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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만경강과 동진강에 ‘4대강 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외지 경작금지, 생태공간 보전과 복원, 수림대 조성 등 대부분 

공사구간이 준공되어 하천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새롭게 회복된 만경강과 동진강 생태공간은 새만금호와 전라북도 동부권의 

백두대간 및 백두정간과 연결되는 주요 하천생태축으로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가 될 것임

❍ 치수, 이수, 수질개선을 주 목적으로 추진된 지류하천 종합계획은 준공(2020년) 

이후 생태적 측면보다는 친수공간으로 이용적 측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스포츠활동, 낚시, 자전거라이딩 등으로 인해 어렵게 회복된 생태공간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생태통로와 생태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요 생태거점을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 만경강과 동진강은 국제적으로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이며 국내의 주요 철새서식지 

중 하나로 서식공간의 보호가 필요하며  인간간섭이 없는 육상-하천-해양을 잇는 주요 

생태통로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공간설정을 통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지역주민에 대한 생태서비스 제공하고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강 생태관광 체험기반 구축으로 만경강·동진강의 국내외적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두 강에 형성된 높은 생물다양성과 우수한 수변경관은 생태관광과 환경교육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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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연구 범위

❍ 만경강과 동진강 본류

나. 연구 내용

❍ 현황 및 사례분석

- 현황분석

· 신천습지, 동진강 갈대습지 등 만경강과 동진강내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원 분석

· 가야문화유산, 근대역사문화 등 강을 중심으로 생태-문화 연계성이 높은 역사․문화

자원 분석

- 선행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전라북도 생태문명, 천년물길 발전축 구상’,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강 생태문화 창출사례 분석

❍ 강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및 추진 전략 모색

- 사례와 만경강․동진강 생태․문화 자원 분석에 기반한 강생태문화 중점지역 육성방안

- 생태자원 관련 선행 연구자료에 기반한 주요 생태공간에 대한 보전방안

- 만경강과 동진강 및 주변 지역간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모색 등

❍ 습지 등 주요 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 방안 모색

- 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등 브랜드 획득 효과 창출 전략 수립

- 체험 등의 활용과 생태자원 보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연구

- 생태자원과 주변 연계자원을 활용한 생태․힐링 체험 프로그램 제언 등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주체별 실행계획 제시

- 브랜드 획득,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사업 분야별 추진 주체(부서) 확립

- 추진 주체 간 협업 체계 구축 관련 세부 실행계획 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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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추진 체계

연구계획 수립



일반현황 및 사례분석 
생태․역사․문화자원 분석
국내․외사례 분석



강생태문화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강 생태문화 구상
만경강 및 동진강 별 추진전략



강생태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방안 
강 생태․문화 중점육성
강 생태공간 보전
강-주변지역 생태문화 연계인프라



강생태문화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결론 및 고찰

3. 기대효과

❍ 생물다양성이 높은 하천생태와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하천생태관광자원 

확보

❍ 만경강과 동진강에 기반한 도민과 함께하는 강 생태문화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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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반현황 및 사례분석

1. 생태 ‧ 역사 ‧ 문화 자원현황

가. 생태자원현황

<그림 2-1> 만경강 및 동진강 생태 자원 범례

1) 만경강 생태 자원현황

가) 봉동인락(鳳洞人樂)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용봉교 옆)

❍ 자원 유형 : 생태, 역사

❍ 주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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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① 상장기 당산제 : 당산나무 아래가 조선시대 사형터, 장마철 호우로 범람한 

만경강에 수해를 입은 사람 등의 혼을 달래고 제방을 다진다는 의미로 매년 음력 

7월 20일에 당산제 진행, ② 어우보 : 일제 강점기 당시의 물길

- 문화 : 봉동 8경 중 ‘봉동인락’

- 주요 식생 : 느티나무 및 팽나무 보호수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쐐기풀목 느릅나무과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

쐐기풀목 느릅나무과 팽나무 Celtis sinensis -

- 주요 동물상 : 댕기흰죽지, 비오리, 물닭, 수오리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댕기흰죽지 Aythya fuligula -

기러기목 오리과 비오리 Mergus merganser -

기러기목 오리과 오리 Anatidae -

두루미목 뜸부기과 물닭 Fulica atra -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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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봉동교

❍ 위치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봉동교 인근)

❍ 자원 유형 : 생태, 레저 ․ 스포츠

❍ 주요 자원 

- 역사 : 조선시대 당시 우시장 위치(소싸움)

- 문화 : 인근에 하이트 공장 위치, 운동시설(완주맥파이스야구장, 축구장 등)이 있음

- 주요 식생 : 줄(큰고니, 기러기 등의 먹이), 갈대, 달뿌리풀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벼목 화본과 줄 Zizania latifolia -

화본목 벼과 갈 Phragmites communis -

벼목 화본과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 Steud -

- 주요 동물상 : 원앙, 큰고니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원앙 Aix galericulata 천연기념물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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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천습지

❍ 위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하리교~삼례교 구간)

❍ 자원 유형 : 생태

❍ 주요 자원 

- 역사 : 과거 큰 하천이 세 개 모여 ‘삼내’라 불렸으나, 일제강점기 때 삼례로 

바뀜(소양천+고산천+전주천)

- 주요 식생 : 흑삼릉, 낙지다리, 노랑어리연, 자라풀, 통발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부들목 흑삼릉과 흑삼릉 Sparganium erectum -

장미목 돌나물과 낙지다리 Penthorum chinense -

용담목 조름나물과 노랑어리연 Nymphoides peltata -

소생식물목 자라풀과 자라풀 Hydrocharis dubia -

통화식물목 통발과 통발 Utricularia japonica -

- 주요 동물상 : 큰기러기, 가창오리, 큰고니, 감돌고기, 통사리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큰기러기 Anser fabalis -

기러기목 오리과 가창오리 Anas formosa -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기러기목 오리과 원앙 Aix galericulata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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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양천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소양대교 인근)

❍ 자원 유형 : 생태

❍ 주요 자원 

- 역사 : 마한 최대 유적지(상운리), 호성군 이주 묘

- 주요 동물상 : 원앙, 큰고니, 민물가마우지, 노랑부리저어새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원앙 Aix galericulata 천연기념물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사다새목 가마우지과 민물가마우지 Phalacrocorax carbo -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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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미 졸음쉼터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만경강 및 소양천 합류부)

❍ 자원 유형 : 생태

❍ 주요 자원 

- 주요 식생 : 낙지다리, 노랑어리연, 자라풀, 통발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장미목 돌나물과 낙지다리 Penthorum chinense -

용담목 조름나물과 노랑어리연 Nymphoides peltata -

소생식물목 자라풀과 자라풀 Hydrocharis dubia -

통화식물목 통발과 통발 Utricularia japonica -

- 주요 동물상 : 민물가마우지, 큰기러기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사다새목 가마우지과 민물가마우지 Phalacrocorax carbo -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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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삼례교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전주천교~삼례교 인근)

❍ 자원 유형 : 생태

❍ 주요 자원 

- 주요 식생 : 쥐방울덩굴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쥐방울덩굴목 쥐방울덩굴과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

- 주요 동물상 : 꼬리명주나비,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나비목 호랑나비과 꼬리명주나비 Sericinus montela Gray -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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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하리교

❍ 위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하리교~전주천교)

❍ 자원 유형 : 생태

❍ 주요 자원 

- 주요 식생 : 쥐방울덩굴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쥐방울덩굴목 쥐방울덩굴과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

- 주요 동물상 : 황새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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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비정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비비정 정자 인근)

❍ 자원 유형 : 역사(문화), 레저 ․ 스포츠

❍ 주요 자원 

- 역사 : 비비정, 척산토성(×) → 삼례토성(삼례양수장-등록문화재), 호산서원

- 문화 :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비비정 예술열차, 삼례문화예술촌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자) 만경강교 (호남고속도로 및 1번국도)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 자원 유형 : 생태

❍ 주요 자원 

- 생태 : ‘오리목욕탕’ 위치

- 주요 식생 : 갈대, 줄, 달뿌리풀, 부들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화본목 벼과 갈 Phragmites communis -

벼목 화본과 줄 Zizania latifolia -

벼목 화본과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 Steud -

부들목 부들과 부들 Typha orientalis -

- 주요 동물상 : 흰비오리, 가마우지,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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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흰비오리 Mergus albellus -

사다새목 가마우지과 가마우지 Phalacrocorax capillatus -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천연기념물

매목 매과 매 Falco peregrinus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차) 도덕교회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익산천 합류부 맞은편)

❍ 자원 유형 : 생태

❍ 주요 자원 

- 역사 : 일제강점기 당시 모래찜질 장소, 조선시대 포구가 있어서 건너편 

사천마을로 왕복 가능, 조선 후기 실학자 강후진의 금마 답사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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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동물상 : 흑두루미,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흰기러기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두루미목 두루미과 흑두루미 Grus monacha Temminck 천연기념물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기러기목 오리과 흰기러기 Chen caerulescens -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카) 만경강 익산천 합류부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익산천 합류부)

❍ 자원 유형 : 생태

❍ 주요 자원 

- 주요 동물상 : 느시, 꼬마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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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두루미목 느시과 느시 Otis tarda 천연기념물

도요목 물떼새과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타) 화신습지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춘포초등학교 인근)

❍ 자원 유형 : 생태

❍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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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위치 현황 사진

파) 호소가와 농장주택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4길(춘포면사무소 인근)

❍ 자원 유형 : 생태, 역사

❍ 주요 자원 

- 역사 : 호소가와 농장(일제강점기 쌀 수탈)

- 전주 서문교회의 종을 사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 일제강점기 신사, 주재소(파출소), 

우체국 등이 위치, 옛 포구자리, 전익수리조합(1907, 박 철), 대장포구

- 문화 : 이리농고, 서문교회, 소설 ‘춘포(박이선)’ 배경

- 주요 식생 : 수련, 부들, 줄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수련목 수련과 수련 Nymphaea tetragona -

부들목 부들과 부들 Typha orientalis -

벼목 화본과 줄 Zizania latifolia -

- 주요 동물상 : 황새, 노랑부리저어새(마산천), 흑두루미(마산천)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두루미목 두루미과 흑두루미 Grus monacha temminck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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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대상지 위치 현황 사진

하) 삼일교회

❍ 위치 : 전북 익산시 석탄동(익산농협창고 인근)

❍ 자원 유형 : 레저 ․ 스포츠

❍ 주요 자원 

- 문화 :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위치

- 주요 동물상 : 큰고니,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검은어깨솔개, 말똥가리, 

황조롱이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검은어깨솔개 Elanus axillaris -

매목 수리과 말똥가리 Buteo buteo -

매목 매과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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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유천습지

❍ 위치 : 전북 익산시 석탄동(동익산역 인근)

❍ 자원 유형 : 생태, 레저 ․ 스포츠

❍ 주요 자원 

- 문화 : 패러글라이딩(인간 간섭 유발)

- 주요 동물상 : 황새, 솔부엉이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올빼미목 올빼미과 솔부엉이 Ninox scutulata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냐) 물문화생태관(건축 중, 익산국토관리청)

❍ 위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구 만경강교 인근)

❍ 자원 유형 : 생태, 레저 ․ 스포츠

❍ 주요 자원 

- 역사 : 목천교(1928년 준공), 최초의 시멘트 교량 

- 문화 : 파크골프장(현재 9홀이며, 국제경기가 가능한 18홀로 확장공사중임), 자전거 

대여소 위치(레저공간 활용), 소설 ‘기억 속의 들꽃(윤흥길)’ 의 주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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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댜) 새만금 일대

❍ 위치 : 새만금 일원

❍ 자원 유형 : 생태, 역사, 레저 ․ 스포츠

❍ 주요 자원 

- 역사 : 김 상 투수순절도(어진화가 채용신 작품), 김 상 투수순절추모비

- 문화 : 만경낙조전망대, 코스모스 4백리길, 국립새만금수목원. 입석배수관문(낚시)

- 주요 식생 : 갈대(군락)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화본목 벼과 갈 Phragmites communis -

- 주요 동물상 :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흰꼬리수리, 큰말똥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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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매목 수리과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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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진강 생태자원

가) 국립새만금수목원 (만경강 및 동진강 합류부)

❍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5

❍ 자원 유형 : 생태, 환경교육

❍ 주요 자원 

- 새만금수목원 : 2027년 완공 예정

- 동물상 : 황새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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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화도

❍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5

❍ 자원 유형 : 생태, 역사

❍ 주요 자원 

- 역사 : 간재(전우)선생 유지(遺址 ; 역사적 자취가 남아 있는 곳)

- 생태 : 계화도 갯벌

❍ 주요 동물상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매목 수리과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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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진강휴게소

❍ 위치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 11-19

❍ 자원 유형 : 생태, 레저 ․ 스포츠

❍ 주요 자원 

- 역사 : 동진원(역원), 동진장(시장), 동진창(창고), 관련 설화

- 관광 : 동진강휴게소, 알콩쌀콩 교류센터(농림부 권역사업), 동진강변공원

- 문화 : 동진강 갈대축제(전북강살리기추진단, 2013)

❍ 주요 식물상 : 갈대 ․ 모새달군락지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화본목 벼과 갈 Phragmites communis -
벼목 화본과 모새달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

❍ 주요 동물상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매목 수리과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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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석보터

❍ 위치 :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

❍ 자원 유형 : 역사, 문화

❍ 주요 자원 

- 역사 : 만석보터(갑오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마) 피향정

❍ 위치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산로 2951

❍ 자원 유형 : 역사, 문화

❍ 주요 자원 

- 역사 : 피향정(최치원이 세운 누정), 태인동헌, 태인향교, 대각교 

- 관광 : 피향정 연꽃, 피향정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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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현황 사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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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사‧문화자원현황

1) 만경강

❍ 유래 : 강 하류지역에 만경현(萬頃縣)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명칭

❍ 연원

- 만경의 뜻은‘백만이랑’의 의미로 넓은 들을 의미

- 일제의 개발 이후 만경강이란 이름으로 부른 것으로 보임

- 조선시대에 이 하천은 ‘사수(泗水)’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

 『동국여지승람』 전부주에 “옥야(沃野) 6면은 남쪽으로 사수(泗水)와 연하고, 서쪽으

로는 김제(金堤)와 접한다.”. 『여지고』(김제)에“사수(泗水)는 속칭 회연(回淵) 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를 율포(栗浦)라 일컫고 그 아래를 신창진(新倉津)이라 일컫는다.”라

는 기사가 있고, 동일 문헌의 전주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

아 당시 ‘사수’로 불렀음을 보여 줌1)

- 김정호의 『대동지지』는 사수(泗水)라고 기록하고 있음. 이때의 사(泗)는 그 어원이 

‘~~’(太陽)이었던 것으로 추정. 그러므로 사수는 ‘태양 강’ 또는 ‘신성한 강’의 

의미를 갖음2)

- 『세종실록지리지』3) 전라도의 대천 4개( 산강 ; 나주 남포진, 섬진강 ; 구례 잔수진, 

만경강 ; 전주 신창진, 동진강 ; 부안 동진)

❍ 철의 문명, 만경강4)

- 기원전 3세기 경 제나라 전횡이 바닷길을 따라 어청도로 망명, 8년 후 서해 바닷길을 

따라 고조선의 준왕이 익산 금마로 이주

-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최근 발굴 결과로 한반도 철기문화의 판도가 뒤바뀜. 즉, 

지금까지 한반도 북부에서 철기문화가 남쪽으로 전래되었다는 설에서 수로를 통해 

만경강 유역으로 유입되었다는 설로 바뀜

- 초기철기 문명은 당시 전북에는 마한의 세력 집단이 있었음. 전횡의 망명과 준왕의 

남래로 만경강 유역에 마한의 형성으로 연계

1)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2) 박종희, 「속지명 ‘솝리’(전북 益山)의 어원적 의미」, 『한국지명학회』 33, 2020. 

3) 『세종실록지리지』 권151, 지리지 전라도

4) 곽장근, 「철기문화의 전래와 해양 활동 거점」,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전북학연
구센터, 2019.을 요약 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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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강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에 1982년의 발굴로 마한의 

유적지가 발견되고,5) 만경강 유역 곳곳에 철기 문명의 유적이 산재되어 있음

- 특히, 전북 혁신도시 발굴을 통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초기철기시대 분묘 

유적임이 증명되었고, 특히, 이 지역에서 제작된 세문경(細紋鏡)은 전국으로 유통된 

당대의 테크노밸리라고 할 수 있음 

- 개발이 완료된 현재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철기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완주 

상운리, 이곳은 만경강의 내륙수로와 육로의 교차점에 위치

- 완주 상운리는 40여 구의 분구묘가 있는 마한 최대의 분묘 유적으로 토기 321점, 

철기 500여 점이 출토. 각각 마한 토기 박물관과 철기 박물관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유적과 유물이 발굴

- 무쇠를 두드려 철을 가공하여 철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도구인 단야구(鍛冶具)는 단일 

유적에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

- 상운리의 마한세력은 철의 가공 기술을 소유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만경강 유역의 철기 문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유적

- 따라서 만경강은 당대의 테크노밸리이자 문물 교류의 거점

❍ 역사문화 대상 마을 현황

5) 이백규, 「金堤 靑蝦 住居地의 發掘 報告」, 『전북사학』 6, 1982. 

지역 마을명 위치 주요자원 비고

완주
상장기,
하장기

봉동 장기리
동포귀범(전주팔경), 최아(전주최씨 시조), 

회안 군(이방간), 씨름, 우시장
당산나무, 비석군(멍애방천)

-

완주 신기 마을 용진읍 신기리 마한유적, 호성군 이주묘 -

완주
비비정
마을

삼례읍 삼례리
덕진구 화전동

비비정, 비비낙안, 척산토성,
호남 로, 관련 시문(풍경, 조운선, 

소금배, 모래톱)
기러기, 오리

전주
도덕
마을

덕진구 강흥동
나루터(서문교회종), 모래찜질
실학자 강후진의 답사출발점 1872년고지도 

확인
익산

중촌
마을

춘포면 용연리 호소가와 농장, 소설 춘포, 장촌

김제 백구 마을 백구면 백구리 백구정

익산
조문
마을

목천동
구)만경교(1928), 최초의 시멘트다리

직강화
가장 오래된 
시멘트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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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 대상지 

지역 마을명 위치 주요자원 비고

김제
신창
마을

청하면 신창리

새창이다리(1933), 김 상 투수비, 
투수도 교통로(나루터),

각종시문(갈 밭, 교통로), 후백제 국제 
교역항(추정)

동지산리척산토성
(척산마을)

각종 고지도 확인
만경강의 끝

군산 신촌 마을 야면 복교리 신창원(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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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경강 역사․문화 자원 현황

가) 봉동인락(鳳洞人樂)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용봉교 옆) ~ 봉동교

❍ 자원 유형 : 역사

❍ 주요 역사 자원 

- 동포귀범(東浦歸軓) : 완산 8경 중 하나로 돛단배가 꿈처럼 미끄러져 가는 풍경을 

연상한다고 함.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서해에서 전주 동쪽편의 고산천까지 선창부두에 

떠다니던 소금, 젓갈, 곡식을 실어 나르던 범선의 모습. 장기리~신지리(봉동교) 공통 

해당

- 당산제 : 매년 음력 7월 20일에 봉동읍 상장기 공원의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수호와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 열림. 장마철에 만경강이 범람하여 제방이 터져 

물난리를 당하자 그 혼을 달래고 제방을 지내는 의미에서 지냄. 더 나아가 봉동읍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

· 봉동읍은 2009년 10월 10일에 봉동읍 인구 2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당산제를 지

내고 있음

· 당산제 이후 씨름을 함. 선 자세에서 샅바를 잡고, 경기도와 전라도에서 유행하던 

오른 씨름을 시행했다가 1931년 이후 왼씨름으로 정착되면서 오른 씨름을 포기했

지만 서서 샅바를 잡는 것은 유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의 장으로 이 고장에 힘 센 장사가 많으므로 원귀가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뜻

- 멍애방천 : 봉동읍의 소재지 장기리 동쪽에 만경강을 따라 쌓은 제방으로, 1920년대 

기존부터 있던 제방을 바로 잡으면서 생겼음. 제방의 형태가 말과 소의 멍에와 같이 

생겼기 때문

- 당산나무 선정비 : 17개의 비석이 있는데, 1716년(숙종 42)의 판관 신사  만세불망비, 

1886년의 도순찰사윤 신 세불망비에 제방과 관련된 기록이 있음 

- 병술년 봄에 공[윤 신]이 본면[봉상면] 장기에 강뚝[堰]을 막는 일을 하 다. 그것은 백성들을 
근심하고 지혜를 다한 것이다. 이때 (감 에서) 700꾸러미[緡]을 내고, 전주부[本府]에서 또 
300꾸러미를 내었다. 그 부역이 미약하고, 재물은 적어서 본면의 상보와 하보에서 이익을 얻는 
논에서 매 두락당 5전씩과 오백조면에서 이익을 얻는 논에서는 매 두락당 4전식으로 답주에게
서 거두어서 합한 돈이 3622냥과 부에서 내어준 돈을 합하여 4622냥이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역을 마칠 수 없었던 것을 7개월에 마칠 수 있었다. 남은 돈 150냥은 만약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사용하려 한다. 삼가 그 일을 기록하고, 또한 면계의 절목 중에도 기재할 것이다. 
도윤(都尹) 엄호은(嚴浩恩), 색리(色吏) 최병하(崔炳夏), 감관(監官) 김형진(金亨鎭), 도감동(都監



- 35 -

- 배후 마을(구만리) : 전주 최씨 최양(1351-1424)과 이방간(1364-1420)이 거주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씨름장

비석 사진 당산나무

董) 김준완(金俊宛) - 도순찰사윤 신 세불망비

- 최양(崔瀁) : 호는 만육(晩六), 본관 전주 최씨, 전주 최씨 고집의 장본인
- 고려 말 과거 등을 통해 정3품의 이부상서까지 올랐지만, 조선이 건국되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은거한 ‘두문동 72현’으로 유명함. 주로 구만리 일 에 거주하 는데, 이성계가 친구인 
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주었으나 받지 않고 사양함. 여기에서 전주 최씨 고집이 
유래되었다고 함
이러한 충절덕분에 1834년(순조 34)에 충익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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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옥결(新川玉潔)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기리(소양천~신천습지)

❍ 자원 유형 : 역사

❍ 주요 역사 자원 

- 상운리 유적 

· 전주-함양 간 고속도로 건설 중 발굴하 고, 완주 IC 옆에 위치(현재 상운리 유적 

공원 조성)

· 지형적으로 소양천과 만경강을 사이에 둔 곳으로 만경강의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

· 청동기~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적 확인

· 마한을 상징하는 분구묘 30기와 주거지, 그 안에서 옥을 비롯한 여러 유물이 발견

되며 마한 최고와 최대의 유적지로 평가6)

· 마한 소국 중 가장 장력한 ‘철의 왕국’의 중심지로 마한 문화를 대표하는 표지이자 

아이콘

· 전라북도의 가장 마한 유적다운 곳

· 2020년 역사문화특별법 시행 후 마한이 포함되어 이와 관련된 복원, 정비, 활용 

등의 법제적 근거 마련. 현재 상운리 유적을 2021년에 도지정문화재,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사적으로 지정하여 전북 마한의 대표적 유적지로 만들기 위한 절차 

추진 중

- 호성군 이주묘

· 호성군(湖城君) 이주(李柱 ; 1562-1594)는 세조의 후손으로 전주에 살다가 임진왜

란이 일어나자 전주와 임실 지역에서 의병을 소집하여 의주까지 올라갔고, 평양성 

전투에 참여하 고, 선조가 한양에 환도할 때까지 모셨음

· 이와 같은 공로로 후일 호성군에 봉하여지고, 선무원종공신 1등에 봉해짐

· 그가 살았던 마을 이름에서 전주시 호성동의 이름이 유래했음

· 묘소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上雲里) 행지산(行止山)에 있음

6) 김승옥, 마한 분구묘의 아이콘, 완주 상운리 유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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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분구묘 위치

발굴 유물(철기류, 옥류)

다) 비비낙안(飛飛落雁)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 자원 유형 : 역사

❍ 주요 역사 자원 

- 비비정

· ‘한내[한천(寒川)]’라 부르는 만경강의 북쪽 언덕 위에 세워진 정자. 앞에는 만경강

이 유유히 흐르고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고, 뒤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수려한 경관

을 자랑

· 조선 중기(1573년)에 처음 만들었다가 1752년에 다시 중건하 음

· 우암 송시열이 1680년에 비비정기를 지어주었다고 하고, 삼국지의 장비(張飛)와 

송나라 악비(岳飛)를 따서 만들었다고 함   

비비정은 (전주의) 북쪽 삼십리에 있고, 1573년(만력 계유)에 무인 최 길이 건립하 다가 중간에 
철거하 는데, 1752년( 조 임신)에 관찰사 서명구가 중건하 고 관에서 정자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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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정 건축으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팔각지붕 양식

- 비비낙안(飛飛落雁)

· 완산 8경 중 하나로 한내의 눈부신 모래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를 비비정에서 바라 

본 모습

· 한내의 모래빛이 유명하여 모래찜을 위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곳

· 1800년대에 조수삼이 쓴 시를 비롯하여 여러 시가(詩歌)를 통해 당대의 풍경을 유

추할 수 있음 

- 호산서원

· 1805년(순조 5)에 정몽주·송시열·김수항·김동준·정숙주를 배향한 서원으로 비비

정 옆에 있음

· 1868년(고종 5)에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58년에 복원

· 서원 편액을 유재(裕齋) 송기면이 작성함

- 호남대로

· 조선시대 9대로 중 호남대로(해남-한양)가 지나는 곳으로 비비정 나루터가 있었음

· 춘향전의 이몽룡이 과거에 합격한 뒤 춘향이를 찾아가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

배를 가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한양을 오가기 위해 반드시 들렸던 곳

·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선 구)철도 등이 지나고 있음

‣ 비정낙안(飛亭落雁)                                         조수삼(趙秀三)
비비정 아래로 기러기들 날아오르는 가을에 / 飛飛亭下雁飛秋, 
푸른 물 밝은 모래가 십 리 백사장에 펼쳐져 있네 / 水碧沙明十里洲. 
북쪽으로 서울이 어디쯤인가 바라보다 보면 / 北望京華何處是 
집에서 보낸 서신 쉽게 남쪽 고을에 이르겠지 / 家書容易到南州    『추재집』

‣ 비비정(飛飛亭)                                             박태순(朴泰淳)
날아가는 새처럼 하늘하늘 초야에서 으뜸이니 / 翩如飛鳥出林坰
비비정이란 이름은 지형에 잘 어울리네 / 名以飛飛叶地形
바람이 언덕 나무로 불어드니 그 맑은 정취가 문설주 옥방울 흔드는 것 같고 / 風動岸筠淸楔玉
비가 물풀 위로 내리니 멀리까지 향기가 퍼지네 / 雨過汀艸遠聞馨
호수와 산 안팎으로 새로운 그림이 펼쳐졌는데 / 湖山表裏開新畫
너른 벌판 가운데에 이 정자가 있네 / 原野中間有此亭
내일이 되면 귀찮은 업무로 흰머리가 늘어나겠지만 / 明日簿書催白髮
바쁜 중에도 틈을 내어 어느새 잠시 머물다 가네 / 偸閒不覺暫時停   『동계집』

飛飛亭 在北三十 萬曆癸酉武人崔永吉建爲別 中間撤去 英祖壬申年 觀察使徐公命九重建 以爲官亭 
『완산지』



- 39 -

 ·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한 곳이 삼례로 바로 이와 같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

- 삼례토성

· 삼례리에 있는 백제대의 흙으로 쌓은 성(토성)

· 비비정 옆의 비비낙안 카페 주변

· 만경강 등의 사방에 광활한 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강한 곳으로 수

륙교통(水陸交通)이 교차하는 교통 및 방어의 요지

·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 내부에 있어 연계 가능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비비정(전주부지도)

비비정 호남 로 추정로

라) 도덕 마을 / 대장촌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 춘포면 용연리 

❍ 자원 유형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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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역사 자원 

- 마한 백제 문화의 젖줄

·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위만의 쿠테타를 일으키자 준왕이 수로를 타고 남하하

여 한을 세웠다고 함. 그 지역이 익산 금마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므로 준왕 등은 

만경강을 따라 진입하 고, 이 일대에서 다시 익산천을 따라 금마 지역에 정착하

을 가능성이 높음

· 백제 무왕이 금마 지역에 수도를 건설하 는데 이 역시 만경강과 익산천을 이용하

을 가능성이 큼

· 즉, 이 지역은 고대 역사에 찬란한 꽃을 피운 전북 역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선시대 해운의 거점

· 조선시대 전주시 도덕마을에서 익산 사천마을로 건너는 포구가 있었고, 이 앞의 

만경강을 ‘횡탄(橫灘)’이라고 부름

· 도덕마을 방면을 쌍강포, 사천마을 방면을 사천진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임 

· 『1872년지방지도』 익산군을 보면 사천과 장연 건너편의 길은 ‘소로(小路)’로 기재

되어 있고, 전주의 경계로 진(津)에서 배를 타고 건넌다고 표현

· 『대동여지도』에도 사천진으로 표기되어 포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1872년지방지도』 만경현을 신창진에서 ‘전주 대장촌’과 연통한다고 표현되어 만

경강 유역에서 신창진 다음의 주요 포구 음을 알 수 있음

· 1908년경 전주 서문교회의 종을 인천 제물포에서 만경강 쌍강포에서 내려 김제 

난산 등지에서 달구지로 서문교회까지 옮겼다고 함. 이는 당시 포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 1738년에 실학자 강후진이 금마 지역을 답사한 시작점

· 마한과 백제의 유적이 왕궁면과 금마면에 위치하는데, 바로 만경강의 지류인 익산

천을 통해 왕래하 을 것이므로 고대부터 중요한 교통로라고 할 수 있음 

· 이곳으로 많은 조운선이 다니고 있었음(유금마성기)

· 1901년-1902년에 전주군수와 김제군수가 쌍강포와 대장포를 왕래하는 사람에게 

내려준 전령(傳令)에서도 당대 두 곳에 포구가 있었고, 왕래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음7) 

7)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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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01년 전주군수(全州郡守) 전령(傳令)

-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수탈지

·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중심지로 호소가와 농장

· 일본인들은 춘포에 거주하면서 많은 논을 사서 주민들에게 대신 농사 짓게 하고 

수확물을 춘포역을 이용해 군산까지 옮기고, 군산에서 배로 일본으로 보냄

‣ 호소카와 농장
- 1904년부터 전 일본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의 할아버지 호소카와 모리다치[細川護

立]가 춘포 일 에 농장을 설립
- 농업생산량 증산을 위해 수로 개선 공사 실시. 1922년에 완주 고산면에 아댐 건설, 1923년

에 간선수로 확장 공사 시작, 1924년부터 1939년까지 만경강 직강화 공사 벌임
- 쌀을 수탈하기 위해 전라선을 부설하 고, 그 중심에 장촌의 호소카와 농장이 있음
- 일본인 상당수가 규슈 구마모토 출신

· 춘포역사(등록문화재 제210호 ; 일제강점기 전형적인 소규모 철도 역사), 파출소, 

우체국, 신사 등이 있음 

· 현재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11호

· 일제강점기의 춘포를 잘 보여주는 것은 박이선 작품의 ‘1938 춘포’가 있음

· 일본식 지명 대장촌 : 원래 조선 후기 등에는 대장촌(大壯村, 大長村)으로 불렀으

나, 일제에 의해 오오바무라(おおばむら) 즉, 대장촌(大場村)이라고 불림

· 일제와 관련된 문화유산 많음 

· 이 일대를 중심으로 군익수리조합, 전익수리조합, 이익수리조합 등 일제의 수리조

합들이 설립되었고, 만경강의 치수를 위해 직강화, 대수로 간선 등을 수행. 그 증

거로 현재의 익산천이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곳의 위치가 변경되었음

- 기타

· 1960~70년대에 ‘만경강 모래찜’은 유명하여 춘포역으로 하루에 약 200명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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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 음

· 현재 강변을 따라 벚꽃이 있어 봄에는 또 다른 장관을 자아내, 가을에는 은빛 억

새, 이외 다양한 수종이 있음

· 수변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 대상지 현황

상지 현황 사천진 동여지도

춘포 모래찜 구 일본인 농장 가옥

춘포역 쌍강포에서 내린 서문교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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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백구풍월(白鷗風月)

❍ 위치 :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 익산시 석탄동 유천마을

❍ 자원 유형 : 역사 / 근린시설

❍ 주요 역사 자원 

- 나루터

· 조선 후기 목천포, 신창진과 더불어 중요한 나루터 중 하나로 이곳에서 익산시 석

탄동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8)

- 백구정

· 조선 후기 김현태(金玄泰) 정승이 전주부에 지방순시를 가다가 이곳에서 쉬는데 경

치가 나무 좋아서 백구정이라고 명명

· 하지만 이는 후대에 창작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음. 조선 후기에 김현태라는 사

람은 관인을 지낸 적이 없고, 한자가 다른 1874년(고종 11)생이 김현태(金顯泰)가 

있으나 그는 1891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조선시대 관례상 정승급까지 관직에 나

갈 수 없음9)

- 기타

· 2020년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며 1억 5천의 사업비 지원 받아 

공원조성 사업 실시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백구정

8) 한국지명유래집 전라, 제주편

9)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 2021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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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수곡류(泗水曲流)

❍ 위치 : 익산시 목천동 /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 자원 유형 : 역사 / 근린시설

❍ 주요 역사 자원 

- 목천교

· 목천교는 1928년에 준공된 가장 빠른 시멘트 다리로 일제 강점기 전주, 김제 일대

의 곡물을 군산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수탈의 상징물로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양쪽 끝만 남아 있음

· 한국전쟁 때 호주의 전투기가 인민군 후퇴를 저지할 목적으로 다리를 폭격하여 두 

동강이 났음

· 해병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작전을 펼쳤던 장소.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에 창

설하 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 기지를 떠나 1950년 7월 16일에 장항·군

산·이리지구에 투입되어 적의 남진을 지연시켰음. 이리 방면 전투지가 바로 목천

포 일대로,10) 민족상잔의 흔적

· 예전에 나루터가 있어서 목천포라는 지명이 있었고, 서해의 어선들이 만경강으로 

드나들며 음력 1일과 5일에 수산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렸음

- 우리나라 최초의 경지 정리 사업지

·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이 수립되면서 1926년에 익산 목천리에 목천토지계량계가 

조직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경지작업이 실시되었으며 배수시설, 객토, 농로의 정비

로 농업생산력 증가 및 익산시의 도시 정체성의 한 축이되었음

- 기억 속의 들꽃(소설)

·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당시의 풍경 묘사. 1984년 7월 7일에 KBS 

<TV 문학관>에서 단막극 드라마로 제작되었음

· 소설가인 윤흥길은 익산 출신으로 1968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회색 면류관의 

계절'로 등단하여 데뷔. 장마,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완장, 양 등의 작품 

있음

10) 대한민국해병대 홈페이지(https://www.rokmc.mil.kr/) 검색일 : 2021년 3월 29일.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 가 떠가고 있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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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문에 보이는 목천

· 목천 일대는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옥야현으로 불렸는데, 이 일대의 연꽃이 삼백

리라고 하여 붉은 연꽃이 유명했음

· 향후 이 일대를 대표하는 생태로 연꽃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

- 만경강문화관

· 2019년부터 만경강문화관이 착공되어 만경강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

는 공간 마련. 부지 1만3천814㎡, 건물 1만1천555㎡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구 만경 교

KBS <TV 문학관> 만경강문화관 조감도(익산열린신문)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만경)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숭꽃이었
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윤흥길, 『기억 속의 들꽃』  

‣ 입재집(立齋集) 卷之十二                                             정중로
흥학계서(興學契序) 
완산부 60리에 배산이 있다. / 完山府六十里 有杯山 …(중략)… 
그 형승은 남쪽에서 이름났다. / 以形勝名於南 
옛 사람들의 시에서 소위 “옥야의 붉은 연꽃(옥야홍련)”이 삼백리라고 한다. / 古人詩所稱沃野紅蓮三百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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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창지정(新倉之情)

❍ 위치 : 김제시 청하면 신창마을 /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 자원 유형 : 역사 / 근린시설

❍ 주요 역사 자원 

- 후백제 국제 교역항

· 후백제의 수도는 전주로 서해에서 전주로 직통하는 만경강의 초입은 신창진. 이곳

을 통해 중국의 오월과 교역하 고, 청자 기술 등이 전래

· 921년에 동리산문의 승려 경보(慶甫)가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곳으로 후백제

의 대표적 무역항 혹은 교통로 음을 보여주는 사례11)

· 주변의 동지산리 토성이 이곳을 관할하는 관방 유적으로 보임

· 또한,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의 반란으로 해로(海路)를 통해 마한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때 이곳을 이용했을 가능성 높음. 즉, 만경강의 초입으로 주요 교통로 

- 주요 교통로

· 예전부터 만경과 군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고, 조선 중기까지 전주의 관할

이었음. 따라서 전주, 군산(임피), 김제(만경)의 세 군현이 모이는 교통의 요지라는 

인식이 강하 음

· 따라서 포구를 의미하는 신창진(新倉津), 역원을 의미하는 신창원(新倉院) 이라는 

지명이 자주 보임

· 새로 지은 창고라는 뜻의 ‘새창이’라고도 함. 여기에는 망둥어, 실뱀장어, 숭어 등 

민물고기가 잘 잡히던 곳이라고 함 

· 교통의 요지 던 곳이므로 관련 시문들도 남아 있어 당대의 분위기, 특징, 식생까

지 알 수 있음

11) “마침 귀국하는 배를 만나 고국에 돌아왔다. 천우(天祐) 18년(921) 여름에 전주 임피군에 
도달했다.” 한국역사연구회, ｢옥룡사 동진대사 보운탑비｣, 『나말여초금석문(하)』, 혜안, 
1996. 309쪽.

‣ 신창진의 도중에서 짓다[新倉津途中作]                             김종직
신창진은 세 읍이 모이는 곳으로 / 新倉三邑會
웅령에서 처음 수원이 발하 는데 / 熊嶺初發源
조수가 들어오고 또 나가곤 하여 / 潮生復潮落
밤낮으로 끊임없이 흐르도다 / 日夕流渾渾
원근의 숲들은 마치 부추와 같아서 / 遠近樹如薺
갈  부들만 번성할 뿐이 아니요 / 不獨萑蒲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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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여러 시문에서도 교통로 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기러기와 오리 등 이곳에

서 번성했던 조류, 갈대 등 식생 등을 알 수 있음

·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대에도 고기잡이 마을이 번성했음을 알 수 있음

- 김 상 투수비와 투수도

· 정읍 태인현의 선비로 1910년에 일제가 조선의 선비를 회유하기 위하여 은사금을 

주었을 때 이를 거절하 음. 이 때문에 불경죄로 잡혀 군산형무소로 이송되는데 

바로 신창진에서 물에 몸을 던져(投水)하 으나 실패하 음. 결국 감옥에서 단식하

여 순국하 음

· 이를 기리기 위해 한말 어진을 그렸던 화가인 채용신이 김 상투수도를 그렸고, 

후손들은 이곳에 ‘춘우정 투수 순절 추모비’를 세웠음

· 일제에 저항한 전북 지역의 지식인이라는 테마의 스토리텔링 가능

- 만경대교(새창이다리)

· 1933년에 일제는 만경대교를 건립. 이는 김제평야의 쌀을 군산으로 옮겨 일본으

로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수탈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이는 그만큼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실

기러기 오리는 개 닭과 섞이었는데 / 雁鶩雜鷄狗
고기잡이 집들이 마을을 이루었네 / 漁戶自成村
기름진 토지는 몇 만 이랑이나 되는지 / 腴田幾萬頃
아득히 바다 어귀에 닿았으니 / 蒼茫接海門
호남은 본디 벼곡식이 풍부하지만 / 湖南富秔稻
취야[임피의 들]를 의당 으뜸으로 논해야겠네 / 鷲野宜首論  …(중략)…

‣ 신창진 원루에 제하여 짓다 만경의 북쪽에 있다. [題新倉津院樓  在萬頃北]  고경명
세상살이의 매운맛 단맛 두루 맛보다보니 / 世味辛甘略遍嘗
반평생동안 근심과 우환으로 귀밑머리 하얗게 세 버렸네. / 半生憂患鬢蒼浪
지방 떠돌면서 지은 시는 속절없이 쓸쓸하기만 하고 / 江關詞賦空蕭瑟
도성에서 교유하던 시절 떠올리니 아득하기만 하네. / 京輦交游轉渺茫
삼절굉의 경험을 가진 의사가 없으니 어깨가 잘려나가는 고통 견뎌야하고 / 三折已無堪折臂 
애간장 타는 일 하루에 아홉 번도 부족한 듯 속 뒤집히는 일 넘쳐난다네. / 九回猶有剩回腸
가을바람 맞으며 떠도는 나그네 서쪽 바다로 향하다 / 秋風客路遵西海
하늘가 높은 누 에 기 어 석양을 바라보네. / 天畔高樓倚夕陽

‣ 만경교낙성 총공비입오만원                1933년 8월 4일 동아일보 3면
다년간 현안중이든 전북 김제 옥구간 만경 교 신창진은 총공비 25만 1830원 8전6리라는 거액
을 드리어 소화 6년(1931) 11월 11일 기공하야 637일만인 지난 7월 30일에 준공이 되엇는데 
다리기리가 423메톨(1,386척) 광이 5메톨반이라한다. 지난 8월 2일에 성 한 준공식을 거행하엿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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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1872지방도(만경현)

새창이 다리 김 상 투수도(채용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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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진강

❍ 유래 : 동진강(東津江)은 부안군 동진면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뜻

❍ 연원

- 『고려사』: 고려말에 나세가 왜구를 토벌한 기사에 동진교(東津橋) 기재

- 『조선왕조실록』: 1428년(세종 10) 부안(扶安)의 동진포(東津浦)라는 기록이 가장 빨리 

보임12)

- 『세종실록지리지』13) 전라도의 대천 4개( 산강 ; 나주 남포진, 섬진강 ; 구례 잔수진, 

만경강 ; 전주 신창진, 동진강 ; 부안 동진)

지리지 전라도
‣ 천(大川)은 - 남포진(南浦津)이 나주(羅州)에 있는데, …(중략)…
- 잔수진(潺水津)은 구례(求禮)에 있는데, …(중략)…
- 신창진(新倉津)은 전주(全州)에 있는데, 그 수원이 3이 있으니, 그 하나는 부(府)의 남쪽 여현(礪峴)

의 물이 성(城) 남서쪽을 돌아서 북쪽으로 흘러 부(府)의 서남쪽 모산(母山) 여러 골짜기의 물을 합
하고, 삼례역(蔘禮驛) 남쪽에 이르러 또 고산(高山)과 운제(雲梯)의 물과 어울려서 서쪽으로 흘러 회
포(回浦)가 되고, 비간장진(飛艮藏津)이 되는데, 조수가 이르며, 이성(利城)의 옛 성(城) 북쪽에 이르
러 신창진(新倉津)이 되는데, 나룻배가 있으며, 서쪽으로 흘러 만경(萬頃)과 임피(臨陂)를 지나 옥구
(沃溝)에 이르러 고사포(古沙浦)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 동진(東津)은 부안현(扶安縣)에 있는데, 태인(泰仁)과 정읍(井邑) 두 현(縣)의 물이 김제(金堤) 벽골
(碧骨)의 물과 합하여 서쪽으로 흘러서 흥덕(興德) 동쪽에 이르러 고부(古阜) 눌제(訥堤)의 물과 어
울려 동진이 되는데, 조수가 이르므로 다리를 놓아 행인을 다니게 하고, 만경현 서남쪽을 지나 바다
에 들어간다.

❍ 선비문화와 혁명의 시작점, 동진강

- 태인의 고현내는 신라말 최치원이 태산태수로 부임한 뒤 유풍을 간직한 곳으로, 그를 

배향한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그가 노닐었던 유상대 등을 보유하고, 선비문화와 관련된 

여러 유적과 문화를 꽃피웠음

-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 시작점인 만석보가 동진강과 정읍천의 합류처에 있음

- 동학농민혁명군의 1차 집결지가 바로 백산성으로 본격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진 곳. 

이곳은 처음 봉기했던 고부와 가깝고, 부안, 김제, 전주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로

- 따라서 동진강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

12) 『세종실록』 권40, 10년 윤4월 2일 계미.

13)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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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 대상 마을 현황

❍ 역사문화 대상지 

지역 마을명 위치 주요자원 비고

정읍
동편 마을, 
원촌 마을

칠보면 무성리, 
시산리

무성서원, 유상 , 칠광도, 
용계서원, 고현동 향약, 
한정, 후송정, 필양사, 

시산사, 송산사, 정순왕후 
유지비, 고현동각, 연시각, 

도봉사, 정극인 동상, 
상춘곡 관련, 

향토문화사료관, 
칠보물테마파크

태산선비마을공동체

정읍 신기 마을
태인면 태창리, 

태인리

피향정, 태인향교, 관아터,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 조 

모친)
각교

-

정읍 석정 마을 이평면 팔선리 만석보, 배들평야

정읍 용교 마을 신태인읍 화호리
화호리구일본인농장가옥(구

마모토농장)
병원, 정미소, 가옥 등 

부안 시기 마을 백산면 용계리 백산성(백제성, 백산 회)

부안 장등 마을 동진면 장등리
동진원(역원), 동진장(시장), 

동진창(창고)
관련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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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진강 역사․문화 자원 현황

가) 태산선비문화14)

❍ 위치 :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 시산리

❍ 자원 유형 : 역사 

❍ 주요 역사 자원 

- 유상대

· 유상대는 태산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이 술잔을 기울 다는 이야기가 남은 곳

· 유상곡수는 한중일 문화권의 선비와 귀족들이 술잔을 띄우고 자기 앞으로 잔이 올

때까지 시를 읊던 곳으로 4세기에 왕희지가 절강성 소흥의 난정에서 시작한 것으

로 유래. 현재 이곳을 새로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

· 무성서원원지 등에 유상대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있음

14) 관련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 다.(전북연구원,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2020)

‣ 유상 에서 옛 일을 추억하다[流觴臺懷古]                   황윤석
누 는 태인 고현에 있는데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노닐던 곳이다.(臺在泰仁古縣卽崔孤雲所游)
팔백년 전의 자취 서린 곳 / 八百年前跡
쌍계 기슭 누 에 올랐네. / 雙溪岸上臺
해운(海雲) 지금 아득한데 / 海雲今杳杳
누가 구룡(九龍)이 왔다고 하는가. / 誰說九龍來

‣ 유상 비문[流觴臺碑文]                                    조지겸
태인군(泰仁郡)은 바로 신라의 태산군(泰山郡)이다. 이곳은 문창후(文昌侯) 최공(崔公)이 옛날에 태
수로 재직한 곳이다. 관아의 남쪽 7리쯤 되는 곳에 울퉁불퉁한 바윗돌이 있고 그 바위 아래로 강
물이 휘돌아 흐르는데, 문창이 매번 여기에서 술잔을 띄우고 노래하며 일소(逸少)의 고사를 흉내 
냈다고 지금도 부로(父老)들이 전하며 고사(故事)로 삼았다.
그 누 도 세월이 오래 흐름에 따라 황폐해지고 말았는데, 나의 벗인 조 사군(使君) 자직(子直 ; 
조상우)이 정사를 행하는 여가에 그 누  위에서 소요하다가 먼 과거의 일에 한 감회가 뭉클 솟
아오르자 바위를 쌓아 증축한 뒤에 작은 비석을 세워 기념하고는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하 다. 
왕년에 내가 풍악(楓岳) 아래 고을에서 재직할 적에 신선의 굴택(窟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
을 한번 수식(修飾)해 보려고 생각하 으나 미처 틈이 없었는데, 자직은 얼마나 단한가

‣ 유상 중수기[流觴臺重修記]                                 조항진
현의 동쪽 2사(舍) 쯤에 옛 고을 터가 있다. 앞으로 협계(峽溪)가 흐르고, 시냇가에 유상(流觴)이라
는 (臺)가 있었다. 유상 는 돌로 포개졌으며 고목(古木)으로 두르고 있어 부로(父老)들이 서로 
전하길 고운이 지현(知縣)이던 무렵에 노닐 던 곳이며 왕희지[逸少]의 고사를 본뜬 것이라 한다. 
천 년이 지나 비로소 동강공(東岡公)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감회를 일으키기 위해 옛날에 무너진 
것을 개축하 다. 직무를 보는 겨를에 간혹 수레 끄는 이에게 명하여 시골의 수재(秀才)들과 이곳
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다. 이 곳 수령을 그만 두고 돌아간 이후에는 부제학 조지겸(趙持謙)
에게 고운의 노닐던 자취를 기술하게 하여 비석에 새기고 손수 글씨를 쓰며 유상  위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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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성서원

· 201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

· 최치원과 신잠 등을 모신 서원으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

여줌

· 특히, 동방의 유종이라고 인정받는 최치원을 모신 서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짐

-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

·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으로 알려진 ‘상춘곡’의 저자 정극인이 이 지역에 거주

· 1475년(성종 6)에 순수한 자치 향약인 고현향약을 창시하 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향약

· 1977년까지 유지된 고현향약과 관련된 자료는 1993년에 보물 제1181호로 지정

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 곳이 시산리의 동각

- 은일자중의 선비들

· 광해군의 실정에 염증을 느낀 선비들이 고현내에 내려와 7광(狂) 10현(賢)으로 불

리며 은일자중

· 관련 내용 담긴 그림이 칠광도, 송정십현도, 송정수계지도이고, 유적은 송정과 후

송정 등이 있음

- 분충거의(奮忠擧義)

· 임진왜란때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손홍록과 안의는 바로 이 지역의 선비로 이후 이

들은 남천사에 배향되었음

·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에 이 지역의 김재민, 김후진, 김대립, 김관 등이 참전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

· 을사늑약 이후 최익현이 무성서원에서 특강을 한 뒤 호남 최초의 의병인 병오창의

를 일으킨 지역

·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이후 몇 백 년이 못 돼서 유상 가 또 무너졌고 물길 또한 변해서 유상  위의 숱한 고목은 부
분 바람으로 꺾이고 파헤쳐진 비석은 또 큰 홍수로 물에 빠져 소실되어 있는 곳을 모르게 되어 
한산(寒山)의 한 조각을 노인들에게 물어봐도 말할 수 없어 선현(先賢)이 남기신 유풍(遺風)을 징
험할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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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량 명칭

유형
문화재

보물 3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칠보면 시산리), 김회련 고신왕지(칠보면 

시산리), 고현동 향약(칠보면 남전길)
기념물 사적 1 무성서원(칠보면 무성리)

시도
유형문화재

3
무성리석불입상(칠보면 무성리), 무성리삼층석탑(칠보면 무성리),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칠보면 무성리)
문화재 자료 2 송정(칠보면 무성리), 남천사(칠보면 시산리)

문화재 9

문화유산 3
한정(정읍시향토문화유산 2호), 필양사(정읍시향토문화유산 

2호․국가보훈처지정현충시설), 용계서원(정읍시향토문화유산 5호)
역사문화유산 3

기타 
역사문화자원

20

당, 후송정, 시산사, 송산사, 감운정, 유상 , 정순왕후 
유지비(송계성 유허비), 고현동각, 연시각, 도봉사, 김후진유허비, 
정극인 동상, 정극인 생가터, 정극인 묘, 방각본전시관, 칠광도, 

송정십현도, 송정수계지도, 향음주례도, 호호정유허비

기타 자원 7
칠보물테마파크, 태산선비문화사료관, 태산선비마을, 칠보수력발전소, 

연꽃 생태연못, 자란내 생태공간, 당산나무
역사문화자원 27

합 계 39

<표 2-1> 무성서원 일 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동여도(태인현)

송정수계지도 칠광도의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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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향정

❍ 위치 : 정읍시 태인면 태인리 / 태창리

❍ 자원 유형 : 역사 

❍ 주요 역사 자원 

- 피향정

· 피향정은 보물 제289호로 앞면 5칸, 옆면 4칸으로 된 단층 팔작지붕으로 태인현

의 소재지인 태인리에 위치하고 호남 제일 정라로 알려져 있음

·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부임했을 때 피향정을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여기에 

기인하여 김종직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호남 제일 정자의 위상을 갖

는 서사로 작용 

- 신잠 신도비

· 신잠은 신숙주의 증손자로 대표적인 사림파로 알려짐. 명종대에 태인현감으로 재

직하 는데, 선정을 베풀어 고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음. 이 때문에 그가 다

른 고을 수령으로 갔어도 생사당을 건립하고, 소세양으로부터 글을 받아 신도비 

건립. 후에 무성서원에 배향되었고

· 이는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었는데, 피향정 옆에 건립

· 태인초등학교에는 신잠선생과 아내, 동자 등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는 전라

북도 민속문화제 제4호로 지정되었음

- 만남의 광장

· 정읍에서 태인 방면의 태창리에 있는 대각교에는 조의 모친인 숙빈 최씨와 관련

된 설화가 있음. 대각교는 전주의 감 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중심지로 

조대에 박잉걸이라는 사람이 사재로 튼튼한 돌다리를 놓았다고 함

· 숙종대 민유증이 광군수로 발령받아 가는 중에 이 다리에서 쉬다가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동이). 여기에서 이 다리 

주변을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고, 현재 만남의 광장 공원이 있음

‣ 숙종  민유증이 광군수로 발령받아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다가 각교에서 쉬었는데, 옷은 남루하
지만 총명해보이는 어린 소녀가 앞을 지나고 있었다. 딸과 비슷한데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 
성은 최씨이고, 부모님은 돌아가셔 의탁할 곳이 없는 고아 다. 이를 불쌍히 여기고 데려가 글공부도 
시키고 예의범절을 가리치며 친딸처럼 키웠는데 총명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후 숙종의 첫 부인인 인
경왕후가 승하한 뒤 민유증의 딸이 간택되었는데 그가 인현왕후 다. 이때 최씨도 같이 궁에 들어가
게 되었다. 그런데 숙종이 장희빈에게 빠져 결국 인현왕후가 폐위되었다. 최씨는 매일 인현왕후를 위
해 기도를 드렸고, 이 모습을 발견한 숙종은 감동하여 후궁으로 삼았고, 훗날 조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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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피향정

만남의 광장 신잠 신도비

다) 동학농민의 시작점. 만석보

❍ 위치 :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 신태인읍 신용리

❍ 자원 유형 : 역사 

❍ 주요 역사 자원 

- 만석보

· 동진강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만든 보

· 1892년에 부임한 고부 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원래의 상류에 있던 보

를 허물고 하류에 새로 축조하 고, 여기에 물세를 따로 받는 등 온갖 착취를 자행

함.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징발과 함께 세금까지 착취당하는 이중고를 겪음

· 원래 조병갑은 첫 해에 물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키지 않자 1894년 1월에 

농민들이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만석보를 헐어버림.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전쟁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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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만석보는 존재하지 않고, 1973년에 세운 만석보 유지비가 있음. 이는 전라북

도 기념물 제33호로 동학농민혁명의 발화점이라는 상징성을 보유

- 만석보 쉼터

· 2019년 5월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30억을 들여 만석보 쉼터를 건립

· 건너편 신태인 방면으로는 파크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건립

· 국사교과서 등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설명할 때 배경 설명으로 나오고, 2019년 4월

에 방 된 드라마 ‘녹두꽃’에서도 만석보를 폭파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동학농

민혁명의 중요한 지역

- 전봉준 실기

· 1936년에 『정읍군지-전봉준 실기』를 저술한 장봉선은 정읍군지를 작성하며 전봉

준 장군과 관련성을 높임

· 이 책에서 만석보가 있는 이평면을 동학난의 발생지라고 하 고, 전봉준 장군의 

사진을 공개

· 전봉준실기 옆에 전봉준이 고부에 거주하 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지가 역시 고

부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기입한다고 명시하 음

‣ 이평면은 동학난의 발생지
東學亂이라하면 누구나모를사람이업슬 것이다. 이亂의주인공인全琫準이가 本面에 居住하여스며 처
음擧事하든곳도여기이며 처음大血戰大勝捷하든곳도亦是이面이다. 朝鮮아니東洋大勢에一大波紋을이
르킨이亂이야말로엇지 本面에 歷史的異蹟이안이라              『정읍군지-전봉준 실기』, 1936
동학난이라 하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난의 주인공인 전봉준이가 본면에 거주하

으며 처음 거사한 곳도 여기이며 처음 혈전 승첩을 거둔 곳도 역시 이면(이평면)이다. 조선 
아니 동양 세에 일 파문을 이르킨 이 난이야말로 어찌 본면에 역사적인 기이한 행적이 아니겠는
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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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동진강과 정읍천 합류처(만석보 쉼터)

만석보 쉼터 만석보유허비

라) 동학농민혁명의 집결지, 백산성

❍ 위치 :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원천리 / 신태인읍 화호리

❍ 자원 유형 : 역사 

❍ 주요 역사 자원 

- 백산성

· 백산성은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삼국시대의 성터로 동진강 서쪽의 해발 48m의 구

릉에 위치하고 주변의 평야지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방어와 전략의 요지. 백

제 부흥기의 마지막 저항지인 백강전투라는 설도 있음

· 이 지역은 동진강의 초입으로 서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로. 육로로도 

동쪽으로 신태인, 서쪽으로 부안, 남쪽으로 고부, 북쪽으로 김제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 

·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라도 각처에서 농민들이 이곳에 집결하여 대장(大

將) 전봉준, 총관령(總管領)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總參謀) 김덕명, 오시 ,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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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領率長) 최경선 등으로 삼고 부대를 정비하여 전주 등지로 진격한 곳

· 흰 옷을 입은 농민 의병들이 이곳에 모 는데 농민들이 앉으면 대나무로 만든 죽

창만 보이고, 서면 흰 옷만 보이기 때문에 “앉으면 죽산(竹山)이요. 서면 백산 (白

山)”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

·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1998년에 사적 제409호로 지정되었음

- 원천나루터

· 조선시대에 고부 원역( 원면 운학리 태동마을)에서 김제 내재역(죽산면 홍산리 

내재마을)로 가는 길에 동진강을 건너기 위해 만든 나루터로 현재의 원천리에서 

일제강점기 구마모토 농장이 있던 화호리로 이어지는 곳

· 백산성이 삼국시대부터 물류집산의 유통거점 역할을 한 배후지라면 원천나루터는 

당시부터 이곳을 연결해주는 주요 거점

· 일제강점기에는 화호진(禾湖津)이 있고, 예부터 수륙의 교통을 겸한 전라북도의 주

요 지역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정읍에서는 1위 정주시장, 2위 신태인면시

장, 3위 화호시장의 순

· 각종 고지도에서도 이곳에 나루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배 그림이 그려져 있음 

- 화호리 일본인 농장

·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이주, 대표적으로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다우

에 타로(田植太郞) 등이 있음. 이들은 식산은행에서 저금리 융자를 받아 대규모 땅을 

사들이고, 고리대금업을 통해 조선인의 농토를 빼앗아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함

· 이중 구마모토 리헤이는 일명 구마모토 농장을 전라북도 군산, 전주, 정읍 등에서 

관리했는데, 정읍(화호)가 약 1,600정보, 군산(개정, 지경, 대야)에서 약 1,300정

보, 전주에 약 90정보로 전북지역 최대 지주

· 특히, 화호리 농장은 1943년 기준으로 사무소 1동, 일본식주택 14동, 조선식주택 

11동, 목조창고 5동, 석유창고 1동 등 총 32동의 건축물 있음15) 

· 이러한 이유로 신태인읍에 역이 생기고 이곳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해 감

· 당시 화호리의 구마모토 농장은 비인간적 대우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소작분

쟁 등이 계속되었고, 여기에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협조하며 ‘공산주의의 소굴’이라

는 평가를 받기까지 함

· 소작료가 거의 60%나 될 정도로 높아 1930년대 자주 소작쟁의가 일어남. 1934

15)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 2020,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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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35년, 1937년 등

· 소작쟁의가 너무 자주 일어나자 이를 달래기 위해 소작인을 위한 자혜진료서가 개

설되는데 이 춘 박사가 담당하 고 당대에 가장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렸던 

지역 중 한 곳

· 대표적 유적으로 신태인 옛 도정공장창고(등록문화재 제175호), 구 일보인 농장 가

옥(등록문화재 제215호) 등이 있음. 이처럼 화호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농촌의 모

습을 한 눈에 알려주는 농촌마을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일제 수탈현장의 중심

- 독립운동가 김철수

· 김철수는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출생으로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고, 여기에서 우

장춘을 만나 민족주의 의식을 심어 주고, 우장춘 박사가 작고할 때까지 우정을 간

직함. 유학 중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뒤 귀국

· 김철수는 1920년대 조선사회주의 조직의 거물이 되면서 러시아로 가서 레닌을 만나 

활동 자금을 받고, 상해로 가서 중국 공산당의 조직에 참여하 으며 임시정부 요인

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 하지만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 13년간 옥고를 치룸

· 해방 이후 여운형이 암살되자 고향인 원천으로 낙향하여 1985년에 사망할 때까지 

거주. 200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백산성

멸실된 다우에 타로 가옥 전경(시사매거진) 1872년 고부군 지도의 원천나루와 백산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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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진나루

❍ 위치 :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 자원 유형 : 역사 

❍ 주요 역사 자원 

- 동진원, 동진교, 동진창

· 고려 말 우왕 때 왜구의 배 50여 척이 부안쪽에서 노략질하고 동진교를 헐어 우리 

군사를 올 수 없게 하자 상원수 나세가 변안열과 함께 밤에 다리를 구축하고 군사

를 나누어 승리하 다는 기록이 있음. 이를 통해 고려말에도 동진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교통의 요지 음을 보여줌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벽골제(碧骨堤)와 눌제(訥堤)의 물이 합해져 북쪽으

로 흘러 이 나루가 된다. 현의 동쪽 16리에 있다.”16)라고 하여 부안현으로부터 동

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나루터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역원이었던 동진원이 

동진의 언덕에 있고, 이곳에 동진교(東津橋)라는 다리가 있었음. 아울러 19세기 말 

호남읍지 부안현편에는 지도에 북창(北倉)이라는 창고가 동진포구 바닷가쪽으로 

있음

· 조선 후기의 『대동지지』에서도 동진이 현의 동쪽으로 15리로 김제와 전주로 통한

다고 기재하여 큰 차이 없음

· 교통의 요지 던 만큼 상업도 활발하 음. 1887년에 가행된 『부안지』 장시조에 

의하면 ‘동진장터는 상동면에 있다(東津市在上東)’고 하는데 상동면은 현재의 동진

면으로 당시 이 지역에 상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아울러 현재의 장기마을 앞

으로 1892년 5월 동진장터에 모여 최초의 민란을 일으킨 곳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동진은 부안에서 김제와 전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이고, 이를 위하

여 동진원, 동진교 등은 현재 동진면 장등리 청운마을, 장기마을 일대로 보이고, 

중요한 교통의 요지 음을 알 수 있음

- 관련 설화17)

· 교통의 요지 음을 잘 보여주는 관련 설화들이 있음

· 동진 나루쟁이 설화 : ‘후레스럽기가 동진 나루쟁이 뺨치겠다’, ‘야 이놈아! 나도 

1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부안현

17) 정읍시립박물관,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 정읍시립박물관, 2015, 121~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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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부안 김가다’

· 전라감사의 동진나루터 송사판결 사건 등을 통해 동진의 사회 경제적 위상을 알 

수 있음

‣ 후레스럽기가 동진 나루쟁이 뺨치겠다 
부안사람들은 외지로 나가려면 부분이 이 나루터에서 나룻배로 건너야 하는데 예로부터 이곳 나
루쟁이가 유난히 거칠고 버릇이 없기로 유명하 다. 때문에 이 지방 속담에 ‘동진강 나루쟁이 보
다도 후레자식이다’ 또는 ‘후레스럽기가 동진 나루쟁이 뺨치겠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을 정도다.
웬만한 세력 있는 양반이 아니고는 고분고분 하지도 않고 얼른 월천(갯물이 빠지면 사람을 업어서 
갯펄을 건너 나룻배까지 태워주는 일)을 주지도 않으며 술값이라도 몇 푼 줘야 겨우 움직이는데 
이 음흉한 나루쟁이가 젊은 여인네나 처녀는 월천을 잘하여 줄뿐더러 업고 가면서 여인의 엉덩이 
밑에 받친 손으로 점잖지 못한 장난질도 곧잘 한다는 것이다.
한 번은 허름하게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나루삯(선개)도 내지 않고 배에서 내려 휘적휘적 가버리
는 것이다.
화가 잔뜩 난 이 고약한 나루쟁이가 쫒아가서 ‘당신이 뭔데 선개도 안내고 도망치는 게요?’하고 
따지니까, ‘야 이놈아! 나도 멀쩡한 부안 김가다’하면서 두루마기를 제치고 허리춤에 차고 있는 호
패를 보이니 나루쟁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부안 김씨가 이 지방 호족이고 세도도 커서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이 나루쟁이가 부안 김씨들한
테 혼 줄을 당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후로 부안지방에는 ‘나도 멀쩡한 부안 김가다’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도 이곳 나
루터에서 생겨난 말이라 한다.

‣ 동진나루 송사사건
동진 나루터의 수입이 꽤 좋아서 그 관할권을 놓고 부안의 원님과 김제의 원님이 송사를 벌렸는데 
동진강이서로 자기네 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라감사는 매우 난감했다. 부안과 김제의 경계를 흘러 서해로 빠지는 이 강을 무엇을 기준하여 
관할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안원님이 ‘제가 일찍이 김제에 서진이 있다
는 말 못 들었고, 부안에 동진 있다는 말을 익히 들었습니다.’하고 말하니
김제 원님이 아무 말도 못하 다 하며 전라감사도 ‘그렇다 이제 생각하니 나도 김제에 서진이 있
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구나’하고 부안 원님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주고 그 후로는 동진나루터 관
할권 시비가 다시는 없었다는 이야기다.

❍ 대상지 현황

상지 위치 비변사인방안지도(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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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가. 국내사례

1)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18)

❍ 비전과 목표

- 한강의 자연성 회복, 한강-도시 연계회복, 관광‧문화활동 확대를 목표로 계획됨

자연성 회복

한강-도시 연계회복

관광·문화 활동

❍ 권역구상 및 우선협력 거점

- 한강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 으며 우선협력거점으로 여의-이촌권역을 선정함

· 7개권역 : 마곡-상암, 합정-당산, 여의-이촌,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동-잠실-

뚝섬, 풍납-암사-광진

18)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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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력과제 : 여의도와 이촌지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여의 샛강 생태기능 회

복, 한강숲 조성 등이 계획 됨

2) 낙동강하구 생태․역사‧문화 회랑 구상19)

❍ 추진배경

- 낙동강하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신 주거단지(명지국제도시, 에코델타 시티) 조성으로 

철새서식지 위협

- 생태․역사․문화 자원의 보전 및 활용가치 증대와 주민의 문화․휴양 욕구를 충족하는 자원간 

네트워크 된 시민 참여 공간 창출 

❍ 세부추진내용

- 광역생태축 구축 : 개발에 의해 단절된 생태계 연결을 위한 광역생태축 구축

- 강 중심 생태․역사․문화 회랑 구축 : 광역생태축과 강 생태축을 연계 구축하고 생태, 문화, 

역사 체험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 , 그린트레일(60㎞) 조성

- 서낙동강 거점 생태지역 확보 : 생태계 보전과 개발 압력 최소화를 위한 생태 거점 확보

- 습지식물원 조성 : 낙동강하구 생태․문화 대표 및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

- 둔치도 국가도시공원 추진 : 국가적 기념사업, 국가적 차원의 자연경관 관리 및 역사․문화 

유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공원

- 새로운 명칭 부여로 대규모 공원녹지와 연결 네트워크의 브랜드화 : 낙동 델타 블루그린링(안) 

제안

19) 오동하 외, 낙동강하구 생태․역사․문화 회랑 구상, 부산발전포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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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축 구상도> <생태․역사․문화 회랑 구상도> <주요 생태거점과 연결성>

3) 태화강 국가정원20)

❍ 추진배경

- 1962년 특정 공업지구 지정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태화강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1984년 

담수어 조사에서 체내에 중금속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천내 생태계 파괴, 악취발생 

등 죽음의 강으로 변함

-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에서 ‘생태도시 울산 원년’을 선포 하 으며 2005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함

<그림 2-3> 태화강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 마스터플랜 추진으로 태화강은 울산광역시 대표 랜드마크가 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2010년 

2단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20)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백서 2020,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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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태화강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사업

❍ 세부추진내용(태화강 살리기 사업)

- 수질개선 : 하수관로 부설 정비, 하수처리장 건설, 퇴적오니 준설, 지천환경 개선, 

유지용수 확보, 삼산배수장 환경개선사업

- 친수공간 조성 : 태화강 공원조성 사업(태화강대공원, 태화강철새공원), 태화강 생태관 

조성, 철새홍보관, 둔치정비(초화류 및 수목식재 관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생태주차장 조성, 보행 접근성 개선_육갑문 설치, 태화강 중류 수변공간 조성), 

생태공간조성(자연형 호안, 어도, 철새서식지), 시민휴식공간(십리대밭교, 태화강 

전망대, 생태문화 갤러리)

<그림 2-4> 국가하천구간 식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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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와 역사성 회복 : 태화루 복원, 태화강 100리길 조성, 문화축제 개최(태화강 

봄꽃대향연, 울산고래축제, 울산 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 대회, 태화강 생태문화 한마당,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국제마라톤 대회,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용선․카누 

체험교실)

- 지역 거버넌스 구축 : 행정기구조직, 시민단체참여, 지역전문가 노력, 기업체 

지역공헌사업 전개, 지역거버넌스 지원활동

나. 국외사례

1) 트리니티강(Trinity River) 수변공간 정비사례21)

❍ 추진배경

- 미국 달라스(Dallas)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연장 32㎞, 유역면적 40.47㎢임

-  홍수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복원, 여가활동, 교통문제 해소, 지역사회 기여 

등이 함께 고려 됨

- ‘Balanced Vision Plan’이 트리니티강(Trinity River)의 프로젝트로 추진됨 

❍ 세부추진내용

- 도심 습지대(Wetland) : 효율적 트리니티강 방재기능 제고

- 생태숲(Great Trinity Forest) : 트리니티강과 도심 남단 연계하는 24.3㎢규모의 숲과  

생태박물관, 어듀본센터를 조성하여 여가 및 학습의 장으로 활용함

- 트리니티 필드(Trinity Field) :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 시설 중심 여가공간 조성

- 트리니티 레이크스(Trinity Lakes) : 유수지와 조정경기장 기능을 병행하고 편의시설 

(산책로, 야외 공연장, 공원, 운동장 등)을 설치하여 다목적 여가공간 조성

- 강 친화형 강변도로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강변 접근성 강화

- 지구 발전 및 정비방향 수립 : 도심 재개발지구(23개)와 트리니티강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연계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1) 국토연구원,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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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리자베스강(Elizabeth River) 살리기 프로젝트22)

❍ 추진배경

- 미국 버지니아주 햄튼 로드(Hampton Roads)시 체서피크 만(Chesapeake Bay)에 위치해 

있음

- 1990년대 초까지 강 하구에 위치한 미 최대 규모 해군기지(Norfolk Naval Station)와 

세계적 규모 무역항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해짐

- 소수 시민 주도로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60개 이상의 산업체가 ‘River 

Star’라는 강살리기 협력자(Steward)로 참여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오염물질 3,400천 파운드/년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으며 주민, 

지역 연구원, 기업, 지방정부로 구성된 강살리기 협의회(the Elizabeth River Project’s 

Watershed Aciton Team)는 2014년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엘리자베스강 만들기’로 

목표를 수정함

❍ 세부추진내용

- 7대 세부목표 구성 : 강 바닥 오염 침전물 제거, 강변 습지 및 생태계 보존 및 복원, 수생태계의 

복원(용존산소량 제고, 양염류 감소), 유해 박테리아 관리, 산업체 및 개발 행위 지침 

마련,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강 복원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과 공감대 

확산 등

- 자전거 친화적으로 강 유역 도로망 정비 : 도로발생 비점오염 저감

3) 런던 East London Green Grid23)24)

❍ 추진배경

- 침체된 런던동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커뮤니티, 교통결절점, 

타운센터,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런던동부그린그리드(East London Green Grid)’프로젝트 

제시

- 런던동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커뮤니티, 교통결절점, 타운센터, 농촌지역을 

22) 국토연구원,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2009.12

2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사무소, 2019 국지자체 개황, 2019.2

24) Mayor of Lodon, East London Green Grid Framework,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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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그린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Green Open Space Network)를 구축하고자 함

-  6개 그린그리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지역들에 맞게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Lee Valley, Epping Forest/Roding Valley, Fairlop/Beam/Ingrebourne, London 

Riverside, Bexley/River Cray and Southern Marshes, South East London 

Green Chain이 6개 그린그리드 지역임

<그림 2-5> 그린그리드 전략체계

<그림 2-6> 그린그리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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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내용

- 그린그리드는 고품질 다기능 개방공간 네트워크 형성, 삶의 질 향상 기회 극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 공원, 공유지, 삼림지, 자연 서식지, 레크리에이션장, 놀이터, 농지, 매장지, 편의 공간, 

어린이 놀이 공간 등 공개적 접근이 가능한 토지와 사유지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개방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넓은 공공 역, 도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따라 

형성된 코리도가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음

- 그린그린드는 오프스페이스 접근, 걷기와 자전거를 위한 길, 자연보전, 비공식 또는 

공식적 레크레이션 기회, 운동, 환경교육, 홍수위험관리,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오수처리, 도시미세기후 개선, 열·소음·대기오염 향 완화, 도시경관 질적 향상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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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동향

가. 환경부

1)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25)

가) 비전 및 목표

나) 목표별 추진전략

❍ 더불어 사는 강

- 유역 거버넌스 통한 사람의 관계 회복 : 실행거버넌스, 유역참여센터, 농업과 환경부문 

협력 추진

- 시민이 가꾸고 즐기는 강의 회복 : 강문화 관련 연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민들의 생태기반 활동 활성화, 강을 즐기고 배우는 활동 촉지

- 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회복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분산·참여형 플랫폼

❍ 맑은 물이 흐르는 강

- 유역 저류량 및 침투량 회복 : 물순환 확대(그린인프라, 저 향개발 도입 등),  소규모 

25) 환경부,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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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공간 조성, 산림지역 침투 및 저류능 강화

- 물 재이용 및 수원 다변화 확대 : 대체수자원 활용 증대, 대형 물그릇(댐·저수지) 운  

효율화, 용수사용의 비효율 개선, 농업용수 효율화 등

- 유역 맞춤형 수질관리 강화 : 유역별 차별화된 방류수 기준, 효율이 낮은 마을단위 

소규모시설의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 기반 시설로 개량, 도시 

비점오염 저감(강우 월류수, 미처리 하수, 저 향개발 등), 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양분관리제, 친환경농법 보급)

❍ 살아 움직이는 강

- 강의 연속성 회복 : 대형 보의 철거 또는 개선

- 강 지형의 자연성 회복 : 복단면 형상 하도의 이용·완충·보전 공간 구분 및 단면 형상 

복원, 홍수예방(홍수터복원, 완경사제방, 천변저류지 등), 물길 사행 및 수생태서식처 

확보

- 자연유황의 회복 : 하천유지유량(환경생태유량) 설정, 댐·저수지 등 방류패턴 개선

❍ 생명이 숨쉬는 강

- 서식처 보전 및 연결성 회복 : 생태계 보전 네트워크 형성(하천-하구-연안역), 수생태 

보호지역 지정, 생태계의 종적, 횡적 연결성 확보

- 수생태계 생물종 보전 및 다양성 회복 : 수생태계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에 적합한 

복원·증식·관리 및 모니터링

- 수생태계 위해물질 관리 강화 : 신규화학물질, 내분계 장애물질 등 분석과 축적성 

조사 등

나. 국토교통부 

1)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26)

가) 현황

❍ 만경강 유역내에는 국가하천 3개소 68.0㎞, 지방하천 67개소 525.36㎞ 등 총 

70개의 법정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의 총연장은 593.36㎞임27)

26)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만경강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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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 12.6~20.12, 총 

사업비 2,713억원를 투입해 하도정비 42.2㎞, 샛강수로 18.6㎞, 자전거길 

86.4㎞등(11개 지구)의 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3>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위치 연장 사업비 기간 비고

계 66.6 271,360

어우지구 완주 봉동 ~ 고산 9.8 11,790 ′15~′18 준공

신탁지구 완주 삼례 ~ 봉동 7.5 12,755 ′17~′19 준공

상운지구 전주 호성 ~ 완주 용진 7.4 22,687 ′12~′15 준공(소양천)

화전지구 전주 고랑 ~ 김제 백구 8.4 37,674 ′13~′18 준공

춘포지구 익산 춘포 ~ 익산 석탄 4.1 26,131 ′12~′16 준공

마산지구 김제 백구 ~ 익산 석탄 4.2 25,749 ′16~′20

반월지구 김제 백구 ~ 익산 동산 1.9 30,619 ′15~′20

목천지구 익산 목천 ~ 익산 오산 2.5 28,372 ′13~′16 준공

신지지구 익산 오산 ~ 군산 야 9.1 25,695 ′13~′16 준공

저산지구 김제 공덕 저산리 일원 3.1 24,308 ′12~′15 준공

동지산지구 김제 만경 ~ 공덕 8.6 25,580 ′14~′19 준공

나) 하천공간관리계획

❍ 만경강은 보전지구 67.2%, 복원지구 25.7%, 친수지구 7.1%로 구분하여 

하천공간을 관리할 계획임

<표 2-4> 만경강 지구지정 현황
(단위 : 천㎡)

구분
보전

복원
친수

특별 일반 완충 근린친수 친수거점

계
994

(4.3%)
12,216
(52.5%)

2,415
(10.4%)

5,976
(25.7%)

1,044
(4.5%)

602
(2.6%)

1.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완충보전지구)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복원지구 : 훼손·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위하여 복원 필요성 있는 지구
3.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친수거점지구) : 도심지에 인접한 지구로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27)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만경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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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간 지구지정 현황

- 친수거점지구 : 비비정, 폐철교 활용 예술열차, 파크골프장 등

- 특별보전지구 : 소양천이 합류되는 하도습지(신천습지)

- 복원지구 : 새만금사업 완료후 하천생태환경 교란구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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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28)

가) 현황

❍ 동진강 유역은 국가하천 4개소 69.6㎞, 지방하천 82개소 421.4㎞로 총 86개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의 총연장은 491.0㎞임29)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 12.6~22.4, 총 

사업비 2,819억원를 투입해 하도정비 98.7㎞, 축제·보축 54.0㎞, 자전거길 77.7㎞ 

등(10개 지구)의 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5>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위치 연장 사업비 기간 비고
계 79.4 281,905

신태인지구 정읍 정우 ~ 신태인 2.5 14,113 ‘17〜‘21
원천지구 부안 백산 ~ 정읍 신태인 7.9 23,465 ‘14〜‘18 준공
연포지구 부안 백산 ~ 동진 8.4 20,341 ‘16〜‘21
오금지구 정읍 농소 ~ 이평 12.0 28,862 ‘16〜‘21 (정읍천)
신평지구 정읍 고부 ~ 백산 16.0 12,695 ‘17〜‘20 (고부천)
신흥지구 정읍 감곡 ~ 김제 죽산 9.9 6,819 ‘17〜‘19 준공(원평천)
내광지구 김제 봉남 ~ 정읍 감곡 7.4 8,637 ‘17〜‘19 준공(원평천)

고부천1공구 부안 부안 ~ 동진 3.0 49,029 ‘17〜‘22 (하장천)
고부천2공구 부안 백산 ~ 부안 6.0 62,887 ‘17〜‘22 (하장천)
고부천3공구 정읍 고부 ~ 부안 백산 6.3 55,057 ‘17〜‘22 (하장천)

나) 하천공간관리계획

❍ 동진강은 보전지구 12.8%, 복원지구 83.5%, 친수지구 3.7%로 구분하여 하천 

공간을 관리할 계획임

<표 2-6> 동진강 지구지정 현황
(단위 : 천㎡)

계 보전 복원 친수

4,910,405(100%) 629,912(12.8%) 4,101,189(83.5%) 179,304(3.7%)

1.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완충보전지구)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복원지구 : 훼손·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위하여 복원 필요성 있는 지구
3.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친수거점지구) : 도심지에 인접한 지구로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28)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내부자료

29) 국토교통부, 한국하천일람(2018.12.31.기준),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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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간 지구지정 현황

- 친수(근린친수)지구 : 신태인지구

<표 2-7> 동진강 공간관리계획

지구구분 안별 구간 면적(㎢)

복원 좌 하구∼동진 교 402,108

복원 좌 동진 교∼고부천합류점 52,130

일반보전 좌 고부천합류점∼서해안고속도로 480,664

복원 좌 고부천합류점∼동진제수문 822,499

복원 좌 동진제수문～정읍천합류점 714,156

복원 좌 정읍천합류점∼국가하천시점 331,533

복원 우 하구∼동진 교 238,413

일반보전 우 동진 교∼고부천합류점 149,248

복원 우 동진 교∼신태인 교 1,540,350

근린친수 우 신태인 교∼동진강철교 1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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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지 답사 및 전문가 자문 시사점

1)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 자연-인간의 공생·공진공간 창출

- 십리대숲과 삼오대숲은 각각 인간과 자연이 이용하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같은 공간내에 자리하고 있음. 이용 주체에 맞게 인간이 이용하는 공간은 

산책로, 놀이공간, 포토포인트, 휴게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자연이 이용하는 공간은 

철저하게 인간의 접근이 배제된 철새만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보전가치를 높이고 

있음

❍ 깃대 생물종들을 활용한 지역 이미지 구축

- 대숲, 백로, 까마귀, 연어, 황어 등 식물·조류·어류 중 대표적인 깃대종을 복원· 

보전함으로써 울산하면 생각나는 생물종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생태적 이미지를 

확립함

❍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복지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태화강을 양안(좌측, 우측)을 자동차 간섭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교량이 건설되어 있으며 텐트설치 가능구역을 설정하여 가족 및 친구단위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황새공원

❍ 만경강·동진강내 범람원 조성과 관리를 통한 황새서식지 지속성 확보

- 물이 범람하면 물웅덩이가 생기고 황새의 먹이가 풍부해짐. 논이나 양어장은 인위적 

범람원이라 할 수 있으며 황새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임. 곳곳에 범람원이 조성되면 

황새를 유도하는 조건이 되며 만경강은 이러한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음

- 저어새나 황새 같은 애들이 와서 사냥할 수 있도록 좁은 지역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물깊이를 다양하게 하여 물을 빼더라도 깊은 곳에 물이 남아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만경강·동진강내 황새 위협요인 제거를 통한 유지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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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만경강과 동진강은 황새에게 좋은 서식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법낚시와 

캠핑같은 사람에 의한 간섭을 줄일 필요가 있음. 부득이 하다면 월동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임

- 황새 개체가 많지 않으므로 사고방지를 위해 낚시그물이나 폐그물 등을 수거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새만금 개발지역 출현 황새에 대한 서식지 제공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텃새화 된 황새는 산이 있는 지역, 내륙으로 들어와 번식하고 월동은 

넓은 서해안의 평야 및 갯벌로 나감. 겨울철엔 갯벌 같은 곳에서도 먹이를 찾으며 

산골에서는 물웅덩이에서 먹이 활동을 함

- 새만금 공사지역에 다수의 황새가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공사진행에 따라 

서식공간이 좁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함

3)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 자연미술 도입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등 기존 성공 사례를 단순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만경강과 동진강이 가진 자연을 토대로 작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여 지역의 

자연적 특성이 반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공공기관 주도의 일시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자연미술 작가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가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적 지원(조례 제정 등)도 필요함

❍ 단순 작품전시가 아닌 아이들(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방문해서 작품을 통해 

자연을 쉽게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함

❍ 공공의 역할은 자연미술가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작품 활동을 최대한 

창의성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일반 행정적 시각(장소, 예산, 행사에 

국한)에서 벗어나야 함

4) 만경강철새

❍ 만경강 방문 철새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필요

- 낚시객, 출조인, 무분별한 탐방객 들에 의한 황새 및 주요 철새들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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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책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철새들의 지속적 방문을 위한 서식환경 조성 필요

- 만경강을 찾아오는 빈도가 높은 철새종과 그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을 중심으로 거처 

및 먹이활동이 용이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함

❍ 옛물길과 나루터 그리고 익산생활용수 공급터 등의 복원과 관리

- 현재 만경강엔 과거 일제강점기 하천정비이후 남아 있는 옛물길터가 잔존하고 있으며 

옛나루터를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삼례 논경지에 익산생활용수 

공급터가 남아있는 등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음. 따라서 생태와 연계한 자원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 추진 제안

- 삼례보 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쥐방울덩굴서식지를 중심으로 꼬리명주나비 복원을 위한 

서식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후 신천습지까지 확대함으로써 만경강의 생태브랜드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새만금 공사지역에 다수의 황새가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공사진행에 따라 

서식공간이 좁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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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생태문화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1. 강 생태문화 기본구상

2. 강 생태문화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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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강 생태문화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1. 강 생태문화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비전 생태·문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강

목표

복원회복(과거) 공존공생(현재) 세 공감(미래)

옛물길, 옛생태계, 
옛문화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 MAB) 

적용
생태·문화연결, 체험·교육

나. 기본방향

❍ 생태·문화와 관계회복 : 훼손된 생태계와 문화의 복원으로

- 추진개요 : 과거 복잡한 물길을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흐르고 풍부한 물이 흘러 

내륙 깊이까지 물산을 운반했던 뱃길과 아이들이 멱을 감던 모래톱이 있었으며 

느시, 황새 등이 찾아오던 만경강과 동진강을 옛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깃대종과 주요 역사문화설정

❍ 품격있는 생태·문화 : 자연과 인간이 공존공생하는 공간으로

- 추진개요 : 만경강과 동진강에 치수·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만경강의 경우 12.6~20.12까지 추진되었으며 동진강은 16.2~22.4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보존, 복원, 친수공간으로 설정되어 정비가 완료된 제외지는 자연 천이과정을 

거쳐 생태계가 안정되고 생물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어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인간과 환경의 관계 개선

❍ 지속가능한 미래 : 생태·문화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 추진개요 : 생태·문화와 관계회복으로 만들어진 지역들은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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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옛문화와 어우러지며 품격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체험과 

인식공감을 통해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만경강과 동진강의 

생태·문화를 만들고자 함 

- 추진방향 : 생태와 문화네트워크 연결

2. 강 생태문화 추진전략

가. 공간관리 방향 : 보호구역과 공존공생구역 지정

❍ 토지이용전략 지정은 UNESCO MAB 모형을 기반으로 핵심(환경보전), 완충 

(복원필요), 전이(환경이용)지역으로 구분함

<표 3-1> UNESCO MAB 모형

구분 내용 개념도

핵심지역
엄격한 규제를 통해 자연자원 훼손을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완충지역
생태자원이 다소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
생태적 수용력의 한도 내에서 탐방객의 이용을 
허용

전이지역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지역으로, 탐방활동, 
공중이용시설 및 마을시설이용지역이 해당됨

❍ 보호구역 및 공존공생구역 설정 원칙

- 만경강과 동진강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면서 하천 주변 

지역에서는 생태자원의 보전 효과를 활용하여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함

- 하천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보전가치를 지닌 경관이나 생태계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선정하여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여 인간 활동을 

최소화해야 함

- 보호를 위한 지정된 지역의 주변에서는 생태관광, 휴식, 문화행사, 지역 특산 농산품 

생산·판매 등 지역의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내법상 법정 보호지역(Protected Area)으로 

지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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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생태계의 핵심지역이나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지역에서는 

핵심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탐조 활동, 산책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존공생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그림 3-1> 보호구역 및 공존공생구역 설정 개념

❍ 보호구역 설정 및 공간관리 방향

- 만경강과 동진강 각각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종 서식지역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둠벙, 습지 등)을 보호구역 중 유네스코 MAB개념상의 

핵심지역(Core Area)으로 지정하고,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주요 활동으로 허용

- 핵심지역을 둘러싸는 일정 범위 구역(하천 구역 내로 한정)은 보호구역 중 완충 

지역(Buffer zone)으로 두고 하천생태계를 관리하는 활동과 함께 새 관찰, 산책, 

휴식공간으로 조성

❍ 공존공생구역 설정 및 공간관리 방향

- 하천구역 외부 제외지와 주변 마을을 포함한 지역(하천구역 외곽)은 유네스코 

MAB개념상 전이지역(Transition Zone)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공존공생구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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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휴양활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보트, 인라인, 승마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기반의 생태농업지역을 도입함

 

<그림 3-2> 만경강 및 동진강 생태축 공간관리 방향

나. 대표종 지정

❍ 황새(Ciconia boyciana)

- 황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대형 조류로, 세계적으로 3,000개체 

미만이 생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논습지 생태계에서 상위포식자 역할을 함

- 만경강은 수위가 높아지면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얕아져 물고기가 남게 되는 범람원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하천과 연결된 수로와 물웅덩이는 황새의 중요한 서식지로 역할을 

할 수 있음

- 예산황새공원에서 황새에 위치추적 발신기를 부착하여 과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적한 자료에 의하면 만경강과 동진강 권역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그림 3-3 참조)

-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발 한파 발생과 새만금 건설 등에 따른 서식조건 변화의 

향으로 황새 발견 지점이 상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을에 황새가 살고 있으면 부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이 황새를 보호한 전통이 있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사진 

촬 )을 집중하므로 대표종으로 선정 가능함

- 따라서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 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종으로써 황새와 황새 서식 

지역의 보전 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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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황새 출현지점(2015~2020)

자료: 예산황새공원(2021).

❍ 퉁사리(Liobagrus obesus)

- 퉁사리는 금강, 만경강, 산강 상류, 웅천천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음

- 지구상에 존재하는 메기목 어류 4000여종 중 가장 작은 염색체를 보유,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는 어종이나 2001년 금강 상류에 용담댐이 조성된 이후 금강에서는 

급격히 사라짐

- 자갈이 많고 먹이가 풍부한 여울에 서식하며, 주로 밤에 수서곤충을 먹는 육식성 어류임

- 환경부는 퉁사리 복원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인공부화에 성공한 치어를 금강 등에 

방류할 예정임

-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퉁사리를 만경강 상류-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퉁사리 

서식을 위한 서식환경 조성사업(생태복원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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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퉁사리 모습 및 퉁사리 분포 지역

자료: 좌상단; 물환경정보시스템, 좌하단; 국립생물자원관, 우;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 금개구리(Pelophylax chosenicus)

- 금개구리는 우리나라 논습지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양서류로 

농약 사용과 낮은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시급히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임

-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에서 

발견되며, 논, 농수로, 배수로, 물웅덩이, 습지, 저수지의 수초가 무성한 곳에서 관찰됨

- 서식지 파괴가 최대 위협 요인으로 농지 감소 및 생태적 단절, 주택과 도로 건설, 

수질오염, 침입외래종인 황소개구리에 의한 피식이 개체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 꼬리명주나비(Sericinus montela)

- 극동아시아에만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인 꼬리명주나비는 호랑나비과의 한 종류로 

경작지 주변 풀밭에서 서식하며, 쥐방울덩굴을 먹고 자람

- 1990년대 이후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감소하 으며, 만경강에서는 

삼례교 근처에서 쥐방울덩굴과 함께 꼬리명주나비, 노랑부리저어새, 황새가 발견됨

- 2005년 울산시와 현대자동차(현대 그린존 사업)가 참여하여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2007년 복원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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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명주나비 생태학습장이 현재 울산, 아산, 전주, 화성,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8개소가 운 되고 있음

 

자료 : (좌) 한국의 멸종위기종 (https://species.nibr.go.kr/)
      (우) 키즈현  - 현  그린존 (https://kidshyundai.tistory.com/126)

다. 대표 역사문화

1) 상운리 유적 지구 : 마한 철기문화

❍ 마한 문화의 아이콘30)

- 신천습지에서 고산천을 따라 동쪽으로 약 2Km 완주 IC가 있는 구릉 지대에 위치  

- 지형적으로 소양천과 만경강을 사이에 둔 곳으로 만경강의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

- 청동기 –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적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기원전 2세기 - 5세기 

중 후반까지 유적과 유물이 등장. 즉, 마한 관련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음

- 마한 분구묘의 성립과 형성, 발전을 모두 담고 있고, 마한 분구묘의 최대와 최고를 

자랑하며 마한 동산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유적으로 마한 소국 중 가장 강력한 

‘철의 왕국’의 중심지라고 부를 수 있음

- 이를 통해 상운리 유적은 마한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서 마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지라고 할 수 있음

❍ 역사문화특별법의 시행 대상

- 2020년 역사문화특별법 시행 후 마한이 포함되어 이와 관련된 복원, 정비, 활용 등의 

법제적 근거 마련

30) 김승옥, ｢마한 분구묘의 아이콘, 완주 상운리 유적｣,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 
전북학연구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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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운리 유적을 2021년에 도지정문화재,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사적으로 

지정하여 전북 마한의 대표적 유적지로 만들기 위한 절차 추진 중

- 마한은 백제·신라·가야 등에 비해 연구 및 발굴, 정비 등이 미흡하여 문화권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법적 근거

2) 춘포지구 : 일제 수탈의 거점

❍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수탈지

-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중심지로 1904년부터 전 일본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川護熙]의 할아버지 호소카와 모리다치[細川護立]가 춘포 일대에 농장을 설립

- 평야와 만경강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이 지역의 농업생산량 증산을 위해 수로 

개선 공사 실시. 1922년에 완주 고산면에 대아댐 건설, 1923년에 대간선수로 확장 

공사 시작, 1924년부터 1939년까지 만경강 직강화 공사 벌임

- 쌀을 수탈하기 위해 전라선을 부설하 고, 그 중심에 대장촌의 호소카와 농장이 있음

- 일본인들은 춘포에 거주하면서 많은 논을 사서 주민들에게 대신 농사 짓게 하고 

수확물을 춘포역을 이용해 군산까지 옮기고, 군산에서 배로 일본으로 보냄

- 현재 유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1928년에 기하라 히사노리(木原壽編)가 쓴 『익산군사정 

(益山郡事情)』에 의하면 헌병출장소, 우편소, 경철정차장, 심상소학교, 신사, 수리조합, 

농장사무소 등이 구비된 “모범촌(模範村)”으로 소개되었고, 읍내로 성장31)

❍ 일제 수탈 관련 유적

- 춘포역사(등록문화재 제210호 ; 일제강점기 전형적인 소규모 철도 역사) : 1914년 

전북경편철도 이리~전주 구간이 개통되면서 개소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驛舍)

-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국가등록문화재 제211호) : 호소카와 농장 안에 

있고 그 마름이 살던 곳

- 직강화의 흔적 : 춘포 초등학교 방향에서 내려온 물길이 강 너머 제방 밖을 돌아 다시 

강을 돌아 나갔는데, 직강화 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우각호(牛角湖) 형태

31) 정승진,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 : 전북 裡里와 大場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쌀삶문명연구』 1, 2008, 141~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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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개수계획도(1929, 조선총독부)

1937년 일제 지도 춘포리의 우각호 현황

3) 청하지구 : 문물 교류의 허브

❍ 문물 교역의 시작점

-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만경강의 철기문명은 중국 산동성에서 이곳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큼

- 마한과 백제, 후백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만경강 물류 교역의 중심지

- 예전부터 만경과 군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고, 조선 중기까지 전주의 

관할이었음. 따라서 전주, 군산(임피), 김제(만경)의 세 군현이 모이는 교통의 요지라는 

인식이 강하고 관련 시문들도 많이 남아 있음

- 포구를 의미하는 신창진(新倉津), 역원을 의미하는 신창원(新倉院) 이라는 지명이 자주 보이고, 

관련 기록들에서도 여기서 춘포(대장촌), 전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는 내용이 보임

- 정읍의 김 상이 1910년에 일제가 조선의 선비를 회유하기 위하여 은사금을 주었을 

때 거절하 음. 이 때문에 불경죄로 잡혀 군산형무소로 이송되는 가운데 신창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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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몸을 던져(投水)하 으나 실패하 음. 결국 감옥에서 단식하여 순국하 음. 이를 

기리기 위해 한말 어진을 그렸던 화가인 채용신이 김 상투수도를 그렸고, 후손들은 

이곳에 ‘춘우정 투수 순절 추모비’를 세웠음

- 일제강점기에도 김제평야의 쌀을 군산으로 옮겨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1933년에 

만경대교 건립

- 이러한 특징들을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라는 강점을 가짐

4) 백산성과 만석보 :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지

❍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 만석보. 정읍천과 동진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음

- 현재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일대에 2019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으로 30억원의 

규모로 만석보 쉼터 조성 

- 23,361㎡ 규모로, 광장, 3개의 정차, 주차장, 화장실 등을 갖추었고, 주변에 27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여가 및 생활체육시설 마련 

❍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진 곳은 부안 백산성. 이곳은 처음 

봉기했던 고부와 가깝고, 부안, 김제, 전주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로

- 현재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아 2021년 ~ 2025년(5년)에 걸쳐 

271.4억원 규모로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 추진 중

- 고대부터 물류의 중심인 백산성의 정비,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을 건립할 예정

5) 무성서원 : 선비문화의 중심지

❍ 선비문화의 중심지

- 한국 유학의 종주로 인정받는 최치원이 이곳에서 태산태수를 역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유풍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는 브랜드

- 이를 기반으로 그를 배향한 무성서원, 그가 노닐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유상대 등이 있음

- 한국 최초의 향약이라고 평가 받는 ‘고현동향약’의 발상지로 650여 년간 그 전통을 지키고 있음

- 최초의 가사 문학인 정극인의 ‘상춘곡’ 배경지

- 이외 유학과 관련된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 보유

- 이러한 특징들을 보았을 때, 한국 유학의 뿌리 혹은 최치원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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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강 생태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방안

1. 강 생태문화 중점지역 육성 및 활용방안

❍ 강 생태문화 중점지역은 크게 만경거점(만경강)과 동진거점(동진강)으로 

나누었으며, 각 거점에 대하여 세부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 음

<그림 4-1> 만경강·동진강 주요 생태분석도

❍ 만경강 거점으로는 신천습지 구역, 춘포 구역 및 신창진 구역을 선정하 으며, 

동진강 거점으로는 무성서원구역 및 백산성~동진강휴게소구역을 선정하 음

❍ 대상지의 선정은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및 농경문화, 역사자원이 풍부한 곳을 선정함

가. 만경강

1) 신천습지 생태‧철기 문화 지구

❍ 프로젝트명 : 신천습지 구역 육성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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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15(완주군 삼례읍 신탁리·하리 ~ 전주시 전미동)

❍ 사업규모

· 삼례교~회포대교

· 약 4.98㎢

<그림 4-2> 신천습지 구역 위치도

가) 현황분석

① 생태·환경 분석

❍ 식물상

· 주요 식생 : 가시연꽃, 흑삼릉, 자라풀, 노랑어리연, 낙지다리, 쥐방울덩굴, 통발

<표 4-1> 주요 식물상 : 신천습지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수련목 수련과 가시연꽃 Euryale ferox Salisb.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부들목 흑삼릉과 흑삼릉 Sparganium erectum -

소생식물목 자라풀과 자라풀 Hydrocharis dubia -

용담목 조름나물과 노랑어리연 Nymphoides peltata -

장미목 돌나물과 낙지다리 Penthorum chinense -

쥐방울덩굴목 쥐방울덩굴과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

통화식물목 통발과 통발 Utricularia japo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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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상 

· 주요 동물상 : 큰고니, 원앙, 가창오리, 큰기러기

<표 4-2> 주요 동물상 : 신천습지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기러기목 오리과 원앙 Aix galericulata 천연기념물

기러기목 오리과 가창오리 Anas formosa -

기러기목 오리과 큰기러기 Anser fabalis -

② 인문·사회 분석 

❍ 역사문화자원

<그림 4-3> 신천습지 인문·사회 분석

- 비비정 

· 완주 비비정에서 보는 광경은 비비낙안이라고 불리며, 비비낙안은 완주 9경 중 하

나이자 완산 8경 중 7경으로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임

· 비비낙안(飛飛落雁) : 달빛 아래 한 폭의 수묵화처럼 한 내 백사장에 사뿐히 내려앉

은 기러기 떼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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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정 예술열차 

· 전주 근교에서 가까운 삼례지역 만경강 벚나무 제방길에서 벚꽃 구경을 하고 식사

를 하러 갈 수 있는 곳이며, 일제 수탈역사가 있는 구 만경강 철교를 새롭게 탈바

꿈한 완주군 관광 대표 랜드마크임

- 비비정 농가 레스토랑 

· 비비정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는 카페 비비낙안이 있고, 그 언덕 아래에는 완주

군의 대표 맛집으로 알려진 비비정 농가 레스토랑이 있음

- 비비정 샛강  

· 샛강의 이름은 석탑천이며, 비비정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이 있음. 둘레길은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일언 

1.58km 길이의 구간으로 생태 하천복원을 통해 공공 오픈스페이스적 성격을 가짐

나) 사업내용

① 사업모델

❍ 개요

- 신천습지 구역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기반 조성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임

- 특히 신천습지의 경우 에코시티, 완주삼봉지구, 완주군청 등이 인접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주민 공감대 형성 중요

❍ 사업화 방안

- 궁극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목표로 함

·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 복원비용, 방문자센터, 접근도로 정비, 관련 편의시설 

지원 등 관련 예산 확보 가능

- 단계별 사업 추진

· 1단계 :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전제로 생보협(서식처 보전, 복원) 사업 신청

· 2단계 : 생보협 사업 기반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사업

· 2단계 이후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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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깃대종 선정

❍ 꼬리명주나비32) 

- 선정이유 

· 과거 한반도 내륙 경작지 주변 풀밭 어디에나 흔했으나, 최근 급격히 개체수가 감

소하고 있음. 이는 1990년대 이후 농촌의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먹이식물

인 쥐방울덩굴이 없어지면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측됨

· 최근 완주 신천습지 및 삼례교 주변 제방을 중심으로 쥐방울덩굴 및 꼬리명주나비

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됨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한편 멸종위기등급(IUCN 적색목록)은 취약(VU, Vulnerable) 단계로 생태적으로 

보전 및 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표 4-3> 깃 종 : 꼬리명주나비

분류  호랑나비과-꼬리명주나비(Sericinus montela)

구분  멸종위기등급(IUCN 적색목록) : 취약(VU, Vulnerable) 단계

형태

 개체에 따라 무늬의 변이가 상이함. 앞날개의 길이 
25~36mm이며 꼬리가 가늘고 긺

 수컷은 흰 바탕에 검은 띠무늬나 점이 있으나, 암컷은 
흑갈색 바탕에 담황색 띠무늬가 있음

 모두 뒷날개의 뒤쪽에 붉은 띠와 2∼3개의 푸른 점이 있음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봄과 여름에 나타나며, 맑은 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느릿느릿 날아다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날 때는 홰를 치듯이 날개를 움직이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날 때는 미끄러지듯 활주함
 짝짓기는 풀의 줄기와 잎 또는 낮은 위치의 나뭇잎 위에서 암컷이 위에서 수컷이 

아래에 매달리는 자세로 이루어짐. 암컷은 오전 중에 먹이식물 줄기나 새순에 
5~95개의 알을 한꺼번에 낳음. 짝짓기를 할 때 암컷 배 끝에는 짝짓기 주머니가 
만들어지는데, 그다지 뚜렷하지는 않음

 먹이식물의 잎 뒤, 줄기나 그 주위의 나무, 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번데기가 됨
 부화한 애벌레들은 초기에 군집 생활을 하나 종령 애벌레가 되면 독립생활을 하며 

쥐방울덩굴 등의 잎을 섭취함

서식지  야산과 가까운 경작지 주변이나 개천 주위의 습기가 많은 풀밭에서 서식

서식·분포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하지만, 개마고원, 백두산 주변,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방과 제주도, 울릉도에는 살지 않음. 한편 남해안 섬 가운데서는 진도에만 살고 있음

32)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https://species.nibr.go.kr/endangeredspecies/rehome/redlist/red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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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방울덩굴33)

- 선정이유 

· 쥐방울덩굴은 꼬리명주나비의 유일한 먹이식물로, 쥐방울덩굴에만 알을 낳고 애벌

레가 쥐방울덩굴만 먹기 때문임

‧ 만경강의 경우 쥐방울덩굴이 삼례교 인간 제방 및 전주천 합류부 고수부지를 중심

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일부 신천습지 내에도 발견되고 있어 기존 서식지 보전 및 

신천습지 제방을 중심으로 쥐방울 덩굴 복원 차원에서 선정함 

<표 4-4> 깃 종 : 쥐방울덩굴

분류  쥐방울덩굴과–쥐방울덩굴(Aristolochia contorta BUNGE)

구분  멸종위기등급(IUCN 적색목록) : 약관심종(LC, Least concern)

형태

 줄기는 어릴 때는 검은색을 띤 자줏빛이지만 자라면 녹색으로 
변하면서 회백색이 되며 털이 없음

 잎은 마디마다 하나씩 어긋나게 달리며, 심장형 또는 넓은 난상 
심장형으로 길이 4~10cm, 폭 4~8cm임. 잎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잎자루는 긺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꼬리명주나비 애벌레의 유일한 먹이이자 서식공간임
 꽃은 7~8월에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음. 열매는 삭과(蒴果)로 둥글며 지름이 3cm임

서식지  산야 또는 숲 가장자리에서 서식

서식·분포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국외에서는 일본, 중국 만주, 러시아 아무르, 우수리 
등에 분포함

 

❍ 큰고니

- 선정이유 

· 신천습지 지역은 다양한 수생 및 습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음

‧ 멸종위기 동물종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습지식물인 줄, 달뿌리풀 등

의 뿌리를 먹이로 하는 천연기념물인 큰고니가 자주 발견되고 있어 이를 깃대종으

로 선정하고자 함

33)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생물자원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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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깃 종 : 큰고니34)

분류  오리과–큰고니(Cygunus cygnus)

구분
 천연기념물 제201호
 멸종위기등급(IUCN 적색목록) : 취약(VU, Vulnerable)

형태

 전장은 약 140cm이고, 날개를 폈을 때의 너비는 약 240cm 임
 온몸이 백색이지만 부리는 앞 끝이 검으며, 기부(基部)의 절반은 

노란색이나 노란색 부분의 끝은 부리의 절반보다 앞으로 뾰족함 
 성채의 다리는 검은색이며, 어린 새의 경우 회갈색임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저수지, 물이 고인 논, 호수, 하구, 해안 등 수심이 얕은 수면에서 생활하며, 목을 곧게 
세우고 부리를 수면과 평행하게 하여 헤엄침

 물이 기지 않은 늪지 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듯이 자맥질을 해 각종 식물의 뿌리나 
플랑크톤, 수서곤충을 섭취함

 구북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베리아에 걸친 툰드라 지 에서 번식하고, 지중해, 인도 
북부 및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월동함

 5월 하순~6월 상순에 크림색 알을 3~7개 낳으며, 암컷 혼자서 알을 품어 35~42일이 
지나면 부화함

서식지  저수지, 물이 고인 논, 호수, 하구, 해안 등 수심이 얕은 수면에서 생활함

서식·분포  동아시아, 북유럽, 러시아

 

③ 권역 설정

❍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UNESCO MAB 모형 기반)

<표 4-6>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 : 신천습지

구 분 내  용 설  명

핵심지역
(Core Area)

수체, 하중도 및 모래톱, 
고수부지 및 제방길 
일부(쥐방울덩굴 서식지)

만경강 본류와 지류인 소양천·전주천을 중심
으로 식물종다양성이 높아 생태적 가치가 인
정됨

완충지역
(Buffer Zone)

고수부지 및 제방길, 상운리 유적 
일원

핵심지역 주변을 설정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간섭(생태교육 및 체험 등)이 있을 시 완충지
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전이지역
(Transition Zone)

제방길부터 제내지 인근의 일부 
공간

인간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설정, 생태교육 
및 체험, 생태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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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신천습지 구역 UNESCO MAB

④ 권역별 활동·프로그램

❍ 핵심지역

- 겨울철새 모니터링

· 정기적으로 철새 전문가 및 지역 내 관련단체(만경강사랑지킴이 등)와 함께 현황분

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조류서식지 보전 및 복원

· 하중도 및 모래톱 보전 

· 먹이터 및 휴식처 역할을 하는 정수식물(줄, 달뿌리풀, 갈대) 군락지 보전 및 복원

- 수달서식처 보전 및 복원

·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신천습지에 서

식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수달 서식처의 보전 및 복원 필요성이 높아짐

- 나비관찰

· 나비관찰공간을 중심으로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 등을 진행

· 더불어 생태관찰 기능을 바탕으로 생태놀이공간의 성격을 부여

- 쥐방울덩굴 보전

· 꼬리명주나비의 생존에 필수적인 쥐방울덩굴 자생지를 보전 및 모니터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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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만습지 복원 

· 만경강 본류 및 소양천 합류부 삼각주지역은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과

거 ‘구만습지’로 불리던 배후습지 음

· 제방 셋백 및 구하도 복원을 통하여 배후습지를 복원하여 야생동식물 서식지 공간 확보

<그림 4-5> 제방 샛백 및 구하도 복원을 통한 구만습지 복원방안

- 철새탐조

· 신천습지를 찾아오는 철새들에 대해 알아보고, 조류관찰대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생태관찰의 기회 제공

❍ 완충지역

- 생태 체험·생태 교육

· 나비생태정원을 주 무대로 생태체험과 생태교육을 진행

- 나비관찰 및 산책

· 나비탐방로를 따라 나비를 관찰할 수 있음

❍ 전이지역

- 딸기 재배 체험

· 하리마을의 딸기 재배 체험(딸기 스마트팜 체험장)에 참여하여, 지역소득 향상 및 

지역이미지 제고 도모

- 해설사가 말해주는 신천습지

· 만경강 사랑지킴이와 연계하여 신천습지를 비롯한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 해설

· 신천습지 생태체험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습지식물 체험, 겨울철새 탐조, 신천습

지 생태 지도 만들기, 바이오블리츠 사업 등을 시행

·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꼬리명주나비, 가시연꽃 등 신천습지 멸종위기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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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활동단체와 연계한 주민 참여활성화 : 습지 모니터링 운

· 습지 어린이학교 프로그램 운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 완주 및 전주지역 학교 협조를 통한 지속성 확보

· 대상지는 전주 에코시티 및 완주 행정타운에 인접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기관 연

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  가능

· 자유학기제 연계 검토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 참

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

로 교육과정을 운 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음

- 작품 감상·구매·체험

· 나비예술 체험장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 

또한 나비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의 제작에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해보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

⑤ 권역별 시설

❍ 핵심지역

- 나비관찰공간

·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종을 적극 식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정 구간에 나비의 출현을 유도

· 나비류의 서식처 기능

- 쥐방울덩굴 자생지

· 꼬리명주나비의 생존에 필수적인 쥐방울덩굴 자생지를 보전함

- 조류관찰대

· 철새탐조공간에 배치하며, 조류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한 곳에 설치

- 구만습지

· 과거 배후습지 으나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만습지’ 복원을 통해 야생동

식물 서식지 공간 확보

❍ 완충지역

- 나비생태정원

· 고수부지를 대상으로 나비생태정원을 조성하여 생태적 체험기능과 함께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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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기능을 부여

- 나비탐방로

·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종을 적극 식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탐방로에 나비의 출현을 유도함

- 상운리 마한 유적공원

· 상운리 유적을 상운리 마한 유적공원으로 만들어 당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한편,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전이지역

- 신천습지 생태체험관

· 방문자센터 및 신천습지 홍보, 체험 및 교육 공간 제공

· 신천습지의 생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수화물 보관 및 카페에

서의 휴식 기능과 더불어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복합적 제공함

- 딸기 스마트팜 체험장

· 신천습지 뒤편에는 약 300가구의 딸기 농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딸기 체험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 하는 농가가 있음

· 딸기는 삼례의 대표적 특산품인 완주 9품 중 3품에 해당하며, 딸기를 재배하는 농

장과 협약하여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지역 주민들은 딸기 체험을 통한 6차 산업화에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전망대

· 주변의 경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도입

- 나비생태관

· 나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수화물 보관 및 카페에서의 휴식 기능과 더

불어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자센터의 역할을 부여

· 생태관 내에 나비예술 체험장을 조성하여 나비를 주제로 한 예술공간으로 전시 및 

판매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공예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주차장

· 호남고속도로 및 21번 국도 등 교통망과 연결하여 신천습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

의를 증진시킴



- 104 -

<표 4-7> 권역별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권역 세부공간 시설 기능 활동프로그램

핵심
지역

수체
기존습지활용,

물새류 휴식 및 
섭식처

수질정화, 야생생물 서식처 모니터링

하중도 
및 모래톱

기존습지활용
수질정화, 야생생물 서식처

조류서식지
보전 및 복원

수달서식처
보전 및 복원

구만습지(복원) 구만습지 복원

고수부지 및 
제방길

나비관찰공간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
나비류 서식처,
생태관찰공간,
생태놀이공간

나비관찰

기존습지활용,
쥐방울덩굴 자생지

나비류 서식처,
야생생물 서식처 쥐방울덩굴 보전

조류관찰 조류관찰 철새탐조

완충
지역

고수부지 및 
제방길

나비생태정원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

나비류 서식처,
생태관찰공간,
생태놀이공간,

주변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교란 방지 및 소음완화

쥐방울덩굴, 
꼬리명주나비 등 

탐색,
생태해설

나비탐방로 나비관찰 및 산책

상운리 유적 상운리 마한 
유적공원 유적지 보전, 역사교육 및 체험 상운리 마한 

유적공원 조성

전이
지역

하리마을 
딸기 농장

딸기 스마트팜 
체험장 지역주민 소득향상 딸기 재배 체험

신천습지 
생태체험관

방문자센터
습지생태계 교육

전망

습지식물 체험
겨울철새 탐조 

주차장 주차기능 -

제방길부터 
제내지 

인근의 일부 
공간

나비예술 체험장 예술성 제공 작품 감상‧구매‧체험

나비생태관 정보 제공 정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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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본구상도

<그림 4-6> 신천습지 구역 기본구상도

⑦ 역사문화자원 도입 제안 사업

❍ 제안배경

- 신천습지와 상운리 유적을 결합하는 대형 생태문화공원 조성

- 주변에 완주군청 및 용진읍을 비롯하여 복합행정타운(2,010세대), 삼봉지구 

(6,000세대)가 조성되어 정주 인구가 많고, 배후에 전주 에코시티 등이 있어 유입 

가능 인구 많음

❍ 제안사업

- 상운리 유적 공원

· 현재의 상운리 유적을 ‘상운리 마한 유적공원’으로 만들고 당대의 다양한 생활상을 보

여주는 조형물, 발굴터, 철기 제작, 움집 체험, 분구묘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인터체인지를 변경하여 기존의 건물을 체험관으로 만들어 최첨단 디지털 체험 시

설 마련. 최근 정부 정책은 디지털 뉴딜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 있음. 실제 국립나주박물관은 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관련 실감형 디지털 체

험관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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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기 박물관(신규) 설립. 현재 전북 도내에 마한 전문 박물관은 존재하지 않음.35) 

하지만 전주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만경강 지역은 한국 철기문화의 새로운 중심지

로 부각 받으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대표적 마

한의 유적인 상운리에 철기 박물관을 설립. 상운리와 주변의 신풍 유적 등이 있고, 

만경강 유역권인 갈동에서 나온 청동 거푸집 등의 유물이 풍부. 아울러 철기 문명

의 젖줄인 만경강의 상류 지역으로 상징성까지 보유하여 최적의 입지 

· 상운리 유적 공원만의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는 마한 혹은 철기와 관련된 포토존 

제작. 또한, 해당 유적은 완주-순천 고속도로 옆에 있으므로 대형 광고판을 제작하

여 ‘마한을 꽃피운 완주’ 등의 내용을 

· 사례 : 시흥 오이도 선사 유적지 공원36)

오이도 선사공원 조형물 오이도 선사공원 마을 재현

- 체류형 시설 구축

· 주 5일제 시행등으로 야외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하며 대중적 여가활동으로 각광

· 전주와 완주 등 주요 도시의 배후지로 아울러 완주IC와 가까워 접근성 탁월 

· 신천습지와 마한의 중심지라는 특성화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식과 힐

링, 체험 등의 주제로 신천습지와 상운리 사이의 농지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

업’을 통해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로 구축

· 70개 면의 캠핑장, 화장실과 샤워실, 취사장,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조성

- 테마형 가족놀이터 조성

 ·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험, 자연, 

생태, 역사문화 등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활용한 체험형 놀이터에 대한 요구  

35) 익산에 마한박물관이 있으나 실상 박물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시관 형태로 운  중

36) 시흥시 공식 블로그 참조.(검색일 : 202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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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지역의 테마에 맞는 놀이터를 제작하여 휴식 및 창의력 증진의 공간으

로 탈바꿈하고 있음

· 익산은 보석박물관에 있는 공룡테마공원의 공룡(브라키오사우루스) 조각상에 높이 

22m의 타워와 포토존, 슬라이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역동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 중(21년 완공 예정)

· 신천습지와 마한의 중심지라는 생태와 역사문화라는 최상의 조건을 토대로 깃대종

과 마한의 대표 유물을 상징화한 놀이 기구 제작 필요

· 사례 : 전주 두더지숲 놀이터, 익산 보석박물관 놀이터

전주 두더지숲 놀이터 익산 보석박물관 놀이터

- 복합 놀이시설 조성

· 국민들의 여가 활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 증가

· 현재 완주 고산에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놀토피아(Noltopia)

가 있음. 이곳은 클라이밍, 스포츠, 키즈존으로 구성되어 모험과 안전체험이 결합

된 공간으로 가족단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체험학습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

를 누리고 있음

· 2020년에 정읍에서도 ‘천사 히어로즈’를 조성하여 타워클라이밍과 스크린 야구장, 

트램펄린 등 17종 39개의 놀이시설을 갖춤

· 이와 같은 시설은 코로나-19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 주말 거의 매진을 기록하

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음

· 신천습지와 관련된 생태, 이곳에 사는 생물과 식물 등을 형상화 한 놀이 기구 등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만들 필요

 · 사례 : 완주 놀토피아37), 정읍 천사히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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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놀토피아 정읍 천사히어로즈

2) 춘포 옛 강 복원 지구

❍ 프로젝트명 : 춘포 구역 육성 및 활용방안

❍ 사업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및 인수리(봉개산) 일원

❍ 사업규모

· 만경강 : 익산천 유입부 ~ 마산천 유입부, 화신습지 포함

· 춘포 : 춘포면, 봉개산 지역 포함

· 면적 : 약 6.83㎢

<그림 4-7> 춘포 구역 위치도

37) 놀토피아 홈페이지 참조.(검색일 : 202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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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분석

① 생태·환경 분석

❍ 식물상 

-  주요 식생 : 부들, 달뿌리풀, 줄, 수련, 갈대, 물억새

<표 4-8> 주요 식물상 : 춘포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부들목 부들과 부들 Typha orientalis -

벼목 화본과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 Steud. -

벼목 화본과 줄 Zizania latifolia -

수련목 수련과 수련 Nymphaea tetragona -

화본목 벼과 갈 Phragmites communis -

화본목 벼과 물억새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Hack. -

❍ 동물상 

- 주요 동물상 : 느시, 흑두루미, 재두루미, 삵,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금개구리, 

꼬마물떼새

<표 4-9> 주요 동물상 : 춘포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두루미목 느시과 느시 Otis tarda 천연기념물

두루미목 두루미과 흑두루미 Grus monacha Temminck 천연기념물

두루미목 두루미과 재두루미 Grus vipio PALLAS 천연기념물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도요목 물떼새과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

식육목 고양이과 삵 Felis bengalensis euptilura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개구리목 개구리과 금개구리 Pelophylax chosenicus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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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문·사회 분석 

❍ 역사문화자원

<그림 4-8> 춘포 인문·사회 분석

- 구 춘포역사38)

· 춘포는 일제강점기에 ‘큰 농장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대장촌(大場村)으로 불리

며 일제수탈의 거점으로 사용되었음. 당시 대장촌에서 산출된 쌀은 대장포구와 대

장역(춘포역) 등, 물길과 철길을 통해 운반됨

· 춘포역사(등록문화재 제210호 ; 일제강점기 전형적인 소규모 철도 역사) : 1914년 

전북경편철도 이리~전주 구간이 개통되면서 개소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

사(驛舍)

· 1914년 대장역(大場驛)으로 건립된 춘포역은 이리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라선의 보통

역이었음. 이후 1996년 본래 지명을 따라 춘포역으로 바뀌고 2011년 폐역으로 지정

· 춘포역은 건축사·철도사·근대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11월 11일 국가등록

문화재 제210호로 지정됨

- 호소가와 농장주택

· 호소가와 농장주택은 1940년대 지었다고 전하나 건축물 대장에는 1922년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리농림학교 출신의 일본인이자 호소가와(細川)농장의 농

38) 디지털익산문화대전 http://iksan.grandculture.net/iksan/toc/GC07500013?search=TT003

여행스케치 https://www.ktske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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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술자 던 에토(江藤)가 살았다고 하여 에토가옥이라고 불리기도 함

· 호소가와 농장주택은 일본식 2층 목조 주택으로, 호소가와 도정공장, 김성철 가옥 

등 일제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건물임. 한편, 호소가와 농장주택은 춘포

역과 마찬가지로 2005년 11월 11일 국가등록문화재 제211호로 지정됨

- 봉개산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에 위치한 해발 49m, 면적 약 35.6㎢ 규모의 작은 

산이나 정상에서 만경강은 물론 지평선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음

· 춘포산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으며, 해동지도 등의 역사적 자료에도 지명이 

수록되어 있음. 화평교회 옆에 위치한 귀양샘은 마한시대 왕족이 귀향을 와서 사

용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임. 또한 봉개산에서는 무문토기, 돌칼, 돌도끼 등의 유물

이 출토되기도 함

· 현재 익산에서 봉개산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자전거 투어가 가능함

- 화신습지

· 본래 큰 곡류천이었던 만경강이 일제강점기에 하천개수공사 등을 통해 직강화되며 

만들어진 배후습지로 다양한 수생식물과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음

- 도깨비방죽39)

· 춘포역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깨비와 관련된 전설이 내려옴

· 2018년에는 익산문화재단이 주최한 ‘춘포 도깨비축제’가 열려, 도깨비방죽을 시작

으로 호소가와 농장가옥, 김성철 가옥, 정미소 등을 걸어 다니며 춘포의 가을을 즐

기는 도보체험과 도깨비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을 진행한 바 있음

- 모래톱40)

· 물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퇴적된 모래톱은 과거 피서객들이 찾는 명소 음. 현재는 

조류 등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39) 도깨비방죽에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마을 주민이 이 방죽의 물고기를 잡으려 
물을 뺐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함. 이에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생각
하고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물을 빼니 보이지 않던 물고기를 잡
을 수 있었다는 전설임. 한편으로는 농사철에 주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물을 모두 
빼냈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전설도 전해짐

40) 전주문화재단, 2018,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1960년대에는 만경강의 수질과 퇴적된 모래톱이 깨끗하여 삼례교 아래쪽부터 목천포
까지 약 4km에 이르는 모래사장에 완주뿐만 아니라, 김제, 전주, 익산 등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함. 특히 ‘몸이 아픈 데가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4월 스무날이나 단옷날에 많은 사람이 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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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지도에 언급된 봉개산

호소가와 도정공장 춘포 도깨비축제

<그림 4-9> 춘포 역사문화자원41)

나) 사업내용

① 사업모델

❍ 개요

- 춘포구역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자원 및 일제강점기 역사문화자원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역임

- 만경강은 2020~2021년 다양한 멸종위기 겨울철새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특히 익산천 

합류부에서 마산천 합류부에 이르는 지역이 핵심지역을 이루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보전 및 복원방안 수립이 필요함

❍ 사업화 방안

- 자연 · 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 적응전략(NBS) 사업화

·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41)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ily2you&logNo=40154869114&proxyReferer=
https:%2F%2Fwww.google.com%2F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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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

· NBS(Nature-Based Solution)이란 자연생태계 또는 인공생태계의 ①보호, ②지

속가능한 활용, ③관리, ④복원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을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IUCN) ※ 관련 사업은 

2021년 말 최종안 마련 예정임

② 깃대종 선정

❍ 황새42)

- 선정이유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황새가 최근 화신습지 인근 만경강 일

대에서 꾸준히 발견됨에 따라, 황새의 서식지 조성을 통해 개체수 회복을 도모

<표 4-10> 깃 종 : 황새

분류  황새과-황새(Ciconia boyciana)

구분
 천연기념물 제199호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멸종위기등급(IUCN 적색목록) : 위기(EN, Endangered) 단계

형태

 부리는 매우 크고 길며 검은색이고, 눈 주위와 다리는 
붉은색임

 몸무게는 4~5kg 정도이고, 몸길이는 112cm, 부리길이
는 30cm, 부척길이는 30cm 정도 되는 형조류임

 암컷과 수컷이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부리가 두텁고 김

 황새는 몸 전체가 흰색이고 날개깃은 검은색임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황새는 주로 육식을 하며, 논, 넓은 초원이나 습지 등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류, 들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 소형 조류의 어린새 등 다양한 동물을 먹음

 월동지에서는 주로 붕어, 미꾸리, 살치와 같은 어류, 우렁이류, 말똥게와 같은 갑각류, 
땅강아지 등의 곤충류, 참개구리 등의 양서류, 무자치와 같은 뱀류를 먹음

 단독으로 번식하며, 번식하는 개체들 간에도 거리를 두고 둥지를 틈
 둥지간 거리는 1km 이내에 3~4개의 둥지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1~4km거

리를 유지함
 황새는 암컷과 수컷이 공동 사육하는 특성을 보이며, 번식행동은 번식시기와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냄
 4월에 번식지에 도착하여 새 둥지를 짓거나 옛 것을 수리하여 사용
 이들 개체군은 그룹을 지어 남쪽으로 이주하여 월동함
 황새들은 저수지와 바다 기슭의 갈밭, 큰 강기슭의 풀숲에서 활동하며 일부 개체들은 

간석지 또는 논벌에서 먹이활동을 함
 이행시기에는 쌍 또는 작은 무리로 1~2일씩 머물러 있다가 날아감

서식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습지나 농경지, 그리고 둥지를 틀수 있는 높은 나무

서식·분포

 황새는 러시아의 우수리강, 제야강, 아무르강 유역, 중국 북동부의 산지앙 평원 등과 같은 극
동아시아 지역에서 봄과 여름철에 번식하고, 주로 한국과 중국 남쪽에서 겨울을 보냄

 1900년  초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서식하 으나 197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번식 개체군은 절멸하고 러시아, 중국의 번식 개체군도 크게 감소함

42) 황새생태연구원 https://www.stork.or.kr/index.html?pg_id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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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개구리

- 선정이유 

· 금줄개구리라고도 불리는 금개구리는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

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임

· 만경강 하천기본계획(보완)보고서(익산국토관리청, 2012)에 따르면, 마산천 인근 

만경강 본류구간에 금개구리가 확인되었으며, 대체서식지로 인공습지/바이오파크 

조성이 계획됨

<표 4-11> 깃 종 : 금개구리

분류  개구리과–금개구리(Pelophylax chosenicus)

구분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Ⅱ급
 멸종위기등급(IUCN 적색목록) : 취약(VU, Vulnerable)

형태

 등면은 녹색, 갈색 등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함
 눈 뒤에서부터 등면 양쪽에 갈색, 금색의 뚜렷한 융기선 

2줄이 있음
 금색의 융기선 사이에 크고 작은 돌기들이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다. 배면은 부분 황색 또는 금색임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수컷은 턱 아래에는 2개의 울음주머니가 있는데 다른 개구리들과 비교해 크기가 무척 작음
 암컷이 수컷보다 몸집이 2~3배 더 큼
 4월이면 동면에서 깨어나 5월부터 7월까지 서식했던 장소에서 그 로 번식함
 수컷은 암컷의 가슴 부위를 잡아 포접함
 10월이면 논둑이나 주변의 제방, 농경지 부근에 위치한 밭에 흙을 파고들어 동면함

서식지  저지  농지 주변 웅덩이, 배수로, 저수지의 수초가 무성한 곳에서 주로 관찰됨
서식·분포  한국고유종임

 

③ 권역 설정

❍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UNESCO MAB 모형 기반)

<표 4-12>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 : 춘포

구 분 내  용 설  명

핵심지역
(Core Area)

만경강 본류 및 모래톱 지역,
마산천 합류부 

만경강 본류와 모래톱 지역, 마산천 
합류부(금개구리 서식처)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완충지역
(Buffer Zone)

만경강 고수부지 및 제방구간,
화신습지

핵심지역 주변을 설정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간섭(생태교육 및 체험 등)이 있을 시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전이지역
(Transition 

Zone)

춘포면, 봉개산 지역, 기존 
취락

인간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설정, 생태교육 및 
체험, 생태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봉개산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방문의 기회를 제공



- 115 -

<그림 4-10> 춘포 구역 UNESCO MAB

④ 권역별 활동·프로그램

❍ 핵심지역

- 겨울철새 서식처 보전 및 복원

· 대상지는 2020~2021년 다양한 멸종위기 겨울철새들이 출현하고 있어 생물종 모

니터링의 필요성과 핵심종을 위한 서식지 안정화가 요구됨

- 조류 휴식공간 제공

· 황새 등 겨울철새가 사용할 수 있도록 둥지탑을 도입해, 조류의 휴식기능을 지원함

- 마산천 합류부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 금개구리 확인지점을 중심으로 대체서식지 조성

❍ 완충지역

- 금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 금개구리 발견지점 중 마산천 합류부를 중심으로 금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 대체

서식처 복원(환경부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연계) 

·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낚시꾼들의 간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불법어

로를 차단하고 다양한 야생동식물을 위한 습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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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금개구리 발견지점 및 복원방안(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1)

- 사례 : 안산 금개구리 생태공원

· 안산시 수인선 폐철도변 일대 지역으로 1980년대 이전 하천, 논, 수로, 갯벌이 산

재했던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개발로 생태공간 파편화 및 고립화 등으

로 2002년부터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28마리가 조사됨

· K-water에서 2014년 환경부생태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사업을 계획‧시행함. 사업기간은 2014.5~2014.12까지 으며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이었음43)

<그림 4-12> 안산 금개구리 생태공원 사례44)

43) 환경과조경, 안산 수인선 폐철도변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사업, 2016.1, 
(https://www.lak.co.kr/ecoscape/view.php?id=&cid=164)

44) 자료 : https://www.lafent.com/att_mtr/mtr/15410_01_1905031415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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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강 생태탐방

· 보트를 이용한 탐방을 도입하여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의 

생태탐방과 차별화되는 기회요인을 부여

·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만경강 식물 및 동물상 생태조사·체험활동 진행

- 철새탐조

· 만경강과 화신습지를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에 대해 알아보고, 조류관찰대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태관찰의 기회 제공

❍ 전이지역

- 춘포·대장촌 역사문화 탐방

· 구 춘포역사, 호소가와 농장주택 등 적산가옥과 같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담고있

는 건물 및 장소를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춘포 도깨비축제 활성화

· 춘포지역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 탐방 축제 재활성화(익산문화관광재단 연계)

‧ 도깨비방죽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

- 자전거 투어

· 익산 ~ 익산역 ~ 호소가와 농장주택·춘포역 ~ 봉개산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투어를 진행

· 특히 춘포면에 위치한 봉개산은 2020년 12월, 익산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

을 위해 추진한 ‘테마가 있는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티백숲’이 들어서, 휴양 및 

휴식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4-13> 춘포 자전거 투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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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생태교육

· 황새를 포함한 다른 멸종위기종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과 더불어, 멸종위기종을 위

한 보호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⑤ 권역별 시설

❍ 핵심지역

- 둥지탑

· 황새 등 겨울철새가 이용할 수 있는 둥지탑을 도입하여, 조류의 휴식기능을 지원

❍ 완충지역

- 금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 만경강 고수부지에 춘포의 생태를 담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생태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부여함

- 도깨비방죽(복원)

· 춘포면에 내려오는 도깨비방죽 전설의 무대로 현재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깨비방죽 생태공원화 사업 등 추후 다른 사업들과 연계

- 조류관찰대

· 철새탐조공간에 배치하며, 조류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한 곳에 

설치

❍ 전이지역

- 구 춘포역사

· 현재 전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구 춘포역사에 방문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

줄 수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와 휴식 기능을 제공하는 카페를 도입하고, 문화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더해 융복합적 공간(갤러리카페)으로 증설

- 멸종위기종 교육센터

· 멸종위기종에 대한 교육과 멸종위기종 보호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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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권역별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권역 세부공간 시설 기능 활동프로그램

핵심지역
만경강 본류 및 
모래톱 지역, 

화신습지

기존습지활용,
둥지탑

수질정화, 야생생물 
서식처, 조류의 

휴식·취식·은신공간

겨울철새 서식처 보전 
및 복원

조류 휴식공간 제공

모니터링

완충지역
만경강 고수부지 

및 제방구간, 
화신습지

금개구리 생태공원

생태복원,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

생태놀이공간

만경강 생태탐방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도깨비방죽(복원)
역사문화

체험 및 교육
춘포 도깨비축제

조류관찰 조류관찰 철새탐조

전이지역
춘포면, 봉개산 

지역

구 춘포역사, 
호소가와 농장주택

역사문화
체험 및 교육

춘포· 장촌 역사문화
탐방

봉개산(티백숲) 휴양 및 휴식기능 자전거투어

멸종위기종 
교육센터

생태교육 멸종위기종 생태교육

❍ 기본구상도

<그림 4-14> 춘포 구역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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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역사문화자원 도입 제안 사업

❍ 제안배경

-  춘포 일대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잘 보여주는 유적과 만경강 직강화의 표본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다크투어리즘을 적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제안사업

- 일제 수탈 유적 종합 정비 기획

· 춘포역사, 구일본인농장가옥, 대장정미소 등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대장정미소를 일제가 도정해갔던 정미기계 시설 등을 복원하

고 공동체 박물관으로 활용

· 이외 빈집 등을 활용하여 춘포문학마당과 연계하여 문학 작품 등의 시설 제작. 예

를 들어, 진안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구성

· 다크투어리즘은 전쟁이나 학살처럼 비극적 역사 현장 등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으로 춘포 일대를 다크투어리즘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화

· 문학작품인 ‘1938 춘포’ 등의 집성과 구술 자료의 채록, 상과 문학 등을 진열하

고 전시하며 3D VR 프로그램 등의 제작으로 확대

<그림 4-15> 대장촌 지역개황(1920년대 경) 정승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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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하 생태 누리 지구

❍ 프로젝트명 : 신창진 구역 육성 및 활용방안

❍ 사업위치

·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인근부터 전북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일대

❍ 사업규모

· 공덕대교 인근 ~ 청하대교 인근

· 면적 : 약 17.32㎢

<그림 4-16> 신창진 구역 위치도

가) 현황분석

① 생태·환경 분석

❍ 식물상 

· 주요 식생 : 달뿌리풀, 줄, 갈대(군락)

<표 4-14> 주요 식물상 : 신창진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벼목 화본과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 Steud. -

벼목 화본과 줄 Zizania latifolia -

화본목 벼과 갈 Phragmites commun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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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상 

· 주요 동물상 : 독수리, 매, 황조롱이, 말똥가리, 큰말똥가리, 참매, 검은어깨솔개, 

흰꼬리수리,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가창오리

<표 4-15> 주요 동물상 : 신창진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매목 수리과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천연기념물
매목 매과 매 Falco peregrinus -

매목 매과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말똥가리 Buteo buteo -
매목 수리과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수리목 수리과 참매
Accipiter gentilis 

schvedow(MENZBIER)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검은어깨솔개 Elanus axillaris -
매목 수리과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천연기념물

황새목 황새과 황새 Ciconia boyciana 천연기념물
사다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천연기념물
두루미목 두루미과 검은목두루미 Grus grus lilfordi 천연기념물
두루미목 두루미과 흑두루미 Grus monacha 천연기념물
기러기목 오리과 가창오리 Anas formosa -

② 인문·사회 분석

❍ 역사문화자원

<그림 4-17> 신창진 인문·사회 분석



- 123 -

- 김 상 투수순절도(어진화가 채용신 작품) 및 김 상 투수순절추모비

· 정읍 태인현의 선비로 1910년에 일제가 조선의 선비를 회유하기 위하여 은사금을 

주었을 때 이를 거절하 음. 이 때문에 불경죄로 잡혀 군산형무소로 이송되는데 바

로 신창진에서 물에 몸을 던졌으나 실패하 음. 결국 감옥에서 단식하여 순국하 음

· 이를 기리기 위해 한말 어진을 그렸던 화가인 채용신이 김 상투수도를 그렸고, 

후손들은 이곳에 ‘춘우정 투수 순절 추모비’를 세웠음

· ‘춘우정 투수도’는 은사금을 거부하고 순절을 택한 많은 유학자들 가운데 김 상의 

사례가 그려진 기록화이며 역사화임

- 만경대교(새창이다리)

· 일제강점기에도 김제평야의 쌀을 군산으로 옮겨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1933년

에 공사비 28만환으로 준공된 우리날 최초의 시멘트 다리

· 교통량 증가와 노후화로 1989년 바로 옆에 새로운 서해안 만경대교를 만들게 되

어 지금은 차량통행이 금지된 상태

· 12월과 1월 사이에 만경강 너머로 떨어지는 일몰 광경과 예스러운 다리 난간에 색

다른 운치를 느끼게 함

- 입석배수갑문

· 시설규모 수문 폭 1.8m, 높이 2.4m가 16련, 수문 폭 3m, 높이 3.3m 1련, 수문 

폭 3m, 높이 4m 7련 등 총 24련으로 되어있음. 수해면적은 약 500ha정도이며 

용수이용량은 25입방초척(0.694㎥/sec)임

· 일제강점기 때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한 시설이며, 옛 수리역사의 

자취를 간직한 근대 수리시설의 시초인 만큼 보존 의미가 큼 

· 입석배수갑문의 바로 옆에는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배수갑문이 자리 잡고 있어 과

거와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관광자원임

- 만경낙조전망대

· 만경낙조전망대는 만경강 8경 1경이며 만경강 바다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한 정자임

· 만경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조망할 수 있고, 많은 철새들과 강변을 따라 이어진 갈

대와 낙조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만경강의 대표적 조망공간임 

- 망해사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 위치한 망해사(望海寺)는 백제 의자왕 2년(642)

에 부설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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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지점에 있다. 절은 기암괴석 절벽 위에 세워졌으며, 아

래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절 이름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절’임

· 망해사는 절터가 넓지 않아 바다를 향해 거의 일렬로 낙서전(樂西殿), 법당, 종루, 

청조헌(聽潮軒) 들이 들어서 있음

· 754년(경덕왕 13년)에 당나라의 중 중도법사(일명 통장화상)가 중창하 으나 조선

조에 들어 많은 수난을 당함. 이후 인조대왕 때 만경 불거촌출신인 고명한 화상인 

진묵대사가 재건복구하여 크게 번창하 는데 그 때가 망해사로서는 최강전성기

으며, 그 후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코스모스 4백리길

· 김제시 전역에 펼쳐진 4백리 코스모스 길이며, 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서 전국 명소가 되었음

· 김제시를 드나드는 관문을 비롯한 주요 도로 400리(156km)에 걸쳐 코스모스 꽃

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은 물론 새만금 관광객들에게 정겨운 이미지를 선사함

· 가을하늘 아래 활짝 핀 코스모스길을 따라가며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으며,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음

나) 사업내용

① 사업모델

❍ 개요

- 신창진 구역은 독수리를 비롯한 다양한 희귀야생 맹금류가 출현하고 있는 지역임

- 만경낙조전망대를 중심으로 약 2.6㎢ 면적에 갈대밭이 펼쳐져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함

❍ 사업화 방안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 대상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며, 이에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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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깃대종 선정

❍ 독수리

- 선정이유 

·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는 타 조류에 비하여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모습이 자주 포

착되어, 타 사업에서 깃대종으로 선정됐지만 방문객들이 보기 힘든 삵 등과는 다

르게 방문객들이 쉽게 찾아보고, 흥미를 가질 계기를 주는 좋은 생태적 자원라고 

판단됨

<표 4-16> 깃 종 : 독수리45)

분류  수리과-독수리(Aegypius monachus)

구분
 천연기념물 제243-1호
 멸종위기등급(IUCN 적색목록) : 준위협(NT, Near 

Threatened) 단계

형태

 몸길이는 1∼1.5m에 달하며 수리류 중에서 가장 큼
 몸 전체가 균일한 암갈색임
 정수리와 윗목에는 털이 없고, 목 주위에는 특이한 

깃이 있음
 여름깃은 온몸이 엷은 갈색을 띰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음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탁 트인 하천부지·하구·해안에 찾아와 짐승의 시체나 병들어 죽어가는 짐승 등을 
먹이로 함

 단독 또는 암수 한 쌍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둥지는 나뭇가지 위나 바위 위에 틀고 2∼4월에 한배에 1개의 알을 낳음
 용맹스럽고 잔인한 것 같은 인상과는 달리 몸이 둔하여 살아 있는 동물의 포획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서식지
 초원지 ·고산지 ·강하구 등에 서식
 둥우리는 수목이나 암벽 등 높은 곳에 나뭇가지를 큰 접시 모양으로 쌓아 만듦

서식·분포
 한국·티베트·중국·몽고·만주 등지에 분포하는 겨울새로, 우리나라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옴

❍ 갈대

- 선정이유 

· 신창진 구역을 우점하고 있는 갈대는 군락으로 넓게 펼쳐진 모습은 경관요인으로

서 가치가 높으며, 갈대밭 탐험 등의 생태체험으로의 연계 방안을 고려했을 때 우

수한 생태적 자원으로 판단되어 깃대종으로 선정함

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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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깃 종 : 갈 46)

분류  벼과-갈 (Phragmites communis)

형태

 지하경은 다수의 마디가 있고, 약 지하 30~100cm 
깊이에서 옆으로 뻗으며, 마다에서 가지와 수염뿌리가 
나옴

 가운데가 빈 기둥 형으로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으며, 
잎은 두 줄로 어긋나며 끝이 길게 뾰족해지고 길이 
20~50cm, 폭 2~4cm임

 줄기와 거의 수평을 이루나 끝이 아래로 처지고, 
8~10월에 줄기의 끝에 자갈 핵 또는 황갈색의 20~50cm 
크기의 원추형으로 생겨 모여서 달림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주로 지하경을 이용하여 번식하나 식생 번식도 잘 자람
 씨앗 채취는 11월말에서 12월에 채취
 갈 의 뿌리가 내보내는 산소는 땅속 토양을 산화시키고,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를 

도와줌
 갈 의 잎과 줄기는 질소와 인을 저장하고 있다가, 겨울철이 되면 밖으로 내보내며, 

잎과 줄기에 포함된 질소와 인의 함량은 5월에 최 가 되며, 질소와 인이 방출될 
때는 고사된 잎과 줄기에서도 녹아 나가는 것이 특징임

 갈 는 잎에서 독특한 물질을 만들어 내보내, 다른 염생식물 종이 갈  군락에 
침입하기 어렵게 만들어 갈  군락은 단일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

서식지
 냇가나 강 하구의 점토질의 땅, 습지나 수중에서 서식
 해안가 염습지에서 서식

서식·분포  한국(전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③ 권역 설정

❍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UNESCO MAB 모형 기반)

<표 4-18>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 : 신창진

구 내  용 설  명

핵심지역
(Core Area)

만경강 본류 및 깃 종 
서식처

깃 종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으며, 
보존과 개선이 필요한 구역

완충지역
(Buffer Zone)

갈 밭, 고수부지 및 
제방구간

핵심지역 주변을 설정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간섭(생태교육 및 체험 등)이 있을 시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전이지역
(Transition Zone)

제내지 일부
캠핑, 낚시, 수상레저 활동 등 인간 중심의 
장소로 역할 수행, 스토리텔링 구역

46)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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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신창진 구역 UNESCO MAB

④ 권역별 활동·프로그램 

❍ 핵심지역

- 맹금류 서식공간 보전 및 복원

· 대상지는 독수리, 매, 황조롱이, 말똥가리 등 다양한 맹금류가 발견된 지역으로 생

물종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핵심종을 위한 서식지 안정화가 요구됨

- 맹금류 휴식공간 제공

· 조류가 앉아 쉬기 좋은 횃대를 설치하여 맹금류의 휴식기능을 지원함

❍ 완충지역

- 맹금류 생태교육

· 독수리, 매, 황조롱이 등 이곳 신창진 구역에서 발견된 맹금류를 중심으로 생애, 

먹이, 서식지 등 생태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경관조망

· 만경낙조 전망대를 활용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포토존의 기능 또한 함께 수행함

- 갈대미로 체험

· 우점도가 높은 갈대밭을 활용하여 갈대미로원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은 미로체험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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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투어

· 코스모스 4백리길과 연계한 자전거 투어

❍ 전이지역

- 낚시

· 제내지 일부에 낚시가 가능한 공간을 지정하여, 레저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불법

어로를 통한 비점오염원 감소를 유도함

- 오토캠핑

· 제내지 일부에 오토캠핑이 가능한 공간을 지정하여, 레저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불법야 을 통한 비점오염원 감소를 유도함

⑤ 권역별 시설 

❍ 핵심지역

- 맹금류 서식 및 휴식공간

· 훼손된 맹금류의 서식공간을 보전 및 복원하고, 횃대를 설치해 휴식공간을 제공함

❍ 완충지역

- 맹금류 탐조센터

· 신창진을 대표하는 맹금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만경낙조 전망대

· 만경강의 대표적 경관인 만경낙조를 보기 좋은 시설로, 기 조성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

- 갈대미로원

· 기존 갈대밭을 활용한 갈대미로원을 조성하고, 생태놀이공간의 기능을 부여

- 자전거도로

· 만경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투어에 적합함

❍ 전이지역

- 건강·레저공간 :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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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내지 일부에 낚시가 가능한 공간을 지정하여, 레저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불법

어로를 통한 비점오염원 감소를 유도함

- 건강·레저공간 : 오토캠핑장

· 제내지 일부에 오토캠핑이 가능한 공간을 지정하여, 레저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불법야 을 통한 비점오염원 감소를 유도함

<표 4-19> 권역별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권역 세부공간 시설 기능 활동프로그램

핵심지역 만경강 본류 및 
깃 종 서식처

기존습지활용 야생생물서식처 맹금류 서식공간 보전 
및 복원

기존습지활용, 횃 야생생물서식처, 
맹금류의 휴식기능 맹금류 휴식공간 제공

완충지역 갈 밭, 고수부지 
및 제방구간

맹금류 탐조센터 생태교육 맹금류 생태교육

만경낙조 전망 경관조망, 주차장, 
포토존 경관조망

갈 미로원 수질정화,
생태놀이공간 갈 미로 체험

자전거도로 이동기능 자전거 투어

전이지역 제내지 일부
건강·레저공간 : 낚시 레저기능 낚시

건강·레저공간 : 
오토캠핑장 레저기능 오토캠핑

❍ 기본구상도

<그림 4-19> 신창진 구역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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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역사문화자원 도입 제안 사업

❍ 제안배경

-  고대 철기문명이 만경강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이며 일제강점기에는 

김제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만경대교가 건립된 곳으로 물류와 교통의 

거점으로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 제안사업

- 물류 테마 공원 조성

 · 만경강 물류 시스템의 초입이었던 신창진의 역할을 설명하고, 고대~근대에 이르는 

내용을 지붕없는 박물관 형식으로 구성

· 춘우정 김 상과 관련된 기념비와 스토리 등이 있으므로 그를 기리고, 석지 채용

신이 그린 ‘춘우정투수도’ 등을 테마로 전시하거나 벽화 등으로 공원 조성

· 일제 수탈의 역사를 각종 사진, 조형물 등으로 공원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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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진강

1) 동진강 생태복원 지구

❍ 프로젝트명 :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 육성 및 활용방안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 인근 및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일원

❍ 사업규모

· 백산성 인근 ~ 동진강휴게소 인근, 

· 면적 : 약 4㎢

<그림 4-20>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 위치도

가) 현황분석

① 생태·환경 분석

❍ 식물상 

· 주요 식생 : 갈대, 모새달, 돌콩, 갯조풀, 강아지풀, 천일사초



- 132 -

<표 4-20> 주요 식물상 :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화본목 벼과 갈 Phragmites communis -
벼목 화본과 강아지풀 Setaria viridis -
벼목 화본과 모새달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
벼목 화본과 갯조풀 Calamagrostis pseudo-phragimites -
벼목 사초과 천일사초 Carex scabrifolia Steud. -

장미목 콩과 돌콩 Glycine soja -

❍ 동물상 

· 큰고니,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표 4-21> 주요 동물상 :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

목명 과명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 오리과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독수리 Aegypius monach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천연기념물
매목 수리과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기러기목 오리과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
기러기목 오리과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
기러기목 오리과 쇠오리 Anas crecca -

② 인문·사회 분석

❍ 역사문화자원

<그림 4-21>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 인문·사회 분석



- 133 -

- 김제 벽골제

·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포교리에서 월승리에 이르기까지 제방이 남아 있는 백제

시대의 저수지로 사적 제111호에 지정되어 있음

· 고려시대에 증축과 수축을 거쳤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 1415년(태종 15)에 다시 

축조하 으나, 이익이 적고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했음.

· 평지에 일직선으로 약 3㎞에 달하는 제방이 잔존하고 있으나 1925년에 동진(東津) 

농지개량조합에서 이 제방을 관개용 기간수로(基幹水路)로 개조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원형이 크게 손상되었음

· 저수지 수면의 만수 때 이 제방을 구축함으로써 확보되는 점유 총 면적은 37㎢, 

즉 1,120만 평의 방대한 지역에 달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 이러한 토목공사는 정밀도가 매우 높은 수준측정법(水準測定法)을 전제로 해서 비

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는 당시 토목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

으며, 이 제방과 함께 이곳에 건립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김제벽골제비는 1963년

에 일괄해서 사적 제111호로 지정되었음

- 김제 지평선축제

· 1999년 시작된 김제 지평선축제는 한국 전통 농작문화와 도작문화를 계승하고 김제 주민

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매년 9월 말∼10월 초 전라북도 김제시 벽골제에서 개최됨

· 축제가 열리는 김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이며, 벽골제는 신라 시대인 330

년(흘해왕 21)에 축조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의 수리시설임

· 축제에서는 한국의 농경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음.

· 한편, 김제 지평선축제는 국내 축제 중 최초로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

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바가 있음

- 김제동헌·김제내아·김제향교

· 김제동헌은 전라북도 김제시 교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관아로, 전라북도 유형문화

재 제60호로 지정되었음. 1667년(현종 8)에 건립되었고, 그 후 32년 뒤인 1699

년(숙종 25)과 1712년(숙종 38)에 중수한 관청의 본 건물임

· 김제내아는 전라북도 김제시 교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관아 건축물로, 전라북도 유

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음.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헌과 함께 남아 있는 내아로

서 관아 건축물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

· 1404년(태종 4)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유학교육과 지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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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화를 위해 창건된 김제향교는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1635년(인조 13)에 

중건하 으며, 그 뒤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전라북도 유형문

화재 제9호로 지정된 대성전에는 5성(五聖)과 송조4현(宋朝四賢)이, 동무·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음

- 백산성

· 백산성은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있는 시대 미상의 유적으로 해발 약 

48m 부근에 백산 정상부를 감싸고 축조되어 있음. 

· 1894년 동학농민혁명시 이곳에 집결하여 전주 방면으로 진격하 고, 이러한 역사

성이 인정되어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 31호로 지정되었음. 또한 

1998년 9월 17일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며 명칭도 '부안 백산성'으로 지정됨. 현

재 이곳에는 동학농민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음

- 변산반도 국립공원

· 변산반도 서부의 변산산괴(邊山山塊)를 중심으로 1971년 12월에 도립공원으로 지

정되었다가, 1988년 6월 11일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전북 

부안군에 위치하고 있음

· 면적은 약 157㎢이며, 변산의 경치는 일찍이 한국 8경의 하나로 꼽혀 왔음. 300∼

400m의 산지가 이루는 산악미와 더불어 계곡미가 정취를 불러오며, 울창한 수림과 

산중에 산재하는 사찰 등이 이루는 수려한 경관은 많은 사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함

나) 사업내용

① 사업모델

❍ 개요

· 동진강휴게소 구역의 경우 방치된 갈대, 모새달 군락이 야생생물의 서식처, 수질정

화, 생태관광자원 등 다기능 공간을 창출하고 있음

· 대상지 주변으로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의한 권역센터 건립 및 국토부 사업에 의한 

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이 추진 중으로, 위 사업과 연계

한 사업 추진을 통한 시너지 필요함

❍ 사업화 방안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한 서식처 보전 및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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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을 대표할만한 멸종위기종이 명확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어려움

· 농촌 및 생태관광 관련 기존 사업과의 연계 차원의 시설 및 시설물 설치

- 이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고도화 추진

② 깃대종 선정

❍ 큰고니

- 선정이유 

· 멸종위기 동물종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습지식물인 줄, 달뿌리풀 등

의 뿌리를 먹이로 하는 천연기념물인 큰고니가 자주 발견되고 있어 이를 깃대종으

로 선정하고자 함

<표 4-22> 깃 종 : 큰고니47)

분류  오리과–큰고니(Cygunus cygnus)

구분
 천연기념물 제201호
 멸종위기등급(IUCN 적색목록) : 취약(VU, Vulnerable)

형태

 전장은 약 140cm이고, 날개를 폈을 때의 너비는 약 
240cm 임

 온몸이 백색이지만 부리는 앞 끝이 검으며, 기부(基部)의 
절반은 노란색이나 노란색 부분의 끝은 부리의 절반보다 
앞으로 뾰족함 

 성채의 다리는 검은색이며, 어린 새의 경우 회갈색임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저수지, 물이 고인 논, 호수, 하구, 해안 등 수심이 얕은 수면에서 생활하며, 목을 곧게 
세우고 부리를 수면과 평행하게 하여 헤엄침

 물이 기지 않은 늪지 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듯이 자맥질을 해 각종 식물의 뿌리나 
플랑크톤, 수서곤충을 섭취함

 구북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베리아에 걸친 툰드라 지 에서 번식하고, 지중해, 인도 
북부 및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월동함

 5월 하순~6월 상순에 크림색 알을 3~7개 낳으며, 암컷 혼자서 알을 품어 35~42일이 
지나면 부화함

서식지  저수지, 물이 고인 논, 호수, 하구, 해안 등 수심이 얕은 수면에서 생활함

서식·분포  동아시아, 북유럽, 러시아

 

4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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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불해오라기

- 선정이유

· 갈대밭 활용과 더불어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덤불해오라기를 선정하 음

<표 4-23> 깃 종 : 덤불해오라기48)

분류  왜가리과-덤불해오라기(ILxobrychus sinensis)

형태

 몸길이는 33∼35cm, 날개길이는 13~15cm 
정도임

 수컷은 머리꼭 기와 뒷머리가 잿빛을 띠며 짧은 
댕기깃이 있음

 꽁지는 짙은 회색이며, 머리 옆과 목은 
보랏빛이지만 목등은 밤색임

 등은 회색, 나머지 부위는 누런 갈색이고, 몸의 
아랫면에는 줄무늬가 있음

 암컷은 수컷보다 색이 연함

번식·수명
및

생태특성

 봄철 한반도에 도래하여 번식하며 여름을 지내는 여름철새이자 습지·갈 밭·논 
등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조류임

 먹이로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곤충류·갑각류·양서류 등도 섭식함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생활하며 야행성이나 해가 질 무렵부터 행동함
 천적이 다가와 위험해지면 목을 하늘로 뻗어 부근의 갈 와 혼동되도록 의태(擬態) 

행동을 함
 수면 위에 둥지를 틀고 한배에 5∼6개의 알을 낳음
 갈  위에서 먹이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잡아먹음

서식지  습지·갈 밭·논
서식·분포  동아시아·동남아시아·서태평양

③ 권역 설정

❍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UNESCO MAB 모형 기반)

<표 4-24>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 :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

구 내  용 설  명

핵심지역
(Core Area)

수체 및 수변공간
깃 종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으며, 
보존과 개선이 필요한 구역

완충지역
(Buffer Zone)

하중도 및 고수부지
갈 밭 일원

핵심지역 주변을 설정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간섭(생태교육 및 체험 등)이 있을 시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전이지역
(Transition Zone)

제내지 및 고수부지 일원
인간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설정, 생태교육 및 
체험, 생태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8)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158&cid=40942&categoryId=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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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 UNESCO MAB

④ 권역별 활동·프로그램 

❍ 핵심지역

- 겨울철새 탐조 및 모니터링

· 정기적으로 철새 전문가 및 지역 내 관련단체와 함께 현황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실시

- 어도·샛강 복원

· 어도 및 샛강 복원을 통해 생태적 가치 증진 도모

❍ 완충지역

- 모새달 미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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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우점 식생인 모새달을 활용하여 모새달미로원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은 미

로체험을 할 수 있음

- 철새탐조

·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을 찾아오는 겨울 철새들에 대해 알아보고, 조류관찰대 

및 알콩쌀콩권역센터 내 전망대를 통해 생태관찰의 기회 제공

- 동진강 갈대축제

· 겨울철새 탐조 및 갈대, 억새 및 모새달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갈대 빗자루 만

들기, 흙피리 체험, 짚으로 감자, 고구마 굽기, 갈대부산물 소 먹이주기 등) 진행

- 습지 어린이학교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근 학교의 협조를 통한 지속성 확보

❍ 전이지역

- 농촌체험 활동 

· 알콩쌀콩권역센터와 연계하여 콩가루주먹밥 만들기 등 지역 내 주요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추진

· 숙박체험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1박2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숙박 연계 프로그

램 개발

- 동진강 생태탐방

· 동진강변생태공원 및 동진강 생태학습관을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동진강 식물 

및 동물상 생태조사·체험활동 진행

- 오토캠핑

· 알콩쌀콩권역센터 내 기존시설 활용

⑤ 권역별 시설 

❍ 핵심지역

- 물새류 휴식처 보전 및 복원

· 하중도 및 모래톱 복원 및 인공식물섬 설치를 통한 수질정화 및 조류휴식처 제공

- 양서파충류 서식처 조성

· 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을 통해 새로이 조성될 동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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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복합쉼터와 연계하여 동진강 고수부지 내에 조성

- 어도·샛강 복원

· 어도 및 샛강 복원을 통해 생태적 가치 증진 도모

❍ 완충지역

- 모새달미로원 조성

· 지역 내 특이 습지식물인 모새달을 활용한 모새달미로원을 조성하고, 생태놀이공

간의 기능을 부여

- 데크관찰로

· 모새달미로원 및 갈대밭을 중심으로 데크관찰로 조성

- 조류관찰대

· 데크관찰로, 제방, 알콩쌀콩권역센터 전망대 등에 관찰대 설치 및 해설안내판 설치

- 습지놀이터

· 아이들이 놀며 자연스럽게 생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공간

❍ 전이지역

- 동진강 생태학습관

· 동진강변공원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생태학습관 조성

· 동진강에 서식하는 주요 동식물상을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알콩쌀콩권역센터

· 대상지내에 일반농산어촌사업을 통해 조성된 알콩쌀콩권역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을 함께 활용

· 오토캠핑장 및 소규모 펜션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숙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동진강변생태공원

· 기존 동진강변공원의 운동 및 휴식공간을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탐방객들이 동진강의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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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권역별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권역 세부공간 시설 기능 활동프로그램

핵심
지역

수체 및 수변공간

기존습지활용,
하중도, 모래톱

수질정화, 야생생물 
서식처,

물새류 휴식처,
소형조류 은신·휴식처,

양서파충류·곤충류서식처

동진강 생태자원 
관찰 및 교육 

어도·샛강(복원) 어도·샛강 복원

완충
지역

하중도 및 
고수부지

갈 밭 일원

모새달미로원
데크관찰로

수질정화,
생태놀이공간

갈 미로 체험

조류관찰 조류관찰 철새탐조

습지놀이터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

생태놀이공간
습지 어린이학교

전이
지역

제내지 및 
고수부지 일원

동진강 생태학습관 생태교육
동진강의 생태자원 

교육 및 체험

알콩쌀콩권역센터
농촌체험
오토캠핑

농촌체험
운동, 레저

동진강변생태공원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

생태놀이공간
동진강 생태탐방

⑥ 기본구상도

<그림 4-23> 백산성·동진강휴게소 구역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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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성서원 생태 경관 지구

❍ 프로젝트명 : 무성서원 구역 육성 및 활용방안

❍ 사업위치

·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및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일원

❍ 사업규모

· 정읍송정 및 무성서원 일원, 은석천, 동각, 중앙노소재 일원

· 면적 : 약 87,000㎡

<그림 4-24> 무성서원 구역 위치도

가) 현황분석

❍ 역사문화자원

- 무성서원

·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에 위치한 무성서원은 1968년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 고려시대 지방 유림의 공의로 최치원(崔致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생

사당(生祠堂)을 창건하여 태산사(泰山祠)라 함. 이후 1483년 정극인(丁克仁)이 세운 

향학당(鄕學堂)이 있던 지금의 자리로 이전됨

· 1549년 신잠(申潛)의 생사당을 태산사에 배향하 으며, 1696년 최치원과 신잠의 

두 사당을 병합한 뒤 ‘무성(武城)’이라고 사액(賜額)되어 서원으로 개편되어, 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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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함

· 무성서원은 1868년 경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훼철(毁撤：헐어 부수어서 걷어 버

림)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며, 그 뒤 지속적인 중수와 보수를 거

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림 4-25> 무성서원 구역 인문·사회 분석

- 송정

· 1990년 6월 전라북도의 문화재자료 제133호로 지정된 송정(松亭)은 전라북도 정

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위치한 정자임

· 송정은 7광 10현들이 모여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지어 읊으며 즐기던 곳으로, 7광 

10현이란 광해군 시절 어지러운 세상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송정에 모여 세

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김대립, 김응창, 김광, 안치중 등의 인물임

- 감운정(유상대)

· 유상대는 한중일 문화권에서 술잔을 띄우고 자기 앞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를 읊는 

유상곡수를 즐긴 곳으로 최치원과 관련성이 깊다고 알려져 있음

· 1735년 대홍수로 유실된 뒤 다시 복구하 으나, 1834년 다시 찾아온 대홍수로 유

상대와 유상곡수가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짐

· 1919년 유상대가 있던 자리에 감운정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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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사

· 2000년 6월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54호로 지정된 남천사는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사당임

· 1676년 창건하여 원모당 등의 위패를 모셨으나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헐렸다가 1926년 증건함

· 위패를 모신 인물 중 손홍록과 안의는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경기전의 태조 정 및 제기를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보존하는 데 공을 세웠고, 

김후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귀(李貴)와 함께 장성(長城)에서 의병을 모으고 

양곡을 거두어 선조가 있는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와 고경명(高敬命)의 군진

(軍陣)에 보내는 공을 세웠음

- 김명관 고택

· 1971년 5월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김명관 고택은 정읍시 산외면 오공

리에 위치한 고택임

· 김동수의 6대조인 김명관(金命寬)이 1784년(정조 8)에 건립한 상류층 고택으로 풍

수지리적으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터전에 세워짐

· 후세에 보수 또는 개조되지 않아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조선시대 양반들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음

- 칠보물테마유원지

·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에 위치한 칠보물테마유원지는 옥정호와 동진강

의 수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놀이공간임

· 칠보물테마유원지는 물 테마 전시관을 비롯하여, 유상대, 야생화 관찰원, 수생식물원, 

분수대, 인공폭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체험전시관에는 물레방아, 수차 등 물을 이용 

시설과 수력 발전 시설 미니어처 등 탐구학습 시설이 있어 방문객들의 흥미를 돋움

② 권역 설정

❍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UNESCO MAB 모형 기반)

<표 4-26> 토지이용전략 지정기준 : 무성서원 구역

구 내  용 설  명

핵심지역(Core Area) 수체 및 수변공간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존과 개선이 필요한 구역, 
은석천

완충지역(Buffer Zone)
역사문화 
주요지점

무성서원, 정읍송정, 향토문학사료관
중앙노소제 (유상  복원)

전이지역(Transition Zone) 기존 취락지구 기존 마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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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무성서원 구역 UNESCO MAB

③ 권역별 활동·프로그램 및 시설

❍ 핵심지역

- 은석천 생태하천 복원

· 현재 상태가 불량한 은석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들에게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

· 생태시설 조성 : 생태습지, 어류서식처, 수서식물, 여울, 생태연못, 하중도 둥

· 친수시설 조성 : 만남의 광장, 실개천, 산책로, 생태주차장 등

갈 , 부들 등을 이용한다양한 수생물 서식처 조성 수서곤충 이동통로 조성/ 피난 및 산란장소 제공

방틀설치로 어류의 피난처 및 산란처 제공 하천기초 식생  형성 및 저서생물 서식처 제공

<그림 4-27> 온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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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지역

- 가사문학공원 조성

·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성정, 송정, 후송정 일대를 아우르는 가사문학공원 조성

· 정극인 동상, 시비 등 설치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및 정읍가사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상춘곡 꽃동산 조성

· 상춘곡의 배경인 성황산과 동진강 일대의 경관을 배경으로 꽃동산을 조성

· 가사문학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며, 정읍구절초 축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화

과를 주제로 한 가을정원 조성

- 유상대 및 유상곡수

· ‘유상곡수(流觴曲水)’는  한중일 문화권에서 술잔을 띄우고 자기 앞으로 내려올 때

까지 시를 읊던 곳. 유상대는 유상곡수를 즐긴 곳으로 최치원과 관련성이 깊다고 

알려졌음. 현재 동진강변의 감운정으로 지목

· 4세기 경 왕희지가 절강성 소흥(紹興)의 난정(蘭亭)에서 즐겼다고 알려져 있고, 중

국에서 새로 조성하며 많은 관광객 유입의 계기 마련

· 『무성서원원지』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고지도에서도 유상대를 그렸고, 심지어 일

부 지도에서는 무성서원은 없다 해도 유상대는 기입하는 현상이 나타남

· 유상대를 복원하고,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최치원과 연관성 강조 및 랜드마크화

· 유상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만큼 조각상, 유상대의 복원, 선비와 관련된 조형물 

제작,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 무성서원과 함께 랜드마크화 할 필요 있음

<그림 4-28> 현재 난정의 모습(https://www.baidu.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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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도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편집) 

해동지도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편집) 

<그림 4-29> 고지도에 보이는 유상대
- 동각 복원

· 태인 고현동 향약을 보급하던 역사문화유산인 동각 복원

· 동각은 향약을 실시하고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현재 건물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이

며, 건물 복원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향약 관련 문서 및 제도들 또한 복원 필요함

④  기본구상도

<그림 4-30> 무성서원 구역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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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강 생태자원 보전 및 관리방안

가. 보호구역 설정 및 공존공생구역 지정

1) 보호구역 설정

가) 보호구역 설정 기준

❍ 보호구역 설정 기준 참고자료

-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생태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방법 및 

기존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정비계획을 준용하 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지정하며,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함

 1. 희귀 야생생물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자료: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지정하며, 「자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함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자료: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은 내륙 및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해 

지정하며, 「습지보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함

 1. 자연 상태의 원시성 유지 또는 생물다양성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또는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자료: 습지보전법

-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3대 기능(치수, 이수, 환경기능)의 비중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공간관리를 위한 구역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함(그림 4-31 및 그림 4-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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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하천기본계획상 하천의 공간구분 형태

구역명 내용

보전지구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
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복원지구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친수지구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지구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
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자료: 국토해양부(2012)49)

<그림 4-31> 동진강 하천기본계획(2009) 상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구분도
자료: 국토해양부(2009)

49) 국토해양부, 2012, 만경강 하천기본계획(보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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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설정 기준 도출

-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 

기본계획의 구역 지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보호구역(핵심지역 및 완충지역) 설정 기준을 도출함

· 표종 발견지점과 서식지를 활용하는 방안
· 보전가치가 높거나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
· 우수한 생태경관을 보유한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

나) 보호구역 설정

① 대표종 및 서식지를 활용한 보호구역 설정

❍ 황새 발견지점 및 서식지를 핵심지역으로 지정

-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위치추적 발신기를 단 황새가 자주 출현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황새 서식 및 휴게구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향후 황새 다출현 지점을 중심으로 구획된 핵심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실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황새 출현지점에 대한 위치좌표 및 주변 

서식지 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한 후 아래와 같이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자연생태거점 중 황새 다출현지점과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발견지점과 서식지를 중심으로 일
정 구역(예: 반경 500m 이내)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②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천습지를 핵심지역으로 지정

-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예정인 신천습지는 국내 최대의 하천습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아 핵심지역으로 지정

- 신천습지는 유역이 넓고 수중보로 인해 유속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습지 내에 많은 

하중도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함

- 환경부는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 하도습지 26곳 중 신천습지만이 유일하게 습지 

보전등급 상(上)으로 분류함

- 물이 흐르지 않는 환경에서 서식하는 종과 물이 빨리 흐르는 곳에서 서식하는 종들이 

다양하게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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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신천습지 경관
자료: 이정현(2019)

❍ 춘포지역 하천구역과 화신습지를 핵심지역으로 지정

- 춘포지역의 하천구역에서는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발견되고 있고, 느시, 흑두루미, 

재두루미, 삵, 꼬마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되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임

- 화신습지는 과거 만경강이 일제강점기에 직강화된 이후에도 배후습지로 남아있는 

구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임

- 남측의 구 하천곡류지역 역시 일제강점기 직강화되기 이전 곡류 흔적이 있는 곳으로 

적극적인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곡류지역의 습지로 복원할 수 있는 지역임

- 따라서 춘포지역의 하천구역과 화신습지 및 남측 구 하천곡류지역을 하나로 묶어 

핵심지역으로 지정

<그림 4-34> 춘포지역 화신습지 및 구 하천곡류 지역 현황
자료: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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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진지역 하천구역(북측)을 핵심지역으로 지정

- 신창진지역은 독수리, 매, 황조롱이, 말똥가리, 큰말똥가리, 참매, 검은어깨솔개, 

흰꼬리수리 등 맹금류가 많이 발견되고,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가창오리 등 대형 및 중형 물새류가 많이 발견되거나 서식하는 지역임

- 신창진 지역 하천구역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로 이어지는 지역을 묶어 핵심지역으로 

지정

❍ 백산성~동진강휴게소 일대 육화지역을 핵심지역으로 지정

- 백산성에서 동진강휴게소로 이어지는 지역은 과거 하천구역내에 농경지 던 곳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초지로 전환한 곳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재로서는 

생물다양성이 낮고 생태적 보전가치는 낮은 실정임

- 그러나 하천 고수부지 조성된 초지 면적이 넓어 향후 적극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한다면 동진강을 대표하는 생태복원지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백산성에서 동진강휴게소에 이르는 동진강 하천구역 내 고수부지 일대를 

핵심지역으로 지정

2008년 항공사진 2018년 항공사진

<그림 4-35> 백산성~동진강휴게소 인근 항공사진 변화

자료: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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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 보호지역 지정

❍ 신천습지지역을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 자연환경 관련 법정 보호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문화재보호구역)이 있음

- 만경강 신천습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들 수 있음

-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관리할 수 있고, 

완충지역에서는 탐방활동, 전이지역에서는 주거나 음식물 판매, 숙박, 생활편익시설 

등이 가능하여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습지보호구역은 보호생물종에 대한 포획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경작, 건축이 제한되나 

하천 주변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 근거가 약함

- 그러나 습지보호구역은 최근 법개정을 통해 협약인증습지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협약인증습지도시에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해짐(2021.7.6 시행)

- 만경강 신천습지와 유사한 하천습지인 한강하구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최근에 장항습지(5.956㎢)가 국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됨

- 만경강 신천습지도 이와 같이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우선 

추진한 후 추가적인 생태계 조사와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보전대책을 추진한 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향으로 추진

구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4조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정권자 ·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지정기준

· 자연 상태 원시성 유지 또는 생물다양
성 풍부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지질이 특이,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 유지 필요지역

· 다양한 생태계를 표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표본지역

·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통령령)

· 자연 상태의 원시성 유지 또는 생물다양성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또는 
나타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표 4-28>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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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 철새이동경로사이트 지정

❍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 월동지역을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로 지정

-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는 국제적인 철새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에서 지정하는 동북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포함됨

- 황새, 노랑부리저어새뿐만 아니라 가창오리 등 동북아 철새이동경로를 거치는 많은 

물새류들이 만경강과 동진강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 각국에서는 철새보호를 위해 전세계 148곳(2020년 현재)에서 철새이동 

구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구역설정

핵 심
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방지
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
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
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별도의 구역설정 기준은 없음
· 습지보호지역 주변으로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습지개선지역 지정할 수 있음(심하게 훼손/훼
손 심화 우려지역,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완 충
구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
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 이
구역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
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행위제한

핵 심
구역

· 야생동식물 포획·채취·이식·훼
손행위

· 건축물 신축, 증축, 토지형질
변경

· 하천, 호소 구조변경, 수위, 수
량 증감을 불러오는 행위

· 토석채취
· 기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습 지 보
호지역

· 건축물/인공구조물 신축/증축, 토
지 형질변경

· 습지 수위/수량 증가/감소 행위
· 흙·모래·자갈·돌 채취 행위
· 광물 채굴 행위
· 동식물 반입, 경작·포획·채취 행위

완 충
구 역 
가 능
행위

· 지에 주거용 건축물 설치
· 생태탐방, 학습시설
· 산림사업
· 농·임·수산업 관련 건축물 설치
· 개인묘지 설치

습 지 주
변 관 리
지역/
습 지 개
선지역

· 생태계교란생물, 해양생태계교란
생물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

전 이
구역

· 완충구역내 가능행위
· 주민생활 건출물
· 방문객 음식숙박판매시설
· 주민, 방문객 공용시설
· 생활편익시설

기타
· 자연경관 향 협의(거리 500m 이내 

개발사업)

· 하천구역에 지정할 때 하천관리청과 협의/승
인을 받아야 함(2021.7.6 시행)

· 협약인증습지도시 지정 및 재정 지원
(2021.7.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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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사이트(Flyway Network Site)를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6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 만경강과 동진강의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 출현빈도가 높은 지점을 철새이동 

경로사이트로 지정하여 철새월동지로서 새만금과 만경강, 동진강 지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철새보전을 위한 학술적·지역적 보전사업을 추진

<그림 4-36> 우리나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지정 현황
자료: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https://foundation.eaaflyway.net)

마) 완충지역 – 보전과 이용의 조화

❍ 자연생태 거점과 생태복원 거점을 완충지역으로 지정

- 자연생태 거점은 만경강지역 활동가(유칠선 박사) 등에 의해 주요 생물종(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함)의 출현이 빈번한 지역으로 조사된 곳으로 핵심지역 주변의 

완충지역으로 지정

- 생물다양성 보전과 최소한의 인간 이용 행위로써 탐조활동, 산책, 휴식(취식행위는 

금지) 등을 도입하는 지역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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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중국 우한 양쯔강 리버프론트공원 조성사업의 생태관광 공간 조성 개념도
자료: 2021 Sasaki Associates, Inc.

❍ 생태계 교란행위 단속 및 침입외래종 퇴치사업 추진

- 생태복원 거점은 인간의 불법어로, 패러글라이딩 등 강 생태계 교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저하된 생물다양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함

- 침입외래종으로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인 큰입배스, 블루길 등에 대한 

퇴치 사업을 함께 추진함

❍ 동진강 하천구역 내 어도 조성

- 만경강에는 어류의 이동을 돕기 위한 생태통로인 어도가 조성되어 있으나 동진강에는 

어도가 조성되지 않아 어류가 이동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진강의 주요 보(洑)를 대상으로 어도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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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존공생구역 지정

가) 전이지역 – 적정한 이용 활성화

❍ 제방과 제내지, 제방 경사지와 건강·레저 거점 지역을 전이지역으로 지정

- 제방에서 경사지를 따라 제내지로 이어지는 지역은 강 생태계 보전을 통해 창출되는 자연 

혜택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함

- 주요 교통로 등 방문객이 출입하는 부분에 입구를 알리는 조형물 등 시설을 배치하고, 방문자 

센터, 강 생태계 복원 과정과 주변 생태계를 알리는 전시·교육 시설(박물관) 등을 도입함

- 전망이 좋은 지점에는 북카페, 전망대 등 휴게시설 설치

- 제방에는 자전거길과 강 생태탐방을 위한 둘레길을 조성하되, 차양을 위한 식재 

(메타세쿼이어, 미루나무 등) 실시

<그림 4-38> 미국 로스엔젤레스 River Natural Park(상); 중국 상하이 Jiading 

Central Park Restoration Project(하) 조성 사례

자료: INHABITAT50); Sasaki Associates, Inc. (2021)

50) https://inhabitat.com/plans-forge-on-for-la-river-restoration-with-the-opening-
of-the-glendale-narrows-riverwalk/restoration-plans-for-la-rive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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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울산 태화강 방문자센터 및 박물관 조성 사례
자료: 울산광역시(hhttps://www.ulsan.go.kr/s/garden/main.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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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 생태문화와 주변 지역간 연계방안

가. 자연미술 접목 ; 환경예술제

1) 환경․생태예술 개요

❍ 환경예술

- 시간이 지날수록 대두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예술적 접근에 대한 관심 고조. 환경과 예술을 융합하여 생명의 다양성을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작품 등을 환경․생태예술이라고 함

- 환경예술(環境藝術, Environmental Art)은 작품 자체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주변 

환경과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가짐. 거대한 공간 구성이나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공간적, 시간적 실험을 지칭하는 사례가 많음51)

❍ 생태예술

- 생태예술(生態藝術, Ecological Art)은 생태계의 조건에 향을 주고 받는 정치, 문화, 경제, 

사상 등을 다루고 지구의 생명형태와 자원 및 생태의 보존 등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예술

- 자연물들 사이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한 발 더 나아가 자연을 접하는 인간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그 관계망 속의 삶을 표현하는 것52)   

❍ 정크 아트

- 정크 아트(Junk Art)는 못 쓰는 물건 또는 폐물, 고철, 폐지 등 부서지고 버려진 것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의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물체도 포함하며 이를 이용한 미술 작품 

-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장르로 승화된 것으로 에코디자인 중의 하나53)  

❍ 자연미술

- 자연미술(Nature Art)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과 예술의 문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여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통한 평화공존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실현하며 미술로 표현

- 야투(野投)의 자연미술 : 설치 혹은 간단한 드로잉과 행위 등의 방법으로 이루는 현장성 

51) 네이버 미술대사전(용어편), 2021년 5월 21일 검색.(https://terms.naver.com)

52) 조경만, ｢생태예술, 북미원주민 의례 속의 비의도적 구현과 현대사회의 의도적 실천｣, 
『무용역사기록학』 36, 2015. 

53) 월간미술 편저,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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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미술. 자연을 미술 표현의 대상이 아닌 자연 자체가 작품 안에서 직접 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미술로 인식.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에 뿌리

자료 : 고승현, “자연미술” 야투 YATOO(野投), 전북연구원 전문가회의 발표자료

2) 자연미술 사례

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 정의

-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가 충남 공주시 연미산에서 주최하는 국제 미술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공주시의 후원으로 진행

- 1개월 간의 작품 제작기잔 중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작가들이 머물며 작품을 제작하고 

작품은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금강쌍신공원에 상설 전시

❍ 연혁

- 1981년 8월 공주를 근거로 활동하던 젊은 미술가들인 고승현, 유동조, 임동식, 지석철, 

허진권 등이 중심이 되어 ‘야외현장미술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야외현장미술 

연구회창립전으로 “야투(野投)” 전시회 개최

- 1983년 야투 자연미술회로 이름 변경

- 1991년부터 공주에서 개최한 금강국제자연미술전은 국제적 미술 운동으로 확대되고 

세계 미술계에 상징성 보유. 한국에서 발전한 자연미술 방법론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작가들과 함께 자연미술운동을 발전시키는 계기

-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프로그램 NATURE ART WORKSHOP인 “YATOO-i 

PROJECT”을 시행 중

❍ 비엔날레 개최

- 비엔날레 :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는 의미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 

 ※ 세계 3대 비엔날레 : 베네치아비엔날레(이탈리아), 상파울루비엔날레(브라질), 

휘트니비엔날레(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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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2004년에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장군봉 자연미술공원에서 처음 시작한 뒤, 홀수년에는 프레비엔날레, 짝수년에 

비엔날레 형식으로 개최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Global Nomadic Art Project’라는 형식으로 20여 개국 

31개 그룹에서 비엔날레에 참여하여 환경을 주제로 전세계에서 실시

- 2015년부터 과학과 환경, 예술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비엔날레 실시 

-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정안천생태공원, 금강국제자연미술센터, 공주 희망의숲 공원, 

쌍신생태공원, 제민천 등 여로 곳에서 개최되었지만, 2016년부터 연미산자연 

미술공원을 중심으로 개최. 자연스럽게 많은 작품들이 설치되며 볼거리 및 체험 거리 

제공   

- 시민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까지 진행

- 현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미산 일대의 자연미술공원은 

많은 관람객이 참석하는 곳으로 발돋움

- 공주의 연미산 등의 성과를 토대로 부여는 백마강 국가정원 유치 신청 결정54)

❍ 대상지 현황

2017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SCIENCE WALDEN PAVILION

Teneul Thierry – France, Twirl, 2012 교육프로그램

자료 : 고승현, “자연미술” 야투 YATOO(野投), 전북연구원 전문가회의 발표자료

54) KBS, ｢백마강 국가정원 유치 도전장｣, 2021년 5월 8일.(검색일 : 202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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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정원의 환경․생태 예술 적용 사례

❍ 순천만 국가정원

- 순천만과 관련하여 조성한 정원으로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2015).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 고,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 성공

- 세계 11개국의 특색 있는 정원 양식인 세계정원, 참여정원, 물의정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환경과 생태 예술을 적용한 정원이라고 할 수 있음  

- 2019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순천, 국제생태환경실험예술제’를 실시. 7개국 

아티스트들이 모여 퍼포먼스 형태로 실시

- 대상지 현황

2017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순천만국가정원(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상)

❍ 태화강 국가정원55)

- 울산 태화강과 관련하여 조성한 정원으로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2019).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돌아옴’이라늩 주제로 대한민국 생태복원의 대표적 사례

- 생태, 대나무, 계절, 수생, 참여, 무궁화 등 6개 주제를 가진 20개 이상의 테마정원으로 

구성된 ‘자연주의 수변정원‘

- 환경오염의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태화강을 1급수를 만들고, 800여 종의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하는데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꼽을 수 있음

- 국가정원 지정 이후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2019), 태화강 봄꽃 대향연(2019), 

2019 정원스토리페어(2019),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선포행사(2019),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2020), 2020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2020),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 

(2020), 태화강 국가정원 1주년 기념행사(2020) 등을 진행

55)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팜플렛」,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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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국제 설치미술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생태, 환경, 자연과 

관련된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음

- 대상지 현황56)

2020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국가정원 개요

다) 시사점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시사점

- 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히 실행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고, 관련 작품이 누적되며 안정적인 

관광지로 위상 제고

- 만경강과 동진강은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생태공원 및 제외지, 하중도 등에서 작품을 

설치하여 자연과 함께 하고, 넓은 공간에서 자연 친화적 양상을 보일 필요 있음

- 현장의 모든 작품은 그 수명의 한계에 따라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인위적으로 작품을 교체하지 않고,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관점으로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는 방식 진행

- 만일 만경강, 동진강에 홍수 등 자연재해 등이 있어 작품이 일부 훼손되거나 

철거되더라도 자연합일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음

- 자연과 친화라는 주제로 현재 전세계 이슈와 부합하고, 생태문명의 중심지로서 

전라북도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음

❍ 국가정원의 시사점

-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은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문화와 

연계된 비엔날레 혹은 자연미술 전시 등을 단일 행사로 치루고 있지만 이들을 연계하지 

56) 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 울산누리와 태화강국가정원 누리집 참조. 검색일 : 2021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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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따라서 만경강 동진강은 자연미술 비엔날레 등을 매년 실시하여 생태를 중점으로 

한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 있음 

- 두 지역 모두 단일 지자체에만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만경강과 동진강은 여러 

지자체가 해당되는 만큼 순회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상지를 

확장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지역간 연계방안

❍ 정책적 연계방안

- 공간으로서 환경․생태 장소성을 강화하고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안으로모색해야 함.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생태와 환경․역사․문화 등 다양한 자원의 

활용성을 바탕으로 선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시군의 거점 구역을 강화해야 함

- 만경강이라는 자연에 역사적 경험, 문화적 다양성 등을 포함하여 장소마케팅을 

추진하여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함

-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독창적이고 차별적 성격을 가진 사업을 제시하고, 국비 및 

지자체의 사업을 매칭할 필요성 있음

❍ 국제환경예술제 개최

- 비엔날레는 미술 분야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

- 만경강의 자연과 생태라는 강점과 특수성을 토대로 한국과 세계 미술계를 관통하는 

생태문명의 맥락을 찾아 기획 전시

- 국내 비엔날레 현황

광주비엔날레 전 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구 사진 비엔날레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창원 조각 비엔날레 서울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공주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 국내 국제환경예술제 현황

· 부산국제환경예술제 :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18회 실시. 세계인이 참

여하는 환경예술의 축제로 포럼과 국제공모전, 현대미술전 형식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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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 2011년부터 조직 등을 만들기 시작하여 경남 하동군에 

지리산아트팜/지리산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2016년에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

제 겸 제1회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 개최.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부

터 시작하여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후원

2020 부산국제환경예술제 포스터 2020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 카멜레존을 통한 공간의 다양화

- 카멜레존(chamele-zone) 방식으로 예술과 공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 이를 통해 지역적 특징을 가지는 공간의 용도를 변화하고 본래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보유한 복합문화공간의 면모로 재창조 가능

 ※ 카멜레존 : 카멜레온과 구역을 의미하는 존(zone)의 합성어. 카멜레온이 주변 변화 

따라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기존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을 상황에 따라 새롭게 

변신하는 공간 트렌드를 의미

- 자연미술의 설치 지역을 비엔날레 기간에는 전시장으로 만들고, 그 외 기간에는 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

- 예를 들어, 완주 신천습지는 신천습지와 관련된 생태공원을 조성 한 후, 이곳에서 

자연미술 등을 설치하여 행사를 치루고, 인근의 상운리 유적과 관련된 역사공원 및 

체험관을 밀집시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 이는 춘포(익산), 신창진(김제) 등도 적용 가능

❍ 환경과 예술, 인문을 결합한 축제의 장으로 

-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는 미술 작품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제를 통해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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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병행

- 부산국제환경예술제는 환경과 생태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을 실시. 따라서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거점 지역에서 행사와 더불어 생태문명 등의 주제로 포럼 등의 실시

- 어린이 환경미술대전을 통한 미래세대의 관심 촉구 및 해당 지역 홍보

- 생태문명과 관련된 전문가 등의 강좌를 통한 이론적 토대 마련

- 대상지에서 사물의 새로운 미적 표현 대상으로 재발견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정크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술가, 지역민, 

남녀노소 모두 이용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

- 환경 음악분수를 통해 수질 개선과 자연친화적인 주민의 휴식 공간 확보. 예 : 양구 

파로호 음악분수

양구읍 파로호 환경음악분수(양구군)
클린하이커스의 정크아트

(앵부리의 Art Hiking 블로그)

- 주변의 농경지를 경관 자원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평야로 

쌀과 보리 등의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이용하여 농촌경관을 통한 

지역관광의 자원으로 활용. 아울러 지역의 수목원 혹은 식물원도 원예식물을 이용한 

경관농업에 포함되므로 하천 지역에 유채꽃, 금계국, 국화 등을 식재하여 관광화 필요. 

호남평야 예술제 등으로 승화 가능

❍ 추진주체

-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통한 축제 및 행사 기획

- 향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한 국제환경예술제 혹은 

생태적 치유마을 등의 조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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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네트워크 구축

1) 생태축 공간구상 및 조성 방향

가) 생태축 현황 분석

❍ 생태축 현황

- 만경강은 하류지역에서 북측으로 산림생태축인 금강정맥, 남측으로 모악지맥에 

둘러싸여 있으며, 상류지역에서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으로 이루어진 유역권을 

형성하고 있음

- 동진강은 하류지역에서 북측으로 모악지맥과 남측으로 두승지맥에 둘러싸여 있으며, 

상류지역에서는 호남정맥으로 이루어진 유역권을 형성하고 있음

- 만경강과 동진강은 하류 지역에서 새만금과 만나며 특히 만경강 하류지역의 진봉산 

(73.2m), 봉화산(84.9m), 국사봉(61.3m), 이성산(61.9m)을 따라 모악지맥과 만나고 

있음

<그림 4-40> 만경강, 동진강 유역 생태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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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만경강 하류 모악지맥과 만나는 지점 현황

나) 생태축 공간구상

❍ 대표종 서식지를 연결하여 하천 수생태축 연결

- 황새와 노랑부리백로, 퉁사리 등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과 서식지, 방류지점을 주요 

거점으로 하고, 거점 간 만경강, 동진강 수역과 완충지역을 통해 수생태축의 연결성을 

확보함

- 수역 주변 육화된 지역에는 하천수목을 식재하고, 황새 둥지탑 조성과 오리류 서식환경 

조성을 통해 물새들의 서식 조건을 개선

❍ 산림축과 하천축의 생태네트워크 연결

- 모악지맥의 종단 부분은 만경강 하류 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므로 산림축과 

하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연속생태계(Eco-continuum)로서의 가치를 제고함

다) 생태네트워크 조성 방향

❍ 보호구역: 서식지 조성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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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부지 지역은 버드나무와 갯버들 등 식재를 통해 유속을 저하시키고 갈대류, 초본류 

식재로 오리류의 서식지를 조성함

- 구 하천 곡류 지역에 형성된 습지 지역은 황새나 노랑부리저어새, 오리류 등의 서식지가 

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므로 핵심지역으로 구분하고 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

- 제외지 자투리땅에서 행해지는 경작지역 중 점용허가지역은 토지매수를 통해 자연적인 

하천 습지로 조성하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

- 새만금 지역과 만경강, 동진강 하천구역 내에서 육지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버드나무 

등 자연 천이된 수림대와 유사한 식생대를 조성

❍ 공존공생구역 : 생태제방 건설

- 제방 내측과 외측에 절토와 성토를 통해 기존의 좁고 급경사인 제방을 넓고 완만한 

경사를 가진 제방을 구축하는 이른바 ‘수퍼제방’이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부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시도되었음

- 일본은 인구가 집중된 도쿄와 오사카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1986년부터 ‘수퍼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수퍼제방은 완만한 경사와 낮은 경사로 제방을 구축하여 강변 상습 침수지역의 제방 

붕괴를 방지하고, 제방 위쪽은 다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우리나라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수퍼제방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살리기’라는 용어와는 다르게 기존 하천을 더욱 인공적인 하천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문제로 지적되었고, 결국 수퍼제방은 도입되지 못함

- 본 연구에서는 제방의 고저차를 저감하는 수퍼제방의 순기능은 살리되, 인공적· 

토목구조물 중심에서 벗어나 생태숲과 자연형 하천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중국 우한 양쯔강의 리버프론트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수역과 제방 구간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넓어진 천변 고수부지 구역을 자연형 하천습지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함(그림 4-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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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중국 우한 양쯔강 리버프론트공원 조성사업의 단면별 공간구상

자료: 2021 Sasaki Associates, Inc.

❍ 공존공생구역 : 하천변 식재를 통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 제방지역은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숲길 걷기를 통해 힐링을 체득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수변 녹지축을 

형성함

- 메타세콰이아, 백합나무, 대나무, 소나무, 편백, 대왕참나무 등 수관이 아름답고 심리적 

안정과 힐링 효과를 줄 수 있는 수종 식재

❍ 공존공생구역 : 불법 경작지 단속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 제내지 불법 경작 지역은 단속을 실시하고, 확보된 농지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

- 공존공생구역 외곽 제내지에 폭넓게 분포하는 경작지역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舊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통해 황새 및 노랑부리저어새 등 겨울철새 먹이 주기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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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생태숲 조성

가) 하천 생태숲 조성 방향

❍ 생태숲 조성 고려 사항: 식생 천이, 기존 식생, 목표 식생, 인간 이용

- 4대강 살리기 사업 실시에 따라 기존 하천구역내 경작지를 초지로 전환하 고, 시간 

흐름에 따라 육화가 진행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스런 식생 천이가 진행됨

- 하천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연스런 식생 천이와 함께 기존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실시 이전의 식생을 참고하고, 향후 자연스런 하천 환경에서 서식 가능한 

수종을 고려하여 수종 식재를 추진해야 함

- 공존공생구역(전이지역)의 경우에는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관광, 힐링, 체험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므로 도입 수종도 이에 맞게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을 권장

❍ 건설교통부 보고서(2007)에 제시된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 분포 수종

-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은행나무, 소나무, 

은사시나무, 왕대, 양버들, 이태리포플러, 버드나무 등의 교목과 갯버들, 뽕나무, 

조팝나무, 무궁화 등의 관목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구분
수 종 명 

교 목 관 목 (만 경)

만경강

은행나무, 소나무, 은사시나무, 양버들, 이태리포플러, 
왕 , 버드나무, 용버들, 능수버들, 개수양버들, 

팽나무, 티나무, 양버즘나무, 가죽나무, 자귀나무, 
아까시나무, 벗나무, 참오동나무

갯버들, 뽕나무, 조팝나무, 싸리, 
칡, 족제비싸리, 무궁화, 개나리

동진강

은행나무, 개잎갈나무, 왕 , 버드나무, 이태리포플러, 
왕버들, 능수버들, 나무개수양버들, 상수리나무, 
느릅나무, 자귀나무, 양버즘나무, 아까시나무, 

참오동나무 

갯버들, 눈갯버들, 뽕나무, 
조팝나무, 복사나무, 싸리, 칡, 

족제비싸리, 무궁화 

<표 4-29> 만경강 및 동진강 지역에 분포하는 수종

자료: 건설교통부, 2007,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안)

❍ 동진강 하천기본계획(2009)에 제시된 수변 식재 방향

- 고수부지부 천변초지를 생태적 추이대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생 

하천식생 분포역을 확장하고, 타 생물종의 서식을 유발하는 밀원식물, 식이식물을 

식재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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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경강, 동진강 하천 생태숲 조성

❍ 하천 내 식재 권장 수종

- 건설교통부(2007)는 우리나라 하천에 식재하기 적합한 수종을 내습성과 호습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과 외국 도입 수종에 대해 하천 내 조성에 적합한 장소별로 

제시하 음

- 식재권장수종으로는 교목으로 자생 수종에서는 우선수종으로 버드나무, 왕버들, 

능수버들, 개수양버들 등 버드나무 종류가, 도입 수종으로는 보조수종으로 메타세콰이어, 

낙우송이 선정되었으며, 관목으로는 자생수종으로 갯버들, 눈갯버들이 선정됨

자생 성상 내습성 호습성 
식 재 권 장 수 종 하천내 

적정 위치 우 선 수 종 보 조 수 종 

자생
수종 

교 목

강 함
매우 강함

강 함 버드나무, 왕버들, 
능수버들, 개수양버들 고수부지 및 측단 

보 통 느릅나무, 팽나무 
신나무, 귀룽나무, 
곰솔, 모감주나무, 

피나무
고수부지 및 측단 

약 함 느티나무, 벚나무 
자귀나무, 밤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참오동나무 

측단 

관 목
(만경)

강 함 매우 강함 갯버들, 눈갯버들 저수로 비탈 및 
고수부지 

강 함

보 통 조팝나무, 붉나무, 
송악, 개나리, 찔레 뒷턱 및 측단 

약 함 싸리, 칡 뒷턱 및 측단

도입
수종 

교 목

강 함
매우 강함

강 함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고수부지 및 측단 

보 통
이태리포플러, 

용버들, 은사시나무, 
양버들, 편백 

고수부지 및 측단 

약 함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아까시나무, 가죽나무 

개잎갈나무 측단 

관 목

강 함 매우 강함
강 함

보 통
족제비싸리, 앵도, 
무궁화, 뽕나무, 

복사 
뒷턱 및 측단 

약 함

<표 4-30> 우리나라 하천에 한 식재 권장 수종

자료: 건설교통부, 2007,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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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강 및 동진강 식재 대상 수종 선정(안)

- 본 연구에서는 건설교통부(2007)에서 제시한 하천 내 식재 권장 수종을 참고하되, 

보호구역(핵심지역 및 완충지역)과 공존공생구역(전이지역)으로 나누어 식재 권장 

수종을 제시함

- 보호구역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하천 내 식재 권장 수종을 중심으로 

수변지역에서 서식하기 적합한 내습성과 호습성이 강한 수종으로 식재

- 공존공생구역에서는 수관과 꽃이 아름답거나 토양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나무, 

힐링 및 체험에 유리한 수목을 식재

구분 보호구역 공존공생구역

식재 
위치

고수부지
제방 측단 제방 공원조성구역

수변지역 육화지역

수종
갯버들, 
눈갯버들

버드나무, 
왕버들, 

능수버들, 
개수양버들

이태리포플러, 
은사시나무, 

양버들, 편백,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느릅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편백,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역할
자연천이 , 
침수방지

자연천이 , 
침수방지

경관, 침수방지 차양, 경관, 휴양
경관, 힐링, 
치유, 휴양

<표 4-31> 식재 상 수종 선정(안)

3) 하천 및 구 곡류지역 습지 

❍ 춘포지역 하천구역과 화신습지 및 구 곡류지역 생태복원

- 춘포와 화신습지는 일제 강점기 이후 하천 직강화 사업에 따라 옛 물길의 원형이 훼손된 

지역으로 현재는 경작지와 거주지로 점유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습지로 남아있어 

야생생물의 휴식 및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 습지 지역의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변의 만경강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을 통한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옛 물길이 흐르던 지역을 생태복원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다음 사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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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사업 내용

1단계
일제 강점기 하천 직강화 이전의 고지도 등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옛 물길의 

공간적 위치를 확보

2단계 구 하천 곡류지역의 경작지와 거주지 지역의 토지 매수

3단계
만경강 본류 구간 및 곡류구간 내의 습지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4단계 주변 만경강 하천생태계에서 서식하는 깃 종을 고려한 하천 서식 공간 조성

<표 4-32> 춘포지역 구 곡류지역 생태복원사업 제안(안)

❍ 백산성~동진강휴게소 일대 육화지역 생태복원

- 현재 백산성에서 동진강휴게소 일대 지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농경지에서 

초지로 전환된 지역으로 자연적인 육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야생생물 서식지로서의 

생태적인 가치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정임

- 그러나 주변의 만경강 하구와 논습지에서 서식하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다양한 

야생생물(철새 포함)의 서식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진강 하구와의 생태적 연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동진강 하구 지역에서 발견되는 물새류와 양서류, 파충류 중 습지와 초지에 서식하는 

종을 생태복원 목표종으로 선정하고 물새 및 양서류와 파충류가 서식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생태습지, 하중도 및 모래톱 조성을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초지 지역과 습지 지역, 하천구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수변식생을 조성하고, 

물새류의 먹이원인 어류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어도를 하천구역 내에 조성함

4) 침입외래종 퇴치

❍ 보호구역(핵심지역과 완충지역) 내 침입외래종 퇴치 사업

-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 중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지역에 널리 분포하면서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위협이 되는 침입 외래종에 대한 퇴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수생태계에서는 어류인 큰입우럭(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파랑볼우럭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에 대한 퇴치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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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입우럭(큰입배스)

· 수심 1m내외로 얕고 유속이 느리거나(0.1～
0.3m/sec) 정체된 수역에 서식, 모래나 뻘로 형성
된 수역을 선호, 겨울에 수온이 떨어지면 월동을 위
해 수심 2~3m의 웅덩이 쪽으로 이동

· 육식성으로 수컷이 자갈이나 모래가 있는 곳에 둥지
를 만들고 암컷을 유인하여 산란. 4년에 16㎝로 성
장함

파랑볼우럭(블루길)

· 물 흐름이 없는 호수, 유속이 느린 하천 하류를 선
호

· 육식성으로 수컷이 직경 50㎝, 깊이 15㎝의 둥지를 
만든 후 암컷을 유인하여 산란하며 성체의 크기는 
40∼70㎝ 정도임

<표 4-33> 큰입우럭(큰입배스)과 파랑볼우럭(블루길)의 생태적 특성

- 육상생태계에서는 환경부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된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와, 

1950년대에 도입되어 여러 곳에서 심고 있지만 외래종인 큰금계국(Coreopsis 

lanceolata)에 대한 퇴치 사업 실시

미국쑥부쟁이

· 줄기는 원주형, 높이는 40~120cm, 꽃은 9~10월에 
피고 여러 꽃이 줄기 끝에 모여서 피며 하나의 꽃이 
줄기 끝에 피는 쑥부쟁이와 차이를 보임

· 번식력이 매우 강하며, 1970년  이후 전국에 널리 
퍼져 있고 들판이나 경사지, 초지 등 다양한 곳에서 
빠르게 번식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킴

큰금계국

· 높이 30~100cm이며, 꽃은 6~8월에 피는 여러해살
이풀로 한두해살이풀인 유사종 금계국(Coreopsis 
drummondii)과 다르며, 건조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람

· 북미 원산으로 우리나라는 1950년  화훼식물로 도
입, 1980년  이후 꽃길 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으
로 심어짐

<표 4-34> 미국쑥부쟁이와 큰금계국의 생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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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옛물길복원

1) 옛물길 현황

❍ 만경강 : 조선하천조사서(1929, 조선총독부)

- 일제강점기인 1895~1928년(14년) 전국 14개 하천을 조사하여 개수계획인 

조선하천조사서를 수립함. 만경강은 이때 대상으로 포함되어 홍수범랑 방지를 

목적으로 유로 직강화가 계획됨

<그림 4-43> 만경강 개수계획도

❍ 만경강 : 구만습지

- 만경강·동진강권역 종합정비계획(2011, 국토해양부),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기술 

개발(2011, 이코리버21), 만경강 구하도 및 고수부지 복원 기본계획(2009, 

완주군)에서 홍수저류기능 증대를 위한 구하도 복원 계획이 반 됨

<그림 4-44> 구만습지 계획의 구하도 복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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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강 : 만경강 금개구리 서식

- 금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서울, 인천 대구, 경기도, 경남(합천 등), 

충남(세종 등), 충북, 전북 일부에 서식하고 있음

자료 :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털(https://www.nie.re.kr/endangered_species/home/main/main.do)

❍ 동진강 : 동진강하천기본계획(보완) 보고서

- 동진강 하천기본계획(보완) 보고서(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9. 5)에 

의하면 조선반도집성(1919)을 기반으로 현재 동진강 유로를 비교한 결과 과거 

사행하천 이었던 중하류 부분이 제방축제로 직강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본류 하천변으로 옛 물길 유형이 공존하고 있는 만경강과 달리 동진강은 하천 

주변에 농지가 현대화 되면서 옛 물길들이 거의 사라져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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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옛물길 복원 적용사례

❍ 사례 : 두웅습지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복원

- 2007.12.20.에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된 습지로 황소개구리, 가물치 등 상위포식자로 인해 2010년 사라짐

- 2017년 복원 준비기간을 가진후 주변 지역(당진‧태안 등)에서 금개구리를 포획한 후 

두웅습지에 2018년 30마리, 2019년 100마리 이입하는 한편 천적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2020년까지 3,550마리까지 개체수가 증가함

두웅습지 전경 적응 방사장 모습

자료 :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보도자료, 두웅습지에 멸종위기종 금개구리가 돌아왔다,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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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안산 금개구리 생태공원

- 안산시 수인선 폐철도변 일대 지역으로 1980년대 이전 하천, 논, 수로, 갯벌이 산재했던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개발로 생태공간 파편화 및 고립화 등으로 

2002년부터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28마리가 조사됨

- K-water에서 2014년 환경부생태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사업을 

계획‧시행함. 사업기간은 2014.5~2014.12까지 으며 사업비는 5억 5천만원 이었음57)

자료 : https://www.lafent.com/att_mtr/mtr/15410_01_190503141536.jpg

❍ 사례 : 도시민을 위한 수변도시공원 ‘루이스부뉴엘 워터파크’

-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은 120ha의 도시공원으로 2008년 사라고사 국제박람회가 

열렸던 전시장 옆 에브로강(Ebro River)변에 위치해 있음

- 경작지가 도시공원과 엑스포지역으로 개발되었고 에브로강 유역을 복원과 도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 으며 이를 위해 ‘Expo Agua Zaragoza 2008’ 

Corporatiton이 자금(주정부 70%, Aragon 정부 15%, Zaragoza시 15%)을 지원함

- 사라고사시 중심에 새로운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Ebro강 범람시 침수되었던 

Ranillas Meander(라닐라미안더)는 도시공원과 엑스포건물로 변하 으며 홍수기간 

동안 자연적 기능과 사행하천을 유지하도록 설계됨. 또한 자연적 처리를 통해 물을 

강으로 순환시켰으며 도시와 연결된 다른 강둑까지 하천의 사행성을 확대하도록 함

-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 70만명이 

방문객이 찾고 있다. 수변공간은 산책코스, 비치, 레저센터, 정원, 호텔 등으로 조성됨

57) 환경과조경, 안산 수인선 폐철도변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사업, 2016.1, 
(https://www.lak.co.kr/ecoscape/view.php?id=&cid=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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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data.prismanet.gr/e-clic/view.php?id=34

3) 옛물길 복원 제안

❍ 제안 1 : 구만습지 복원

- 제안대상지

- 하천공간 복원 기본계획 수립 기술보고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9.1)에서는 

제방셋백을 통한 구하도 및 배후습지 복원을 제시함

<그림 4-45> 북원시나리오에 따른 복합서식처 적합도 지수(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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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2 : 옛물길 터 금개구리서식처 복원

- 제안대상지

- 만경강 하천기본계획(보완) 보고서(국토해양부 익산국토관리청, 2012.6)에 양서· 

파충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마산천 인근 만경강 본류구간에서 법적보호 양서류인 

금개구리가 확인되었으며 대체서식지로 인공습지/바이오파크 조성이 계획됨

<그림 4-46> 금개구리 확인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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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맑은물 공급

1) 개선대상지역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 현황

- 새만금유역는 201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만경강 8개 소유역, 동진강 9개 소유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받아 2017년 1월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매년 

이행평가가 수행되고 있음

· 만경강(8개 소유역) : 만경B05, 만경B13, 만경B15, 만경B18, 만경C01, 만경C03, 

만경C09, 전주A20

· 동진강(9개 소유역) : 동진A09, 동진A10, 동진A14, 동진B05, 고부A14, 고부A15, 

원평A08, 원평A12, 원평A16

<그림 4-47>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및 하천 현황
자료 : 전라북도,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책 시행계획, 2017.2

❍ 만경강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주요 하천은 석탑천, 우산천, 왕궁천, 익산천, 

마산천, 목천포천, 용암천, 미제천, 전주천이며

❍ 동진강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주요 하천은 고부천, 내칠천, 척곡천, 내칠천, 

덕천천, 신평천, 두월천, 금구천이 있음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소유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4-32와 

같음



- 183 -

<표 4-35>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소유역별 특성58)

소 유 역 유 역 별  특 성

만
경
강
유
역

만경B05
주요하천은 석탑천과 우산천이고, 완주산업단지의 불투수면으로부터 강우유출수, 농
경지 유출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만경B13
주요하천은 왕궁천이고, 봉암제와 주변 축산농가의 폐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주요 오염원임

만경B15
주요하천은 익산천이고, 주교제 유출수, 왕궁가축분뇨처리장 방류수, 농경지 유출
수, 생활하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만경B18
주요하천은 마산천이고, 양식장 배출수, 미처리 하수, 농경지 유출수, 하천변 폐기
물 무단 투기, 전주완주혁신도시 지구 공사장 토지계 유출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만경C01
주요하천은 목천포천이고, 양식장 배출수, 미처리 하수, 농경지 유출수, 하천변 폐
기물 무단 투기 등이 주요 오염원임

만경C03
주요하천은 용암천이고, 농경지 유출수, 축산농가의 폐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만경C09 주요하천은 미제천이고, 농경지 유출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전주A20
주요하천은 전주천이고, 하수처리장 강우배제수, 금학천(공단배수) 유입 등이 주요 
오염원임

동
진
강
유
역

고부A14 주요하천은 고부천이고, 농경지 유출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고부A15
주요하천은 고부천이고, 농경지 유출수, 축산계 유출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요 오
염원임

동진A09
주요하천은 내칠천, 척곡천, 내칠천이고,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불투수면 유출수, 축
산계 유출수, 농경지 유출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동진A10
주요하천은 동진강 본류와 농업배수로가 있고, 축산계 유출수, 농경지 유출수, 미처
리 하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동진A14
주요하천은 덕천천이고, 축산계 유출수, 농경지 유출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요 오
염원임

동진B05
요하천은 신평천이고, 김제하수처리장 방류수, 농경지 유출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
요 오염원임

원평A08 주요하천은 두월천이고, 농경지 유출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원평A12
주요하천은 두월천이고, 농경지 유출수, 농공단지 배출수, 미처리 하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원평A16 주요하천은 금구천이고, 농경지 유출수, 축산계 유출수 등이 주요 오염원임

58) 전라북도,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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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맑은물 공급 방향 사례

❍ 사례 : “Azame no se” 복원사업59)

- 으로 논을 매입하여 범람원 기능을 가지는 습지(개방형) 재생을 위해  Matsuura 강 

중류 Azame no se 습지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샛강, 강과 습지 

경계는 낮은 제방, 샛강과 습지 연결 등이 추진됨

- 사업추진결과 유역의 농지개발과 하천개수에 따라 범람원 습지 감소, 이류(미꾸라지, 

메기 등) 감소, 상습 홍수피해지역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음

<그림 4-48> Matsuura 강 중류 Azame no se 습지 복원 

❍ 사례 : 생태적 농수로 조성사업60)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태적 농수로”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연계하여 마을과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자연정화하는 시범사업을 경남 산청군 당성면 당산리 

일원에서 추진함

- 생태적 농수로 조성은 하천과 인접한 농경지 말단부에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연못 

등을 하천과 인접한 농경지 말단부에 생태적 농수로를 조성하여 농업배수를 

자연정화함으로써 오염된 농업배수가 하천으로 직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59)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옛물길(터)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2016.12

60) 낙동강유역청 보도자료, 2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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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습지 평단면도 식재계획

 자료 : 낙동강유역환경청, 2015





장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1. 추진체계

2.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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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1. 추진체계

가. 유역내 추진체계 구성 현황

❍ 익산국토관리청과 만경강유역 5개 지자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2018년 12월 만경강유역을 환경적·이용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 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

❍  만경강유역협의회와 만경강유역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 주민 및 이용객을 고려한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함

<표 5-1> 만경강유역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구분 만경강유역 협의회 만경강유역 실무위원회 전문가 소속

참여
기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익
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학교, 원광 학교, 전
북연구원,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지역문화
생태연구소

❍ 2019년에는 공동부담금을 마련하여 만경강유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친수공간의 

효율적 공동 관리를 위해 활용하기로 하 으며 완주군(′19) → 전주시(′20) → 

군산시 → 익산시 → 김제시 순으로 사무국을 공동부담금 운 을 맡기로 함

❍ 그러나 동진강유역의 경우 만경강유역과 같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동진강 

관련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상황임. 본 계획의 경우 두 하천을 아우르고 

있어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 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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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수생태환경의 보전이 포함되어있으며 

물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물관리기본법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생물서
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기본법 제6장 물문화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8조(물관리 협정) ① 물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
자치단체 상호 간에는 물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상이 된 물관리 관련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및 
단체 등을 물관리 협정의 체결 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국가하천관리가 2020.1.1.부터 환경부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하천환경의 

보전·관리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됨

❍ 또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유역 공동체의 참여·협력·소통 기반 강화를 위하여 대·중· 

소유역별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유역내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및 소통기반 강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조례(2020.7.13. 시행)’에서 제16조 물문화 

육성 등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시행 2020.7.13.)
제16조(물문화 육성 등) 도지사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에 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포
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6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추진방안

❍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 최초 민관협의체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3호, 약칭 : 한강수계법)’ 제24조의 2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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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3호, 시행 2021.5.18.)
제24조의 2(특별 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
시된 특별 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 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 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 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 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 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강수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에 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협의체 

또는 행정거버넌스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그러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유역단위의 참여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행정거버넌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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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방안

가. 정부 정책과 부합성 확보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앞으로 삶의 질·환경·안전·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국토이용과 생활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5-1> 국토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 추구가치 : 국민의식조사(2018)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전략4)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조성, 

국토환경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 국토자원 특성을 고려한 미래 가치 창출 및 

활용도 제고, 경관품격 제고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책과제로 ‘산·강·바다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강화’, ‘녹색인프라 등 우수한 환경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5-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비전, 목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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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란 비전하에 ‘물환경의 자연성회복’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하천의 자연성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수변공간 관리체계의 정비 및 

강문화활성화’ 등을 전략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 중점과제인 ‘기후위기 시대 국민안전 물관리’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생태벨트, 생태마을 조성 등 탄소 흡수 생태공간 확충’을 제시함

□ 수변생태벨트, 생태마을 조성 등 탄소 흡수 생태공간 확충
ㅇ 하천과 주변 지역의 탄소 흡수 능력을 확충(생태계 조성 등)하고하천·호소·연안과 주변 토지를 연계

한 친환경 수변완충지  복원등으로 오염원 자연정화, 생태·문화기능 증진 도모

❍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성을 확보하여 하천정비계획으로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전환된 만경강과 동진강일원의 생태환경자원, 역사문화자원, 

마을자원 등을 밀접하게 연계하여 품격있는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라북도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나. 관련 제도 이용

1)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3)

❍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해 탄소순배출제로, 경제성장 달성, 

포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 으며 이행체계로 3대 정책방향과 12대 과제를 

제시하 음

3
정책방향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

12
과제

1. 에너지 전환
2. 탈탄소 산업구조
3. 미래 모빌리티
4. 탄소중립 도시·건물
5. 흡수원 관리
6.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7. 농축산·식품 부문 관리

1. 신유망 산업 육성
2. 혁신생태계 저변
3. 녹색기술 혁신

1. 기후위기 적응
2. 취약산업·계층 보호
3. 지역공동체 중심 기후

탄력성 강화

❍ 2대 과제중 흡수원 관리의 세부과제로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확대, 도심·수변 등의 

탄소 흡수원 확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NBS, Natur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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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마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NBS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2>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항목구분 및 세부내용(안)

구분 세부 내용(안)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1. 산림 활용 흡수원 확 (산림청)

2. 도시, 하천, 습지 등 국토환경의 탄소흡수원 확

3. 갯벌 등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해수부)

생태계 보호지역
확 ·관리

1. 육상보호지역 확

2. 연안보호지역 확 (해수부)

1. 하천 생태계 복원

2. 해양·갯벌 생태계 복원(해수부)

3. 육상 생태계 복원

4. 생물종 복원

도시지역
생태계 서비스 증진

1. 물 순환 개선

2. 도시 소생태계 등 조성

자연·생태 기반
기후변화 적응

1. 기후위기 응 물환경 조성

2. 기후위기 응 생태계 관리

3. 연안 재해 예방 관리(해수부)

4. 농수산 재해 응(농식품부, 해수부)

(기타) 기반구축

1. R&D

2. 모니터링 및 DB구축

3. 국가·지자체 계획 반

4. NBS 활용 산업 발굴

5. 국제협력 강화

자료 : 환경부,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2021.3

❍ NBS는 자연생태계(nature) 또는 인공(modified)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활용, 관리, 복원하여,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IUCN)하고 있음61)

❍ 하천을 기반으로 생태숲 조성, 생태계 및 생물종 복원, 육상 보호지역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흡수원 관리 정책과 연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2) 자연환경복원사업(2022.1.6. 시행)

❍ 자연환경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2021.1.5.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신설하 으며 2022.1.6.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 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 필요 대상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61) 환경부,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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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자연환경복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9항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

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개 거점지역에 대한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 유지 및 기능 향상과 관련된 사업 

추진시 새롭게 시행이 예정된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3) 생태계보전부담금 활용

❍ 기존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 하고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2021.1.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등을 개정하 으며 2022.1.6. 시행될 예정임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2. 3. 삭제  <2021. 1. 5.>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7. 8. 삭제  <2021. 1. 5.>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 삭제  <2021. 1. 5.>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생태습지복원, 금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 복원 등의 관련 사업 추진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을 모색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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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 2021.1.5. 습지보전법 제2조(정의) 제2호를 개정하여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 

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 으며 제9조의 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을 신설하여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신천습지와 같이 하천생태계가 우수한 만경강 및 동진강내 하천습지 들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연생태와 자연 

경관이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핵심보전구역, 완충보전구역, 전이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수, 주민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5) 생태하천복원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환경부, 202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5-3>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상 및 지원범위

구분 세부내용

지원 상 · 지방하천, 소하천, 호소, 실개천, 도심복개하천, 구하도, 공공수역 등의 하천구간

지원사업

· 물리·화학적 및 생태학적 수질정화
· 하천변에 매설된 오·폐수 차집관로의 신설 및 개선
·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 생태이동통로의 조성 및 개선
· 하천 내 생물서식공간 확보
· 수질 개선 또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하수재이용시설 등 관련 시설

지원범위
· 수질개선시설, 수생태계복원시설, 환경생태유량 공급시설, 생태관찰·체험 시설, 부 시설, 

토지매입, 설계 및 감리, 기타비용

자료 :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2차 개정), 2020.5.



- 197 -

6) 강 생태문화 중점지역 별 사업화를 위한 적용 제도 제안(안)

가) 신천습지 생태·철기 문화지구 조성 방안

❍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복원비용, 방문자센터, 접근도로 정비, 관련 편의시설 지원 

등 관련 예산 확보 가능

❍ 단계별 사업 추진

- 1단계 :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전제로 생태계보전부담금(서식처 보전, 복원) 사업 신청

- 2단계 :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 기반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사업

- 2단계 이후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고도화

나) 춘포 옛 강 복원지구 조성 방안

❍ 자연 · 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 적응전략(NBS)으로 사업화 기반구축

-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

- NBS(Nature-Based Solution)이란 자연생태계 또는 인공생태계의 ①보호, 

②지속가능한 활용, ③관리, ④복원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을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IUCN)

- 관련 사업은 2021년 말 최종안 마련 예정임

다) 청하 생태 누리지구 조성 방안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사업화 기반구축

- 대상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며, 이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라) 동진강 생태복원 지구 조성 방안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한 서식처 보전 및 복원 추진

- 구역을 대표할만한 멸종위기종이 명확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어려움

- 농촌 및 생태관광 관련 기존 사업과의 연계 차원의 시설 및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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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고도화 추진

마) 무성서원 생태 경관 지구 조성 방안

❍ 은석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 구역을 대표할만한 멸종위기종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 있으나, 직강화된 은석천에 

여울, 소 및 하중도 식물섬을 조성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



장

결론 및 정책제언6
1. 결론

2. 정책제언





- 201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하천정비사업으로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변화된 만경강과 동진강 일원에 

분포하는 주요 생태환경자원,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계하여 품격있는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연구가 

수행됨

❍ 연구를 통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주요한 공간관리방향과 그에 

따른 주요거점공간들의 기본구성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강 생태관광 체험기반 

구축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도입시설 등을 제안함

❍ 또한 사업효과의 전반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주요거점공간들간 생태·문화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천 생태숲 조성, 환경·생태예술제 등의 도입을 제안함

가. 비전 및 목표

❍ 훼손된 생태계와 문화의 복원으로 생태문화 관계회복, 자연과 인간이 공존공생하는 

공간으로 품격있는 생태·문화, 생태·문화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달성될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음

비전 생태·문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강

목표

복원회복(과거) 공존공생(현재) 세 공감(미래)

옛물길, 옛생태계, 옛문화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 MAB) 

적용
생태·문화연결, 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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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관리 방향

❍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 MAB)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핵심(환경보전), 완충(복원필요), 전이(환경이용)지역으로 구분하는 공간관리 방향을 설정함

<표 6-1> UNESCO MAB 모형

구분 내용 개념도

핵심지역
엄격한 규제를 통해 자연자원 훼손을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완충지역
생태자원이 다소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
생태적 수용력의 한도 내에서 탐방객의 이용을 
허용

전이지역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지역으로, 탐방활동, 
공중이용시설 및 마을시설이용지역이 해당됨

❍ 생물다양성과 생태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면서 하천 주변지역에서는 생태자원의 

보전 효과를 활용하여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MAB에 기반한 만경강과 

동진강의 보호구역 및 공존공생구역 개념을 설정함

<그림 6-1> 보호구역 및 공존공생구역 설정 개념

❍ 공간구상에 따라 설정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활동 방향을 제안함 생태계서비스지불제(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기반의 

생태농업지역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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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만경강 및 동진강 생태축 공간관리 방향

다. 주요 거점공간 조성 방향

❍ 강 생태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만경강은 신천습지 구역, 춘포 

구역 및 신창진 구역을 선정하 으며 동진강은 백산성~동진강 휴게소 구역 및 

무성서원 구역을 선정하 음

❍ 거점공간은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비롯한 금개구리, 꼬리명주나비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철기문화, 동학농민혁명, 무성서원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임

<그림 6-3> 주요거점공간 제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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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관리 방향으로 설정한 UNESCO MAB 모형에 따라 거점공간들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하 으며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프로그램과 도입시설을 제안함

- 핵심지역은 지역에서 출현하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깃대종을 

선정하고 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관찰, 체험, 교육 등 제한적 활동이 이루질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함

- 전이지역은 역사문화자원과 마을이 있는 공간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생태와 역사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함

<표 6-2> 주요 거점공간 별 프로그램 및 도입시설

구분 깃대종
주요역사
문화자원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신천
습지 
생태

·
철기 
문화
지구

프로
그램

꼬리명
주나비
쥐방울
덩굴,
큰고니

상운리
유적

겨울철새 모니터링, 
조류서식지 보전 및 
복원, 수달서식처 

보전 및 복원, 
나비관찰, 쥐방울덩굴 
보전, 구만습지복원, 

철새탐조

생태 
체험·생태교육, 

나비관찰 및 산책

딸기 재배 체험, 
해설사가 말해주는 

신천습지, 작품 
감상·구매·체험

도입
시설

나비관찰공간, 
쥐방울덩굴 자생지, 

조류관찰 , 구만습지

나비생태정원, 
나비탐방로, 
상운리 마한 

유적공원

신천습지 
생태체험관, 딸기 
스마트팜 체험관, 

전망 , 나비생태관, 
주차장

춘포
옛강 
복원
지구

프로
그램

황새, 
금

개구리

춘포
지구

(일제강
점기 
수탈
유적)

겨울철새 서식처 
보전 및 복원, 조류 

휴식공간 제공, 
마산천 합류부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금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만경강 

생태탐방, 
철새탐조

춘포· 장촌 
역사문화탐방, 
자전거투어, 
멸종위기종 
생태교육

도입
시설

둥지탑
금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도깨비방죽, 

조류관찰

구 춘포역사, 
멸종위기종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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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깃대종
주요역사
문화자원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청하 
생태
누리
지구

프로
그램

독수리, 
갈

청하지구
(신창진, 

만경
교)

맹금류 서식공간 
보전 및 복원, 맹금류 

휴식공간 제공

맹금류 생태교육, 
경관조망, 

갈 미로 체험, 
자전거 투어

낚시, 오토캠핑

도입
시설

맹금류 서식 및 
휴식공간

맹금류 탐조센터, 
만경낙조 전망 , 

갈 미로원
낚시터, 오코캠핑장

동진강 
생태
복원
지구

프로
그램

큰고니, 
덤불해
오라기

동학
혁명

겨울철새 탐조 및 
모니터링, 어도·샛강 

복원

모새달 미로체험, 
철새탐조, 동진강 
갈 축제, 습지 
어린이 학교

농촌체험활동, 
동진강 생태탐방, 

오토캠핑

도입
시설

물새류 휴식처 보전 
및 복원, 양서파충류 

서식처 조성, 
어도·샛강 복원

모새달 미로원 
조성, 데크관찰로, 

조류관찰 , 
습지놀이터

동진강 생태학습관, 
알콩쌀콩권역센터, 
동진강생태공원

무성
서원 
생태 
경관 
지구

프로
그램

-
무성
서원

생태적 보존 및 개선
역사문화 주요지점 
생태 및 경관개선

마을경관개선

도입
시설

은석천 생태하천 
복원

가사문학공원, 
유상  및 
유상곡수, 
동각복원

농업용수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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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 생태와 문화의 연결 방향

1) 만경강-동진강 생태네트워크 구상

❍ 깃대종 서식지를 연결하여 하천 수생태축을 연결하고 산림축과 하천의 생태축을 

연결하여 연속생태계(Eco-continuum)로서 가치가 고려되도록 생태축을 구상함

-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이루어진 보호구역은 서식지 조성과 생태복원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전이지역인 공존공생구역은 생테제방 건설, 하천변 식재, 경작지 생태복원사업 

추진으로 생태축이 구축되도록 계획함

<그림 6-4> 현행 하천 구역 관리(상), 제내외지 연계성 확보를 위한 신수변생태벨트(하)62)

❍ 국제적인 철새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에서 지정하는 동북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의 만경강과 동진강내 출현빈도가 높은 

지점을 철새이동경로사이트(EAAFP Flyway Site Network)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확보 필요성을 제시함

2) 생태와 역사·문화를 연계한 환경예술제 구상

❍ 만경강과 동진강의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을 환경예술, 생태예술, 정크아트, 

자연미술 등 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예술형태에 접목하는 환경예술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생태공원, 제외지, 

62)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통합관리 측면의 수변 생태벨트 모델 개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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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도 등에 설치 함으로써 탐방객에게 볼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장소성을 강화하고자 함

2017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SCIENCE WALDEN PAVILION

Teneul Thierry – France, Twirl, 2012 교육프로그램

자료 : 고승현, “자연미술” 야투 YATOO(野投), 전북연구원 전문가회의 발표자료

2. 정책제언

❍ 만경강, 동진강 강 생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울산시는 환경오염 도시에서 생태도시로 전환을 지향하며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04.6.9.)’을 선포하고 2005년 ‘태화강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4가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함

<그림 6-5> 태화강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자료 :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백서 2020,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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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은 현재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수질개선, 하천생태계 회복, 역사·문화성 회복 

등을 달성해 가면서 자연과 시민들이 찾아오는 강으로 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7.12.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며 생태도시로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됨

- 만경강, 동진강 역시 새만금 수질개선이라는 당면 과제와 더불어 생태·문화적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생태문명 수도 전라북도로 전환할 수 있는 종합비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와 만경강·동진강 인접 지자체간 협치체계 구축 필요

-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 Man and the Biosphere 

Progrmme)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전, 복원,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공간의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2022년부터 환경부)의 협조가 필요함

- 만경강과 동진강은 전라북도와 더불어 7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하천의 생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간 상호 협력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MAB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활동들(서식지 파괴, 불법 낚시 금지, 경작 

금지 등)의 제한에 대한 만경강, 동진강과 더불어 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임  

❍ 전라북도내 행정기구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기구 구성 필요

- 제안된 프로그램 및 도입시설 들은 다부처 사업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의 사업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어 사업추진 실무부서 선정과 

더불어 제안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211 -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7),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안)

관계부처․서울시 합동(2015.8.),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2020),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만경강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내부자료

국토교통부(2019.1.), 하천공간 복원 기본계획 수립 기술보고서

국토교통부(2020.1.), 한국하천일람(2018.12.31.기준)

국토연구원(2009.12.),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2008.12.), 만경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국토해양부(2012), 만경강 하천기본계획(보완) 보고서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보도자료(2020.7.16.), 두웅습지에 멸종위기종 금개구리가 

돌아왔다

낙동강유역청 보도자료(2015.7.3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사무소(2019.2.), 2019 국지자체 개황

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검색일2021.5.24.), 울산누리와 태화강국가정원 누리집 참조

울산광역시(2020.7.), 태화강국가정원 백서 2020

울산광역시(2021), 태화강국가정원 팜플렛

월간미술 편저(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전라북도(2017.2.),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전북연구원(2020),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전주문화재단(2018),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정읍시립박물관(2015),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 정읍시립박물관

한국수자원공사(2019),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통합관리 측면의 수변 생태벨트 모델 개발

한국역사연구회(1996), ｢옥룡사 동진대사 보운탑비｣, 『나말여초금석문(하)』, 혜안

환경과조경(2016.1.), 안산 수인선 폐철도변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사업



- 212 -

환경부(2016.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옛물길(터)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부(2020),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

환경부(2020.5.),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2차 개정)

환경부(2021.3),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고승현, 「자연미술 야투 YATOO(野投)」, 전북연구원 전문가회의 발표자료

곽장근(2019), 「철기문화의 전래와 해양 활동 거점」,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전북학연구센터

김성수 등(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김승옥(2020) 마한 분구묘의 아이콘, 완주 상운리 유적

김승옥(2020), ｢마한 분구묘의 아이콘, 완주 상운리 유적｣,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 전북학연구센터

박종희(2020), 「속지명 ‘솝리’(전북 益山)의 어원적 의미」, 『한국지명학회』 33 

오동하 외(2019.10.), 낙동강하구 생태․역사․문화 회랑 구상, 부산발전포럼

이백규(1982), 「金堤 靑蝦 住居地의 發掘 報告」, 『전북사학』 6

정승진(2008),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 : 전북 裡里와 大場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쌀삶문명연구』 1

조경만(2015), ｢생태예술, 북미원주민 의례 속의 비의도적 구현과 현대사회의 의도적 

실천｣, 『무용역사기록학』 36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

국립생물자원관(https://www.nibr.go.kr)

네이버 미술대사전(용어편)(https://terms.naver.com)

놀토피아 홈페이지(http://www.noltopia.com)

대한민국해병대 홈페이지(https://www.rokmc.mil.kr)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

디지털익산문화대전(http://iksan.grandculture.net/iksan)

멸종위기야생생물포털(https://www.nie.re.kr/endangered_species/home/main/main.do)



- 213 -

시흥시 공식 블로그 참조(https://blog.naver.com/siheungblog)

여행스케치(https://www.ktske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4)

울산광역시(hhttps://www.ulsan.go.kr/s/garden/main.ulsan)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https://foundation.eaaflyway.net)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황새생태연구원(https://www.stork.or.kr/index.html?pg_idx=21)

『세종실록』 권40, 10년 윤4월 2일 계미

『세종실록지리지』 권151, 지리지 전라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부안현

KBS(2021.5.8.), ｢백마강 국가정원 유치 도전장｣
Mayor of Lodon(2008.2.), East London Green Grid Framework

Sasaki Associates, Inc.(2021)



정책연구 2021-16

강 생태관광 체험기반 조성 방안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7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40-7 935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강 생태관광 체험기반 조성 방안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기대효과

	2장 일반현황 및 사례분석
	1. 생태·역사·문화 자원현황
	2. 사례분석
	3. 정책동향
	4. 사례지 답사 및 전문가 자문 시사점

	3장 강 생태문화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1. 강 생태문화 기본구상
	2. 강 생태문화 추진전략

	4장 강 생태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방안
	1. 강 생태문화 중점지역 육성 및 활용방안
	2. 주요 강 생태자원 보전 및 관리방안
	3. 강 생태문화와 주변 지역간 연계방안

	5장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1. 추진체계
	2. 실행방안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HistoryItem_V1
   PageSizes
        
     Action: Make all pages the same size
     Scale: Scale width and height separately
     Rotate: Counterclockwise if needed
     Size: 6.811 x 9.685 inches / 173.0 x 246.0 mm
      

        
     AllSame
     0
     0
            
       D:20180103114103
       697.3228
       173-246
       Blank
       490.3937
          

     Tall
     1
     0
     1012
     500
    
     qi3alphabase[QI 3.0/QHI 3.0 alpha]
     CCW
     Separate
            
                
         3
         AllDoc
         3
              

       CurrentAVDoc
          

      

        
     QITE_QuiteImposingPlus3
     Quite Imposing Plus 3.0
     Quite Imposing Plus 3
     1
      

        
     0
     224
     223
     224
      

   1
  

 HistoryList_V1
 qi2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