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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artificial barrage was constructed in 1990s, the Geumgang estuary has been experiencing considerable changes in
nature as well as in socioeconomic and culture in the vicinity villages.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change of estuarine
environment bring about conflicts among the local communities, and resolve the conflicts,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causes
of the conflicts in the Geumgang estuary using in-depth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method. 100 local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vicinity of Geumgang estuary for more than 30 years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s. Results of the research
shows that local people’s jobs determine the opinions about the estuary barrage and the way of estuarine management.
Understanding environmental change and local conflicts helps to develop a sustainable and integrated estuary management
system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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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우리나라의 닫힌 하구의 경우는 하구습지 감소 및 하구환
경의 변화로 인해 생태적 건강성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

하구는 해수와 담수의 혼합이 일어나는 곳으로 하천유량

고 있다(NIER, 2015). 2014년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

의 변화, 계절, 바람과 파도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

면, 닫힌 하구의 경우는 건강성이 매우 악화되어 양호(B등

는 역동적인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Prandle, 2009). 우리

급)한 수준의 건강성을 보이는 하구는 부재한 실정이라고

나라에는 국가 하천 하구 13개, 지방 하천 하구 449개, 총

한다(NIER, 2015).

462개의 하구가 있는데, 전체 하구의 49%에 달하는 227개

금강하구의 경우도 닫힌 하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하구 및 주요 하구역이 하굿둑 건설 또는 해안 매립으로

국가하천 하구인 금강하구에 홍수조절과 농공용수 확보, 염

인해 하구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생태계가 훼손되었고,

수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육운 개선의 목적으로 1983년도에

하구 특유의 특성에도 변화가 생겼다(Lee, et al., 2005). 하

하굿둑이 착공되어 1994년 하구가 닫힌 이후 금강하구는

구의 특성인 육지의 오염원을 정화하고 해수의 염분을 희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Lee et al, 2005: Yu et al., 2007).

석하는 기수역의 기능이 상실된 닫힌 하구의 경우 오염원

하굿둑 건설 이후에도 항만 및 항로유지 등을 위한 북측도

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 WQI 수질이 3-5등급의 낮은 수준을

류제, 남측도류제 등 추가적인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었

보이고 있다(Yu et al., 2007; Rho and Lee, 2006). 또한,

고, 이들 시설물도 하굿둑과 함께 금강하구해역의 다양한

하구는 생태계의 다양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 일반적인데,

환경변화를 발생시켰다. 예를 들면, 하구의 세립질화된 갯
벌형성과 퇴적으로 인해 항로의 수심저하가 발생하였고(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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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저서생태계도 변화시키고 있다(Lee et al, 2005).
금강하구의 자연 환경적 변화는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도 수반하였다. 금강하구 및 주변 해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은 하굿둑 건설이후, 갯벌 생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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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어업환경의 악화로 인해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강하구역 주민들의 내재적 갈등은 무

으로 이주해 나갔다. 금강 유역을 따라 발달해있던 포구들

엇인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 간의 연결 구조를 조사하

도 사라졌거나 그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다(GCA, 2010). 금

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강하굿둑 건설은 침수 및 염해 피해 예방 등을 통해 지역의

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금강하구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회･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였지만, 하구호 및

국내 닫힌 하구에서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해

금강의 수질 악화, 하구 갯벌의 훼손과 수산자원의 감소, 지

당사자들의 갈등과 완화 해결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형의 변형 및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의 변화등 부정적 영

것이다.

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Shin, et al., 2006; Suh, 2004; Yu,
et al., 2007). 특히, 토사 퇴적으로 인해 항로 및 수심에 변

2. Materials and Methods

화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설에 드는 경제적 비
용은 연간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NewSys,
2014; GROOF, 2016). 하구생태계의 훼손, 금강하구의 자연
환경적, 사회･문화적가치의 감소는 금전화 할 수 없는 비경제
적 가치 또한 상당하다 할 수 있다(Daejeon-ilbo, 2016).
금강하구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모두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두 지자체간의 접
근 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금강하구에서 관찰되는 환경

2.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연구 대상 지역은 금강하구역에 위치한 충청남도의 서천
군 장합읍, 마서면, 한산면, 화양면, 논산시 강경읍과 전라
북도의 군산시 나포면, 해신동, 소룡동, 중앙동과 옥도면,
익산시 성당면일부 지역 중 금강 하구 유역에 연한 곳을
선정하였다(Fig. 1의 짙은 회색부분).
연구 대상지 지역에 포함된 군산시는 전라북도 북서단의
금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안의 중심적 항구로 익산

현안은 하굿둑 및 하구시설물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보령시과 이웃하고 있으며, 충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하

청남도의 서천군 장항읍부터 논산시 강경읍, 부여시를 포함

구의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

하는 금강 하류권의 일부로서 군장산업기지개발과 새만금

금강하구의 기능을 복원해야한다고 주장한다(Seochungun,
2014). 이러한 정책 제안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정책방향
과는 상충되어 2013년 9월 9일자 군산시 보도 자료에서는

지구 간척사업,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산업 경제적으
로 발달하였고, 군산시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연해
있는 충청남도 남서단에 위치한 서천군은, 북쪽은 보령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서천군의 지역 간

동쪽은 부여군의 경계와 접하고 있다. 서천군은 군산시에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한다(Gunsansi, 2013). 즉, 전라북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 규모가 작은 편이다(GSAR, 2016;

도와 군산시의 경우는 대안 없는 해수유통은 지역 기반의

SSAR, 2016).

산업에 용수 공급 차질을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연구 대상지역의 총 등록인구수와 농가와 어가 인구수의

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언론이나 보도 자료에 나타난

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연구가 행해

금강하구의 해수유통과 관련된 갈등은, 서천군을 중심으로

진 읍･면･동 단위의 농가 인구수와 어가 인구수에 대한 통

한 충남지역 과 군산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간의 집단

계는 수집되지 않아 시･군 단위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공

대 집단 간의 이해관계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

식적인 농가인구수와 어가인구수 자료는 2014년의 자료가

처럼 보인다(Gunsansi, 2013; Seochungun, 2014). 금강하구

가장 최근에 수집된 것이고, 서천군의 농가 및 어가 인구

의 해수유통을 둘러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수에 대한 통계는 2010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에 수집 것이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해결이 쉽지

다. 연구 대상지역에 포함된 논산시와 서천군의 경우는 농

않은 특징을 나타내며, 갈등이 적절하게 완화되거나 해결책

가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

을 찾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금강하구의 지속가능한 관리

나, 익산시와 군산시의 경우는 3.6%, 6.5%라는 상당히 낮

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리라 예상된다.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어가 인구수의 비율은 서천군에서

금강하구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

4.34%로 가장 높고, 익산시에서 0.04%로 가장 낮은 수준

화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의 주체와 그 원인에 대해 심도있

이다. 군산시의 어가 인구 비율은 군산시 전체인구 비율에

는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며, 해결방안을 찾는데 필수적인

서 0.79%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Table 1의 통계자료

단계라 할 수 있다(Shim, et al., 2013). 지역의 갈등의 현황

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대상지역의 농가인구수와 어가 인

과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완화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수는 규모가 작은 집단이며 특히 어가 인구의 비율은 상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의 대면 면담을 통해 언

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더라도 어업과

론에서 언급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갈등의 현황

농업을 포함하는 1차 산업의 규모는 10%보다 작다(GSAR,

이 실제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갈등과 어떤 차이가 있

2016; SSAR, 2016).

는지 이해하고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

연구 대상지로 선택된 금강하굿둑 내･외측 지역에 살고

강 하구 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있는 농가 인구 비율과 어가 인구 비율은 지역의 특성상

변화와 그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갈등에 대해 반

시･군단위의 농가 및 어가 인구 비율에 비해 클 것으로 예

구조형식의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에서 획득한 질적

상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금강유역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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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area.
Table 1. Population in the cities neighboring the Geumgang estuary

*

Farmers
Percentage(%)
20.1

Fishermen
Person(s)
Percentage(%)
153
0.12

Si,Gun

Person(s)

Nonsan-si

128,077

Person(s)
25,733

Iksan-si

308,635

11,044

3.6

122

0.04

Seochyn-gun*

60,848

17,255

28.4

2,638

4.34

Gunsan-si

283,320

18,503

6.5

2,245

0.79

Eup,Myeon,Dong
Administrative district
Person(s)
Gangyeong-eup
10,403
Seondang-myeon
2,260
Ungpo-myeon
1,861
Hansan-myeon
2,646
Hwayang-myeon
5,698
Maseo-myeon
14,835
Janghang-eup
13,091
Jongcheon-myeon
1,933
Napo-myeon
2,548
Haesin-dong
2,278
Soryong-dong
21,729
Jungang-dong
3,945
Okdo-myeon
4,594
Seosu-myeon
1,327

The most recent data about farmers and fishermen in Seocheon-gun were collected in the year of 2010. (Source: MOI(www.moi.go.kr) Population Statistics, 2014)

한 지역에서 30여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모두 100명이 선

여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금강하구역과 금강유역에

택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는 41-50(3명), 51-60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가운데서 현장에서 연구 참여에

(20명), 61-70(37명), 71-80(25명)와 81-90(15명)이고, 성별

동의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은 2015년 10월

로는 남성 참여자가 84명으로 여성참여자에 비해 월등히

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 행해졌다. 현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어업과 함께 다

에서의 면담은 충청남도 서천군을 중심으로 진행한 충청남

른 부업(이를테면, 수산물 중간상, 식당업, 인근 산업단지

도 면담 진행자와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와 충청남도 논

근무)을 포함하면 65%이상이 어업 및 어업과 관계된 일에

산시 강경읍에서 면담진행자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면담방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은 정형화된 구조적 방식이 아닌, 현장의 상황에 따라 질
문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반구조(semi-structured) 대면 방

2.2. 연구의 시간적 범위
면담에는 평균 60분정도가 소요되었고, 면담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장 짧은 면담의 경우는 14분정도에서 가장
길었던 면담의 경우는 약 90분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

식으로 준비된 질문가이드를 바탕으로 하여 질문하고 답변
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Bryman, 2004;
Dunn, 2000).
면담 질문가이드라인은 크게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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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arch area and the number of interviewees
Region
Jeollabuk-do Gunsan-si Okdo-myeon Gaeyado
Gunsan-si Bieungdo-dong
Gunsan-si Eastern Fishery Association
(Gyeongam-dong, Ulmyeong-dong, Jungang-dong)
Gunsan-si Western Fishery Association
(Haesin-dong, Soryong-dong)
Gunsan-si Seosu-myeon
Gunsan-si Napo-myeon
Iksan-si Ungpo-myeon
Iksan-si Seondang-myeon
Chungcheongnam-do Nosan-si Gangyeong-eup
Seocheon-gun Maseo-myeon
Seocheon-gun Janghang-eup
Seocheon-gun Jongcheon-myeon
Seocheon-gun Hansan-myeon
Seocheon-gun Hwayang-myeon
Total

Number of
interviewee
(persons)
1
2
14

삶의 변화와 해수유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
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질적 연구를 통해 습득
한 자료와 정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타협
적인 실재를 전재로 하지만,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yman,
2004; Kim, 2012). 또한, 질적 자료 연구는 보편적인 법칙
을 찾아내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보편적인 법칙을 부정하고,
연구과정이 비체계적일 수 있지만,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

18

의 관계가 위계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적이고 공감적인 연구

1
3
4
3
4
22
12
1
5
10
100

를 진행할 수 있어 연구 현장과 연구대상자를 좀 더 잘 이
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는 장점 때문에 본 연구에 적
용하였다(Bryman, 2004; Dunn, 2008; Kim, 2012). 질적 연
구는 연구의 폭보다는 깊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깊은 탐구를 가
능하게 해줄 수 있으며, 가깝게 다가가 현장을 더욱 잘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Kim, 2012),
본 연구에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을 적용한 이유이다.
질적 자료 수집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금강하구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금강 및 금강
하구와 연결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질문의 주요 내용은 하굿둑 건설 전후의 금강하구의 환경

인식하고 있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

변화, 삶의 변화, 이웃 주민에 대한 생각과 해수유통에 대

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지역 갈등의 유형, 내용 및 대

한 것이었다. 5가지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면담을

①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로 성별과 출생년도

통해 획득한 질적 자료 즉 대화는 연구 참여자의 감정이나

② 금강하구에 거주한 기간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들의 언어인 사투리

③ 주업이 무엇인가?

와 표현방식을 그대로 채록하였다. 녹취 채록된 자료를 가

④ 금강하굿둑 건설 전후의 생활 변화

능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갈등과 환경의 변화와의

- (만약 어업인 경우) 어업에 종사한 기간과 금강하굿둑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설 전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농업이나 타 업종인 경우) 금강하구 건설 전후에 어

2.3. 자료 분석 방법
면담을 녹취 채록하여 획득한 질적 자료는 여러 단계를

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⑤ 금강하구를 둘러싼 이웃 주민과의 갈등

거쳐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화의 내용을 질문가이드라

연구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연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인 주제를 바탕으로 1차 범주화하여 정리, 요약하고, 요약

면담을 진행하는 8명의 현장 연구원들을 고용하였다. 면담

된 범주들을 체계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자

을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2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전

료에서 반복되는 주제와 유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

교육을 통해 면담 진행 방법, 면담자의 자세(positionality)

로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는 세그멘팅을 통해 대화록에서

등의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시킨 후(Moser, 2008), 면담을

의미나 요지가 잘 드러나는 문장을 선택하고, 세그멘팅된

수행하도록 하였다. 면담진행시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자료 중에서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일련의 내용을 하

을 설명하고, 면담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면담내용은 음성

나의 코딩으로 묶어서 명칭을 붙이는 초기 코딩작업을 진

녹취를 하였다. 면담의 녹취채록(transcribe)은 연구 조사자

행하였다(Kim, 2012). 초기코드들에서 연구의 목적에 부응

가 실행하였다.

하는 부분을 선정하고,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질적 자료로, 주민들의 관점

제나 용어를 찾아내어 범주화 한 후 주제별로 세분화 하였

에서 금강하구와 금강하굿둑 건설 후의 환경변화, 그들의

다(Miles and Huberman, 1984; Strauss and Corbin 1998).

Table 3. Job distribution of the interviewees
Job
Person(s)

Fishing
16

Farming
13

Person(s)
Total

36
5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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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cheongnamdo
Fishing & Farming
10
Jeollabukdo
3
13

Fishing with other
6

Farming with other
5

7
13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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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primary coding
Category
Construction of the Geumgang estuarine
barrage and local life
Perception about circulating seawater

The causes of conflicts

1.
2.
3.
1.
2.
3.
1.
2.
3.

Sub-category
Natural environmental change before & after constructing the Geumgang estuarine barrage
Change of fisher's life
Change of farmer's life
Positive opinion
Neutral opinion
Negative opinion
Circulation of seawater
Change of fishing ground
Change of socioeconomic status

세분화된 코딩들을 통해 연구의 결과로 분석하였고 금강하
구의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갈등과의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면담 조사결과의 1단계 분석에서는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금강하굿둑 건설 전후의 자연환경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 및 갈등 원인의 큰 범주, (1) 금강하굿둑과
지역주민들이 생활관계, (2) 해수 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

“예전에는 위(금강 담수호)에서 내려오는 물이 힘이
있어서 토사가 아래로 바다 쪽으로 쭉쭉 내려갔어요.
이제는 물 힘이 없는데 .[..]. 토사만 쌓이고 밀고 내려
가지 못 하는 거죠. 배수갑문 앞 중동일대 내흥동 일대
는 곧 있으면 육지 돼요. 2, 3m 뻘이 올라왔어요. 예전
에는 재첩이 나왔어요. 어업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알
죠. 옛날에는 (물의) 압력에 의해 저(바다)쪽까지 밀고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앞에 쌓
이고 들어오는 것은 그 앞에 쌓이는 거예요. 강하게 흘
러나가지 못하도록 (하굿둑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J-1>

식, (3) 연구를 통해 파악한 갈등요인, 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범주, 금강하굿둑과 지역주민들이 생활관계는 또한 세
개의 하부 범주, 금강하구의 환경변화, 금강하구 어민들의
생활 변화, 그리고 금강하굿둑 농민들이 생활변화라는 소범
주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두 번째, 범주인 해수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의견, 중도적인 의견과 부정적
인 의견의 세 가지 소범주로 나누었다. 세 번째 범주는 주
민들의 갈등의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의

“그게 하굿둑 막는 바람에요. 토사가 쌓여. 토사가
그래서 그 전에는 토사가 이렇게 안 쌓였다고 뻘이지
뻘. 뻘인데 그게 금강하굿둑 안 막았을 때는 담장까지
물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디가
토사가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굿둑을 막는
바람에 ... 자꾸 뻘이 끼는 거예요. 그게 일 년이면 한
15cm이상 이렇게 뻘이 차요. [...]. 이렇게 뻘이 차니까
자꾸 이 어패류가 죽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C-7>

견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해수유통 문제, 어업환경변화와
사회경제 수준 변화를 갈등 원인의 소범주로 구분하였다.

하굿둑 근처에 쌓이는 토사의 영향으로 인해 금강하굿둑
에 대해 주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

3.1. 금강하굿둑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의 관계

로 관찰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토사의 퇴적은 갯벌을 죽게

3.1.1. 금강하구 물리적 환경 변화

하고, 수심을 얕게 만들어 항로에 방해가 되며, 어류의 산

선행연구에 따르면 금강하굿둑 건설이후 해수의 흐림이

란장소의 감소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 참여자들

바뀌고 육지 기원의 토사가 항로와 생활의 터전이었던 갯벌

은 금강과 금강하구의 수질이 상당히 나쁜 수준이며 물에

에 쌓이면서 어업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서 악취가 나며, 하구에 흐르는 물의 색이 녹색으로 바뀌

(Kim et al., 2003; Lee and Um, 2007; Park et al., 2009;

었다고 걱정을 표현한다. 그들은 이러한 금강하구역 환경

Suh, 2004; Yu et al., 2007).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연구 참

변화의 원인으로 금강하굿둑, 군산외항의 방파제, 새만금

여자들의 주장에서도 발견된다. 금강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방조제 건설 및 4대강 사업, 금강유역의 화력발전소등을

금강하구로 유입되어 오던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하굿둑

거론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금강하구해역의 해수흐름과 수

바로 근처인 군산시 중동, 내흥동 앞쪽 바다에 퇴적이 심각

질을 변화시켜 어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굿둑 바로 외측지역의 경우, 원래

목소리를 높인다.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에서 언급한 금강하

재첩의 주요 서식처로 그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곳이었는데

구의 환경변화와 그 원인을 Table 5에 요약하였다.

현재는 생물이 살기 힘든 갯벌이 형성되고, 갯벌에서는 악

이러한 주장들은 금강하굿둑 내･외측에서 어업에 종사하

취가 날 정도라고 연구 참여자 중 상당수는 주장한다. 퇴적

는 연구 참여자 대부분에게서 들을 수 있다. 특히 2015년

현상은 군산 내항 앞에서도 진행되고 있어서, 수로의 폭을

에는 금강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금강호로의

좁히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 참여자의 응답

유입수가 줄어들어서 2014년 보다 금강호의 녹조현상이 더

을 인용할 때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에 따라 전라북도(J)와

심해졌다고 말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연구 참여자들이 금강

충청남도(C)로 표시하여 구분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의 수질과 조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표현한 대화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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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reponses about the causes of the Geumgang estuarine environment
Current state of the Geumgang estuarine environment
Polluted and colored water
Polluted seawater
Bad smell coming from the estuary
Pollution of the Geumgang reservoir
Green-algal bloom in the estuary
Topographical change in the estuary and tidal flows
Massive fishkill
Reduction or disappearance of seashell

Causes of the change
-

Waste water discharge from industrial complex
Loss of brackish zone caused by barrage construction
Silted deposit
Cooling water discharge from power plants
Impacts caused by Saemangeum project
Pollution of Geumgang water resulted from the Four-major river project

로 금강하구 및 금강의 수질 악화가 그들의 생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민들의 다소 과장된 표현에서 어족자원의 감소와 현재
그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감소를 직접 경험하고 심적
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짐작 할 수 있게 해준다. 예전에

“수질은 그 전(하구둑 만들기 전)하고 틀리죠. 수질이
떨어지죠. 나쁘죠. 수질이.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
에요. [..]. 날 더울 때는 금년(2015년)에는 비가 안와 가
지고 녹조가 유달리 심했어요. 막 늦게까지 있었는데 8
월 달까지 심했으니까요. (녹색)페인트 막 덮어 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없죠. 작년(2014년)
에 비해 양이 반도 안 되어요.” <연구 참여자 J-1>

는 조업할 수 있는 어장도 넓어, 금강 상류를 따라 강경까

“금강하굿둑 생겨가지고 조류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큰 변화가 뭐냐면. 그 민물하고 갯물하고 안 섞여서 저
거 하니까 모든 바다에도 민물에도 많이 섞어줘야 모
든 조개도 잘 산데요. 근데 그게 유통이 안 돼가지고
김 같은 것도 잘 안되고 조개류 같은 것도 많이 없어
지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연구 참여자 C-2>

구역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3.1.2. 주민들의 생활 변화
금강하구 지역에서 30여년이 넘게 거주해온 연구 참여자
들은 과거에는 흔하던 어류와 조개류가 사라졌거나, 감소하
였다고 주장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금강하굿둑 건설 이전과
이후의 주 소득원인 황복, 웅어(우어), 뱀장어, 실뱀장어, 재
첩, 참게, 흰발농게 등 많은 어족 자원들이 거의 잡히지 않
거나 개체수가 급감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족 자원의 감소는 하구가 막혀 회유성 어류들이 민물로
의 이동이 어렵게 되고, 산란하는 장소도 사라져 결과적으
로 어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구둑 만들기 이전에) 그물로 웅어를 2월 달부터
하여간 오래 잡았어요. 그전에 거기는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잡힐 때는 3~5월에 제일 많이 잡혔죠. 그
이후에는 까치복 나오고. 이제 추석 무렵에는 참게. 그
리고 겨울에는 숭어. 장소는 뭐 군산 앞에서부터 웅포
대교까지. 그때는 (가격이) 쌌었어요. 양이야 많았지요.
한번 나갔다 하면, 그때는 몇 다라씩 잡았죠. 한 동이
면 천 마리거든요. 많이 잡을 땐 한 동 정도 잡았죠.
(하구둑) 막으면서 황석어, 까치복이랑은 싹도 없어요.
웅어는 조금 나오고 많이는 안 나와요. 참게는 요새 조
금 나와요. 예전과 게임도 안 돼요. 숭어도 마찬가지에
요.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숭어 구경도 못했네요. 근데
올해는 몇 번 그물을 넣었지만 숭어 구경도 못했어요.
실뱀장어도 뭐 많이 줄었죠, 옛날보다.” (연구 참여자 J-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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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올라갔었고, 해양으로는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한 수
확을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는 토
사의 퇴적으로 인한 갯벌 소실과 항로변화, 조류의 변화로
인해 하구역 어업이 상당히 축소되고 현재는 멀리 외해까지
나가서 조업을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어 결과
적으로는 소득의 감소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하

“지금은 조기가 이 앞바다에는 없어졌잖아요. 갈치도
없고.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잡는 종류는 꽃
게잡어. 꽃게 멀리 나가야해요. 어청도 앞 흑도 앞 그
런데 가서 잡지. 멀리. 십이동파 앞에. 외연도 앞에. 그
런데 가서 잡아. 연도만 가도 엄청나게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연구 참여자 C-8>
금강과 금강하구는 어민들의 조업 장소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금강유역에 조성되었던 포구의 역할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던 경제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한다. 금
강을 따라 강경, 익산, 서천, 군산을 잇는 뱃길이 발달했었
고, 서천군 신성리 상지포, 용산리 후포, 화양면 옥포, 신아
포, 서천읍 길산포 등은 금강하굿둑이 건설되어 물길이 막
히기 전까지는 물자와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
이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전한다.
“강경은 하굿둑이 막히기 전에만 해도 각지에서 새
우젓을 배로 넣는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왔거든. 다 배
로 왔잖아. 지금은 없어. 어디 가서 강경이라면 다 알
아주잖아. 포구가 있었고. 다 여기 배가 저 풍선배로
나가서 사오는 거지 배가. 소금도 다 배로 사온 거예
요. 멀리서 사온 거예요. 군산보다 원래 강경이 더 컸
었어요.” <연구 참여자 J-32>
가계의 소득을 주로 어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구 참여
자들과는 달리 서천군 화양면, 나포면등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논이나 밭을 경작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
하여 생활하고 있고 어업은 가끔씩 취미정도로만 하고 있
다고 한다. 그들은 금강하굿둑에 대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보다 호의적인 의견을 표현한다.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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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하기가 쉬워졌고, 하굿둑 이전에 겪었던 바닷물의 침입

진 질문 가운데 하나는 지역에서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부

으로 인해 발생하던 염해나 농사철의 농업용수 부족의 문

각되고 있는 해수 유통에 대한 것이었다. 금강하굿둑을 통

제를 더 이상 겪지 않아서 금강하굿둑이 상당히 좋은 것이

해 해수를 유통시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은 직접적으로 해

라고 말한다. 그들은 특히 가뭄 때에 물 부족 걱정을 하지

수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하고, 질문이 주

않아도 되는 상황에 안도한다고 말한다.

어지기 전에 연구 참여자가 먼저 언급한 경우도 있다. 금
강하굿둑 인근에서부터 외수면 부근에 거주하면서 오랫동

“왜냐면 물 때문에, 물이 금강 막아서 물을 여기는
흔쾌 쓰거든, 다른 데는 올해는 나락을 못 심었대, 가
물어서. 근디 여기는 물곁인게 좋지. (하굿둑 생기기
전에는)힘들었지. 경운기 같은 거, 모다(양수기 모터)
같은 거 사다가 품어 올렸지. 금강 안막을 때” <연구
참여자 C-19>
“가물면 (하구둑을) 잘 막았다고 생각하죠. 농사보다
도 이게(물) 김제까지 간다고 해요. 여럿이 좋으니까
좋은 거죠.” <연구 참여자 J-34>
“금강하굿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농사짓는 사
람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올 해 같이 가뭄에도 이상 없
다는 거. 그것이 변화가 없는 거지. 만약에 올 같이 가
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금강호 물)로 농사짓는데 농
사 뿐 아니라 채소고 뭐고 전부 다. 물만 샛물 먹지 전부
이 물 다 사용하다시피 하니까.” <연구 참여자 C-38>
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금강하굿둑과 외부적 요

안 어업을 주업으로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해수유통에 대
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해수가
유통되면 갯벌이 살아나고, 생태가 복원되어 어패류가 풍성
해지게 되리란 기대를 한다. 또한, 금강하구를 통해 흘러나
온 민물은 지역의 김 양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하굿둑을 텄으면, 생물이 많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해태, 조개류도 전부 다 와가지고 잘되겠지만 조금씩으
로라도 (민물을)내려줘서 어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
면 하는 그런 의견이네요. 물을 날마다 내리지는 않더
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서 어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
시게 하는 게 제 소원, 바람이고” <연구 참여자 C-16>
“백프로(전부) 찬성 하죠. 해수유통이 아니더라도. 그
냥 항상 자연적으로 흘러나가게 끔 그래야만 저 물도
살아날 것 아닙니까. 바닷물이 들어가면 더 좋은 데 그
렇게 안 되면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문을 내려서
물이 내려오게 끔 해야 해요.”<연구 참여자 J-3>

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생각을 Fig. 2에 요약 정리하
였다. 금강하굿둑과 관련된 요인을 제외한 4대강 사업, 새

그들은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금강에서 녹조가 사라지고

만금 매립, 기후변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공장의

금강과 금강하구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 것이라는 바람을

폐수 등은 외부적 요인으로 표현하였다.

드러낸다. 금강의 담수가 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나오게
되면 토사가 쌓여 낮아진 수심도 해결되고 갯벌이 다시 살

3.2.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한 견해

아나고 하구의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고 믿는다. 해수유통

금강하굿둑 건설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관련지어 주어

은 방법의 다양성은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어업에 주로 의

Fig. 2. The effect of construction of the Geumgang barrage claimed by interview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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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주민들의 생활에는 꼭 필요한 것이며, 하구역의 생
태계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수유통은
어업만이 아닌 염생식물의 생태,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 생
태의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몇 년 전부
터 신성리 갈대밭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서천군청에서는
인공적으로 염분을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 지역에 신성리 갈대밭이라고 하는 서천
을 대표하는 관광대표 명소가 있잖아요. 현재의 갈대
생육 상태를 보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와 생육상태
가 전혀 달라요, 옛날에 갈대를 이용해서 생활용품들
을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지금은 신성리 갈대로는 생
활용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탄력이 없
고, 갈꽃도 일부 마을에서 갈꽃 비를 만들기도 하지만
바닷물이 들어와야만 제대로 사는 게 갈대에요. 바닷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서천군에서 매년 소금을
뿌려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소금 뿌려지는 것이 해수
유통하는 환경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갈대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는 거지. 또 하나는 갈밭에 살던 갈게 종류들, 이
런 게들이 완전히 다 지금 전멸된 상태에요. 한 마리도
없어요. 바닷물 들어올 때는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갈
대밭이 온통 갈게 구멍으로 뻥 뻥 뻥 뚫려 있어요, 바
닷물이 같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각종 영양소들이 그
게 구멍을 통해서 갈대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C-43>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모든 주민들이 해수유통을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연구 참여자 중 20명, 주업
이 농업인 그들은 해수유통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우려를 나타낸다. 주로 금강하굿둑 내수면 지역인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망월리, 화양면, 한산면
과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군산시 나포면등 어업에 비해
농업이 소득원으로서의 비중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해수유통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다. 그들
은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더 이상 농사를 짓는데 물(농업
용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염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민물로 물을 많이 쟁겨 놔야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
도 좋고. 짠물이 들어오면 은 농사 버리니깐.” <연구
참여자 C-21>

값이 없어. 무슨 값이 있어. 해야 그전처럼 내가 얘기
한대로 그전처럼 물길만 저기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쑥
들어가는 그것을 여기다 생긴다면 이제 다 오염되고
고기도 안생기고 다 끝났슈. 그대로 막아놓고 시대적
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일이지. 그걸 굳이 (해수유통)할
필요가 없슈. 막은 둑을 뭐 하러 해지하겄슈. 근데 해
체할 까닭이 없슈. 지금 충남 사람들은 해체하라고 시
끄럽잖아. 충남이. 근데 해체할 까닭이 하나도 없슈.
이놈가지고 농사짓고 먹고 물도 먹고 전라남북도, 충
청남도에서 물도 먹고 농사도 짓고 사는 혜택이 크지.
허물 까닭이 없슈.” <연구 참여자 C-22>
군산시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 중 2명은 주업이 농업이
아니고 어업이지만 해수유통에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들이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이유는 금강하구역에서 어업활동이
어렵게 된 것은 금강하굿둑이 아닌 새만금 사업이나 다른
원인들이 얽혀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연구 참여자는
군산시의 입장이 해수유통에 반대하니 자신도 반대할 수밖
에 없고, 게다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은 자칫 어업에 긍정
적 효과를 주기보다 오히려 농업과 산업에만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해수유통을
핑계로 국고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한다.
“하굿둑이라는 것이 사실 어민들 입장으로 말하면
물이 해수가 유통이 되어야 해. 그래서 물이 왕래가 됨
으로 해서 고기 번식률도 높고 또 어구를 활발히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농업용수, 공업용수라는 것 때문
에 사실 장항에서 여기 와서 좀 동의를 하고 물 트는
데 같이 협조를 해달라고 국회의원도 한 번 왔었어요.
저는 못 한다. 왜 못하냐. 어업도 어업이지만 농업용수
생각, 공업용수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봐
야지 우리입장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
한다. (그랬어요). 해수유통을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아
그래도 군산의 역적은 안돼야 할 것 아니에요.” <연구
참여자 J-27>
주민들의 하굿둑에 대한 인식에는 그들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와 장항지역에 거주하는 연
구 참여 주민들은 현업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금강하굿둑이 어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므로
금강하굿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금강하구역이 기
수역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

“그걸(해수유통) 하면 좋기는 좋은데 내 얘기는 하면

대로 농업이 주업인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해

Table 6. Summary of interviewee reponses about circulating sea water
-

Agree (80 persons)
Need for fish spawning
Restoration of brackish zone
Prevention of algal blooming
Restoration of mud-flat
Restoration of fishery resource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3 권 제2 호, 2017

Disagree (18 persons)
- Waste of time and money
- Bad impacts on agriculture
- Difficulty of supplying water usage for agriculture and
industry
- A great deal of money for implementation

Neutral (2 persons)
- Opening a few gates in
winter(non-farming season)
- Literally half agree and half dis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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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통이 실행되면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

이 건설된 이후 금강하구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조업 가능

가 하는 우려를 표현한다. 그들 중에는 명확하게 찬성 혹

한 지역도 감소하고, 어족자원도 감소하여 어민들 간에 경

은 반대의 의견을 표현한 연구 참여자 외에 금강하구의 해

쟁이 심화되고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수유통에 대해 찬성반 반대반이라는 응답자와 수문을 두
개정도만 개방하면 찬성한다는 부분적 찬성 응답자들은 중
도적인 답변자들도 있다.

3.3. 지역 갈등의 원인에 대한 발견
세 번째 범주는 주민대상 면담의 결과를 분석하여 파악
한 금강하구역 주민들의 갈등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내용
이다.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금강하굿둑 관리
방향에 대한 갈등은 지역의 언론이나 지역의 행정 책임자
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거주지역이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

“어업하다 (군산어민들과) 만나죠. 같이 배를 타지만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지만은 하굿둑 물문이 막히기
전에는 그게 서로가 유통이 잘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천은 하굿둑이 막힌 뒤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도 군
산 쪽에서는 서천사람 왜 왔느냐는 식. 그런 식으로 살
고 있어요. 고기 양이 줄었죠. 민물 내리는 쪽은 많은
데. 민물 내리지 않는 쪽은 고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잡으러 갈 적에 선생님 밭(어장)으로 가서 잡아야 되는
데 내 밭(어장)에서는 고기가 안 나니까 그 밭까지 침
범을 하면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연구 참여자 C-6>

가 보다는 좀 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
다.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갈등의 원인을 세 가지 하부 범

조업 지역의 협소화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가 해수유통에 대한 생각의 차이,

왔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과

두 번째의 원인은 어장의 협소화와 조업경쟁 심화와 마지

낚싯배에 주어지는 어업허가권과 관련한 행정당국에 대한

막으로 금강하구지역의 사회･경제 상황의 차이이다.

불만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파악된다. 행정당국이 너무 쉽게
낚싯배에 허가를 내주고, 그 낚싯배들의 불법적 조업도 단

3.3.1. 해수유통에 대한 생각의 차이
우선,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는 금강을 남북으로 사이에 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로 나
눠지는 행정적 구분에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발생한
갈등이라기보다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종
사하는 주업이 농업인지 어업인지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 소득을 주로 어업을 통해
창출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금강하구의 기수역 기능 소실과
해류의 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를 주장하면서 하
굿둑을 통한 해수유통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업은 부업정도로 하고,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염수의 침투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업에 필
요한 용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금강하굿
둑을 통한 해수유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연구 참여자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사하는 주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하굿둑 관리 방향에 대
한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제
시한 해수유통 방안에 대한 의견에 충청남도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는 해수유통에 반대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며 ‘왜 돈 들여 건설한 하굿둑을 없
애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군산
시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는 하굿둑으
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 졌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수유통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3.3.2. 어장의 협소화와 조업 경쟁 심화
어업에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하굿둑 건설 이후 조
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쟁이 지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금강하굿둑이 건설되기 전에는 금강하구 연안

속 못한다는 불평을 토로한다. 그로인해 어민들은 상대적으
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강하구 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어족자원이 감소, 해상경계를 둘러싼 불만과, 불
법 조업어선으로 인한 행정당국에 대한 불평등이 금강유역
주민들이 어장 변화와 조업과 관련되어 겪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3.3.3.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서천군과 군산시의 생활환경은
그 규모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4년 현재 군산
시의 등록 인구수(283,320명)는 서천군의 등록 인구수(58,875
명)의 대략 4.8배에 달하고, GRDP(지역내총생산)의 수준도
군산시의 경우(9,163,275백만 원)가 서천군(1,651,283백만
원)의 경우 보다 약 5.54배 큰 수준으로, 양 지역의 사회･
경제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MOI, 2015). 두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 및 발전량을 기준으로 본 생활환경의 수
준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MOI, 2015), 지역주민들
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양 지역의 지역 개발정도의
차이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서천군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는 서천군에는 군산시
같이 큰 대형매장이 전무하여 저렴한 생필품을 구매를 위
해 금강을 건너가서 군산시에서 구매해 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강하굿둑 건설로 인해 교통이 편리해
져 군산시로 편하게 이동하여 수산물 판매를 하러 갈 수
있어 좋다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서천군 연구
참여자는 서천군의 생활환경이 군산시 보다 불편하다고 생
각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연구에서 파악된 금강하구 지역
주민들의 갈등 현황과 그 원인을 Table 7에 정리하였다.
금강하굿둑 건설이후 금강하구역 해양과 갯벌의 환경 변

과 금강 유역에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어민들 사이에 조업

화, 특히 생태계 변화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의

현장에서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그런데 하굿둑

영향은 연구 참여자들의 주장만이 아닌 과학적인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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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te and causes of conflicts in the Geumgang Estuary
State of conflicts
- Confrontation of opinions about circulating seawater
: Worrying about securing water supply for agriculture vs.
Restoration of fishery resources
- Intensified competition to fishing
- Angry with increased illegal fishing boats
- Sense of difference between people in Secheon-gun and Gunsan-si

Cause of conflicts
- Uncertainty about the result of circulating sea water : Lack of
information
- Adverse impacts on the lives of local community after
constructing the Geumgang barrage
Limited fishing zone
- Irrational resolution between two provinces
- Unaccountable recreational fishing licences
- Created by level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between
Seocheon-gun and Gunsan-si

도 확인 할 수 있다. 2015년 MEIS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

금강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택하여 반구조적 면담을

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금강하구의 수질은 WQI 4등급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금강하구역의 갈등의 원인은

이상으로 안 좋은 수준이며(MEIS, 2015), 이는 다른 국가

지역 언론이나 지역자치단체 보도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행

하천의 수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의 수질이다.

정구역의 구분에 따른 갈등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생

금강하굿둑과 추가적인 시설물들의 건설 전후 해수의 흐름

활환경, 종사하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금강하구 자연

변화와 퇴적으로 인해 금강하구의 지형에 변화가 발생하고

환경의 변화에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

있으며, 생물종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NIER, 2015). 하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장환경의 변화로

지역 간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등

조업 경쟁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어민들은 해수유통이 되면

장 하고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금강하구역

상황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주

의 갈등의 특성을 정리하면 환경적인 갈등, 사회적 및 경

민들은 이전에 겪었던 염해와 농업에 필요한 용수 부족 현

제적인 갈등의 복합적인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상이 발생할까 걱정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

면담을 진행한 지역이 금강하구역에 가깝게 인접한 지역이

들이 해수유통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라 연구 참여자 가운데 어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로

공식적인 통로를 거쳐 획득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인해 금강하굿둑이나 해수유통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더

방법으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 대상 면담 결과로 금강하굿둑 갈등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갈등의 현황과 원인을 제대로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업
군을 더 포함했다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포함했을지도 모
른다. 이 부분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해하는 것이 갈등을 완화할 해결책을 찾는 기본적 단계
라 할 수 있다(Heu, et al., 2012). 금강하구역 주민들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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