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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의 강생태 문화 실현을 꿈꾸다

⊙  문명의 태동지에서 단순화된 물 공급원으로 기능 퇴색

• 한국의 주요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와 만경평야의 젓줄은 동진강과 만경강으로, 벽골제와 눌

제로 대표되는 농경문화의 태동지라고 할 수 있음

• 서해안 지역의 간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경지 확대. 물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인위적 직강

화에 따른 자연성 상실 등, 강은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기능이 단순화

• 전주산단, 완주산단, 익산산단을 기반으로 한 공업화의 추진은 물수요를 급격하게 증대시켰

으며 탄소산업, 식품산업, 스마트팜 등 새로운 산업의 추진도 물을 요구

⊙ 기후변화 위기와 생태문명이 대두되고 있음

• 농경사회와 더불어 여전히 만경강과 동진강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주요 공급원이 되

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량감소로 수생태계를 위협

• 코로나 19와 지구온난화, 이상고온, 홍수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 산업기술문명의 지

속가능성 한계로 생태문명이 대두되고 있음

⊙ 만경강과 동진강 축의 농업문화→공업문화→강생태 문화 전환

•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지로 단순화된 만경강과 동진강은 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만 관

심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은 보호받지 못함

• 따라서 과거 나루터를 기반으로 생활과 교류공간이었으며, 풍부한 수량으로 수상교통과 풍

류문화(세심정, 비비정)가 살아있던 만경강과 동진강을 강문화 복원과 생태문명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근대이전 일제강점기 현재 미래

문명 문명의 발상지
농경중심문화

전환->쌀공급처
산업문명 생태문명

생태 다양한 생물
이·치수중심 

전환->하천의 직강화
제외지 농경지화
하천 건천화

생태공존
(생태복원)

하천 교류, 삶
용수공급통로 

전환->쌀생산기반
농·공업용수

공급처
생태공생

(자연·인간공생)

문화 역사적 배경, 풍류 수탈문화 인간중심
생태문화
(생명존중)

<표 1> 강문화의 생태·문명·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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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속의 강과 문화

⊙  인류와 강의 상생 과정

• 세계 4대 문명1)의 발상지로 익숙한 곳들은 모두 큰 강 유역으로 교통의 편리, 관개 농업에 유

리한 물의 풍족,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면서 취락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수도였던 곳은 모두 강을 끼고 문명 발전. 이외에도 우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시내가 있으면 마을이 형성되며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됨

- 압록강의 국내성, 대동강의 평양(고구려), 한강의 한성, 금강의 웅진과 사비(백제), 형산강의 금성(신라), 예성강의 송도

(고려), 한강의 한양(조선)

• 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중국 우(禹)왕 등 많은 신화와 전설로 남겨졌으며 

우리나라도 주몽 신화의 하백(河伯), 마고 신화 등 강과 관련된 신화가 많이 있음

• 강으로 대표되는 물은 인류 및 우리 역사에서 소중한 존재이자 극복해야 할 응전(應戰)의 대

상으로서 역사상 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로 대표되는 제어 공간과 본

연의 모습을 인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친수(親水) 공간으로 양분

•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는 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탄생하거나 지배의 모티

브로 작용

-  삼국시대부터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제천 의림지 등을 만들어 농사에 활용

-  조선시대도 치수는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1523년(중종 18) 전라도에 900여 개의 제언(堤堰)이 있었으며2) 조선 후기에

는 이앙법 등이 보급되면서 치수 작업이 활성화

-  계곡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풍속화도 이수(利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음

• 친수(親水)의 강은 인간에게 휴식과 안정, 연회 등의 공간

-  유람 문화의 한 주류인 뱃놀이(船遊)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 후기

에 크게 유행

-  선비들은 기행하며 경치가 좋은 곳을 한시로 남겼는데, 여기에 강과 관련된 

연회, 경관, 생활상 등이 포함

-  이외 다양한 산수화 등에서 강과 관련된 그림이 남아 있으며 겸재 정선으로 

대표되는 진경산수화는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당대의 모습을 구현. 

각종 고지도에서도 강은 매우 중요한 표기 형태

1) ① 나일강 : 이집트 문명, ②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 메소포타미아 문명, ③ 인더스강 : 인더스문명, ④ 황하 : 황하문명
2) 『중종실록』 권46, 18년 1월 8일 경술.

<그림 1> 김홍도 빨래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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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총독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번역 및 감수), 『조선의 하천(1923)』(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1), 국토해양부, 2010, 4쪽.
4)  치수사업비 연도별 예산 배분현황(1925~1938년) : 낙동강(19,998,176,88엔) > 한강(8,702,646.88엔) > 만경강(8,696,579.73엔) > 용흥

강(7,208,442.45엔) > 재령강(4,357,926.63엔) > 대동강(2,671,393.59엔)(조선총독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번역 및 감수), 『조선의 하천
(1935)』(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6), 국토해양부, 2010, 36쪽)

⊙  일제강점기와 패러다임의 변화

• 일제가 전국의 하천 가운데 가장 먼저 조사한 곳이 만경강인데3),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제

의 수탈의 대상지였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만경강과 동진강은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직할 하천에 

포함(1927년)

-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치수를 위해 각각 대아저수지(1922년)

와 운암저수지(1929년) 등을 축조하여 농업 생산량 확보

- 일제는 1925년부터 본격적인 하천 개수를 실시했는데 만경강과 

재령강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한강·대동강·낙동강·용흥강을 이듬

해 실시

- 만경강은 유역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

로 많은 예산 소요되었으며4) 이는 일제가 얼마나 만경강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 김제 백구에서 익산 목천을 잇는 목천교는 1928년, 김제 청하와 

군산 대야를 연결하는 만경대교(새챙이다리)는 1933년에 준공

- 1925년에 설립된 동진수리조합은 한반도 최대의 수리조합으로 식량 수탈의 첨병 역할을 하며 대규모 간척과 수로의 

정비 등을 이루었음

• 일제강점기 일제식 하천 정비, 각종 댐의 건설, 제방의 축조, 수제와 호안의 설치로 홍수 등 

수해는 줄었지만, 원형 상실·환경 오염 등의 발생 계기

• 그동안 강은 치수와 친수의 복합 공간이었다면 일제강점기 이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농업·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하며 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

나는 큰 전환점

⊙ 전북의 강에서 생태문화의 첫걸음을!

• 최근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

서 친환경, 생태로 전환 중이며 여기에 역사와 문화를 덧입혀 새로운 생태문화의 아젠다 확립

- 강 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완산부지도는 전주를 주제로 했지만, 여기에서는 19세기 만경강의 줄기가 보일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알려줌. 이

처럼 소중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대의 상황 복원 가능 

- 강과 인간이 함께한 과정을 연구하여 전북의 역사와 문화의 찬란함 홍보

<그림 2> 탑천과 만경강 합류 지역의 

입석배수문(1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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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복원은 역사 차원에만 머물렀던 친일 청산에서 벗어나 환경 측면의 친일 청산으로 전환

하여 생태문화의 주요 근거로 제시 가능

• 산업 문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문화으로 

전환해야하고, 인류와 함께 해온 생태 하천 복원으로 첫발을 떼어야 함

• 동진강과 만경강은 결국 새만금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두 강을 먼저 복원한 뒤 자연

스럽게 새만금 생태문화로 확장 가능

3. 생태자원·역사문화의 보고(寶庫), 만경강과 동진강

⊙ 생태자원의 보고(寶庫), 만경강과 동진강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추진으로 만경강·동진강 수변생태벨트 형성

- 국토교통부는 2012년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한 ‘4대강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

- 제외지 경작금지, 생태공간 보전과 복원, 수림대 조성 등으로 하천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

구분 공사명 행정구역 시작년월 준공년월 비고

만경강

화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익산시 2013.08 2018.12

동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김제시 2014.11 2019.11

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김제시 2016.02 2021.02

반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익산시 2015.11 2020.11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완주군 2017.03 2021.02

어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완주군 2015.11 2020.11

동진강

신태인지구(3공구)하천정비사업 정읍시 2017.06 2021.02

연포지구(1공구)하천환경정비사업 부안군 2016.02 2021.02

원천지구(2공구)하천환경정비사업 정읍시 2014.11 2019.11

자료 : 익산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하천공사정보 활용

<표 2>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공사 현황

<그림 3> 완산부지도(보물 제1876호),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ISSUE BRIEFING Vol. 229

6

2020

구분 만경강

2011

2018

구분 동진강

2011

2018

<그림 4> 만경강과 동진강의 변화 양상(2011-2018). 자료 : http://map.kakao.com

•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2012~2020)의 추진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

반이 완료되고 있으며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녹지축 및 수질개선사업과 연계

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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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강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 등장
-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가비전에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 없는 포용국가 기반조성,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구현되는 국토

공간, 행복한 삶터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5)

- 기능적 관리 중심(이·치수, 환경, 생태 등)에서 지역 고유 강문화 조성·복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질·수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콘텐츠 개발, 이용공간조성, 주민접근성개선, 이용문화 활성화 등이 제안6)

⊙ 역사와 문화의 보고(寶庫), 만경강과 동진강

•전북은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낙동강 수계로 나누어지며 이 가운데 전북의 심장부

를 관통하는 강은 만경강과 동진강

•만경강 수계는 최근 한반도 철기 문화의 시작점이라는 역사적 주목을 받고 있고, 이후에도 많

은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곳
- 전주·완주혁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초기철기 유적 70여 곳 이상의 유적지 발견7). 고조선이 멸망하며 마지막 왕인 준왕

이 자리 잡은 곳이자 백제 무왕대 수도였던 금마·왕궁 일대. 후

백제의 견훤이 이용한 대중국 해상 교역의 중심지이며 고려·조

선시대에도 물자 교역(초포, 마그네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농경을 위한 수리 시설을 축조(황등제)

- 일제강점기에는 만경강 상류의 대아저수지 축조와 만경강 직

강화 공사 

•동진강 수계 역시 백제 5방 중 하나였던 중방이 속

하며, 선비문화의 꽃을 피운 태인, 동학농민혁명

의 진앙지인 고부 등이 포함
-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인 벽골제, 백제때의 제방인 정

읍의 눌제 등이 있음

- 동학농민혁명의 기폭제였던 만석보도 동진강과 정읍천의 합류 지점에 있음

- 남한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인 칠보수력발전소도 동진강 수계에 위치

•벽골제와 눌제, 봉동의 멍에 방천 등과 같은 치수뿐만 아니라 친수의 흔적도 많음
- 한벽당 같이 풍경 좋은 곳에 정자와 당을 짓고 유람했으며 경치가 좋은 곳에 선비들은 한시 등을 읊으며 문화 활동

- 전주 8경 중 5개가 만경강과 관련(한벽청언, 덕진채연, 동포귀범, 비비락안, 위봉폭포)

- 만경강 하구의 신창진 역시 관련 한시 등이 많이 남아 정취를 느낄 수 있음

- 동진강 수계의 칠보에는 최치원이 유상곡수를 실시했다는 유상대 관련 전설이 남아 있고,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무대이며 여러 선비들의 관련 시가(詩歌)가 있음

5) 대한민국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19.12.11
6) 환경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2018.12
7)  관련 내용 및 완주·전주 지역 주거유적의 분포 그림은 김은정의 발표문을 이용하였다.(「만경강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자료의 검토」, 『만경

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학술대회 발표문)』, 2019)

<그림 5> 완주·전주 지역 초기철기 주거유적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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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혜경, 「린치의 도시이미지 5 요소 관점의 역사문화 도시의 도시환경색채 사례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33(2), 2019.
9)  http://www.ys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190&idx=60166 ; 노영순, 「프랑스 수변공간의 문화관광 활용현황 

및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외출장 보고서, 2010 ; http://estuaire.info/fr/.

4. 외국의 강문화 복원 사례

⊙ 라인강 고성가도

•남부독일 라인강의 만하임에서 뉘른베르크까지 250㎞의 가도가 고성가도(Burgenstrasse)에 

해당함.8)

•라인강변을 따라 위치한 고성들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지역의 역사 이야기가 어울려 강생태

문화를 창출

•대표적인 자원으로 축성과 파괴 그리고 복원의 반복된 역사를 전해 주는 하이델베르크성, 전

설의 로렐라이 언덕, 라인강 포도주 산업 중심지 뤼데스하임 등이 있어 강중심의 지역의 역사

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음

⊙ 프랑스 루아르강의 에스튜에르 비엔날레와 자전거투어로드9)

•루아르강의 투르(Tours)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에서 외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낭트와 생나르제 시장의 문화적 메트로권을 만들자는 통

합 발전방안에 합의

•3개년(2007, 2009, 2012) 동안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설치장소와 루아르강의 

생태적 환경에 부합하는 작품들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33개 작품이 낭뜨에서 생나제르를 

잇는 60㎞ 구간에 영구 전시되고 있음

•루아르강변 자전거투어로드(La Loire à Vélo)로 총 연장 800㎞이며 자연제방을 따라 도시, 
성, 와인농장 등을 방문할 수 있으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있음

<그림 6> 하이델베르크 성 <그림 7> 로렐라이 언덕 <그림 8> 뤼데스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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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을 위한 수변도시공원 ‘루이스부뉴엘 워터파크’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은 120ha의 도시공원으로 2008년 스페인 사라고사 국제박람회가 열

렸던 전시장 옆 에브로강(Ebro River)변에 위치

•사라고사시 중심에 새로운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Ebro강 범람시 침수되었던 Ranillas 

Meander(라닐라미안더)는 도시공원과 엑스포 건물로 변하였으며 홍수기간 동안 자연적 기

능과 사행하천을 유지하도록 설계. 또한, 자연적 처리를 통해 물을 강으로 순환시켰으며 도

시와 연결된 다른 강둑까지 하천의 사행성을 확대하도록 함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 70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수변공간은 산책코스, 비치, 레저센터, 정원, 호텔 등으로 조성

5. 전북의 강생태 문화 추진방안

⊙ 전북의 강 생태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생태문화를 고려한 전북 강 생태문화에 대한 선제적 모델구축

- 전북물포럼(참여·문화분과) 등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 생태문화의 정의와 확산 

- 생태와 인간이 공존하고 친수성을 추구하는 강 생태문화 활성화로 전라북도 생태문명전환을 위한 인식확산 기반구축

<그림 9> 비엔날레와 자전거투어로드

<그림 10> 루이습뉴엘 워터파크(http://data.prismanet.gr/e-clic/view.php?i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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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강생태문화 구상(안) 및 전북물포럼 구성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에 대한 수생태계 서비스 가치 분석, 보전·복원·친수를 고려한 이용거

점 선정, 지역공동체 참여 등을 고려한 활성화 계획 수립

⊙ 강문화 거점 공간 조성

•만경강과 동진강의 주요 생태적, 강 역사·문화사적 지역인 신촌습지, 무성서원 등을 거점공간

으로 육성 발전

거점공간 구분 특징

생태

만경강 신촌습지
만경강과 소양천이 합류부에 형성된 하도습지로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하도습지 26
곳 중 신천습지는 높은 습지보전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또는 생태경
관지구 지정 필요성이 높은 지역10)

동진강 갈대습지

동진강과 고부천이 만나는 동진강하류(동진대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경지에 인접해 
갈대군락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야생동물 서식에 좋은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의 연포지구(1공구)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생태탐방로, 자전거길, 생태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음

강문화

만경강 신창진
(구 만경대교일원)

신창진은 예전부터 육상과 해상 교통의 요지로 군산시 임피면에서 만경강을 건너 김제 
청하로 넘어가던 나룻터이자 창고가 있던 곳. 의병장으로 유명한 고경명 등의 시문이 
있음. 태인의 선비 김영상의 항일 정신을 보여주는 ‘춘우정 투수도’의 배경지. 일제강점
기에는 만경 일대의 쌀을 군산으로 이송하기 위해 1933년에 만경대교를 준공

동진강 무성서원
동진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은 주변에 20여 개의 문화재와 문화유산 
등이 밀집한 지역. 여기에는 은석천, 칠보천이 동진강으로 합류하고 있고, 1910년에 석
지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를 통해 당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음

10) 이정현, 「지역 생태자산 보존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만경강 생태경관지구 지정 제안」, 2019, 재정리

<그림 12> 만경강의 거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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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진강의 거점 지역(우측 : 동진강갈대습지 생태공원 구상(안))

⊙ 생태의 복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강 생태·문화 개발

•옛날부터 존재했으나 잊혀진 강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이 구축하는 강생태계와 연계하여 전

라북도 강생태 문화 개발

- 옛 문화 복원으로 거점 박물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생태와 예술을 연계한 새문화 개발 

구분 사업대상 대상하천 주요내용

옛문화
복원

신창진 강 생태문화 복합공원조성 만경강
4대강외 지류하천정비 완료 생태습지와 역사문화자
원 연계 

무성서원 강생태·문화 복원 동진강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배경으로 한 칠광도를 활
용 주변 하천 및 물길 복원과 역사문화자원 연계

옛물길 복원 프로젝트 만경·동진 일제강점기 하천정비 이전 물길 찾기

강변 역사문화 열린박물관 만경·동진 강변 역사문화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스토렐링

깃대종 설정 및 복원사업 추진 만경·동진
느시, 큰고시, 덤불해오라기 등 만경·동진강 대표 생물
종 복원 사업 추진

새문화
개발

신천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생태관광지화 만경강 만경강 주요 습지자원의 보전 및 환경교육 자원활용

동진강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 동진강
지류하천정비로 조성된 생태습지를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 거점 육성

국제 친환경 설치예술 비에날레 개최 만경·동진
만경강과 동진강 변을 활용한 국제 설치예술 대회 
개최

만경·동진강 제방숲 조성 만경·동진 만경강-동진강-새만금을 잇는 광역생태축 구축

만경·동진 강생태문화 트레일 구축 만경·동진
만경강-새만금-동진강-동부권을 잇는 광역 강생태트
레일 구축

강마을 특화사업 추진 만경·동진 창작예술촌, 환경생태촌, 생태카페촌 공예촌 등

강마을거버넌스 구축 만경·동진
지역민의 참여와 주도를 통한 관민학이 공존하는 거
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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