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3. 17 
 

대전대학교 허 재영 

2016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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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임. 
 
미국의 경우 19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00여개의 
댐(또는 보)을 철거하였으며, 1999년 이후 860개 이상의 
댐이 해체되었음. 
 
2015년 한 해에만  62개의 댐이 철거되었음(American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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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 조사결과 농업용수취수용 보 
326개를  시설노후화 , 취수  시설통합  등의  이유로 
철거하였는데, 철거된 시설물은 대부분 높이 15m미만의 
보나 소규모 댐이라 할 수 있음. 
 
일본은 아직 하천행정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지시하거나, 
철거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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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000여개의 보가 
가동되거나 존치되고 있는데 그중 높이 1.0m이하의 보가 
약 70%를 차지하며, 약 25%가 1.0~2.0m 정도 높이의 
보이며, 그보다 높은 보가 약 5%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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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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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은 주류이다” 
-William Robert (Bob) Irvin, President of American Rivers 

 

“Elwha강  살리기는 하천 복원의 새 시대를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의 강과 강에 의존하는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지역 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Secretary of the Interior, Ken Salazar 

 
(Washington Post, 201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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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말까지, 47개 주와 지역에서 925개의 댐이 철거되었으며, 
대부분 1980년 이후이다. Pennsylvania주에서는 186개의 댐을 

해체했는데,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Washington Post, 201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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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의 하천과 하구부의 재생은 1990년대 후반에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였다. 과학자들이 종과 서식지의 
관리에 있어서 하천이 중요한 생태계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임. 
 
역사적으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천은 
수력발전, 관개, 항행, 그리고 사람들이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하천을 서식지로 하여 
하천의 흐름 형태에 그 생명을 맡기고 있는 물고기나 그 
외의 야생 생물에게 대한 이해나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1990년대 초기부터 댐 철거는 하천의 흐름이나 물리적, 
생물학적 기능 회복 수단으로서 자주 다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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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많은 댐이 그 내용년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개수나 교체 등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물 관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과거 수 십년간 미국에서의 홍수의 규모는 증대하였고, 
제방이 붕괴되어 농업, 기간 설비, 항행 설비나 주거지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홍수에 의해 경제나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증대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향후 한층 더 
피폐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존의 물 관리 시설에 관하여, 또한 
현재의 하천관리의  방향성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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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 관리의 논의와 더불어, 하천 유역이나 생태계의 
과학자들은 하천 유역 재생의 가능성과 기회의 평가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 왔음. 
 
댐이 모든 물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댐이 환경 
피해에 미친 영향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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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의 댐 철거는 소형이고 제방고가 낮은 댐의 
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 경향도 Oregon주 

Sandy river의 Marmot댐(높이 14m)이 2008년에 
철거되면서 변화하게 됨. 

http://www.cornforthconsultants.com/projects-concrete-dams-marmot.htm 

Marmot dam 철거전 댐 철거후의 Sandy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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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댐 철거 (2012~2015) 
 
2012년 62개 
 
2013년 51개 
 
2014년 72개 
 
2015년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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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댐 철거 현황(2015) 

2015년에 철거된 주요 댐 
Pennsylvania  23개댐, Connecticut  7개댐, 
Michigan 5개댐 

2015년에 철거된 주요 댐 
Pennsylvania  23개댐 
Connecticut  7개댐 
Michigan 5개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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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댐 철거 현황(1916~2015) 



http://www.matilija-coalition.org/ 

Matilija dam은 퇴적된 토사의 처리 및 철거비용($140million)의 문제로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철거논의가 진행중인 Matilija dam(California, Matilija 
cr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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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ft(33m) Elwha dam Elwha Dam removal finished (May 2013) 

철거된 Elwha dam(Washington, Elwha river) (2011착수)  

http://en.wikipedia.org/wiki/Elwha_Ecosystem_Restoration 

Elwha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 U.S. National Pa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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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wikipedia.org/wiki/File:Elwha_Dam.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ElwhaDam_Finished_May2013.JPG


Elwha강에 연어가 돌아왔다(Washington Post 201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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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ps.gov/olym/naturescience/damremovalb

log.htm 

Glines Canyon Dam의 철거 

Elwha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2011년에 
철거를 시작함. 
수 력 발 전 을  목 적 으 로  건 설 된 
댐으로  Elwha강의  상류에  있는 
210ft(64m)높이의 댐임. 

2013년 현재 17 



http://whitesalmontimelapse.wordpress.com/2012/12/03/condit-dam-removal-

complete/ 

Condit dam(White Salmon river, 
Washington)의 철거 

발전용 댐으로 125ft(38m)높이의 중력식 
콘크리트댐. 

2011년 철거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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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8/Condit_Hydroelectric_Project.png


White Salmon강에도 연어가 돌아왔다. 
http://whitesalmontimelapse.wordpress.com/2012/12/03/con

dit-dam-removal-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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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미 공병대에 의해 Snake강에 건설된 4기의 대형 댐(Ice 
Harbor, Lower Monumental, Little Goose, Lower Granite), 
 
Klamath강에  있는  PacifiCorp사  소유의  4기의  사유 
댐(철거확정), 
 
Carmel강의 San Clemente댐(철거완료) 
 
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댐에 대해서도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계속됨. 
 
미국에 있어서는 댐 및 그 장기적 가치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게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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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Clemente dam의 
철거(California, 
Carmel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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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astalcare.org/2013/06/californias-biggest-dam-removal-project-in-

history-begins-in-carmel-valley/ 

수자원확보를 위해 1921년에 건설된 106ft(32.3m)높이의 아치형 
콘크리트댐으로, 모래와 자갈의 퇴적으로 2002년부터 수자원 

공급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 
(http://www.amwater.com/caaw/customer-service/rates-

information/monterey-san-clemente-dam-removal-project.html) 

2010 년  소유자인  American 
Water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를 
결정 
 
2013년에 예비(준비)공사를 통해 
2015년에 철거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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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Gov. Arnold Schwarzenegger, left, and United States Secretary of the 

Interior Ken Salazar congratulate each other on Thursday at the signing of a 

historic agreement to remove four hydroelectric dams from the Klamath 

River(from The Associated press). 

Klamath강의 4개의 발전용 댐의 철거 

Klamath river의 4개의 발전용 댐(PacifiCorp사 소유)의 

철거에 합의(2010. 2. 19) – New York times 

무지개송어, 연어 등을 포함한 
하천복원을 위하여 Klamath강 
하류의 PacifiCorp사 소유의 
4개댐을 2020년까지 철거하 
기로 합의함 
(http://klamathrestoratio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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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세(荒瀬)댐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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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큐슈(九州)에 위치한 쿠마모토(熊本) 현 야츠시로시 
사 카 모 토 촌 에  위 치 하 고  있 는  아 라 세 (荒瀬 ) 댐 은 
쿠마(球磨)강 수계 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1954년 3월 
준 공 ( 공 사 비  당 시 기 준  약  26 억 엔 ) 된  중 력 식 
콘크리트댐으로 폭 210m, 높이 25m, 총저수량 1013만 
7000t, 수력 발전용량은 1만 8200kW임.  
 
아라세 (荒瀬 )댐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작하여 2018년 철거를 완료하게 됨. 2010년 4월부터 
댐 철거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수문을 상시 개방하였음. 
예상 철거비용은 92억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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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댐은 홍수를 예방하고, 관광이 활성화되며, 어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음. 
 
또한, 인근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발전으로 얻어지는 
전기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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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세댐 

야츠시로 



그러나, 댐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10km 하류에 위치한 
야츠시로 연안 김양식장에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토사 등 
공사부유물이  김양식장으로  흘러내려가  김양식장을 
덮쳤음. 
댐  공사  시작  당시  800여  가구에  이르던  김양식업 
종사규모는 수년 만에 300여 가구로 대폭 줄었음. 
 
댐  방류로  인한  진동  피해도  속출하여 , 홍수피해를 
막아준다는 댐은 오히려 수해빈도는 물론 규모를 키웠음. 
댐 건설 이전에는 홍수시 초당 기본하천수량이 최고 
2,000t을 넘지 않았음. 그러나 댐을 건설한 후 몇 년 되지 
않아 댐 부근 하천수량이 홍수시 3,000t을 넘어섰고, 얼마 
후에는 5,000t에 육박하고 6000t에 육박하기도 하였음. 
주민들은 댐 건설 후 지금까지 모두 9번의 큰 수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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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세 댐에서 2010년４월 수문을 개방하였는데, 댐호의 
반정도가 하천으로 되었다. 그 흐름에는 이미 은어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가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12. 9. 촬영)  
http://riverpolicynetwork.jimdo.com/トピックス/国内情報/

現地からの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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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쪽의 관리교량 3경간의 철거가 완료된 상황(2014. 1. 10)  
http://arase-dam.jp/topic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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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 상류에서 본 장면 우안 하류에서 본 장면 

좌안 하류에서 본 장면 좌안 상류에서 본 장면 

아라세 댐 철거 진행상황(2016년 1월) 



 
  2008년  9월  11일  일본  쿠마모토(熊本)현  지사는 
카와베가와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카와베가와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막고, 야츠시로와 히토요시 일대 
곡창지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던 40년간의 계획이 
무산됨. 
  일본 정부와 쿠마모토현은 40년 전부터 구마군 이츠키에 
대규모 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카와베강 
상·하류  주민들을  설득하고 , 예산을  세워  의회를 
통과시키고 , 댐  건설을  위한  도로건설과  주민보상 , 
사방공사 등이 이미 이루어졌음.  
  그러나, 댐 건설을 반대하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도 거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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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가와(熊川) 수계내의 댐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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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베가와 댐의 건설예정지였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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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예정지 상류의 이츠키무라는 고지대로 이전한 상태임 
36 



 이러한 주장은 주민들 사이로 퍼져나가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시민단체들은 '댐 건설 반대 주민들의 모임'을 
만들고, 서명운동과 댐 건설 무효소송 등을 벌임. 
  
그런  가운데  이미  사방공사와  이설공사 , 주민보상 , 
주민이주 등이 이루어짐. 사실상 본 댐 건설만 남겨놓게 된 
상태에서  2008년  3월  23일  치러진  구마모토  지사 
선거에서 현재의 지사가 당선되면서 카와베가와댐 건설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 
 
그는 공약으로 댐건설 중단을 내걸었고, 당선 몇 달 만인 
2010년 9월 11일 전격적인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함. 
  댐 건설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일본의 건설 역사에서는 
초유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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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가와  하구언의  건설목적은  대홍수때의  계산 
유량(7,500m3/sec)을 안전하게 흘려 보내기 위해 하천의 
용량을  크게  할  필요가  있고 , 홍수 , 고조시에  이를 
제어하는  것이다 . 한편 , 최신의  어도를  마련하므로 , 
어업에의 영향도 없으며, 하구언의 수문 조작으로 물은 
흘러 수질 악화나 뻘이 없어진다는 점이 강조됨. 
 
  그러나 , 현실적으로  깨끗한  물의  흐름이  사라졌고 , 
하구언 상류쪽에 뻘의 퇴적이 발생하였으며, 수질은 
악화되었고, 야마토 가막조개는 멸종의 우려를 맞음. 
 
또한, 은어나 음력 5월 송어 등의 소상이 저해되어 하천의 
생태계가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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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가와 하구언의 문제는 가치의 기본이 치수로부터 
이수로, 그리고 환경중시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선택은 치수와 이수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시민단체는 하구언의 개방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 
의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이후 더욱 활발한 
철거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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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갈수시 이수량과 成戸지점의 유량 

５日三ダム枯渇 

16日農業水利団体毎秒15ﾄﾝ提供決定 

31日愛知県断水解除 

17日知多半島１９時間断水突入 

1994년의 키소가와(木曽川) 갈수는 댐이 비어 있어도 
농업용수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成戸流量 

農水 

工水 

上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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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csj.or.jp/akaya/index.html 

군마(群馬県) 미나카키 쵸(町)의 북부와 니이가타(新潟
県)의 경계를 이루는 약 1만 ha(사방 10km)의 국유림 
아카야의 숲(赤谷の森)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아카야 프로젝트 지역협의회」, 임야청(林野庁) 관동 
삼림관리국, 일본자연보호협회의 3개 단체가 협동하여 
생물다양성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임 
 
정식명칭은 「미쿠니(三国)산지/아카야가와(赤谷川)· 
생물다양성복원계획」  
 
토네가와 (利根川 )의  지류와  아카야가와 (赤谷川 )의 
상류지역 일대에서 진행되므로 「아카야 프로젝트」라 함  

https://www.nacsj.or.jp/akay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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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야의 숲에 설치된 인공구조물(댐, 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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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治山)사업에 의한 
방 재 ( 防 材 ) 기 능 의 
향상에  따라  훼손된 
계류(溪流)의 연속성을 
회 복 시 켜 서  생 물 
다양성의 수복(修復)을 
이루어감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계류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는 
치산댐 ( 사방댐 ) 의  중앙부를 
철거하여 인공적인 계류의 단차를 
해소하고, 그 후의 토사 이동이나 
생물의 서식상황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측하면서 , 방재기능과 
생물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치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http://www.rinya.maff.go.jp/kanto/i

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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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부터 「국영 이사하야(諌早)만 간척사업」의 공사가 
진행되어  1997년  4월  14일에  제방이  닫힘 . 이로써 
이전에는 「보물의 바다」라고 일컬어진 아리아케해에 
해저에 뻘의 침전과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아리아케해 
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변화하여 , 조개류인  키조개가 
사멸하고, 기형어 증가, 김의 탈색 등 중대한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자연 보호 단체 뿐만 아니라, 연안의 각 
어업 협동조합의 반대에 부딪쳐있음.  

 
그 러 나 , 간 척 의  공 사 전 에  어 업  보 상 으 로 서  총 액 
279.2억엔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각 어협의 어업권이 소멸 
또는  일부  제한되고  있고 , 또한  어류의  어획  감소나 
수질오탁에는, 김양식 업자가 소독 목적으로 살포한 산이나 
화학 비료에 의한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어, 김양식 업자와 
다른 어업자와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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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케 해(海)의 
이사하야 만(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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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하구둑 및 부분 해수유통 현황 

Veerse Meer 

(휘어스호)      

 : 해수유통 중 

해수유통을 

준비하고   

있는 호수 



네덜란드 오스터스켈트 댐 1986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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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휘어스호 잔트크리크 댐의 터널 

50 

1961년 완공 
저수용량 1.1억톤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 제방하부에 터널 건설 
      (5.5m X 3m) 
최대 해수유통량 :  
     여름 40톤/sec,  
     겨울 23톤/sec   



하링플리트 댐 Harlingvliet dam(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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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댐 또는 보의 개방 또는 철거에 따른 환경적 편익의  

   분석 

3) 개방 또는 철거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분석 

4) 댐 및 보와 관련한 이익을 공유하는 자들과의 합의 

5)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의 전환 

6) 댐이나 보의 관리(개방 또는 철거)를 위한 거버넌스     

    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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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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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의 민낯 



우리나라 하구역 현황 

 하구역 현황 : 328개소 

    - 국가하천 규모 : 13개 

        한강, 안성천, 삽교천,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가화천, 낙동강, 태화강, 

          형산강 

 -  지방하천 규모 : 3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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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갯벌매립) 현황 

 간척현황 

    - 방조제 및 하굿둑 축조와 갯벌 매립은 하구형 갯벌과 만입형 갯벌 

       (폐쇄성, 반폐쇄성)에서 주로 시행 

주요 간석지 매립현황 주요 간석지 매립 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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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방조제 및 하구둑 건설 

 방조제 및 하굿둑 건설 

    - 방조제와 하굿둑 건설은 홍수 및 해일 피해예방과 생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해결한다는 장점으로 전세계적으로 추진 

       우리나라 갯벌 매립건수는 도시용지 및 공업용지가 많으나, 

          매립면적은 농업용지, 공업용지, 도시용지 순으로 나타남 

매립용도별 준공건수 매립용도별 준공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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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하구관리 현황 

 전국 463개 하구 가운데 228곳(49%)이  닫힌하구로 방조제, 항만 

    개발, 매립 등으로 물 순환 차단 및 생태계 단절 

    - 특히, 충남이 속한 금강권역은 92.4%가  닫힌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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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복원의 필요성 

하구기능 약화 

인식의 전환 

연안 및 하구복원 

관심증대 

하굿둑과 방조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 

하굿둑 및 방조제로  물순환 차단, 수질오염으로 인해 

       본래 기능(수자원 가치)이 크게 악화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 추진시기 

하구와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 

해수순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복원사업을 추진완료 및 추진 중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하구 및 갯벌 복원 대상지를 조사 

    - 전국 15개 시ㆍ군이 81곳(32.12km2)이 복원 희망 

        (전남이 42곳 (22km2) 으로 가장 많았음) 

    - 복원사업 추진(전북 고창, 2012년까지 159억) 

우선, 하구의 해수순환 및 습지복원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복원대상 하구와 폐염전, 폐양식장 등 목록화 및 선별적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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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복원의 한계 

여전히 진행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점식 개발 

하구의 공간단위 관리개념 부재 

분절적 관리체제로 인한 정책 통합성 결여 

하구 정책과 집행에 관한 과학적 기초자료 및 지식기반의 취약 

지역주민의 실질적·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지역의 이해 정도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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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충남의 움직임 진행계획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연안·하구생태복원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충남도 민선 6기 핵심사업으로 선정 

제5회 연안발전포럼 유치 

‘충남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계획 수립’ 

기술적 검토 

정량적 수치 분석 

EFDC 분석 등 

시범대상지 
계획 수립 

시설물 
조사 

타당성 
검토 

연안 및 하구복원의 선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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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하구복원 추진사항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T/F팀』구성ㆍ운영(2013.11) 

    - 홍보지구, 금강하구, 간월호ㆍ부남호 등 닫힌 하구의 복원 

       추진시 담수이용, 침수문제, 주민합의, 복원비용 등 기초조사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추진계획 수립(2014. 1)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추진방안 마련(2014. 5)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2014. 9) 

 연안ㆍ하구생태복원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 추진(2014. 12) 

 충남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방안 연구용역 착수(2015. 3) 

     - 연구용역비 예산 5억원 수립(연구기간 18개월)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국제포럼 개최(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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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복원방안 마련 

복원 목표 설정 복원방안 도출 복원방안 분석 

열린 하구로 복원 

해수 순환 복원 

염생습지복원 

수질 
개선 

관광 
가치  
증대 

갯벌 
환원 

해안지형 
변화 
방지 

어획물 
증대 

치수분석 

하구호 
이수분석 

수질분석 

사회환경 
분석 

수리,수문 분석 

용수수요량 분석 

 EFDC를 통한  
수질 시뮬레이션 

분석 

생태적,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 선호도 조사 

지형분석 

지형복원 분석 

폐염전 

토양분석 

토질,토성 분석 

해빈 

사구 

해빈 및 사구 복원 

복원대상지의 심층조사를 

        통해 복원목표 설정 

기술적 분석을 통한 

        다양한 복원방안 검토 

복원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복원방안 및 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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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별 생태복원계획 수립 

적합성 검토 및 파급효과 분석 

수문학적 
과정 고려 

생물다양성 
증진 

지형 복원 

생태네트워크 
체계 구축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베이 폐염전 복원 사례 

[마스터플랜 예시] 

출처:http://www.southbayrestoration.org/ 

최적의 복원방안을 바탕으로 수문학적 과정, 지형복원, 생물다양성, 

생태네크워크를 고려하여 생태복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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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전략 

중 기 

장 기 

충남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계획 마스터플랜 마련  

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 선정 및 
생태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 

연안 및 하구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안 및 하구복원 
전국적 시행 

닫힌 하구호 

해수순환 
갯벌 및 습지 

생태복원 

복원지역 

보호지역 
지정 

연안 및 하구 

장기모니
터링 

국가 
지원사업 

시행 

(가칭)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법안 제정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사업 

전국 확산 

서해  연안 
및 해양의  
건전화 

단 기 

닫힌 하구호 

D/B 구축 
기능평가를 

통한 
대상지 선정 

연안 및 하구 

관리방안  
마련 

대상지 

생태환경 
모니터링 

대상지 

연계지역 
경제거버넌스 

황해광역 
해양생태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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