 -3.57 

구로구 377,660 417,453 10.54 

금천구 272,740 263,061 -3.55 

노원구 587,428 648,615 10.42 

도봉구 408,352 394,885 -3.30 

동대문구 389,281 383,822 -1.40 

동작구 432,300 407,784 -5.67 

마포구 391,146 382,195 -2.29 

서대문구 358,995 371,316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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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한강하구 시․군별 인구현황 몇 변화(계속)

(단위 : 명, %)

시도 시군구 1997년 2001년 증가율

서울특별시

서초구 407,132 397,983 -2.25 

성동구 326,026 343,471 5.35 

성북구 478,812 453,517 -5.28 

송파구 285,726 271,581 -4.95 

양천구 475,914 486,095 2.14 

등포구 406,841 409,920 0.76 

용산구 238,655 239,345 0.29 

은평구 491,677 468,942 -4.62 

종로구 189,951 147,715 -22.24 

중구 125,500 144,693 15.29 

중랑구 475,662 449,965 -5.40 

소계 9,419,584 9,340,325 -0.84 

인천광역시

강화군 63,151 63,594 0.70 

계양구 289,257 341,130 17.93 

남동구 106,153 100,093 -5.71 

부평구 367,451 468,211 27.42 

소계 826,012 973,028 17.80 

총     합 14,871,527 14,953,373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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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한강하구 시․군별 가축사육두수 현황

(단위 : 두수)

구      분 1997년 2001년

시도 시군구 한육우 젖소 돼지 한육우 젖소 돼지

경기도

고양시 4,327 16,236 68,513 4,471 6,964 86,414 

과천시 69 3 468 530 53 289 

광명시 1,223 963 3,731 690 578 2,448 

군포시 0 0 0 0 0 0 

김포시 7,418 5,166 80,842 6,685 4,792 95,865 

부천시 1,227 3,205 3,226 247 233 2,655 

성남시 94 356 285 47 216 121 

시흥시 21 3 84 60 99 433 

안양시 0 0 0 0 0 0 

양주군 2,774 2,052 17,518 773 1,877 15,208 

연천군 114 182 1,179 95 219 1,916 

용인시 2,305 843 14,383 7,016 4,718 260,077 

의왕시 526 495 1,268 183 398 1,359 

의정부시 495 1,216 2,311 212 315 1,248 

파주시 8,452 14,952 98,045 5,711 13,942 120,825 

소계 29,045 45,673 291,853 26,720 34,406 588,858 

서울

특별시

강남구 0 0 0 0 0 0 

강북구 0 0 0 0 0 0 

강서구 504 0 2,900 41 0 1,448 

관악구 0 0 0 0 0 0 

광진구 0 0 0 0 0 0 

구로구 16 0 44 8 0 14 

금천구 0 0 0 0 0 0 

노원구 0 0 0 0 0 0 

도봉구 0 0 0 0 0 0 

동대문구 0 0 0 0 0 0 

동작구 0 0 0 0 0 0 

마포구 0 0 0 0 0 0 

서대문구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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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한강하구 시․군별 가축사육두수 현황(계속)

(단위 : 두수)

구      분 1997년 2001년

시도 시군구 한육우 젖소 돼지 한육우 젖소 돼지

서울

특별시

서초구 327 0 0 312 0 0 

성동구 0 0 0 0 0 0 

성북구 0 0 0 0 0 0 

송파구 0 0 0 0 0 0 

양천구 0 134 10 0 118 0 

등포구 0 0 0 0 0 0 

용산구 0 0 0 0 0 0 

은평구 0 0 50 0 0 0 

종로구 73 25 1,380 110 20 0 

중구 0 0 0 0 0 0 

중랑구 0 0 0 0 0 0 

소계 920 159 4,384 471 138 1,462 

인천

광역시

강화군 14,869 2,884 30,887 14,138 2,742 29,368 

계양구 557 299 299 557 299 299 

남동구 51 27 27 51 27 27 

부평구 352 189 189 352 189 189 

소계 15,829 3,399 31,402 15,098 3,258 29,883 

총합 45,795 49,232 327,639 42,289 37,801 6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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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8> 한강하구 시군별 산업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일)

구  분 1997년 2001년

시도 시군구
업소수

(개소)

폐수

발생량

폐수

방류량

업소수

(개소)

폐수

발생량

폐수

방류량

경기도

고양시 303 11,219 10,606 563 11,264 6,367 

과천시 17 59 41 30 192 122 

광명시 73 8,310 8,240 116 4,753 4,493 

군포시 63 6,602 5,469 97 4,392 3,393 

김포시 178 2,183 1,862 285 3,500 3,175 

부천시 531 9,727 9,284 883 17,381 13,578 

성남시 346 22,270 11,884 488 3,761 3,110 

시흥시 15 2,049 1,404 22 6,244 2,201 

안양시 279 26,587 15,107 379 24,893 12,830 

양주군 137 13,875 13,188 176 17,535 14,874 

연천군 1 86 45 1 41 40 

용인시 318 93,004 83,648 277 88,578 39,393 

의왕시 58 4,954 3,563 70 3,039 3,000 

의정부시 181 17,162 9,396 235 743 627 

파주시 193 4,842 3,685 226 4,113 3,834 

소계 2,694 222,929 177,423 3,848 190,430 111,037 

서울

특별시

강남구 389 1,468 1,075 568 1,721 1,696 

강북구 79 223 173 158 188 183 

강서구 204 13,182 12,093 314 11,927 10,940 

관악구 105 339 100 223 297 277 

광진구 108 4,626 4,567 216 4,326 4,272 

구로구 166 15,063 11,017 215 3,082 2,420 

금천구 156 4,895 4,048 217 4,356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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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8> 한강하구 시군별 산업폐수배출시설 현황(계속)

(단위 : ㎥/일)

구  분 1997년 2001년

시도 시군구
업소수

(개소)

폐수

발생량

폐수

방류량

업소수

(개소)

폐수

발생량

폐수

방류량

서울

특별시

노원구 113 1,057 720 252 764 731 

도봉구 122 7,421 7,076 167 705 647 

동대문구 110 767 648 213 638 632 

동작구 63 1,145 855 158 14,307 13,855 

마포구 187 7,725 1,008 288 775 768 

서대문구 104 748 666 162 522 199 

서초구 324 2,533 2,025 374 848 781 

성동구 226 12,596 6,629 415 4,684 4,226 

성북구 93 613 419 227 1,043 1,014 

송파구 296 2,919 2,511 523 1,995 1,809 

양천구 114 427 344 222 477 435 

등포구 247 55,732 44,317 386 28,583 8,119 

용산구 166 3,348 3,089 247 15,156 12,132 

은평구 97 406 355 189 258 223 

종로구 204 691 511 314 716 320 

중구 844 1,365 444 1,060 830 794 

중랑구 105 462 420 209 339 309 

소계 4,622 139,751 105,110 7,317 98,537 71,029 

인천

광역시

강화군 42 1,084 945 40 1,031 899 

계양구 119 2,855 2,634 119 2,855 2,634 

남동구 35 576 462 35 576 462 

부평구 316 10,777 9,443 316 10,777 9,443 

소계 512 15,292 13,484 510 15,239 13,437 

총합 7,828 377,972 296,017 11,675 304,206 1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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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9> 자치단체별 산업구조

(단위 : 명)

지역
총

종사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건설업

도소매

업

숙박‧

음식업
운수업

종로구 237,204 0.12 0.22 15.02 0.01 4.62 21.78 10.17 5.52

은평구 70,782 0.01 0.00 8.88 0.19 3.35 21.41 13.43 12.50

서대문구 89,008 - - 7.97 0.33 3.04 16.74 16.49 7.52

마포구 141,552 - 0.00 19.33 0.40 5.98 17.71 10.42 9.01

양천구 97,141 0.00 - 12.39 0.54 5.83 18.85 10.36 12.17

강서구 133,418 - 0.01 12.78 0.37 3.60 17.31 11.04 22.99

구로구 123,579 - 0.03 26.96 0.26 6.94 21.73 7.85 7.03

금천구 105,584 - 0.02 49.16 0.01 3.79 15.95 6.56 6.33

등포구 298,754 0.01 0.04 16.23 0.19 6.65 17.94 8.85 3.62

동작구 90,409 0.00 0.03 12.85 0.46 3.28 20.42 10.75 4.45

관악구 105612 - 0.00 12.32 0.06 3.86 16.76 14.14 6.52

계양구 55,151 0.04 0.04 27.8 0.07 1.60 16.34 11.96 6.56

남동구 162,235 0.05 - 50.58 0.27 3.10 11.40 7.66 3.73

부평구 118,826 - - 32.15 0.29 2.49 17.34 11.71 4.00

서구 114,258 0.06 0.09 53.74 1.26 1.18 11.45 7.04 5.35

부천시 212,498 - - 37.22 0.27 2.49 15.17 10.53 4.08

안양시 166,894 0.04 0.00 24.14 0.46 4.39 17.86 11.53 5.47

광명시 59,699 - - 22.12 0.12 4.53 18.01 12.75 6.61

시흥시 114,464 0.00 - 56.99 1.14 1.89 10.12 8.11 3.55

군포시 67,122 0.02 - 41.33 0.26 2.71 12.18 8.68 5.81

김포시 66,128 0.25 0.11 56.12 0.17 2.27 9.59 8.31 3.23

의왕시 28,111 - - 31.83 0.22 5.77 12.79 8.86 8.12

과천시 32,103 0.65 - 13.91 0.30 7.07 12.30 6.85 1.59

고양시 151,240 0.04 0.01 17.00 0.42 3.28 18.00 13.32 5.55

파주시 58,959 0.26 0.11 42.68 0.24 2.88 12.56 11.03 3.25

양주군 51,474 0.04 0.42 58.97 0.15 2.73 8.48 9.53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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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9> 자치단체별 산업구조(계속)

(단위 : 명)

지역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

임대업

사업서

비스업

공공

행정 등

교육

서비스

보건‧

복지

오락‧문

화 등

기타

서비스

종로구 2.57 9.59 1.92 8.22 7.16 4.03 3.82 1.90 3.34

은평구 0.72 3.50 2.21 2.29 5.38 9.81 5.80 2.87 7.66

서대문구 1.33 8.27 2.45 3.05 6.03 10.27 6.47 2.87 7.17

마포구 0.89 5.30 2.86 10.81 2.32 5.59 2.00 2.10 5.28

양천구 1.92 3.13 3.78 3.91 3.76 9.10 4.63 3.55 6.09

강서구 0.88 2.84 2.79 5.34 2.34 6.77 3.21 1.85 5.89

구로구 0.86 2.92 2.51 4.47 4.79 5.20 2.90 1.48 4.09

금천구 0.78 1.19 1.24 3.13 2.04 3.44 1.66 1.13 3.56

등포구 0.80 14.38 2.85 13.67 2.10 2.32 2.54 3.83 3.99

동작구 2.41 6.19 3.98 10.88 3.29 8.65 3.76 2.66 5.94

관악구 1.31 3.05 2.85 7.75 3.33 14.39 3.39 3.68 6.52

계양구 0.61 3.53 4.14 2.42 3.10 9.49 3.82 2.43 6.08

남동구 0.57 3.00 1.89 3.28 3.09 4.16 2.28 1.23 3.70

부평구 -* 3.32 6.61 2.49 7.88 3.97 2.14 5.61

서구 0.36 1.15 1.61 2.35 1.85 4.81 2.15 1.32 5.12

부천시 0.94 3.76 2.71 2.25 2.67 7.19 3.38 2.03 5.31

안양시 1.18 4.33 3.11 5.34 3.83 7.70 3.52 2.03 5.07

광명시 0.40 4.11 4.40 2.54 2.44 9.12 4.26 2.39 6.21

시흥시 0.53 1.24 2.11 1.36 1.29 4.97 2.15 1.19 3.37

군포시 0.50 1.77 3.13 3.24 2.22 8.03 2.79 2.58 4.73

김포시 0.46 1.75 1.94 1.27 1.72 5.28 2.51 1.24 3.80

의왕시 0.23 1.32 3.13 3.95 6.48 8.16 3.07 1.32 4.78

과천시 2.46 3.46 3.43 10.06 24.33 4.45 1.34 5.00 2.79

고양시 1.07 3.29 5.91 3.40 3.33 10.81 5.02 3.06 6.48

파주시 0.78 2.78 2.15 1.75 3.75 5.92 2.76 1.92 5.16

양주군 0.21 1.01 1.28 0.65 1.72 3.88 1.63 1.55 3.90

자료 : 2001년도 각 자치단체 통계연보

*운수업에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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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0> 한강하구 시․군별 1997년 토지이용 현황(단위 : ㎢)

시도 시군구 전 답 임야 대지 목장 기타 계

경기도

고양시 20.75 47.62 83.88 32.07 1.70 14.42 200.44 

과천시 3.02 2.47 23.12 5.20 0.00 1.21 35.02 

광명시 5.37 5.64 15.59 9.15 0.01 1.86 37.61 

군포시 1.36 1.59 7.00 4.36 0.01 0.77 15.09 

김포시 26.90 87.81 91.53 18.17 1.44 14.64 240.48 

부천시 3.25 9.37 9.37 27.35 0.02 3.82 53.18 

성남시 9.33 10.17 72.23 32.59 0.15 12.92 137.39 

시흥시 1.00 0.88 1.87 0.47 0.10 0.40 4.73 

안양시 2.46 1.58 32.35 25.80 0.02 3.92 66.14 

양주군 11.02 10.86 90.17 6.95 0.35 4.45 123.80 

연천군 1.03 1.53 4.93 0.29 0.01 9.98 17.77 

용인시 10.97 14.47 72.72 17.65 0.18 5.86 121.85 

의왕시 1.74 1.46 16.33 3.16 0.01 0.48 23.18 

의정부시 5.87 7.04 48.25 10.31 0.33 4.24 76.05 

파주시 48.52 96.71 239.14 29.61 1.86 26.62 442.46 

소계 152.59 299.20 808.47 223.12 6.22 105.60 1,595.20 

서울

특별시

강남구 1.35 1.58 6.42 23.60 0.00 2.52 35.48 

강북구 0.16 0.06 13.59 9.03 0.00 0.39 23.22 

강서구 1.66 7.31 3.84 14.40 0.00 10.61 37.83 

관악구 0.18 0.09 17.44 10.90 0.00 0.40 29.01 

광진구 0.08 0.04 2.90 10.39 0.00 1.11 14.52 

구로구 0.98 0.85 4.03 12.10 0.00 1.15 19.12 

금천구 0.14 0.08 3.22 8.59 0.00 0.35 12.38 

노원구 0.77 0.63 17.47 13.80 0.00 1.66 34.32 

도봉구 0.39 0.39 10.11 8.97 0.02 0.39 20.26 

동대문구 0.13 0.05 1.30 11.86 0.00 0.40 13.74 

동작구 0.06 0.05 3.04 11.20 0.00 1.35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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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0> 한강하구 시․군별 1997년 토지이용 현황(계속)

(단위 : ㎢)

시도 시군구 전 답 임야 대지 목장 기타 계

서울

특별시

마포구 1.01 0.59 1.01 12.14 0.00 3.34 18.08 

서대문구 0.15 0.01 4.73 11.82 0.00 0.48 17.19 

서초구 2.72 2.74 18.80 18.55 0.01 1.90 44.71 

성동구 0.38 0.18 0.55 10.59 0.00 1.35 13.05 

성북구 0.12 0.08 8.94 14.53 0.00 0.35 24.02 

송파구 1.19 1.91 2.02 20.39 0.00 2.98 28.50 

양천구 0.26 0.57 2.73 11.96 0.00 1.55 17.07 

등포구 0.07 0.10 0.16 15.24 0.00 0.93 16.50 

용산구 0.09 0.00 1.89 14.00 0.00 1.11 17.09 

은평구 0.85 0.72 13.87 12.57 0.00 1.17 29.18 

종로구 0.93 0.00 9.49 12.70 0.00 0.53 23.64 

중구 0.00 0.00 1.45 8.11 0.00 0.37 9.93 

중랑구 1.08 0.80 5.11 9.26 0.15 1.22 17.62 

소계 14.75 18.80 154.10 306.69 0.18 37.61 532.15 

인천

광역시

강화군 39.07 118.55 156.47 22.42 1.50 26.41 364.42 

계양구 3.44 17.54 13.50 8.21 0.03 2.44 45.16 

남동구 0.30 0.33 0.68 1.06 0.01 0.34 2.71 

부평구 1.32 2.86 7.05 14.08 0.00 3.75 29.06 

소계 44.14 139.27 177.71 45.77 1.54 32.93 441.36 

총합 211.48 457.27 1,140.28 575.59 7.94 176.15 2,5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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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한강하구 시․군별 2001년 토지이용 현황(단위 : ㎢)

시도 시군구 전 답 임야 대지 목장 기타 계

경기도

고양시 21.46 37.17 87.52 43.63 1.62 19.36 210.76 

과천시 2.96 2.48 23.03 5.75 0.03 1.05 35.30 

광명시 5.95 4.63 15.40 9.63 0.06 1.94 37.62 

군포시 1.32 1.31 6.95 4.66 0.01 0.78 15.04 

김포시 26.01 85.97 88.76 22.51 1.75 14.94 239.94 

부천시 2.88 6.35 7.70 28.90 0.02 3.14 48.99 

성남시 4.15 5.14 34.15 26.50 0.14 8.92 79.00 

시흥시 1.46 1.46 2.88 0.82 0.30 0.54 7.47 

안양시 2.15 1.50 31.95 26.90 0.03 4.49 67.02 

양주군 16.07 17.98 118.63 4.10 0.18 2.92 159.89 

연천군 1.02 1.54 4.92 0.29 0.02 9.99 17.77 

용인시 9.16 11.90 66.93 22.39 0.17 6.46 117.00 

의왕시 1.75 1.29 15.96 3.80 0.02 0.50 23.33 

의정부시 5.51 5.99 41.39 12.14 0.32 4.07 69.42 

파주시 47.40 98.93 240.48 37.70 2.36 29.39 456.26 

소계 149.25 283.63 786.66 249.73 7.03 108.50 1,584.80 

서울

특별시

강남구 1.31 1.55 6.38 23.64 0.00 2.59 35.48 

강북구 0.12 0.05 13.54 9.17 0.00 0.39 23.26 

강서구 1.48 7.04 3.57 14.71 0.00 10.94 37.74 

관악구 0.16 0.07 17.18 11.14 0.00 0.47 29.01 

광진구 0.07 0.03 2.69 10.55 0.00 1.19 14.53 

구로구 0.97 0.75 3.93 12.27 0.00 1.20 19.12 

금천구 0.13 0.06 3.03 8.75 0.00 0.39 12.37 

노원구 0.48 0.51 17.23 14.62 0.00 1.52 34.36 

도봉구 0.35 0.31 10.05 9.10 0.02 0.41 20.25 

동대문구 0.10 0.05 1.28 11.88 0.00 0.42 13.74 

동작구 0.05 0.05 2.94 11.30 0.00 1.36 15.70 

마포구 0.94 0.58 0.98 12.22 0.00 3.41 18.13 

서대문구 0.14 0.01 4.67 11.89 0.00 0.48 17.19 

서초구 2.60 2.56 18.52 19.08 0.01 1.93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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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한강하구 시․군별 2001년 토지이용 현황(계속)

(단위 : ㎢)

시도 시군구 전 답 임야 대지 목장 기타 계

서울

특별시

성동구 0.32 0.18 0.53 10.68 0.00 1.35 13.06 

성북구 0.11 0.07 8.88 14.61 0.00 0.36 24.02 

송파구 1.17 1.79 2.01 20.58 0.00 2.93 28.49 

양천구 0.19 0.34 2.62 12.36 0.00 1.56 17.07 

등포구 0.07 0.09 0.14 15.29 0.00 0.91 16.50 

용산구 0.07 0.00 1.83 14.06 0.00 1.13 17.09 

은평구 0.84 0.68 13.79 12.77 0.00 1.20 29.27 

종로구 0.84 0.00 8.70 11.71 0.00 0.52 21.77 

중구 0.00 0.00 1.32 7.55 0.00 0.35 9.22 

중랑구 0.69 0.42 3.99 10.35 0.08 2.08 17.61 

소계 13.20 17.18 149.79 310.29 0.11 39.10 529.66 

인천

광역시

강화군 39.26 119.17 156.50 23.14 1.47 26.51 366.05 

계양구 3.44 17.54 13.50 8.21 0.03 2.44 45.16 

남동구 0.30 0.33 0.68 1.06 0.01 0.34 2.71 

부평구 1.32 2.86 7.05 14.08 0.00 3.75 29.06 

소계 44.32 139.89 177.73 46.49 1.52 33.03 442.98 

총합 206.78 440.69 1,114.19 606.51 8.66 180.63 2,557.45 

<부록 표 12> 북부접경권역 지방도 확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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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연장(km) 차로수

마산 ∼ 신읍 6.7 4 10,600 지방도325

기지 ∼ 지현 3.8 2 9,839 지방도344

식현 ∼ 두지 2.1 2 5,000 지방도310

운천 ∼ 산정 7.2 4 7,100 지방도316

광사 ∼ 삼승 6.3 4 3,230 지방도347

통일동산진입로 6.0 4 14,642 지방도310,368

율정 ∼ 광암 7.0 2 22,692 지방도347

삼숭 ∼ 회암 3.5 4 24,800 지방도347
내촌 ∼ 마산 8.2 4 34,993 지방도325

가납 ∼ 덕도 4.1 2 21,018 지방도350

남면 ∼ 봉암 8.0 4 10,900 지방도334

고양 ∼ 광탄 9.0 4 14,800 지방도311

중리 ∼ 대회산 9.6 2 16,368 지방도316

설마 ∼ 구읍 9.0 4 6,500 지방도323

마전 ∼ 삼숭 10.0 4 6,000 지방도347

광적 ∼ 은현 6.9 4 5,000 지방도368

광암 ∼ 설운 9.3 4 16,000 지방도334

기산 ∼ 화대 2.5 4 3,300 지방도339

백학 ∼ 청산 3.0 4 300 지방도322

장좌교가설 0.6 2 500 지방도324

갈현 ∼ 문산 13.0 4 4,000 지방도310

자작 ∼ 파주시계 3.0 4 1,150 지방도334

전곡 ∼ 남계 0.7 4 200 지방도322

신북 ∼ 광암 9.5 4 5,500 지방도347

포천 ∼ 철원 7.4 4 1,000 
지방도339

(자일∼동승)

오산 ∼ 연곡 4.3 4 6,884 국지도86

향양 ∼ 선유 2.2 4 3,500 지방도311

자일 ∼ 동송 7.4 4 2,300 지방도339

일  ∼ 석현 5.5 4 3,600 지방도349

청산 ∼ 백의 7.0 4 4,400 지방도322

양곡 ∼ 길상 6.4 4 13,311 지방도352

김포강변도로 53.0 4 6,400 지방도302

누산 ∼ 양곡 1.6 4 8,000 지방도352

합계 243.8 2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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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북부접경권역 지방도 확충계획(계속)

구 분 구   간 연장(km)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보조동서18축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
12.6  160,000 지방도322호선

보조남북21축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파주시 진동면 초리
14.1 179,100 지방도311호선

보조동서18축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파주시 

적성면 석현리
5.5 69,850 지방도310호선

간선남북5-1축
연천군 적성면 두지리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4 43,200 지방도310호선

보조남북43축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연천군 

미산면 문약
3.6 45,720 지방도368호선

보조동서19축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7.9 100,300 군도1,7호선

보조동서19축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포천군 북면 문암리
10.1 128,300 지방도316호선

보조남북26축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포천군 

장수면 주원리
3.8 48,260 군도7호선

보조남북18축
김포시 통진면 도사리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5 95,300 지방도305호선

-
의정부시 자일동∼포천군 

지현리
15 190,000 

간선동서2축 김포시 사우동∼고양시 중포동 1.8 131,200 

보조남북23축 양주 ∼ 동두천 5.6 71,120 국지도39호선

간선동서2축 마전 ∼ 일산 4.3 54,610 국지도86호선

합계 95.2 1,31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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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3> 접경지역 문화재 내역

시‧군 종   목 내           역

김포시

사적 문수산성(139), 장릉(202), 덕포진(292)

시도유형문화재
우저서원, 조헌선생유허추모비, 문수사풍담대사부도및비, 장만

선생 정및공신록권, 심련원신도비, 심강신도비 

시도무형문화재 김포통진두레놀이 

시도기념물 한재당, 고정리지석묘, 김포수안산성

문화재자료 김포향교, 통진향교, 권상묘역

고양시

국보 고산구곡시화병(237), 소원화개첩(238)

보물 태고사원증국사탑비(611), 태고사원증국사탑(749)

사적
행주산성(56), 벽제관지(144), 북한산성(162), 고려공양왕릉

(191), 서오릉(198), 서삼릉(200) 

천연기념물 송포의 백송(60)

시도유형문화재
행주대첩비(구비), 북한산성금위 이건기비, 고양군흥국사극락

구품도  

시도무형문화재 고양송포호미걸이, 경기소리

시도기념물 최 장군묘, 유형장군묘, 북한산중흥사지, 북한산성행궁지

시도민속자료 일산읍밤가시초가

문화재자료

한미산흥국사약사전,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고양향교, 

행주서원지, 원산대군사당, 연산군시대금표비, 고양흥국사목조

아미타여래좌상

파주시

보물 용미리석불입상(93), 공효공박중손묘역내장명등(1323)

사적

덕은리주거지및지석묘군(148), 장릉(203), 공릉‧순릉‧ 릉(205), 

윤관장군묘(323), 파주오두산성(351), 소령원(358), 수길원(359), 

가월리및주월리구석기유적(389), 칠중성(437)

천연기념물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250), 적성면의 물푸레나무(286)

시도유형문화재
화석정, 자운서원묘정비, 보광사대웅보전, 이회선생신도비, 마

애사면석불, 보광사숭정칠년명동종

시도무형문화재 금산리민요

시도기념물

신사임당묘, 이이선생묘, 황희선생 당지, 황희선생묘, 자운서

원, 성혼선생묘, 이세화선생묘, 윤곤선생묘, 허준묘, 다율리‧당

하리지석묘군, 심지원묘및신도비, 정연묘역, 김덕함묘및신도비, 

자유의다리, 춘곡정탁묘역, 혜음원지, 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 

파평교하물푸레나무 

문화재자료 파산서원, 교하향교, 반구정, 파주향교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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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3> 접경지역 문화재 내역(계속)

시‧군 종   목 내           역

양주군

보물
회암사지선각왕사비(387), 회암사지부도(388), 회암사지쌍사자

석등(389)

사적 회암사지(128), 온릉(210)

천연기념물 양주남면의 느티나무(278)

중요민속자료 양주백수현가옥(128)

시도유형문화재
지공선사부도및석등, 나옹선사부도및석등, 무학대사비, 회암사

지부도탑, 어사대비

시도무형문화재 양주상여‧회다지소리(상여포함)

시도기념물

권율장군묘, 해유령전첩지, 이수광선생묘, 백인걸선생묘, 노고

산독재동추시필적암각문, 이준선생묘, 양주대모산성, 양주관아

지, 송석최명창묘역

시도민속자료 회암사지맷돌

문화재자료
양주향교, 전성부원군이준선생 정, 양주옥정리선돌, 죽산안씨

연창위종가

강화군

사적

강화산성(132), 강화고려궁지(133), 참성단(136), 강화지적묘

(137), 고려고종홍릉(224), 초지진(225), 덕진진(226), 광성보

(227), 강화선원사지(259), 갑곶돈(306), 석릉(369), 가릉(370), 곤

릉(371), 성공회강화성당(424), 강화외성(452) 

천연기념물
강화갑곶리의 탱자나무(78), 강화사기리의 탱자나무(79), 강화서

도면의 은행나무(304),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419)

시도유형문화재

용흥궁, 충렬사, 연미정, 강화유수부동헌, 강화유수부이방청, 보

문사석실, 교동향교, 보문사마애석불좌상, 강화석수문, 택지돈

대, 강화향교, 삼암돈대, 분오리돈대, 적석사사적비, 강화오수리

성공회사제관, 전등사대웅보전목조삼존불좌상, 전등사약사전현

왕탱, 전등사약사전후불탱, 전등사법화경판, 전등사청동수조, 

전등사업경대, 전등사수미단

시도무형문화재 강화외포리곶창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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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3> 접경지역 문화재 내역(계속)

시‧군 종   목 내           역

강화군

시도기념물

이규보묘, 내가지석묘, 보문사향나무, 봉천대, 장곶돈대, 계룡돈

대, 교동읍성, 천제암(궁)지, 갑곶나루선착장석축로, 허유전묘, 

강화인산리석실분, 강화능내리석실분, 이건창묘, 이건창생가, 

강화대산리고인돌, 강화부근리점골지석묘, 김상용순절비, 양헌

수승전비, 망양돈대, 건평돈대, 굴암돈대, 미루지돈대, 북일곶돈

대, 용진진, 강화부근리고인돌, 강화삼거리고인돌군, 강화고천

리고인돌군, 강화오상리고인돌군, 강화교산리고인돌군, 강화통

제 학당지

시도민속자료 보문사맷돌

문화재자료

전등사대조루, 철종외가, 원층사지, 선수돈대, 망월돈대및장성, 

참성단중수비, 강화서도중앙교회, 강화온수리성공회, 화도돈대, 

무태돈대, 전등사대웅보전후불탱, 전등사강설당아미타불탱

<부록 표 14> 파주시 자연관광자원 현황

구분 내용

군내면 대성동 

지역

- 대성동, 판문점 일대지역 큰고니, 재두루미 도래

- 석곶리, 대성동, 판문점 지역에 희귀야생화 서식

- 현호색, 들현호색, 솜나물, 은방울꽃, 타래붓꽃, 낙지다리, 할미 방, 

큰꽃으아리, 애기달개비, 패랭이꽃, 조뱅이, 부처꽃 등이 발견

한강 하류지역

-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교하면 저지대와 충적·퇴적지대 381만㎡

-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50호)도래지로 75년 지정

- 교하면 신촌리, 문발리, 서비리, 산남리 일대

- 한강오염, 상류지역 댐 건설에 따른 유수량부족, 농약살포, 수문설치 

등의 원인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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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5> 파주시 문화관광자원 현황

구분 문화재명 시대 소재지

국가

지정

문화

재

보물 제93호 용미리 석불입상 고려 광탄면 용미리 산8

사적 제148호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청동기시대 월릉면 덕은리 산46-1

사적 제203호 장릉 조선 탄현면 갈현리 산25-1

사적 제205호 공릉, 순릉, 릉 조선 조리면 봉일천리 산4-1

사적 제323호 윤관장군묘 고려 광탄면 분수라 산4-1

사적 제351호 오두산성 삼국시대 탄현면 성동리 산86

사적 제358호 소령원 조선 광탄면 장리 267

사적 제359호 유길원 조선 광탄면 장리 266

도지

정문

화재

유형문화재 

제61호
화석정 조선 파평면 율곡리 산100-1

유형문화재

제77호
자운선원 묘정비 조선 법원읍 동문리 산5-1

유형문화재 

제83호
보광사 대웅보전 조선 광탄면 장리 13

유형문화재 

제121호
이회선생 신도비 조선 조리면 장곡리 산20-1

기념물 제14호 신사임당묘 조선 법원읍 동문리 산5-1

기념물 제15호 이이선생묘 조선 법원읍 동문리 산5-1

기념물 제29호 황희선생 당 조선 문산읍 사목리 산121

기념물 제34호 황희선생묘 조선 탄현면 금승리 산1

기념물 제45호 자운선원 조선 법원읍 동문리 산5-1

기념물 제129호
교하면 다율리 

당하리 지속묘군
청동기시대

교하면 다율리, 당하리 

산4-1, 산5-1

문화재자료

제10호
파산서원 조선 파평면 늘로리 235

문화재자료

제11호
교하향교 조선 금촌읍 금릉1리 355

문화재자료

제12호
반구정 조선 문산읍 사목리 190

문화재자료

제83호
파주향교 대성전 조선 파주읍 파주리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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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6> 김포시 자연관광자원 현황

구분
위치 특성

종류 명칭

산악

문수산
월곳면 

성동리

- 높이 390m로 김포시에서 제일 높은 지역

- 문수산성, 문수사 등 위치

- 등산객 이용다수

장릉산
김포읍 

풍무리

애기봉
월곳면 

조강리

- 안보관광지로 개발되어 방문객 편익기본시설 보유

- 출입방법, 시간등의 제한 및 고립된 입지조건 

포구

대명

포구

대곳면 

대명리

조강포
월곳면 

조강리

섬 유도
월곳면 

유도리

- 조강(組江)에 면해있는 강화군과 김포반도 사이의 무

인도

-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의 퇴적에 의해 형성

- 머머리섬, 뱀섬, 학섬 등 이명(異名)으로 불림

- 학, 두루미, 고니, 제갈매기, 저어서(천연기념물 205호) 

등 서식

- 비무장지대에 속하는 지역으로 외부로부터의 접근 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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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7> 김포시 문화관광자원 현황

구분
위치 특성

종류 명칭

문

화

관

광

자

원

사

적

장릉 김포읍 풍무리
- 사적 제202호

- 인현왕후릉

문수산성 월곳면 성동리

- 사적 제139호

- 병자호란후 숙종20년(1694) 축성된 둘레 6km의 

산성

- 고종 3년(1866) 병인양요시 프랑스군 격퇴지

- 산성터, 누각이 남아 있으며 동·북·서문은 남아

있지 않음

덕포진 대곳면 신안리

- 사적 제292호

-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시기의 격전지

로 폐허화된 지역을 1980년 복원

- 현재 전시관 설치되어 있으며 전망대로 활용

- 주변에 청소년 야 장 조성

유

형

문

화

재

우지서원 김포읍 감정리

- 지방유형문화재 제10호

- 임진왜란시 의병장 조헌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서원으로 인조26년(1648) 조성되었으며 

헌종원년(1675) 사액서원으로 지정

조헌선생

추모비
김포읍 감정리 - 지방유형문화재 제90호

문수사 월곳면 성동리

- 지방유형문화재 제91호

- 문수산 문수골 동측에 위치한 고려시대 사찰

- 조선조 광해군 6년(1614), 순조9년(1809)에 중수

- 5층석탑 및 조선시대 고승 풍담대사의 부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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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7> 김포시 문화관광자원 현황(계속)

구분
위치 특성

종류 명칭

유

형

문

화

재

지

방

기

념

물

한재당 하성면 가금리 - 지방기념물 제47호

장만선생 

정
하성면 가금리 - 지방유형문화재 제142호

지석묘 통진면 고정리

- 지방기념물 제91호

- 청동기 시대 선사인들의 무덤

- 북방식 고인돌의 형태

갑곳

나루
월곳면 성동리 - 지방기념물 제108호

문

화

재

자

료

김포

향교
김포읍 북변리 - 문화재자료 제29호

통진

향교
월곳면 운하리

- 문화재자료 제30호

- 고려인종 5년(1127)조성되었으며 대성전, 명

륜당, 삼문 등 위치

향

토

유

적

대포

서원
양촌면 대포리 - 향토유적 제1호

대성원 대곳면 약암리 - 향토유적 제3호

심웅

사당
김포읍 운양리 - 향토유적 제4호

군하리

비군
월곳면 군하리

- 향토유적 제5호

- 17개의 비석이 군집을 이루고 있음

봉수대 월곳면 군하리 - 향토유적 제6호

무형

문화재

김포상두

꾼소리
김포읍 사우리 - 김포상두꾼소리

통진두레

농요
통진면 옹정리 - 통진두레농요

손돌공진

흥제
대곳면 - 손돌공진흥제

금파문화

제
- 금파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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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8> 강 하구 허가 및 신고어업 현황           

                                                         (단위 : 건)

    어업권

어촌계
계 자망

종묘

채포
연승

패류

채취
낚시 낭장망 각망 투망 통발

육상

양식
관상어

합 계 656 155 123 86 2 35 54 80 11 76 32 2

행 주 92 12 39 - - 1 - 31 - - 9 -

한 강 164 57 68 - - 14 8 9 - - 8 -

파 주 400 86 16 86 2 20 46 40 11 76 15 2

자료 : 경기도 제2청사 축수산산림과(2002년)

<부록 표 19> 강화군 하구 면허어업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어촌계

어   업   권  (ha)

합계 해조류 양식 패류양식 어류 등 양식 마을어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73 1,008 9 149 19 270 29 204 16 385

강후 - - - - - - - - - -

내가 7 40 - - - - 6 29 1 11

내리 3 22 1 15 - - 2 7 - -

동검 6 57 2 25 1 5 1 7 2 20

매음 3 49 - - 1 15 1 9 1 25

볼음 3 60 - - 1 30 - - 2 30

사하 19 174 - - 2 25 13 87 4 62

서도 4 70 1 30 - - 1 10 2 30

선두 4 53 2 24 1 15 - - 1 14

초지 1 10 - - - - - - 1 10

흥왕 23 473 3 55 13 180 5 55 2 183

자료 : 강화군 수산과(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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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0> 연안 하구 허가어업 현황

                                  (단위 : 건)

    어업

    종류

어촌계

합계

연

안

자

망

연안

유자

망

고

정

자

망

연

안

복

합

연안

채낚

기

연

안

연

승

낭

장

망

개

량

안

강

안

강

망

연

안

통

발

실

뱀

장

어

건

강

망

구

획

안

강

계 719 159 17 2 185 14 3 12 9 4 9 164 130 11

강후 38 3 1 - 8 2 - 2 8 - 1 6 7 -

내가 46 8 - 1 15 - - 1 - - 2 9 10 -

내리 45 14 1 - 6 - 1 2 - 1 - 1 19 -

동검 82 15 - - 25 - - - 1 - - 32 9 -

매음 49 20 2 - 13 - - - - - - 6 8 -

볼음 - - - - - - - - - - - - - -

사하 39 13 - 1 6 1 - - - - 1 2 15 -

서도 30 10 2 - 8 1 - - - - 2 7 - -

선두 155 40 6 - 41 1 1 - - - 2 51 13 -

초지 142 23 1 - 36 7 - 7 - 3 1 36 17 11

흥왕 93 13 4 - 27 2 1 - - - - 14 32 -

자료 : 강화군 수산과(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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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 연안 하구 신고어업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어촌계

합계 내수면 어업 육상 양식어업

건수 면적

소계 양어장 낚시터 소계
육상

양식
종묘생산

건수 면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

적

건

수
면적

계
76

(100)
9,452.6

49

(64.5)
556.8 29 8.21 20 548.5

27

(35.5)
8,895.8 19 98.8 8 8,797

강후 9 51.8 7 43.0 4 1.44 3 41.51 2 8.82 2 8.82 - -

내가 12 179.8 9 177.4 4 1.01 5 176.4 3 2.44 3 2.44 - -

내리 3 515.8 1 0.3 1 0.29 - - 2 515.5 1 0.51 1 515

동검 - - - - - - - - - - - - - -

매음 5 1,561.2 2 42.5 - - 2 42.5 3 1,518.7
2

37.7 1 1,481

볼음 - - - - - - - - - - - - - -

사하 7 219.8 5 176.4 2 0.49 3 175.9 2 43.4 2 43.4 - -

서도 - - - - - - - - - - - - - -

선두 3 618.7 2 43.7 - - 2 43.72 1 575 - - 1 575

초지 19 3,845.2 15 37.1 12 3.44 3 33.61 4 3,808.1 2 2.09 2 3,806

흥왕 18 2,460.3 8 36.4 6 1.54 2 34.9 10 2,423.9 7 3.86 3 2,420

자료 : 강화군 수산과(2002년)

주   : 괄호안은 총 면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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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강 하구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구분

어촌계

합 계 1톤미만 1-5톤미만 5-10톤미만 10톤 이상

계 동력 무동력 동력 무동력 동력 무동력 동력 무동력 동력 무동력

계 210 118 92 112 86 5 5 1 1 - -

행 주 41 39 2 36 2 3 - - - - -

한 강 72 61 11 58 5 2 5 1 1 - -

파 주 97 18 79 18 79 - - - - - -

자료 : 경기도 제2청사 축수산산림과(2002년)

<부록 표 23> 연안 하구의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구분

어촌계

합 계 1톤미만 1-5톤미만 5-10톤미만 10톤이상

계 동력 무동력 동력 무동력 동력 무동력 동력 무동력 동력 무동력

계 416 403 13 85 2 228 11 83 - 17 -

강후 25 21 4 3 - 5 4 13 - - -

내가 27 26 1 7 - 10 1 7 - 2 -

내리 31 31 - 2 - 11 - 15 - 3 -

동검 52 52 - 23 - 26 - 3 - - -

매음 35 35 - 2 - 24 - 8 - 1 -

볼음 1 1 - - - 1 - - - - -

사하 10 9 1 3 1 6 - - - - -

서도 27 26 1 7 - 14 1 4 - 1 -

선두 94 90 4 19 1 57 3 14 - - -

초지 61 61 - 14 - 31 - 16 - - -

흥왕 53 51 2 5 - 43 2 3 - - -

자료 : 강화군 수산과(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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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4> 보호구역 지정요건

법령

보호

구역 

명칭

내용

자연환경

보전법

생태

계보

전지

역

1.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

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

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

지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각종의 다양

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생태계 

특별보호구역, (1)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자

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

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

기 어려운 지역, (3)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완충

지역

생태계보전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훼손

이 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향을 완화시키거나 생태

적으로 건전한 관광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습지

보전법

습지

보호

지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

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주변

관리

지역

습지보호지역 주변지역

습지

개선

지역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자연

공원법

국립

공원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

도립

공원

특별시․광역시 및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

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

군립

공원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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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4> 보호구역 지정요건(계속)

법령
보호구역 

명칭
내용

문화재보

호법

천연기념물

1. 동․식물: (1)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2)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

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3)진귀한 동․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4)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5)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

수․기형목, (6)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

귀한 삼림상, (7)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8)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9)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10)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2. 지질․광물:(1)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

태의 대표적인 것, (2)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3)특이

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 (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5)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

본, (6)온천 및 냉광천 

3. 천연보호구역: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4.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1.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

내의 구역
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법률

조수보호

구역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

국토이용

관리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1.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

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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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4> 보호구역 지정요건(계속)

법령
보호구역 

명칭
내용

해양오염

방지법

환경보전

해역 

1.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3.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특히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
특별관리

해역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

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

관광진흥법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

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

수산자원

보호령

특정어업

금지구역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

취의 제한 또는 금지

수산업법

보호수면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

역,

2. 수산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

육성수면

1.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

물을 설치한 수면

자료: 이 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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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5> 한강하구 시․군별 하수처리인구 현황

구       분 1997년 2001년

시도 시군구 인구수
하수처리

인구수

보급률

(%)
인구수

하수처리

인구수

보급률

(%)

경기도

고양시 779,675 725,098 93.0 779,256 675,615 86.7 

과천시 71,430 64,573 90.4 59,978 56,379 94.0 

광명시 341,975 0 0.0 334,925 328,227 98.0 

군포시 208,769 207,098 99.2 186,975 182,675 97.7 

김포시 104,652 301 0.3 113,279 359 0.3 

부천시 821,368 456,681 55.6 624,733 534,892 85.6 

성남시 853,838 817,977 95.8 853,838 836,761 98.0 

시흥시 2,769 0 0.0 2,903 2,505 86.3 

안양시 809,395 809,395 100.0 834,598 822,079 98.5 

양주군 47,609 11,143 23.4 59,316 11,760 19.8 

연천군 238 0 0.0 219 117 53.6 

용인시 43,977 11,045 25.1 191,357 56,590 29.6 

의왕시 90,613 87,713 96.8 98,868 95,902 97.0 

의정부시 307,751 296,672 96.4 313,130 304,989 97.4 

파주시 141,872 0 0.0 186,644 652 0.3 

소계 4,625,931 3,487,696 75.4 4,640,020 3,909,503 84.3 

서울

특별시

강남구 555,355 555,355 100.0 546,038 546,038 100.0 

강북구 351,848 351,848 100.0 329,750 316,989 96.1 

강서구 490,013 490,013 100.0 497,633 497,633 100.0 

관악구 534,620 534,620 100.0 529,741 529,741 100.0 

광진구 367,950 275,963 75.0 354,805 341,195 96.2 

구로구 377,660 347,132 91.9 417,453 414,865 99.4 

금천구 272,740 272,740 100.0 263,061 263,061 100.0 

노원구 587,428 565,106 96.2 648,615 623,733 96.2 

도봉구 408,352 408,352 100.0 394,885 394,885 100.0 

동대문구 389,281 389,281 100.0 383,822 369,083 96.2 

동작구 432,300 432,300 100.0 407,784 407,784 100.0 

마포구 391,146 391,146 100.0 382,195 370,767 97.0 

서대문구 358,995 358,995 100.0 371,316 371,316 100.0 

서초구 407,132 364,028 89.4 397,983 395,834 99.5 

성동구 326,026 326,026 100.0 343,471 333,819 97.2 

성북구 478,812 463,825 96.9 453,517 436,102 96.2 

송파구 285,726 285,726 100.0 271,581 271,581 100.0 

양천구 475,914 475,914 100.0 486,095 486,0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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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5> 한강하구 시․군별 하수처리인구 현황(계속)

구       분 1997년 2001년

시도 시군구 인구수
하수처리

인구

보급률

(%)
인구수

하수처리

인구

보급률

(%)

서울

특별시

등포구 406,841 406,841 100.0 409,920 409,920 100.0 

용산구 238,655 238,655 100.0 239,345 239,345 100.0 

은평구 491,677 487,744 99.2 468,942 464,956 99.2 

종로구 189,951 189,430 99.7 147,715 143,564 97.2 

중구 125,500 125,500 100.0 144,693 139,310 96.3 

중랑구 475,662 460,916 96.9 449,965 432,686 96.2 

소계 9,419,584 9,197,454 97.6 9,340,325 9,200,303 98.5 

인천

광역시

강화군 63,151 0 0.0 63,594 0 0.0 

계양구 289,257 32,609 11.3 341,130 32,609 9.6 

남동구 106,153 1,085 1.0 100,093 1,085 1.1 

부평구 367,451 26,454 7.2 468,211 26,454 5.6 

소계 826,012 60,148 7.3 973,028 60,148 6.2 

총합 14,871,527 12,745,298 85.7 14,953,373 13,169,953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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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6> 한강하구 하수처리장 현황

시․도 시․군 처리장
시설용량

(톤/일)
처리방법 지류 본류

서울특별시

소계 4개소 5,810,000

중랑 1,710,000 표준활성 중랑천 한강

탄천 1,100,000 표준활성 탄천 한강

서남 2,000,000 표준활성 - 한강

난지 1,000,000 표준활성 - 한강

경기도

소계 6개소 1,803,000

성남시 성남 435,000 A2/O 탄천 한강

의정부시 의정부 140,000 표준활성 중랑천 한강

안양시 안양 300,000 표준활성 안양천 한강

부천시 굴포천 600,000 표준활성 굴포천 한강

고양시 고양 270,000 표준활성 - 한강

과천시 과천 30,000 표준활성 양재천 한강

<부록 표 27> 한강하구 시․군별 마을하수도 현황

시도 시군 처리장명 시설용량(㎥/일) 인구

경기도

파주시
고산골마을하수도 65 100 

임진리마을하수도 25 100 

김포시

턱박골마을하수도 27 100 

삼도마을하수도 40 100 

고음달마을하수도 23 100 

내촌마을하수도 30 100 

남정마을하수도 30 100 

연천군
두일마을하수도 35 120 

노곡마을하수도 40 100

합계 9개소 315 920

<부록 표 28> 한강하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

시도 시군 처리장명 시설용량(㎥/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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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9> 한강하구 시․군별 분뇨처리시설 현황

시군 처리장명

시설

용량   

(㎥/일)

준공일자 처리공법

방류수역

천 강

서울시

중랑 3,100 

'76.12.23 : 800

'91.11.5 : 1,000

'99.12.15 : 처리

용량변경승인

(1,800→3,100)

전처리(농축)후 

하수연계

처리

중랑천 한강

서남 2,000 '88.6.30 " 한강

난지 3,000 
'88. 6.30 : 1,000

'97.12.31 : 2,000
" 한강

강화군
강화

위생처리장
30 '94.2.28 액상부식  

성남시
성남

위생처리장
250 '97. 6. 30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탄천 한강

고양시
고양시

환경사업소
162 

'92.12.30:67, 

'98.4.27:95

전처리후 하수

와 연계처리한강
한강

부천시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
500 

'82.3.9:100,

'82.6.24:50,

'98.12.23:350

연계처리 굴포천 한강

안양시
안양시

환경사업소
300 '93.6.3

하수와

연계처리
안양천 한강

의정부

시

의정부

시위생사업장
300 '01.3.31 전처리 중랑천 한강

광명시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
350 '96.8.2.

서남하수

종말처리장 

연계처리한강

목감천 한강

파주시

파주위생

처리장
14 '85

호기성

소화
문산천 임진강

파주위생

처리장
60 '91

호기성

소화
문산천 임진강

파주위생

처리장
80 '97

호기성

소화
문산천 임진강

김포시
김포시

위생환경사업소
90 '92.5.17:60

고온호기성

소화한강
한강

과천시
과천시

환경사업소
30 '90.12.31 전처리후연계 양재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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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0> 수질환경부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법률명칭 지역․지구기준

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 ○ ○

호수수질관리법

지정호소
○ ○ ○

호소수질보전구역
○ ○ ○

하천법

하천구역
○ ○ ○

연안구역
○ ○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 ○ ○

수질환경보전법

적용등급Ⅰ(주1)
○ ○ ○

적용등급Ⅱ(주2)
○ ○ ○

적용등급Ⅲ(주3)
○ ○ ○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 ○ ○

지하수보전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주4)

○ ○ ○

수도법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 ○ ○

광역상수도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주5)

○ ○ ○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 ○ ○

지방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10km(주6)

○ ○ ○

향후 상수원 

이용예정지역

○ ○ ○

주 1 : 수변좌우 500m이내(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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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 수변좌우 250m이내(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준용)
주 3 : 수변좌우 100m이내(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준용)
주 4 : 사전환경성 검토지침
주 5 : 사전환경성 검토지침
주 6 : 사전환경성 검토지침

<부록 표 31> 기타부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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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칭 지역․지구기준

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舊국
토이용
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 ○

 위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 ○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舊도
시계획법)

녹지지역(보전녹지)
○

녹지지역(생산녹지)
○

녹지지역(자연녹지)
○

경관지구
○

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

보존지구(문화재보존지구)
○

개발제한구
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 ○ ○

도시
공원법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도시자연공원
○

묘지공원
○

체육공원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제주도 
개발특별법

절대보전지역
○ ○ ○

상대보전지역
○ ○ ○

중산간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주1)

○ ○ ○

중산간보전지역(생태계보
전)

○ ○ ○

중산간보전지역(경관보전)
○ ○ ○

산림법

보전임지(생산임지)
○

보전임지(공익임지)
○

산림유전자원보전림
(구천연보호림)

○

문화재
보호법

천연보호구역(주2)
○ ○ ○

천연기념물지정지역
○ ○ ○

농지법

농업진흥구역(주3)
○

농업보호구역(주4)
○

한계농지(주5)
○

대구획경지정리구역(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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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경계로부터 1km이내(사전환경성 검토지침, 3등급으로 지정)
주 2 : 경계로부터 500m이내(사전환경성 검토지침, 2등급으로 지정)
주 3 : 경계로부터 300m이내(2등급으로 지정)
주 4 : 경계로부터 300m이내(3등급으로 지정)
주 5 : 한계농지 = 중분류토지피복지도의 농경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대구획경지정  

         리구역 + 일반경지정리구역 + 간이경지정리구역)
<부록 표 32>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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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평가항목 설명 자료원

다양성
종다양성 등급1등급

생물종의 다양성을 평가한 지표로 단위
지역내의 종의 종류수를 기준으로 평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현황도)

종다양성 등급2등급

자
연
성

임상도 급4등급이상

산림의 수령을 기준으로 평가 임상도임상도 급3등급

임상도 급2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의 정 녹지자연도, 산림의 
수령과 군락 종류를 이용하여 평가되며, 
위성 상자료를 이용 경계 조정

정 녹지자연도
기초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7등급

녹지자연도 6등급

생태자연도(식생1등급) 식생의 등급을 평가한 지표로 임상도와 
현존식생도의 군락종류 및 현지조사결
과를 이용하여 평가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식생2등급)

풍
부
도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

평가대상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
수 기준으로 평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현황도)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전국에 지정된 생태계변화관찰지역 기
준으로 평가

기초생태자연도
(생태계변화관찰

지역)

희
귀
성

멸종위기종, 보호종, 특정생물종 
발견지점500m이내 생태자연도상의 멸종위기종, 보호종, 특

정생물종 발견지점과 GIS기능을 이용하
여 평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현황도)

멸종위기종, 보호종, 특정생물종 
발견지점 1km이내

허
약
성

도로, 시가화지역 수치지형도, 토지피복지도정보를 이용 수치지형도, 
토지피복지도

도로로부터의 100m이내
수치지형도의 도로정보와 GIS기능을 이
용하여 평가 수치지형도

도로로부터의 100~500m이내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m이내
토지피복지도의 시가화건조지역 정보와 
GIS기능을 이용하여 평가 토지피복지도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50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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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2>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부문 평가항목 설명 자료원

허
약
성

도로, 시가화지역 수치지형도, 토지피복지도정보를 이용 수치지형도, 
토지피복지도

도로로부터의 100m이내
수치지형도의 도로정보와 GIS기능을 이
용하여 평가 수치지형도

도로로부터의 100~500m이내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m이내
토지피복지도의 시가화건조지역 정보와 
GIS기능을 이용하여 평가 토지피복지도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500m이내

잠재적
가치

멸종위기종, 보호종, 특정생물종이 
발견된 지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멸종위기종, 보호종, 특정생물종이 발견
되는 지점의 조건을 기준화하고 이를 이
용하여 잠재적서식가능지를 지도화하여 
평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현황도)

군집구
조의 
안정성

경급(대경목)
임상도의 흉고직경(대경목 : 30cm이상, 
중경목 : 18~28cm, 소경목 : 5-16cm)을 
이용하여 평가

임상도경급(중경목)

경급(소경목)

소 도( )
임상도의 교목의 수관점유율(  : 71%이
상, 중 : 40-70%, 소 : 40%이하)을 이용하
여 평가

임상도소 도(중)

소 도(소)

연
계
성

녹지연속성 1등급
토지피복지도에서 녹지를 전부 추출하
고 연속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

토지피복지도

녹지연속성 2등급

 토지피복 녹지율 30% 이하(주1)

평가단위 내 산림녹지율이 30%미만인 
경우 기존 삼림은 보전지역으로 우선적
으로 지정하며, 산림녹지율이 30%이상
인 경우는 기존 산림을 각각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후 등급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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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3> 서울특별시 구별 국토환경성평가 등급면적(km2) 및 비율

시군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계 Nodata 계

강남구
면적 5.9688 3.2589 0.9729 0.6903 25.9578 2.2113 0.0972 39.1572

비율 15.2% 8.3% 2.5% 1.8% 66.3% 5.6% 0.2% 100.0%

강북구
면적 12.9978 0.5031 0.432 0.1971 9.8217 0.0936 0.0117 24.057

비율 54.0% 2.1% 1.8% 0.8% 40.8% 0.4% 0.0% 100.0%

강서구
면적 1.9467 8.6607 3.4398 0.6993 23.31 4.1535 0.1386 42.3486

비율 4.6% 20.5% 8.1% 1.7% 55.0% 9.8% 0.3% 100.0%

관악구
면적 12.8835 1.7406 0.1035 0.1656 15.1632 0 0.0333 30.0897

비율 42.8% 5.8% 0.3% 0.6% 50.4% 0.0% 0.1% 100.0%

광진구
면적 2.0241 0.4158 0.5139 0.1548 10.3329 2.1681 0.0126 15.6222

비율 13.0% 2.7% 3.3% 1.0% 66.1% 13.9% 0.1% 100.0%

구로구
면적 3.3156 1.5093 0.2574 0.0891 14.7771 0.3933 0.0432 20.385

비율 16.3% 7.4% 1.3% 0.4% 72.5% 1.9% 0.2% 100.0%

금천구
면적 2.1096 0.1656 0.0144 0.1602 9.8838 0.3258 0.0297 12.6891

비율 16.6% 1.3% 0.1% 1.3% 77.9% 2.6% 0.2% 100.0%

노원구
면적 13.0941 3.0321 0.2043 0.4113 18.4617 0.6156 0.1044 35.9235

비율 36.4% 8.4% 0.6% 1.1% 51.4% 1.7% 0.3% 100.0%

도봉구
면적 9.0153 0.7497 0.396 0.3789 9.792 0.1701 0.0342 20.5362

비율 43.9% 3.7% 1.9% 1.8% 47.7% 0.8% 0.2% 100.0%

동대문

구

면적 0.4455 0.1161 0.4176 0.4383 12.8304 0.0918 0.0387 14.3784

비율 3.1% 0.8% 2.9% 3.0% 89.2% 0.6% 0.3% 100.0%

동작구
면적 1.5543 0.6003 0.6003 0.3537 12.9366 0.4266 0.0333 16.5051

비율 9.4% 3.6% 3.6% 2.1% 78.4% 2.6% 0.2% 100.0%

마포구
면적 0.3942 0.8784 0.6507 1.971 15.7401 3.3156 0.0261 22.9761

비율 1.7% 3.8% 2.8% 8.6% 68.5% 14.4% 0.1% 100.0%

서대문

구

면적 4.4712 0.2133 0.1431 0.2862 13.0104 0 0.0351 18.1593

비율 24.6% 1.2% 0.8% 1.6% 71.6% 0.0% 0.2% 100.0%

서초구
면적 18.594 4.4064 0.1584 0.2898 22.0095 1.6614 0.0765 47.196

비율 39.4% 9.3% 0.3% 0.6% 46.6% 3.5% 0.2% 100.0%

성동구
면적 0.1053 0.0891 0.8127 0.2943 13.005 2.2419 0.0441 16.5924

비율 0.6% 0.5% 4.9% 1.8% 78.4% 13.5% 0.3% 100.0%

성북구
면적 6.9507 0.3078 0.6678 0.7785 16.137 0.0252 0.0675 24.9345

비율 27.9% 1.2% 2.7% 3.1% 64.7% 0.1% 0.3% 100.0%

송파구
면적 0.0108 0.8064 1.9404 1.0917 11.2401 1.7901 0.0486 16.9281

비율 0.1% 4.8% 11.5% 6.4% 66.4% 10.6% 0.3% 100.0%

양천구
면적 1.2402 0.5958 0.1791 0.207 14.9517 0.117 0.0234 17.3142

비율 7.2% 3.4% 1.0% 1.2% 86.4% 0.7% 0.1% 100.0%

등포

구

면적 0.1809 0.684 0.0297 0.2457 18.3609 5.1246 0.0135 24.6393

비율 0.7% 2.8% 0.1% 1.0% 74.5% 20.8% 0.1% 100.0%

용산구
면적 1.3068 0.2619 0.0756 0.3222 16.3251 3.5073 0.0108 21.8097

비율 6.0% 1.2% 0.3% 1.5% 74.9% 16.1% 0.0% 100.0%

은평구
면적 14.679 1.3248 0.1692 0.1845 14.3847 0.0252 0.0441 30.8115

비율 47.6% 4.3% 0.5% 0.6% 46.7% 0.1%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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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3> 서울특별시 구별 국토환경성평가 등급면적(km2) 및 비율(계속)

시군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계 Nodata 계

종로구
면적 8.4069 0.9324 0.5373 0.3195 12.8664 0.009 0.036 23.1075

비율 36.4% 4.0% 2.3% 1.4% 55.7% 0.0% 0.2% 100.0%

중구
면적 1.0017 0.0522 0.126 0.0792 8.6328 0 0.0162 9.9081

비율 10.1% 0.5% 1.3% 0.8% 87.1% 0.0% 0.2% 100.0%

중랑구
면적 3.177 2.5677 0.2259 0.1107 11.6379 0.2502 0.0585 18.0279

비율 17.6% 14.2% 1.3% 0.6% 64.6% 1.4% 0.3% 100.0%

<부록 표 34> 인천광역시 구별 국토환경성평가 등급면적(km2) 및 비율(%)

시군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계 Nodata 계

강화군
면적 233.712 66.0951 47.466 4.95 31.3596 4.8798 11.9097 400.3722

비율 58.4% 16.5% 11.9% 1.2% 7.8% 1.2% 3.0% 100.0%

계양구
면적 7.6788 18.8973 0.4455 0.2277 12.6288 0.9495 0.1287 40.9563

비율 18.7% 46.1% 1.1% 0.6% 30.8% 2.3% 0.3% 100.0%

부평구
면적 0 0.0009 2.0016 0.2961 5.9733 0.3024 0.0279 8.6022

비율 0.0% 0.0% 23.3% 3.4% 69.4% 3.5% 0.3% 100.0%

서구
면적 18.1503 3.7395 10.0503 1.5435 17.4195 1.0305 3.411 55.3446

비율 32.8% 6.8% 18.2% 2.8% 31.5% 1.9% 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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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5> 경기도 시군별 국토환경성평가 등급면적(km2) 및 비율

시군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계 Nodata 계

고양시
면적 110.6424 56.844 15.1596 4.077 59.5746 5.8527 1.4598 253.6101

비율 43.6% 22.4% 6.0% 1.6% 23.5% 2.3% 0.6% 100.0%

과천시
면적 20.9151 6.4458 0.072 0.0216 7.3233 0.3591 0.0657 35.2026

비율 59.4% 18.3% 0.2% 0.1% 20.8% 1.0% 0.2% 100.0%

광명시
면적 12.6936 11.6856 0.2664 0.0585 12.5541 0.5301 0.135 37.9233

비율 33.5% 30.8% 0.7% 0.2% 33.1% 1.4% 0.4% 100.0%

광주군
면적 2.3832 0.6588 1.0638 0 0.4833 0 0 4.5891

비율 51.9% 14.4% 23.2% 0.0% 10.5% 0.0% 0.0% 100.0%

군포시
면적 5.0598 0.6885 0.7074 0.2538 8.3889 0.09 0.0459 15.2343

비율 33.2% 4.5% 4.6% 1.7% 55.1% 0.6% 0.3% 100.0%

김포시
면적 117.7155 39.5271 20.8332 6.2199 51.1497 6.0759 2.9097 244.431

비율 48.2% 16.2% 8.5% 2.5% 20.9% 2.5% 1.2% 100.0%

부천시
면적 7.3935 9.4113 2.1897 1.5219 32.319 0.369 0.2691 53.4735

비율 13.8% 17.6% 4.1% 2.8% 60.4% 0.7% 0.5% 100.0%

성남시
면적 68.6061 16.8282 8.892 2.4084 42.6636 1.5129 0.9648 141.876

비율 48.4% 11.9% 6.3% 1.7% 30.1% 1.1% 0.7% 100.0%

시흥시
면적 1.7982 1.8747 0 0 2.8359 0.4365 0.0378 6.9831

비율 25.8% 26.8% 0.0% 0.0% 40.6% 6.3% 0.5% 100.0%

안양시
면적 28.998 4.7493 0.6075 0.4968 23.3586 0.6606 0.0666 58.9374

비율 49.2% 8.1% 1.0% 0.8% 39.6% 1.1% 0.1% 100.0%

양주군
면적 73.4976 23.7897 14.2479 0.4518 7.4961 1.4211 1.17 122.0742

비율 60.2% 19.5% 11.7% 0.4% 6.1% 1.2% 1.0% 100.0%

연천군
면적 6.8841 7.0875 3.4191 0 0.0954 0.135 0.0009 17.622

비율 39.1% 40.2% 19.4% 0.0% 0.5% 0.8% 0.0% 100.0%

용인시
면적 31.5279 8.9739 10.0782 3.6891 16.1964 0.9855 0.7983 72.2493

비율 43.6% 12.4% 13.9% 5.1% 22.4% 1.4% 1.1% 100.0%

의왕시
면적 29.2815 6.0768 0.1674 0.0207 6.9093 0.4842 0.0549 42.9948

비율 68.1% 14.1% 0.4% 0.0% 16.1% 1.1% 0.1% 100.0%

의정부시
면적 47.3841 11.097 1.4571 1.7523 18.6021 0.8991 0.171 81.3627

비율 58.2% 13.6% 1.8% 2.2% 22.9% 1.1% 0.2% 100.0%

파주시
면적 185.9058 191.2329 129.4335 15.3855 52.3575 21.5595 16.7805 612.6552

비율 30.3% 31.2% 21.1% 2.5% 8.5% 3.5%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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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 Management Strategy for  Han River Estuary 

in Korea

Han River Estuary i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Korea. Compared to highly 

developed upper part of the estuary (Seoul Metropolitan Area), the lower part of 

the estuary, which is a part of Demilitarized Zone (DMZ)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ed Area (MFPA) has been preserved well since the Korean War. Recently, 

however, concerns on the possible degradation and destruction of this precious 

estuary were raised in public because military tension and increas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gan encouraging local 

developments in this border area.  In this aspe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to protect the natural integrity, function and  

value of the Han River Estuary from the surging local development pressures and 

demands.  

The estuary shows the natural abundance and biological diversity typically 

observed in macro-tidal environment and supports the local socio-economic needs. 

Total of 356.431km
2 
of

  
estuarine wetlands support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protected birds including 7 endangered species and 20 natural 

monuments such as White-naped crane, Chinese egret, and Black-faced spoonbill. 

In addition, rare plant species (Grewia sp., Leopard flower, Crypsinus sp., and etc.) 

and distinctive plant communities(Winter green and its relative species) are 

distributed in riparian or nearby terrestrial areas of the estuary.  Several fishes such 

as River puffer, Horse-shoe crab and eel support the local commercial and 



recreational fisheries. At the same time, Panmunjeom and Mt. Odoo observation 

platform, which are historic sites of Korean War, draw many  tourists from nearby  

Seoul Metropolitan areas.

Rapid expans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reflected in statistics 

(5% increase in urbanized area and 50% increase in number of  industry for the 

last 5 years) resulted in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Han River Estuary. 

Nutrient enrichment (eutrophication), sediment contamination, malformed fishes, 

and increased floating debris are major water quality problems in the estuary. In 

addition, several natural environmental problems are identified, such as destruction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habitats by estuary development, blocking wildlife 

pathways or corridors between rivers and riparian areas by the river banks and 

military fences, and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by the  Singok Submerged 

Weir.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ation of 'The DMZ Area Development Plan', 

development of new towns in the Gimpo and Paju areas, connection of 

South-North Korea transportation networks, and increasing demands of local 

tourism will be major environmental stresses in the estuary.

This research suggested management vision,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the 

Han River Estuary ba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by PSR and SWOT approaches 

and case studies.  First of all, "Han River Estuary as a living place for naturally 

diverse and vivid, and socio-economically prosperous" was set as a management 

vision. Four management  principles; sustainable, cooperative, ecosystem-based and 

integrated approaches were suggested to achieve the vision and eight management 

strategi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rinciples: adaptation of precautionary 

policies and measures, encouragement of local stake-holder's participation,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management frameworks and system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survey/research/monitoring programs, 

designation of substantial environmental protection zones,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Han River Estuary Environment Management Plan', development 

of habitat restor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ment of secure funding sources to 

support the estuary management.

Management boundary of the Han River Estuary was defined as "the area from 

the down-stream watersheds of Jamsil Submerged Weir(landward) to the 

administrative boundary of Ganghwa and Ongjin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seaward)" based on the available scientific characteristics, demands of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nd substantial management conditions. 

Designation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District (EMD)' was suggested to 

effectively protect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to support site-specific 

environment-friendly land-use in the estuary. The EMD was divided into five 

classes based on the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Criteria' which reflects 

regional environmental conditions. It is suggested that classes I and  II are 

managed as conservation areas where local development is strictly regulated, class 

III, as an improvement area where only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s 

permitted, and classes IV and V, as restoration areas where local development is 

encouraged. According to the zoning, preservation areas occupy 57.7% (1,656km
2
) 

of the total area of the Han River Estuary.  Although detaile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individual areas have to be further developed based on local 

surveys, the EMD is expected to be a practical tool to support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ssues 

identified  in five management sectors were suggested. Major recommend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Land/transportation: designation of the EMD to encourage the planned 

development, application of strict land-use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MZ Area Development Plan', and development of detailed land-use 



guidelines in the EMD and DMZ area. 

․Natural environme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asic estuary 

surveys and research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stuary monitoring 

systems, and designations of the 'Estuary Ecosystem Conservation Area' and the 

'Natural Reserved Area'.

․Water environment: implementation of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in the estuary, conducting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Singok Submerged Weir, and identification of exposure pathways of toxic 

chemicals. 

․Landscape/tourism: designa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Conservation Area' 

and development of the 'Natural Landscape Management Plan' for downstream 

of the Singok Submerged Weir

․Fisheries: improvement of the fishery management system, estimation of 

quantitative fishery stocks, and life cycle study of estuarine commercial fishes. 

New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management frameworks were suggested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suggestion and overcome current management 

problems such as fragmented government policies and schemes, uncoordinated 

management approaches, and lack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information. 

․Establish 'Han River Estuary Management Council(provisional name)' and 

related advisory committees, and develop a 'Comprehensive Han River Estuary 

Environment Management Plan(provisional name)'

․Provide legal or institutional estuary management basis by either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an River 

Estuary(provisional name)' or 'Act for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provisional name)'

․Support establishment of non-institutional local or regional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government, local stake-holders, NGOs and military to 



facilitate  environmental problems and disputes 

․Adapt and implement various non-institutional  management measures such 

as voluntary agreement systems for biodiversity protection,  coopera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and local monitoring programs for 

draw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With all the suggested management strategies, selection of  practical management 

measures and their effectiveness are uncertain at this point in time because of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the estuary.  In this aspect, this study also 

suggested spending over 8 billion Korean Won on the estuary surveys and research 

plan for the next 5 years, and presented 37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es 

applicable to assess current status and to evaluate future management effectiveness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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