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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댐�철거�사례를�통해�본�

우리�강� 회복�방향

-� 이철재�생명의강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제발표2]

미국의�하천정책생태계�

-� 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기반한�중복성
-� 김레베카�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





1. 들어가며: ‘정책생태계’라는 문제의식

‘오마이뉴스’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조직해서 지난 4월 9일에서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 서부의 주요 댐 철거 현장 서너 곳을 다녀왔다. 주되게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댐 철거·강 복원 프로젝트”로 일컬어지고 있는 워싱턴주의 엘와강과 오레곤주·캘

리포니아주의 클라마스강, 두 군데를 돌아보고 주요 관계자·이해당사자들과 면담했다.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 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층성
- 미 서부 엘와강, 클라마스강 복원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미완의 원고이므로 인용을 금합니다.)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날짜 일정 면담자

4월 9일 워싱턴 시애틀 도착, 엘와강으로 

이동

4월 10일 올 림 픽 국 립 공 원 O l y m p i c 

National Park 방문;

하류 엘와강 클랄람부족정부

Lower Elwha Klallam Tribe 방

문;

엘와강의 댐자리, 엘와강 하류 

답사;

포틀랜드로 이동

하류 엘와강 클랄람부족정부의 주요 관련자들, 

특히 프랜시스 찰스Francis Charles 국회의장/

재무장관과 자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Department의 어류 서식지 책임자 마이크 맥

헨리Mike McHenry씨;

엘와강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이자 올림픽국립

공원 관리사무소의 부감독관인 브라이언 윈터

Brian Winter씨

4월 11일 퍼시피코프PacifiCorp 전력회사

(클라마스 강에 있는 댐들의 소

유주·운영자이자 클라마스강 복

원 프로젝트의 주요 당사자) 방

문;

콘딧댐Kondit Dam(워싱턴주, 콜

럼비아강 하구, 2012년에 철거)

의 댐자리 답사;

클라마스로 이동

퍼시피코프PacifiCorp의 댐 철거/클라마스강 복

원 프로젝트의 주요 담당자들: Bob Gravely, 

Todd Olson(수력발전자원부의 복원계획 담당

관, 2012년 철거를 끝낸 콘딧댐의 철거프로젝

트 담당관Director), Tim Hemstreet(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의 프로젝트 메니저), Tom Gauntt

(미디어 담당관)씨

4월 12일 카룩 부족정부 와이리카 사무소

Karuk Tribe Office 방문; 

아이언 게이트 댐Iron Gate Dam 

현장답사;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카룩족 관계자들: 리프 힐먼Leaf Hillman(카룩 

부족정부 자연자원부 장관)씨,

수잔 프리키Susan Fricke(카룩 부족정부 자연

자원부 산하 수질국의 수질 전문가)씨

4월 13일 산 클레멘테San Clemente Dam 

댐(카멜강에 위치, 2015년에 철

거)의 댐자리 답사;

아메리칸 워터American Water의 관계자들: 로

버트 제임스Robert James(산 클레멘테 댐 철

거 담당자)씨, 동석한 니나 밀러Nina Miller(부



가기 전의 내 사전 지식의 정도는 다음과 같았다: 1) 미국은 ‘대댐’의 시기를 이미 지나

감: 로우리, 2003, [댐 정치학-미국 강의 복원] EPA의 폐기댐 관련 자료 2) 미 서부만

이 가진 특수성: 연안권 vs. 선점권. 지리적 조건+역사적인 과정 (법제도적 정치적 진화 

과정)

현장에서 본 것: 1) 거대한 규모의 복원 프로젝트 대상지 매우 다른 유역생태계.

2)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대화 협력 방식, 그 방식을 제도화하는 

메커니즘.

‘제도’에 대해: 1) 사회학에서: ‘예측 가능해서 신뢰할 수 있음’, 능력과 제약의 규범체계. 

2) 행정학에서: 대댐 건설 같은 국책 프로그램을 다루는 공공행정학 분야에서의 최근의 

신제도주의적 제도/조직 규정: 신뢰성reliability 이론-> 가외성redundancy 증진. 둘째로

는 환경과 행위자, 생태계와 사회 간의 연결성을 강조. 공공자원관리 담론에서의 사회-생

태계 모형(오스트롬).

이러한 담론들에 기대어 현장에서 봤던 것을 반추해보니: 댐 철거-복원 프로젝트 과정 

전반이 오류의 발생과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임을 볼 수 있었다. 연루되어 있

는 각 기관/이해당사자 조직의 기능은 가외성 이론에서 말하는 ‘서로 연결된 병렬적 시스

템’이었다. 중복적, 중첩적, 등전위적이었다. 예를 들어 댐 ‘철거’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의 과정을 보면, 1) 연방과 주정부, 부족정부, 시민환경운동조직, 기타 수계 지역의 다양

한 개별 또는 연합joint단위들과 2) 야생보호법, 청정수법, 국가환경정책법, 주정부의 수

질보호법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의 서로 연결되는 중층적인 법제(“overlapping”은 미 환

경법제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수식어이다), 양자가 매우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상호작용은 ‘모든 것이 잘 고려된, 결정권자의 결정행

위=“균형적인 고려balancing act”(E. Ray Clark, Larry W. Canter, 1997: 182)에 최

적화된 각종 ‘정보’들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정보생산시스템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어떤 

결정하는 단위가 ‘결정’에 이르려면 반드시 정보의 가장 직접적인 생산자인 수계지역의 

다양한 공중public,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들에게 먼저 정확한 정보의 생산을 요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생산의 능력을 먼저 부여해야 한다. 엘와강의 경우, 

1994년의 ‘엘와강 생태계 복원법’이 ‘요구’하는 바의 핵심은 댐 허가 갱신권과 관련된 결

정을 연방에너지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내리지 말고 내무부로 이관하며, 최종 결정권자인 

캘리포니아 환경회사Californial 

Environmental Associates

서Coastal Division의 사업부장Operation 

Manager)씨;

안나 머빗Anna Murveit(캘리포니아 환경회사

의 연구원Research Associate)

4월 14일 UC버클리Berkeley대 환경디자

인Environmental Design대학; 

맷 콘돌프G.Mathias Kondolf 교수(경관건축 & 

환경계획학과Landscape Architecture & 

Environmental Planning)

4월 15일 샌프란시스코 북부 투어



내무부장관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관할기관과 이해당사자 그룹이 필수적이고 총체

적인(=모든 선택지에 대한 과학적, 사회경제적, 생태적 검토를 포함한) 환경성평가와 환

경영향평가 정보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다. 이는 1969년 제정되고 1975년 환경영향평

가에 대한 부분이 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규정들에 기반해있다. 이 NEPA는 정

부가 경제성보다는 환경성을 더 고려해서 국가정책을 세워야할 필요성에 대해 못박아 포

괄적인 가치규범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체법의 속성을 띠고, 연방정부의 각 기

관이 구체적인 환경보호 법률이나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환경성 ‘심사review’ 과정들을 요건화해놓음으로써 절차법의 속성도 띠며, 

그러한 절차적 통제 과정을 통해 가령 내무부 내의 서로 다른 다양한 관할 부서들의 행

위들을 통일적으로 조율하는 (중첩된 시스템 내에서의) ‘이음매’의 역할을 하게 된다(석인

선, 2005: 74).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내무부는 합중국 및 그 속령의 천연 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방정부의 부서이다. 연방정부의 땅과 자연과 자원, 그리고 미국의 아

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영토와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일에 관

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연방 소유의 국유지의 75%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나머지 영토 

대부분은 농무부와 산림청이 관리한다. 따라서 자원관리, 환경보호, 에너지이용 등과 관

련된 대부분의 연방기구들이 내무부 산하에 자리잡게 된다. 

 

 

이 내무부 산하의 여러 조직들, 가령 물과학부의 지질조사국이나 개척국은 어류, 야생, 

공원부의 국립공원청과 미 어류와 야생보호국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엘와강복

원, 클라마스강 복원 프로젝트의 이행에 따라는 결정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도록 하기 

미 내무부의 조직도,DOI 

websitehttps://www.doi.gov/whoweare/orgchart/



위해 ‘중첩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에 내무부 장관의 결정을 ‘이어받아’ 법제화하게 되는 

미 의회가 만들어내는 연방 법률들과 다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규제기관인 환경보호청

EPA이 만들어내는 각종 규제들regulations이 또 다시 중첩된다. 미국의 환경보호는 기본

적으로 이 동근원적인 이중시스템(1) 법률 2) 규제)에 근거해있으며, 규제과정 자체가 민

사소송, 시민소송(이기한, 2017) 같은 공중public의 개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

에, 결국 미국의 사법시스템과 공-사 영역도 이 시스템에 위에 상호보완적으로 중첩된다. 

가령 사법, 공법의 양 특성을 모두 간직한 공공신탁public 원칙이 (미 서부의 역사와도 

직결되어 있는) 엘와강이나 클라마스강 부족의 수리권water right의 적격요건을 형성하

며, 환경보호나 수질오염방지와 관련된 연방 규정과 주정부의 규정들과 관습법(보통법)에 

의한 시민구제 사법심사 사례들은 일종의 상호참조체계를 형성한다. 연방정부의 공법은 

“”신뢰할 수있는 과학적 증거”와 “이성의 통치”에 의해 지지되는 "상식"(Brian D. 

Winter, 2008), 곧 과학적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관여적 인식이 발현시키는 시민의 광

범위한 사고행위와 시민윤리적 이성에 따른 결정들에 기반해 있는 “타당함

reasonableness”에 기대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적public’이다. 즉, (‘사

적’과 분리된, ‘사적’의 반대가 아니라) 공중의 참여와 자치를 본질적인 구성요건으로 하

고 있다.

엘와강 복원도 클라마스강 복원도, 바로 이러한 ‘중첩된 상호작용의 체계’가 선행하지 않

았다면 실제로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 놓고 엘와강, 클라마스강 복원 사

례 둘을 현장에서 보고들은 것까지 도합해서 살펴보니, 두 사례의 특수성과 유의미성이 

더더욱 잘 드러났다. ‘4대강사업’이라는 대사기극/강생태계 초도살이라는 미증유의 사태

를 통해 우리가 경험적으로 축적하게 된 우리 강생태계/물관리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들

이 대비적으로 더더욱 잘 드러났다. 엘와강, 클라마스강의 사례는 내게 댐철거와 강복원

으로 이르는 과정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하나의 층화된 상호작용 메커니즘으로서의 정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양 사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1) ‘정책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2) 엘와강, 클라마스강 

복원사례들을 그 ‘정책생태계’의 실제 사례들로 재구성해볼 것이다. 1990년대부터 ‘통합

적 물관리’ 담론이 주류화되어가면서 CBD의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공표된 ‘생태계 접근

법Ecosystem Approach’(CBD, 2000) 등을 중심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에 ‘생태계의 관점’

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The Parliamentary Office of 

Technology, UK, 2011; EC; 2013; Fish, R et als., 2011; Bouwma et al., 2017). 엇

비슷한 맥락에서, 강정책의 실질적인 이행과정을 구성하는 거버넌스에도 하루 속히 ‘생태

계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적인 주장이다. 

 

 

2. ‘정책생태계’를 (이론적으로) 구축하기

1990년대부터 꾸준히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되어 오고 있는 ‘통합적 물관리/유역관리’와 

관련된 주장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불러온 미증유의 강정책의 비정상화 

사태를 정상화시키려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 물관리조직과 제도의 재편을 요청하는 목소



리를 키워왔다. 비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제water governance는 수량

과 수질로, 지역과 지자체별로, 각 부처별로 그 소관이 어지러이 분산되어 있는 “분산관

리”체제여서 유역 중심적인 관리를 비롯한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UN, 2003)를 방해한다는 것이다(“하천을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소하천으로 분할하여 수량과 수질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하천 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있어 수계별 상･하류 일괄관리가 곤

란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 간 수리권 분쟁을 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김성수, 2012; “우리나라의 하천은 국가하천 61개소(3,001km), 지방하천 3,771

개소(26,781km), 소하천 22,664개소(35,815km) 등으로 분류되며, 하천법 제7조와 제8

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지방하천은 시․도, 소하천은 시․군․구에서 지정 및 관리

청이 된다(박용성, 2011). 물관리 법제들은 다원화되어 있어 상호간 정합성도 미비하고, 

물관리 기관들 간의 협의나 연계의 정도도 미미하다는 것, 문제와 관할주체가 서로 괴리

되어 있고 주체들간의 조정체계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대부터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물관리를 제도화해줄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이나 ‘물관리위

원회’의 설립 같은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추장민 외, 2006; 안재현, 2007; 

박성제, 2008; 김성수, 2012; 김종환, 2014; 김승, 2017). 

1) 분리성, 연계성, 중층성

이러한 ‘분리성’을 김창수, 2012는 “행위자의 과잉 자율성, 과소 자율성과 분절적 연계

망”이 야기하는 “부처할거주의sectionalism, parochialism”(특히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제국 형성” 경향)으로 정리하면서, 부처 간의 불분명한 업무한계로 인한 중복을 막기 위

한 “일원화”를 시급한 과제로서 제시한다. 다시 말해 비연계성은 불필요한 중복성을 불

러온다(부처할거주의=비연계성: “수질관리기관인 환경부와 소속기관들은 4대강별 수계관

리위원회를 통해 일정 부분 국토해양부와 연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을 중

심으로만 의존성이 높은 과소자율성(under-autonomy)을 바탕으로 수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한 대상을 놓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들”은 “제국 형

성” 경향과 “업부 중복 현상”에 빠짐(중앙기관들과 지자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천정비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일원화의 필요성). 일종의 “연결장치”인 4대강 수계위원회

는 조직 구조의 특성상 환경부와 국토부, 수공, 댐운영자(한수원) 등의 결정권 아래 종속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많은 문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은 정리해보자면 1) 연

계를 높이고 2) 중복=낭비를 줄인다 정도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바로 ‘물관리 문제를 유역으로 가져간다’는 현장중심주의(문제와 관리주체의 연결)이다.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이현정, 201; 염형철, 2017은 

“물관리 일원화의 주체”를 지역(‘유역위원회’ 등)으로 가져가면서 기존의 수공, 중앙 부서

들은 유역별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일원화”라는 표현은 차칫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일원화’는 마치 ‘하나의 결정권(또는 결정 주체)과 그 아래의 위



계적인 연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인데, 이는 공공정책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과오를 줄이는, 신뢰 가능한’ 정책 집행의 메커니즘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김창수, 

2012도 Landau, 1969에 기대어 지적하고 있듯이, 행정부처의 정책이나 법제도 마련 등

의 과정은 그 자체가 더 나은 결과를 내놓으려는 상호 경쟁과 갈등이 뒤따르게 될 수밖

에 없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오차를 걸러줄 수 있는 가외성의 장치redundant functions”

를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Landau, 1969의 핵심은 정책 실행 과정은 곧 정보 전달(의사소통communication) 과정

이고 따라서 소통 상황에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결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체계를 그는 Harry 

Nyquist가 정보이론에 끌어들인 ‘중복성redundancy’ 개념에 기대어 ‘가외성redundancy’

의 체계로서 구축한다. 이 ‘가외성시스템’의 핵심 속성은 서로 다른 하위시스템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중복성duplication과 서로 다른 기능을 동시에 하는 중첩성overlapping이다. 

중복성은 복수화의 공리에 따른 것이다. 즉, 시스템 전체가 그 전체의 각 부분보다 늘 나

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어느 한 부분의 ‘오류’가 다른 부분이나 상위로 전달되거나 흡수되

지 않는다(똑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하위체계가 있으니까). 중첩성은 체계를 마치 생물학

적 유기체 같은 ‘자기조직화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물 유기체

는 “풍부히 가외적인 네트워크들”로 조직되어 있다(J. von Neumann), 다시 말해,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징후를 포착diagnose해서 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체를 재조정

readjust하려고 움직이는 배열들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적인 시스템은 “서로 다른 여러 

부류의 병행적 연결고리parallel hookups를 다수 갖고 있는” 유기체 조직의 특성을 그대

로 갖는다. 시스템에 놀라운 적응능력을 부여하는 이러한 성질을 Landau, 1969는 “등전

위성equipotentiality”, 또는 병행성(parallel: 예를 들어 규약, 채널, 계산, 잠재적 명령 

등 여러 형태의 하위체계들은 저마다 각각 등위적으로 중요하다. 계산의 가외성으로 얻

어지는 신뢰성을 규약의 가외성으로는 못얻는다)이라고 부른다. 정치에서의 중복성과 중

첩성과 등전위성: 같은 분야에서 작용하는 서로 다른 많은 복잡한 기구들(연방, 주, 지방 

등등)을 일원화unify한다면 차칫 시스템이 필요한 지탱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즉, 가외성

환경부와 국토부의 부처할거주의 (김창수, 2012)



이 있어야만 상호 조정의 섬세한 프로세스가 있게 되고, 심한 국지적 손상에도 전체체계

는 여전히 신뢰 가능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된다. Landau는 미국의 최초 정부 설립자들의 

정부기구 구축 과정을 예로 들어 미국의 공공행정이 이 ‘가외성 체계’에 다름아니라는 것

을 역설한다. 극도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안정된 결정 규범을 만들어내야

만 했던 미 연방헌법의 작성자들은 이를 뉴튼의 ‘제3운동법칙’(작용-반작용 법칙)에서 발

견했다. 즉 그들은 “보조적 예방조치들”로 가외성체계를 만들었다: 권력분립, 연방주의, 

“견제와 균형”, 병행적concurrent인 관할권, 상하이원제, 중첩적인 직무요건, 권리장전, 

비토권, 기각권, 법적 재검토, “사법-입법judicial-legislation” 시스템, 등등. 이들은 정부 

체계가 마치 생물유기체처럼 부분들이 “서로서로를 제 자리에 두는 작용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Landau, 1969). 

B. Bendor, 1985는 이 “병행적 시스템parallel systems”, 가외적인 정부구조의 구성요

소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헤친다. 과거의 독점주의적 이론들과는 달리 Bendor는 

Landau를 빌어 “권한과 노력의 중복은 불확실성 속에 신뢰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역설한다. 관료조직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제한된 개인합리성이 반드시 제한된 조직합리

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의 신뢰가능성이 반드시 그 부분들의 오류성에 의

해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public agencies은 그 속성상 변화무쌍한 

임무수행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딱딱한 관념체계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쉬운 “위험 

요소risky actors”이다. 따라서 최대한 융통성 있는 산술과 선택의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게 경쟁은 이를 촉진한다. 경쟁은 역사적으로 종종 더 큰 효율성을 낳았다. 실

제로 중복성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정부 프로그램 분야: 무기, 물, 복지.

 

2) 미국 물관리 정책의 역사가 보여주는 가외성

미국의 물관리 정책 역시 과거에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효율성, 일원화’ 

요구에 시달렸었다. 후버 위원회Hoover Commission, 1949가 조사했던 물관리 기구 간

의 갈등의 사례는 유명하다. 캘리포니아의 킹스강Kings River 프로젝트: 37~47년, 내무

부 산하 개척국, 공병단이 서로 관할권을 놓고 싸웠다. 그럴 만도 했는데, 세 요인 때문

이었다: 1) 관할권이 겹침(공병단: 홍수 통제 vs. 개척국: 관개. 둘 다 댐건설 프로젝트 

필요. 다시 말해 댐 건설을 위한 B/C게임에서 양 조직이 기능적 중첩성 가짐) 2) 둘 다 

이 기간에 새 프로젝트를 찾아다님. 마주치는 일이 잦아짐 3) 둘 다 위계상 동등함. 이 

둘은 서로 다른 법 아래 운용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주요 미션

에 대한 서로 다른 퍼스팩티브들을 갖고 있다. 같은 프로젝트라도 우선권 순위만 달랐다. 

문제는 가령 캘리포니아의 센트럴밸리Central Vally 개발사업 같은 경우 두 기관의 관할

권 중첩, 가외성에 대해 지역의 물이용자협회(지역주민기구)는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37년에 프로젝트 검토를 둘 다에 요구함으로써 둘의 경쟁을 촉발시켰다. 

반대로 워싱턴과 의회는 중복성을 없애려고 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가자원계획국의 

물위원회를 통해 양 기구의 상호협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체결하라고 요구했지

만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행 강제 메커니즘이 없었고 갈등 잠재성을 해결도 못했기 때문

이다. 문제는 의회로 넘어갔는데, 의회의 관련 위원회는 이런 갈등을 다룰 만큼 조직화되

어 있지 않았다. 결국 의회는 공병단, 루즈벨트는 개척국을 지지했다. 두 조직은 서로 다



른 법원칙, 조직운영, 재정 조달 메커니즘을 갖고 움직이다. 공병단: 홍수방지법. 개척국: 

개간법: 홍수방지법과는 달리 물사용자가 가질 면적으로 제한이나 연방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수량 제한이 있다. 재산권, 수리권의 차이, 지역의 분란 요소. 서로 비용 분담

시키는 방식도 달라서 개간일 때는 물사용자들의 부담이 더 컸다. 또 다른 차이는 얻어

지는 권력의 크기였는데, 개척국: 수력발전을 당장 하기 원했고, 공병단: 연방전력위원회

(현 연방에너지위원회FERC)가 지역의 민간개발업자들을 인허가하는 방식을 원했다. 따

라서 큰 지역사용자는 공병단의 방식, 작은 지역사용자는 개척국의 방식을 선호했다. 루

스벨트는 개척국을 선호했던 반면, 큰 사업자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의회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하려고 했다. 이 갈등에서는 공병단이 이기게 되지만, 재정분야에

서는 개척국의 안에 양보해서 개간에 드는 비용을 더 높게 책정했다. 수리권을 둘러싼 

갈등은 더더욱 복잡했다. 사유재산권이면서도 공공재산권인 중첩적인 시스템을 형성했다

(Bendor, 1985). 

미국 하천을 감독 관리하는 연방 정부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1890년의 하천과 항구법 

the River and Harbors Act와 함께 시작됐다. 이 법은 통상을 위해 공병단에 항행 가능

한 모든 강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차단하는 구조물을 못 짓게 

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어 1920년에 연방수력법 the Federal Water Power Act이 생겼

고 이에 따라 연방전력위원회(FERC의 전신)가 생겨났다(Wright, 2006).

 Integrated Licensing 

Process (ILP)

Traditional Licensing 

Process (TLP)

Alternative Licensing 

Process (ALP)

Consultation w/ 

Resource Agencies 

and Indian Tribes

- Integrated - Paper-driven - Collaborative

FERC Staff 

Involvement

- Pre-filing [beginning at 

filing of Notice of Intent 

(NOI)] 

-Earlyandthroughoutproces

s

- Post filing (after the 

application has been filed)

-Availableforeducationandg

uidance

- Pre-filing (beginning at 

filing the NOI)

-EarlyinvolvementforNation

alEnvironmentalPolicyAct(N

EPA)scopingasrequested

Deadlines - Defined deadlines for all 

participants (including 

FERC) throughout the 

process

- Pre-filing: some 

deadlines for participants

-Post-filing:defineddeadline

sforparticipants

- Pre-filing: deadlines 

defined by collaborative 

group

-Post-filing:defineddeadline

sforparticipants

Study Plan 

Development

- Developed through study 

plan meetings with all 

stakeholders

-PlanapprovedbyFERC

- Developed by applicant 

based on early stakeholder 

recommendations

-NoFERCinvolvement

- Developed by 

collaborative group - 

FERC staff assist as 

resources allow

Study Dispute 

Resolution

- Informal dispute 

resolution available to all 

participants

- FERC study dispute 

resolution available upon 

request to agencies and 

- FERC study dispute 

resolution available upon 

request to agencies and 

FERC의 세 가지 댐 면허갱신 허가제의 비교

  (FERC, 2017. https://www.ferc.gov/industries/hydropower/gen-info/licensing/matrix.asp )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의 법제도는 가외적인 시스템이다. 우리 나

라: 현재의 환경법의 근간이 되는 1991년의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의 복수

법주의. 또한 (‘4대강사업’ 같은 것이 모조리 휴지로 만들어버리긴 했지만) 예비타당성절

차(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행정계획절차(하천공사시행절차, 하천기본계획

절차, 유역종합치수계획절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절차,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절차, 검토),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 국민참여 등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행정절차”법을 갖

고 있다(김재광, 2013). 

미국 시스템의 가외성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효과적이다. 게다가 불가역적인 래칫효과(역

진, 퇴행, 저하를 차단하는)를 포함한다. 일단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법률과 규제, 연방법·

주정부법·시민소송제도 (환경규제법상의 사적 구제제도), 보전을 위한 권리와 이용을 위

한 권리 등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법: 연방/ 주법, 지방조례local ordinance 2. 

-Formaldisputeresolutionav

ailabletoagencieswithmanda

toryconditioningauthority 

-Three-memberpanelprovid

estechnicalrecommendation

onstudydispute

-OEPDirectoropinionbinding

onapplicant

affected tribes

-OfficeofEnergyProjects(OE

P)Directorissuesadvisoryopi

nion

affected tribes

-OEPDirectorissuesadvisor

yopinion

Application - Preliminary licensing 

proposal or draft 

application and final 

application include Exhibit 

E (environmental report) 

with form and contents of 

an EA

- Draft and final 

application include Exhibit 

E

- Draft and final 

application with 

applicant-prepared 

environmental assessment 

or third-party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s

- Available to participants 

before application filing 

-Noadditionalinformationreq

uestsafterapplicationfiling

- Available to participants 

after filing of application

- Available to participants 

primarily before application 

filing

-Post-filingrequestsavailabl

ebutshouldbelimitedduetocol

laborativeapproach

Timing of Resource 

Agency Terms and 

Conditions

- Preliminary terms and 

conditions filed 60 days 

after Ready for 

Environmental Analysis 

(REA) notice 

-Modifiedtermsandcondition

sfiled60daysaftercomments

ondraftNEPAdocument

- Preliminary terms and 

conditions filed 60 days 

after REA notice

-Scheduleforfinaltermsandc

onditions

- Preliminary terms and 

conditions filed 60 days 

after REA notice

-Scheduleforfinaltermsandc

onditions



연방/ 주/ 지방기관이 공표한 규칙 3. 법과 규칙을 해석하는 법원의 결정 4. 관습법the 

common law: 시민소송 5. 미국헌법 및 주헌법 6. 조약treaties(환경부, 1996).

(연방 vs. 주정부: 통상조항commerce clause,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절의 "외국간, 

각 주 상호간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다". 연방정부가 보유한 

대부분의 규제권한을 뒷받침한다. 주법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

거조항으로 작용함으로써 연방 의회의 권위를 주 의회보다 우위에 서도록 하였다. 

http://uslaw-doyoulaw.blogspot.kr/2009/10/ii-commerce-power.html )

이중체계: 입법부와 행정부. 법률은 의회가 승인하여 제정하고, 연방 규제기구인 환경보

호청EPA은 각종 규제조치를 통해 그 법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만든다(“환경법은 

일반적으로 EPA같은 행정부에 규칙을 개발하여 공표할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대통

령명령an executive order을 통해 대통령직속기관an executive agency으로 하여금 규

칙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규칙제정은 연방관보에 제안된 규칙을 발행하는 과정

이다. 서면상의 의견제출을 통하여 또는 규칙에 관련된 공청회를 통하여 일반대중에 의

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 하고, 발효시에 법의 효력을 발생하는 최종규칙을 연방관보에 

발행한다. 연례적으로 규칙은 연방규칙법전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 합철

된다”(환경부, 1996). 의회는 이러한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보낸다. 때로는 주정부

가 대행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보낸다(주정부로의 권한 위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환

경관리역량을 고려해 환경기능을 부분 위임하거나 회수하는 부분선점제도, 환경부, 

2000). 이 EPA를 관할하는 가장 큰 법률 두 가지가 바로 (닉슨 대통령이 재임한지 2년 

만에 추문에 쏠린 대중의 눈을 돌리기 위해 재가했던) 청정대기법 the Clean Air Act, 

CAA, 1970과 청정수법 the Clean Water Act, CWA, 1972이다. 기타 행정부의 환경권

한과 조율능력을 크게 확장시킨 1970년의 NEPA와 1973 년의 멸종 위기종 보호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ESA등이 있다. 

 

 

CWA의 연혁

http://uslaw-doyoulaw.blogspot.kr/2009/10/ii-commerce-power.html


1) 수질 기준 설립: CWA의 목표를 측정 가능한 정책으로 옮겨줌. 가변적인 (CWA에 의

해 관할되는) 미국 수역에의 정의, 수역의 용도지정, 수질 기준의 구성요소(수적, 질적/수

생물, 인간보건, 야생생물), 등등.

2) 모니터링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1) 시키면-> 반 저하anti-degradation 정책 

(2) 못 시키면-> 303(d) 오염총량관리제도TMDL에 따라 A.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

한 허용가능한 수준을 결정, 배출 총량을 배분 B. TMDL 이행계획.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CWA의 도구: A. 국가오염물질 배출규제NPDES 허가제

도: 점오염원 B. 319조: 비점오염원 C. 404조: 준설, 매립자재의 수역으로의 배출 규제 

D. 401조: 연방기관은 수역에 오염물질 부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허가를 발급하기 전

에 반드시 주정부, 준주territories, 부족정부로부터 인증certification을 받아야 함. E. 주 

회전기금SRF: State Revolving Funds, SRF: 시의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활동 등에 

자금을 제공. 

(EPA의 Watershed Academy Web의 강의module자료, 

https://cfpub.epa.gov/watertrain/moduleFrame.cfm?module_id=69&parent_object_id=

2569&object_id=2569 )

 

CWA의 메커니즘



네 층위의 활동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  

EPA

법령

Laws

의회가 제정한 법안에 따라 환경보호국이 시행 규

칙regulations을   마련.

Clean Air Act, Clean 

Water Act,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전체 환경 법령 리스트:

More about Regulations 

규칙

Regulations

법령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운영

적, 법적 세부사항들을 설명함.

  

 

이행강제

Compliance&

Enforcement

환경보호국 ‘전략계획’ EPA's Strategic Plan

의 핵심. 환경정의를 바탕으로 환경오염의 피해

자·피해공동체를 도움. 규제 대상이 연방법령의 

요건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적 조치, 민·형사적 조치(기소 

참고:

Basics of enforcement



EPA의 규칙 제정 과정

1 단계: 규칙 제안

쟁점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규칙 작성 통지 

(NPRM)’라고 알려져 있음. 제안서는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FR)에 게시되어 일반 

대중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제안된 규정 및 보충문서는 Regulations.gov

에 EPA의 공식 문서로도 제출됨.

2단계: 일반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규범final rule을 게시함.

제안서가 게시된 이후 접수된 의견들을 취합하고 기존의 규정 제안서를 수정하여 최종 

규범을 발행함. 이 또한 연방관보와 Regulations.gov에 환경보호국의 일반 문서로서 게

시됨. 

3단계: 규정이 연방규칙집에 등재됨.

규칙 작성이 완료되고 최종 규범으로서 FR에 게시되면 연방규칙집(CFR: 미국 연방규칙

집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들을 50개 분야(Titles)로 나누어 집대성하여 연방등록사무소

(OFR: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가 매년 발행하는 규칙집임)에 등재되면서 

성문화codified됨. CFR은 연방 정부가 만든 모든 규칙의 공식 기록임. 각 분야가 특정 

영역에 중점을 두는데, 환경 규제는 거의 전부 제40권Titile 40에 나와 있음. CFR은 매

년 개정되어 3 개월마다 전체 분량의 1/4 이 업데이트됨. 제40권은 매년 7 월 1 일 개

정됨. 

(연방규칙집 데이터베이스: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basics-regulatory-process )

 

다중체계: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하위체계들 간의 또는 층 간의 연계를 이끌어내는 일종

의 행정절차법적인 시스템이 바로 환경정책법NEPA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운동의 대헌

장으로 알려져 온 NEPA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1. 국가환경정책 및 목표선언 

2. 국가환경정책 및 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연방기관의 강제이행규정action-forcing 

provision의 확립 

3. 대통령 직속기관의 환경정화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 al Quality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CEQ의 설치

NEPA의 목적은 환경요소가 연방기관의 의사결정시 다른 요소와 똑같이 고려되어야 함

을 보장하는 것이며, NEPA의 효과성은 연방기관은 인류환경의 질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

등)를   취함. 각종 관련 프로그램을 두고 있음.

정책 지침

Policy&Guida

nce

각종 관련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과 규제 

대상들을 지원함.   문서작성은 미 행정관리예산

국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기준에 따름. 작성된 문서는 대중이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홈피,   Regulations.gov 등의 플랫폼

을 활용해 게시하여 여론을 취합함. 취합된 여론

에   대한 답변들도 작성, 게시하도록 되어있음. 

Significant Guidance 

Documents

 



치는 주요 연방조치 제안의 환경영향 및 대안을 고려하라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의 의무사항으로부터 나온다. CEQ도 연방기관이 NEPA를 집행하

도록 일찍부터 지침을 마련했지만, NEPA의 Section 102(2)(C)같은 강제이행 규정을 형

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1970년대초의 연방법원이었다. 법원의 해석은 누가 

NEPA를 따라야 하는가, 어느 수준의 연방정부 관여가 EIS를 초래하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조치는 무엇인가, 등등의 근본적 사안에 관하여 Section 102(2)(C)의 

기본개념을 내리고 있다. EIS요건은 NEPA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고, 연방기관의 의사결

정에 심오한 영향을 미쳐왔다. CEQ규칙은 지나친 탁상사무를 줄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사결정자와 일반대중이 필요로 하는 기본정보에 초점 맞추고 있다. NEPA이행에 있어 

현재의 추세는 전면적 EIS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초기분석a threshold analysis 하기 위

한 환경성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EQ는 보다 효과적으

로 주요 환경요소를 연방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제3당사자에게 해당과정을 공

개하면서 광범위하고 이중적인 서류작업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EA의 사용을 중시하고 

있다(환경부, 1996). 환경영향서는: i) 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조치의 

환경상 영향, ii) 그 조치의 피할 수 없는 환경상 부작용, iii) 계획된 조치에 대한 모든 

대안들, iv) 환경상 단기 이용과 장기 생산성 간의 관계, v) 자원에 미치는 그 조치의 불

가역성이 대강이라도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NEPA가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할 것을 명

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NEPA가 비용-편익분석을 요건으로 사실상 규정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Calvert Cliffs' Coordinating Comm. v. ACE, 449 F.2d 

1109(D.C. Cir. 1971).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제적이고 기술적 요소들을 §102(2)(C)에 

규정된 “상세한 평가서”detailed statement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NEPA의 요건으로 해

석하였다. 즉, “NEPA는 연방 행정청들에 대하여 사안별 이익형량을 할 것을 요구한다. 

개별 사안에서 계획된 조치의 경제적이고 기술적 편익이 평가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환경적 비용과 형량되어야 한다; 가치를 이익형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박수헌, 2009). 중요한 것은 EIS가 공중과 관할 

기관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안이 끼칠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편익

과 손실,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정부의 계획 프로세스를 공공의 검토와 토론에 개방시키고, 환경적 고려를 어

떤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기 이전에 미리 해야만 하는 사전적인 전제로 만든다. 각종 공

공 포럼을 통해 타협책(후술될 ‘합의settlement’ 프로세스)이 체결되고, 이런 민주적 과정

은 환경적 이해관계와 사회의 개발 욕구가 서로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전반적인 분위기

를 이끌고 있다. 단지 연방 계획과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령 환경 파괴의 위험이 큰 사

업을 계획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연방의 허가를 요구함으로써 비연방 행위, 사적 행위

들도 규제한다. 또한 NEPA의 규정을 어기면 시민들은 어떤 연방기관도 제소할 수 있어 

환경보호단체들은 강력한 감시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Eccleston, 1999: 12-19).

 



엘와강, 클라마스강의 복원 프로젝트 사례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결국엔 댐의 철거

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제도적 메커니즘의 가장 결정적인 차원이 바로 이 

EPA-CWA-NEPA 넥서스가 열어젖힌 제도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법률체계를 

넘어서서, 지역의 또한 조직된 운동의 이해당사자들이나 그 연합들이 주체적인 결정권을 

쥘 수 있도록 1) 필요한 정확한 정보 소통의 공간과 2) 정책적 개입의 공간을 열어놓은 

것이다. 가령 엘와강 복원 사례의 경우, 국립공원국이 주축이 되어 내무부 어류와 야생생

물보호국, 개척국, 인디언사무국, 하류 엘와클랄람 부족정부와 함께 작성하여 내놓은 최

종 EIS는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의 분석에 근거한 생태학, 지형학, 지역의 역사문화, 사회

경제적 차원들을 전부 아우르는 모든 중요한 이슈영역들issues과 그 영역들 각각에서의 

모든 가능한 선택지들alternatives을 다 담고 있다. “댐 철거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는 그 모든 과학적 가정들을 검사하는 데 드는 정보보다는 훨씬 적다는 것이 우리가 경

험한 바다It is our observation that much less information is needed in the dam 

NEPA의 메커니즘 

1)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2) CEQ규칙: CEQ규칙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에 계획과   결정사항이 환경가치를 반영하

고, 지연을 막고 가능한 한 상호모순을 막기 위해 기타 계획 의무사항과   NEPA의 의무사항을 

통합하도록 EPA에 요구한다. EPA는 Section 102(2)(A)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간

학제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해서 Section 102(2)(E )가 규정하는 것처럼 가용한   자원이용에 있

어서 미해결된 문제해결을 위해 추천된 행위조치의 적절한 대안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NEPA의 

강제조치규정action-forcing provision인 Section 102(2)(C)는 중대하게 인류의 환경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입법 및 기타 주요연방조치 제안에   대한 모든 종류의 건의 또는 보고서에 EIS가 반

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CEQ규칙은 이 법조문의 주요용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EPA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다. 또한 CEQ는 이 규칙의   사소한 위반은 독자적인 조치

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규칙은 NEPA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규칙과 

일치하는 절차를 각 연방기관이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들은 다음 유형의 조치를 확

인해야 한다:

1.EIS를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 

2.통상적으로 EIS나 환경성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40 C.F .R. Section 1508.4)

3.보통 환경성 평가는 요구하나 영향평가는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것

EIS 필요 여부의 판단요소들

1.연방행정처의 처분이어야

2.구체적인 처분이어야

3.처분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4.처분이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야

EIS의   내용

1.무엇을 하려는지 & 환경에 미치는 영향 

2.대안이 있는지 & 환경에 미치는 영향

->RuleofReason: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WorstCaseAnalysis의 폐기

(이영창, 2012)



removal decision process than that needed to test scientific hypotheses”(Winter, 

2008). 이 EIS의 프로세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와 “이성”에 기반한 “상식”에 따

른다고 Brian은 설명한다. NEPA의 환경성 검토과정 전체가 사실성 이러한 두 가지 원칙

에 근거해 있다(NPS, 2001). (이는 대륙법(성문법주의)과 다른 영미법(판례법주의) 고유

의 속성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기도 하다.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는 근본 원칙. 따라서 사법시스템도 연방, 각 주에 이원적으로 존재하며, 각 주마다 

다른 법이 병존하는 일도 있다.) 

내 생각에는 사전에 물리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a.충분한 과학적 데이터를 ‘모든 이해당사자의 필요에 맞갖게’ 생산하고 공유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메커니즘. 올림픽국립공원과 국립공원청, EPA, 내무부 지질조

사국USGS, 개척국, 어류와 야생동물보호국, 워싱턴 주정부의 생태부의 수질국, 클랄람 

카운티, 하류 엘와 클랄람 부족 정부의 자연자원부, ‘아메리칸 리버스’ 같은 환경보호단체

들, 등등의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이 저마다 필요한 모든 문제영역들에 따른 가능한 모든 

선택지들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정보들을 자체적으로 또한 상호보완적으로 생산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 특히 지질조사국의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USGS는 댐 해체 이전, 해체 

중, 이후의 시기에 걸쳐 어류, 수역, 퇴적물(테마적으로는 연어와 기타 야생생물, 하천학, 

하구, 해안선과 해안지역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엘와강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들의 지원활동은 올림픽국립공원, 하류 엘와 클랄람부족정

부, 개척국, 워싱턴 주 정부의 어류와 야생동물보호국, 미 내무부의 어류와 야생동물보호

국, EPA, 상무부 산하의 국립대양기상청, 기타 지역과 주의 다양한 단위들의 활동들과 

상호조율되어coordinated 벌어진다(USGS, https://walrus.wr.usgs.gov/elwha/ ).

 

개척국과 지질조사국, 물관리 시스템

1)USBRWARSMP(Watershed&RiverSystemsManagementProgram)

미 개척국(U.S. Bureau of Reclamation,   USBR)에서는 WARSMP라는 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WARSMP 프로그램은 미 개척국과 미 지질조사국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1990년 대 초반부터 유역내 수자원 정보의   실시간 분석 및 수자원 이용가

능량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자원 의사 결정을   위한 운영시스템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 외에도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WAPA(Western Area Power 

Administration),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등의 협조와 참여로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바탕이 되었다.

오늘날의 복잡한 수자원 관리 문제는 수자원 관리자들에게 시기적절한 정보를 포함한 연성 있는 

종합적인   결정 지원 도구들을 필요로 하게하며, 제한된 신선한 물의 공급에 대한 요구들이 증

가하는 동안 하천시스템은   법, 계약, 조약과 법원의 포고 등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수자원 관리자들이 Municipal, Fish and Wildlife, Agricultural, Recreational,   

Hydropower, Water Quality 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

발과 적용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MMS(Modular Modeling   System), RiverWare 등과 같은 분석도구들이 



 

또한 EPA 역시 주정부와 부족정부 개선 지원 프로그램the Enhancing State and Tribal 

공동의 데이터베이스인   HDB(Hydrologic DataBase)에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모듈들로 구성된 WARSMP 모형은 모의   분석 및 유출량 예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첫째, 효과적인 하천유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강수 및   융설의 예측능력의 향상

둘째, 하천유역내의 이용가능한 수자원 양의 결정

셋째, 단기간(12시간에서 48시간까지)의 물공급 및 홍수 예보

넷째, 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간(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공급가능 확률

다섯째, 과거 유량자료 및 확률적으로 예측된 유량자료를   이용해서 10년에서 85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유역관리   시나리오를 모의

여섯째, 관개용수, 수력발전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의 결정

현재까지 WARSMP 모형이 직접 적용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유역들은 Colorado강의 상하류 유

역, Gunnison강   유역, San Juan강 유역, Washington의 Yakima 프로젝트, Rio Grande 유역, 

Truckee강 유역 등이다.

2) USGS NWISWeb

미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에서는 NWISWeb(National Water 

Information System   Web) 이라는 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WISWeb는 미국 내 50

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수집된 대략 150만개의 수자원 관련 현장 데이터

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정보들은 Real Time/Site Information/Surface   

Water/Groundwater/Water Quality 등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 지질조사국

에서는 이들 정보를 수자원을 관리하는 주나 관련 단체 및 연방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박성제, 2007)

 

The U.S. Geological Survey (USGS) and the   Bureau of Reclamation (Reclamation) are 

working collaboratively on a   long-term project, termed the Watershed and River 

Systems Management Program   (WARSMP).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couple 

watershed and river-reach   models that simulate the physical hydrologic setting with 

routing and   reservoir management models that account for water availability and use. 

The   coupled models are to be applied to Reclamation projects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The program also supports the development of the models and   necessary 

software tools for coupling and use of the models.

 

A Database-Centered Approach

 

The key to coupling these models is   linking them through a common database, the 

hydrologic database (HDB). The   coupling provides a database-centered decision 

support system (DSS) where   output from one model can be written to the database for 

use as input to   another model (fig. 1). The HDB also links ancillary tools needed by   

individual models, such as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statistical   analysis, 

and data query and display capabilities.

 



Programs, ESTP 같은 것을 마련해서 하천을 비롯한 습지 보호 프로그램들을 위한 EPA

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주정부와 부족정부에게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돕

고 있다(EPA, 

https://www.epa.gov/wetlands/what-enhancing-state-and-tribal-programs-effort ). 

역사·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역시 상호보완적이고도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올림픽국립공원이 작성한 “엘와강 계곡과 워싱턴 올림픽만에서의 수력발전의 역사

An interpretive history of the Elwha River Valley and the legacy of hydropower 

on Washington's Olympic Peninsula”(2011)는 클랄람족이 작성한 “엘와강의 간략한 역

사: 조약의 시대에서 댐 해체와 강 복원에 이르기까지A Brief History of the Elwha 

River: From Treaty Times to Dam Removal and River Restoration”와 상호보완적

(가령 전자는 ‘올림픽만’이라는 지역을 백인들의 정착과 개발, 목재산업, 수력발전의 측면

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반면, 후자는 강 복원이라는 사건을 부족의 수천 년 간의 삶

의 기반이었던 연어의 회귀,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되어 왔던 ‘조약권의 복원’이라는 측면

에서 들여다본다)이고, 이 둘은 중첩적이다. 이 둘의 서술은 또한 EIS나 기타 다양한 사

회경제적인 영향들에 대한 기술적 보고서들에 등장하는 클랄람 부족의 역사와 연어가 이

들 부족과 또 생태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기수역인 살리시 해Salish Sea와 인접

해 있는 후안 데 푸카 만과 올림픽 반도지역 전체의 삶에서 차지해온 위치에 대한 서술

과 중첩된다. 앞에서 말했던 가외성의 이론에 빗대어 말하자면, 정확한 판단을 위한 (1)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2)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을 줄인다. 

b. 그러한 ‘메커니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 일련의 상황적, 도구(법제도)적 요

인들의 하나의 ‘국면conjuncture’으로의 수렴과 전환: 엘와강의 경우,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댐 철거에 이롭게 작용한)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올림픽 반도와 포트앤젤

레스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목재산업을 원활히 가동시키기에는 더 이상 충분치 않게 된 

엘와댐과 글라인스 캐년댐의 노후화와 목재산업의 사양화라든가, 연방에너지위원회FERC

의 면허 갱신권을 혁신한 대안허가과정ALP(후술될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방식으

로서 1997년 기존의 허가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련되었다, Order 596 Final Rule. 

이것이 발전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1) FERC의 부담 완화: 1993년에만 105개 강, 262

개 댐과 관련된 160건의 인허가건이 폭주함 (2) 기존의 갱신권 허가과정은 별로 효율적

이지 않았음. 다양한 ‘완화조치들mitigations’을 의무적으로 선택지화하도록 함으로써 “자

원 관리국, 공중, 프로젝트(가령 댐) 소유주 삼자 간의 장기적인 협력cooperation을 위한 

프레임웤”을 마련함. Lowry, 2003: 160)이라든가, 1986년의 전력소비자보호법Electric 

Consumers Protection Act이라든가(FERC가 허가 결정과정에서 에너지 보존, 어류와 

야생생물 보호 등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의무규정화함, Lowry, 

2003: 141), 1968년 하류 클랄람 부족에 대한 ‘공식 부족 인정’을 비롯한 일련의 지위 

복권 과정이라든가, 1964년 연방정부가 각 주립대학에 수자원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한 

수자원연구법Water Resources Research Act이라든가,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연 연어, 

북서부 삼림·해안지대를 복원하려는 노력이라든가, 1989년 하원 의원 앨 스위프트Al 

Swift의 댐 철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든가, 등등. 

아마 여기에 역사적이고도 사회정치적인 요인들, ‘야생 강으로의 복원’과 ‘댐 철거’를 요



구하는 목소리들을 묶어내 주류화한 댐 철거/강 복원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후술

될 것이다) 세력의 성장 등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이 성장의 뒷배경이 되는 세 가지 법

제: 1) 야생보호법the Wilderness Act(1964년 제정되어 미 산림국Forest Service 관할

의 국유지 내에 54개 구역을 선정해 국립야생구역보전시스템the 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을 세웠다. 이 시스템은 매년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는 총 44개 주

의 640개 야생구역을 포함한다); 2) 야생&경관강법the Wild and Scenic Rivers Act, 

WSR(1968년 제정). 이 두 법제와 시스템은 야생구역을 종류별로 분류, 때로는 중복적으

로도 지정해 보호하는 더 큰 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이다. 3) 1973년의 멸종위기종보호법

Endangered Species Act. 소하성 어류를 비롯한 올림픽 반도 지역의 다양한 멸종위기

종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댐 철거 옹호세력에게 강생태계 복원의 당위성을 제공

함. 

보호지역 

관리체계 

관련법 관리기관

National Park 

System

·Yellowstone National Park Act 1872 

·AntiquitiesActof1906

·ActtoEstablishtheNationalParkService,1916(OrganicAct)

·PreservationofHistoricSitesAct,1935

·LandandWaterConservationFundActof1965

·NationalHistoricPreservationActof1966

·NationalTrailsSystemAct,1968

·VolunteersintheParksActof1969·GeneralAuthoritiesAct,1

970

·RedwoodNationalParkExpansionAct,asamended,1978·Nati

onalParksandRecreationAct,1978

·AlaskaNationalInterestLandsConservationAct,1980

·NativeAmericanGravesProtectionandRepatriationAct,199

0

·NationalParkOmnibusManagementActof1998

National Park 

Service

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 

·Wilderness Act of 1964 National Park 

Service, Fish 

and Wildlife   

Service, 

Bureau of Land 

Management, 

Forest Service

National 

Forest System

·Forrest Reserve Act ·Organic Administration   Act 

·Resource Planning Act 

·WeeksLawandResourcesPlanning

Forest Service

National Wild 

and Scenic 

·Wild and Scenic Rivers Act 1966 National Park 

Service, Fish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58)



 

Rivers System and Wildlife   

Service, 

Bureau of Land 

Management, 

Forest Service

National 

Marine 

Sanctuary 

Code/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s 

System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Administration Act Fish and 

Wildlife 

Service

  

 야생 & 경관강법WSR

국립야생경관강보전시스템NWSRS은 1968년 의회의 통과로 설립됐다(Public Law 90-542; 16   

U.S.C. 1271 et seq.). 현재와 미래 세대의 향유를 위해 자유로이 흐르는 상태에 있는 매우 뛰어

난 자연적, 문화적, 여가적 가치를 지닌 일부 강들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안은 이들 보호

대상인 강들의 특별한 성격은 보호하면서도 그 적절한 이용이나 개발의 잠재성도 인정했다.  

이 법은 주변 환경이 매우 빼어난 경관을 지녔거나 여가 선용에 적절하거나 지질학적 가치, 어류

와 야생동물이 주는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기타 유사한 가치를 가진 특정 강들을 자연

적으로   흐르는 상태로 보전하는 것, 그리하여 현재와 미래의 세대의 향유와 혜택을 위해 그 주

변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적 정책으로 삼도록 만든다. 보호대상 강들은 의

회 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내무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강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기관이 관할한다. 

 

강 분류River Classification

세 가지로 나뉜다: 야생wild, 경관scenic, 여가recreational.

1) 야생강   구역Wild River Areas – 인공호가 없고 일반적으로 비좁은 숲길로밖에는 접근이 불

가능하며, 유역과 강변은 근본적으로 원시적이고 수역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다. 

2) 경관강   구역Scenic River Areas – 인공호가 없고 유역은 여전히 상당히 원시적이고 강변은 

상당히   미개발된 상태이지만, 일부 지점이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3) 여가강   구역Recreational River Areas – 이 강들은 도로나 철도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

하며, 강변은 개발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과거에 인공호나 인수diversion 사업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지정된 모든 강은 지정이 사유인 가치들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똑같은 목표 아래 관리되고 있



 

 

  

 

‘야생Wilderness’의 정의 (법안의 제2조 (c)항)

(c) ‘야생’이란, 인간과 그의 작업이 경관을 지배하는 그런 지역들과는 정반대로, 지구와 그 생명

공동체가 인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인간 자신은   머물지 않는 손님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 법은 정의한다. 이 법에서 야생지역an area of wilderness은 더 나아가 영구적인 개선이나 

인간의 정주 바깥의, 그 원시적인 성격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개발된, 그 자연적   조건들

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되고 관리되는, 또한 (1) 인간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 정

도로 미미한 우선적으로 자연의 힘에 의한 지배만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2) 고독한 또는 원시

적이고 제한을 받지 않는unconfined 부류의 여가활동을   위한 매우 우수한 기회를 제공하는 (3) 

적어도 5천   에이커 이상이거나 아니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존이나 이용이 타당할 정도

의 충분한 면적을 가진, 또한 (4) 생태적, 지질학적, 기타   과학적, 교육적, 경관적, 역사적 가치

가 있는 특징들을 지닌 연방 토지로서 정의된다.

(AnareaofwildernessisfurtherdefinedtomeaninthisActanareaofundevelopedFederallandretainin

gitsprimevalcharacterandinfluence,withoutpermanentimprovementsorhumanhabitation,whichis

protectedandmanagedsoastopreserveitsnaturalconditionsandwhich(1)generallyappearstohaveb

eenaffectedprimarilybytheforcesofnature,withtheimprintofman'sworksubstantiallyunnoticeable

;(2)hasoutstandingopportunitiesforsolitudeoraprimitiveandunconfinedtypeofrecreation;(3)hasa

tleastfivethousandacresoflandorisofsufficientsizeastomakepracticableitspreservationandusein

anunimpairedcondition;and(4)mayalsocontainecological,geological,orotherfeaturesofscientific,

educational,scenic,orhistoricalvalue.)

https://wilderness.nps.gov/document/wildernessAct.pdf

 

다. 이 지정은 개발을 완전히 금하지도 않고, 연방정부에게 사유지를   완전히 소유control할 권

한을 주지도 않는다. 강의   보호는 토지 소유주나 강의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관리stewardship를 

통해, 또한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부족정부의 규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관할 구역이 다 공유지인 것은 아니고, 법은 연방정부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면적

이 너무   크지는 않도록 제한한다.  

이 법은 강에서 벌어지는 댐과 기타 시설물의 건설과 자유로이 흐르는 자연강의 보전 양자의 균

형을   맞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강의 자연적인 흐름이나 수질, 기타 빼어난 

자원으로서의 가치들을 손상시킬 만한 댐 건설을 비롯한 각종 활동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은 기존의 법에 따른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관할권이나 수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12월 현재, 이 NWSRS은 40개 주와 푸에리토리코 공화국에 있는 총 12,734마일에 달하

는 208개의 강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있는 강 전체의 1%의 1/4에도 못 미친다. 반대

로 미국 전역에는 총 75,000개의 대댐이 적어도 60만 마일, 전체 강의 약 17%를 변형시켰다. 

(NWSRS 웹싸이트, https://www.rivers.gov/wsr-act.php )

 



이 ‘야생wilderness’의 개념화와 야생 담론의 주류화는 사실상 “신생 미국의 정체성”과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다. 유럽이 세련된 구조물들로 가득 찬 문명화된 도시라면, 미국은 

“유럽이 모르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경관”을 지닌 “야생”, “실질적인 자산”으로 가

득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존 뮤어John Muir 등의 주요 지역인사들은 요세미티를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일을 비롯해서, 미국 고유의 자연경관이 지닌 야생성을 설득력 있

는 개념화를 통해(‘숭고sublime’미) 주류화하고자 노력했다. 1880년대 북서부 해안가 지

역의 거대한 미국 삼나무들의 대규모의 벌목 또한 야생구역 보존 운동을 일으킨 한 요인

이 됐다. 로라 화이트, 캘리포니아여성클럽연합 등은 19세기 말 미국 삼나무숲 보호캠페

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 캠페인으로 인해 야생과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존 뮤어의 시에라 클럽, 1882, 오듀본 소사이어티, 1905, 세이브 더 

레드우드 리그, 1918, 국립공원과 보전 연합, 1919, 야생학회, 1935, 국립야생생물연합, 

1936 등(콕스, 2013: 55). 

중요한 것은 이들 초기의 보존주의 운동세력이 생태적으로 가치 있고 빼어난 경관을 가

진 땅을 ‘야생’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낸 일이 빚어낸 ‘효과’이다(‘야생’ 개념 자체는 다음 

세대의 운동가들에 의해 인간활동의 영향들에서 완벽히 괴리된 개념이라고 비판 받게 된

다). ‘야생’을 적극적으로 ‘가치화’함으로써 수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

인) 혜택과 ‘야생의 가치’(생태학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질 높은 여가활동, 관광 등

의 인간활동을 통한 가치까지)가 가져다 줄 혜택 양자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된 수많은 

백인 기성세대가 깨어났고, 댐들로 인해 전통적인 지속가능하고 윤택한 자급자족의 삶의 

영위가 불가능해졌던 클랄람 부족 같은 유역 내의 부족들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이 비로

소 일반 대중들에게도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댐 하나가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안에 있

다는 사실, 클랄람 부족이 1855년의 조약권에서 기인한 선조들의 토지소유권과 어로권을 

되찾은 것, 1986년 후반 어류의 자연 복원을 위해 NPS와 클랄람족, 워싱턴주의 사냥감

  

 내무부의 공공용지 관리

산을 관리하는 주요 기구인 내무부는 하와이에서 메인 주에 이르기까지 총 385개의 국립공원과, 

야생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강, 500개 이상의 국립야생보호지대, 그리고 2,000개 이상의 

자연휴양지대 등 수천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내무부는 미국 전체 영토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1억8천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 평균 5억 이상의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방문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지역공동체

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용지는 생태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다양성

을 보유하고 있어 북아메리카에서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생태계의 표본이 되고 있다. 가장 많

은 방문객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국립공원 10곳 중 8곳이 산이다. 

이 광활한 공공용지의 관리인으로서, 내무부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이들 용지를 보존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공공용지는   자연과 야생동물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보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내무부는 경제활성화와 양립할   수 있는 

환경관리인제도(Environmental Stewardship)를 10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다.

(메이넬라, 2005)

 



부, 미 어류와 야생동물보호국, 국립해양어장국이 힘을 합쳐 연합어장야생동물국the 

Joint Fisheries and Wildlife Agencies, JFWA을 결성하면서 댐 철거에 우호적인 사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된 것(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댐 철거에 적극적이었던 알 스

위프트 상원의원은 바로 이들 JFWA의 캠페인에 동조하게 된다), FERC의 대안허가제 프

로세스, 엘와법이 요구한 환경성 검토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의회도 적극 움직이게 되면

서 ‘댐 철거’가 비로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making the case”)했다는 것 - 이

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엘와강에 있는 댐들의 철거를 완전히 

“할 만한doable” 사업으로 여겨지도록 만들게 된다(Sadin, 2011: 192). 

 

선택지들의 영향관계impacts 비교 

(1995년 내무부가 작성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Final EIS. 중에서)

(Lowry, 2003: 144 에서 재인용.)



엘와강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 보고서들

  

The Elwha Report, DOI, 1994

  

Final EIS – Elwha River Ecosystem 

Restoration,  NPS, 1995

  

Channel Evolution on the Lower Elwha 

River, Washington,   1939-2006, USGS, 

2008

  

An Interpretive History of the Elwha River 

Valley and   the Legacy of Hydropower on 

Washington’s Olympic Peninsula, NPS, 2011



이러한 ‘조류의 변화’랄까 ‘국면의 전환’은 (주체의 영향권 바깥에 있는) 외적인 요인들과 

주체와의 상호작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것을 요청한다. 다시 말해, 엘와 댐들의 철거 

결정까지의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나는 방금 EPA-CWA-NEPA 넥서스가 열어젖힌 제도

공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국면의 전환을 가져오는) 일련의 상황적이고도 도구적인 요

인들을 지적했는데, 이 두 번째 요인들은 ‘엘와강 계곡과 올림픽 반도’라는 ‘장소’ 자체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1) 장소의 물리적인 특성은 엘와강의 경우: 

(1) ‘야생강’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드높였고 (2) 특히 댐 철거의 영향과 

관련해서 댐 옹호론자들보다 댐 철거론자들이 비용/편익 게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

도록 해주었다. 

이 두 가지를 보다 더 상세히 논의하려면 이제 우리는 상호 중첩적으로 연계된 요인관계

의 맨 마지막 층위인 ‘외적인 요인들을 ‘국면’으로 귀결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 공유자원

이론의 맥락에 기대어 살펴봐야 한다. 

3) 정치와 정책의 통합, 사회와 생태계의 통합

가외성의 시스템은 당연히 하위시스템들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전제한다. 신제도주의적 

공공정책이론 중에서도 옹호연합모형이나 공유자원관리와 관련된 이론은 정책 변경이 벌

어지는 ‘환경(정책맥락)’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때의 환경은 그 

안에서 다양한 하위시스템들이 서로 간의 행위를 ‘신호’화하는 즉각적이고도 열린 자기조

절과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이는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 변경을 위한 노력에는 그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 전체에 연루되는 보다 더 큰, 외부/내부의 이원론에는 들어맞지 않

는, ‘환경’이 문제의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행위자들과 서로 주고받는 영향관계에 대한 

파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생태계’ 같다. 요즘 흔히 비유적으로 사

용되기도 한다(산업생태계, 지식생태계, 플랫폼생태계, 등등).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연

의 생태 서비스의 가치를 적극 발굴해내자는 ‘생태계 접근법’에의 요구 또한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정책생태계’의 함의는 크게 두 가지다: 1) 사회와 생태계는 나뉘어질 수 없다, 사

회는 늘 사회-생태계이며, 자연생태계 역시 마찬가지다. 예) 환경 커뮤니케이션(자연과 

환경은 자연과 환경이라는 상징(개념화)이다) 예) 오스트롬의 사회-생태계: 유기체와 비

슷하게 다계층적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하위체계와 내적 변수들로 이루어짐. 복잡계. 하위

체계는 (1) 자원체계(숲, 야생구역, 수자원체계를 포함하는 보호구역 등) (2) 자원 단위

(식물군, 야생생물의 군집, 물의 유량 등) (3) 거버넌스체계(자원체계를 관리하는 각종 조

직들, 규칙들, 규칙을 만드는 방식들) (4) 자원 이용자로 구성됨. 각각의 핵심 하위체계는 

다양한 심층 변수들(자원체계의 규모, 자원 단위의 변동성, 거버넌스의 정도, 자원체계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 등. Ostrom, 1999). 



2) 사회-생태계는 모종의 ‘가치 목표’를 향해 중첩적이고 중복적인 가외성의 자기조절/상

호작용체계를 형성해가는 환경법제를 비롯한 제도 배열로 구성되며, 이 배열을 ‘살아있

게’ 하는 것은 배열들 간의 변형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버넌스이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보소통체계이다. 특정 정책의 이행 메커니즘은 병렬적으로 구축된 

복합적 정보시스템의 자기조정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제도 디자인’ 맥락 안에서 말하자면, 기존의 집합행동 이론은 정보 비

용 및 거래 비용을 기본 전제로 처리해 무시해버리는 방법론을 갖고 있다. 기존의 이론

은 “1. 제도 변화의 점증적, 자기 변형적 속성을 반영할 필요성 2. 규칙의 집합적 공급 

수준에 내생적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재적인 정치 체제 

요소의 특성이 갖는 중요성 3. 정보 및 거래비용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대

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도 선택은 ‘불확실성을 띤 편익-비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한 판단 

과정”인데 말이다(오스트롬, 2010: 342, 368). 오스트롬이 말하는 더 나은 공유자원 보

호의 조건은: 1) 자원의 경계가 분명하고, 2) 부과되는 b/c의 할당이 어느 정도 서로 동

일하고, 3)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개인들이 운영 규범을 세우는 데 참여하고 4) 모니터링

이 효과적이고 5) 이탈이나 저촉행위에 대한 제재가 적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호관리 대상이 되는 자원체계의 복잡성은 단지 자원의 크기나 규모뿐만 아니라 관할권 

구조와 과업의 복잡성과도 직결된다(Lowry, ibid.: 20). 다시 말해, 행위자는 자원체계의 

물리적 특성, 역사적 특수성, 공동체규범 등에 이르는 외생적 변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생태계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웤에 포함되는 핵심 하위체계들



행위자나 행위상황과 상호작용하게 되어있다는 사실, 행위의 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서 작용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Lowry, 2003가 정식화해낸 ‘댐정치학’은 이를 더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전반적인 정책 

변동의 저마다 서로 다른 사례들이 보여주는 변이형variations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차

원으로 나눈다: 

1)전폭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조건들 2) 특정 사례들에서 변화 유

형을 결정짓는 두 차원: a. 상황정치적 변화의 물리적 복잡성->(변화과정에 개입되어 있

는) 다양한 연합coalitions 간의 상호작용=>옹호연합AC 이론. 프로포절에 대한 수용성 

높-낮. b. 사업 이행에 개입되어 있는 물리적 복잡성, 높-낮=>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리

를 위한 제도 디자인 이론. 변이형은 이 a, b 양자의 결합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규명된

다. 

외적 요인들: 사회경제적 조건,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 정도, 공공자원, 지역 주민그

룹의 태도, 국가 기관의 지원, 이행 관료의 리더쉽 등. AC모형에서의 외적 요인 변화는 

다음의 결과로 인해 벌어진다: 안정적인 시스템 매개변수(법치, 하위체계 외부조건들의 

변화, 경쟁하는 행위자 연합의 상호작용). 행위자는 외적 조건에 영향을 끼치려 경주하게 

된다, 가령 c/b를 규정한다든지,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연합coalition’은 바로 이 조건과 

경향성과 행위자 전체의 연계를 역동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AC는 

이 외적 조건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여론 흐름의 변화, 시스템

적 통치연합의 변화, 다른 하위시스템으로부터의 영향(가령 에너지 정책의 변화), 등등). 

내적인 변수들인 ‘정치적 수용성’의 정도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결정이 벌어지는 장소venue, location에 주목해야(가령 소관 당국. 다른 장소에

는 다른 전략적 행동 필요) 2) 현상 유지 비용이 높고 쉽게 파악될 때 3) 제도 변화가 

가져올=잠재적인 혜택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널리 수용될 때=>협력적collaborative 관리 

프로그램들. “정부 관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데

IAD Framework



이터, 이해력, 동기”를 지닌 변별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존재에 프로그램의 성패가 좌우됨

(Lowry, ibid.: 9-18).

다시 말해, 정책은 정치와 통합된다.

(Lowry, ibid.: 10)

 



3. ‘정책생태계’의 실제 1: 엘와강 복원 사례

위의 이론들에 기대어 엘와강 복원 사례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매우 의미

심장한 일련의 외재적 요인들이 눈에 띈다:

1)엘와강은 클라마스강에 비해 훨씬 더 ‘덜 복잡한’ 자원체계이다. 삼중적인 의미로 그렇

다: a. 엘와강은 역동적인 자연강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고 생태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국립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의 c/o 게임

에서 유리. b. 문제를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하천지형학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 

클라마스강에 비해 훨씬 더 짧은 길이의 강인데다 엘와댐은 하구에 인접해 있었다. 역동

적인 강의 특징인 높은 경사각(->퇴적물의 이동 시간 단축)을 갖고 있었다. 주변이 화산

지대여서 지각이 잦은 변동(->강의 퇴적물 처리)을 겪어왔다.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엘와

강은 댐 구조물만 걷어내면 쉽게 자연강의 흐름을 되찾을 강이었고, 댐 해체시 댐 뒤의 

저수지에 쌓인 퇴사의 방류로 인해 아주 큰 피해는 입지 않을 강이었다(직접 면담한 퍼

시피코프의 관계자, 올림픽 국립공원 부감독관 브라이언 윈터씨, 맷 콘돌프 교수의 얘기; 

하류 엘와 클랄람 부족정부의 수질전문가 마이크 맥헨리씨의 강연자료; 미 지질조사국의 

2015년 월례발표회 자료, https://media.wr.usgs.gov/science/2015/feb15.mp4 ). c. 엘

와강의 수계는 비교적 단순한 관할권 구조(올림픽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청을 비롯한 몇몇 

정부기구, 클랄람 카운티, 주정부, 하류 엘와 클랄람 등의 몇몇 부족정부)를 갖고 있고, 

강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 활동도 적었다. 오염도 비교적 적었다. 댐 철거의 제일

차적인 이유는 연어를 비롯한 소하성 어족자원의 복원, 그리고 노후 댐의 안전성 문제였

다. 

2) 공중public의 연합세력으로의 변형을 돕는 지역 수리권제도 메커니즘: 미 중부와 서부 

고유의 환경이 빚어낸 “다중심적 공공사업단위 게임: 공사 파트너쉽과 자치제도”: 55년

의 ‘수자원 보급 특별구법’.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역 주민들이 ‘수리특별구water 

district’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수자원 업자와 그 대표자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획기적

으로 바꿈(오스트롬, 2000: 245). 공-사의 중첩: a. 공적 재산권과 사적 재산권 논리를 

중첩적으로 갖고 있는 공공신탁public trust 제도. 부족민들의 권리 복권. 1970년 CAA의 

시민소송 규정(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심사를 하도록 함. 법원=환경행정

처). 공공신탁은 주관적 권리 구제의 소송체계가 갖고 있는 환경 분쟁 해결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제도환경이 됨(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10) 공은 사를, 사는 공을 견인. 

b. 캘리포니아: 물을 공급하는 9개 형태의 공공대행기관=>semi-public. 수리권 기금. 준

행정기구인 수리특별구. 주 수자원관리위원회(수리권 부여권한, 수리구 감독)-수자원국

(주 전체 수자원 관리 정책). (양승업, 2007)

3) 부족정부의 복권. 연합세력화.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 정부측의 과학자들보다도 훨

씬 더 뛰어난 과학자 군단을 거느린 실질적인 자치정부. 

4) 댐 발전의 효력 상실. 그동안 말살당해온 부족민들의 권리의 크기에 비하면 댐의 발

전에서 얻어지는 편익이란 보잘것없었음. 

(이하 상세한 분석은 추후 보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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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엘와 클랄람 부족 Lower Elwha Klallam   Tribe

오랫동안 후안 데 푸카 만 지역에 흩어져 살아온 세 클랄람 부족 가운데 하나. 18세기 후반 유럽

인들이 들어온 이래로, 이 지역의 선주민들의   삶은 영영 바뀌게 됐다. 외래의 질병들이 마을들

을 휩쓸었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왔던 사회 전통들은 새로운   기술들과 제한들에 의해 찢겨졌다. 

유럽에서 온 백인 정착민들은 올림픽 반도의 풍부한 자연자원에 저마다   경쟁적으로 달려들었

다. 연어, 엘크, 삼림이 대규모로 포획되거나 잘려나갔다. 기존의 토지 소유권 구조도   바뀌었다. 

올림픽 국립공원 구획 내의 토지에는 예로부터 총 여덟 부족이 터를 이뤄 살고 있었다: Hoh, 

Jamestown S'Klallam, Elwha Klallam, Makah, Port Gamble S'Klallam,   Quileute, Quinault, 

and Skokomish.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족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이

어나갔다. 마카부족은 고래잡이의 전통을 되살려냈고, 북서부   해안가의 부족들은 연어 회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잡은 연어 가운데 일부를 바다에 되돌리는 의식인 ‘첫   연어수확’ 의

식을 여전히 지내고 있다. 

1974년   부족 어로권이 정식으로 인정된 이래 날로 줄어드는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리는 이들 

부족들과 올림픽 국립공원 공통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국립공원청은 이들 부족들과 연계하

여 단지 풍부한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공원 영내의 토지와 자원들과의 문화적   연계들 또한 보호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NP의   관련 자료)

엘와강 댐과 (엘와강 수계의 세 클랄람 부족 가운데   하나인) 하류 엘와 클랄람족의 연대기

1787 – The first full declaration of U.S.   policy toward the country’s indigenous peoples 

was embodied in the third of   the Northwest Ordinances (1787):

The utmost good faith shall always be   observed toward the Indians, their lands and 

property shall never be taken   from them without their consent; and in their property, 

rights, and liberty,   they shall never be invaded or disturbed, unless in just and lawful 

wars   authorized by Congress; but laws founded in justice and humanity shall from   

time to time be made, for preventing wrongs being done to them, and for   preserving 

peace and friendship with them.

Within a few decades this guarantee of   legal, political, and property rights was 

undermined by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passage of a new federal 

law.

1855 – Point No Point 조약이 1월 5일   서명됨. 부족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토 내에서의 어

업권을 비롯한 몇가지 선약을 대가로 광범위한 영토를   연방 정부에 넘김. 하류의 보존지구로 

내몰림. 

1862 – 공유지불하법Homestead Act. 백인들, 정착 시작.

1910 – 엘와댐   건설 시작. 어도나 기타 환경영향을 고려한 조치들은 허가제도가 생겨나기 이

전이었기 때문에 없었음. 



1912 – 엘와댐   기반이 무너져 큰 홍수 발생. 클랄람 부족의 재산 피해. 백인들은   사전 고지

를 받았던 반면 부족에게는 알리지 않음. 

1914 – 엘와댐   건설 완료. 댐 뒤의 알드웰Aldwell 저수지(및 나중에 건설되는 글라인스 캐년

댐 뒤의 밀즈Mills 저수지)로 인해 물로 잠겨버린 지역은 수천 년 간 엘와 클랄람 부족의 신성한 

영적 대지였음. 

1916 – 워싱턴주가   부족보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의 어로를 금지함. 이후 낚시를 하다가 잡혀

가는 부족민들이 다수 발생함. 

1925 – 글라인스캐년댐   공사 시작.

1934 – 인디언   재조직법Indian Reorganization Act: 353에이커를 부족에게 되돌려줌. 부족정

부, 14가구를 들어가 정착하게 함. 이들은 엘와 계곡 인디언공동체 협회Elwha Valley Indian   

Community Association를 결성함.

1937 – 엘와강   하류에 총 372 에이커의 엘와 클랄람 부족 보존지구가 설립됨.

1968 – 엘와   클랄람 부족이 연방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인 부족이 됨. 

1972 – 엘와   클랄람 부족이 워싱턴 주의 다른 부족들과 연대해서 워싱턴 주를 상대로 자신들

의 어로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함. 

1974 – 볼트   판결: 위의 소송에서 부족의 어업권을 인정함(Boldt   decision in U.S. v. 

Washington). 

1979 – 볼트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됨. 엘와 클랄람 부족, 댐 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펼

치기 시작함.

1986 – 엘와   부족이 FERC에 임시 어류 복원 계획과 두 댐의 단계적 폐지와 철거를 지시하는 

명령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 in January 1986, the tribe filed a motion for   

intervention in the FERC proceedings. Four months later, a coalition of four   

environmental organizations—Friends of the Earth, the Sierra Club, the   Seattle Audubon 

Society, and Olympic Park Associates followed suit and filed   a motion for intervener 

status with FERC.21 In November 1986, FERC granted   intervener status to the tribe, 

the four environmental groups, and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1991년 2월 – FERC이 다음을 포함한 EIS초안을 발표함: (1) 댐 철거가 가능하고feasible (2) 댐 

철거만이 엘와강 생태계와 소하성 어류의 완전한 복원을 가져올 것임. 

1992년 10월 24일 – 부시   대통령이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 복원법the Elwha River   



Ecosystem and Fisheries Restoration Act”에 서명함.

1996 – 댐   철거를 위한 또한 가장 좋은 철거 방법과 관련된 결정기록들records of decision이 

만들어짐. 

2000 – 연방정부가   엘와강의 두 댐들을 취득함. 

2004 – the NPS, the city of Port Angeles,   and the Lower Elwha Klallam Tribe met to 

creat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detailing each party’s responsibilities for water 

mitigation facilities and   fish restoration planning.

2007 – (원래 2008년에 시작되기로 했던) 댐 철거가 2012년으로 미루어짐. 

2011 – After more than three decades of   protests, debate, and negotiation, the NPS 

began

removal of the Elwha dams in 2011. The   removal was finished in 2014.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종합.)



엘와강 수계

100마일 이상의 지류, 270평방마일 이상의 유역면적. 



살리시 해

(USGS, 2011)



(USGS, 2011)

해안 환경은 북서부 워싱턴주의 큰 피요르드 하구인 퓨젯 사운드 Puget Sound 의 가장 

중요한 생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3,000km가 넘는 해안선은 지질, 해양 및 인위적 특

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형태로는 바위가 많은 해안, 해변, 절벽, 만 

형성embayments, 삼각주 등이 있다. 푸젯 사운드도 조지아 유역도 올림픽산에서 발원해

서 하구까지 영양분을 실어나르는 강들과 연결된 살리시 해의 일부이다. 서부로는 후안 

데 푸카 만을 통해, 북부로는 조지아 만을 통해 태평양과 연결된다. 

지각 및 빙하활동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으로 젊은 지질학, 공간적으로 변화무쌍한 해양

학, 그리고 도시 및 인위적 영향의 불규칙적 분산을 특징으로 하는 퓨젯 사운드에는 매

우 다양한 생물 다양성과 카리스마 종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퓨젯 사운드가 바닷물과 만

나는 기수역은 특히 이 지역의 상징적인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상징인 연어를 위해 매

우 중요한 서식처 유형이다.

(USGS,2011)

엘와댐 철거, 저속촬영

https://www.youtube.com/watch?v=bUZE7kgXKJc



댐 철거의 영향: 1) 퇴적물 이동

엘와강 하구, 시계열

(마이크 맥헨리씨의 4월 10일 강의자료, USGS.)

댐 철거의 영향: 2) 연어의 귀환과 서식지 회복 



4. ‘정책생태계’의 실제 2: 클라마스 강 복원 사례

(추후 보충할 예정.)

클라마스강 유역 지도Klamath River Basin Map. 클라마스 유역의 면적은 12,000 평방 

마일이며, 댐 소유주인 퍼시피코프 전력회사가 일련의 합의들에 따라 클라마스강재생사

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네 개의 댐(J.C. Boyle, Copco 1, Copco 2, and Iron Gate 

dams)이 본류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FERC가 댐 철거 여부를 놓고 심사 중이다. 



클라마스의 수계들의 면적과 댐으로 가로막힌 면적의 비교



5. 나가며

엘와강, 클라마스 강 복원 사례가 내게 묻는 것은 이런 질문들이다: 1) 가외성의 체계는 

필요하지만, 갭이나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해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무엇

이 방지해줄 것인가? 2) (강 복원에 호의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변형이라는 맥락에서, 

‘살아있는 정보소통체계’(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일은 혹 강생태계를 복원하는 일과 정

확히 똑같은 일은 아닐까? 다시 말해, 저 강생태계는 만일 ‘그 가치가 모두, 정확히, 잘 

전달되기만 한다면’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을 늘 자동적으로 산출해내지 않

을까? 미국의 환경법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중첩적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위체계 각각이 저마다 ‘붙들 수밖에 없었던’ 역사와 경험의 축적에서 우러나온 명확한 

명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4월 10일 브라이언 윈터씨가 직접 했던 말처럼: “하구에는 

부족이 살고, 또 (이 국립공원에 관여된) 여러 연방 기구들도 많다. 또 카운티도 있고. 이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엘와강은 야생 강wild river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댐 철거론 진영 각각은 공-사를 막론하고 저마다 강의 연결성에 대한, 습지에 대한, 국가

의 수역에 대한, ‘야생적이거나 경관 좋은 강’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명확하고도 ‘중복

(=해석)을 허용하고 또 중복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명령’과도 같은 ‘정의’를 사회적인 

통감각(상식)의 지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거의 모두 생태학자, 생물학자, 

지질학자, 지형학자, 수질 전문가, 어류 전문가, 야생동식물 전문가, 역사학자, 사회문화학

자였다. 이들의 과학적인, 기술적인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사와 해석과 식견과 

판단들로 가득 차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사회의 ‘강’에 대한 인식은 충격적일 정도로 빈약하고 죽어 있다. 강을 

“강이 스스로 치유하도록”(맷 콘돌프 교수의 말, 4월 14일) 놔두는 일이 아니라 ‘손대는 

일=토목공사(정비)’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 있다. 공중에 알 권한,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공공복리”도 허망히 흩어져버린다. ‘4대강’이 푹푹 썩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루라도 빨리 거버넌스에 ‘생태계의 관점’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하천’의 정의

  

미국

청정수법, 2015년의 청정수법규칙(Clean 

Water Rule, US 2015: EPA와 공병단이 

발행한   2015년의 규칙. 1972년의 청정수

법 관할 하의 미국의 수자원 관리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세워짐. 이 규칙은 

연방 수역, 특히 전통적인   항행 가능 수

역, 주간 수역, 영내해에 수문학적이고 생

태학적으로   중요하게 연결되는 하천과 습

지에 대한 보호를 보다 더 일관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5년의   법원 판결 이

래로 계속 유지되어옴.) 

  

우리나라

하천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722

호, 2017.3.21., 일부개정])

    



부록 1 

맷 콘돌프 교수, 4월 14일, 면담 중에서.

“4대강사업은 네 개 강에 16개 댐을 만든 사업이고 5년만에 완성됐는데, 한마디로 이 사

업을 정의한다면?

그건 분명 완전 잘못 불려진 이름이고, 사실은 복원이 전혀 아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

로 했던 일들, 즉 댐을 짓고, 강을 준설하고, 강변에 제방을 쌓고 – 이런 사업들은 유럽

이나 미국에서는 전부 복원이 아니라 강에 대한 영향이라 불린다. 복원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벌어져야 하는 일인 것이다.”

“어떤 복원이 가장 좋은 복원이라고 보는가?

가장 좋은 복원은 강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복원이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미 엘

와댐 철거 사례에서 봤듯이, 그저 댐을 들어냈을 뿐인데 바로 자연적인 강의 흐름과 퇴

적토의 흐름이 되돌아오고 있다. 자연적인 과정들과 어류의 자연 서식지들 또한 금새 되

돌아올 것이다. 그런 복원이 말하자면 가장 좋은 부류의 복원이다. 그런 복원이 일어나려

면, 강이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와 퇴적토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한국

의 몇몇 강을 보면, 에너지가 높은 강은 아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강을 원래

의 자연적인 상태로 흐를 수 있도록 재건해줘야 할지도 모른다. 단순화된 강에는 서식지

가 다시 생성될 수 있도록 뭔가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4대강사업’이 끼친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함) 댐을 없애고, 제방도 없애고, 강의 서식지 가치와 수질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적극

다양한 과학적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하천과 

습지의 생태적, 지형적   연결성, 강생태계

의 성격,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영향관계, 

“미 합중국의 수역”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

함. 

(Federal Register, 40 CFR Parts 110, 

112, 116, et al.)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

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

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

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

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

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농약을 비롯한 각종 영양염류와 오

염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는 강을 되돌

리지 못한다. 녹조 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거다.”

부록 2 

리프 G. 힐먼의 발언

카룩족족 천연자원국의 국장

‘클라마스강 유역에서의 수자원 문제’

미 상원 에너지와 천연자원 위원회, 2013년 6월 20일

https://www.energy.senate.gov/public/index.cfm/files/serve?File_id=C561C3D9-5CD

6-4D40-A394-C82F50C857F1

아유키(Ayukii)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 여러분. 카룩족 부족을 대신하여, 나는 클라마스 

유역의 수자원 문제에 관한 이 중요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

다.

제 이름은 리프 힐먼Leaf Hillman이고 저는 카룩족 부족의 천연 자원 국장입니다. 카룩

족 족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인디언 부족으로 3,600 명이 넘는 부족민들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주민 영토는 클라마스강 댐들의 바로 하류에 위치하고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스키유Siskiyou 및 훔볼트Humboldt 카운티의 대부분에 걸쳐 있습

니다.

저는 클라마스 강에서 태어났으며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픽야비쉬Piky'avish 라 불

리는 우리 부족 전통의 세상 재생 의식World Renewal Ceremonies을 후세로 이어갈 책

임이 있는 전통 의식 지도자이자 부족의 전래 무용 능력보유자입니다. 카룩족 부족민들

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건네준 지구상의 만물과 만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의식들

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해왔습니다. 우리 부족민에게 이 (수자원) 문제는 따라서 단순히 

물고기 또는 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의미 심장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

리의 육체적 건강, 영적 건강 및 문화적 정체성은 클라마스 강 유역의 생태학적 완전성

integrity에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카룩족은 전통적으로 120개가 넘는 마을에 살았으며 강가로 떼지어 오르는 연어, 무지개

송어, 칠성장어, 그리고 도토리, 버섯, 사슴 및 숲의 많은 다른 토종 식물과 동물의 서식

지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자연 경관 가져온 이 생산성 덕분에 카룩족은 자체 통화, 바구

니 세공, 천연 자원 관리 관행 및 의식 구조로 충만한 정교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

습니다. 이웃의 다른 부족들과의 무역 네트워크도 번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가 아서 

맥엘로이Arthur McElvoy는 유럽인들과의 최초의 조우가 벌어지던 시기의 카룩족을 두

고 "가용 자원과 고도로 전문화된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부족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부족"이라고 기술했습니다. 

1850 년대에, 전통적인 카룩족의 라이프 스타일은 캘리포니아 금광개발(골드 러시)의 등

장과 함께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끝났습니다. 한몫 차지하려고 광부들이 북부 캘리

포니아로 대거 이주해오는 동안 또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미 기병대가 들어오는 

동안, 카룩족 인민은 살해되고, 학살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폭력에서는 벗어났

던 이들은 질병이나 기아에 빠졌습니다. 전체 마을이 불타고 생명을 주는 클라마스 유역

은 수력 광업과 수은 오염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카룩족이 침략자의 폭력

과 억압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영토에 남아있었습니다.

골드 러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부 클라마스강 지역의 경

제와 정치는 천연 자원을 추출하려는 노력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금과 구리 채굴 작업

에 이어 곧 1918 년과 1962 년 사이에 일련의 댐을 건설하도록 만든 수력 발전 산업이 

뒤따랐습니다. 목재 산업은 20 세기 중반에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된 농업은 지난 

100 년 동안 점점 더 강을 말려왔습니다. 오늘날 클라마스 중부지대는 새로운 환경 및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마리화나 재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중부 클라마스 강 지역은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시스템에 불러일으켜진 

이러한 일련의 붕괴distruptions가 끼친 치명적인 영향으로부터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클라마스 강으로 산란을 위해 회귀하는 연어는 1 년에 최대 백만 마리에 달

했습니다. (Hamilton, Crutis, Snedaker, & White, 2005). 오늘날, 연어 종들의 대이동

은 그 극히 경미한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일부 종(코호 연어)은 멸종위기종 명단에 올랐

습니다. 

광업, 파괴적인 벌목 관행, 관개를 위한 취수(diversion: 물길을 다른 데로 내기), 댐 건

설 및 역사적 대량 학살이 누적된 효과는 오늘날 전 카룩족 공동체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면에서 “모든 캘리포니아 인디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종족”이라는 맥엘로

이의 관찰과는 달리 오늘날 카룩족은 놀라운 비율로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마스강 지역 사회의 카룩부족민 중 91 %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내무부, 인디언 업무국, 2005).

어장들의 급격한 감소는 또한 카룩부족민들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권을 부정함으로

써 우리 부족의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인들과의 접촉 이전 시대에는 연구

에 따르면 카룩족은 하루에 1 인당 평균 1 파운드의 연어를 소비했습니다. 오늘날, 강가

에 사는 카룩족은 평균적으로 연어를 일년에 5 파운드 이하로 소비합니다. 따라서 어업

의 감소로 인해 카룩부족민은 이제 신선한 어류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식량 프로그

램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식단의 결과 오늘날 

카룩족 중 당뇨병 환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의 약 4 배인 21 %입니다. 비슷하게 심장 질

환 환자의 비율은 39 %로 전국 평균의 3 배입니다(Norgaard, 2005).

앞서 언급했듯이, 클라마스강의 어장들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클라마스강에 지어진 댐들이 그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클라마스 관개 프로젝트인데, 이는 후술하겠습니

다.) 카룩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클라마스 댐을 철거하자는 목소리를 내어온 주요 주창

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클라마스강 댐들의 영향을 직접 목격했기 때



문입니다. 1962 년 아이언 게이트 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는 지난 한 세기에 걸친 광

업, 빈약 한 산림 경영, 댐 건설, 하천 취수diversion 등이 이미 황폐화시켜놓은 어장들

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클라마스 저수지에서 생겨나켜는 

광범위한 독성 조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의 의사가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클라마스 강에서 목욕을 해야 할 때, 강가에는 종종 높은 수준의 조류 독소로 인해 

물과의 신체적 접촉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게시됩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개들이 강물을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댐은 이전에 연어가 대이동을 할 수 있었던 클라마스 유역의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연어

로부터 차단해버림으로써 클라마스 강의 어장들을 파괴했습니다. (Hamilton, Curtis, 

Snedaker, & White, 2005). 또한 독성 남조류Microcystis aeruginosa의 대규모 발생을 

촉진시킴으로써 심각한 인체 건강 위험요소가 되었습니다(Kann, 2006).

강의 건강성이 감소함에 따라, 클라마스 유역 공동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어느 

해이든 클라마스 유역에 있는 지역사회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은 고통받을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관개수 이용자들에게 물 공급이 끊기고, 다른 어떤 때는 상

업 어부들이 생계를 위한 고기잡이를 못 합니다. 클라마스강의 부족들은 지난 수년 동안 

기본적인 생존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생선을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세

기 동안 이웃 공동체가 서로 정치적, 법적 싸움을 벌이도록 만들어온 계속 돌아가며 발

생하는 위기의 악순환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강 유역의 다양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이

제까지의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타협compromise이 

그것입니다.

이 노력은 2001 년과 2002 년의 대재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 훨씬 전부터 

클라마스강의 위기는 초래되어오고 있었지만, 그 위기가 전국적인 뜨거운 관심사가 된 

것은 2001년에 클라마스 프로젝트 관류시설Klamath Project Irrigators에 대한 관개 폐

쇄와 그것을 뒤이은 2002년의 물고기 떼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사건들이 터지자마자 클라

마스강 부족들, 관개자들,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법정 소송 

투쟁에 들어가는 한편 각자 자기 지역의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 분쟁

은 클라마스 본류의 물길들을 통제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인 미 개척(BOR)의 클라마스 

관개 프로젝트 (Klamath Irrigation Project, KIP: 

https://www.usbr.gov/projects/index.php?id=470 참조-역자)의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

니다. KIP는 오레곤 남동부와 캘리포니아 북서부에서 약 250,000 에이커의 관개 농지를 

대표합니다. KIP는 1400개가 넘는 가족 농장과 태평양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에

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휴식 및 먹이활동 장소인 클라마스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구성됩

니다.

소송의 대부분은 BOR 관개 계획에 대한 생물학적 의견서(Biological Opinion)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류 클라마스 호수에는 멸종위기종법ESA 상의 멸종위기종인 빨판

상어가 서식하고 강 하류로는 역시 멸종위기종인 코호연어가 살기 때문에, BOR 운영 계

획은 그 이행이 이들 종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지와 관련하여 야생동물 보호 

관련기관들의 평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클라마스 지역에서 ‘물의 균형을 잡는다

balancing water’고 얘기할 때는 이는 바로 다음을 뜻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1) ESA 목록의 코호 연어와 기타 소하성 어종들을 위한 강 하류, 2) 상류 클라마

스 호수 및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ESA 목록 상의 빨판상어, 3) 철새류인 이동하는 물새

(오리, 거위,..)에게 가장 중요한 클라마스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습지, 4) 클라마스 관개 

프로젝트KIP, 이 네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과거에는 물론 클라마스 유역의 수자

원을 전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클라마스 지역 사회가 2001/2002 년 재앙들의 여파와 씨름하는 동안, 거의 같은 시기에 

퍼시피코프 의 BOR KIP 하류에서의 클라마스강 댐들의 운영을 위한 50년 된 연방에너

지규제위원회의 면허가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퍼시피코프가 새롭게 댐 운영 면허를 신청

하려면 회사는 댐의 파괴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끝낼 수 있는 환경평가 프로세스에 반

드시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클라마스 유역에서 어류의 생산을 급격히 제한시

켜온 가장 큰 두 요인들이 처음으로 규제 검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KIP에 따른 취수

(=물길 통제)는 생물학적 의견서의 검토 대상이 되었고, 퍼시피코프가 운영하는 댐들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재면허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2001년의 물 공급 중단, 2002년의 물고기 떼죽음, 그리고 퍼시피코프

의 클라마스 댐 면허의 만료가 연이어 겹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한 기

회를 인식하고 붙잡은 것은 클라마스 유역 부족들, 관개 지구들, 어민 단체, 보전 단체 

및 지방 정부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면허 갱신 절차로부터 시

작됐던 것은 이제 클라마스 지역의 위기를 한번에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집

단들 간의 광범위한 토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협상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두 건의 클

라마스 복원 합의들입니다.

클라마스 수력 발전 합의서KHSA는 현재 대기 중인 규제 검토, 내무장관의 공익 결정 및 

의회의 승인이 끝나면 하류의 네 개 댐을 철거하기로 한 계획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합

니다. 클라마스 유역 복원 합의서KBRA는 클라마스 유역의 농부, 목축업자 및 관개 시설

에 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클라마스 유역의 어장들과 수질을 복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동의했던 일부 당사자들이 나

중에는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갈등 이후, 자기 문화

와 생계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이해당사자들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운명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함께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앞으로 몇 세대를 더 다년간의 갈등과 공

동체 불안정 문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들 공동체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의 

다수가 간단히 말해 완전히 멸망해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매우 독특하고 언뜻 가능성 없어보였던 동맹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저

는 오늘 여러분 앞에 농부와 목장주, 상업 어부, 자연 보호론자, 이웃 부족, 그리고 댐 소

유자인 퍼시피코프와의 협력관계 하에 앉아있습니다. 여전히 전 문제를 다 공평하게 고

려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클라마스지역의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에 통일

해서 헌신할 결의가 되어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클라마스 복원 합의안들에 이미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카룩족도 필요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허나 다른 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타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타협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국 서해연안 연



어어장들의 지속적인 붕괴, 이 지역의 독특하고 다양한 농촌공동체들에 대한 경제적 재

앙, 그리고 미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클라마스 강 부족들에게 법적, 도덕적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상원의 이 위

원회가 하루 빨리 클라마스 복원 합의들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클라마스 복원 합의들이 완전히 법적 효력을 갖추게 다 하더라도 클라마스 유역에는 전

히 다소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수질 문제를 다뤄야 하

며, 다수의 지류에서의 황폐화한 서식지들도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 실행된

다면 클라마스 합의들은 클라마스 유역의 생태계와 경제를 확고히 회복의 길에 올려놓을 

것임을 믿습니다. 

카룩족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또 우리의 관점을 공유할 기회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귀 위원회가 클라마스 위기를 해결하고자 할 때 혹시 더 정보나 지

원을 제공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부디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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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해체,� 미국으로부터�배우다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자연생태국장





서론 - 댐의 시대는 갔다

1990년대 이미 미 내무부 연방개척국장 댄 비어드는 "댐의 시대는 갔다(The era of 

dams is over)"고 했다. 더 이상 댐의 효용가치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더 이상 댐을 짓

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실지로 미 전역에는 현재 9만개의 댐이 있고, 그 중에서 지난 30년간 1172개의 댐 해체

됐다. 2016년에는 한해에만 74개의 댐 해체됐다. 그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미 댐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필자가 ‘4대강 독립군’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초 미국 댐 해체 현장을 둘

러보고온 기록이자, 이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4대강 재자연화의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본론 - 엘와강과 클라마스강의 댐을 해체하다

2개의 댐을 해체한, 엘와강(Elwha River)

워싱턴 주 포토엔젤리스(Port Angeles)의 엘와강(Elwha River)에는 수력발전용으로 엘

와댐(Elwha Dam 1914년)과 글라인스 캐니언댐(Glines Canyon Dam. 1927년)이 건설

되었다. 하류에서 9km 지점의 엘와댐은 높이 33m였고, 24km 지점의 글라인스 캐니언댐

은 높이 64m인 대형 댐이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이 대형 댐들은 해체의 길로 들어선다. 엘와댐은 2011년에, 글라인

스 캐니언댐은 2014년에 각각 철거됐다. 미국 역사상 최대 댐 해체 작업이었다.

그 배경에는 엘와댐은 1978년 댐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철거 논의의 단초

가 되었다. 또 1963년에는 멸종위기종법이 통과돼 일부 연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됐

다. 그리고 1992년에는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 복원을 위한 법(‘엘와강 복원법’)이 통과됐

다.

댐 해체, 미국으로부터 배우다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대구환경운동연합 



미 환경보호청(EPA) 자료에 따르면, 엘와댐 등의 철거비용은 2690만 달러(약 305억), 

강 복원에는 수력발전소 매입비용, 어류 산란장 개설 등 총 3억2470만 달러(약 3676억)

가 들어간다고 한다. 즉, 댐을 유지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란 판단이었

다. 

이처럼 엘와강의 두 개의 대형 댐이 사라짐으로써 '산 후안 데 푸카(Strait of Juan de 

Fuca)' 해협으로 이어진 자연스러운 유사 흐름이 복원됐다. 하구에 350만㎥의 퇴적토가 

쌓이면서 거대한 삼각주가 형성됐다.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형 댐들의 존재는 엘와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원주민의 삶 또한 나락을 떨어

뜨렸다. 현지에서 만난 클랄람 부족 프란시스 찰스 부족장은 ‘4대강 독립군’ 일행에게 다

음과 같이 증언했다. 

"댐은 장벽(Barrier)이었다. 모든 걸 차단했다. 연어가 강에 오르는 것을 막았고, 연어가 

다른 생물들과 만나는 것을 가로 막았다. 또 연어가 우리 부족과 만나는 것을 막았고, 우

리 부족의 문화적인 전통 가치를 후대들이 접하는 것을 막았다" 

네 개의 댐 해체 예정인, 클라마스강(Klamath River)

클라마스강(Klamath River)은 미 북서부 오레곤주와 캘리포니아주를 걸쳐 흐르는 강이

다. 이 강에도 많은 댐이 건설되었다. 총 6개의 댐이 건설되었는데, 그 중에서 총 4개의 

댐이 철거될 예정이다. 

클라마스강에 들어선 대형 댐들 역시 원주민의 삶을 망가뜨렸는데, 오리건 주 이레카

(Yreka)의 카룩족 사무실(Happy Camp)에서 만난 카룩부족 정부 천연자원부 리프 힐만

(Leaef Hilman) 국장으로부터 댐이 어떻게 생태계를 망치고 부족 공동체를 망쳤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시누크 연어 떼는 봄에 대이동하고, 7종의 물고기 떼가 시기별로 대이동을 한다. 그런데 

댐이 들어선 이후에 물고기 떼는 사라졌다. 강에 기대어 생활하던 5개 부족 간 유역 공

동체 활동도 모두 차단됐다.

녹조로 인한 떼죽음이었다는 것도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밝혀진 사실이었다. 물을 가두

니 녹조가 엄청나게 번성했다. 그 녹조 물속에서 폴리킷이라는 기생충이 번성했고, 바다

로 나가야 할 연어들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우리가 기생충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갖

고 바로 그들의 과학을 써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규명하자 그들도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 

낙동강 물고기의 기생충 감염과 낙동강 물고기의 씨가 마른다는 어부들의 탄식이 그대로 



겹쳐진다.

미국은 오는 2020년부터 아이언게이트(Iron Gante)와 그 상류로 이어진 콥코1(Copco 1 

dam), 콥코2(Copco 2 dam), 제이시 보일댐(JC Boyle Dam) 등 4개의 대형댐들을 철거

할 예정이다.

역시 카룩족 부족 정부의 천연자원부 산하 수질문제국 수질전문가인 수잔 프리키(29, 

Susan Fricke) 씨 또한 4대강 독립군 일행을 만나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었다. 

“맨 하류에 있는 아이언 게이트 댐은 발전용이 아니다. 하류로 강물을 흘려보내려고 만

든 댐이다. 물이 갇히고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녹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심할 

때는 독성 남류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물질의 농도가 최고 10,000ppb까지 

나타났다." 

WHO에서 권장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수질 기준은 1ppb다. 그런데 그 만배가 되는 독성

물질이 댐에서 나온 것이다. 

또 ‘마이크로시스틴’은 유전적으로 아주 강해서 고온에서도 잘 죽지 않고, 아주 멀리 이

동해서도 생존한다. 어류나 농작물에까지 축적된다. 즉 독성 남조류에 오염된 물을 먹는 

물고기나 그 물로 농사를 지은 작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이 저수지는 크고 깊고 따뜻한 욕조나 마찬가지다. 바로 댐이 강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강이 막힌 상태라서 수온이 올라갔다. 상류의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

오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1964년에 댐이 만들어진 뒤부터 

계속 녹조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클라마스강에서 동시에 4개의 댐을 철거하는 건 멸종위기종인 연어를 보호하고 원주민의 

삶을 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또 녹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클라마스강의 생태계를 회복

시키기 위함이다. 하루이틀 동안 내린 결정이 아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부족정부들과 

지역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석학과의 만남 - 콘돌프 교수와의 대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 대학 마티어스 콘돌프(G. Mathias Kondolf) 교수. 그는 

하천지형학과 환경설계학을 전공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미국에선 4대강사업 같은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1950~1960년대였다면 가능했을지 모

르겠다.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다."



콘돌프 교수는 한국의 4대강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했다. 4대강사업은 '강 복원'을 명분으

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강의 생태계를 파괴한 사업으로 설명했다. 그는 역행침식과 퇴적

물로 인한 수질 악화 등 "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라면 그 폐해를 모를 수가 없다"고 했다. 

4대강사업을 찬성했던 한국 전문가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사업과 같은 일

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 청정수법 외에도 주마다 수질과 어류 보호 관련 다양

한 법률이 있기에 불가능하다. EU(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EU는 '물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환경에 대규모로 악영향

을 미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물 정

책이 미흡해 강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1990년대부터 불가능해졌다."

물관리 기본지침 제 4조는 "good surface water status(인간의 간섭이 약간만 허용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수체를 보호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

다. 인공시설로 황폐해진 하천을 자연에 가깝게 복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2000년대 초·중반 건교부(현 국토부)는 댐과 제방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한계

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강 유역에 홍수량을 할당하고, 홍수터를 복원하는 등 비구조물

적 치수대책을 계획했다. 

"퇴적토는 댐 저수지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저수지 아래 강 생태계의 영향 여부를 결정짓

는 주요 요인"이라며 "퇴적토가 차단돼 강에 공급이 안 되면 강의 본류와 지류의 침식은 

더 심해진다"

"퇴적토에 실트질의 펄층이 많이 쌓이면, 그 자체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영양분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물의 흐름이 차단된 현재와 같은 상

태에서는 광범위하게 번진 녹조를 피할 수 없다"

4대강을 복원하려면 물의 흐름을 막는 보 구조물 철거와 함께 강의 에너지와 퇴적토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의 에너지는 경사도에 따른 강의 흐름을 의미

한다. 

"4대강의 에너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강변 제방 등 직강화 부분의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

면서 "침식의 공간(erodible corridor)이자, 강의 자유 공간(space of liberty)인 홍수터

를 복원해야 한다"

"4대강 준설에 의해서 강의 퇴적토가 너무 낮아진 상황"이라며 "퇴적토가 끊임없이 공급

돼야 제대로 된 강이고, 복원된 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보 수문을 



완전 개방하거나 철거를 하더라도 4대강사업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려면 50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 라인강에서는 준설토를 일부 구간

에 재투입하고 있다.

결론 - 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 독립군이 미 서부 워싱턴 주에서 시작해 오리건 주, 캘리포니아 주에 이르는 수 

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확인한 것은, 필요 없는 댐을 철거하고 강을 복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댐으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복원의 편익이 더 높기 때문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4대강사업의 목적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4대강을 복원하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4대강 보는 형태는 댐이면서 보 설계로 건설했기 때문에 댐의 안전성 문제 또한 심

각하다. 수문만 열면 일어나는 바닥 세굴현상과 수문의 고장이 그것을 증명한다. 구조적

으로 문제가 많은 4대강 보, 강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4대강 보는 해체하는 것이 옳

다. 

보 철거시 우려되는 문제(취·양수 문제나,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만들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홍수터 등의 복원을 통해, 하루빨리 4대강 보를 허물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 옳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강은 흘러야 한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다. 





[지정토론]

「4대강�보� 철거,� 미국� 사례를�통해�배우다」� 토론문
-� 박태현�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발표 요지

 1. 정수근 국장 

 - 미국 답사를 통해 “댐 편익보다 댐 해체를 통한 강 복원의 편익이 더 높다”는 결론을 

얻음→ 4대강 16개 보의 편익은 거의 없고 4대강을 복원하면 편익이 더 큼

 -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댐이면서 보로 설계를 했기 때문)

 - 결론적으로 보 철거 시 우려되는 문제(취·양수 문제나, 지하수 문제 등)의 해결책을 

강구해, 하루빨리 4대강 보를 허물고 홍수터를 복원하는 등으로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 옳음

2. 이철재 부위원장

 가.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

 - 1987년 개척국이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 포기하고 기존 용수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

 나. 미 서부 댐 철거 사례 분석

 - 미국에서는 37,000개 이상의 하천에서 복원공사 진행: “하천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천의 생태가치를 최상으로 올리고 재난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지난 수세기 동안 경험”

 - 워싱턴 주 엘와 강, 화이트새먼 강과 오리건 주 클라마스 강,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 

댐 해체 사례: 댐 효용(발전)은 없거나 약한 반면, 부족의 경제문화기반인 강(연어) 복

원의 정당성, 녹조, 기생충 등 환경질 악화, 댐 재허가 조건 강화

 다. 우리 강의 회복 방향

  ▷ 훼손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이성과 상식의 회복 과정

  ▷ 우리 강과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

  ▷ 유역 복원 개념 적용

  ▷ 폭넓은 국민 참여와 학습의 공간

  ▷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

  ▷ 4대강 16개 보 철거 원칙_ 댐(수변 구조물 포함) 평가 시스템이 필요: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경제, 안전, 환경, 주민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구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토론문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물 해체 과정 수립 

 ※ 현재 우리나라 산재한 18,000개 댐 중에 50년 이상 된 댐 약 10,000여 개, 전국에 

산재한 보 33,842개 중 50%는 해방 이전 건설 이중 5,857개(17.5%) 파손 상태 

 ※ 4대강 16개 보 외에도 불필요한 댐과 보에 대한 ‘댐 졸업’필요

Ⅱ. 강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

 1.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추진전략(이병국·노태호, KEI, 2006)

 

  가. 제도정비방안

   - 수생태계 복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에 하천

정비와 관리의 최종목표 또는 목표 중 하나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으로 명시 

   - 물관리 일원화에 의한 수생태계 복원 효율화

   - 관련 부처간 협력 기반 구축

  나. 추진 전략 

   - 수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홍보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국가 로드맵 작성

   - 지역 중심의 수생태계 복원 체계

   - 수생태계 복원 지도 제작

2. 환경부의 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06-’15) 수립(2007)

 가. 추진배경:  하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수생태계 건강성 보전

  ▷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공원화→자연화

  ▷ 유역 통합관리체계 전환: 선(線) 개념→ 면(面) 개념

  ▷ 실질적인 결과 도출: 공사 중심→목표 중심

 나. 비전: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는 생태하천

  ▷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

  ▷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 생태적 건강성 유지

 다.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1) 하천 복원 계획 및 전망



   2) 5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

Ⅲ. 몇 가지 생각

 1. 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법에의 반영

 - 산과 강 그리고 바다로 이어지는 순환적으로 구축된 전체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이자 생태계서비스 공급처. 

 - 강의 자연성과 순환성의 유지·보전이 법의 제일목적(목표)로 규정

 2. 강의 건강성 평가 체계 재검토

 - 수질기준 및 수질등급 설정과 이의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방식에서 탈피. 

 - 한국 강의 강다움(riverhood)에 대한 정의 필요→ 강의 건강성 평가 기준 정립: 자연

적 흐름성(natural flow), 주변 경관, 야생 동식물 서식, 모래 등 지질학적 측면 등등, 

하천 복원 계획 하천 복원 전망
2006년 2015년 생

태

하

천

2006년 2015년

154개 하천

346㎞

297개 하천

3,019㎞

14,764㎞

(55%)

17,783㎞

(66%)

훼

손

하

천

2006년 2015년

12,077㎞

(45%)

9,058㎞

(34%)

5대 정책목표 20대 이행과제

1.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 제공

자연하천의 하천정비사업 제한
하천 휴식년제

콘크리트 보 철거 및 어도 설치
수변 습지 등 수생동물 산란공간 조성
하천 인공구조물 철거 및 생태복원 추진

하천 주변의 생태벨트 조성

2. 자연친화적 시민 휴식공간 확보
하천별 생태문화 역사 테마 설정

하천 생태체험공간 마련
자연경관을 배려한 하천복원기법 도입

3.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

강 사행화 및 홍수터 복원→홍수피해예방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확보

자연적 수질오염 정화기능 확보
하천 생태계 조사 및 생태지도 제작

하천자연도 등급 설정

4. 주민참여 기반구축
대국민 중장기 생태하천 홍보 추진

물길 중심의 하천협의체 구축

5. 제도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수생태 복원 법률체계 구축
수생태 복원부서 업무조정 및 통합지침 제정
수생태복원기술개발사업단(Eco-STRAR)발족

수생태 복원의 전문기업 육성



그러한 강다움에의 회복과 유지·보전이 법과 정책의 최종 목표. 그 안에서 인간의 다양

한 이용 충족

 3. 과학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관리

 - 자연유황 패러다임은 강 복원 및 보호에서 검증된 처방→자연유황을 저해하는 구조물 

등 장애 제거를 통해 자연 유황을 조성, 보전

 - 강 생태학자 등 적극 참여

 4. 환경부의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 재검토

 - 10년 계획 이행상황 점검

 - 이해관계자 참여 속에 변화된 패러다임과 가치,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의 재검토·

재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

 5. 댐 등 구조물 해체와 관련하여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

 - 엘와강 댐 해체 비용 및 절차: 철거 및 복원 비용은 총 3,981억(305억+3,676억) 

   1990년대 EPA 환경검토보고서(댐철거를 연어 등 회귀와 강 복원 방법으로 제시)

   1992년 엘와강 생태계 및 어장복원을 위한 법 통과

   1995년 철거 및 복원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댐 철거 결론

   1996년 댐 퇴적토가 하류의 자연침식(퇴적)에 도움될 것으로 결론

 - 댐 해체 후 변화: 엘와강하구(estuary)의 지질학적 변화(2006년 대비 2015년)

<참고> 

하천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

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

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

역

3. 특이한 경관·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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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

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

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

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보전

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 시행규칙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

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

 1. 하도(河道) 선형·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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