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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일본에서 이사하야만(諫早湾) 간척사업과 그것을 둘러싼 문제는, 자주 한국의 시

화 간척사업, 새만  간척사업과 비교된다. 를 들면, 시화호의 수질 악화와 해수 

유입을 문제 삼은 2001년 1월 25일의 아사히신문 1면 칼럼 ｢天声人語(덴세이진고:

천성인어)｣에서는, ｢만약, 시화간척사업의 정확한 정보가 창기부터 해졌다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추이는 다소나마 변화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야마시타 히

로부미(山下弘文)ㆍ  일본 습지 네트워크 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사하야만의 수

문 개문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2003년 7월 17일의 아사히신문에서는, 새만  

간척사업에 하여 “한국  ｢이사하야만 간척｣”이라고 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3

곳의 사업은, 모두 복합 간척에 의한 간석지의 규모 개발 사업이며, 20세기말부

터 21세기 에 걸쳐 환경 문제로서 사회 문제화 다고 하는 공통 을 갖고 있

 * 본 연구는, JSPS 과학연구소비 23510047(과제명 ｢간석지 규모 간척ㆍ개문의 환경 

향에 한 연구-일한 비교의 시 으로부터-｣)의 보조를 받아 실시되었다. 본고의 정리에 

력해 주신, 이응철 박사님(사가 학), 사토 신이치 박사님(토호쿠 학), 이혜경 선생님

(KIOST), 황인서 박사님(KOEM), 최정훈 박사님(KRC Rural Research Institute)께 감사

의 마음을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를 정리할 기회를 주신 강원 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센터장이신 박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하고 싶다.
** 강원 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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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 간척이란, 외해에 해 방조제(조수제방)를 건설하고, 그 내부에 담수호

(조정연못)와 내부 제방에 둘러싸인 간척지를 조성하는 간척 방식이다. 외해에 

한 제방만의 단식 간척에 비해, 간척에 의한 새로운 토지의 조성과 수자원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 있다. , 조수제방에 의해 조정연못의 수 를 

외해에 비해 낮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식 간척보다 규모 간척ㆍ매립을 

실시할 수가 있다. 간석지의 규모 복합 간척사업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 문제라

고 하는 공통 이 있지만, 이와 같은 3곳의 사례를 상세하게 비교하면, 공통 뿐만

이 아니고 큰 차이 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곳의 간척사

업을 비교하여 그 공통 과 차이 에 해 정리하고자 한다.

Ⅱ. 이사하야만, 시화, 새만금의 간척사업의 특징

1. 이사하야만

이사하야만은 아리아 해(有明海)의 서부에 치하는 만(支湾)이다(그림 1). 행정

으로는 나가사키 에 속한다. 아리아 해는 일본의 큐슈 서부에 깊이 들어간 내

만(内湾)으로, 사가(佐賀)ㆍ후쿠오카(福岡)ㆍ쿠마모토(熊本)ㆍ나가사키(長崎)의 4개의 

에 둘러싸여 일본 내에서 최 의 조 차이를 가지는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큰 

조 차이와 유입 하천으로부터 옮겨지는 량의 토사에 의해, 아리아 해에서는 간

석(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일본 내에 있는 간석(갯벌)의 약40%가 아리아 해에 

분포한다. 이러한 해역 특성 때문에, 아리아 해에서는 옛날부터 간척에 의한 토지

의 조성이 행해져 왔다. 그 에 이사하야만 간척은 최  규모의 것이다. 이사하야

만 간척사업은 1989년에 착공되어 2008년 3월에 공되었다. 재, 이사하야만의 

만 안쪽 약⅓의 면 은 조수제방에 의해 끝막이가 이루어져, 26㎢의 조정연못과 

8.2㎢의 간척지가 만들어져 있다.

이사하야만의 규모 간척이 최 로 계획되고 재까지 50년 이상의 세월이 걸

렸다. 제２차 세계  후, 아리아 해 지역은 1953년에 국토 종합 개발법에 근거

해, 조사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한 조사가 시작되었다.1) 이 계획은, 아리아

해를 만 입구부에서 끝막이 공사를 실시해 안쪽을 담수호화 하는 것과 동시에 

 1) 西尾建, 有明海干拓始末, 日本評論社,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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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의 간척지를 조성해, 여기에 규모 농업ㆍ 공업ㆍ ㆍ수자원 등을 개발

한다고 하는 규모 계획이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아리아 해 지역 종합 개발 

조사보고서(1969)｣에 정리되었지만, 개발되는 약400㎢의 토지와 100m3/s이상의 물

의 수요를 망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계획은 폐기되었다. 그 배경에는 쟁 

후의 식량 증산이 요구되었던 시 가 끝나, 이 남아돌고 석탄에서 석유로 에

지 명이 격하게 진행되어, 아리아 해 연안에 많이 있던 탄갱이 사양화한 것, 

한편으로 만내의 해역에서는 김 양식이 발 하기 시작한 것 등이 있다.2)

 　

<그림 1> 이사하야만ㆍ시화호ㆍ새만 의 치와 같은 스 일의 성 상

(출처: Google Map)

아리아 해 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같은 시기에, 이사하야만에서도 나가사키  단

독의 간척사업 계획(나가사키 간척 구상)이 입안ㆍ추진되고 있었다. 1953년에 정

부의 참가로 국 사업이 된 이 계획은, 식량 증산을 목 으로 이사하야만구를 

 2) 西尾建,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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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km의 조수제방으로 끝막이 공사를 해, 67㎢의 간척지를 만든다고 하는 복합 

간척 구상이었다.3) 그러나 억지로 간척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나가사키 에 

한 어업인의 강한 반발과 1969년에는 의 생산조정이 시작되어, 정부도  생산

을 한 간척에는 반 한 것, 그리고 1970년 [나가사키 ]지사의 교체를 계기로 이 

계획은 지되었다.4) 신, 낙농ㆍ원 ㆍ수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다목  간척이 

제안되어 ｢나가사키 남부 지역 종합 개발 계획 안｣이 1972년에 공표되었다. 이

른바,｢난소(南総) 개발｣계획이다. 이것은 나가사키 간척 구상과 같이 이사하야만

구를 10.3km의 조수제방으로 끝막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 안쪽에 60㎢의 간척

지와 36㎢의 담수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었다.5) 이 계획의 주목 은 수자원의 개

발로, 끝막이로 만들어지는 유효 수량 3.84×107m3
의 담수호를 수원으로 나가사

키시 등에 20×104m3/日의 도시 용수를 공 함과 함께 주변 밭 등 33㎢를 개해, 

간척지에 해서는 주로 농업용지로 이용하지만 일부는 공업용지로서 공장 유치로 

돌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회 정세의 변화, 어업인의 반  등에 의해, 계획은 반

을 거듭했다.6) 나가사키 은, 반 하는 이사하야만내의 12개의 어업 동조합(어

)에 어업 보상액의 웃돈을 제시, 1976년에는 어 이 이를 수락했다. 다만, 그

것만으로는 매립을 개시할 수 없었다. 1981년에 행해진 매립 동의를 한 각 어

총회에서는, 이사하야만내 12개의 어   10개의 어 에서는 동의를 얻을 수 있

었지만, 코나가이(小長井)와 미즈호(瑞穂), 2개의 어 에서는 부결되었다. 그래서 나

가사키 은 한층 더 보증 을 증가시켜, 다시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 결과, 이 2개

의 어 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나가사키 은 연내에 최 의 보증  지불을 실시

할 방침을 제시했지만, 매립 사업 개시를 해서는 만내뿐이 아니고, 향을 받는 

만외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사하야만외의 계어 (남공81호 어

업권자회)의 반 는 매우 강하고, 사가ㆍ쿠마모토ㆍ후쿠오카 3개 의 지사도 간척

사업 반 의 표명을 했다. 그에 해, 정부ㆍ나가사키 은 끝막이의 면 을 당  

계획의 84%까지 축소시켰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나가사키 ㆍ정부｣  

｢사가ㆍ후쿠오카ㆍ쿠마모토 ｣의 립, 그리고 만외 어업인의 강한 반발이 있는 가

운데, 1982년에 당시의 가네코(金子) 농림수산성 장 은 난소(南総) 개발 계획의 

지를 제언했다.

 3) 西尾建, 게서.
 4) 西尾建, 게서.
 5) 長崎県南部総合開発室（編），水と緑の南総開発, 長崎県, 1978.
 6) 西尾建, 게서.



간석지에 있어서의 3개의 대규모 간척, 그 공통점과 차이점 _ 速水祐一　∣129∣

난소(南総) 개발 계획의 지에 맞추어, 가네코(金子) 농림수산성 장 은 이사하

야만 기슭의 홍수, 고조 책으로서 방재 사업의 실시를 표명했다. 그에 따라 농림

수산성은, 1983년에 복합 간척을 제로 한 방재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1984년도

에는 착공 산이 책정되어 그 계획은, 이사하야만 앙부에 조수제방을 건설해, 

끝막이 면 은 39㎢, 그 에 21㎢의 간척지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

에 해 어업인의 응은 나뉘었다. 이사하야만내의 어 장들은, 무엇보다도 난소

(南総)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나가사키 과 체결한 보상 의 수를 강하게 요구했

다. 한편, 만외의 사가ㆍ쿠마모토ㆍ나가사키 3개 의 어 은 간척 반 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왜 방재 사업으로서 복합 간척이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없고, 어업

에의 향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이 끝막이 면 은 도 히 우리

들이 허용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다.7) 이에 해, 1985년에 지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조정이 의뢰되어 끝막이 면 을 35.5㎢ 이내로 하는 조정안

이 결정되었다. 다음 해인 1986년에는 환경 향 평가서안의 열람이 이루어져 만

내 12개의 어 은 어업 보상 정에 조인, 1987년에는 만내어 이 임시총회에서 

어업권 포기에 동의함으로써, 1989년에 국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기공되었다.

이사하야만 간척 문제가 일본 국으로부터 주목받게 된 것은, 1997년의 조수방

제 끝막이 공사가 텔 비 으로 보도되고 나서일 것이다. 그 후, 2000년 가을부터 

이듬해 에 걸쳐, 아리아 해에서 규모 양식 김 탈색 피해가 발생, 이사하야만 

간척 공사와의 계가 의심되어 어업인과 환경 단체의 반  운동이 활발해져, 큰 

사회 문제로 되었다. 이것이 ｢아리아 해의 환경 이변 문제｣에 해 국  심

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문제에 해, 농림 수산성은 아리아 해 김 흉

작 등 제3자 원회를 설치, 그 답신에 근거해, 이사하야만 단기 개문 조사가 2002

년 4~5월에 실시되었다. 동년에는 아리아 해ㆍ야츠시로해(八代海) 재생 특별 조치

법이 시행되어, 활발한 조사ㆍ연구가 실시되게 되었다. 그 결과, 아리아 해 안쪽

ㆍ이사하야만에서는 매년 하계에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고 있는 것 등, 아리아 해

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의 실태의 해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발본 인 환경 재생

책은 발견되지 않은 채, 2008년에 간척사업은 공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덧붙

여 이와 같이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된 가운데에서, 2001년에 행해진 이사하야

만 간척사업에 한 국  사업재평가(당시의 어세스먼트)에서는, 환경을 한층 더 

배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의 재수정이 요구되었다. 그에 따라, 2002년 6월에

 7) 山下弘文，だれが干潟を守ったか，農文教，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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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륙(干陸) 면 을 약½로 하도록 계획의 일부가 변경되었다.

이사하야만 간척 문제는, 2008년 6월 사가 지방법원에 이사하야 간척사업 소송

의 결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과 아리아 해에서

의 어업 피해의 인과 계를 인정해 5년간의 배수문 개문을 명한 이 결을 정부는 

항소(抗訴)했지만, 한편으로 개문 조사와 련되는 환경 향 평가를 개시했다. 

2010년 12월의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 결은, 다시 정부에 해서 5년

간의 배수문 개문을 명했다. 이것에 해서, 칸 나오토(菅直人) 총리 신(당시)은 

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장기 개문 조사의 실시를 단행했다. 2012년 8월에는 

큐슈 농정국(九州農政局)에 의해 개문 조사와 련되는 환경 향 평가서의 공표와 

함께 조사 계획안의 개략도 제시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에 

걸쳐 5년간의 개문의 실시가 정되고 있다.

<그림 2> 나가사키 ㆍ사가 의 아리아 해의 어획량의 변천ㆍ어류(좌), 조개류(우) 

이사하야만 간척사업과의 인과 계가 의심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주된 것은 어획

량의 감소이다. 나가사키 ㆍ사가 의 아리아 해 어류의 어획량은, 어(底魚)를 

심으로서 이사하야만 간척 공사가 시작된 1980년 말부터 감소 경향이 하다

(그림2 좌). 나가사키 의 이매패(二枚貝)에 해서도 같다(그림2 우). 사가 의 이

매패(二枚貝)는, 사르보우가이의 어획을 크게 반 하고 있지만, 1990년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요어종인 키조개(タイラギ:타이라기)는 거의 잡히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어획량 감소의 요인으로서 이사하야 간척사업에 의한 환

경 변화가 의심되고 있다. 그 에는, 끝막이에 의한 만내 해역의 조석 진폭의 감

소,8) 질의 세립화,9) 조정연못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 오탁의 증 10)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사하야만내를 제외하면, 간척사업과 이러한 인과 계는 충분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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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 이사하야만 조정연못에 해서는, 1997년의 끝막이 이후, 수질 악

화가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녹조(青粉:아오코)의 발생도 일어나고 있다. 조정지수의 

COD(화학  산소 요구량)는, 끝막이 이 에는 연평균치로 4mg/L를 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는 농업용수에 이용하는 경우의 호수와 늪ㆍ 수지의 환경기 치인 

5mg/L이하인 것은 거의 없고, 최근에는 연평균치 6~9mg/L로 추이되고 있다.11)

2. 시화

시화호는 경기도의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해있는 복합 간척에 의해 만들어

진 인공 호수이다(그림 1). 1994년에 완성한 조수제방의 길이는 12.6km, 호수의 면

은 42.3㎢, 간척에 의해 133.7㎢의 토지가 만들어지는 계획이다.12) 재는, 간척

지의 개발공사가 계속되는 한편, 호수의 환경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시화호의 특

징은, 한번 거의 담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문제에 의해 다시 해수를 유입

시킨 것이다. 종래는 조수제방 남단에 있는 수문 한곳만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

지만, 2011년 조수제방 앙 부근에 새롭게 조력발 소와 수문이 완성된 것으로 

해수 유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하에서는, 주로 한경구 등(2001)13)의 책에 힌 내용을 바탕으로 시화간척사업

의 경 를 정리하도록 하자. 시화지구의 간척 계획은 1970년 부터 서남 해안 간

척 계획의 일부로서 검토되고 있었다. 1985년에는, 경제기획원에 의해 시화지구를 

우선 으로 개발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1985년부터 86년에 걸쳐 약 반년의 조사 

후, 1986년에는 시화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1987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개발을 한 환경 향 조사가 실시된 것은, 공사 개시 후의 1987년부터 1988년까

지 다. 1994년에 조수제방이 완성되어 시화호의 끝막이가 완성되었다. 그 다음 해

 8) 宇野木早苗, “有明海における潮汐と流れの変化－諫早湾干拓事業の影響を中心にして－”, 
海と空, 第78券, 第1号(2002).

 9) 伊藤史郎, “｢有明海異変｣，特にタイラギ資源の減少と今後”, 海洋と生物, 第28券, 第6号
(2006).

10) Y. Hodoki and T. Murakami, “Effects of tidal flat reclamation on sediment quality and 
hypoxia in Isahaya Bay”, Aauatic Conservation: Nar, Freshw. Exosyst., 16, 2006.

11) 九州農政局諫早湾干拓事務所, “諫早湾干拓事業環境モニタリング結果のまとめ”, 九州農政
局, 2008.

12)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ne Affairs, “LakeShihwa”.
13) ハン ギョングㆍパク スンヨンㆍチュ ジョンテクㆍホン ソンフプ, 海を売った人びと－

韓国ㆍ始華干拓事業－，南方新社，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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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95년부터, 간척지의 염분을 포함한 토양의 비산에 의한 염해가 문제 되기 시

작했다. 1995년 겨울, 호수는 거의 담수화 지만14), 수질 악화가 큰 문제로 되었

다. 1996년 8월에는 호수 내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사멸하는 사건이 일어났

다. 악화된 호수의 수질 개선을 해, 수자원 공사ㆍ농어  진흥 공사는 일시 으

로 수문을 열어 수를 방류하는 신에 해수를 유입시키는 것을 결정했지만, 이

에 해 환경 단체 등의 큰 반발이 일어났다. 오수의 방류에 의한 연안 해역의 환

경 향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홍수 책을 목 으로 한 방수에 해서 주

민ㆍ환경 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항의 행동을 일으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수

질 개선 책의 추진과 간헐 으로 실시된 방수ㆍ해수 유입에도 불구하고, 호수의 

수질 악화는 한층 더 진행되어, 1998년에는 호수의 농업용수로의 사용이 포기되었

다. 2000년에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은 단념되어 조수제방 배수문이 상시 개방되게 

되었다. 해수 유입에 가세해 집수역의 하수처리가 진행된 결과, 1997년에는 

17.4mg/L인 시화호의 연평균 COD가, 2005년에는 4.2mg/L까지 하되었다.15) 이와 

같이 수질 개선이 있었지만, 부 양 상태의 개선에는 불충분해, 하계 빈산소 수괴

의 형성은 계속되어, 서동물에 악 향을 계속 주었다. 그 때문에, 해수 유입이 

한층 더 진행되어 호수의 체류 시간을 단축시키기 해, 조수제방의 앙 부근에 

조력발 소가 건설되어,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조력발 소는 조수제방 밖에

서부터 유입하는 해수의 흐름에 의해 발 이 이루어져, 유입한 해수는 발 소에 

인 해 새롭게 건설된 수문과 시화 호 남부에 있는 구수문으로 유출되고 있다.

3. 새만금

새만 은 라북도의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둑의 간석(갯벌)ㆍ천해역을 개발하는 

규모 복합 간척 로젝트이다(그림 1). 조수제방의 길이는 세계 최장의 33.9km

로, 그 안쪽에 283㎢의 간척지와 118㎢의 호수(조정연못)를 만드는 계획이다.16) 조

수제방의 건설은 1991년에 시작되어, 2010년에 공되었다. 호수는 2개소의 수문

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고, 재 수 를―1.6m가 되도록 조정하면서 해수 교환이 

14) 홍재상･,정래홍･서인수･윤건탁･최병미･유재원, “시화방조제의 건설은 서동물군집의 시 

공간 분포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 한국수산과학회지 vol.30(1997).
15) 九州農政局諫早湾干拓事務所, “諫早湾干拓事業環境モニタリング結果のまとめ”, 九州農政

局, 2008.
16) ARIUL Global City of Saemangeum, http://www.smgc.go.kr/kor/html/main.jsp, 

SAEMANGEUM DEVELOP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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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김기 (金起賢)(2006)17)의 논문에 근거해, 새만  사업의 경

를 정리하도록 하자. 새만 로젝트의 계획이 시작된 것은 1971년이다. 1986년의 

통령 선거를 계기로 구체화된 이 로젝트는, 1986년에는 개발의 환경 향 평

가가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환경 향 평가와 의를 끝내, 공유 수면 매립의 허

가, 사업 시행이 인가되어 착공되었다. 그러나 시화호의 오염 문제를 단서로, 1996

년 이후 새만 로젝트에 해서도 환경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1998~1999년에는 

환경 단체 등이 공동 조사를 요구, 1999년에는 라북도가 새만  사업의 재검토

를 요구했다. 그 결과, 1999년에는 공사가 단되고 민 공동 조사가 실시되어 조

사 결과는 2000년에 민 공동 조사 종합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2001년에는 국무

총리 직속의 국무조정실과 통령 직속 기 인 지속가능발 원회의 공동 주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2001년에 ｢친환경 순차개발방침｣이 결정되어 공사가 

재개되었다. 한편, 동년, 환경 단체 등이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를 

요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에는 주민과 환경 단체가 법원에 공사의 집행

정지를 신청해, 서울 행정법원이 공사 지가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에 해 

다음해 2004년에 서울 고등 법원이 가처분의 무효와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본 재

에 있어서도, 2005년에 서울 행정법원이 환경 단체 등의 일부 승소 결을 내렸

지만, 2005년 항소심의 서울 고등 법원에서는 공사 재개가 결정되었다. 원고는 상

고했지만, 2006년 법원에서 고등 법원의 결을 지지하는 결정이 나와 공사 재

개가 최종결정 되었다. 2010년에는 조수제방이 완성되어, 재는 내부 제방의 건설

공사와 간척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

새만  개발 문제의 특징은, 개발의 경제성이 큰 문제가 된 것, 한국 환경 운동 

연합(KFEM)을 시작으로 하는 환경 단체가 심이 되어, 지 주민이나 종교지도

자 등이 함께 해 매우 활발한 반  운동이 개된 것이다. 개발의 경제성을 생각

하기에 즈음해서는, 복합 간척으로 없어지는 간석(갯벌)ㆍ천해역의 경제  가치와 

사업 경제 효과의 비교가 쟁 이 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정연못의 수질 

보 을 해서 필요한 비용의 다과도 쟁 이 되었다. 서울 고등 법원은 최종 인 

결을 내릴 때에, ｢환경의 보 과 개발은 어느 쪽이든 한편이 희생하게 되고, 환

경 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새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종

합 으로 국민 체의 이익이 된다고 단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문에서 기술하

17) 金起賢，“韓国の公共事業｢セマングム干拓事業｣”，JICE REPORT vol.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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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을 성공시켜 충분한 경제  가치를 낳을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공통점과 차이점

아리아 해는 일본에서는 드문 큰 조석과 한 간석(갯벌)을 가지는 내만(内
湾)이다. 평탄한 지형, 한 간석(갯벌), 토 물로 고농도에 탁해진 해수라고 

하는 특징은, 세토내해(瀬戸内海)나 이세만(伊勢湾) 등 일본 국내의 다른 표  내

만(内湾)과는 달라, 오히려 한국 서해안 연안 해역과 유사하다. 생물상에 해서도, 

아리아 해에는 짱뚱어나 웅어[Coilia ectenes JORDAN et SEALE.]로 표되는 ｢

아리아 해 특산종｣이라고 불리는 종류가 많이 생식 하며, 그들의 부분은 한국

ㆍ 국의 황해ㆍ동 국해 연안에 동종 내지 근친종이 생식 하고 있다. 따라서 원

래, 이사하야ㆍ시화ㆍ새만 의 각 해역은 생태학 으로 보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이사하야만 조정연못ㆍ시화호ㆍ새만 호의 지형과 수리특성 

이사하야만 조정연목 시화호 새만 호

조수제방 길이(km) 7.1 12.6 33.9
면 (㎢) 26.0 42.3 118.0***
평균수심(m)# 1.1 7.8 4.5

리수 (m) -1.0 -1.0 -1.6*****
상시 수량(×106m3) 29 332 900***
평균하천유입량(×106m3/day) 0.18* 0.82** 5.9****
체류시간(day) 159 404 153
간척지 면 (㎢) 8.2 133.7 283***
* 혼묘천(本明川:혼묘가와) 만

** 출처 : 2011년도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보고서

*** 계획치

**** 동진강과 만경강의 합계 (2004~2010년 평균)
***** 상치

# 평균수심은 상시 수량을 면 으로 나  값

이사하야만ㆍ시화ㆍ새만 의 3곳의 간척사업은 모두 규모 복합 간척에 의해 

간석(갯벌)ㆍ천해역을 개발한 사업이다. 간척의 규모로서는 새만 가 가장 크고, 시

화가 그 뒤를 잇는다(표 1). 사업의 상황에 해서는, 이사하야만은 이미 사업이 



간석지에 있어서의 3개의 대규모 간척, 그 공통점과 차이점 _ 速水祐一　∣135∣

완료되어, 간척으로 만들어진 농지에서는 밭농사를 심으로 농업을 하고 있다. 시

화에서는 간척은 거의 종료되어, 재는 간척지의 개발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새만

의 조수제방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간척을 한 내부 제방을 건설하고 있

는 도 이다. 조정연못에 해 살펴보면, 새만 에서는 조수제방은 완성했지만, 조

정연못은 담수화되지 않고, 향후 담수화 할 계획에 있다. 이사하야만에서는 이미 

조정연못은 담수호가 되어 있다. 시화호는 한 번 거의 담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수질 문제에 의해 다시 해수를 유입시켰다.

사회 으로 보면, 3곳의 사업은 모두 간석의 개발ㆍ수역의 환경이 문제가 되어, 

환경 단체나 매스미디어의 활동도 함께 사회 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어느 이스도 

조수제방은 완성되어 바다와 조정연못(호수)은 멀어졌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해수를 

조정연못(호수)에 유출입시킬 것인지, 그 지 않으면 담수호화 할지가 쟁 이 되었

다. 담수호화 된 이사하야만 조정연못과 시화호의 경우, 호수 내의 수질이 악화되어 

그 로는 발본 인 해결책이 에 띄지 않는( 에 띄지 않은) 도 공통된다.

한편, 3곳의 사업에는 큰 차이 이 있다. 최 의 차이 은 이사하야만의 경우, 

조수제방의 밖의 해역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ㆍ어업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화 된 

이다. 새만 ㆍ시화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조수제방 안쪽의 환경이며, 외

측의 해역의 환경은 그다지 문제시 되고 있지 않다. 시화호의 경우는 수질 악화가 

한 호수를 해역에 방류하는 것에 의한 환경ㆍ어업에의 향이 염려되어 큰 반

 운동을 일으켰지만, 조수제방 밖의 해역에서 실제로 큰 환경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이사하야만의 경우, 아리아 해라고 하는 폐쇄성이 강한 내만의 일부에 끝

막이가 실시된 것에 반해, 시화ㆍ새만 의 경우는 조수제방의 밖은 비교  개방

인 해역인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시화호의 수질 악화에는  하나 요한 이 

있다. 시화호에서는 개발에 수반해 연안에 많은 공장이 유치되어 한층 더 집수역

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공업지역이나 도시로부터, 처리되지 못한 

배수가 그 로 시화호에 유입 다. 후술하는 것과 같이, 개문 의 시화호는 체류 

시간이 길고, 오탁 물질이 모이기 쉬웠다. 이러한 것이 속 오염을 포함한 심각

한 호수 내의 환경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사하야만에서는 이러한 유입 부하

의 격한 확 는 생기지 않았으며, 조정연못의 수질 악화는 문제 되고 있지만, 그

만큼 크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큰 차이는, 국내에 있어서의 해당 해역의 환경의 특이성에 있다. 일본 

내에서는, 간척 공사 의 이사하야만은 매우 특이한 해역이었다. 일본 국내에 아리

아 해와 같은 환경 특성ㆍ생물상을 가진 해역이 없고, 그 에서도 이사하야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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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개발의 손이 뻗치지 않은 해역이었다. 한편, 시화ㆍ새만 에 해서는, 한국 

서남 연안 각지에 유사한 환경 특성ㆍ생물상을 가진 해역이 존재한다. 순천만과 

같이 간석의 보  운동에 의해 개발이 계획 단계에서 지되어 자연 환경이 보

된 지역도 있다.18) 환경 단체 등에 의한 운동이 한때는 매우 활발했음에도 불구하

고, 지 은 그만큼이 아닌 시화나 새만 에 해, 아리아 해에서는 계획 단계부터 

장기간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는 이러한 해역의 특이성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

을지도 모른다.

<표 1>로부터는, 이사하야만과 시화ㆍ새만 의 간척사업의 특성의 차이 을 간

할 수 있다. 재의 이사하야만 조정연못의 면 은, 시화호ㆍ새만 호 각각의 약

2/3, 1/5이다. 그에 비해 간척지의 면 은, 시화ㆍ새만  각각의1/15, 1/30에 지나지 

않는다. 조정연못과 간척지의 면 비는 이사하야만이 0.3배인데 해, 시화ㆍ새만

는 3.2배, 2.4배로 간척지의 면 이 넓다. 이것은,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최종

으로 방재를 주목 으로 한 사업이 된 결과이다. 즉, 방재를 해서 필요한 것은 

방조제ㆍ방 제로서의 조수제방과 수  조정 기능을 가진 조정연못이며, 새롭게 간

척지를 만들 필요성은 기 때문이다. 한편, 시화ㆍ새만 는 새롭게 토지를 조성하

는 것을 주목 으로 했기 때문에, 조수제방에서 끝막이 실시한 안쪽에 해서는, 

보다 넓은 면 을 육지화하고 있다. , 이사하야만 조정연못과 시화호는 어느 쪽

이나 담수호화 되어 후에 해수의 유입이 실시된 으로써 공통되지만, 수리특성에

는 많은 차이가 있다. 1  하천인 혼묘천(本明川:혼묘가와)이 유입되고 있는 이사

하야만 조정연못은, 상시 수량을 유입 하천 유량으로 나  호수의 체류 시간이 

약 160일이다(여기에서는 혼묘천 이외의 작은 하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제로는 좀 더 짧다). 한편, 시화호는 큰 하천이 유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수

의 체류 시간은 약 400일로 이사하야만의 배 이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해수 유입 

의 시화호의 호수는 이사하야만 조정연못보다 정체되기 쉽고, 오탁 물질이 모이

기 쉬웠던 것을 의미한다. 시화호는 담수호화 도 에 수질 악화가 사회 문제시 되

어, 다시 수문으로 해수를 유입시키기에 이르 다. 2011년부터는 조수제방을 굴착

하여 만든 조력발 소의 가동에 의해, 해수 유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호수의 체류 

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호수의 정체를 막는 시책에 의해 시화호의 

수질은 개선되었다. 시화호에 비하면, 2개의 큰 강이 유입되는 새만 호의 체류 시

간은 짧아, 이사하야만 조정연못과 동일한 정도이다. 이것은, 이 호수의 경우 시화

18) 金敬源ㆍ朴宣影, ”韓国の干潟の干拓と保全活動、そして未来”，日韓国際シンポジウム｢緊急
シンポジウム-諫早開門問題，韓国の例に学ぶ｣要旨集,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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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보다 정체하기 어렵고, 오탁 물질이 모이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사하

야만 조정연못에서도 수질 악화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부터, 향후 담수화의 시비를 

포함해 수질 악화를 일으키지 않게 세심한 주 를 기울여 계획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규모 복합 간척의 조정연못에 있어서의 이러한 해수 재유입은, 네델란드의 그

벨링건 호수[Lake Grevelingen]라고 하는 선례가 있다. 끝막이에 의해 1971년에 

북해와 분리되어 기수호(汽水湖)가 된 그 벨링건 호수에서는, 부 양화의 진행이 

문제가 되어 1978년에 다시 해수의 재유입이 이루어져 수질의 개선ㆍ부 양화 진

행을 멈추는 것에 성공했다.19) 1971년의 끝막이 후의 그 벨링건 호수의 체류 시

간은 3~6년에 이르 지만, 해수 도입 후는 2개월로 되었다. 유입 부하량이나 생물 

활동의 활성, 호수의 지형 등에 의해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체류 시간 2개월)가, 

복합 간척 조정연못의 수질을 어느 정도 양호하게 유지하기 한 기 이 되는 것

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3곳의 이스와 련되는 사회 문제에 해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사하야만ㆍ시화ㆍ새만  모두,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 환경 단체나 

어업인 등이 활발한 반  운동ㆍ환경보  운동을 개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이사하야만의 경우 개발에 해 반  운동을 주도 으로 진행한 것은 어업

인이었다. 이것은 환경 단체가 운동을 리드한 한국의 2곳의 와의 차이 이다. 

지 지역의 어업인이 운동을 주체 으로 담당해 왔던 것이, 장기에 걸쳐 운동이 계

속되어 온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에 해서도 차이가 있

다. 이사하야만 간척 문제에 해서는,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정연못으로의 해

수 재유입을 반 하는 나가사키 과, 간척사업에 반 하여 개문 조사의 조기 실시

를 요구하는 사가 과의 사이에 큰 지역 립 구도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의 반 는, 정부가 사업을 실시하기에 즈음해 장해가 되어, 과거에는 계획의 단념

이나 지연을 불러 왔다. 한편, 한국의 2곳의 의 경우 라북도가 새만  사업에 

해 재검토를 요구한 가 있지만, 체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는 일본에 비

해 희박하다. 이것의 배경에는 해역의 간척ㆍ매립에 한 법ㆍ제도의 차이가 있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픽에 해서는, 아직 검토가 불충분하여 향후 한층 심도 깊

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 B.A. Bannink, J.H.M Van Der Meulen and P.H. Nienhuis, “Lake Grevelingen: From an 
estuary to a saline lake. An introduction”, Netherlands J. Sea. Res., 18(3/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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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이사하야만ㆍ시화ㆍ새만 이라고 하는 간석지에 있어서의 3곳의 

규모 복합 간척사업에 해, 자연과학  특징ㆍ역사ㆍ사회 문제의 구도라고 하는 

측면으로부터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이런 3곳의 지역은 원래 유사한 생태학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것, 복합 간척에 의한 규모 개발의 실시 후 는 실시 에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된 것, 조정연못(호수)의 수질 악화가 문제된 것 등의 공

통 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사하야만에서는, 시화ㆍ새만 과는 달리 조정연

못 밖의 해역의 환경 악화ㆍ어획량 감소가 주된 사회 문제가 된 것, 유사한 특성

을 가지는 해역이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방재를 주목 으로 했기 때문에 

끝막이 면 에 비해 간척지의 면 이 매우 작은 것, 반  운동의 주체가 어업인인 

것 등의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끝막이 후의 조정연못(호수)의 물의 체류 시간에 

해 살펴보면, 이사하야만 조정연못과 새만 호는 반년 이하인데 반해, 시화호는 

1년 이상으로 길었다. 이것은 시화호에는 큰 유입 하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끝

막이 후 시화호의 수질오탁이 격하게 진행된 원인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 시

화호의 수질 악화에는 연안에 유치한 공업지 나 크게 인구가 증가한 집수역으로

부터의 배수의 향도 컸다. 이사하야만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담수호화 후에 문

을 열어 해수를 재유입한 시화호의 가 자주 거론된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앞으

로는 유사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은 차이 이 있는 것도 이해하면서 

참고로 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 이사하야만에서는 조수제방 배수문의 개문 조사가 정되어 있어, 빠르면 

2013년에도 조정연못으로의 해수 재유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개문에 해서

는 나가사키   나가사키 의 농업인ㆍ어업인의 일부로부터 강한 반 가 있어 

장래는 불투명하다. 다만, 개문 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아리아

해의 환경 악화에 한 이사하야 간척사업의 향의 평가에 해 일정한 합의가 

탄생한 지 까지의 사회 인 립이 완화ㆍ해소될 것을 기 하고 있다. , 개문에 

의해 가장 크게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조정연못 내이기 때문에, 향후는 조정연못 

내의 환경에 해 지 까지 이상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