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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 설립 경위 및 조직

□ 설립이전까지의 운하반대교수모임 내 하천관련 학자들의 학술활동

2009년 3월 27일 4대강관련 한일심포지엄

2009년 5월 27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The 4 river restoration project :  

                  Are we on the right track?

2009년 6월 29일 [국회환경포럼 정책토론회]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2009년 7월 9일 [토론회]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검증제1차토론회_4대강사  

                   업,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2009년 7월 15일 [낙동강 특별심포지엄] 낙동강 보 건설이 수질 등에 미  

                  치는 영향평가 

2009년 7월 22일 [국회정책토론회]대규모 국책사업 조세․재정문제와 예  

                  비타당성 조사 / 대규모국책사업의 합리적 절차구축방  

                  안: 4대강사업을  사례로

□ 대한하천학회 설립

◯ 7월 15일 이후의 논의 

From ooo
어제 하천학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우리나라에 하천협회는 있는데 하천학회
는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행정부서에 하천과와 하천계가 있는데 학술단체가 없었다는 것
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생명의강연구단을 모태로 하여 2,500여 교 수중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형식의 학회단체를 만들어서 명분과 객관성을 갖는 조직으로써 기존 어용학회
와 현 정부의 패악에 대응해가자는 얘기였습니다.

From ooo
"대한하천학회" 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수자원학회나 물환경학회(?)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가 물환경학회는 잘 모르지만, 수자원학회는 정부 프로젝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면이 과한 듯하더군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4대강 반대 운동을 전문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



롭게 학회를 만드는 일은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든지 학회를 새롭게 창립하는 관행을 수차례 봐 왔습니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역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원칙으로는, 만약 수자원학회가 잘못된 관행에 의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
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 학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새롭게 학회를 만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력
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학회 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장, 부회장 등등 자리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소모적이지 않나요? 밖
에서 봤을 때 비판적으로 보자면 쓴 소리 나올 법 합니다. 그 동안 새로운 학회 만든다
고 기존  학회에서 분리해 나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조된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와 어떤 이름으로든 전문가들이 4대강 비판 세
미나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실리는 무게가 다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현 상황에서 몇 분이나 이 학회에 가입할지 저는 토목이나 수질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더욱 모르겠습니다. 기존 학회에서 사람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로 인해 갈등 생기고 뭐 
이런 일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과는 
조금 벗어나는 것 아닐까요?
대안으로 저는 ooo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들은 "4대강 교수 검증단(?)" (정확한 명
칭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모임 안에서 쉽게 만
들 수 있고,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속 주도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름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콘텐츠이지 포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천 문제 비전문가로서 그냥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From ooo
학회 건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새로운 상황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ooo 
선생님이나 ooo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대한하천학회는 ooo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학회들
의 분화와는 조금은 맥락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려하신 것처럼 학회로서의 조직을 갖추
자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기에 우리의 현재 역량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분들이 모두 학회 회원으로 가입할 것 같
지는 않고 지난 번에 ooo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서명교수들 중 토목이나 수질공학전문
가들이 그러한 학회 설립에 찬동해서 가입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
적에 대해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From ooo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많은 유사한 학회가 존재하고 있지요.
토목분야 역시 그러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대부분 친정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담당국장이 학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모시는 것은 학회의 위상을 대변하고, 정부의 껄
끄러운 정책을 학회라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뒷받침 해주고 갓 고시를 패스한 젊은 
친구가 한마디 하면 원로교수들도 꾸뻑하는 모습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졌지요.
그리고 하늘같이 떠받드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한마디 쓴 소리 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으로 몰아붙이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오직 그들만의 리그만 존재합니다.
학회(학계)에서 적당히 수치를 조작하면 3천억 원의 공사가 그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이 
나타내고 엄연한 인재로 몇 명의 아까운 목숨이 수해로 사라졌을 때 그것이 천재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거대학회는 그 거대함 그리고 신뢰성(?)으로 인하여 법원은 '어쩔 수없
는 하늘의 뜻'이었다는 판결을 내릴 때, 투사는 아니지만 살짝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도 
있네요.
한반도 대운하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 때 고위관료(?)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어
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거대 학회가 이제는 '그것은 아니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라는 입장표명을 할 때... 돌아서서 쓴 웃음을 지웠지요.
그리고 지금도 지방에서는 내일이면 홍수에 떠내려갈 자연형 하천사업을 전국에서 경쟁
하듯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겠
지요. 해서 이제 정부정책을 객관적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토목분야를 아우르는  조
그마한 학회하나 정도 가지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허락하지 않을까요?
저는 운하 또는 4대강을 떠나 그러한 학회 하나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
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그
래도 뜻있는 숨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From ooo
하천학회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하천학회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수자원학회에서 하천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주로 토목공
학을 전공한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회이므로 하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하천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천은 하천공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수질분야, 생태분야, 경관분야, 도시계획(국토) 분야 
등 비교적 다양한 학제간 협력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학회로서의 
수자원학회는 역량이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만들어진 '명분'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정치적(또는 불순한 동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천학회의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명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가 입니다.
시점이 다소 민감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하천학회에 참여하는 일을 다소 어려워 할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토목공학분야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로 '큰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을 추진하는 분들의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
이라 생각합니다. 
5. 결론적으로 '명분'상의 어려움, 회원을 확보하는 일의 어려움 등을 극복해야 하는 난
관이 있지만, 하천학회의 창립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2009년 8월 3일 4대강사업 검증자체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논의를 바  

    탕으로 설립이 결의됨

 - 주최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장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8호실

 - 결의자 : 박창근, 이상훈, 허재영, 박재현, 김좌관, 이성기, 이원영

◯ 명칭에 관하여 

- 한국하천학회와 대한하천학회, 한반도하천학회의 셋을 놓고 논의를 함

- 한국하천학회는 남한만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고, 한반도하천학회는   

    한반도만 지칭하는 것일 수 있음. 장차 동북3성까지 포함하는 이름이  

    려면 ‘대한하천학회’ 가 적절하다고 봄

◯ 대한하천학회 이름의 기자초청간담회가 진행되고 언론에 여러 번 보  



     도됨

2009년 8월 21일 금강, 영산강 기자간담회

    주최 : 대한하천학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2009년 8월 24일  4대강사업 관련주요사안 기자간담회

    주최 : 대한하천학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주최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국화홀

2009년 9월04일 한강 기자간담회 

   주최 : 대한하천학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주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2009년 9월11일 낙동강 기자간담회

   주최 : 대한하천학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주최

   장소 : 대구사회연구소 강당

◯ 아직 회장은 공석으로 되어있음

◯ 근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임



조직 

고문 (가나다순)

박청길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ckpark@pknu.ac.kr>
이상훈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muusim@suwon.ac.kr>
이정규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leejk@hanyang.ac.kr>
이치범 (前 환경부 장관) 

명예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kimjw@snu.ac.kr>

자문위원 (가나다순)

나간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kcna@chonnam.ac.kr>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skalee@chosun.ac.kr>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부 교수) <aggi@snu.ac.kr>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jyhuh@dju.ac.kr>

회장

부회장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ckpark@kd.ac.kr>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jkkim@cup.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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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 창립선언문

하천은 수만 년 동안 신의 손인 비바람이 마련한 뭇 생명체들의 보금자

리입니다.  우리 역시 하천에게서 여러 혜택을 받으며 하천과 더불어 반만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자애로운 하천과 더불어 살아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인자한 하천은 늘 한결같이 모든 생

명에게 안식처였고 또 그러해야 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으로 하천을 이용하여 왔고, 이제는 녹색기술이라는 구

실로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인간의 법칙으로 하천을 재단하려 합니다.  하천

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 쌓은 제방은 홍수라는 자연의 반격에 무용지물이 되

고,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방어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지는 보는 결국 우리가 

살아온 하천 공간을 황폐화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함

없이 제방을 쌓고 또 높이고, 언젠가는 바벨탑이 될 댐을 공허한 논리로 기

회만 있으면 만듭니다.  하천이 복개된 공간은 자동차가 점령하고, 하천을 

직강화하여 얻어진 공간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비생태적인 공간으로 만들

었으며,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조경하천은 결국 생명체 없는 공

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천으로부터 빼앗은 공간을 영원한 인간만의 공간인

양 하여, 그것을 다시 하천에게 돌려주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각색되어 진행되고 있는 하천살리기,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 등과 같은 말 뒤에 숨어 있는 무분별한 하천변 개발이라는 인간의 탐

욕을 이제 생명이 함께 하는 환경이라는 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부가 대규모 수자원개발 사업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때, 산간농촌지역과 도

서지역 등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물 부족에 시달

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이중성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

다.  선거 때마다 하천별 개발이 주요 공약이 되고 그로 인해 광풍처럼 퍼져

나가는 하천관련 사업과 부수되는 하천변 개발사업은 곧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이를 냉정하게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하천의 풍요로움과 자비로움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왜곡된 모습으

로 뒤틀리며, 개발과 환경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환경은 계속 약

자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잡는 사

회적 가치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사

회적 형평성은 동시대인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우리 사

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심축입니다. 

  이에 대한하천학회는 생태적 연속 공간인 하천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수자원·지리·방재·환경생태·문화·도시계획·경제·법·행정 등 다양한 분야

와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우

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라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하천학회는 국토의 영원성을 존중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강 

살리기의 길을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하천의 가치를 왜곡하는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기 4342년 (서기 2009년)  9월 18일

대한하천학회 대표

부회장  박 창 근



[축사]

이상훈 (한국영향평가학회  前회장,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대한하천학회의 창립일을 맞아 축하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일해 왔는데, 대한하천학회

의 창립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서 간단

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강과 관련된 학회, 즉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환경공학회 등 기존의 

거대한 학회 회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이들 학회의 정회원입니다만 

기존 학회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학문적 논란에서 비켜 서있는 인상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4대강 사업은 3년 동안에 22

조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공사기간 대비 예산 규모에서 

보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토목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많은 학자들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정부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저 역시 수자원을 공부하고 수질을 공부한 한 사람의 학자로서 혼란스럽

습니다. “4대강을 살려서 대운하로 가자”고 외치는 학자가 있습니다. “나의 

조국이여, 대운하를 왜 버리려 합니까.”라고 외치는 교포 학자도 있습니다.  

“강에 보를 막아도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외치는 정치가와 관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혼란스러운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혼란 과정에서 양심의 소리를 차마 억제하지 못하

는 용기있는 학자들이 함께 모여 대한하천학회를 만들기로 큰 결심을 하였

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 

학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로지 학자적인 양심과 사회적

인 책임감이라는 2개의 등불을 들고서 어두움과 혼돈을 몰아내며 씩씩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독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천과 강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

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 학회를 부정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건전한 긴장관계는 서로에



게도 좋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

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 있는 발걸음을 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8일에 새로 탄생하는 대한하천학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힘찬 박수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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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강 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

김   정   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전국에 17개 운하 총 연장이 3,134 km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면 바다에서 배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운하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닐 

수 있고, 상주 같은 내륙의 도시도 부산과 같은 항구가 되어 수출품을 싣고 동남아

시아 등지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 운하를 통해서 물류비를 1/3로 대폭 

줄여 21세기 물류혁명을 이루고, 홍수를 막고, 물 부족을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중국에서 관광객을 무더기로 유치하여 관광수입 올리고, 일자리 30만개를 창

출하여 삼성의 2배나 일자리를 만들고, 내륙에 물류단지와 공단을 개발하여 국토균

형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는 ‘한반도 국운융성의 길’ 이

라고 홍보하였다. 

이 사업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자 2008년 12월에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다시 ‘4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4대강 살리기’의 사업 내용은 4대강 본류에 대해서 하상을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 

하고, ‘슈퍼 제방’을 쌓아 자전거와 자동차 도로를 놓고, 댐과 갑문을 만들고, 천변 

저류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인데, 이는 실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다. 주장하고 있는 이 사업의 효과로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말하던 

내용들 중 물류 부분을 뺀 것으로서, 홍수조절하고, 물 부족 해결하고, 물 깨끗이 

하고, 하천 생태계를 살린다는 등을 내세우고 있다.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경인운하를 착공한다고 밝혔는데 이 경인운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강살리기’ 사업을 더 세

게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영남 5개 지자체에서 33조5649억 원을 ‘낙동강 물

길 살리기’에, 경기도에서 22조 8806억 원을 ‘한강 잇기’에, 충청도에서 6조 9380억 

원을 ‘금강 살리기’에 각각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엄청난 예산들은 다 운하를 만들

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은 강을 살리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는 영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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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
 ‘4대강 살리기MB style’ 비고

사업내용 주운수로: 540 km 하도정비 수로 공사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심각한 언어의 오염

이다. river restoration은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

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거꾸로 자연하천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말은 전

혀 거꾸로 붙여서 복원한다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UNEP에서 2009년 2월에 발간한 ‘A Global Green New Deal' 이라는 책자에 가당

치 않게도 river restoration 이라는 사업 제목으로 모범적인 녹색사업으로 버젓이 

올라 있다.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 혹은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기에 이글에서는 ‘4대강 살리기MB 

style’이라고 아래 첨자를 붙이겠다. 영어몰입교육시대를 맞아 첨자는 영어로 썼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고 진정한 강 살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4대강 살리기MB style’의 문제점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대운하’ 사

업의 일부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표1에 나와 있듯이 모두가 수로 만들고, 제방 

쌓고, 댐과 갑문 만들고, 터미널 만드는 공사가 주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상을 파고 

슈퍼 제방을 쌓는 것은 수로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댐과 보를 만들겠다

는 것도 운하에 물 공급하고 수위 조절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천변저류지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발 이권이 따르는 사업인 것으로 보아 터미널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 분명하다. 단지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드

는 것인데 이는 운하 전도사 이재오씨가 경부운하 구간을 자전거로 완주한 공을 기

리는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강바닥에 쌓여온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

은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바닥을 다 쓸어가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 없어 치울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은 그 동안 골재채취 등의 이유로 더 낮아졌

다 (그림 1 참조). 다만 댐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인다. ‘4대강 살리기MB style’

은 오히려 댐을 쌓고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

이다. 

표1.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MB style’의 사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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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하천 500 km

   인공수로 40 km 

생태하천 조성

제방보강 (슈퍼 제방) 

   (자전거 도로 포함)  

  

주운보: 16개(신설12)

주운용수공급시설: 

              댐 2개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한강, 낙동강, 영산강

자연형 보: 5개소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56개소

수위조절과 용수공급

을 위한 댐 공사

화물터미널: 12개소
천변저류지: 21개소

    (민자사업)

터미널 공사

 

대체시설:

   교량개축 14개소 등   
이번 사업에서 제외

사업기간  2009 - 2012 2009 - 2012 동일

시업비  14.1조 원 14.1418조 원 동일

일자리 30만개 23만개

그림 1.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2007. 8.24).

낙동강의 대부분의 구간(빨간 색깔 부분)이 하상이 낮아졌다. 

 그리고 둘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강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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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대강 살리기MB style’의 공사개념도 (출처: 국토해양부). 

강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공사로서 river restoration 과는 정 반대의 공사

이다. 

그림 3. 우리나라의 자연하천과 하천 정비한 굴포천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다. 우

리나라 자연 하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그림 2의 ‘4대

강 살리기MB style’의 개념도를 보라. 이것을 보면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전혀 

하천복원(river restoration)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서울을 지나는 한강처럼 자

동차가 도로가 만들어지고 체육시설이 들어섰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는커녕 

흉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하천정비의 개념과 같은 공사인데 이런 하천정비

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에서도 최근에 열심히 벌여왔던 운동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연하천과 굴포천 

하천정비 현장을 그림 3에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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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호수의 수질변화 (자료: 환경부 통계자료)

셋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가?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지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

리나라 큰 강들의 상류인 산골 농촌의 도랑들은 쓰레기 버리고 태우는 처리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또 고랭지 채소밭들은 비만 오면 흙탕물을 쏟아낸다. 비점오

염원 관리도 안 되어서 비만 오면 심하게 오염된 물들이 강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었지만 하수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오폐수가 딴 데로 

새는 곳이 하다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허수처리율은 일본을 

훨씬 앞질렀으나 실제 수질오염은 우리가 훨씬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물이 맑아지지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강변 개발하여 오염부하 높이고 물을 고

이게 하여 물을 썩게 만들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낙동강에 페놀오염사고가 난 이후에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래서 맑아진 강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맑아진 호수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 나빠지는 중이다 (그림 4 참조). 

                                                            

4대강 사업을 하면 낙동강의 경우 안동 하류는 10개 정도의 댐으로 연결이 되어 

자연적인 흐름이 전혀 없고 유속은 초당 2cm 로 떨어진다. 건기에 안동에서 바다까

지 18.3일이면 흘러가던 물이 공사 후에는 185.8일 머물러 있게 된다. 1) (그림 5. 참

조). 이 물은 썩게 마련이다. 

1) 김좌관,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낙동강 특별심포지움] 대한환경공

학회 부울경지부 학술토론회, 200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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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낙동강 살리기 MB style'의 종단도 (자료: 김좌관, ‘낙동강 보 건설이 낙

동강에 미치는 영향’, 2009. 7). 낙동강은 흐르지 못하고 10개의 댐에 갇히어 완전히 

고인 물이 된다.
  

넷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홍수를 막는 사업인가?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

태 나고, 마을의 도랑이 넘치고, 물길 막는 공사를 하고, 배수펌프가 작동 안하고, 

둑이 보수가 안 되어서 일어나지 4대강 본류가 넘쳐서 인어난 적은 없다. 홍수를 

막으려면 상류의 마을들을 제대로 돌보아서 산사태 안 나도록 예방 잘 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잘 만들고, 원래의 하천 범람지역을 하천으로 돌려주는 등의 일을 해

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수 막는다고 댐을 많이 지어 대형 댐의 밀도가 단연 

세계 제 1위이다. 그러나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피해액이 1970년대의 100

배에 이르렀다 2). 일본은 우리 같은 큰 댐도 없고 근래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댐도 

거의 짓지 못했지만 홍수피해 인구가 1970년대의 1/100로 확 줄었다 3). 우리나라가 

피해 복구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대부분의 예산을 산사태

를 막는다든지 하는 홍수 예방에 쓰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에는 놀고 있는 논밭이 

많이 있어서 이들을 빗물 저류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공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본류에 아무리 댐을 짓고 강바닥을 파봐야 홍수 막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다섯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물부족을 해결하는가? 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

에도 꼭 같은 말을 하던데, 운하의 물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MB style’로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

2) 통계청, 통계연보, 2005: http://kosis.nso.go.kr/cgi-bin/

3) Statistical Bureau of Japan, Japan Statistical Yearboo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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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물을 더 쓸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하천에 유지용수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강물을 다 쓰면 안 되고 흐르는 물이 있어서 수중 생물도 살리고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유지용수는 물의 유속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수심을 두 배로 깊게 해서 유속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유지용수는 두 배로 늘어나야 

마땅하다. 즉 유지용수를 더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쓸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맑은 물을 많이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로 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낙동강 물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지도 않다. 부산의 상수원은 

지리산에 댐을 만들어 공급하고 대구의 물은 안동댐에서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에도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즉 낙동강에 많은 물을 가두어 놓지만 

쓸 계획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공사 후에는 그 물이 쓸 만한 물이 못 된다는 

것을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이 바다를 살리는 원동력이다. 

여섯째, ‘4대강 살리기MB style’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은 말이야 맞다 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을 벌여야 옳

다. 아래 그림6에 나타나 있지만 토목건설공사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빼고는 다

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과 software 산업 등에 투자해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자리는 영구적이고 고급 일자리이

다. ‘4대강 살리기MB style’로 만드는 일자리는 4년 공사기간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

직이고 단순 노무직이다.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일

자리를 19만개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이를 공사기간 4로 나

누어 47,500개 일자리라고 말해야 옳다. 그 동안 이 정부가 없앤 일자리 수가 워낙 

많아서 이것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자랑할 것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개고가도로를 뜯어낼 때에 이 복개고가도로의 유지비

가 가당치 않게 들어서 차라리 철거하고 복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주장을 하여 많은 공감을 얻은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운하에 대해서도 해마다 홍

수 나고 둑 보수하고 하상정비 하느라고 하천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그 돈이면 

운하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운하를 만들

면 둑 보수해야지, 뱃길 측량하고 퇴적되는 토사 준설해야지, 댐과 갑문을 관리해야

지, 화물터미널 유지관리 해야지, 운하 터널 혹은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르는 운하다

리 유지관리 해야지, 배들이 다니면서 오염물 버리지 않는지 감시해야지, 선박사고 

처리해야지, 수질오염 관리해야지, 등등등,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하천과 

일정한 폭과 깊이로 흘러야 하는 운하는 그 유지관리비가 차원이 전혀 다르다. ‘4대

강 살리기MB style’에 대해서도 꼭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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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 10억 원당 취업인구)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

표, 2003년 기준, 2007년 발표) : 토목건설업이 가장 일자리를 적게 만드는 사업 중

의 하나이다.

천의 유지관리비에다가 추가로 댐과 갑문, 천변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천변저류지, 슈퍼 제방 등등 훨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올해에도 7월에 큰비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토사가 밀려와 자동차가 매몰되는 등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는

데, 여름에 큰비가 올 때마다 강은 엄청난 양의 토사를 실어 나른다. 그러나 수많은 

댐으로 강의 흐름을 차단하고 나면 이 토사들은 댐 안에 쌓이게 되어 이를 관리하

자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III. 진정한 강 살리기 대책 

‘강살리기 MB style'로서는 강을 살릴 수가 없다. 『천로역정』에 보면 천국에 가

겠다고 중간에 담을 뛰어 넘어와 지름길을 가려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강살

리기 MB style'이 마치 이와 같다.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정도로 가야지 중간에 

담을 뛰어 넘어와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없다. 진정 강을 살리려면 다음과 같은 

바른 길을 밟아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강 관리 거버넌스

물은 하늘이 만민에게 골고루 내리는 은혜이다. 그래서 물은 온 국민이 골고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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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게 나누어 써야지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강은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부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기업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만민이 다 공평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 정부뿐만 아니라, 유역의 모든 주민

들과 기업들이 다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갖추

어야 한다. ‘강살리기 MB style'은 전혀 이런 거버넌스를 무시하고 일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려는 

사업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강도 살릴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

다.

 

2.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강의 유역에 있어서는 수질, 수량, 홍수, 가뭄, 토지이용, 물이용, 재난, 생태 등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관리 행정체제가 통합되고 일원화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량

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그리고 농수산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다 물 관

리에 손을 대고 있는데다가 또 물 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더

라도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런 문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가 어느 정도는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통합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에는 동의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부가 물관리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물관리를 일원화했고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

서는 비록 일원화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에서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일원화

가 꼭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앞선다. 예를 들자면 모든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은 수질관리 목표

에 합당한 범위에서만 승인이 된다.

홍수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치수업무는 국토해양부가 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 비하여 서열이 뒤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벌이는 홍수피해를 조장하는 사업들을 거의 통제할 

수가 없다. 자연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앞서야 하고 지자체에 대

한 지휘 감독 권한도 강화되어야 한다. 

통합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서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물관리 기구

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수량, 수질, 토지이용, 하천 생태 등 모든 

물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물관리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

에 있어야 이런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 대상도 유역의 지표수, 지하수, 

습지, 상수도, 하수도, 바다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해수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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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오염원관리를 위해서는 총량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관리에 영향

을 미치는 법 제도를 비롯한 인문.사회적인 요소와 물 관련 기술도 다 연계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뒷

받침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뉴저지 주도 통합적인 물 관리를 하는 주 중의 하나인

데 총량규제를 통하여 토지이용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

여 경기도만한 면적에 경기도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뉴저지 주의 환경보호청에 7

천 명가량의 전문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 관리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이는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청난 생태 파괴를 초래하고 또 지가상승을 불러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합 물 관리 사업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동시에 귀중한 물 자원

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3.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유역 단위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유역의 관

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강 관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그 

중에서도 유역의 토지이용과 산림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산림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

고 토지이용계획이 수자원과 수질관리 측면에서 바로 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유역의 강우 유출 특성과 유역의 물 사용량, 또 이들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부하량과 오염유달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로부터 결정되는 

이러한 변수들은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물 관리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홍수관리 차원에서도 댐, 저수지, 홍수조절

지, 방수로, 하천 등 모든 시설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유역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물길을 함부로 막거나 바꾼다든지 홍수 범람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이 강이나 호수에 유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걸러줄 

수 있는 곳이 수변(水邊)지역이다. 수변지역을 몇 십 미터 정도만 잘 식재를 하고 

관리해도 수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변지

역에 토목공사를 벌여 식생을 없애고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하는 등 물 관리에 큰 허

점을 드러내어 왔었다. 특히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수변 구역에 슈퍼 제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강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가 그 동안 수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이와도 정 반대되는 사업이다. 

유역 중에서도 하천 상류의 소유역과 농촌 유역의 환경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이들 유역이 수계의 배경 수질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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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소유역 단위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서는 보다 큰 유역의 물 관리

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들 상류의 소유역을 흐르는 마을의 도랑들은 많은 곳이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으로 전락해 있고 도랑 변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상류에서는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하천 상류 마을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는 마을의 하수를 생태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토지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생태학적으로 무

리한 축산과 화학농법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다. 유럽의 선진

국들은 유역의 영양물질 수지를 평가하여 농업과 축산활동까지도 생태학적으로 무

리가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의 유출수도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유수

지 같은 데 모아서 에너지나 인력이 과히 들지 않게 자연적인 공법을 활용하여 처

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변지역을 확보해 두어야만 가능하다. 하

천 상류의 도랑들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와 도시에서의 물 사용량과 오염배

출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폐수 무방류를 목표로 삼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

야 한다. 도시나 주거단지도 물이 최대한 재활용되고 또 빗물까지도 빨리 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수도 

하수관으로 빨리 배수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땅에 많이 스며들게 하고 천천히 배수

되도록 해야 수질도 관리가 되고 홍수관리에도 좋다.

그런 다음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올바로 처리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폐

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수관을 정비하는 일이다.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대규모의 처리장을 몇 개 짓기 보다는 작은 처리장을 많이 지어야 지

천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하수관을 정비하기도 쉽다. 작은 지천들을 하수도로 만들어 

복개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산업폐수도 특수한 오염물질을 포함한 폐수는 

별도로 처리해야지, 다른 산업폐수들과 혼합해 놓으면 미량의 오염물질들은 희석이 

되어 처리가 불가능해 진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강의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

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

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

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

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아 살면서 하천 특유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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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과 생물들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

런 강이 건강한 생태계이다. 운하를 건설하거나 ‘4대강 살리기MB style'사업을 해

서 강의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강을 파

괴하여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둑을 쌓아 육지와 단절시키고 댐을 쌓아 모든 곳을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는 것이 운하이고 ‘4대강 살리

기MB style'이다. 이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생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흐르는 강이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총기가 있는데 고인 웅덩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배

가 나오고 이자가 부어 있더라고 지적한 바 있다.4) 

식수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급한 문제이지만 수질관리의 측면에

서는 거의 마지막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대안을 찾기가 그래도 그중에서 쉽고 처리

하기도 또 한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식수관리는 상수원의 관리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힘없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지만 막상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그

럽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상 위락산업이 들어서고 골재채취 행위가 이루어지고 

가두리 양식까지 행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되

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것은 작은 보트 하나도 띄울 수 없을 정도이고 사람의 접

근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많다.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수원 관

리를 철저히 하여 물은 아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수원지에서 바로 가정으로 보

낸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함으로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정수시설에는 최대의 시설투자를 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수시

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잘 확보해야 한다. 물은 비싼 시설만 들여 놓으면 좋은 

물이 저절로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 처리시설은 융통성이 큰 시설이기 때

문에 생산되는 물은 사람이 시설을 다루기에 달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런 수처리 시설에 고급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돈을 쓰고 눈

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VII. 맺으며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인구가 두 배로 불었고 물 사용량은 세 배가 늘었

다. 앞으로 21세기 중반까지는 세계 인구가 다시 두 배로 늘어나 100억에 이르고 

물 요구량은 여섯 배가 늘어나리라고 전망된다. 물의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급격한 속도로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큰 문제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

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으로 

4) McCully, P. Silenced Rivers, Zed Books, London, 2001, p.86.



- 31 -

전망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홍수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매 10년 마다 

2-3배씩 홍수피해 인구가 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물로 인한 재난이 이미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아랄해의 면적이 1/4로 줄었고 남한 면

적의 절반 가까이 되던 중국의 동정호도 옛 모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줄

었다. 동남아에서는 거의 1억명의 인구가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 5) 특히 

방글라데시에서는 인구의 1/3이 비소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6). 홍수피해도 

아시아에서 두드러져서 방글라데시는 2/3의 국토가 해마다 홍수로 물에 잠기고 3천

만 명의 홍수이재민이 발생한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금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물이다. 그래서 물을 ‘blue gold'라고 부른다. 20세기가 세계 각국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전쟁을 치른 시기였다면 21세기는 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물이 있는 나라는 살고 물이 없는 나라는 주저앉을 것이다. 

남대문이 우리 조상들이 만든 국보 1호 라면 우리나라의 자연국보 1호는 한강, 낙

동강을 비롯한 강줄기들이다. 이 강들을 함부로 손을 대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강들은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고 혹세무민하는 정

치가들이나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흐르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부자 만들

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미래에 태어날 후

손들과 또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하늘이 내린 은혜이다.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다. 강은 모든 생명들

이 하늘의 은혜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려야 한다. 

5) Cheng, Z. et. al. "Limited Temporal Variability of Arsenic Concentrations in 20 
Wells Monitored for 3 Years in Araihazar, Bangladesh." Environ. Sci. Technol. 
39(13), 2005, pp. 4759-4766.

6) van Geen, A. et al. "Reliability of a Commercial Kit to Test Groundwater for 
Arsenic in Bangladesh." Environ. Sci. Technol. 39(1), 2005, pp. 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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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수의 사례

허   재   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하천에서 수위를 유지하거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하도 내에 

조성된 크고 작은 횡단구조물을 규모에 따라 댐 또는 보(洑 weir)라 한다. 이 중 보

는 약 18,000개 이상이고, 보 이외에 상류부 구조물의 보호 및 지속적인 하상침식을 

막기 위한 낙차공을 포함하면 전국의 보 구조물은 약 34,000개 정도가 설치되어있

다. 이러한 횡단구조물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높이와 저수지가 커짐에 따라 하천

유량과 수질은 물론 수생생물들은 현저하게 영향을 받고, 하천의 환경특성 중 유황

과 온도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특성을 크게 변화시키며, 구조물의 축조에 따른 하천

생태통로의 차단으로 인한 수변 생물 서식처의 변화, 하천경관 훼손을 유발시킨다.

  농업용 보의 경우 농경지의 주거지 등으로의 이용형태 변화, 경작 방식의 변화

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대형 저수지의 축조,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

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보 자체의 기능을 상실한 보가 매년 50~150개 

정도 폐기되고 있지만, 폐기된 보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

다.

  외국의 경우 기능이 다한 보나 소형 댐 등은 물론 일부 기능이 있는 하천횡단 

시설물을 철거(dam removal)하여 하천생태 통로의 복원 등 하천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12년부터 지금까지 총 650개 이상의 보

나 댐을 철거하였으며, 이 중 제원을 알 수 있는 364개 중 보나 소규모 댐에 해당

하는 높이 15m미만인 구조물이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338개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 조사결과 농업용수취수용 보 326개를 시설노후화, 취수 

시설통합 등의 이유로 철거하였는데, 철거된 시설물은 대부분 높이 15m미만의 보나 

소규모 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아직 하천행정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지시하거나, 

철거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000여개의 보가 가동, 존치되고 있는데 그

중 높이 1.0m이하의 보가 약 70%를 차지하며, 약 25%가 1.0~2.0m 정도 높이의 보

이며, 그보다 높은 보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하천생태통로 복원, 안정성 등의 이유로 보나 소규모 댐과 

같은 하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물론 기능이 다한 하천 구조물의 철거사례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나 기술개발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최근의 댐 철거사례 및 추세를 소

개하고, 우리나라 하천의 횡단구조물(댐, 보)의 철거에 관한 계획수립에 참고로 하

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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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09년도에 철거예정인 Matilija dam(높이 58m)의 철거를 위하여 작성

된 Matilija dam 생태계재생실현가능성조사보고서의 요약분을 번역하여 첨부한다. 

미국에 있어서의 하천재생과 댐 철거의 현재

1. 서론

  미국에 있어서의 하천과 하구부의 재생은 1990년대 후반에 중요한 전기를 맞이

하였다. 과학자들이 종과 서식지의 관리에 있어서 하천이 중요한 생태계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천은 수력발전, 관개, 항행, 

그리고 사람들이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하천을 

생식지로 하여 하천의 흐름 형태에 그 생명을 맡기고 있는 물고기나 그 외의 야생 

생물에게 대한 이해나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기부터 댐 철거는 하천의 흐름이나 물리적, 생물학적 기능을 회복시

키는 수단으로서 자주 다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많은 댐이 그 내용년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개수나 교

체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기후 변화 때문에 하천 유역의 기능이 수문 학문

적 관점으로부터 보아도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안전성, 물 관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에 미국에서의 홍수의 규모는 증대하였다. 제방이 파괴되어 농

업, 기간 설비, 항행 설비나 주거지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점점 더 규모가 커

지는 홍수에 의해 경제나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증대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

하기 위해서 과학자, 물 관리자나 정치가들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향후 한층 더 피

폐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존의 물 관리 시설에 관하여, 또한 현재의 하천관리의 방

향성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물 관리의 논의와 더불어, 하천 유역이나 생태계의 과학자들은 하천 유

역 재생의 가능성과 기회의 평가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 왔다. 댐이 모든 물 문제

의 만능약이 아닐 뿐 아니라 댐이 환경 피해에 미친 영향은 크다. 

2. 미국에 있어서의 댐 철거의 상황

  미국에 있어서의 댐 철거는 지금까지 소형이고 제방고가 낮은 댐의 철거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 경향도 Oregon주 Sandy river에 있는 Marmot dam(높

이 14m)이 2008년에 철거되면서 변화했다.

  2007년에는 12개 주에서 54기의 댐이 철거되었다. 2008년 현재 철거가 검토되고 

있는 대형 댐으로서는 South California에 있는 Matilija dam, Washington주의 

Elwha dam  및 Glines Canyon dam(upper Elwha dam), 그리고 Condit dam(발전

용 댐) 등이 있다. 또, 미 공병대에 의해 Snake river에 건설된 4기의 대형 댐(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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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병대 댐 : Snake river의 

Lower Granite dam (미국)

Marmot dam의 철거(2007년)

Harbor, Lower Monumental, Little Goose, and Lower Granite), Klamath river에 

있는 Pacificorp사 소유의 4기의 사유 댐, Carmel river의 San Clemente Dam을 비

롯한 전국 각지의 댐에 대해서도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

국에 있어서는 댐 및 그 장기적 가치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게 바뀐 것이다.

  

댐 철거 사업이 기록된 이후, 미국 전 국토에서 650개 이상의 댐이 철거되어 왔는

데, 43개 주에서는 과거의 철거 사례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

철거 기록이 많은 주는, Wisconsin주(73개), California주(47개), Ohio주(39개), 

Pennsylvania주(38개), Tennessee주(25개) 등이다. 지금까지 목적별로는 음용수로부

터 수력 발전, 치수 및 레크리에이션용까지, 구조별로는 흙댐으로부터 콘크리트 댐, 

중력식 댐, 사석식 댐, 목재틀 댐까지, 보유형태로서는 공유, 사유 댐으로부터 포기

된 댐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댐이 철거되어왔다(2008년 7월 4일자 American 

rivers 홈페이지 http://www.Americanrivers. org를 참조하기 바람).

댐 철거에 의해 하천의 자유로운 흐름이 회복되고, 여러가지 경제적 기회와 레크

리에이션 기회가 가능하게 된다. 또 댐의 소유자에게는 번거로운 법적 및 경제적 

책임으로부터 해방된다. 댐의 소유자는 댐의 고장으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 법

적 책임을 지고 있고, 댐의 존재 그 자체가 원인으로 되는 상처나 재해에 대해서 

고소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보트를 젓는 사람이나 낚시꾼이 피할 장소를 잃

어버려 댐 하류의 급류에 빠져서 익사한 경우 등이다.

댐의 소유자들은 점차 댐의 철거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댐 하류 주민들

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역사회를 물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건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댐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 존재하는 몇 천개의 댐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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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SO(The Association of State Dam Safety Officials)의 홈페이지(2008. 7. 1현

재)에 의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댐이 10,127개나 있다. 대단히 위험한 상

태에 있는 댐이란 고장을 일으켰을 때 인명에 관련한 위협을 가져오는 댐으로 정의

된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약 1만개의 댐 중에서 1,333개의 댐이 연방 댐 안전당국

에 의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 토목학회는 미국 전국토의 주요한 댐을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많은 댐

이 파손된 상태에 있으며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면 기능부전의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Harford 등, 2004). 

댐 철거 프로젝트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결론이 얻어졌다.

 1. 1980년대 이전에는 댐 철거가 드물었지만, 노후화하는 구조물과 하천 및 어도

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댐 철거를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 및 노

후화하는 구조물의 안전성의 개선이나 이러한 구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감

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의해 단계적으로 증가해 왔다.

 2. 댐 철거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3개가 있는데, (1)생태계, (2)경제, (3)안전성

이다.

 3. 철거된 댐의 대부분은 구조물의 높이가 6m이하이다.

 4. 대부분의 댐은 완전히 철거되었지만(80%), 나머지 20%는 일부 틈을 만들거나 

부분적인 철거이었다.

 5. 구조물을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철거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3. 댐 철거의 영향

댐 철거는 물리적, 화학적, 생태학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영향 등, 좋든 나쁘든 

다양한 영향을 주는데, 댐 철거에 의해 댐의 수리 및 유지비의 절감, 하안(河岸)지

역의 재활성화의 가능성, 지역의 어업 수입의 증가 및 수질개선과 어업관리에 관련

한 비용의 감소 등 명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댐의 철거를 검토할 때에는 수생생태계 기능의 회복이 댐 하류 하천수

계에 대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댐의 철거가 상류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수 있다. 또한, 하천이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곳의 경우, 

하구부의 동태(動態)의 회복 또는 유지에 있어서 댐 철거는 막대한 가치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

댐 상류에 미치는 영향

댐 상류의 저수지주변에 있어서는 기존의 흐름이 있었던 하천환경을 침수시켜서 

흐름이 없는 정체 상태로 바꾸는 영향도 있다. 그 결과, 어업의 완전한 변화, 수질

동태의 변화, 표면수온의 상승, 퇴적물의 침전, 천변(川邊) 및 습지의 생태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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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식지의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개체군 동태의 붕괴로 이어지

는 것이다.

댐 철거후의 하천동태의 회복이란 하천의 물리적, 기능적 환경이 안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범람원, 하천주변이나 습지가 재생되고, 수계의 생물지구화학적 프로세

스가 재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상류와 하류의 하천생태계가 다시 연결됨에 따라 유

전(遺傳)동태가 재구축되고, 하류역에 있어서의 퇴적물 관리가 개선된다. 

하구부에 미치는 영향

보통 하천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하구부가 형성된다. 하구부는 중요한 장소

로서 치어가 여기서 성장하며, 회유어의 성어에게는 중간준비지점, 연어에게는 통과

지점, 패류와 조류에게는 매우 중요한 서식지로 되고 있다. California주 Carmel 

river의 San Clemente dam의 철거 가능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에서 하구부의 생태

학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무지개송어와 기타 어종에 대해 미우 중요한 서식지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하천의 큰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PWA, 

Ltd. and EMI Inc., 2006).

하구의 중요성은 인구동태와 기술공학의 두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세

기동안 세계의 인구는 각국의 연안지역 주변에서 크게 늘어났다.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류는 주로 댐을 통하여 담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댐에 의해 하구유량이 감소하면 minus의 연쇄반응을 일으

키게 되고,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량이 감소하

면 하류로 유하되는 유기 퇴적물의 양도 감소한다. 하류역의 생태계에 영양분을 운

반하는 유기 퇴적물의 감소는 물고기와 패류의 먹이로 되는 플랑크톤의 감소를 의

미한다. 플랑크톤이 감소하면 물고기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물고기가 없어지면 지역

의 어부들의 식량 확보가 어렵게 되어 경제적 기회도 감소한다. 

하구부에 있어서 우려사항은 수량뿐만이 아니다. 수계 전체의 물의 timing 즉, 맥

동(脈動)도 대단히 중요하다. 물의 흐름에는 계절을 통하여 자연적인 cycle이 있으

며, 건조한 계절에는 적어지고, 우기에는 많아진다. 생물종은 이러한 자연유량에 적

응하여 왔는데, 이 유량의 cycle이 흐트러지면 생물종의 life cycle이 어긋나게 되므

로, 포식동물에게 희생되기 쉽다. 수량과 수질, timing의 변화에 따라 극적인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어떤 물고기의 수명이 4년이고, 이 개체의 번식이 가

능하게 되는 수문학적 맥동이 5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system은 붕괴하게 된다.

경제적 고찰-댐 철거의 비용과 이점  

지금까지의 대처에서는 회복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일은 곤란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지난 후에 퇴적물의 수

송과 곤충의 서식지 또는 대수층의 recharge 등과 같은 비사용 가치를 소급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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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법적으로 인정된 보전수법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댐 철거에 의한 잠재적 이익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 수법을 통합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비용이 점점 늘어가

는 것이 아니라, 댐 소유자는 실행가능한 대안으로서의 댐 철거시의 비용을 한 번

에 종합하여 고찰할 수 있게 된다.

댐 철거시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영역 내에서 결정된다.

   (1) 서식지의 형성과 그것에 수반되는 보전지역권(保全地役權)

   (2) 습지의 mitigation bank의 개발

   (3) 댐의 철거를 위한 cap and trade 정책의 진전

※ mitigation bank는 미국의 법률로서 습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그 보상으로서 

새로운 습지를 만들거나 습지의 재생을 시행하는 제도이고, cap and trade는 배출권 

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틀을 정하고 그것을 넘은 기업이 남은 기업으로부터 권

리를 사는 제도이다.

댐 철거의 영향을 고찰할 때, 그 비용편익은 보통 지역사회에 대한 재화 또는 서

비스의 변화에 관련된다. 이들 재화 및 서비스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장재 및 

비시장재이다. 시장재란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이고, 그 가치는 보통 그 재화에 관련

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댐 철거의 경우 그 재화란 수력발전에 의한 산출

전력, 상업어업, 상업 rafting, 상업용 소형선박 등과 같은 댐 하류에서 유지되어 왔

던 것의 경제적 가치라 할 수 있다. 비시장재로 정의되는 그 외의 재화에는 생활어

업권,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보트,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낚시 또는 환경미학 등이 있

으며,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재화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으며, 양과 

질의 변화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비시장재의 비용을 정량

화하는데는 경제적 평가에 대체되는 수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사용 

시장의 평가 및 가상평가법 등이다.

4. 댐 철거로부터 얻는 혜택

댐 철거로부터 얻는 주된 혜택은 하천이 원래대로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로 돌아

가는 능력에 관련된다. 과학적 조사에 의해 하천으로 하여금 동적인 자연 흐름의 

형태를 가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Independence 

Science Group, 1996). 이 과학적 보고서에서는 Colombia river 수계의 연방정부 소

유의 댐과 저수지가 연어의 진화를 지탱해왔던 자연의 흐름을 바꾸고 말았다는 것

을 확인하고 있다.

물의 흐름과 그 유속은 지속가능한 수생․천변의 생태계의 물리적 구성요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의 물리적 구성요소가 환경을 만들고, 소하성(溯河性 

andromous)․강해성(降海性 catadromous)의 연어과와 대추 장어과의 종이 그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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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는 일련의 서식지를 연결해가는 것이다. 연어과의 치어가 하천을 내려갈 때 

충분한 유속이 있으면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따라서 회유어의 건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연 상태의 유황(流況)이 흐트러짐에 따라 그 

하구부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계속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하구부에 서식하는 종

의 생산성은 영양분의 배출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고, 그 외의 생물화학적 생산품

은 상류에 있는 댐과 제한을 받은 흐름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 하구부가 제공하는 

것은 패류, 해양종의 서식지, 연어와 장어, 무지개송어 등의 어류와 철새, 양서류 등

의 휴식지 및 새끼양육 장소로서의 기능 등이다. 하구부를 만드는 하천의 유황이 

파괴됨에 따라 종의 생존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5. 댐과 하천관리

미국의 많은 댐은 하천에 흐르는 여분의 유량과 홍수를 제어하기 위해 건설되었

다. 이들 댐의 전형적인 관리수법은 극단적인 강수량, 폭풍우 또는 하천의 유출량을 

저수지에 가두어서 수량의 변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댐이나 제방은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잘못된 안전의식을 심어주었다. 그 때문에 이전에 범람원이었던 곳에 주

거지, 공장지대, 기간설비가 밀집하게 되었다. 범람원은 홍수 시에 넘쳐흘러서 지표

면(하천)에 홍수가 유출할 때 그 홍수의 영향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기후변화는 전통적인 물 관리의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5월과 6월

에 미국 중동부에 큰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 홍수는 근래에 더욱 빈번히 그리고 극

단적으로 증가한 강수량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각각의 기상이 지구온난화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온난화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미 육군공병단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기후모델에 의

한 예측보다도 훨씬 더 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의 계통적인 pattern을 경험하

고 있다. 상류의 댐이나 제방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을 제공하고 있지 않

다.」

6. 결론

미국의 하천재생은 금후 25년간에 걸쳐서 환경문제로 될 것이다. 하천과 그 주변

의 생물종,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서식지을 집수구역에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

자 자산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댐 철거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의 단계이다. 댐 철거의 원래의 

목적에 실제의 상황이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서 철저한 과학적 

재검토, 관측, 그리고 가정을 토대로 한 시험 등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과거 수십 

년 사이에 이미 600개를 넘는 댐을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조사 중에서 

댐 철거의 자료로서 정리된 것은 대단히 그 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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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것은 하천관리 방법도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댐 철거는 초

기의 단계에서는 댐의 노후화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하천이나 하구부의 재생에서 실현가능한 중요한 대안(선택안)이 되어있다. 댐 철거

의 문제는 복잡하며, 댐을 철거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

다. 이것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다. 관계자와 의사결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

용에 대한 검토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 어업과 패류의 수확량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가격, 또한 댐 철거의 결과 또는 

그것에 의해 부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수확량을 예측한다.

•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있어서 댐 철거 후에 예측되는 방향(좋은 것도 나쁜 것

도)과 그 영향의 정도를 명확하게 한다.

• 하천수계에서 개선된 레크리에이션과 지속가능한 영양분의 흐름에 근거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생적인 경제적 이득(손실)을 정량화한다.

• 댐 철거에 수반되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한다.

• 모든 수생 생물종에 대한 댐 철거의 영향을 예측한다.

• 어업의 재생과 보전이라는 비사용 가치를 예측한다.

• 댐 철거 비용의 범위의 예측과 물고기 개체수 증가의 예측을 정의하고, 그 수

치를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대해 댐 철거에 의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다.

• 레크리에이션 어업 상업어업에 있어서의 어획고의 증가, 또한 그 외 부수적으

로 지역에 주는 혜택으로서의 영향을 정량화한다.

하구부와 상류의 서식지를 포함하여 하천과 그 역동적인 집수구역과의 관계를 이

해하는 것은 생태계의 재상과 수생생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수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댐 철거는 정책결정자나 과학자들이 생태계

의 재상과 보호를 위한 수법을 개발하는 일을 돕기 위해 평가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 이 글은 River Policy Network Vol. 6(2009)에 실린 Ecosystem Management 

International의 대표인 David L. Wegner의 글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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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댐 철거

1. 서론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근래에는 새로운 댐건설은 재검토되어 

기존의 댐의 구조 개선이나 조업 방법을 재검토함에 따라 새로운 물 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댐 철거도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미국에서는 이미 650개 이상의 댐

이 철거 되었다. 일본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노후화한 댐이 지진이나 이상기후에 의

한 2차 재해의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

2. 잠재화 하는 댐 철거 요청

  국내의 논문, 신문, 국회 회의록, 잡지, 서적 등 여러 가지 문헌을 「댐 철거」

의 키워드로 조사해 본 결과,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던 「댐 철거」의 요청이

나 사회운동이 대규모 댐 건설의 직후부터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댐 철거에 대한 요청이 많고, 철거 사업의 실현이 곤란할수록 활발한 논의가 이

루어져 다양한 매체에서 댐 철거가 거론되어왔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보이는 것

은 Toyama(富山)현 Shogawa(庄川) 수계의 Komaki(小牧) 댐에서 이루어졌던 소송

에서 포함된 철거 요청이다. 1930년 건설 직후에 임업 종사자등으로 조직된 Hishu

(飛州) 목재회사에 의해 「유목권(流木權)」에 대한 논쟁으로, 댐의 위법성이 사법

적인 판단으로 연결되었다. 그것으로부터 현재까지 철거 요망의 목적이나 경위, 최

종적인 판단도 다양하지만 공통점도 많이 볼 수 있다. 조사 가능한 자료의 수는 시

대에 따라 편차가 있다. 특히 1950년 이전의 자료는 극히 적지만, 남겨져 있는 자료

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논의의 내용이나 근거법 등을 얻어내는 것은 현재의 댐 철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유용할 것이다.

3. 댐 철거 운동의 경위와 결과

  댐 철거 운동의 경위에 대해서 정보가 풍부한 몇 개의 사례에 대해 준공년 순

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Awai(阿波井) 보(Kagoshima(鹿兒島)현, Sendaigawa(川內川) 수계, 

Sendaigawa(川內川) : 발전 ·농업용수) ― 질소 주식회사 소유, 1919년 준공, 댐높

이 불명.

  1951년, 상류부 Ysoshimatsu(吉松) 지구의 침수 피해는 분지 협착부에 만들어

진 Awai보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소유자의 일본 질소(현 질소 주식회사)에 치수대

책을 주안으로 한 철거요청을 하지만 결렬되었다. 차기의 수리권갱신 기한인 1967

년에 Awai(阿波井)보 철거 기성동맹회(期成同盟會)가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에 의하

여 철거를 요구하지만, 1970년, 800만 엔의 해결금과 함께 수리권은 재차 갱신된다. 

2006년의 Kagoshima(鹿兒島)현 북부의 호우로 재차 수해피해가 일어나 Awai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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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운동이 재연되었다. Sendaigawa(川內川) 공사사무소가 Yusuicho(湧水町)과 협

의한 끝에 2007년, 보를 철거하고 가동보를 설치하는 개수 계획이 결정되었다.

2) Todoroki(轟) 댐(Miyazaki(宮崎)현, Oyodogawa(大淀川) 수계：발전) ― 

Kyushu(九州) 전력 소유, 1924년 준공, 높이 7.1m.

  분지 출구의 협착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빈발하였다. 

거듭되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치수 대책을 주목적으로 1954년부터 피해 주민들

에 의해서 철거 운동이 전개되어 대체 댐을 하류에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1961

년 철거가 실현되었다. 

3) Yasuoka(泰阜) 댐(Nagano(長野)현, Tenryugawa(天龍川)수계, Tenryugawa(天

龍川)：발전) ― Chubu(中部)전력 소유, 1935년 준공, 높이 50m.

  상류부의 침수피해는 댐내 퇴적토사에 의한 수위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여 1947

년부터 유역 주민·행정관서 등에서 치수를 주목적으로 한 철거 요청이 이루어졌다. 

오랜 세월의 대립과 협의의 끝에 철거는 곤란하다고 하여  차선책으로 상류 지역의 

항구적인 치수 대책을 요청하였다. 1985년 중부 전력, 국가, Nagano현, Ida(飯田)시

의 4자에 의한 합의에 의해, 상류부 침수 빈발 지역의 지반높이기와  퇴적토사 제

거 대책 등을 포함한 항구치수대책에 합의하였다. 그 후, 인과관계나 보상, 대책, 수

리권 갱신에 대해 불복하는 주민에 의해 제기된 소송도, 1995년 Nagoya(名古屋) 고

등 법원에서 최종 결심이 이루어졌다. 치수 사업이 완료된 것은 2003년이다. 이 문

제에 관련되어 투자된 대책 경비나 총사업비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4) Saga(佐賀) 취수보(Kochi(高知)현 · Shimantogawa(四万十川)수계, 

Shimantogawa(四万十川)：발전) ― Shikoku(四國)전력 소유, 1937년 준공, 높이 

8m. 「Iejigawa(家地川) 댐」으로 통칭됨.

  2001년의 수리권 갱신 시기를 가까이 둔 1년전, Towa(十和) 촌(현재 

Shimantocho (四万十町)) 등의 의회에서 댐 철거의 결의를 실시하여 Iejigawa(家地

川) 댐 철거 5개촌 대책 협의회가 결성된다. 하천 환경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여 철

거 운동을 실시하였다. 2001년, 대체 에너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하천 환경에 

배려한 형태로 운용한다고 하는 조건부 존속으로, 10년의 수리권 갱신이 허가된다. 

2008년 7월에, 2011년부터 20년간의 수리권 갱신방침을 Shikoku(四國)전력측이 표

명하였으며, 향후 철거에 관한 논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5) Mizuuchi(水內) 댐(Nagano(長野)현 · Shinanogawa(信濃川)수계 Saikawa(犀

川)：발전) ― Tokyo(東京) 전력 소유, 1943년 준공, 높이 25m.

  1945 년부터, 상류부의 침수 피해가 댐에 기인한다고 하여 재해지 주민에 의한 

철거운동이 시작된다. 1986년, Tokyo(東京)전력이 이재민에게 위문금 성격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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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서 8억 엔을 지불한다. 1987년의 수리권 갱신 시 댐 철거에 대신하는 

Kumerokyo (久米路峽)의 항구적 치수 대책으로서 Nagano(長野)현이 총사업비 24

억 엔을 들여 Kumero(久米路) 하천 터널 ·우안 Sugiyamabu(杉山部) 개착 ·

Kumerokyo(久米路峽) 개착하는 등의 지역 대책이 실시되었다. 2008년 현재 진행 

중으로 항구적 치수 대책과 함께 갱신된 30년의 수리권 갱신 기한인 2017년까지 사

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계속되고 있다. 개착이 예정되어 있던 Kumerokyo(久米路峽)

은 명승지이기 때문에 관광 자원 보전의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대안이 검토되고 있

다.

※ 이 글은 River Policy Network Vol. 6에 실린 日本におけるダム撤去の歴史(概

要),  Mizoguchi Jyunpei(溝口隼平)의 글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Matilija dam 생태계재생실현가능성조사(요약)

(Matilija Dam Ecosystem Restoration Feasibility Study : Executive Summary)

Matilija dam의 생태계 재생 실현 가능성 조사는 미국 내 최대의 댐 철거 연구의 

하나이며, 미국 육군 공병대가 Mississippi강 서부에서 착수한 최대의 생태계 재생 

연구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리포트는 미국 육군 공병대, Los Angels 지구, Ventura군 유역 보호국

(VCWPD)의 협력 아래 대체안적인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던 사실이나 추천해야 

할 플랜의 선정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이 리포트 작성에는 연방, 주, 지방 정부 기관, 또 환경자원국, 이익 단체나 그 외

의 관계자의 막대한 공헌이 있었다.

이 연구는 Ventura강, 및 Matilija dam 근처에 있는 Matilija Creek에 서식하는 

고유어 및 야생 생물(연방 멸종 의구심종 리스트에 실리는 southern steelhead도 포

함된다)을 위한 Ventura강 유역 생태계 재생과 Ventura강의 모래를 해안에 보충하

기 위한 Ventura강의 자연 수문학이나 퇴적물의 이동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기본적 상태 

높이 190피트의 Matilija 댐은 1947년 Ventura군 치수국(현재의 VCWPD)에 의해

서 농업용 저수 및 한정적인 치수를 목적으로 해 건설되었다. 이 댐은 50년 마다의 

협정(1959~2009)에 의해, 현재 Casitas Municipal Water District(CMWD)가 운영하

고 있다. 이 콘크리트 아치식 댐은 태평양으로부터 16마일의 거리, Matilija Creek와 

Ventura강의 합류 지점으로부터 0.5mile 상류에 위치한다.

댐이 원인으로 되는 문제는 20년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 .그것은 댐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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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대량의 퇴적물과 물 공급 기능 및 계획 당초 예정되어 있던 홍수조절 능력의 

대폭적인 손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댐 본체의 노후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어도 및 물고기의 소상을 

막는 장애물의 전체적인 구조, Ventura강과 Matilija creek를 묶는 강변의 수생생물 

및 야생 생물의 통로의 상실, 댐으로부터 Ventura강에 옮겨지는 퇴적물량의 감소, 

그 결과로 일어나는 Ventura 강 하류역과 하구의 침식 및 토사공급의 부족에 의한  

Ventura군의 해안 침식이다.

댐 배후에 쌓인 퇴적물은 장래에 이용되어야 하는 대량의 저수 능력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이러한 댐 배후의 퇴적물량(저니, 모래, 자갈, 크고 작은 돌)은 약 600

만 입방 야드로 산정된다. 시산에 의하면 현재는 댐의 배후에는 500 acre-feet(당초

의 저수 능력의 7%)의 얕은 작은 호수가 남아있을 뿐이다.

향후도 이대로 퇴적이 계속 된다고 하면 대략 2020년까지 이 호수도 없어질 것이

다. 최근에는 폭풍우 시에 댐 내의 물이 댐을 넘는 위험까지도 더해지고 있다.

댐을 넘는 물에 의해서 댐 안에 머물러 있던 미세한 퇴적물은 하류로 옮겨지지만, 

굵은 퇴적물은 댐 내에 남게 된다.

대략 2040년까지 저수지 유역은 평형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댐은 총 900만 입방yard의 토사로 완전히 가득차게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되면, 

댐 상류의 지류유역(subwatershed)으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토사는 댐 하류로 수송

될 것이다.

생태계에 대한 우려

Ventura강 유역에는 많은 섬세한 종이나 몇 개의 멸종 의구심종 등이 존재하고 

있어, 다종다양한 고유의 야생종에 있어서 중요한 강변 및 습지의 형태를 가지는 

생식지가 되고 있다.

Matilija dam은 과거 55년간 수생 생태계 및 야생 생물에 대해서 많은 폐해를 계

속적으로 주었다. 댐에 의해서 차단된 토사는 하류의 지류로부터 산란에 필요한 하

천 바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울과 소의 구조 및 사주, 2차수로 등을 형성하

는데 소요되는 모래나 자갈 정도 크기의 토사를 빼앗았다.

이런 여울이나 소 등은 남부 무지개송어(southern steelhead), 남서부 늪거북

(southwestern pond turtle), 아로요 두꺼비(arroyo toad), 캘리포니아 붉은 다리 개

구리(California red-leged frog) 등과 같은 많은 섬세한 야생 생물종을 유지하는 서

식지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댐이 상류 유역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했기 때문에, 물의 흐름 및 서식

지의 다이너미즘(habitat dynamics)이 바뀌어 버렸다. 저수지에 길게 머무는 동안에 

저수지의 물은 고온, 빈산소화, 잠재적인 고영양에 의한 부하의 영향을 받아 전형적

인 수질 악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Matilija dam에 축적된 이러한 폐해는 저수지가 완전하게 토사에 의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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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고 나서도 오랫동안, 적어도 100년간은 하류의 생태계에 대해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소상 송어류 중의 하나인 남부 무지개송어는 San Diego 남방에 위치하는 캘리포

California 해안 유역에서 잘 볼 수 있는 종이었지만, 과거 150년간에 여기로 돌아오

는 성어의 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감소의 주된 이유는 다수의 댐 및 하천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바꾼 것에 의해, 

무지개송어의 이전부터 하천 지류에 있던 서식 지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과 농

업 및 도시화에 수반하여 서식지 환경의 질이 악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년에는 남부 무지개송어가 연방 멸종 의구심종 리스트 들어갔다. Ventura 강

수계는 한때는 대략 4000~5000마리의 무지개송어의 산란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시산으로는 Ventura 수계의 무지개송어의 성어의 개체수는 100이

하이다. Matilija dam 상류의 무지개송어는 역사적으로 Ventura 수계 중에서도 가

장 생산적인 산란 및 생육지이었다. 이 남겨진 주 서식지의 약 50%도 이미 댐 건설

에 의해 없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연구는, Matilija dam의 철거를 평가, 권장하는 것으로, 이 댐의 철거는 

Ventura강의 생태계 및 무지개송어 어장의 역사적인 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댐 철거에 의해 무지개송어와 그 외의 수서생물(California주의 중요 염려종인 

Arroyo chub(잉어과의 물고기)를 포함한 물고기 및 양서류)이 약 17.3마일 떨어진 

질 높은 산란, 생육지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어도 시설이 이런 규모의 댐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댐 

철거없이는 소상로(遡上路)의 재생은 있을 수 없다.

Ventura강 유역의 또 하나의 실질적인 장애는 Matilija dam으로부터 하류쪽 2마

일 이내에 있는 Robles 취수 댐(Robles diversion dam, 간척국이 소유하고 CMWD

에 대여)이다.

이 댐은 Ventura강 유역 및 주변지역에 표층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Ventura강

으로부터 Casitas호(湖)로 도수하고 있다. 또한, 이 취수 댐은 Ventura강 하류역 전

체에 걸쳐서 무지개송어 소상, 산란, 생육에 영향을 주어왔다. 이 댐에 있어서의 물

고기의 회유의 회복은 CMWD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어도가 2005년에 완성되었

다.

Casitas Springs/Foster Park에서는 물의 과다 취수한 결과 지표수의 흐름이 중단

되는 일이 있으므로, 생물학적 의견(NOAA, 2003)을 받아 들여 설정된 새로운 조업 

기준에 의해, 호우 뒤의 특정 기간은 무지개송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수 댐의 방류량을 현재의 20ft3/sec에서 대략 50ft3/sec로 늘리게 

되어 있다.

Matilija dam은 하상의 침식도 일으키고 있다. 하상의 침식이 가장 심각하여 수로

가 깊게 파인 구간에서는 홍수터에 충적 퇴적물이 유기되고 있다. 즉, 100년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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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의 흐름도 주 수로 안에 갇히고 홍수터에 넘치지 않는다. 그것에 의해 활발

한 범람원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원래의 서식지가 크게 영향을 받아 막대한 변화

를 일으켰다. Matilija dam에 의한 강변의 토사 공급 및 수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범위는 이 댐과 San Antonio Creek간의 약 8.5mile이다.

이 하천 구간의 토사의 대부분은 North Fork Matilija Creek로부터 공급된다. 이 

댐이 없으면, 아마도 Matilija Creek가 이 구간에 대한 최대의 토사 공급원이 되었

을 것이다.

Matilija dam 직하류 구간에서는 1971년 이래 약 4ft의 침식이 일어났으며, 암반 

때문에 더 이상의 침식은 일어나지 않았다. Robles 취수 댐 하류 구간에서는 댐 시

설로서 침사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10ft까지의 침식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만약 Matilija dam이 철거되면, 이 구간의 침식에 의한 상태 악화는 그만

큼 심각하게 되지 않는다. San Antonio Creek 하류의 2마일~5.5마일간(하구로부터)

에서는 10ft까지의 침식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원인은 Casitas dam과 Matilija dam

으로 인한 토사 공급의 부족과 San Antonio Creek 유역의 침사지 및 다수의 교량

에 의한 수로단면의 축소 등의 조합이다.

댐 건설 등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아서 현지 해안선의 대부분이 침식되고 있음을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50년간에 Ventura강 하구의 서쪽에 위치하는 Emma 

Wood State beach는 약 150ft나 침식되고 있어 연간 23ft의 비율로 침식이 일어난 

셈이  된다.

하구 부근의 해안선에 있는 Surfer's Point는 원래는 모래 해빈(사빈)이었지만 지

금은  대부분 자갈이다. 위쪽의 모래 해빈(사빈) 지대가 상실됨에 따라 California 

grunion(색줄멸)의 산란지를 소실시키고, 또 연방 생존 위기 리스트에 실려 있는 

snowy prover(흰물떼새)는 그 먹이터와 번식지를 잃었다.

하구 양측에 있는 해안 사구의 규모도 침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던 해안선의 소

실과 파랑의 침식작용의 결과 해마다 축소되어가고 있다. 하구의 양측에 있는 해안 

사구 및 그 서식지는 이전에는 California 주 중요 관심종인 silvery legless lizard

(도마뱀의 일종)가 생식 하고 있던 장소이지만, 그 규모는 축소해 오고 있고 결국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원래의 하천 서식지가 외래종에 빼앗기고 있는 일도 이 유역의 문제이다. 

Giant reed(거대갈대)는 저수지 주변의 상당히 많은 장소에 서식하는 우세 식물종으

로 되었고, 저수지 상류의 Matilija Creek 유역의 생태계의 일부를 포함한 넓은 지

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식물은 천적이 없어서 토착 식물의 생육지를 빼앗아 이 

지역의 서식지의 질을 심각한 상태에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이 Giant reed는 야생 

동물의 먹이로는 전혀 이용되지 않고, 새의 둥지나 양서류의 은둔지/해가림에 약간 

도움이 될 뿐이다.

집중적인 제거 프로그램 없이는 Giant reed나 그 외의 외래 식물종 때문에 섬세

종을 지탱하는 Ventura강의 능력은 감소해 버린다. 이러한 섬세종은 토착종인 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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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고리버들 및 그 외 강변의 식물종에 그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섬세종에

는 Bell's vireo(개고마리류의 새), southwestern willow flycatcher(딱새의 일종)와 

같은 텃새와 철새가 포함된다.

큰 호우가 발생하면 이 Giant reed의 씨가 하류로 흘러가게 되므로, 저수지는 종

아(種芽)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Matilija dam의 하류에서는 Ventura강의 홍수터에

는 Giant reed의 집단이 군집(colony)을 형성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 되면 이 군

집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강변의 서식지의 가치가 저하하고, 또한 그에 따라 원래

의 서식지에 의존해 온 고유종도 감소해 나갈 것이다.

물 공급 및 수질에 대한 우려 

Ventura river의 자연 하천과 지표하의 충적층 지하수는 이 유역에 있어서의 대

규모 사업인 Mtilija dam, Casitas dam, Robles 취수 댐, Foster Park 취수 시설 및 

그 외의 소규모 취수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Ventura river의 본류에서 취수되는 총량은 1년에 대략 18000acre-feet(NOAA, 

2003)이다. Matilija dam은 연평균 590 acre-feet의 물을 Robles 취수 댐에 공급하고 

있다. 이 취수는 무지개송어가 무사히 소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천류의 기간과 수

량에 제한을 주게 되고, 또한 유수중의 서식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자연 유량이 작아지는 여름/가을 기간동안, 물고기나 수서 생물은 물이 줄어듬에 

따라 고립되고 그 때문에 포식의 위험에 처해지며, 나쁜 수질의 물에 영향을 받고 

물의 흐름이 없어지면 건조한 상태에 놓여진다.

배수 처리 시설등과 같이 배수원(排水源)이 특정된 것으로부터, 농업이나 도시 개

발과 같은 수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벤츄라강으로 유입되는 물은 하

천의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California지역 수질 관리위원회는 벤츄라강을 카테고리 Ⅰ(수질이 손상된)유역으

로 분류하여, 하천의 상태가 분류 303(b)에 속하고, 또한 DDT, 동, 은, 아연, 해초류

(부영양화), 쓰레기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위한 TDML우선 스케줄을 승인하였다.

흐름의 상태

Matilija dam은 큰 홍수시(10년 주기로 일어나는 규모의 것)의 최고 수위에 대해

서는 홍수조절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지만, CMWD가 겨울의 폭풍우의 계절의 전에 

댐의 수위를 내리는 것으로, 빈발하는 중 규모 호우의 영향은 경감할 수 있다.

또한, Robles 취수 시설은 저수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최대 500ft3/sec의 물을 

Casitas호에 도수할 수 있다. 첨두홍수량의 감소는 벤츄라강의 무지개송어 및 그 서

식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NOAA, 2003). 무지개송어는 첨두시의 수량에 따라 

들어가는 하천이나 소상하는 상류를 결정한다. 소상에는 자연 흐름에 있어서의 장

벽이 완만하게 되는 높은 수위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첨두시의 수류는 새로운 산

란지를 형성하는 토사 뿐만이 아니라 산란지의 자갈 위를 덮을 수 있는 세립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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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옮겨 온다. 더욱이, 이 수류는 조류(藻類)를 흘려보내어, 자연스럽게 일년초를 

포함한 미정착식물을 솎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 결과, 이미 정착하고 있는 다년생 

식물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양의 영양 및 물,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 더욱 좋

은 응달의 서식지를 다른 식물보다 획득하기 쉬워진다.

Matilija dam을 철거하면, 이러한 첨두시의 수위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다. 

가령 장래에 어떤 프로젝트도 실시하지 않고도 결과적으로 같은 상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대안

명확해진 문제점 및 그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구조물을 사용한 수법 혹

은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법이 열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중에는 댐 철거에 관한 수법, 댐을 철거하지 않는 수법, 기계적인 또

는 자연의 힘에 의한 토사의 이동, 침전 토사의 안정화, 제방 ·교량의 개축, 현존 하

는 물공급 시설의 보호, 레크리에이션 및 외래종의 관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을 조합하여 몇 개의 대안으로서 공식화되고 평가, 비교되었다. 그리

고 추천 플랜의 선정에는 선출 기준이 이용되었다.

계획의 선정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7개의 대안이 정리되었다. 6개의 실행을 수반

하는 대체 플랜 및 아무것도 하지 않는(No Action) 플랜이다.

이 때, 평가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토사의 침전 및 혼탁률, 홍수, 해변의 

영양상태, 댐 현장의 지형학적 변화, 생물학적 ·문화적 자원, 물 공급 및 대기 환경

·소음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다. 

각 대안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Matilija dam의 철거이다. 내용으로서는 소상로의 

재생, Matilija Creek 상류 유역으로부터의 자연상태의 수문학적 과정 및 토사 수송 

과정의 재생, 댐 배후에 쌓인 토사의 관리, 외래종 ·진입종의 제거, 특히 댐 저수지 

주변, 유역 상류 및 벤츄라강 하류 구간에 있어서의 Giang reed의 제거, 토착이 아

닌 포식성종의 댐 저수지 및 댐 직하류로부터의 제거, 특히 큰입우럭(large mouth 

bass), sunfish, 메기 및 식용개구리 등의 제거이다.

또한, 홍수 및 물 공급에 의한 피해의 완화책 등이 포함된다. 레크리에이션 수단

에는 산책길 및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No Action) 대안에서는 댐이 향후 50년간 남는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댐은 안전적 관점으로부터 관찰되지만, 시설의 개수는 완전

히 필요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300만 입방yard의 토사가 향후 35년간에 걸쳐 댐 

배후에 쌓이고, 그 결과 2038년까지 그 양은 900만 입방yard가 된다.

현재의 저수지는 2020년까지 소멸될 것이다. 토사의 하류로의 수송은 댐 저수지가 

토사로 덥혀진 후에 재개되겠지만, 그 후의 토사의 퇴적작용에 의해 강바닥의 높이

가 댐 건설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기까지는 100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 Robles 취수 댐에 있어서의 퇴적토사가 증가함에 의해 하류역의 취수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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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Giant reed가 계속 토착종에 우위를 지켜 갈 것이다.

Casitas시 수리국은 Robles 취수 댐 상부에 있는 물고기의 소상로를 어도의 정비 

완료에 따라 재생할 예정이지만, 무지개송어는 그럼에도 Matilija dam의 상류에 위

치하는 주 산란지 및 생육지인 서식지에 도달할 수 없다.

또한, Matilija dam 주변에는 정비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산책길은 없는 채로 있

을 것이다.

대안 1 　 

전면적인 댐 철거를 1 단계로 실시하고, 쌓인 토사를 기계적으로 제거한다. 댐 배

후의 토사 가운데, 매매할 수 있는 것은(300만 입방yard)는 현장에서 가공하여 자갈

로 판매한다. 현재 호수의 바닥에 모여 있는(210만 입방yard) 매매에 적합하지 않는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은 댐 철거 전에 Highway 150 Bridge 근처에 있는 118 acre

의 매립지에 흘려보낸다. 자갈 가공 뒤 남은 미세한 입자의 토사(77만 입방yard)도 

같은 매립지에 트럭으로 옮긴다. 지류의 흐름을 유지하고 토사 처리 작업을 보호하

기 위해서, 저수지 유역의 우측을 따라서 하류쪽으로 60ft 폭(저폭)의 수로를 건설

할 예정이다. 이 수로의 바닥은 댐 건설 이전의 수로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물고기

가 접근하기 쉬운 자연경사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수로의 하류를 향하여 좌측은 옆

경사면을 따라서 수로의 바닥 5ft밑으로부터 13ft높이까지 토양 시멘트로 보호하게 

된다. 수로의 용량은 100년빈도 규모의 호우에도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의 자

갈로 만들어진 토양 시멘트는 자갈 매매 작업이 종료한 후 제거된다.

대안 2a

완전한 댐 철거를 1단계로 실시하고 퇴적토사의 일부를 자연의 하천흐름 작용에 

의해 흘리는 방법이다.

현재 저수호의 바닥에 모여 있는 미세한 토사(210만 입방 yard)는 댐 철거 전에 

하류역의 Highway 150 Bridge에 인접하는 118acre의 매립지에 흘려보낸다.

그리고 나머지 토나는 폭풍우나 자연의 하천흐름 작용에 의해 침식되어 하류역으

로 흘러간다.

또, 수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깊이가 10ft 이하인 얕은 시험적 수로를 저수호 주변

에 만든다.

대안 2b

댐 철거를 1단계로 실시하고 퇴적토사를 하천 작용에 의해 자연 운반하는 방법이

다.

댐 배후의 모든 퇴적토사는 폭풍우나 자연의 하천흐름 작용에 의해 침식되어 하

류로 흘러간다. 또, 수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깊이가 10ft 이하인 얕은 시험적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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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수호 주변에 만든다.

대안 3a

댐 철거를 복수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댐 배후의 퇴적토사는 하천 작용에 의

한 자연 운반에 맡기는 방법이다.

댐 철거는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1 단계에서는 호수의 바닥에 모인 미세한 

토사(210만 입방yard)를 Highway 150 Bridge에 인접하는 118acre의 매립지에 흘려

보낸 후, 댐의 구조체를 고도 1000ft까지 철거한다. 또, 수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깊

이가 10ft 이하인 얕은 시험적 수로를 저수호 주변에 만든다.

제2 단계로서는 저수지의 퇴적토사가 자연 하천흐름 작용에 의해 제1 단계에서 

남겨진 댐의 높이와 같게 되었을 때에 댐의 나머지를 철거한다.

대안 3b

댐 철거를 복수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댐 배후의 퇴적토사는 하천 작용에 의

한 자연 운반에 맡기는 방법이다.

댐 철거는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1 단계에서는 댐은 고도 1030ft까지 철거

한다.

댐의 부분적 철거 시에 굴착된 모든 자재는 저수지 상류에 둔다. 또, 수류를 유지

하기 위해서 깊이가 10ft 이하인 얕은 시험적 수로를 저수호 주변에 만든다. 

제2 단계에서는 저수지의 퇴적물이 자연 하천흐름 작용에 의해 제1 단계에서 남

겨진 댐의 높이와 같게 되었을 때에 댐의 나머지를 철거한다.

대안 4a

제1 단계로서 댐을 완전하게 철거하고, 댐 배후의 퇴적토사의 일부를 장기간 저수

호 유역에 둔다. 저수호의 바닥에 모여 있는 미세한 퇴적토사(210만 입방yard)는 댐 

철거 전에 하류역의 Highway 150 Bridge에 인접하는 118acre의 매립지에 흘려보낸

다. 댐 건설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정리 작업을 마친 후, 저수지 주변에 저폭 

100ft의 수로를 댐 이전의 고도(하천바닥 높이)까지 굴착한다. 수로에는 사석을 깔

고  양측면을 수로 바닥의 밑 5ft로부터 바닥의 위 11ft까지 보호되도록 100년 빈도

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굴착된 자재는 저수호내의 보관 지역에 영

구히 쌓아 올린다.

대안 4b

제1 단계로서 댐을 완전하게 철거하고, 댐 배후의 퇴적토사의 일부를 저수호 유역

내에 단기간 보존한다.

호수 바닥에 모인 미세한 퇴적토사(210만 입방yard)는 댐 철거에 앞서 Highway 

150 Bridge에 인접하는 118acre의 매립지에 흘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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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댐이 없었던 상태로 정리하면서, 저폭 100ft의 수로를 댐건설 이전의 고도까지 

돌아오도록 저수호 유역을 통해 굴착된다.

저수호 유역의 아래 쪽 반의 수로의 옆경사면은 대략 높이 7ft의 토양 시멘트로 

덮는다.

호안고는 12,500ft3/sec초(10년빈도의 폭풍우)를 초과하는 유량에는 범람하는 높이

이다.

굴착된 자재는 저수호 유역의 보관 지역에 쌓아둔다. 토양 시멘트의 호안은 퇴적

토사를 모아두고 있는 저수호 유역의 일부나 부근의 미세 입자를 포함한 굴착 퇴적

토사가 놓여져 있는 장소를 확실히 보호한다.

모든 토양 시멘트는 쌓인 퇴적물이 충분히 침식된 후 철거한다. 이 철거는 단계적

으로 행한다.

대안의 비교 및 평가

Matilija dam을 철거하면, Ventura강의 현재의 침식성 경향은 역전하고 퇴적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균형잡힌 상태(평형 상태)가 일어난다.

수로나 하천바닥 재질의 특징으로서는 그 퇴적물에 의해 강변의 형태가 재생되어 

댐이 없었던 상태로 더욱 접근한다. 평형 상태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안 마

다 다른데, 대안 1과 4a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50년이 걸린다.

한편, 대안 2a, 2b, 3a, 3b는 10년 이내, 대안 4b로는 대략 20년 이내이다.

장래 댐 철거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NO action 대안의 경우에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100년 걸린다.

활동을 수반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5마일과 3마일 사이에서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침식은 계속될 것이다. 이 침식의 주된 원인은 교량, Casitas 

dam 및 San Antonio Creek유역의 부유물 투기장으로 인한 수로의 협착이다.

토사의 운반에 의해 해안에 영양물질이 옮겨지는 혜택이 있지만, action을 수반하

는 대안이 실시되면 "No Action Plan"에 비해 이 징조는 곧바로 일어난다.

이 경우에 걸리는 시간은 강변의 균형을 되찾는데 걸리는 시간에 가깝다..

50년 동안 모래, 자갈, 작은 돌 크기의 토사가 운반되는 양은 "No Action Plan"의 

약 1/3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해안 작용 및 영양화를 관리하고 있는 해안 침식국(BEACON)은 1입방yard의 모

래는 해안의 대략 1ft2의 건조한 모래에 필적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토사가 해안선으로 많이 수송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폐해 중에는, 늘어난 미세 토

사가 토착의 갑각류에게 단기간이지만 피해를 주는 것이 포함된다. 또, Ventura강으

로부터 옮겨지는 토사가 긴 사빈에 걸쳐서 증가함에 따라 Ventura and Channel 

Islands항에서 준설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No Action Plan"과 비교해 보면, 미세한 입자나 모래의 퇴적물의 증가량은 비

교적 작기 때문에 그 폐해는 크다고는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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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있던 토사를 하류로 방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향으로서는 예를 들면 강

변의 퇴적토사나 혼탁율의 증가가 있지만, 이것은 강변의 커뮤니티, 야생 생물, 서

식지에 단기간동안만 영향을 줄 뿐이다.

시간이 경과하면 이 수계는 재생되어가므로 이러한 영향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

려 유익한 것이 된다.

강을 댐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프로세스는 댐 건설 이후 하천을 따라서 건

설되어 온 공공 설비가 홍수에 휩쓸리는 위험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치수의 개선이 필요하다. 댐 배후에 쌓인 퇴적토사를 하류로 흘리기 

위해, 대안 2a, 2b, 3a, 3b, 4b는 대안 1, 4a보다 치수 노력이(더욱 높은 레벨로) 필

요할 것이다.

어쨌든, 이들 대안 아래에서는 Matilija 온천의 매수, Camino Cielo 구조물의 매수

와 철거, Camino Cielo교의 철거와 이전, 교량의 현재 위치의 수로폭의 회복, 그 유

역에서의 수로 확장 및 Santa Ana교의 연장이 제안되고 있다.

치수의 개선책 중에는 새로운 제방 ·홍수벽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높이를 늘리

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지점에는 Meiners Oaks(낮은 수준의 치수 대안으로 현 제방 정

상으로부터 최대 3ft까지, 높은 수준에서는 5ft), Live Oak Acres(낮은 수준으로 현

재의 제방 정상으로부터 최대 2ft, 높은 수준으로 6ft), Casitas Springs(낮은 수준으

로 현 제방의 정상으로부터 최대 2.5ft, 높은 수준으로 5ft)가 있다.

Meiners Oaks 제방 및 홍수벽은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방 건설용의 

매립 자재는 Matilija dam의 저수호로부터 채취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Robles Diversion dam 및 Foster Park에서는 퇴적토사(거친/미세한 양쪽 모두)가 

증가함에 의해 일어나는 물공급에 대한 피해에 대한 몇 개의 완화책이 필요하다. 

Robles Diversion Dam에 증가한 퇴적토사를 하류역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퇴적토사

의 우회로(4개의 방사상 수문)가 시설내에 건설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Action Plan에 공통되적으로 필요하다. 방사상 수문 시스템에 의해서 

취수 작업은 폭넓은 하천 수류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존 하는 weir(목재)도 

한층 더 개량이 필요할 것이다.

2개의 대안(2b, 3b)에서 퇴적토사의 운반을 위한 큰 흐름이 있는 우회로가 있어도 

최초의 몇 년간은(갈수기간으로는 보다 길 가능성이 있다) 미세한 퇴적물이 취수 

수로의 어망을 막으므로, 계절 마다 실시하는 점검으로 청소를 하는 동안은 시설의 

조업을 정지하는 등 상당한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이러한 대안에서는 Casitas호의 안전 수량의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부

로부터 물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대안 2a와 3a에서는 Casitas호의 혼탁이 수질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예상되는

데, 조류의 개화 시기의 연장이나 수질 정화 작업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

또, 영향 수준이나 기간이 확실치 않은 것, 특히 갈수기간의 시나리오가 불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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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저부 흐름에서도 혼탁 한 토사를 운반한다) 미세한 모래가 Casitas호에 

들어가기 전에 침전시키는 유역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대안 4b에서는 미세한 퇴적토사를 포함하는 저수역의 일부 수로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토양 시멘트 호안) Robles Diversion Dam이 주는 혼탁율의 영향은 대안 2a 

또는 3a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토양 시멘트 호안에 의해 미세한 토양이 보호되어 약 10년 빈도 이하의 홍수라면 

침식은 막을 수 있다.

결국, 이 수준의 홍수시에 있어서의 혼탁율은 현행 상태에 가까울 것이다. 갈수 

상태라 하더라도 혼탁율은 악화되지 않는다. 10년 빈도의 수준을 넘는 홍수시에는 

수위는 토양 시멘트의 호안을 월류하여 흐름이 미세한 토양에 도달하면 그것이 침

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혼탁율의 증가는 일정한 한정된 기간에 일어나며, 그 비율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혼탁율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또, 최종 단계의 호안을 제거함에 의해 혼탁율은 

일시적으로 아마도 더욱 높은 한도까지 오를 것이다.

호안 철거의 시간 계획은 강의 감시 및 적합성 관리 방법에 비추어 만들어지지만, 

Casitas호의 수위가 통상시보다 낮은 상태로 진행되는 갈수기에 동시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대안 4b에서는 지역적으로 바람직한 개선책의 일부로서 퇴적토사 침전용의 유역

이 포함된다.

Forest Park에서는 혼탁율이 최대한계치의 10NTU를 넘었을 때 지상수의 취수 

작업을 중단하므로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개의 우물을 건설할 

것이다.

이러한 우물은 대안 2a, 2b, 3a, 3b, 4b에서만 필요하다. 또, slurry 처리 지구의 

하나는 침식의 영향을 받기 쉽고 미립자도 유실되므로, 대안 1 및 4에도 우물이 포

함된다.

대안 1은 대규모인 자재 매매를 위한 트럭 수송이 이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다.

권장 플랜의 선택

NER 플랜

아래의 표는 각 대안의 혜택과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대안에 있어서의 혜택은 비화폐 용어로 나타나고 있다(서식지 unit 단위). 이 연

구의 경우 생태계 재생의 혜택은 수정 HEP 분석을 사용해 행하 있으며, 평균 연간 

서식지 유닛이(AAHU) 50년분 계산하고 있다.

대안 4b는 HEP 분석에 의하면 기본 상태(No Action 대안)와 비교해 전체로 731 

AAHU 증가하게 되어 최대의 순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대안 2a, 2b, 3a, 3b도 678 AAHU 증가하여 각각이 서로 가까운 값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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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의 대안 1 (609 AAHU)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

리고 4a(554 AAHU)이다.

아래의 표에 있는 대체안의 비용에는 지역적으로 요구되는 플랜에서의 레크리에

이션 수단 및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안 4b는 AAHU 근처의 평균 연간 코스트가 가장 낮다. 비용대 효과의 관점에

서 보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꺼내는 대안이 그것 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대안은 비용대 효과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4b가 비용대 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이 된다.

또, 증분 비용 분석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No Action 대안 이외에는 비교해야 

할 레벨에도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선택할 레벨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 4b가 

NER 플랜에 해당한다고 하여 권장한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플랜

합의 결정의 과정에서 Plan Formulation Group의 출자자와 많은 관계자는 대안 

4b를 선택해야 할 플랜으로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NER 플랜에 퇴적토사의 침전 지

대의 설치가 추가되었다.

이 침전 지대는 출자자가 전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관련 항목으로 간주된다.

권장 플랜

Public Draft Report가 완성된 이후, 기술적 재검토를 반영하여 비용이 재산정되

었다. 특히, Meiners Oaks, Live Oak 및 Casitas Springs의 제방 비용의 견적은 매

립 토사의 양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되었다.

그러나 제방 비용에 증액이 있어도 추천 플랜의 선택에 영향은 없었다. 아래의 표

는 목적 선택에 대해 아직 유효하다.

퇴적물의 침전 지대의 설치를 추가한 대안 4b가 권장 플랜으로서 선택되었다. 총 

사업비는 12억 3770만 달러이다.

이것은 레크리에이션 비용(100만 달러)과 Robles Diversion Dam 시설의 개선 항

목(침전지) 비용(570만 달러)을 포함한다. 재생되는 서식지 면적은 전부 2814acre가 

된다.

Matikija dam 생태계 재생 추천 플랜은 유역 전체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멸종 

의구심종을 포함한 다양한 토착종을 지탱하고 있는 서식지와 생태계의 기능을 만들

어 내는 중요한 물리적 프로세스를 재생한다.

이 플랜의 혜택으로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서든 무지개송어가 과거의 환경 좋은 

산란 장소와 서식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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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Ventura County Watershed Protection District의 홈페이지

http://www.matilijadam.org에서 공개되어 있는 PDF file로 된 보고서 「Matilija 

Dam Ecosystem Restoration Feasibility Study : Executive Summary」를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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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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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중 보 및 준설의 허구성과 강살리기의 올바른 

길7)

박  창  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1. 서론 : 너무 서두르는 4대강 사업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것이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이 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다원화되어졌기 때문에 하

나의 쟁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나와 다른 견해를 ‘소

통’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한 덕목이다.  정책은 결코 천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 보다

는 차선의 ‘상식’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4대강 살리기 추진사업단은 지난 4월 27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한 후, 6월 8일 최종 확정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약 3년동안 22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본류구간에 투입하여 

물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을 도모하려고 한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

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보건설과 준설로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사업으로 이행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

되어 있었는데, 6월 8일의 최종발표에서는 4대강사업이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

다. 약 한달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

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

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

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 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분석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서 10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

식적이다.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를 바탕으로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weir)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섞은 ‘물덩어리’가 

7) 이 글은 2009년 9월 14일 개최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4대강사업으로 파탄난 민생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주제 발표한 ‘4대강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대안’을 일부 재편집하고 일부 

수정한 원고임을 밝힘.



- 94 -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

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설령 물을 확보하였다하여도 쓸모가 

없다.

 셋째,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미 4대강 사업구간의 경우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본류 보다 지류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다.

 넷째, 4대강사업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2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였

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자료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

였고, 보를 건설하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소통을 하기 보다는 그것은 명

분 쌓기였고, 우려의 목소리는 ‘소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예산이 증가한 점은 그 계획의 부

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무엇엔가 쫒기 듯 홍보하는 모습에서 4대강 사업은 아직도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쳐다보면 위태로움과 아찔함을 느낀다.  인도의 성인 간디가 지적하였듯이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는 일견 

엄청난 추진력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듯하지만, 지향점이 잘못 설정되면 

그것은 허황되고 오히려 자승자박을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6개월이란 

단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된 4대강 계획서를 지극히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당화시키고 하천공사관련 각종 절차들을 무시하여 만들어질 우리의 하천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타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

리 후손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

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20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었고 16개의 보건설, 5.7

억㎥의 준설, 낙동강 배수갑문 증설 등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

될 계획이다.  설계기간은 2개월 정도이며, 공사는 10월경에 시작하여 2011년 말까

지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규모면에서 설계기간만 2년 이상 걸릴 토목사업이

고, 특히 보건설로 홍수를 방어하고 물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각 하천별로 정밀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그러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또한 보를 건설하면 하천수질이 악화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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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악화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수자원관련 설계를 할 국내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2개

월 만에 설계를 완료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부실한 설계가 예

견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이지 못한 공사가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예산낭비가 뒤따르

고 경우에 따라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2. 마스터플랜에 나타난 홍수방어와 물확보 논리

(1) 홍수방어

 ①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개념 

- 1999. 12 대통령소속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1. 1 하천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구마플(p. 47)과 신마플8)(p. 51)에 따르면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최근 빈발하는 

이상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 하천 제방위주의 일차원적 홍수방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홍수조절 목적의 댐과 유역의 저류기능을 확대하고, 상·하류 수해 

방지시설 간 최적의 연계운영을 도모하여 유역의 홍수저감 능력을 극대화하는 2차

원적인 계획임. 

 - 치수사업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천중심의 치수대책에서 벗어

나 유역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필요하게 됨.

 -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공시설물을 유역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연계 이용하여 유역 홍수 저감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임.

 - 기존의 하천중심의 1차원 치수대책에서 벗어나 유역이 갖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대책임.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기존 하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를 

포함하는 유역대응 전략을 통한 치수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임.

 → 준설은 하천중심의 1차원 치수대책이고, 보설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홍수위험

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따라서 보를 설치하여 홍수위를 증가시키고 이를 완화

하기 위하여 준설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함(병주고 약주는 치수정책).

 ② 치수측면에서 물관리의 한계점

 - 제방축조 위주의 획일적 치수대책 : 제방축조로 보호되는 저지대에 자산 및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개발되어 홍수피해 잠재성이 증대됨.

 - 대상지역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는 균등한 홍수방어(구마플 p. 56, 신마플에

8) 마플은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약자임.  구마플은 마스터플랜의 초안 성격을 갖는 보고서

이고 신마플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의미함.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공학적으로 검토한 내용의 

일부가 구마플에는 있지만 신마플에는 삭제되어 있음.  여기서는 구마플과 신마플을 비교하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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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삭제)

  * 인구와 자산이 밀집되어 위험이 큰 지역과 농경지 등 위험이 작은 지역을 균

등한 규모로 방어하여 효율성 저하

  * 중요한 지역과 덜 중요한 지역의 차별화 부족으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에서 피해 급증

  * 단위면적당 자산의 집중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차

별화된 대책 필요

 →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구간의 경우 일률적으로 200년 빈도 홍수량에 대처하

는 계획을 수립함.

(2) 물확보

 ① 물부족 현황

 - 구마플에 따르면(p. 25) 1990년 이후 가뭄기간에 제한급수를 겪는 지역은 62개 

시군으로 주로 도서해안 및 산간지역에서 발생.  또한 2016년 기준 물 부족전망 지

역은 영산강유역과 낙동강 상류의 산간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한강과 영산

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유지용수 부족이 클 것으로 전망.  물부족 현황에 대한 이러

한 판단은 신마플에서는 일부 삭제됨.

- 4대강 주요지점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면 2016년 17억m3 이상의 물 확

보 필요(p. 33)하다는 내용이 신설됨.  그러나 구마플에서는 2016년 10억㎥의 물부

족이 예상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근거도 없이 하천유지용수를 증가

시켜 부풀려진 물부족량에 해당함.  부풀려진 하천유지용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

서 발생한 것임.

 ② 이수측면에서 물관리의 한계점(신마플 p. 60)

 - 1990년대 이후 가뭄에 의해 2회 이상의 물부족을 경험한 상습 가뭄피해지역은 

62개 시·군으로 지역적 물공급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부족함.

 - 2003년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보급률은 89.4%로서 특광역시와 시지역의 보급률

은 각각 98.7%, 97%이지만, 읍·면지역은 80.8% 및 33%로서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격차가 심함.

(3)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① 네델란드 라인강의 'Room for the river'

 - 치수정책의 원칙 : 홍수소통과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을 하천에 돌려주는 것

 - 치수사업에도 반드시 하천환경 개선 고려 

신마플(p.61) 네덜란드 라인강 ‘Room for the River' : 홍수터 및 주수로 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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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플 p.58) 하천에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정책 

제방후퇴와 강변 저류지를 이용하여 저류공간을 확보하고 습지화하여 철새도래지 

제공

 ② 일본 요도가와(신마플  p.63, 구마플 p. 59)

 - 1971년 증대된 홍수량을 소통시키기 위하여 최대 약 4m 준설하고, 저수로폭을 

120m에서 300m로 늘려 홍수위 저하 

 - 요도가와 치수정책의 핵심 : 홍수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하천폭을 넓히고 그에 

따른 준설로 홍수소통공간을 확보하는 것임.  즉 준설이 우선이 아니라 하천폭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임.

 ③ 미국 뉴올리언즈 침수피해 (신) p.64

 - 제방붕괴원인 : 제방월류, 파이핑 현상발생(쉬트 파일 길이부족)

 ④ 오스트리아 다뉴브강의 친환경 치수사업

 -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방수로 사업 수행 

 ⑤ 서울시 한강종합개발 사업(1982∼1988)

 - 수중보 2개 설치(잠실, 신곡수중보)

 - 수상이용 계획 : 관광용 유람선(20∼210톤급), 바지선(500톤급), 요트, 수영장 

등

 ⑥ 울산태화강 생태하천조성 사업(p. 68)

 - 수질개선 : 2002년부터 태화강 바닥에 쌓인 오염토 준설, 하수관거 매립, 상류 

2곳 하수처리장 신설, 방사보 철거(신마플에서는 언급하지 않음)

(4) 정책방향

 ① 홍수방어 : 신개념 하도관리 정책으로 전환

 - 하천내 퇴적토 준설 등의 하도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하천의 홍수소통 능력 증

대

 - 홍수방어 방안 : 재방증고 < 준설 < 하폭학대

 - 제방증고와 준설은 하천중심의 1차원적 치수대책임

 - 신개념 치수대책 : 하폭확대, 강변저류지 등을 도입하여 하천에 더 많은 공간

을 제공하는 것임.

 ② 물확보 : 수자원 확보의 다변화

 - 퇴적토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하천내 수자원 확보

 - 전세계적으로 하천 본류에 보를 건설하고 대규모 준설을 하여 수자원을 확보

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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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간
구간길이

(km)

평균준설

깊이(m)

준설량

(억㎥)

모래

(억㎥)

사토

(억㎥)

홍수위

저감(m)

한강 팔당댐∼충주댐 114.3 0.2 0.5 0.4 0.1 1.0∼2.6

낙동강 하구둑∼안동댐 334.2 1.3 4.4 1.7 2.7 0.9∼3.9

금강 하구둑∼
대청댐 역조정지 130.4 0.2 0.5 0.3 0.2 0.7∼0.9

영산강 하구둑∼담양댐 111.6 0.6 0.3 0.2 0.1 0.4∼1.5

계 - 690.5 - 5.7 2.6(46%) 3.1(54%) -

 -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설령 물을 확보하

였다하여도 쓸모가 없음.

3. 마스터플랜의 홍수방어 대책 검토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 : 홍수조절능력 9.2억㎥ 증대

(1) 퇴적토 준설 : 홍수위 저하(0.4m∼3.9m)

  - 신개념 치수대책 : 준설, 그러나 신개념 치수대책은 하천폭 확대와 저류지 도

입

<표> 4대강별 준설 개요(p. 73, 86)

     

 - 낙동강 제방누수로 인하여 피해 빈발 : 2002년 8월 홍수(태풍 루사)시 백산제

(경남 하만), 가현제(경남 합천), 광암제(경남 합천) 붕괴 등

        → 제방 월류가 아니고 유지관리 부실(누수발생)

 - 준설에 부과되는 사업 : 주수로 보호공(저수호안, 수제 등), 하상유지공(낙차

공), 교량보호공, 준설 및 사토 처리, 사토활용 공공지원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

  * 하상보호공(낙차공) : 한강 16개 지류 합류부, 낙동강 90개, 금강 35개, 영산

강 15개, 총156개

  * 교량 기초보강 대상교량 : 104개소 (한강 7, 낙동강 62, 금강 13, 영산강 22) 

- 구마플에는 없는 내용임

     하상굴착이 1m 이상일 경우 기초보강 실시

  * 준설량 산정 :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계획단면도 작성

     국가 : 준설 및 적치장 운반, 지자체 : 적치장 확보, 선별, 적치, 판매

  * 사토활용 공공지원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 개발사업으로 연결(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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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구명
조절지

면적(㎢)

첨두홍수

조절량(㎥/s)

홍수조절

용량(백만㎥)
비 고

조절지
담양 1.22 180  3.27 용천(지방)

화순 1.58 150  6.38 지석천(국가)

저류지

여주 2.93 987 24.61 한강(국가)

영월 0.77 182  7.90 평창강(지방)

나주 1.97 440  7.19 영산강(국가)

생태, 수질을 위한 저류지 1개소(낙동강 합천지구) 및 생태습지 35개소 별도 계획

담당이 예상됨)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 15.4조원 가운데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김 

     공공사업 지원 대상지구 : 41개 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 139개 지구

 (참고사항) 구마플(p.113)과 요약(p.45) : 홍수위가 낮아져 설계기준 보다 여유고 

확보가 충분한 곳이나 보호면적이 적은 곳에 기존 제방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은 추

후 검토 예정

  → 과도한 준설 계획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임 즉 홍수저감을 위한 준설이

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음

(2)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 홍수조절능력 0.5억㎥ 증대

<표>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개요

 - 강변저류지는 국내 시공사례가 없으므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구마플(p. 132) 강변저류지는 홍수시 첨두홍수량의 일부를 저류하여 홍수조절

을 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본사업의 하도정비와 농업용저수지 재개발 등을 시행하

게 되면 강변저류지 없이 하도에서 홍수량을 분담할 수 있음.

  → 재개발되는 농업용저수지는 홍수조절기능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류에서

의 홍수조절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함.

(3) 노후제방 보강(620km)으로 치수안전도 증대

한강 131km, 낙동강335km(수퍼제방 20km 포함), 금강117km, 영산강17km, 섬진

강20km

 - 홍수위 저하에 따른 제방안전도 평가 : 안전율 증가

 → 평상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누수 미검토

(4)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신속한 홍수배제 및 수위저감

 ①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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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낙동강 하구둑 계획홍수량 변화

구 분
계획홍수량(㎥/s)

증가량(㎥/s)
건설 당시 현 재

낙동강 하구둑(87) 18,300 22,000 3,700 (20%)

 - 낙동강 배수문 6련 증설 : 홍수시 하류부 수위 약 1.1m 저감

 - (구마플) 우안측은 우안배수문 외에 외해로 유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

으므로 하천수의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

<표> 낙동강 하구둑 기점홍수위   (구마플 p. 155)

구 분 빈도(년)
계획홍수량

(㎥/s)

기점홍수위

(㎥/s)

상시조절수위

(El. m)

낙동강하구언 공사지(1987) 500 18,300 3.7
0.75∼1.25

(1.00 유지)

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1991) 200 19,370 3.9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2005) 200 22,000  2.31

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2007) 200 20,300  3.51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2009) 200 22,300 구마플에 없는 내용임

(분석) 2005년도에 수립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감사원 감사(2007.7)에 의

하여 재수립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2007년도

에 수립함.  그러나 2009년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재수립하였는데, 이는 2007

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아님.  즉 유역종합치

수계획(2005)과 하천정비기본계획(2007)은 하천법에 의하여 타당하게 수립된 것이 

아님.

상기 표에 따르면 구마플이 작성된 시점인 2009년 7월 20일 이전에는 낙동강 유

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판단됨.  왜냐하면 낙동강 하구언 건

설의 근거가 되는 계획홍수량은 2007년도 홍수량 자료이고, 그 이후 2009년도에 수

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게획홍수량을 22,300㎥/s 로 산정하였기 때문임.

낙동강하구언을 건설할 당시 500년 빈도 홍수량을 기준으로 홍수조절효과를 검토

하였지만, 금번에는 200년 빈도 홍수량을 기준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량

은 20%(3,700㎥/s)나 증가됨.

참고로 2002년 태풍 루사때 전국적인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낙동강 구포지점의 홍

수위와 홍수량 자료를 참조하면 루사발생 당시 홍수량은 15,905㎥/s 정도였음.  그

러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2009)에 따르면 30년 빈도 현재홍수량은 16,900㎥/s 

임을 감안하면, 태풍 루사가 발생하였을 때 홍수량이 30년 빈도에 해당함.  이러한 

사실은 낙동강에서 설계홍수량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을 시사함.  향후 낙동

강 설계홍수량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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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포 수위, 유량 그래프 (2002년08월01일~9월30일)

②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표> 영산강 하구둑 계획홍수량 변화

구 분
계획홍수량(㎥/s)

증가량(㎥/s)
건설 당시 현 재

영산강 하구둑(81) 18,300 22,000 3,700 (20%)

 - 영산강 배수문 8련 증설,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 확장(15m→140m), 영암호 

배수문 1련 증설 → 홍수시 하류부 수위 약 0.3m 저감(El. 2.3m에서 2.0m로 저감)

 (평가) 홍수저감에 필요한 수리구조물에 비하여 홍수저감효과가 미미함.  향후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과 관련된 세부 공사내용과 사업비를 입수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고, 홍수위 저감을 위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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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둑 배수문을 2배로 확장하는 계획에 의해 영산호의 최고 내수위는 El. 

2.3m에서 El. 2.0m로 0.3m 저감됨. 이런 결과는 영산강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건

교부, 2005)에 의한 결과임(신마플 p. 123, 구마플 p. 160) → 홍수방어 효율성이 떨

어짐

 → 4대강 사업에서 홍수저감 효과를 위한 각종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내용을 고

려하였는지 아니면 고려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영산강 유역종

합치수계획(2005)을 입수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표> 배수문 확장에 따른 효과(p. 123, 영산강 하구둑에서 240m에서 480m로 확

장)

구 분

확장 전 확장 후

상류부

시설계획 전

상류부

시설계획 후

상류부

시설계획 전

상류부

시설계획 후

최고 내수위(El. m) 2.30 2.17 2.01 1.99

침수시간(시간) 33 33 21 21

침수시간(시간) 20 20 7 7

(주) 시설계획 전·후는 영산강 유역에 계획된 사업의 반영 유무를 의미

 - 배수문 확장 후 상류부 시설계획 후 홍수위 저감이 0.02m로 매우 미미함.

(5) 댐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 : 홍수조절용량 3.0억m3 증대

  - 영주댐(경북 영주) 건설 : 0.8억m3

  - 농업용 저수지 증고 : 2.2억m3(한강 : 0.1억m3, 낙동강 : 0.9억m3, 금강 : 0.5

억m3, 영     산강 : 0.6억m3, 섬진강 : 0.1억m3)

 ① 영주댐 건설 문제 : 홍수조절 효과 과장(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검

토)

 

 ② 농업용 저수지 증고

 <표> 농업용 저수지 건설현황과 홍수조절 효과

구 분

저수

지

개수

홍수조절

량

(만㎥)

개당
홍수조절

량
(만㎥)

물확보

량

(만㎥)

개당
물확보

량
(만㎥)

공사비

(억원)

한강 12   900  75  1,000  83

낙동강 31 8,700 280 10,000 323

금강 30 5,000 167  6,000 200

영산강 14 6,000 429  7,000 500

섬진강  9 1,000 111  1,000 111

계(평균) 96 21,600 225 25,000 260

(주) 홍수조절량은 요약보고서에서 인용함(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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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농업용저수지는 본래 홍수조절효과가 없고, 수문을 설치하여 홍수조절효과

를 부여하여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홍수조절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하여도 

됨.  추후 96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입수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음.

농업용 저수지 1개당 추가 물확보량이 260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지극히 낮은 사업임. 260만㎥/년 = 7,123㎥/일 : 조그마한 중소규모댐 한 개에 해당, 

또는 지하수 24공(공당 300㎥/일 개발)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

(공당 1억 원이면 충분)에 해당함.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비는 개당 평균 3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경제성에 있어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은 지하수개발사업에 비

하여 약 1/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물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비경제적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보현댐 저수량 0.3억m3= 3,000만m3 : 본류에 홍수저감 효과 없음(유역종합

치수계획), 농업용 저수지 증고로 확보할 홍수조절량은 개당 평균적으로 225만㎥ 정

도임을 감안하면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음.

(6) 도류제(가름둑) 설치로 합류부 유황개선

 <표> 도류제 설치 위치(시범사업)

하천 지구명 위 치 연장(km)

낙동강

강정지구 금호강 합류점 1.42

영순지구 영강 합류점 1.88

풍천지구 광산천 합류점 1.35

4. 물부족 대비 수자원 확보(물확보) 검토

 1999년 하천법 저년 개정에 따라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이수, 치수, 하

천환경 및 수자원 조사·연구개발의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는 국가기본계획임.  이 계

획에서 2011, 2016, 2020년도에 물부족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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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대강 사업에서 물확보 방안 (단위 : 억㎥)

구 분

2011년 

물부족량 합계
보(준설포함) 댐 농업용저수지

지역별 권역별 개수 확보량 개수 확보량 개수 확보량

한강 0.63 0.42  0.5  3개 0.4 12 0.1

낙동강 1.24 (+)0.11 10.2  8개 6.7 3 2.5 31 1.0

금강 0.74 0.61  1.1  3개 0.5 31 0.6

영산·섬진 5.36 2.37  1.2  2개 0.4 22 0.8

합 계 7.97 3.40 13.0 16개 8.0 3 2.5 96 2.5

* 낙동강의 경우 영주댐 2억㎥, 보현댐 0.2억㎥, 안동-임하댐 연결 0.3억㎥ 물확보, 

다른 유역에는 댐건설계획 없음.

* 2011년 물부량은 기준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최대가뭄년에 지역별 물부족량으로, 

정부가 물부족 논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임.

(1) 준설 및 보설치 : 8.0억m3 확보

  - 용도 : 평상시 풍부한 하천유지 용수공급 및 가뭄시 용수 활용, 하천수위 및 

지하수위 유지, 소수력발전

  - 지역별 기준으로 2006년 9.75억㎥ 물부족이 예상되고 4대강 주요 지점의 하

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면 2016년 17억㎥ 이상의 물확보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음(신마플).

 그러나 하천법에서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 따르면 2011년도 

물부족량은 권역별 기준으로 3.4억㎥의 물이 부족한데 4대강 사업에서는 13억㎥의 

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음. 특히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지역별 기준으로 1.43억

㎥이 부족하고 권역에서는 0.21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10.2억㎥의 물을 개발하려는 점은 타당성이 부족함.  특히 영산·섬진강

의 경우 2011년에 지역별로 5.36억㎥의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2억㎥ 만큼만 

개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더 떨어짐.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주목적 중의 하나인 

물확보 논리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신마플에서 물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입한 논리는 하

천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4대강 사업에서 근거가 부족한 물확보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님.

 하천유지유량을 증가시켜 물부족이 심각하다는 논리의 허구성이 구마플에 명확

히 나타나 있음(구마플 p. 68).  구마플에 따르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고려한 

13개 본류 이외에 48개 지류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을 고려'하면 2016년에 7.64억㎥의 

하천유지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하천유지용수가 5.11억㎥(전체 부족량의 67%)이

라는 분석 결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라 판단됨(구마플 p. 69).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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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대강 사업으로 13억㎥의 물을 확보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천유지

용수를 증가시키려는 물수지 분석을 했는데, 그러한 시도는 절차상으로도 부적절했

지만 실제로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한 하천은 

본류가 아닌 지류이기 때문에 4대강 본류에서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

지 않음.

 

 - 보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리수문학적 변동 사항 

 한강 여주보 하류부에서 약 5m 정도 갈수위가 하강(p.133), 강천보 상류부에서 

약 5m 정도 갈수위가 상승함(신마플). 즉 한강의 경우 보설치로 갈수시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구간도 있고 하강하는 구간도 있음.  따라서 4대강 사업 후 한강의 경우 

보 상류부에 있는 하천변 저지대는 습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보 하류부에서는 지

하수위의 하강으로 하천변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할 수 있고 농경지에서 물부족이 

예견됨. 

 낙동강의 경우 전 구간에 걸쳐 갈수위가 상승하고 있는데 칠곡보 하류에서 최대 

10m 정도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낙동강에 인접한 저지대 농경지는 습지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관리수위가 둔치 보다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관리수위 이상으로 둔치에 복토함 

: 홍수시 보와 같이 콘크리트가 아닌 흙과 모래로 된 구간은 유실되어 결국 보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줄어들 것임.

 - 홍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량이 발생할 경우 가동보에 의하여 수위가 저하

되면, 홍수 종료 후에 관리수위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취수가 곤란할 수 

있음(p. 136).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음.

 - 이설 및 보강이 필요한 양·배수 대상 시설 : 총 202개소(이설 180개소, 보강 

22개소)

 - 지하수위 상승이 하천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유역조사 사업에서 구축한 30m x 30m 크기의 전국 DEM 자료를 이용하여 고도

가 관리수위 보다 낮은 영역(하천구역 제외)을 추출하여 면적을 계산함(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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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하수위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 현황(낙동강의 경우)

구 간
관리수위

(El. m)

관리수위 이하 면적

(㎢, 구마플)

관리수위 이하 면적

(㎢, 신마플)

함안보 ∼ 합천보  7.50 24.745 13.603

합천보 ∼ 달성보 10.50  5.057  0.532

달성보 ∼ 강정보 14.00  1.670   0.0003

강정보 ∼ 칠곡보 19.50  1.997  0.052

칠곡보 ∼ 구미보 25.50  4.784  0.313

구미보 ∼ 낙단보 32.50  1.016  0.160

낙단보 ∼ 상주보 40.00  1.519  0.526

상주보 상류 47.00  1.365  0.017

합 계 42.153 15.203

 

 - (구마플) 관리수위 보다 낮은 제내지의 농경지는 장기간이 경과하면 습지화될 

가능ㅅ헝이 높으므로 준설토를 성토하여 홍수에 더욱 안전한 농경지로 정비할 계획

임.

(평가) 관리수위 보다 낮은 농경지는 습지로 변할 악영향이 예견됨에 따라 신마

플에서 관리수위 이하에 있는 면적을 42㎢에서 15㎢로 약 1/3로 줄여 관리수위 이

하에 있는 농경지 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판단됨.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이 완료되면 대규모 지역은 지하수위 상승으로 습지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지하수 함양량 계산 : 현재의 하천수위와 지하수위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선형으로 유지되고 있고, 하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500m로 가정하

여 지하수 함양량을 게산함.

  → 지하수 흐름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한 함양량 산정 : 실제로는 지하

수위가 훨씬 더 상승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관리수위가 평수위보다 높게 설정

됨

 따라서 평상시에 제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홍수시 제방의 침투파괴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음.

 - 갈수위 보다 관리수위가 증가한 정도를 개략적으로 산정한 결과 : 낙동강 함

안보 상류부  9m 상승, 칠곡보 10m 상승, 한강 강천보 5m 상승, 금강 금강보 5m 

상승, 영산강 죽산보 5m 상승

(2) 중소규모댐 건설 : 용수공급능력 2.5억m3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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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신규댐 건설에 의한 용수확보량

구 분
총저수량

(억㎥)

용수공급

(억㎥/년)

홍수조절

(억㎥)

수력발전

(GWh/년)

영주댐 1.8 2.0 0.8 16.3

보현댐 0.3 0.2 -  1.3

안동댐-임하댐 연결 - 0.3 -  3.3

계 2.1 2.5 0.8 20.9

 - 영주댐 : 홍수조절 효과를 과다하게 계산함(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2009), 

댐에 의한 모래공급 차단으로 회룡포가 사라질 것이 예견됨.

 -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금연말까지 ‘댐건설 장기계획’을 변경하여 신규댐 추가 

건설(p. 143) :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했는데(신마플 p. 6), 추가로 용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논리

는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함. 

(3) 농업용 저수지 96개 증고 : 2.5억㎥ 용수 확보

 <표> 농업용 저수지 증고 현황

구분 개소
기존저수량

(억㎥)

추가저수량

(억㎥)

평균증고 높이

(m)

한강 12 0.2 0.1  3.3

낙동강 31 0.6 1.0 12.6

금강 30 1.0 0.6  7.1

영산강 14 2.9 0.7  4.7

섬진강 9 0.2 0.1  4.8

계 96 4.9 2.5 -

(평가) 농업용 저수지 1개당 추가 물확보량이 260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

제성이 지극히 낮은 사업임. 260만㎥/년 = 7,123㎥/일 : 조그마한 중소규모댐 한 개

에 해당, 또는 지하수 24공(공당 300㎥/일 개발)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사업비는 24

억 원 정도(공당 1억 원이면 충분)에 해당함.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비는 개당 

평균 3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경제성에 있어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은 지하수개

발사업에 비하여 약 1/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물을 확

보하는 것은 지극히 비경제적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치수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신개념의 치수계획

(1) 신개념 치수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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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천연장과 등급별 개수 현황(2008년 기준)

지난 40여 년간 줄기차게 제방을 축조해 왔음.

홍수, 가뭄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댐건설 계획 발표

   → 한계에 달함.  새로운 치수정책 필요

4대강 사업에서 홍수저감 방안의 문제점

 - 보건설과 준설로 이루어짐(일부 댐건설 포함)

 - 하천정비 대상은 4대강 본류에 집중됨. 신개념의 치수정책이라 함

 - 지방하천의 경우 2010년에 마스터플랜 완료

 그러나 홍수방어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을 포함한 유역차원에서 검토해야 함.

   (참고) 보건설하고 준설하는 것 : 병 주고 약 주고…

2008년 7월 홍수피해 

-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

- 김해 조만강의 경우 포대제방으로 제방보강 : 이중 포대제방, 포대가 썩었음 

   (임시적인 홍수방어 대책임)

- 많은 지방하천, 소하천이 아직도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홍수를 방어하려면 지방하천에 예산을 집중해야함.

- 낙동강의 경우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발생시 

       30년 빈도홍수량에도 미치지 못함

(2) 신개념 치수정책

신개념 치수정책 원칙 :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주자, 홍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

회 등

① 제방 후퇴

② 강변저류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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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습지보전 및 복원

④ 하천변 저지대 토지이용 제한

⑤ 건전한 물순환시스템 회복

(3) 새로운 물확보 정책

 - 기조 :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함

 - 대규모 수자원 개발의 시대는 지나감 :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물이 부족한 지역(제한급수를 겪는 지역) : 산간농촌지역과 도서지역임

 → 맞춤형 물공급 정책

6.  결론 : 3단계 속도조절론

 만약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면 지금

과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

괴, 예산낭비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진행하

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3단계 속도조절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4대강 사업의 3단계 속도조절 방안

구     분

4대강 마스터플랜(2009.6.8)

평 가
사업 

단계본사업
직접연계

사업
합계

①하도정비 5.7억㎥ - 5.7억㎥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심함
3

②강변저류지 4개소 - 4개소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③배수갑문 증설 2개소 - 2개소
수치조작으로 

과학적 검증 필요
3

④제방보강 377km 243km 620km 일부 구간에 필요 2

⑤농업용저수지 87개소 9개소 96개소 경제성이 떨어짐 2

⑥댐및홍수조절지 5개소 - 5개소
사회적 논란이 

극심함
2

⑦하천환경 정비 537km 392km 929km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⑧자전거도로 1,206km 522km 1,728km
도심구간에서 

타당성이 있음
2

⑨자연형 보 16개소 - 16개소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심함
3

⑩수질대책 353개소 1식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예 산 16.9조원 5.3조원 2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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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적 근거가 있고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진 사업은 1단계로 시행하고, 과학적으로 일정 부분 그 타당성이 인정

된 사업이지만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은 2단계로 시행하고, 아직 

과학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은 3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단

계 사업의 경우 지역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

가 있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적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3단계 

사업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므로 3단계 사업이 가져다 올 환경파괴, 사업의 근거 등에 대한 근본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2, 3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 4대강중 대표하천을 선택하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에 따라 하천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한 문제점 

도출과 대책마련을 한 후, 나머지 하천으로 사업을 넓히는 방안이다.

  - 1단계 : 4대강중 대표하천 선정(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 2단계 : 모니터링(수질과 수량 등)을 통해 문제점 도출과 대책 마련

  - 3단계 : 나머지 4대강으로 사업 확대  

  이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일정 부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인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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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하천기본계획(1993)
유역종합치수계획(200

5)

유역종합치수계획(200

9)

기본홍수

량

현재홍수

량

기본홍수

량

현재홍수

량

기본홍수

량

현재홍수

량

낙동강하구둑 22,350 19,370 26,400 22,000 29,100 22,300

양산천합류후 22,350 19,370 26,400 22,000 29,100 22,300

<<별첨>>

2009년 수립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문제점

      - 댐건설을 위하여 홍수량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산정함

                      

1. 홍수량 산정의 부적절성

(1)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2005)은 2005년 5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감사원은 감사결과로서 ① 홍수량 재계산 ② 계획 및 

기존시설물의 홍수조절용량, 필요성 등을 재검토 ③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성

과 반영을 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여기서 하천 또는 

수자원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한 계획이 감사원에서 전면 재

수립 권고를 받았다는 점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  즉 형식적인 심의를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금번에 재수립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근거가 되는 상

위계획이므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치수계획이 제

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상위계획의 수립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금번에 개최되는 중

앙하천관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하상변동량이 하구에서 반변천 합류부까지 2억㎥가 세굴

되었다( p.2-56).  이와 같이 하천바닥이 그 동안의 준설로 낮아진 효과가 홍수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홍수량에 대하여 치수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무사히 통

과하였다.  감사원의 재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낙동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1993), 유역종합치수계획(2005)과 재수립된 유역

종합치수계획(2009)에서 산정한 기본 및 현재홍수량에 대한 비교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표 1> 낙동강 기본 및 현재홍수량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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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천합류전 20,060 16,840 23,800 19,800 26,000 19,900

밀양강합류후 20,060 16,840 23,800 19,800 25,900 19,600

밀양강합류전 19,620 16,000 23,800 18,400 24,500 17,300

청도천합류후 19,620 16,000 23,800 18,400 24,300 17,000

청도천합류전 19,340 16,110 23,800 18,400 24,100 16,900

남강합류후 19,340 16,110 23,800 17,500 23,800 16,800

남강합류전 15,800 14,820 15,900 15,900 16,400 15,800

황강합류후 15,800 14,820 15,900 15,900 16,300 15,700

황강합류전 15,800 14,410 15,900 15,700 15,800 15,100

회천합류후 - - - - 15,800 15,100

회천합류전 - - - - 15,600 14,800

금호강합류후 15,800 14,410 15,900 15,700 15,600 14,700

금호강합류전 15,530 13,420 14,900 13,600 14,800 13,800

감천합류후 15,530 13,420 14,900 13,600 14,800 13,800

감천합류전 14,720 12,580 14,700 13,200 14,300 13,200

위천합류후 14,720 12,580 14,700 13,200 14,300 13,200

위천합류전 13,340 11,210 13,400 11,400 13,400 12,100

병성천합류후 13,340 11,180 13,400 11,400 13,400 12,100

병성천합류전 13,180 10,740 13,400 11,400 13,300 11,900

영강합류후 13,180 10,740 13,400 11,400 13,300 11,900

영강합류전 12,190  8,950 12,800 10,700 12,700 10,600

내성천합류후 12,190  9,850 12,800 10,700 12,700 10,600

내성천합류전 10,300  6,460  9,300  6,700 10,200  7,000

미천합류후 - - - - 10,200  7,000

미천합류전 - - - -  9,900  6,400

반변천합류후  9,550  5,730  9,300  6,470  9,900  6,400

반변천합류전  5,700  3,100

하구둑에서 양산천 합류전까지 200년빈도 적용, 나머지 100년빈도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강수량의 상향조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p.4-134) 또한 2016년 낙동강유역에서 토지이용 계획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

하고(p.4-135), 낙동강 하구둑에서 기본홍수량이 22,350cms에서 26,400cms로 증가하

였다가 금번에 29,100cms로 대폭 증가하였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홍수량산정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다소 과장하여 산정함) 금번에 홍수량을 증가

시킨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낙동강 하구둑에서 홍수량을 대폭 증가

시킨 이유는 하구둑 배수갑문을 증설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강합류 

후 낙동강의 하류지역에서는 지류의 홍수유입량이 본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하도저류효과 때문에 홍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009년에 산정된 홍

수량은 수문학적 타당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3) 참고자료로 안동댐과 임하댐 운영현황, 낙동강 주요지류의 홍수량 자료, 송리

원댐 건설로 인한 현재홍수량 변화를 다음 표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표 2> 안동댐과 임하댐 운영현황(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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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임하댐

계획홍수위 161.7m 164.7m

상시만수위 160.0m 163.0m

홍수기제한수위 - 161.7m

저수용량 12.5억톤 6억톤

준공년도 1977 1983

구 간
조절용량

(만㎥)

홍수량(㎥/s)

건설전 건설후 차이

1 반변천합류전 3,100 3,100 -

2 반변천합류후-미천합류전 6,400 6,400 -

3 미천합류전-내성천합류전 7,000 7,000 -

4 내성천합류후-영강합류전 7,500 10,600 9,700 900

5 영강합류후-병성천합류전 11,900 11,100 800

6 병성천합류후-위천합류전 12,100 11,300 800

7 위천합류후-감천합류전 13,200 12,500 700

8 감천합류후-금호강합류전 13,800 13,200 600

9 금호강합류후-회천합류전 14,800 14,300 500

10 회천합류후-황강합류전 15,100 14,600 500

11 황강합류후-남강합류전 15,800 15,300 500

12 남강합류후-청도천합류전 16,900 16,600 300

13 청도천합류후-밀양강합류전 17,300 17,200 100

14 밀양강합류후-양산천합류전 19,900 19,900 -

15 양산천합류후-낙동강하구둑 22,300 22,300 -

 2002년 8월 호우사상은 구포지점 Qp=15,905㎥/s로 이는 30년 빈도 정도(p.6-10)

에 해당하고, 2003년 9월 6일 태풍 매미의 호우사상은 30년 빈도 강우량에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송리원댐 건설로 인한 현재홍수량 변화

 (4) 기본홍수량이 청도천, 밀양강, 양산천을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낙동강하

구둑에서 2005년 대비 10%를 증가하였다.  하도저류효과 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홍수량증가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5) 밀양강의 경우 기본홍수량이 2005년 6,780㎥/s 에서 금번에 8,660㎥/s 로 

28%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밀양강에서 증가된 홍수량

이 결국 낙동강 하구둑에서 홍수량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표 

1>에서 하도저류효과가 오히려 역으로 발생하고 하고 있는 점은 수문학적으로 받

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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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규모
하구둑지점 

수위(El. m)

제방공사

연장(m)

제방공사비

(억원)

공사비

감소(억원)

km당 공사비

(억원)

증설전 4.23 45,928 3,946(2,209) - 85.9(48.1)

1련증설 3.78 44,958 3,691  255 82.1

2련증설 3.51 42,948 3,450  496 80.3

3련증설 3.34 42,268 3,142  804 74.3

4련증성 3.21 37,968 2,695 1,251 71.0

5련증설 3.15 37,388 2,226 1,720 59.5

6련증설 3.11 31,618 1,520(2,716) 2,426(1,230) 48.1(85.8)

* 증설전의 경우 km당 공사비에서 (48.1)은 6련증설 경우에 공사비를 의미함.

(6) 다목적댐에 대한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하여 현재 고시된 댐건설 제원을 조

정할 경우, 낙동강 전체의 수문량을 변경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향수 치수시설 연계

운영방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p.4-50).  그러나 그러한 재검토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2. 댐건설 논리의 부적절성

(1) 낙동강 하구언

  - 하구언 건설의 부적절성 : 부풀려진 홍수량산정, 잘못된 대안검토

  낙동강 하구언에서 홍수량을 부풀려서 산정한 과정은 이미 설명하였음.

  하구둑 배수갑문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입한 논리가 부적절하다.  하구둑 증설규

모는 6련으로 사업비는 2,366억원에 이른다.  하구둑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하구둑에서 증가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대안으로 하구둑 증설방안과 밀양

강 합류부까지 제방증고 방안을 선정하였고, 각각의 공사비를 비교하여 대안에 대

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 하구둑 증설규모에 따른 제방공사비 감소(p.5-49)

 ① 낙동강유역 치수종합계획에서 사용된 논리 : 제방공사비를 다르게 적용 → 

경제적 타당성 있음

  - 증설전 제방공사비 : 3,946억 원

  - 6련증설시 공사비 : 2,366억 원(수문)+1,520억 원(제방) = 3886억 원

 ② 증설전 km당 제방공사비(85.9억 원) 적용 → 제방공사가 경제적임

  - 증설전 제방공사비 : 3,946억 원

  - 6련증설 공사비 : 2,366억 원(수문)+2,716억 원(제방) = 5,082억 원

 ③ 6련증설시 km당 제방공사비(48.1억 원) 적용 → 제방공사가 경제적임

  - 증설전 제방공사비 : 2,202억 원

  - 6련증설시 공사비 : 2,366억 원(수문)+1,520억 원(제방) = 3,88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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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유역종합치수계획(2009) 송리원댐

기본홍수량 현재홍수량 차이 건설전 건설후 차이

영강합류전 12,700 10,600 1,100 10,600 9,700 900

금호강합류전 14,800 13,800 1,000 13,800 13,200 600

금호강합류후 15,600 14,700  900 14,800 14,300 500

즉 하구둑 배수갑문 6련을 증설할 경우의 제방공사비를 48.1억 원/km로 적용하

고, 배수갑문을 증설하지 않고 제방으로 홍수를 방어할 경우 제방공사비를 85.8억 

원/km로 적용하여 배수갑문을 6련 증설하는 대안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

고 있다.  만약 km당 제방공사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제방을 증고하여 홍수를 

방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배수갑문을 증설하는 

대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제방공사비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

한 하구둑 배수갑문을 홍수조절용으로 추가 건설하기 위하여 하구둑 기본홍수량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배수갑문 증설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

수갑문의 증설은 매우 부적절한 논리로 계획되었다고 판단된다.

(2) 송리원댐(영주댐)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안동댐과 임하댐의 홍수저감량이 영강합류전에 1,100㎥/s 

인데 반해, 송리원댐 건설전후의 홍수저감량이 900㎥/s에 이르고 있다.  총저수용량 

규모면에서 안동댐은 12.5억 톤인데 반해 송리원댐은 1.8억 톤(안동댐의 1/7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동댐의 홍수조절효과는 과소 계산되었고 송리원

댐의 홍수조절효과는 과다계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임하댐공사지에 따르면 

임하댐건설로 왜관에서 홍수조절량이 342㎥/s 인데, 송리원댐의 홍수조절량은 600㎥

/s에 이르고 있다.  즉 송리원댐은 임하댐에 비하여 1/3 규모의 댐인데, 홍수조절량

은 오히려 더 크게 산정되었다.  현재홍수량을 산정하는데 이와같은 의문점을 타당

성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댐을 건설할 때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부풀리고 건설

된 댐에 대한 홍수량 저감효과는 축소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설계

홍수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표 5> 송리원댐 건설전후 홍수조절량(단위 : ㎥/s)

(3) 임천댐과 고현댐

  임천댐과 고현댐은 낙동강 본류의 홍수저감 효과는 없기 때문에(p.8-11),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

루어져야 한다.

<표 6> 낙동강수계 신규 다목적댐 주요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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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명 하천
유역면적

(㎢)

총저수량

(억㎥)

홍수조절용량

(백만㎥)
사업비(억원)

송리원댐
내성천 

경북 영주
500 1.81 75.0 9,084

임천댐
임천(남강)

경남 함양
370 0.97 52.9 4,627

고현댐
고현천(금호강)

경북 영천
32.6 0.26  3.3 2,477

계 3개 3.04 131.2 16,188

하천명 저류지구
저류면적

(㎢)

유효저류량

(만㎥)

홍수조절량

(㎥/s)

공사비

(억원)

보상비

(억원)

총공사비

(억 원)

낙동강

초동2 0.514 161.14 102 152.00 58.94

초동1 0.428 216.53 124 134.66 46.28

증산 0.741 215.39 149 150.56 168.40

적포 0.347 137.46 210 129.60 33.02

여의 0.420 168.19 239 166.70 27.99

정곡 0.738 287.31 339 189.69 54.11

월하 0.720 228.48 295 137.92 57.78

개진 1.297 403.63 178 164.09 288.60

봉산 1.897 745.14 267 252.29 166.04

객기 0.306 163.53  98 157.84 32.13

낙산 0.743 263.91 159 150.64 66.87

금호 0.601 158.18 112 138.40 82.71

소학 1.757 309.23 177 146.70 400.83

생곡1 0.628 361.73 224 160.63 61.79

생곡2 0.948 202.49 153 132.71 104.20

중동 1.266 273.46 210 148.44 42.78

와룡 0.768 216.27 178 132.66 93.44

병성천 삼덕 1.411 554.24 481 173.85 70.73

감천 백마 1.733 346.60 278 132.32 1228.27

황강 덕인 0.290 148.80 162  88.88 24.82

계 17.553 5,562 4,135 3,041 3110 6,151

3. 홍수방어대안 검토

   

 (1) 낙동강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가 댐건설의 경우 보다 축소되어 평가되

었기 때문에 강변저류지를 학대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

<표 7> 낙동강 강변저류지 현황

  임천댐과 고현댐은 낙동강 본류의 홍수저감 효과는 없고, 두 댐의 저류용량은 

56.2백만톤이고 공사비는 7,104억 원이다.  한편 20개의 강변저류지를 설치하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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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측점
연장

(km)

준설량

(백만㎥)

사업비

(억원)

낙동지구
부산 사하구 하단동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0-566 266.49 420 49,535

안동지구
경북 예천군 지보면 

향석리-경북 안동시 광석동
580-696  56.76  26  3,076

합 계 323.25 446 52,611

효저류량은 55.62백만 톤이고 공사비는 모두 6,151억 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강변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변저

류지 계획은 모두 삭제한 계획은 적절하지 못하다.  강변저류지는 홍수시 저류지 

역할을 수행하고 갈수시 생물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하천구조물로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적극 권장하였던 홍수방어 대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강변저류지 후보지 20개를 홍수

조절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하였고,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적

포저류지를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여간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취소되었

던 강변저류지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1개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마스터플랜

이 유역종합계획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재단하는 결과로 나

타났다고 할 수 있다.

 (2) 하도정비(p.8-28)는 퇴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정비 실시하는데,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하도정비계획의 계획하상고를 기준으로 굴착고를 결정

(p.8-30)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계획의 기본입장이 4대강살리기 마스

터플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즉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법에서 수장기 다음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결과에 따라 4

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 한다.

<표 8> 하도정비(준설)계획지구

 

  참고로 ‘준설량(446백만㎥) = 연장(323.25km) * 수심 * 준설폭’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심 6m로 준설할 경우, 준설폭은 230m에 이르고, 준설폭 100m로 준설할 

경우 수심은 13.8m에 해당하는 모래를 준설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 준설을 

할 경우 하천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4.6억㎥ 규모로 준설을 

하는데, 그 이유는 홍수공간을 마련하고 수자원(6.5억톤)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

나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준설로 홍수공간을 마련하고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준설의 타당

성은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준설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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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보건설계획은 전혀 없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는 낙

동강유역에 8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상위계획인 유역

종합치수계획에서 보건설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건설의 타당

성이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대강살리기에서 보를 

건설하는 목적이 홍수방어와 물확보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반

드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따라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검토하지 않은 8개의 보

건설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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