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1. 1. 개  개  개  개  요 요 요 요 
   최근에 들어서 국내의 댐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기술적 관점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성 있는 댐을 건설하는가이다.  둘째, 댐 주변지역의 환경 및 생태 변
화를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가이다.  셋째는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
적인 댐 건설을 위해 댐 주변지역의 지역경제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는가이다.
현재 국내에서 댐 설계와 시공에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댐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댐 수몰지의 경우, 담수 후에는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길 뿐만 아
니라 그로 인하여 생태 환경이 변화될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댐 부지 선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댐을 건설하기 전에 신중한 조사와 함께 환경적 특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탄강댐은 지역적 특성 및 장기발전 계획을 설계단계
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한 후에  3가지의 전략과 9가지 실천 계획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건강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티브로 Eco-Dam으로 선언하였다. 

세 번째의 전제조건은 한탄강댐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의 별도 기고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본편에서는 
Eco-Dam의 선언과 함께 광역 네트워크 관광코스를 가지는 생태 관광 제안을 위한 3가지 전략과 9가지 실천 계
획에 대해 본문에서 상세히 언급 하였다.  

2. 2. 2. 2.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댐 댐 댐 댐 개발 개발 개발 개발 
   파주, 문산 등의 경기 북부지역의 홍수 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DMZ로부터 약 20km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탄강댐
을 안전하고 안정성있게 건설하기 위해서, 850,000m3의 콘크리트 체적을 가진 높이 85m, 길이 709m의 
R.C.C.D(Roller Compacted Concrete Dam)가 채택되었다.  
한탄강댐의 설계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옛날 하상에 퇴적된 것으로 보이는 실트질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1∼ 2m 두께의 백의리층(구하상퇴적
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로, 이 층은 지반면으로부터 40 ∼ 50m 두께의 화산암(현무암)으로 덮여 있었
다.  두번째는 댐체의 좁은 하천 중심에서 어떻게 14개의 게이트 시설(비상용여수로 5개(댐 상부), 상용여수로 4
개(댐 중앙부), 생태통로 4개(댐 하부)와 배사시설 1개)들을 배열하는 가이다. 
댐 완공 후 담수시 지반침하의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허용한계값 이내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백의리층(구하상퇴적층)을 따라 생길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 댐 
축 중앙부에 백의리층(구하상퇴적층)을 따라 길이 150m, 지름 3.5m의 그라우팅 터널을 설치하여 터널내부에서 
위와 아래로 일직선의 커튼그라우팅(10 ∼ 20m) 터널을 설계하였다.(Fig.1). 이 제안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철
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재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상용 여수로와 상용여수로의 배열은 18m 폭의 여수로부인 하천의 본류부에 적용되었다. 또한 생태통로 4개와 
배사설비 1개는 여수로 우측(댐 우안부)에 배열되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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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댐 댐 댐 댐 개발 개발 개발 개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댐을 만들기 위하여 포유류, 조류, 어류와 양서류 등의 7가지 각기 다른 서식
동물들의 댐 건설 후 이동경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측 및 추정하여, 댐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의 종에 대한 새로
운 서식지 조성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였다.(Fig.3). 예를 들면, 댐 상류에 300,000m2의 자연생태공원과 
900,000m2의 습지가 조성될 것이며 또한, 댐 하류에는 수로와 비오톱(biotope)을 포함하는 100,000m2의 친환
경공원이 조성될 것이다(Fig.4). 또한 댐 본체와 댐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동물들이 댐 축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댐 마루부의 녹도와 진입도로를 횡단하는 생태통로가 설치 될 
예정이다.



년중 대부분의 기간은 어류와 게, 플랑크톤이 댐 바닥의 4.54x5.6m의 생태통로를 통하여 자유롭게 이동될  것이
다. 더구나 필연적으로 저수되는 동안의 회귀성 어류는 댐 우측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어도(높이: 33m)를 통하여 
댐 하류에서 댐 상류로 이동한 후 원형다단 계단를 통하여 상류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댐 건설로 인한 하천 환경 부작용중의 하나로 상류에서 하류로 토사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토사 공급시설인  배사 게이트(1문)가 댐 좌안부의  가이드벽에 설치되어 댐 하류로의 토사 
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다(Fig.6). 이 배사설비를 통하여 년간 640,000m3의 토사가 배사 게이트
를 통해 하류로 공급될 것이다. 



4. 4. 4. 4.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댐 건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Eco-Dam의 개념과 함께 
Hardware적으로서 많은 환경친화적 시설들이 위에서 언급한대로 계획되어 설계에 반영 되었다. 친환경시설물의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친환경 시설의 유지 및 홍보 발전을 위한 Software적인 구상으로서 3가지의 전략과 9가
지의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 - - 3333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개발 개발 개발 개발 전략전략전략전략
  개발지역의 잠재자원을 극대화하여 테마네트워크 개발
  경기북부 지역권의 새로운 경제문화 공동체 창출     
  지역주민의 우선참여와 개발보전의 균형발전 도모                 

- - - - 9999가지 가지 가지 가지 실천 실천 실천 실천 계획  계획  계획  계획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항 준수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시설의 위치 선정
 친환경적인 댐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방안 및 시공법 채택
 건설시 발생가능한 일시적인 환경변화의 조기회복
 건설 후 잔존하게 되는 항구적 변화에 대한 완화책 수립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새로운 환경 창출
 생태관광을 위한 자연생태공원 건설 
 Eco-pia 기지화
 생태관광의 활동프로그램 및 예시 제시  

  
위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댐건설에 필수적인 요소인 친환경적 시설물의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환경적 
시설물의 유지 발전을 위한 선언 및 이러한 선언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댐건설사업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