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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
계획(2010.1)

●●세계적 명품새만금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의

개발동력으로서 명품복합도시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매립토 운송사업, 방

수제 조기착공,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를최우선으로추진

●●새만금 마스터플랜,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을 토대로 만경·동

진강권역내국가하천137km에대하여

홍수예방·용수공급·수질개선·생태보

전·레저공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마스터플랜) 수립(‘09.7~’10.12)

2. 4대강과 병행“지방하천살리기”도 본격
추진(2010.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지방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풍

부한 물과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지방하천정비를 본격 추진

한다고밝힘

이를뒷받침하기위해지역발전에 접한모

든 지방하천들을 대상으로 하천의 주요기능

(치수·이수·환경·문화등)을되살리기위

한 종합 실행계획인「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할계획임

●●특히, 국토해양부는 최근에 하천이 지역을 대

표하는 Landmark로 부각됨에 따라 시·

군·구별 1개의 대표하천을 복합정비(利·

治·淸·豊水 및 親水)하는「고향의 강」사업

을새롭게추진함

「고향의강」사업은수해예방뿐만아니라하

천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 등을 통해 주민에

●●새만금내부개발기본구상및종합실천계획과국토해양부의지방하천살리기“고향의강”의추

진으로만경강이치수공간(홍수예방, 용수공급)에서생태공간, 문화공간으로바뀌어질예정임

●●과거뱃길을통한교류로만경강주변도시들이하나로이어졌듯이만경강이변두리강이아

닌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강이 되기 위해서는 이·치수기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친수공

간으로변화가필요함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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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깨끗하고 풍성한 지역의 강을 돌려주는

한편, 지역고유의특색을반 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명소로개발하게됨

국토해양부는「고향의 강」사업이 추진되면

하천이용활성화에따른지역경제발전은물

론, 지역주민의 정서적 Amenity 향상에 기

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하천 조성을 통한

국격향상도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2010년에 광역시·도별로 1개소의 총15개

소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나머지

하천에대해서는사업비, 투자우선순위에따

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별로 대

표하천 1개소(총230개소)씩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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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비전

백만개이랑을모아맑고푸른萬頃江만들기

●●목표

이·치수기능보강

- 수질확보 : 다양한 습지공간 창출로 만경

강및새만금수질개선

- 수량확보로기후변화대비: 만경강의물그

릇 용량을 확대하여 풍부한 하천유지용수

및수변공간확보

친수기능강화

- 새로운 강문화 창출 : 만경강 주변 지역사

회와연계한향수가흐르는고향의강창출

- 지역사회참여 :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및

삶의질향상

2. 기본원칙(4R)

●●Restoration(강의복원)

생태계의복원: 습지, 그린네트워크, 동물과

어류의순환경로확보

물의복원 : 만경강내로유입되는하수및폐

수처리수의습지유도를통한자연수로의복원

●●Reservior(물의저장)

홍수조절공간확보: 다목적홍수조절지조성

을통한초기우수배제및하천유지용수확보

저류지 공간확보 : 만경강내 다양한 저류지

건설을 통한 하천내 수량확보 및 하천경관

확보

●●Recreation(지역의레저공간)

놀이공간 확보 : 만경강 제외지의 생태학적

평가를통하여이용가능한토지를스포츠공

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변 도시민에게 놀이

공간제공

문화공간 확보 : 만경강과 주변마을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발굴하고연계하여만경강

중심신문화육성및수변공연문화공간확보

●●Return(지역으로이익환원)

지역으로 이익 환원 : 강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이윤의 환경관리비용 환원 : 자원개발을 통

해얻어진이윤의일부를환경세로부과함으

로써자급자족형환경관리모델구축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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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기능

기능 1 : 복 원

1) 개발방향

●●하천제방과 경작지, 인공적인 둔치 등 인간중

심에서 하천의 생태환경적 기능을 회복하는

자연형하천네트워크구축

2) 주요사업내용

●●인공습지조성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 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정화능력을인위적으로향상시켜비점

오염물질을저감하는시설

●●녹지생태축구축

하천내경작지에수림대를조성함으로써다

양한생물의서식공간을제공하고동시에본

류로유입되는비점오염원저감과경관을개

선하고자함

기능 2 : 저 장

1) 개발방향
●●홍수예방 목적의 홍수조절지를 활용하여 초

기우수를 하천내에 저류, 저장함으로써 초기

우수에 의한 수질악화 방지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

<수질정화 인공습지> <수변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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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내용
●●초기우수저류지설치

오염물질을다량포함한초기우수가새만호

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목적의 홍수조

절지 형태의 저류지를 만경강 하류에 설치

함으로써초기우수에의한새만호의수질악

화방지

●●강변저류지설치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로 저류지·

연못등을포함함

<일본 아라카와 강 홍수조절지> <평상시 담양홍수조절지> <홍수시 담양홍수조절지>

<오스트리아 다뉴브강 방수로>

<강변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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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3 : 레 저

1) 개발방향
●●단일용도로 사용되었던 수변공간을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높은삶의질을유지할수있는공간으로개발

하기위하여레저및문화시설을도입한복합

친수공간으로개발

2) 주요사업내용
●●문화시설도입

만경강 수변을 도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해하면서 생태·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여

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여가시설을

도입함으로써친환경도시발전패러다임실

현의장으로활용

●●스포츠시설도입

공원형탐방로조성등을통해시민접근성을

개선하고 축구·야구·족구·파크골프 등

생활체육공간을조성함으로써가족단위, 동

호회등시민의만경강활용도제고

기능 4 : 환 원

1) 개발방향
●●친환경 치수사업에 의해서 조성되는 친환경

공간으로 인해 창출되는 신규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시설운 에 의해 발생하

는이윤에친환경하천공간관리를위한환경

세를부과함으로써자족기능확보

2) 주요사업내용
●●지역주민일자리창출

의령군의 경우 친환경골프장 운 시 잔디

관리를 지역주민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으로

써지역주민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음

<강변을 활용한 캠핑장 사례>

<캠핑장> 이전 전 <캠핑장> 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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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환경관리환경세운

오스트리아다뉴브강의경우조성된방수로

에조류서식처, 소형보트마리나, 자전거길,

산책로등을조성하여지역민에게휴식공간

을 제공함으로써 날씨가 좋은 주말 이용객

이30만명에이르고있음

따라서, 만경강의 친환경공간에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다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운 으로발생하는이윤에환경세

부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잔디관리>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된 잔디>

제 3 장

권역별 사업내용

1. 권역별도입기능

●●만경강의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활용하여 문

화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4E(Eco-

Education, Eco-Life,  Eco-Culture, Eco-

Entertainment)"의기능을도입하고자함

생태교육(Eco-Education): 만경강 최상류

권은 습지를 중심으로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에

대한이해공간으로조성

에코라이프(Eco-Life) : 강의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과거와 현재, 자연과

문화, 사람과사람이소통할수있는문화적

공간으로창출

에코컬쳐(Eco-Culture): 만경강의 역사적,

문화적 장소성 복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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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전 계획구간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관광의 컨셉으로 구상하되, 도입기

능을집중시켜구간별Amenity 극대화

●●여가경험의특성을중심으로4개권역으로구

분한후자원의특성을극대화할수있는있는

특화전략추진

●●도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위여 기존 행정구

역을 초월한 연계·협력적 사업추진을 추진

할수있도록연속성있는시설도입

도입기능 개발방향

<표 1> 만경생태하천프로젝트도입기능및개발방향

- 습지를 중심으로 물(水)과 관련된 생태교육 및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훼손된 자연의 보존·복원을

지향하는 생활 속 생태여가활동 지향

- 만경강 인근 도시와 연계된 양질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수변공간과 연계된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공

연장 등 환경친화적 문화·주거기능 도입

- 자연과 인간을 활용한 강의 문화콘텐츠 도입을 통하여 융합형 수변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 단절된 강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창조의 공간으로 조성

- 하천 치수 정비를 넘어선 강(江)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리버투어리즘의 새로운 방향 모색

- 다양성과 창의력을 활용한“Green"+"Fun"의 기능을 포함하여 강울 통한 신성장동력화

Eco_Education

Eco-Life

Eco-Culture

Eco-Entertainment

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미래의 문

화비전구현

Eco-Entertainment : 단순한수변공간의정

비가아니라새로운문화관광공간창출을통

한친환경친수공간으로서의여가공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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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권역설정>

2. 권역별주요사업내용

●●만경강의 생태하천 기능을 특성화하기 위하

여 권역별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핵심추진사업을추진하고자함

권역 1 : 에듀파크(Edu-Park)

1) 개발방향
●●1권역은 만경강 상류지역으로 생태자원이 우

수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관찰데

크등의도입을통한생태학습권역으로개발



도입시설도입기능 개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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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내용
●●만경강에코트레일조성사업

위치: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등 4

개시·군

사업구간: 50km(계획전구간)

사업내용

- 만경강의자연경관뿐만아니라지역의역

사와이야기를들려주는스토리텔링을통해

새로운문화관광적매력요소를부각시킴

-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모델

개발을 통해 만경강 물길을 중심으로 문

화, 관광, 레저스포츠부문사업들과연계

- 만경강 제방 및 연안을 연계하는 도보 트

레일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거나 보완

하고 전통 뱃길 복원사업을 통한 물길 연

계사업이있음

선진사례

- 라인강은 제방 위에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비롯한 선형 문화관

광자원을활성화하여관광매력요소부각

- 다양한 생태,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문화관광시설의하드웨어적정비또

는선형관광자원활성화유도

습지 관찰데크, 

에코트레일, 습지 안내센터

생태에너지 체험관
Eco-Education

- 생태탐방자원을 활용하여 환경교육과 건강체험이 포함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

※사업 예: 만경강 생태에너지체험관, 습지관찰대 조성

- 전주권의 전통문화자원과 익산권의 역사문화자원, 일제식민지, 농경문화 등 주변의 역사문화자

원과 연계하여 만경강을 중심으로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및 스토리 개발

※예: 일제 쌀 수탈의 길, 익산 미륵사지 길 등

생태문화 탐방로

역사문화 탐방로

구 분 조 성 방 향

<주제별에코트레일조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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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2 : 친환경스포츠컴플렉스

1) 개발방향

●●2권역은 현대사회 생활여가와 휴식의 공간으

로서의 강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친환경

스포츠컴플렉스로개발

●●만경강 인근 도시민들이 하천수변 여가공간

을다양한레포츠활동을즐길수있도록생태

형체육공간으로조성

●●또한 만경뱃길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간 연계

성을 강화하고 어메니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계

도입시설도입기능 개발이미지

파크 골프장

만경뱃길 복원사업

체육복합시설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Eco-Life

<라인강의 자전거길> <라인강의 도보길>

<리버크루즈> <리버크루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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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상북도의령군은낙동강변에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 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4,000명정도이용하고있음

*연평균수입25억, 연간4,500여명의고용창출효과가예상

친환경 스포츠 컴플렉스가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간 뿐 만 아니라 야간에 활용

할수있는아이템도입이필요함

구 전라선 폐철도를 문화공간화 하여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하천조망권을 확보하고 LED 등

야간경관조성을통한친환경적야간경관조성을통하여새로운여가공간창출

2) 주요사업내용
●●파크골프장(Park Golf)

파크골프는 Park(공원)와 골프(Golf)의 합

성으로자연풍경지를보호하고국민이나주

민의 보건휴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곳

을 말하며, 노인, 어린이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커뮤니케이션스포츠임

파크골프는 그라운드 골프와 함께 소규모

코스에서 하나의 골프채와 공을 사용하는

등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을 적용하여

1984년일본에서창안된레저스포츠임

한국에서는 2003년 한국파크골프협회가

설립되었으며일반골프에비해자연친화적

스포츠라는 장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신설 및 건설

을추진중임

<여의도 파크 골프장> <동탄 파크 골프장>

<한강 광진교의 조망카페 및 야간조명> <체육시설과 연계된 홍제천 야간경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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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3 : 만경강복합문화공간(Cultureplex) 

1) 개발방향
●●3권역은 KTX 등의 교통망과 연계하여 새로

운 수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야외공연장

및녹색기술을활용한녹색경관조성

●●하천변을 이용하여 야외공연장 및 물놀이장

설치 등을 통한 친환경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변도심권의생활여가공간으로조성

2) 주요사업내용
●●친환경야외문화공간조성사업

수변을 배경으로 계단식과 넓은 잔디밭을

갖춘야외무대를설치하여야외공연이이루

어질수있도록하고야간경관조성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해 친환경적 물놀이

공간조성 및 조각공원등을 조성하여 전 연

령층이활용할수있도록함

도입시설도입기능 개발이미지

친환경 야외 공연장

LED 등 녹색기술을 활용한

녹색경관

Eco-Culture

<평택시 진위천 문화복합공간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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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뱃길복원사업

만경뱃길복원사업은만경강의역사성을복

원함과동시에기초자치단체간의“소통”, 새

만금으로의“새로운접근”의의의가있음

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의핵심사업으로리

버크루즈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만경강의

특화상품으로개발할필요가있음

리버크루즈는탑승자체의매력이유인력이

되기도 하지만 주변 경관을 감상하거나 야

간활동을위해문화적가치가높은상품임

<리버크루즈 야간상품 및 리버크루즈 선박>

<만경강 뱃길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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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4 : 수상레저타운조성

1) 개발방향
●●4권역은강의치수(治水) 개념에서이수(利水) 개념으로확대하기위하여적극적활용방향으로개발

2) 주요사업내용
●●랜드마크조성

주변경관과 인근지역의 지리·역사·문화

적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랜드마크

조성

- 하천정비계획에서 수해예방과 수질개선,

수량확보 등과 함께 지역 특색을 반 한

문화공간으로 랜드마크를 조성하며, 분

수, 야간조명등을활용하고있음

●●오토캠핑장

자동차문화가발달하면서국내에서도오토

캠핑인구가점차증가하는추세이며, 한탄강

등수변공간을중심으로발달하고있음

만경강을생태하천으로복원하고친환경숙

박시설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

라오토캠핑장을조성함

도입시설도입기능 개발이미지

랜드마크 조성

수상생태테마파크

저탄소형 주거단지 조성

Eco-Entertainment

<보와 야간경관을 활용한 하천 랜드마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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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생태테마파크조성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창의

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재

미(fun)"가새로운소비코드로부상하고있음

수상생태테마파크를 중심으로훼손된생태

계의 보존과 복원 등 웰빙라이프에 대한 가

치소비중심의새로운여가공간조성

만경강의청정이미지를제고함과동시에도

민들의 여가기회 확대 및 관광객 유입을 통

해 지역 관광인프라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됨

●●탄소제로주거단지조성

탄소제로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저탄소형

“그린홈시범지구”조성함으로써, 친환경적

인주택단지로조성

문화체육관광부의탄소제로관광(단)지조성

사업또는환경부의탄소제로시범마을조성

사업을통해지원가능사업

<한탄강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카>

<탄소제로 관광지> <탄소제로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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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별소요예산

●●만경창파프로젝트의주요사업별소요예산은표와같음

제 4 장

소요 예산 및 운 방안

인공습지조성 2개소

다목적 저류지 1개소

만경강 제방 및 연안 정비

생태탐방로, 제방 자전거길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쌍방향 에듀케이션’형태의 에너지 및 기초

과학 전시물 등 조성

환경피해가 적은 친환경골프장

국제규모의 인조잔디 축구장

농구, 배구, 족구,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공간

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생활체육공간·하류지 47km

친환경 야외공연장, 물놀이 공간

조각공원 및 녹색경관

친환경 Road를 포함한 자전거, 대중교통 등

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

친환경 숙박시설

훼손된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등 웰빙라이프

에 대한 가치소비공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개발

제외지내 경작지

습지

저류지 조성

에코 트레일

조성

생태, 에너지 체험관

파크골프장

축구장

복합문화

체육공간

조성

만경 뱃길

복원 사업

만경강

복합문화공간

녹색

교통망 구축

오토캠핑장

수상생태

테마파크

탄소제로 주거단지

조성

소 계

농보상

생태복원 및

경관조성

문화관광

자원개발

토지보상

합계

‘11 ~‘12

‘11 ~‘13

‘10 ~‘12

‘10 ~‘11

‘10 ~‘11

‘10 ~‘10

‘10 ~‘10

‘11 ~‘12

‘11 ~‘12

‘10 ~‘12

‘10 ~‘11

‘11 ~‘13

‘12 ~‘12

1,000

1,300

200

100

200

10

250

200

100

5

3

1,000

50

2,118

1,000

5,418

환경부

국토부

국토부,

문화부,

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국토부

문화부,

국토부

문화부

문화부

국토해양부

문화부

문화부

국토부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소관부처

<표 2> 만경생태하천프로젝트주요사업별소요예산(안)



23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14호

쟁점 1 : 인공습지에 의한 T-N, T-P의 제
거정도

●●인공습지에서 충분한 체류시간이 보장 될수

록총질소(T-N), 총인(T-P)의유출수수질이

좋아짐을알수있음

●●따라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중 배출부

하량이 높은 지천들(익산천, 유천, 용암천 등)

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만경강내 조성하

고자 하는 습지들과 연계함으로써 충분한 체

류시간이보장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제 5 장

쟁점사항

2.72

2.71

2.71

1.68

1.21

1.53

8.14

1.44

1.53

38.2

55.4

43.5

7

42

39

* North American Treatment Wetland Database, 1993, USEPA
사례지구 : The Des Plains River Wetland Project, Illinois, USA

유입수(mg/L) 유출수(mg/L) 수리부하율(cm/day) 제거율(%) 체류기간(일)(수심0.6m시)

<표 3> 습지에의한 T-N의제거율에관한사례

Des Plains, IL

Tarrant County, TX

Iron Bridge, FL

Listowel, Ontario

4.77

9.44

2.69

2.41

6

2

7

4

0.10

0.29

0.43

1.91

0.02

0.16

0.10

0.72

80.0

44.8

76.7

62.3

12

6

22

25

주) Robert K. Kadlec and Robert L. Knight, 1996, Treatment Wetlands

수리부하율
(cm/day)

운 기간
(years)

유입수농도
(mg/L)

유출수농도
(mg/L)

제거율
(%)

체류기간(일)
(수심0.6m시)Site

<표 4> 습지에의한 T-P의제거율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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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 하천에나무를심을수있는가?

●●하천에서나무심기및관리에관한기준

(건설교통부하천환경팀-1056(2007.5.29))

목적 : 이기준은하천법및하천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

에관한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

적용범위: 이기준은하천에서나무를심거

나 심은 나무 또는 하천에서 자생하는 나무

의관리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음

- 종전 기준(건설교통부 하계 58170-339,

1998.05.27)은 하천 고수부지에 국한하

여나무심기가가능하 으나본기준에서

는 이외에도 홍수조절용 저류지, 완경사

제방, 제방측단, 제방뒷턱, 굴입하도, 대

규격 제방 등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확대함

<고수부지에 키 작은 나무 심기> <고수부지에 키 큰 나무 심기>

(a) 키 작은 나무 심기(횡단도)  (b) 키 작은 나무 심기(평면)  (c) 키 큰 나무 심기

<홍수조절용 저류지에 나무심기>

은행나무, 소나무, 은사시나무, 양버들, 이태리포플

러, 왕대, 버드나무, 용버들, 능수버들, 개수양버들,

팽나무, 티나무, 양버즘나무, 가죽나무, 자귀나무, 

아까시나무, 벗나무, 참오동나

전체 갯버들, 뽕나무, 조팝나무, 싸리, 칡, 족제비싸리,

무궁화, 개나리

하천유역구분 수 종 명

구분 구간지점 교 목 관 목 (만 경)

<표 5> 만경강수계에분포하는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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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 제외지용지보상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상 제외지 용지
보상계획

●●하천구역내경작지

농보상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일”기

준점용허가를받아경작중인자에게지급(2

년간 농비)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 감정평가결과에 따

라지급

개간비 : 개간에 소요된 비용으로 개간당시

부터 보상당시까지 적법하게 개간·점용한

자에게보상

버드나무, 왕버들, 능수버들, 개

수양버들

느릅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갯버들, 눈갯버들

이태리포플러, 용버들, 은사시나

무, 양버들, 편백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아까시나

무, 가죽나무

신나무, 귀룽나무, 곰솔, 모감주

나무, 피나무

자귀나무, 밤나무, 소나무, 상수

리나무, 참오동나무

조팝나무, 붉나무, 송악, 개나리,

찔레

싸리, 칡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개잎갈나무

족제비싸리, 앵도, 무궁화, 

뽕나무, 복사

자생

수종

도입

수종

교목

관목

(만경)

교목

관목

강 함

매우강함

강함

보 통

약 함

강 함

강 함

강 함

매우강함

강함

매우강함

강함

매우강함

강함

보 통

약 함

보 통

약 함

보 통

약 함

고수부지 및 측단

고수부지 및 측단

측단

저수로 비탈 및 고

수부지

뒷턱 및 측단

뒷턱 및 측단

고수부지 및 측단

고수부지 및 측단

측단

뒷턱 및 측단

자생 성상 내습성 호습성
식재권장수종 하천내

적정 위치우 선 수 종 보 조 수 종

<표 6> 우리나라하천에서식하는대표적인나무의형태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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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사유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보상

쟁점 4 : 수심확보가능유무?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다목적이용공간

- 유람선 및 동력 수상스포츠 이용을 위한

공간

- 선박의현황이용등을고려하여, 다른선

박의안전성을확보, 수변이용자의배려,

자연환경에의배려등이전제

- 수심3m 이상의구간

무동력뱃놀이이용공간

- 무동력 뱃놀이(노 젖는 배 등)가 안전하

게운행할수있는공간

- 수심1~3m 미만의구간

●●만경강유역종합치수계획(국토해양부,

2008.12)

만경강하구~만경대교평균수심: 4.8m

만경대교~용암천합류지점 평균수심 :

8.5m

용암천합류지점~익산천합류지점 평균수심

: 10.1m

익산천합류지점~전주천합류지점 평균수심

: 8.0m

<수상위락공간의 구분>

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2009.7), 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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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 민자유치 방안 및 수요창출을 위
한접근성

●●대규모의 여가시설이 도입되는 하류지역의

성공포인트는 민자유치와 관광수요 창출로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인

프라확충이전제되어야함

●●만경강 인근에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으나, 계획대상지와의 접근이 매우 미미하

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만경강으로 직접 연

계된 휴게소 설치 및 IC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

<現 연계교통망과 접근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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