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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확보를 위한 경작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해의 간석지에 제방을 축조

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고대부터 간척으로 인하여 토지의 확대 및 개발, 인구의 이동, 도시의 형성이라

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간척 시설물의 가치를 검

토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간척 문화는 간척에 따른 제반 환경의 변화에서 생성된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 체계, 행위 양식, 문화적 생성물을 총

칭하며, 간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 그리고 자연 유산을 간척문화유산으로 정의하였다. 

간척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르며, 간척 시설물은 역사성, 학술성,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그 본래의 기능을 마감한 광활, 계화 방조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간척문화유산이 멸실 위기

에 놓여 있다. 활용은 보존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생각 아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근현대 간

척 시설물에 대해 등록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조선시

대 및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된 간척 시설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시기를 비롯하여 전국 간척 

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간척 시설물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 삶과 밀착되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간척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으로는 그 유산에 내

재된 스토리 발굴, 간척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해당 간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전시

하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척사업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간척에 따른 사회, 문화, 환

경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인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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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류의 증가와 함께 식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간

의 활동은 1차적으로 경작지를 늘리는 것에서 비롯한다. 

개간(開墾)과 다르게 간척(干拓)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

는 행위로 자연적인 여건이 불리하더라도 인류는 당대 최

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나

라는 1919년 총경지면적이 438만 정보에서 1940년 451

만 정보로 개간 및 간척에 의해 13만 정보가 늘어난다(권

혁재 1999: 168~169).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8년 서해

안 지역의 자연 경관 특성과 형성, 변화 과정을 연구한 결

과 최근 100여 년간 경기도에서 전남 해남에 이르는 해

안선의 길이가 1910년대에 3,596㎞에서 2,000년대에는 

2,148㎞로 약 1,400km나 줄어들어 39% 감소한 것으로 확

인되었는데, 100여 년간에 이루어진 900㎢에 달하는 갯

벌 매립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9: 111~112). 이와 같이 불리한 자연 여건을 극복하고 

간척을 통한 국토 개발은 계속되어 왔으며 그 정점은 새

만금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한다.

1991년 정부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을 제시한 후 2006

년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에 방조제 도

로를 개통하였다. 33.9㎞의 세계 최대 길이를 가지게 된 

새만금 방조제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지형

을 바꾸어 놓았다. 방조제에 의해 김제시는 본래 있던 앞

바다가 사라지게 되었고, 동진강과 만경강이 끝나는 지점

인 하구는 더 이상 바닷물과 스스로 합류할 수 없게 되었

다. 배를 이용하여 왕래가 가능하였던 고군산 군도 및 몇

몇 섬들은 연육되어 자동차를 이용하여 드나듦이 편리하

게 되었으나 방조제 너머로 행해졌던 원양 어업과 갯벌이

라는 생업의 터전은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드넓은 토지

를 얻게 되어 농업, 산업, 도시, 관광 등과 같은 다양한 용

도의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역량이 집약된 토

목 건축물로써 자연과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다.

주지하다시피 방조제 축조와 간척지 조성은 비교적 

낮은 해수면이 있는 서·남해안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행

해져 왔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

하면서 식량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강화도 간척사업이 공

식적인 문헌에 등장하고, 조선시대에도 권문세족에 의해 

재산 증식으로써 간척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둑으로 알려진 김제 벽

골제를 중심으로 삼한시대부터 조성된 토성과 석성, 대형 

고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발달된 토목 기술이 있다. 

주 식량 자원인 쌀이 부족함이 없도록 생산되기 이전까지 

선조들은 끊임없는 개간과 간척을 통해 농토를 확장해 왔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고서저 지형을 이루는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의 경우 강의 끝머리에 넓게 펼쳐진 땅과 해

수면의 낮은 지대가 농토화되는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바닷물을 막을 수 있다면 넓은 토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부양책으로써 끊임없이 주

목해 왔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과 함께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식량 확보를 위한 신규 농지 조

성사업에 대한 반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갯벌의 생태적·

생업적·경제적·문화 경관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시

대가 도래한 것이다1. 갯벌을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하

는 국가 시책과 맞물려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내 간척사업

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간척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간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

위 ‘역간척 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새만금 유역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그 역할과 기능을 해 온 방조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축

조되었던 크고 작은 방조제가 현재는 구조물로만 남아 있

다. 방조제는 그 내부의 농토를 지켜내는, 그 곳에 정착하

여 삶을 일구는 주민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설물이기 때

문에 보존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간척 관련 시설물인 방

조제, 도로, 저수지, 배수갑문 등 토목·건축물이 시간의 

1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ha당 US$9.990원으로 농경지 가치인 US$92에 비해 약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영국 과학 전문지 『NATURE』, 199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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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와 함께 사라지고 있으며 작업 비품, 개인 일지 및 기

록 등 간척 관련 자료의 멸실·훼손 속도는 매우 빠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참여했던 현대, 대림, 대우 등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공 장비는 공사가 끝나면 다

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폐기하게 되며, 대부분의 도입 

장비는 하도급 또는 임대 물품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2 후대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방조제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방조제의 역할과 기능을 없앰으로써 

방조제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인류에게 미쳤던 역사적 사

실을 알 수 없게 한다. 이것은 근대 산업 유산이 처한 현

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간척을 통해 남겨진 잔존물을 문화유산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간척 산물에 내재된 

문화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간척 유산은 한국 토목·건축 기술

의 발달 과정과 농·어업의 변천 과정,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양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다. 

간척과 수리 문제는 당시의 농업 발전 및 사회·경제적 변

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

한다(양선아 2010b: 13).

필자는 새만금 지역의 간척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

존 관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대부터 고려 및 조선시

대를 거쳐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

국 간척 현황을 개괄한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지역에 남

겨진 주요 간척 시설물을 중심으로 현지를 답사하여 보

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방조제는 간척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설물로써 간척 유산 중 가장 중요하

며 보존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이며 구전, 문헌, 옛 지도를 

통하여 1차적으로 확인이 용이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여

기에서 새만금 지역은 군산, 김제, 부안의 해안과 만경강, 

동진강, 금강의 하구 일대를 일컫는다. 방조제의 개념과 

기능, 토목·건축물로써의 구조적인 측면, 새만금 지역에

서의 방조제 축조 및 보존 현황 등을 개괄한 후 간척 시설

물에 대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찾아보고 어떻게 보

존하고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Ⅱ. 간척의 개념과 시대별 특징

1. 간척의 개념

간척(干拓, reclamtion in water area)이란, 근해의 간

석지(干潟地, tide land)나 호소에 제방을 축조하여 내부

의 물을 배제한 후 토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필요한 용도

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전창운 2018: 3).3 우리 선조

들은 간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왔음을 여

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백성과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이 있다면 이는 역시 

농업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니, 즉 축언축보(築堰築洑)의 일입

니다. 우리나라의 지세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까닭에 

연해의 여러 곳에 언을 쌓아서 논으로 만든 땅이 많으며, 우리

나라의 산천 계곡과 연못은 얽혀있는 까닭에 수근(水根)이 있

는 곳에 보를 쌓고 제를 쌓아 관개를 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땅

이 많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 3년(1779) 10월 9일).

‘만일 바닷가를 따라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름진 전지(田地)를 만든다면 이를 해언(海堰)이라고 일컫

는다. 강하(江河)의 물가가 해마다 부딪혀 무너져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는 곳은 제방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

시켜야 한다’ (정약용 『목민심서』 공전 육조 수리).

‘대개 산에 가까운 곳에서는 제(堤)가 있고 제는 저수(貯

2 국립새만금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 방조제에 참여한 시공사 관계자들의 증언 내용이다(2019.6.7.과 6.18 면담 또는 통화 내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제방을 쌓아 호소 또는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간척된 땅을 폴더(Polde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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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하는 것이다. 들에 가까운 곳에는 보(洑)가 있고 보는 인수

(引水)하는 곳이다. 바다에 가까운 곳에서는 언(堰)이 있고 언

은 방수(防水)하는 것이다’ (『승정원 일기』 정조 22년(1798) 12

월 16일).

조선시대에는 ‘축언작답(築堰作畓)’ 또는 ‘축동작답

(築同作沓)’이란 표현이 주로 쓰였으며 여기에서 ‘언’과 

‘동’은 방조(防潮)나 방수(防水)의 기능을 하는 제방을 가

리키며, 축언작답 또는 축동작답은 제방을 쌓아 조수나 

하천을 막은 후 제방 내부에 조성된 토지를 논으로 개간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양선아 2010b: 17~18). ‘간척’이라

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용되었으며 바닷가 주민

들은 지금도 간석지 대신에 ‘갯벌 또는 뻘’, 간척 대신에 

‘갯바닥을 막았다. 또는 원뚝매기 또는 대청매기’ 등의 용

어를 사용한다(양선아 2010a: 78~80).

간척사업은 그 개발 목적에 따라 해면간척, 호소간

척, 하구간척으로 구분하고 있다(전창운 2018: 3). 본고

에서 다룰 간척사업은 해면간척(海面干拓, sea bottom 

reclamation)으로 근해의 해역 중 만조 때는 해수면을 이

루고 간조 때는 간석지로 노출되는 지역을 방조제로 둘러

쌓아 바닷물을 차단하고, 내부의 물은 간만의 차를 이용

하여 배수문을 통해 자연 배수시키거나, 배수펌프를 통해 

기계 배제하여 생성된 내부 토지를 필요한 용도에 맞게 

조성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국가 또는 한

국농어촌공사, 민간이 시행한 간척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전창운 2018: 3).

개발 방식에 따라 단식간척(單式干拓)과 복식간척

(複式干拓)으로 분류한다. 단식간척은 근해의 해역 중 간

조 때는 간석지로 노출되는 지역을 방조제로 둘러쌓아 생

성되는 간척지 전부를 농지 등의 용도로 조성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현재까지 시행한 해면간척 중 간척 기술

과 장비가 발달되기 이전에 시행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

기 및 6.25 전쟁 이후에 시행한 대부분의 소규모 간척사

업이 이에 해당된다. 복식간척은 내부의 농지 이외에도 

담수호와 농지 또는 산업, 도시 용지 등을 조성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했

던 대단위 간척사업이 해당한다(전창운 2018: 5). 마지막

으로 사업 시행 주체에 따라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로 나

누어진다. 해방 후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은 ㈜

현대건설이 시행한 서산지구와 ㈜동아건설이 시행한 김

포지구가 해당하며 이후 민간 기업 및 민간 소규모 간척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전창운 2018: 7).

2. 한국 간척의 시대별 특징

1) 선사~고대

최근 이스라엘 지중해안에서 파도와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 돌로 쌓은 길이 100m가 넘는 제방이 발견되

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의 해

안 방비 시설로 주목된다(뉴시스 2019). 간척의 주요 무

대가 되는 해안에서의, 인간의 첫 활동을 엿볼 수 있기 때

문이다. 국토의 2/3가 해수면 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초기 

정착민들이 강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언덕을 건설했으

며, 중세시대 이후 정교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

작하여 전통적으로 12세기부터 지역별로 물관리위원회

(Water Board)를 구성하여 국토의 모습을 변형시켜 왔다

(한정희 2017: 9).

한편 한반도에서는 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

동기시대 이후의 경작지와 관련 수리 시설이 전국 각지에

서 발굴되었으며, 특히 안동 저전리 저수지의 발굴은 종

래 3~4세기로 보아 왔던 저수지의 역사를 청동기시대로 

올려볼 수 있게 하였다(노중국 2010: 11~15,17). 청동기

시대부터 이미 지형 조건, 수문 조건에 적합한 형태의 논

농사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삼국시대에 들어서 제방

을 축조하기 위해 부엽 공법, 말목 시공, 토낭(土囊) 기법 

등이 이루어졌으며 성토용 도구로는 목봉(木棒), 운반 도

구로는 당가형(擔架形) 목제품, 지게 등이 유적에서 확인

되었다(곽종철 2010: 241, 264~268).

해안 간석지에서의 조수 현상에 대한 인간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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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조제 축조, 개답지 조성, 저수지 설치 및 수리 시설

의 확립에 의해 이루진다(남궁봉 1986: 47). 벽골제와 같

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토목 시설, 고창 봉덕

리의 대형 고분, 정읍 고사부리성을 비롯한 수많은 성곽

시설 등 백제시대의 기술력을 통해서 볼 때 농경지를 확

보하기 위해 간척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에 의해 AD330년 

경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벽골제의 기능과 역할이 바닷

물을 막는 방조제였을 것이라는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벽골제 북쪽 구간을 통과하는 원평천은 바닥표고가 

평균 해수면 보다 0.3m 정도가 낮으며, 만조 때는 바닷물

이 평균 해면 이상으로 3.5m까지 올라오므로 이 곳 농지

는 바닷물에 의한 염분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벽골제 시축 

당시에 조수가 드나들던 원평천을 막았다면 벽골제는 명

백하게 방조제이며 이는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효시라 할 

수 있다(박상현 외 2003: 67,71). 벽골제는 관개제언으로

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저수 기능을 통해 홍수가 

발생하면 수위조절을 하였으며, 특히 만조 시에는 수위가 

한껏 높아진 바닷물에 의해 하천 흐름이 역류되는 것을 

차단하여 제 내의 농경지 침수를 방비할 수 있는 다목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밀양 수산제 등과 함께 둑을 축조

하여 제 내부의 저지대 개발을 촉진하는 축제개전(築堤

開田) 방식의 효시라 할 수 있다(성정용 2014: 343~344). 

이는 중국 절강성 인강진 제언(AD833), 일본 오사카 카

메이(龜井) 유적의 제방(5C말~6C초) 등 해수 범람 방지

와 관개를 겸한 시설과 비교된다(성정용 2014: 351). 벽골

제의 초축 시에는 해수의 침입을 방지하고 제 내지 쪽 농

경지의 개간 및 보호가 주목적이었다. 이후 해수면의 저

하에 따라 바다는 현 하구 쪽으로 후퇴하게 되고 하천 운

반의 토사가 퇴적됨으로써 바다가 간석지가 되어 조선시

대에는 제 외지 쪽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는 저수지적인 기능으로 전환되고, 이후 저수지

의 기능이 축소되어 대부분이 논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성정용 2014: 307). 그러나 벽골제가 방조제였다면 

갯벌을 인공적으로 개간하지 않은 이상 대다수의 경작지

는 제방 안쪽에 있어야 하는데 조선 태종 8년(1408)에 전

라도 병마절도사는 ‘김제군의 벽골제는 뚝 밑이 아득하게 

넓어 비옥하고 제언의 고기(古基)가 산같이 견고하고 튼

튼하다’라고 하여 조선 초기와 고려시기에 경작지의 대다

수가 제방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노중국 2019: 

34). 따라서 방조제에서 저수지로 기능이 변화했다는 것

을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조

선시대 벽골제 바깥쪽에 축조되었던 방조제 및 관련 시설

물을 찾거나 토양학적 분석 등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질이 많이 변경되었

고, 새로운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기존 방조제의 대부분이 

폐기되었다. 실제 추정 예정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조

사도 용이하지 않은 여건 때문에 고대의 간척 여부와 그 

잔존물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향후 벽골제 이외

의 서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간척 관련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삼국사기에서 저수지와 관련한 용어로는 제방, 지

(池), 제(堤), 언(堰) 등이 보이며, 특히 ‘春正月下令完固堤

防驅內外遊食者歸農’(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무령왕 

10년)에 따르면 제방을 완벽하게 하고 제 내외에서 경작

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방’

에 대한 가장 최초의 문서 기록이다. 최근 경북 경산 소월

리 유적에서는 신라시대 6세기 대 토지이용과 관련한 목

사진 1 경북 경산 소월리 유적 출토 유물 목간(문화재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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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출토되었다. 74.2cm 길이의 목간에는 총 6면에 걸

쳐 약 94자의 글자가 있으며, 이 중 ‘負甘末谷畓七□堤上

一結仇彌谷三結堤下負’의 내용으로 보아 농업 생산력 증

대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고, 그 주변에 논과 저수지를 만

들어 이에 대해 세금을 수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2019).

이와 같이 삼국시대까지는 문헌 자료 및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서 간척지 또는 간척 관련 시설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해수

면이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해안 뿐만 아니라 내륙 지

역에서의 간척 관련 유적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감조하천(感潮河川)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한 시설인 방

조제의 확인에 주목해야 한다.

2) 고려시대

강화 도성은 몽골군의 침입에 따라 고려시대에 39년

간(1232~1270) 수도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강화도로 

피난을 간 왕실에서는 협소한 섬 지역에서 군량미를 확보

하기 위하여 간척을 시행하였다. 당시 제포, 화포 등 만이 

발달한 곳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좌둔전으로 삼았으며, 이

포, 초포에도 같은 방식으로 개간하여서 우둔전을 두었다

(고려사 권79, 식화2 농삼). 강화도의 간척사에 대한 문헌 

자료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지리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강화 지역에 대한 GIS 및 원격탐사기법, 

환경 분석, 고지도 분석을 통해 강화도성의 고지형을 복

원하여 입지 특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화 지역의 해

발 고도 10m 이하의 광활한 평지는 대부분 간척사업으로 

이루어진 인공 평야로써 고려 때부터 20세기에 걸쳐 총 

130㎢ 규모로 강화도 총면적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28). 그리고 화

분분석, 입도분석, 대자율, 탄소동위원소, 작열감량, 규조

분석을 통해 고려시대의 특정 시기에 동락천 조산평야 일

대는 전부 내만 환경의 간석지가 아닌 하천에 기원한 범

람원 환경이었으며, 간척에 의해 인위적인 매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53~54).

강화 지역 이외에도 이 시기 몽골군과 싸우던 김방

경이 평안도 위도에서 간척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 권104, 열전17, 김방경) 공민왕 대에는 전라도 해

안 지역에 권세가들이 강점하고 있는 토지에 제방을 쌓아 

양전으로 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다(고려사 

권82, 병지2, 둔전). 고려 의종 14년(1160) 영광에서의 방

조제 수축, 안남대도호부(전북) 지역에서 방조제 수축과 

간척(성정용 2014: 308), 1248년(고종 35) 평남 안주 청천

강 하구에서도 제방을 축조하고 간척 농지를 조성하였다

(농어촌진흥공사 1996: 367). 이와 같이 이전 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에는 국가 주도하에 본격적인 간척을 추진하여 

농경지를 확보하였다.

3)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해변 지역 개간에 대해 건의한 기사에는 ‘이

제 인구는 날마다 번성하옵되, 전토(田土)는 한정이 있는 관

계로, 백성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 (중략) 바다에 가까운 주군

(州郡)의 해변에 제방(堤防)을 쌓아 논을 만들 만한 곳이 매우 

많사오니 (중략)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심정

(審定)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경종(耕種)하게 하여 백성

의 산업을 이롭게 하소서’라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23년 1월 

27일,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참조).

의정부 좌참찬이 상언하기를 ‘(중략) 바다와 못가의 전

지[海澤之田]는 소출이 배나 더 되지만, 광대하고 먼 포(浦)이

그림 1 고려시대 강화 간척 현황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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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루이틀내에 반드시 수백 인을 청해 부려서야 물을 그치

게 하고 막을 것이오며, 그 먹이는 것이나 공임도 또한 반드시 

포화(布貨) 수십 필과 쌀 수십 석을 가져야 능히 지공(支供)하

므로 (중략) 선군(船軍)을 사역하게 하고, 백성의 자원(自願)

에 따라서 혹은 두어 말이나 혹은 1석에 이르도록 형편을 요

량하여 쌀을 내어서 공급하여 쌓게 하며, 각 사람이 낸 미포

(米布)의 다과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군자(軍資)와 각 위전

(位田)에 속하게 하지 말고 오로지 의창에 속하게 하며 (중략)’ 

(세종실록 세종 22년 3월 23일,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참조).

위의 두 문헌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에 이르

러서도 당시 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작지를 확보하는 문제

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었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

응이 필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정부에서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작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경국대전』 호전 전택조(田宅條)에 ‘수령은 

매년 봄 가을에 제언의 현황을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수

축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제언사(堤堰司)를 운영, 

1662년에 마련한 진휼청제언사목(賑恤廳堤堰事目) 등 제

언 등의 관리 책무를 규정하여 감사와 수령에게 제언 축

조와 관리의 책임을 두었고, 신축인 경우에는 국왕에게도 

보고하였다(염정섭 2010: 161~167, 206). 예를 들면, 1798

년 1월 제언 당상이었던 이서구는 제방을 수축하는 중요

한 일을 수령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모경(冒耕)이 성

행하고 있어 호남 우도의 김제, 만경과 같이 이전부터 수

리 혜택을 받아오던 지역도 도처에 저수지가 메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정조실록 정조 22년 1월, 염정섭 

2010: 182 인용). 조선시대 연해부 간척은 만(灣) 입구만 

차단하면 그 내부를 토지로 확보할 수 있는 외협내광(外

狹內廣)의 오목한 지형이 간척 대상으로 선호되었으며, 

이러한 자연적인 여건이 충족된 것에 비롯한다. 이러한 

양호한 조건의 지형에서는 소규모 인력으로 갯벌의 진흙

을 이용하여 높이 3m 정도의 제방을 쌓는 것만으로도 방

조제 안의 땅을 논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양선아 2010b: 

29,41~42).

조선 전기에는 해택지(海澤地) 개간의 주체층이 권

세가 또는 궁가(宮家)였기 때문에 지방의 부역 체제를 이

용하여 역을 동원하였으며, 16세기에 들어서서 토지 부족

과 토지 소유의 분균이 크게 일어나 왕실과 중앙 관료 등 

특권 신분층에 의해서 연해 지역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하

여 대지주가 형성된다(송찬섭 2010: 49). 특히 해남 윤씨

가는 재지사족으로서 서해안 연해 지역의 간척 개발을 통

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하였으며, 도서 

사점(私占)과 경영도 이루었다. 윤의중 대(1524~1592)의 

언전 개발이 서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림 정치기의 전성기라는 정치

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양선아 2010b: 134). 이 시기는 

유통 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었

고, 특히 지주들은 연안 포구와 수로를 통해 한 해의 수확

물을 서울이나 각지로 운반하였다(양선아 2010b: 154).

대규모 간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17세기 이후로 국가 기관과 궁방과 같은 특권 세력들의 

참여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17, 18세기에는 

개간 주체층의 다양화와 당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말

미암아 노동력의 동원에서는 차츰 급가(給價) 형태가 나

타난다(송찬섭 2010: 87). 이 시기 간척이 여러 사회 세력

들에 의해서 전개되었던 배경에는 상업의 발전, 정책적

인 수준에서 보장되었던 간척지 경작의 세제 상의 이점, 

그리고 농민층 분해와 소농의 몰락과 유민화(流民化) 등

을 들 수 있다(송찬섭 2010: 52). 조선시대 말에는 전통 농

업의 경작 범위가 만경강 하류의 방조제에 국한하여 보았

을 때 거의 해안까지 도달하였다(허수열 2014: 127).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방조제 및 간척지에 대

한 현황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와 정책이 마

련되었으나 권세가 및 궁가 등 특권층에 의한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4) 근·현대

대한제국기에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이완용은 부안 

줄포, 군산 만경강 일원에 둑을 쌓고 간척사업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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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으며, 1907년에 ‘국유미간지이용법’을 제정

하여 개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1915년에는 ‘하천개수공사 시행령’, 1921년에는 ‘조선공유

수면매립령’이 제정되어 바다를 매립하여 간척을 하는 시

행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 인가를 받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도록 하여 간척사업을 적극 권장하였다.

새만금 지역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로 군산 옥

구, 김제 진봉, 부안 변산 지역에서 대규모 간척지 조성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전 시대와 

달리 일본인에 의해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시

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역, 대규모 간척의 시작

은 이나야지고쿠지[不二興業] 주식회사에 의해 1920년부

터 1923년까지 군산 앞바다의 섬이었던 옥봉리 계산(무

의인도) 일대에 14km의 방조제를 쌓아 만든 약 2,500ha

의 간척지이다. 간척지에 소요되는 물은 1922년에 완주

군 대아면에 소재하고 있는 대아저수지를 수원으로 하고 

있다. 옥구와 만경강 일대의 치수관개사업의 영향을 받

아서 동진강과 김제 일대의 농지 개발사업도 시작되었

다. 1925년에 세워진 동진수리조합은 간척지의 농업용수

를 확보하기 위해 임실군 강진면에 운암저수지를 1927년

에 세워, 직선거리 40km에 이르는 도수로를 통하여 간척

지의 수원으로 활용하는 등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정교하고 광범위한 계획에 의해 간척사업이 이루어

졌다.

해방 후 1961년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섬진강 댐

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칠보발전소와 동진강 하

류의 간척사업을 묶어서 동진강 지역 종합개발 수리간척

사업(계화도 간척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사업을 추진하

였다. 동진면의 안성리와 계화도를 연결하는 9,254m의 

1호 방조제와 계화도에서 부안군 하서면 돈지마을을 잇

는 3,556m의 2호 방조제가 1967년에 건설되고 1977년에 

3,968ha의 매립지에 2,708ha의 논이 조성되었다. 특히 계

화 간척 조성에서 기초 지반을 다지는 매트리스 공법이 

개발되어 이후 간척사업에 널리 사용되었다.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전

신)는 1987년부터 3개년간 연차별로 간척자원 조사를 시

행하였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경기도 

강화군에서 부산광역시에 이르기까지 해안선을 따라 수

심 25m 내외가 되는 모든 해역과 해안에 접하고 있는 도, 

시, 군을 조사 대상 구역으로 하여 서남해안 일원의 간척 

개발 가능 면적을 조사하였으며, 해상 자료를 비롯한 수

자원과 수산, 환경 등 자연적 여건과 사회적, 경제적 여

건을 고려하여 간척 부존자원을 다시 정립하였다(전창운 

2018: 85~86).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안해역도, 간척자

원도, 수산자원도, 토질자원도, 수자원도 등 9종류가 포

함된 간척자원도를 작성하였다. 연안해역도에는 간석지 

및 등수심선과 방조제 및 배수 갑문 위치를 다루고 있으

며, 간척자원도에는 방조제 노선과 해안선 실태가 수록되

어 있다(전창운 2018: 88). 이러한 계획을 전후하여 경기

도(시화지구, 화옹간척지, 평택지구), 충남(대호지구, 석

문지구, 서산간척지, 삽교천지구, 홍보간척지), 전북(동진

강지구, 금강지구, 새만금간척), 전남(영상강지구, 해남지

구)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척이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은 새만금사업으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 세계 최장의 방

조제가 준공되었고 내부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 서·남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간척 적지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주곡인 쌀 과잉 생산 문제와 갯벌의 가치

에 대한 인식 변화, 간척사업에 따른 수질, 생태계 등 환

경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농·수산 목적의 간척사업은 

1998년 시행한 시화지구(대송단지)를 끝으로 신규 간척

사업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전창운 2018: 15). 한편 한

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967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6개국에 154건의 간척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

며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

면, 인도네시아의 23.5km 방조제와 12.5㎢의 내부 개발

에 2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미얀마에는 관개배수 등 

1억 달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11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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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척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

1. 간척문화유산의 개념과 종류

고대부터 간척으로 인하여 토지의 확대 및 개발, 인

구의 이동, 도시의 형성이라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원주민

과 인접 주민, 그리고 이주민을 포함한 여러 집단이 변화

의 주체자로, 삶의 터전은 바다에서 복합 도시로, 생계 활

동은 어로, 농경에서 산업, 에너지, 관광, 4차 산업 등으로 

제반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 간척문화(干拓文化)란, 간척

에 따른 제반 환경의 변화에서 생성된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 체계, 행위 양식, 문화적 생성물을 총칭한다. 예를 

들면 새만금간척문화는 새만금 지역의 고대~현대의 어

로, 농경, 전통 지식, 유무형 문화유산 등이 간척으로 인

하여 생성·변화된 것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조제를 쌓으면 뻘이 그 바깥쪽으로 집중적으로 쌓

여 간척하기에 알맞은 염생습지(鹽生濕地, salt marsh)가 

또 발달하게 되고, 이곳에 새로운 방조제가 축조되면 간

척지가 확장되고 구 방조제는 농경지 가운데에 유물로써 

남게 된다(권혁재 1999: 86~87). 현대적인 관점에서 간척

사업의 시행 체계는 자원 조사 및 예정지 조사, 예비 타당

성 조사,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방조제 및 배수갑문 시

공, 담수호 준설과 방수제 시공, 내부 개발 순으로 이루어

진다. 간척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간척지, 방조제, 도로, 

댐, 제수문, 갑문 등 구조물이 부동산 형태의 유형 유산으

로 남게 되며, 간척사업의 진행 과정과 공간 구성에서 사

용된 다양한 재료, 시공 장비와 비품, 도면, 보고서 등이 

동산 형태의 유형 유산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주민의 인

식 체계, 민속, 전통 지식과 기술 등의 무형 유산과 간척

으로 초래된 환경적 산물인 자연 유산 등이 있다. 따라서 

간척문화유산이란 간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유

형 유산과 무형 유산, 그리고 자연 유산을 모두 일컫는다. 

이들 유산은 간척에 따른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산물이며, 생산 공간, 교통 공간, 주거 공간, 수

리 관리 공간 등이 어우러져 문화적 경관을 형성한다. 유

형 유산은 다시 구조물, 기록물, 시공 장비, 작업 비품, 그

리고 각종자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유형 유

산 중 간척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설물인 방조제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1).

표 1 간척문화유산(유형)의 종류

구 분 종 류

구 조 물
간척지, 방조제, 도로, 댐, 저수지, 제수문, 배수장, 양수장, 갑

문, 도수로, 건축물 등

기 록 물 
고도서, 문헌 자료, 도면, 지도, 기념비, 시청각 자료, 개인 일

지, 보고서 등

시공 장비 

근대이전 : 지게, 발채, 망태기, 소쿠리, 멱둥구미, 옹구, 수레, 

달구지 등

근대이후 : 토운차, 트럭, 굴삭기, 로더, 기중기, 롤러, 준설선, 

바지선 등

작업 비품 
헬멧, 완장, 모자, 조끼, 작업복, 안전 시설물, 계산서, 각종 영

수증 등 

각종 자료 
사진, 영상 등 예술 작품, 홍보물, 기념품, 스포츠, 축제, 공연 

등의 행사 자료 등

2. 간척 시설물

1) 방조제의 구조와 기능

방조제(sea dike, 防潮堤)란, 바다에서 간척지를 조

석, 파랑, 해수 침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드

는 제방이다(전창운 2018: 1135). 조선 후기에 간행된 여

지도서(輿地圖書) 제언조(堤堰條)에서 보이는 방축은 바

다를 흘러 나가는 소하천의 하구를 막은 둑으로, 조수

의 침입을 막는 방조제의 기능과 관개용수의 저장 기능

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정치형 2008: 624; 최영준 1997: 

200~201). 일제강점기에는 방조제를 조제제(潮除堤)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전라북도 1916: 212). 방조

제를 건설한 이후 효과적인 간척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염 및 수질 개선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른 배수

문, 암거, 통선문, 제염펌프 등의 시설물이 있다. 방수제

(防水堤, water proofbank)란 내부 개발지를 안전하게 보

호하는 기능과 담수호의 관리 확보 및 간척지 내·외부 순

환 도로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전창운 2018: 768).

방조제 형식은 일반적으로 방조제 설치 위치의 수심

과 방조제 높이, 지형 여건, 축조 재료, 축조 장비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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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0년 이전의 방조제는 위와 

같은 사항 외에 기능과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

조제의 주요 기능인 조류 차단과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단면을 계획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도로를 주행

할 때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접목하여 방조제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몇 년

까지 방조제 둑 높이는 최소 3m부터 최고 10.3m 정도

이다. 방조제의 해측 비탈 평균 기울기는 1:1.0~1:1.5이

며 피복공 구조는 대부분 돌쌓기 형식을 적용하였다. 이 

시대의 방조제 특징은 필 댐(fill dam)과 같이 성토할 부

분의 지반을 터파기하여 중심 점토를 설치하였으며 해

측 비탈면에는 비탈면 모든 부분에, 내측 비탈면에는 일

부분에 근고사석을 설치하였다. 1963년에 설계된 동진

강 방조제부터 1996년도에 설계된 삼산방조제까지 경

사형으로 설계하였다. 해측 비탈 경사는 1:1.5 이내에서 

1:2.0으로 계획하였다. 1900년대 후반기 이후 기술 진

전에 의해 필터 구조가 개발되었고, 해측 비탈 경사는 

1:3.0까지 완경사로 계획하였다. 동진강 방조제부터 파

랑의 비말이나 강우로부터의 침식을 대비하여 내측 비

탈면을 사장석(捨長石)으로 피복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

에 맞는 방조제 단면이 탄생하였다. 동진강 해측 경사는 

1:1.0~1:3.0, 새만금 방조제는 1:4.0~1:6.0에 분포한다

(전창운 2018: 167~168).

이와 같이 방조제 구조는 축조 재료 및 물막이 구간, 

해상 조건, 기초 지반의 토질, 축조 공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대에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방조제 공

사는 일반적으로 ①지반매트리스 ②바닥다짐공 ③사석

공 ④~⑥필터공 ⑦성토공 ⑧~⑩호측 피복공 ⑪~⑫둑마

루 성토 및 피복공 ⑬식생공 순서로 이루어진다.

방조제의 구성 부분 가운데 수문(水門)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해수의 충격에도 견뎌낼 정도로 단

단한 구조물이어야 하고 동시에 내부에서 유출되는 하수

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

다. 조선 후기 수문의 대표적인 형태는 목제 수통(水桶)

이었다(염정섭 2010: 178). 1970년대까지도 전통적인 방

식으로 만들어진 수문이 사용되었는데, 나무 기둥을 파서 

만들거나 나무판을 짜서 만든 수문 등이 사용되었다(양

선아 2010a: 225~226). 현대에는 수문 대신에 배수갑문

(排水閘門)이란 용어가 사용되며 그 기능 또한 다양하다. 

배수갑문은 배수갑문과 통선문, 어도, 수질 개선 시설, 옹

벽, 붙임 배수로 등 부속 시설이 있으며, 바닥 보호공과 

도류제 등의 보호 시설이 있다. 배수갑문은 조수 유입을 

차단하고 홍수를 배제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주요 기

능을 가지고 있다(전창운 2018: 471).

2) 방조제의 재료와 축조 방법

방조제는 축조 재료에 따라 해사나 산토 단일 재료

만으로 축조하는 단일형 방조제와 사석, 해사, 산토로 축

그림 2 방조제 구조 및 각 부분의 명칭(전창운 2018: 159).

① 지반매트리스

② 바닥다짐공

③ 1차 사석공

④ 필터(조약돌)

⑤ 필터(자갈)

⑥ 필터매트

⑦ 성토공(산토, 해사)

⑧ 해측 경사면 피복석

⑨ 호측 경사면 피복석

⑬ 식생공

⑭ 해측 소단

⑮ 둑마루

⑩ 호측 경사면 피복석 뒷채움

⑪ 도로, 소단

⑫ 둑마루 해측경사면 피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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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혼성형 방조제로 구분된다(전창운 2018: 162). 조

선시대 후기 축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재료는 개

흙이며, 흙을 쌓기 전에는 나무 말뚝을 박기도 하였으며, 

개흙으로 쌓아 올린 둑 표면에는 잔디 등을 입혀서 흙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둑 밖으로 돌을 쌓기도 하였

으나 비용 및 운반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제시기까지만 

해도 석재가 쓰이는 간척사업은 흔하지 않았다(양선아 

2010b: 43~44).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경칫돌 하나의 가격

은 1원이었는데, 당시 쌀 한 말 가격이 95전이었던 까닭

에 석축 시공을 지양하였다고 한다(양선아 2010a: 185).

‘민진원이 아뢰기를 제방을 쌓을 때 마땅히 돌로서 쌓아

야 하는데, 진흙 바닥으로 돌을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반

드시 판자를 깐 연후에야 돌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국역 비변

사 등록 숙종 32년(1706) 9월 8일).

조선시대 제방에 쓰인 재료와 그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방법을 엿볼 수 있다. 「벽골제 중수기」에 따르면 ‘~ 

양지교 쪽의 웅덩이에는 나무로 기둥과 시렁과 들보를 세

워 목책을 5겹으로 만들고 그 안을 흙으로 메웠다~’고 한

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김제군 고적조). 이와 비슷한 

공법은 이미 고대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해 봉황

동 68호 체제 말단부에서 시작해 제외지 쪽으로 입방체의 

나무틀[木工沈床]을 최소 2열 이상 최대 4~5열 전후로 설

치하고, 그 안에 돌을 충진시켜 하단 침상을 완료한 것으

로 보인다(곽종철 2010: 296). 정약용은 그의 저술인 『경

세유표(經世遺表』(1817)와 『목민심서(牧民心書)』(1818)

에서 방조제 건설에 보다 과학적인 공법과 장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돌을 운반하기 위한 기중

가(起重架)의 사용과 조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

해 바닷물이 밀려오는 어귀에 세모로 된 축대인 한대(捍

臺)의 축조가 그것이다(양선아 2010a: 133).

조선 후기 강화도 간척을 보여 주는 <선두포 축언 

시말비>에 따르면 석재 이외에도 신철(薪鐵) 7,000근, 석

회 800석, 생칡뿌리 3,000사리 등이 소비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양선아 2010a: 184, 이영호 2000a: 118~119 재

인용). 강화도 고잔리 간척에 대한 현지 조사에 따르면 바

닥에 말뚝을 이어서 박고 여기에 싸리나무, 솔가지, 칡, 

갈대 등으로 엮은 담장을 친 후 담장 앞뒤로 개흙을 쌓아 

둑을 만들었다(최영준 1991: 197, 198 그림). 즉 현대에 

이루어진 고잔리의 소규모 간척에서도 고대의 전통 방식

이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조제 축조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공정

으로는 끝막이 공사가 있다. 한국의 끝막이 공법은 1960

년까지는 잔교를 가설하고 인력토운차에 의한 흙가마니 

쌓기공법(대천), 사석쌓기공법(지산, 미면 등)과 기관차 

운반에 의한 방틀사석채우기공법(광양) 등을 시행하였으

며, 1966년 동진강 방조제 끝막이 공사에서 사석·돌망태

에 의한 점축식 공법을 개발하여 이후 정착되었다. 이는 

모든 여타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도 짧고, 공사도 용이하

고, 공사비도 아주 저렴한 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윤오

섭 2014: 22). 동진강 끝막이 공법은 성토공 기초 바닥 전

면에 생송지엽(生松枝葉)의 섭을 전면 포설하고 2.0m 격

자의 침상공(枕床工)을 시공한 다음, 상고 성토를 시공 후 

표면을 두께 0.5m의 이불형 돌망태로 피복하는 방법인 

한국형 끝막이 공법을 태동시켰다(윤오섭 2014: 117). 제

방 축조 후에는 제체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돌을 포설

하거나 수목을 심는 방법(634년 부여 궁남지, 1415년 김

제 벽골제 중수) 등이 알려져 있다(곽종철 2010: 279). 상

주 공검지 2차 제방의 경우 제 외지 쪽 법면 말단부에 석

축을, 제 내지쪽 법면 중심부~말단부에는 철사망 내에 돌

을 채운 것(망태, 농(蘢))을 각각 시공해 호안하고 있다

(곽종철 2010: 273). 간척 후 경작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

해 용두레(삼각대에 매달아 혼자서 이용)와 고리박(두사

람이 마주보고 사용)은 모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

을 퍼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써 네덜란드 풍차의 기능

과 비교된다(양선아 2010a: 214).

3) 방조제 현황

조선시대 여지도서에 실린 농경 수리 시설인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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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3,171개소로 867개소가 확인된 전라도의 경우 전

주부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용안, 함열, 익산, 만경, 김제, 

금구현과 흥덕, 고창, 무장현 등 곰소만을 낀 서해 지방

으로 제언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밀

도가 높고 벼농사가 비교적 활발했던 지역이다(정치영 

2008: 627,633~635).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문헌 기록에 

의하여 간척지의 위치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 조선 

말기 이후부터는 근대 지형도 및 관련 기록물이 남아 있

어 여기에서 보이는 각종 범례 및 표시를 통하여 간척에 

따른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16년 전라북도 통계

연보에 의하면 전북에는 1916년 말 당시 251km에 달하

는 방수제와 108km에 달하는 방조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허수열 2014: 128). 1916~1917년도에 작성된 도엽의 범

례에는 ‘류석위(纍石圍)’, ‘토위(土圍)’가 있으며 지도상에 

해안을 따라 그려져 있다. 이들 두 구조물 안쪽으로는 답

(畓)이 표기 되어 있고, 그 바깥으로는 니지(泥地), 사지

(沙地), 습지(濕地), 염전(鹽田) 등이 표기되어 있다. 즉, 

흙이나 돌로 쌓은 방조제를 만들고 그 내부를 농경지로 

간척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 전라북도 통계연보

의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양상에 대

하여 허수열은 1913~1916년 간에 일본인에 의한 방조제

와 방수제의 신축이 없었으며, 1917년 김제 도엽에 나타

나는 전라북도 해안을 따라 빈틈없이 축조된 방조제는 조

선 재래의 방조제이며, 이후 1920년대 이후 일본인 지주 

및 조선총독부에 의해 근대적인 방조제 및 간척사업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허수열 2014: 130,147). 그리고 

1916~1917년도에 작성된 도엽에 일본인 농장 및 사무소, 

동척농장, 임익·임옥 수리조합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아 일본인에 의한 대규모 간척지 조성이 임박했음을 

엿볼 수 있다.

공유 수면의 간척에 의해서 축조된 방조제는 개인이 

관리하다가 해방 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6.25 전쟁 

후 방조수리조합이 설립되어 방조제를 운영하게 된다. 

1963년 방조제 관리법이 제정되어 방조제의 규모에 따라 

국가, 지방, 그리고 수익자 부담 관리로 구분되어졌으며, 

표 2 전국 방조제 현황

지구수 
(개)

면적 
(천㏊)

포용 
조수량
(천㎥)

방조제 배수갑문

조(개) 연장(㎞)
시설수

(개)
연장(㎞)

합계 1,674 219.0 8,596,326 1,991 1,198.0 2,577 4,927.0

부산 1 - 863 1 1.0 1 3.0

인천 94 16.0 333,064 146 141.0 161 311.0

경기 52 35.0 2,747,625 103 98.0 123 267.0

충남 281 43.0 2,101,270 316 181.0 371 659.0

전북 46 46.0 1,440,004 50 72.0 80 157.0

(합계 

대비, %)
2.7 21.0 16.8 2.5 6.0 3.1 3.2

전남 1,063 77.0 1,864,841 1,210 646.0 1,684 3,177.0

경남 136 3.0 108,657 162 59.0 156 350.0

제주 1 - 2 3 - 1 3.0

*전북권 % 표시는 필자가 삽입함.

출처: KOSIS국가통계포탈

표 3 연안 습지(갯벌) 면적의 변화(출처:KOSIS국가통계포탈)

연도별 (㎢) 증감면적 및 비율

1998(A) 2003(B) 2008(C) 2013(D) 2018(E) E-A(㎢) E-A 비율(%) E-D(㎢) E-D 비율(%)

총계 2,398.0 2,550.2 2,489.4 2,487.2 2,482.0 84.0 3.5 -5.2 -0.2

인천 685.0 737.1 703.4 709.6 728.3 43.3 6.3 18.7 2.6

경기 153.5 177.8 168.8 165.9 167.7 14.2 9.3 1.8 1.1

충남 304.2 367.3 358.8 357.0 338.9 34.7 11.4 -18.1 -5.1

전북 113.6 132.0 117.7 118.2 110.5 -3.1 -2.7 -7.7 -6.5

전남 1,054.1 1,017.4 1,036.9 1,044.4 1,053.7 -0.4 0.0 9.3 0.9

경남 59.0 91.4 79.1 68.8 62.8 3.8 6.4 -6.0 -8.7

부산 23.6 27.2 24.2 23.3 20.1 -3.5 -14.8 -3.2 -13.7

주1) 1998년 자료(A)는 1987년 이후 상실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 75,000분의 1축적 해도를 디지털 면적 계산기로 작성.

주2) 2003년 자료는 보다 정밀한 전자해도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면적이 다소 늘어남.

주3) 2008년 자료는 1/5000의 해안선 조사 측량 결과를 반영한 결과 추가적인 감소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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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관리 방조제를 지금의 농어촌공사가 업무 대행

을 하고 있다(동진농지개량조합 1995: 531). 한편 최근에 

정리된 전국 방조제 및 갯벌의 현황을 통해 간척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은 방조제 지구수 및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시설 규모에 비해 면적과 포용 조수량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활간척지, 계화간척지, 그

리고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규모 간척사업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표 2).

<표 3>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1998년에서 2003년

까지 갯벌 면적이 증가하다가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비

교적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는데, 새만금 방조제 끝막

이 공사(2006년)의 완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전반적으로 간척지의 증가에 따라 갯벌 면적이 감소

함을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국내/전북의 전체적인 

증감 비율을 보면 1998년에 비해 3.5%증/2.7%감, 2013년

에 비해 0.2%감/6.5%감으로 나타난다. 전북과 비슷한 갯

벌 면적을 가진 경기와 비교했을 때 전북권의 갯벌 면적

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된다. 따라서 <표 2>에서 확인된 전국 대비 간척 면적과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어 전북 지역의 간척사업이 활발

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세부 연도별 증감 현황과 변동의 

원인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새만금 지역의 간척지

대하천 하류의 넓은 충적지는 모두 후빙기 해면 상

승과 더불어 빙기에 깊게 파인 골짜기가 하천의 토사로 

매립됨으로써 발달하게 된 지형이다. 조차가 큰 서해에 

면해 있는 동진강 하류의 김제평야, 만경강 하구의 만경

평야 등은 하천 양안의 범람원과 갯벌의 간척지로 이루어

졌으며, 이들 해안선은 전체가 방조제로 되어 있다(권혁

재 1999: 71). <그림 3>은 새만금 지역에서의 간척 활동

을 나타낸 것으로 조선시대 말기에 이루어진 재래 방조제

와 간척,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루어진 간척지, 해

그림 3 새만금 지역의 간척 분포도(1916~1917년 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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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이후의 간척지를 보여 주고 있다4. 다만, 조선 말기에 

만경강 하류에 민영익제(閔泳翊堤), 이완용제(李完用堤) 

등의 방조제를 설치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견해가 있

는데(김중규 2003: 168), 이들 방조제에 대해서는 추후 정

밀 지표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최초의 대간척사업은 1920년대 일본인이 세

운 불이흥업주식회사가 옥구 반도 북단과 남단의 간석지

를 대상으로 해안에 약 14km 연장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2,500ha의 간척지를 개답하여 취락을 조성한 것에서 비

롯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새만금 지역에는 광활, 진봉, 화포, 대창, 서포, 도선장 방

조제가 축조되었다.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 차원의 체

계적인 간척사업이 추진된다. 1962년 UNITID-NEDECO

에 의한 간척자원조사가 이루어져 71개 지구, 매립 면적 

225천ha, 간척농지 조성 165ha를 선정하였고, 1963년 방

조제 관리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1965년에는 건설부에

서 1차 간척자원조사를 거쳐 1972년에는 3차 간척자원조

사를 통해 149개 지구, 매립면적 276ha를 선정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1967년 미면 간척지 방조제가 준공되었으

며, 1977년에 계화도지구 내부개답 공사 완료(2,500ha), 

1990년에 금강 하구둑 준공, 1991년 새만금지구 간척종

합개발사업 기공식 등이 있었다(농어촌진흥공사 1996: 

369~372). 여기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주요 간척지의 현

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광활 간척지

광활 지역의 진봉면 심포리 전선포(戰船浦)는 고군

산군도와 계화도가 가까이 있어 어선의 닻을 내리던 항구

로 인접하고 있는 봉화산 봉수대와 함께 전략적 요충지로

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디지털김제문화대전). 광활 방

조제는 전북 김제시 진봉반도의 남쪽에 위치하여 광활면 

표 4 새만금 지역의 간척 현황5

간척지 위 치
준공

(방조제)
면적
(ha)

방 조 제

길이(m) 평균고(m) 배수갑문

광활 김제 광활 은파리,옥포리,창제리 1924 1,666 9,500 4.0 5개소 18련

진봉 김제 진봉 고사리,심포리,상궐리 1924 1,076 7,574(4조) 3.3 6개소 12련

회현 군산 옥구 1926 2,207 13,319 3.6 2개소  5련

화포 김제 만경 화포리,소토리, 청하 장산리 1926 392 5,674(2조) 2.0 3개소  5련

대창 김제 죽산 대창리,신종리,죽산리 1927 410 3,710 2.7 4개소 18련

서포 김제 죽산 서포리,영포리 1929 746 5,320 3.0 5개소  6련

도선장 부안 동진 동전리,장등리,안성리 1932 503 6,056 2.7 5개소 10련

송포 부안 변산 지서리,운산리 1957 65 394(2조) 3.7 2개소 10련

미면 군산 옥구 미면 1963 500 4,140 3.0 2개소  7련

계화 부안 계화 의복리,계화리,창북리,궁안리,당상리 1968 3,993 12,800(2조) 7.8 2개소 15련

금강 군산 하구둑 1990 3,650 1,841 1개소 20련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2010 40,100 33,900(5조) 36 2개소 18련

4 ‘말도·군산·이리·장자도·부안·김제’ 도엽을 이어 붙임 : 지도에는 군산-미제, 임옥수리조합관개지 / 익산-임익수리조합저수지, 임익수리조합관개지, 임익남부수리

조합관개지, 임옥수리조합관개지 / 김제-웅본농장, 웅본농장사무소, 동척출장소, 동척창고, 동척농장, 벽골제, 제내리 / 부안-하제리, 전제리, 내제리 등 간척 관련 

시설물과 지명 명칭이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 이루어진 재래 방조제는 지형도의 범례를 참조하면 된다.

5 동진농지개량조합의 자료와(1995: 531~539) 윤오섭의 연구(2014: 51~53,79,90)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 작성함. 이외에도 문포지구(부안 동진 안성리), 낭

산지구(부안 동진 낭산리), 궁안지구(부안 행안 궁안리), 하서지구(부안 하서 청호리)는 계화간척사업에 의하여 모두가 내륙화되어 방조제로서의 관리를 할 필

요성이 없게 되었으며(동진농지개량조합1995: 545), 이외에도 새만금 이외 지역인 부안지역에 마포(변산 마포리,1957), 신복(보안 신복리,1957), 줄포(줄포

리,1956) 방조제 등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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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리, 옥포리, 창제리 일원에 걸쳐 있다. 방조제는 1924

년 동진강으로 밀려드는 조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진

농업주식회사가 건립하였다. 간척지는 1931년 준공, 농

장에 입주한 소작인들은 모두 676호로 1929년부터 입주

를 시작하여 1937년까지 완료, 개답은 1927~1932년까지 

이루어졌다. 1952년 9월 폭풍우로 제방 일부가 유실되어 

1966년 6월 주민 부담으로 복구가 이루어졌다. 방조제 길

이는 9,500m, 높이는 4m, 5개소의 갑문에 18련(連)이 있

으며 구역 면적은 1,651ha이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간척칠년소사』를 통해 방조

제의 축조 과정 및 방법, 간척지 내부 농경지의 조성 현황

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림 5>를 통해 지게를 

지고 재료를 나르는 모습, 벽골제에서 출토된 토낭과 비

슷한 재료를 바닥 전면에 깔고 다지는 모습 등이 확인되

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방조제 축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현장 답사를 통해 광활면 은파리 진흥마을(광

활면 시농길 642 지점)을 기점으로 동쪽방향으로 가실배

수장(은파교 앞)까지 약 2.2km 구간 내에 구제방이 간헐

적으로 남아 있으며, 서쪽 방향으로는 신제방이 광활면 

창제리 거전양수장 근처에 약 270m 보존되어 있다6.

그림 4 동진농장 김제 광활 간척지 일반도(출처: 『干拓七年小史』, 1932년).

사진 2  은파리 진흥마을 방조제 잔존 모습 (그림 6과 7에 실린 방조제 단면도와 

일치하는 축조 상태).

그림 5 광활 방조제 최종 끝막이 공사 장면(출처: 『간척칠년소사』, 1932년).

그림 6  광활 간척 공사 때 제작된, 당시 조수표와 방조제 단면도(출처: 『간척칠

년소사』,1932년).

사진 3 은파리 진흥마을 방조제 잔존 모습(그림 7의 단면도와 일치).그림 7 전북 광활 방조제 단면도(전창운 2018: 164).

6 광활면 진흥마을 이○○(1934년생)씨는 30세 때 이곳으로 이주하여 간척지에서 농경을 하였으며 60세 때 가옥을 새로 지어 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구제방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었으며, 이 제방이 1950년대 홍수에 의하여 훼손되자 신제방을 쌓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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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의 건설에 따라 방조제 밖으로 매립이 

되고 바닷물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기존의 방조제의 기능이 

변하였다. 먼저 바닷물을 차단하는 기능은 사라졌으며, 방

조제를 깎아 도로를 내거나 잇대어 가옥을 짓는가 하면 밭

작물을 심기도 한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방조제의 최대 폭

은 약 10m, 최대 높이는 약 3m 정도가 남아 있으며, 도로 정

비 및 마을 환경에 따라 방조제의 유실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파리 학당마을 주민에 따르면 주민들의 방조제

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대단하였으며, 방조제 외부에 있었

던 염전이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7

2) 계화 간척지

계화 지역은 1910년 당시에는 동진강 하구에서 상

류 쪽으로 4리 정도를 소형 선박이 왕래하였고, 강 연안

에는 문포, 화포, 조포, 평교리, 서포, 죽산포 등 포구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문포와 화포에서 미곡의 수출이 행해

져 선박의 출입이 잦았던 지역이다(남궁봉 1986: 31). 계

화 간척지는 1944년 일인들에 의하여 조선농지개발영단

이 창설되고 계화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

조하여 농경지화하고자 하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8.15 

해방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61~1965년간에 섬진강 댐

이 완공되어 수몰민 2,786세대의 이주와 정착을 위한 후

보지로 선택되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일환으로 간척공사가 재개되어 1963~1966년간에 계

화 제1호 방조제(9,254m), 1965~1968년간에 제2호 방조

제(3,556m)가 완공되어 2,741ha의 농경지가 개간되었

다(건설부 1969: 23~33). 방조제의 내부는 모래와 흙으

로 다진 토언제(土堰堤)에 석축 호안으로 되어 있다. 임

실 섬진강 댐의 물이 동진강 도수로를 통해 유입되었으

며 청호저수지에 양수하였다가 간척지에 공급하는 형

태이다. 청호저수지의 면적은 447ha, 둘레 5,335m이

며, 집수 능력 1,890만 m/t이다(동진농지개량조합 1995: 

553~557).

계화 간척지는 영농공간인 농경지와 주거 공간인 취

락이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공간을 구성하고 

A

C

B

D

사진 4  A: 은파리 학당마을(제방 도로), B: 은파리 학당마을(제방 도로 폐쇄, 신

도로 개설), C: 근현대 건축(양수장), D: 근현대 건축(현 민가).

사진 5 은파리 진흥마을에서 바라본 학당마을 염전 위치. 그림 8 동진강 1호, 2호 방조제 도면(전창운 2018: 176).

7 현재 66세인 여성(광활 1길 136 일원)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방조제의 돌 하나하나를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겨 어느 누구도 빼어 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제 염

전이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북 사람이 염전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였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산된 소금을 많이 소비하였다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옥구현 조에 따르면 ‘염장이 옥구현 서쪽의 독도(禿道)에 한 곳이 있다. 소금 창고는 옥구현 관내에 있고 현재의 소금 제조업자인 염간은 37명이

며, 봄과 가을에 바치는 소금의 양이 3백 5섬이다’라고 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산지역의 옥구에도 염전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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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국내 어느 농경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

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네덜란드의 북해 연안 

해안간척지(RANDSTAD HOLLAND) 공간 구조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과거 간척 전에 어촌이었던 돈지, 창북, 계

화리 등 기존 취락에 도시 계획을 반영하여 집단 주택 단

지를 조성하였다. 농가당 대지 100평에 건평 15~18평형

의 특수 아연 처리 함석으로 된 군집식 철골 주택과 기와

집형 주택 2종을 모형으로 1,000동을 신축하였다(남궁봉 

1985: 83). 당시 패류 채취 및 원시적인 정치(定置) 어업

을 하던 지역이 간척 후, 3,000ha의 간석지로 2,741ha의 

영농 생산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계화도 섬 밖 남쪽으로 

간석지가 확대되어 가면서 이를 중심으로 백합, 바지락, 

김 양식장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계화 지역은 수산 채취

업 중심에서 영농 생산 기능 중심으로 경제적 기능이 변

사진 6 계화 방조제 내측 호수.

사진 10 계화 1호 방조제 현재 도로.

사진 7 계화 2호 방조제와 내측 도로.

사진 11 청호저수지.

사진 8 계화 2호 방조제 돈지 갑문. 사진 9 계화 1호 방조제 갑문.

그림 9 동진강 제2호 방조제 단면도(전창운 2018: 165).

착공년도 : 1963년

준공년도 : 1967년

연       장 : 3,5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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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되었다(남궁봉 1986: 33,35,47). 현재 새만금 방조제 건

설로 인하여 다양한 어업 방식이 사라졌으며 방조제 내에

서 소규모의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갑문 2개소가 

초축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1호 방조제는 도로로 변

경되어 구조적인 형태 확인이 어려우며, 2호 방조제는 일

부 훼손된 것을 제외하면 당시의 형태를 유지한 채 남겨

져 있다. 청호저수지는 간척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3) 새만금 간척지

새만금사업은 1971년부터 사업 예정지 조사를 시

작으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1991년 새만금사업의 

초기 구상안은 100% 농수산 중심 개발을 통해 농업·식

량 생산 기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간척

의 목표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7년 토지이용 

구상안이 복합 개발로 바뀌어 농업용지:비농업용지가 

72:28로 바뀌었으며 2008년에는 30:70으로 대폭 재조정

하여 다기능 융복합 기지로, 2010년에는 명품 복합도시 

개발로,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창조적 녹

색·수변도시 구현으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

설 계획 등을 구체화하였다. 2014년 새만금 기본 계획

에서는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협력특

구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새만금개발청 2014: 7), 

최근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비전선포식’을 

통해 세계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도입할 것을 밝

혔다. 2019년 현재, 고속도로, 내부 남북 및 동서 도로, 

철도, 신항만,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

다(그림 10).

방조제의 경우 내부 개발 계획과는 달리 큰 변동 없

이 노선을 유지, 1991년 착공하여 2006년 방조제 최종 물

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0년에 세계 최장(33.9㎞)

의 방조제가 준공되어 개통되었다. 주요 간척 시설로는 

1호~4호 방조제와 가력 및 신시 배수갑문, 새만금 33센

터, 새만금홍보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새만금 지역은 행

정 구역 상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1도, 2시, 1군

에 해당하며 새만금 지역의 총면적은 401㎢이며, 개발 용

지 283㎢, 담수호 118㎢으로 구성된다(국토교통부 2011: 

13).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

의 이면에는 지역 주민 및 환경 단체 등과 발생했던 갈등

그림 11 새만금 방조제 단면도(전창운 2018: 166).

사진 12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제공).

그림 10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새만금개발청 홍보자료, 2019).



12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2

의 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과제로 남겨져 있

기도 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

의 시작은 1996년 ‘시화호 사건’을 계기로 환경 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다(김

진영 외 2010: 247). 향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간척지 조성을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앞에서 소개한 대규모 간척지 외에도 새만금 지역에

서는 크고 작은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다. 군산 지역에서 

농경지 확장이 시작된 것은 기존에 존재하던 미제 저수지

(현 은파 유원지)를 수원으로 하여 옥구서부수리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의 뿌리)이 1908년 결성되고 부터이다. 

비슷한 시기에 1909년 임익남부수리조합과 임익수리조

합, 1911년 임옥수리조합 등이 생겼다. 관개 수로는 1909

년 임익수리조합에 의해서 대야면 광교리에서 옥산면과 

회현면까지 연결한 도수로이다. 만경 하구에 위치한 수

곡이곡 평야의 마을들은 대부분이 조선시대 말 이곳에

서 행해진 간척사업 이후에 만들어진 신흥 마을이다(김

중규 2003: 167). 갈대가 무성한 만경강변의 버려진 땅을 

처음으로 간척하여 옥답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은 대한제

국기(1897~1910년)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이완용으로 당

시 방조제는 강변에 개흙을 이용하여 소금기가 있는 바닷

물이 넘어 오지 못하게만 쌓은 원시적인 제방공사였다고 

한다(김중규 2003: 168). 그러나 이완용이 농상공부 서리

를 역임한 시기는 1896년이고, 농상공부대신 서리를 역

임한 것은 1907년이기 때문에 부안 줄포를 포함한 군산 

일원에 대한 간척 관련 사업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한 

시기(1898~1901)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양전

(量田)사업과 지계(地契)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1901년 양지아문을 혁파하고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측량 조사와 함께 근대적 토지 소유권 증명 제도를 실시

했던 시기로 당시 간척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였

던 것으로 보인다.

이완용의 간척 관련 사업은 부안 지역에서도 확인된

다. 「관찰사 이완용 · 군수 유진철 휼민 선정비」에 따르면 

1898년 부안군 줄포에 큰 해일이 들이닥쳐 이완용은 참

상을 살피고 부안 군수 유진철에게 난민 구호와 제방을 

중수토록 하였다고 한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 서반들 매

립공사가 이어져 큰 포구와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899

년 부안군수와 주민들이 구호 사업을 기리는 비를 세웠으

나 해방 후 매국노를 기리는 비석이라는 이유로 수난을 

맞았고 어느 개인에 의해 보관되다가 1973년 줄포면장이 

구입하여 면사무소 청사 뒤에 세웠다. 그러나 1994년 일

제잔재청산의 일환으로 다시 철거되어,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김장순 1987; 전북일보 2007.5.16; 부안인

터넷신문 2018.8.29).

1898년에는 남부 지역에 대홍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이며 보수공사와 함께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제

방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관할 관찰사나 군수 등은 이러

한 사업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경국대전 및 제언사목에 의하

면 관찰사나 지방 수령은 수리 시설에 대한 수축, 보수, 

관리 등의 의무가 주어졌다. 예를 들면 순조 25년(1825)

에 충청도 해안 일대에 닥쳤던 해일 피해에 대한 공청감

사(公淸監司)의 장계 중 ‘~ 바닷물이 크게 넘쳐 포 연안의 

들이 대부분 침수되어 벼가 떠내려 갔고, 염기가 오래 남

아 있어 장차 황폐된 땅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양선아 

2010a: 72)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관찰사나 군수는 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이 선정

사진 13  관찰사 이완용, 군수 유진철 휼민 선정비(부안 줄포면사무소에 보관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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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8

군산 서해안의 바닷가 지역이 오늘날처럼 육지로 바

뀐 계기는 1920년대에 이루어진 옥서면과 미성동 두 지

역의 넓게 펼쳐진 갯벌 지역에서 간척사업을 하면서부

터다. 이들 간척지의 수원은 완주 고산천 상류의 대아댐

(1922년)이며, 1923년 약 65km에 달하는 도수로의 끝부

분에 옥구 저수지를 만들어 새로운 물 공급 체계를 완성

했다. 옥구저수지는 해발 고도 3m 내외의 간석지에 축조

된 집수 구역이 없는 탱크형 저수지이다. 이후 1974년부

터 군산 외항 공단 사업을 시작하였고, 1988년부터 시작

된 군장국가산업단지 사업으로 오식도, 노래섬, 비응도 

일대의 매립을 거쳐 482만 평의 토지를 만들었다(김중규 

2003: 176~177). 이와 같은 과정에 이어 새만금개발사업

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간척에 의한 도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Ⅳ.  간척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

1. 간척문화유산의 가치

앞에서 간척의 개념과 시대별 특징, 간척 문화와 간

척문화유산의 대상이 되는 간척 관련 시설물, 특히 새만

금 지역의 방조제를 중심으로 간척의 역사적, 기술적, 사

회문화적 변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해안에 산재

해 있는 간척지들이 그 실체에도 불구하고 종종 잊혀진 

과거로 남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그 땅의 존재만이 아니며, 

간척지를 만들고 이용했던 사람들의 역사 역시 잊혀진 

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서해안 경관에 남겨진 간척

의 흔적, 이를테면 개흙이나 방죽, 수문과 같은 물질적인 

대상들뿐만 아니라 지도나 지명 등과 같은 인간의 표상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양선아 2010a: 36). 간척의 

흔적들은 간척지를 일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살

아왔던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현대인들을 인도해 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양선아 2010a: 44). 간척 시설물이 문

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서 강조하는 부분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규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간척 공간은 모두 인위적인 간척공사 계획에 의한 

방조제 축조-개답-주민 이주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경

제 지역으로 간척 활동에 참여하는 간척 주체의 문화적 

배경, 계획과 목표,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 등에 의

하여 공간 구조의 특성이 결정된다(남궁봉 1985: 78). 또

한 간척지 조성과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양상과 

자연 경관,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양상, 지

역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사회문화적 양상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간척지와 간척 시설물은 문화유산

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유산의 생성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행위에서 출

발하며, 인간의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과 창조적 심성, 그

리고 주변 환경(자연, 경제, 풍습, 교류) 등으로 인해 시

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과정을 겪는 이른바 인문 생태계

의 법칙을 갖고 있으며, 유형과 무형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양속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으므로 조합

된 가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 즉 특정 대상에서 보여지는 

조합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제도적, 교육적, 기

술적, 관광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정성미·이민석 

2013: 197~198). 그런가 하면 하나의 원천 소스가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되는 시대에 하나의 소재에 내재된 다양한 

원천 소스를 찾아내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간척문화유

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정성미·이민석 2019: 

284). 간척에 참여한 사람들, 간척지에 살아온 사람들, 간

척지 경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스토리 또한 문화유산의 

범주에 들 수 있거나 당해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8 이완용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직무 태만과 거액의 민재를 착복한 죄로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했을 뿐으로 주민들이 말

하는 ‘이완용 둑’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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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간척문화유산을 통하여 간척의 역사적 변

천 과정과 기술적, 사회문화적 의미 등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간척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

다. 문화재로의 지정이 간척 문화의 가치를 모두 대변할 

수는 없지만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정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만금 지역의 간척문화유산은 새로운 

간척지 조성과 함께 훼손·멸실되어 가고 있어 과거 시설

물에 대한 발굴과 이에 대한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간척문화유산의 보존 방안

1)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건설·

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거나 50년 이상이 지나

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

한다. 등록 요건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

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간척문화유산은 건설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이 대부

분이며 기술 발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문

화재의 등록 기준에 부합한다. 특히 간척사업은 바닷물을 

막고 염분을 제거해야 하는 등 당대 최고의 기술이 투입된 

토목·건축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간척으로 

인하여 환경적·사회적·문화적 경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대 간척 유산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근·현대 방조제에 대해 

등록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비슷한 사례로 철도문화유산은 역사, 선로, 구조물, 전기·

통신, 건축물, 차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도 차량은 자

신의 역할이 끝나면 폐차되거나 양도되는 방식으로 사라

지기 때문에 당시 산업유산으로서 보존·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한다(석민재 2018: 39~40).

국내 등록문화재 784건(18.12.31기준) 중 방조제, 배

수지, 농장 가옥 등 근대 농경 관련 문화재는 17건이 있으

며, 전체 대비 2.2%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농업 국가로서

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표 5>에서 소개한 등록문화재는 대부분 일제강점

기에 조성된 것으로 제수문, 갑문, 배수지, 수원지, 배수

펌프장, 제수변실, 관개수로, 수위관측소 등의 수리 시설

과 일본인 농장 사무소 및 가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

부분 제방으로써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원지’로써

의 기능을 한 시설물이며 11건이 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전북 농업의 역사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군

산 구 제1수원지 제방을 제외하면 전북 지역에 소재하는 

관련 자료는 대부분 일본인 농장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

다. 본고에서 다룬 방조제와 유사성이 깊은 자료는 강경 

갑문이다. 이 갑문은 조석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화물

의 하역과 선적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강물의 수위를 조

절하여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문 개폐 장치를 

가지고 있다.

<표 5>의 등록문화재와 함께 <표 6>에서 국가 또

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고대 제방 관련 문화재 현황을 

보면 고려~조선시대와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된 관련 시

설물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향후 시대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간척유산의 발굴이 필요하다. 지정문화재 중 울

산 약사동 제방은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약 11km 이격되

어 있으며 감조하천이라 할 수 있는 태화강과는 2.6k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지만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경남 밀양 수산 제수문 또한 낙동강 본류와 약 

2km 떨어져 있지만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제

천 의림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산악 지대를 수

원지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김제 벽골제와 당진 합덕제

는 서해안 감조구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간척문

화유산의 전통성을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와 조선시대의 활발

한 간척사업이 있었던 역사적 시설에 맞게 전통과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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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역할을 하는 시기의 관련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2) 향토문화유산과 미래유산

새만금 지역의 군산, 김제, 부안에서는 국가나 전라

북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

지 않은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문화

재’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지정·등록되지 않은 대상 중 향

토의 역사, 문화, 예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

료에 대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경우 군산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김제

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부안군 향토문화재보호조례

가 이에 해당한다.

간척문화유산 중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등

록되지 않았을 경우 한 단계 낮은 차원의 향토문화유산으

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에서 소개한 ‘이

완용 선정비’의 경우, 당시 부안 지역 수리 시설의 보수 대

책과 더불어 사회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

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자료 중에서 근·현대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남길만한 가치

가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시민들과 공유함으

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

표 5 근현대 농업 관련 등록문화재 현황(출처:2018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등록년월

61 김제 죽산리 구 일본인 농장 사무소 2동1층,사무소, 부속 건물 김제시 김제시 죽산면 03.06

156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총연장1.9㎞m,너비 0.9m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정읍 05.04

175 정읍 신태인 구 도정 공장 창고 건물 1동 개인 정읍시 신태인읍 05.06

181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사무동1동(2층),창고동1동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익산시 평동로 05.06

182 군산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 창고 1동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시 개정면 05.06

207 군산 구 제1수원지 제방 길이 135m,높이 약 14m, 수문 1기 군산시 군산시 솔꼬지1길 05.11

209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1동, 2층 개인 익산시 중앙로 05.11

211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1동, 2층 개인 익산시 춘포면 05.11

215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1동, 1층 개인 정읍시 신태인읍 05.11

251 대구 대봉배수지 일곽 대구광역시 대구 남구 이천동 06.06

355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1동 1층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07.09

363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1동 1층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07.11

376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 수원지유역 부산광역시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08.07

599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1기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4.09

60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1동 군산시 군산시 구영2길 14.09

601 강경 갑문 1기 국토교통부 논산시 금백로 14.09

602 강경 채운산배수지 배수지1기, 여과지1기 논산시 논산시 강경읍 14.09

표 6 고대 방조제 관련 문화재 현황

지정번호 명칭 수량 시대 소재지 지정년월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187,473㎡ 삼국 김제시 부량면 1963.01

사적 제528호 울산 약사동 제방 3,599㎡ (통일신라) 울산 중구 종가14길 2014.09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211,038㎡ 삼한 제천시 모산동 2006.12

경남기념물 제102호 수산 제수문 4,468㎡ (삼국) 경남 밀양시 하남읍 1990.12

충남기념물 제70호 당진 합덕제 1,771m (후백제) 당진군 합덕읍 19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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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

용에 관한 조례). 2015년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이후 전주

시(2017년), 파주시(2018년), 부산광역시(2019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경우 지자

체에서 보수·관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 향토문화

유산보호조례와 같이 전국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유산 제도가 함의하는 가치와 마찬가지로 간척 

자료 역시 기억과 장소, 인물과 사건, 관련 이야기가 있

는, 즉 무형의 기억과 유형의 장소가 혼합된 복합문화유

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 조성된 새만금 방조제 

또한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3) 농업유산

UN의 관련 기구인 FAO는 2002년도에 세계중요

농업유산시스템(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s) 제도를 제정하였다. 세계농업유산이란 

토지 이용 체계와 경관을 말하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 

기술과 생물다양성을 가진 농업 수산의 보전을 통하여 인

류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식량·생계 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지식 시스템 및 적응 기술, 문화 · 가치 체계 

및 사회 조직 · 농업 문화, 우수한 경관 · 토지 및 수자원 

관리 특징 등 5가지로 구체화하였고, 세계중요농업유산

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농업 활동의 특성 외에도 

유산의 지속성을 위한 생태 환경, 도구, 기술, 음식, 축제, 

예술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을 참고하도록 하였다(산

림청 2016: 20). 2016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3개 대륙

의 15개 국가에서 총 3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문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 경우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활용)에 

따르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제도는 농업인이 오랫

동안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형성

시켜온 유형·무형의 농업 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

는 농업 자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 완도 구들

장 논, 제주 밭담, 울릉 밭 농업, 의성 전통수리, 고성 둠벙 

등 15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이들 중 수리 시설과 관련된 

유산은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의성 전통수리·농업 시스

템, 고성 해안 둠벙 등이 있다. 고성 해안 둠벙 시스템은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해안 지역 특성상 경작이 어려운 

불리한 지형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조성한 수

원이다. 다음으로 경북 의성 전통수리 농업 시스템은 강

수량이 적은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삼한시대부터 

‘할아비 못-아비 못-손자 못’으로 이어지는 연속관개 시스

템이다. 이와 같이 농업유산은 대부분 현대까지 전승되

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간척문화유산은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에 적

용할 경우 해안 지역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간

척지를 개발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하여 

지금까지 사용되는 간척지와 수원지에 대해서 지정이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간척 기술과 간척지 주변에

서 행해지는 어로, 염전 등 전통 기술 및 지식 등을 발굴

할 필요가 있다.

3. 간척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1)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을 통한 활용 기반 마련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향토문

화유산, 미래유산, 농업유산 등 문화유산의 종류와 범주, 

그리고 보존·관리·활용 주체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지만 미래에 중

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척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 문화유산 및 생활사 자료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간척문화유산의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이 선결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간척 시설물과 비슷한 운명을 가진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철도 차량은 모두 13건으로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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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작한 지가 50년 이상 되었으며, 멸실 위기에 있거나 

철도 발전과 관련한 역사성, 문화적 가치, 교육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공동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석

민재는 이에 부합하는 7건을 발굴하고 일본, 영국 등의 

철도 차량 유산 보존 사례를 들어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철도와 관련된 문화재 항목을 신

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석민재 2018: 42~52,54). 

등대 또한 시대적인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

로 평가받아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달하는 등대 중 

11개소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등록문화재, 시도 유

형문화재 또는 시도 기념물 등 다양한 문화재로 지정 또

는 등록되었다(2013년 기준). 이를 통해 해양 문화 공간

과 등대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

체적으로 캠핑, 에코뮤지엄,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등대

의 미래 가치를 창조할 것을 제안하였다(신창희 2013: 

175,182,186~187).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방향으로 문화재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

책·제도적인 변화는 문화유산이 ‘자원’이 되는 시대에 부

응하는 것이며, 인류 삶의 가치 증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범인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 활용이란 

문화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

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

위이다.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

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써(문화재청 2007: 16; 문화재청 2006: 31)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류호철 2014: 10). 문화재의 보존은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포하

고 있는 시대별, 지역별 간척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하다. 철도, 등대 등과 같이 간척 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

를 통하여 간척 시설물의 현황과 종류, 그리고 특징을 찾

아냄으로써 문화유산으로 평가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스토리 발굴과 활용

우리 삶과 밀착되어 주목받지 못했던 시설물이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조명하는 다

양한 활용 과정에서 스토리 발굴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

이다. 새만금 지역의 간척 시설물이 등록문화재로의 등

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사례를 통해 활용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철도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그 시대의 승객들이 지녀온 추억과 애환

을 당시 전차를 이용했던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스토리

텔링 방식으로 보여 주면서 세대 간의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나아가 관광객들에게 향수의 추억을 담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활성화하여야 한다(석민재 2018: 

52~53).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전국적으로 18개에 이르

는 ‘돌담길’ 또는 ‘옛담장’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 공간적인 

특징,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옛담장의 축성 

방법, 범위, 재료 등 건축적인 측면 이외에도 그 안에 내

재된 상징 체계와 의미 등 문화적인 요소 및 전통성이 변

질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통해 보존·전승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이민석·정성미 2009: 

68). 즉 간척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및 장

소 마케팅, 문화 콘텐츠화, 체험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새만금 지역의 간척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역

사성과 문화성이 내재된 스토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만

금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새만금스토

리』는 1986년부터 2011까지 25년간 새만금사업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전라북도

와 인접 시·군, 학계와 언론, 환경·종교·어민 단체 등의 이

야기를 10개 분야로 구분, 모두 92편을 실었다(농림수산

식품부 외 2011). 환경, 어업 등 시공 이외의 분야도 소개

되어 있으나 소위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풀어

낸 이야기만이 실려 있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

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이와 달리 새만금 개발의 장밋

빛 청사진에 맞서서 새만금 주민들의 고통을 젊은 세대들

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민들의 삶의 변화와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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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스토리의 발굴이 있다

(함한희 외 2013: 5~7). 무분별한 간척사업으로 변한 갯

벌의 생태계를 사진과 스토리로 엮거나(허철희 2003), 새

만금과 인접한 시·군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이야기가 있

다(성기만 2016).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동진강(정읍시

립박물관 2016)과 만경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이종진 

2015). 이러한 저작물에서 볼 수 있듯이 간척문화유산에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서독과 동독의 장벽이 허물어진 사건이다. 작금의 문화

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영역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

벽’을 모두 허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교훈을 위한 장소

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길이 165㎞, 

높이 4~5m의 콘크리트, 철조망, 고압선으로 조성된 베

를린 장벽은 동유럽의 민주화로 서독과의 국경선이 개방

되어 28년간(1961.8.12.~1989.11.9.) 독일을 동·서로 분

단했던 정치 장벽의 기능이 정지되어 철거되었다. 이 중 

800m 가량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희생된 이들의 사진

이나 그들을 추모하는 시설, 조형물, 벽화 등이 설치되어 

있다(http://100.daum.net,‘베를린 장벽’). 그러나 베를린 

장벽은 8만 8,000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독일 재건 사업

의 공사 재료로 쓰이거나 작은 조각들은 관광 기념품, 큰 

구조물은 박물관, 대사관, 학교, 공원 등에 전시 목적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팔리거나 기증되었다. 최근 독일에

서는 사회적 기억으로 되살리고자 하여 베를린 장벽 조각

의 행방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한국

일보 2019.11.9.). 간척문화유산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하여 스토리 발굴이 필요한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유의

미한 사례이다.

3) 거버넌스의 필요성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 내부 개발

을 하면서 지난 1960년대에 축조된 계화 방조제를 철거

하여 도로로 활용하고 방조제 사면에서 걷어낸 돌들을 방

수제 공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부안

군과 계화 주민들은 계화 방조제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이 동원되어 축조된 시설물로써 역사성과 애환이 깃들어 

있는 만큼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북

일보 2010). 이로 인하여 새만금사업단은 철거 사업을 중

단하였고, 현재 일부 훼손된 것을 제외하면 2호 방조제가 

존치되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새만금방조제의 

건설로 기능을 상실한 광활 방조제의 일부 구간을 보존하

여 쉼터와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사진 14).

더불어 간척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움직임은 최근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부안

군 계화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호남평야

의 핵심인 전북 부안군 계화면의 역사를 담은 ‘개화면史’ 

특별 전시(2019.2.1.~3.1)를 개최하였다. 지역 주민들과 

국가기록원 및 방송국, 전라북도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전시하여 과거를 뒤돌아보며 생동하는 미래를 만들겠다

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는 2019

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제국 초기 군산항 모습을 부활시

키기 위해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다.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과 새만금 고군산군도 등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둔

다는 계획이다(전북일보 2019). 향후 이러한 사업들과 군

사진 14  광활 방조제 중 거전 마을에 남겨진 방조제의 보존 모습과 위치(윗 사진: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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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역의 간척문화유산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새만금’이라는 간척 자원에 대한 창의적

인 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이 갖는 

자연지리적인 배경을 감안하여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

로 인접 시·군과 전라북도의 협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

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환경 

단체 등 관리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연구 기관, 기업 등 민·

관·산·학이 간척 문화의 발굴과 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구성이 가능하다.

4) 전시 콘텐츠와 국제 교류

간척문화유산의 활용은 간척의 나라인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2/5를 해

안 제방으로 둘러막고 내부를 개발한 간척의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18년 자우더제이법(Zuiderzee Act)을 제

정한 후, 새만금 사업의 6배에 달하는 1,650㎢의 폴더를 

조성하는 것을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하면서 초기의 사업 

목적인 홍수 범람 방지와 배수 강화, 농업용지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이외에 인구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용지 확

보, 주변 환경의 보호 및 경관과의 조화, 국민의 여가 생

활 증진 등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였다(한정희 2017: 37). 

이를테면 남 플레이보라트(Flevoland)의 7,750ha를 숲 또

는 새와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개발하였고, 1948년 자우

더제이 간척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박물관에서는 전통 

어업, 방언, 의상, 공예품, 선박, 일상용품 등 어촌 마을의 

풍경을 전시하고 있다. 외부에는 각 지역의 소형 주택 단

지를 19세기 풍경으로 재현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친환경 

습지 등이 조성되어 있다. 후속으로 1993년 뉴랜드 간척

사 박물관을 개관하여 간척지 조성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

우더제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카야마현 코지마 간척자료실, 아기타현 오가타무

라 간척박물관, 나가사키현 이사하야 간척자료관, 미야기

현 시나이누마 간척자료관 등에서 간척사업에 따른 생태

의 변화와 당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처럼 대표 문화 시설인 박물관을 통해 간척 전후의 변화

된 모습과 사라진 과거의 환경과 문화를 다루어 간척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척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며, 현재 남겨진 간척유산이 

풍부하여 세계 간척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

의 장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2023년 개관 예정)은 국내외 간척 관련 자료를 수

집하고 연구하여 전시를 통하여 간척 문화를 선보일 예정

이다.

더불어 간척문화유산을 보유한 간척 국가와의 적극

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세계 간척 국가는 네덜란드,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중국, 싱가폴, 모나코, 홍콩, 스리랑

카,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예를 들면 간척 문화에 부합하

는 해외 간척 국가를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여 다국적 간

척 문화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간

척 관련 연구 자료 및 아카이브를 서로 공유하며 서비스

하고 간척문화유산 교류의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

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간척에 따른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와 인류 발전

을 위한 ‘간척 문화 공동체 국제기구’의 창설도 가능할 것

이다. 이를 통하여 삶과 문화, 환경, 산업, 관광, 교육, 거

주 공간 등 미래 세대로 이어질 새만금 지역의 간척 문화

의 가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Ⅴ. 맺음말

인류는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리한 자연 여건을 극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경작지를 

확대하여 왔다. 간척은 해안의 간석지에 제방을 축조하

여 내부의 물을 뺀 후 토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필요한 용

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롭게 조성된 간척지는 

농업용지에서 산업단지로, 지금은 복합도시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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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대부터 간척으로 인

하여 토지의 확대 및 개발, 인구의 이동, 도시의 형성이라

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

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간척 시설물의 가치

를 검토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간척 문화는 간척에 따른 제반 환경의 변화에서 생

성된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 체계, 행위 양식, 문화적 생성

물을 총칭하며, 간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유형

유산과 무형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을 간척문화유산으로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는 간척을 통해 남겨진 잔존물을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간척 시설물은 규

모의 방대함과 당대 최고의 토목건축 기술이 반영된 시설

물이며 역사성, 학술성,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고에서 중

점적으로 다룬 새만금 지역은 최고(最古)의 저수지인 벽

골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구한말~일제강점기에 걸쳐 대규

모 간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해방 후에는 계

화 간척지가 조성되어 오늘날의 호남평야의 완성을 이루

었으며, 현재 세계 최장의 방조제 내에서 다양한 내부 개

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간척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이 시대의 추이에 따라 달랐음을 검토하였다. 그리

고 간척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당시 기술적 역량이 집적

된 방조제의 구조와 기능, 현황 분석을 통해 간척 시설물

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그 본래의 기능을 

마감한 광활, 계화 방조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간척문화유

산이 멸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활용은 보존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생각 아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존 방안을 제시하

였다. 먼저 등록문화재, 지자체의 향토문화유산 또는 미

래유산, 농업유산으로서 지정 또는 등록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그간에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현황 분석을 통해 

고려~조선시대 및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된 간척 시설물

이 문화재 지정·등록되지 않아 공백 기간으로 남아 있음

을 확인하였다. 향후 시대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등

록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농업유산 등 다양한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간척 

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간척의 특징과 가치를 정

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삶과 밀착되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간척문

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간척문화유산에 내재된 스토리 발굴이 필요하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사회적 기억으로 되살리고자 하

는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에 이루어진 스토리

를 바탕으로 간척 공사, 환경, 생업, 사람들에 대한 이야

기를 발굴하여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간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았던 주

민, 정부 기관, 학술 단체, 기업체 등의 협업 시스템을 통

해 간척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인 거버넌스의 구성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 의한 계화 방조제의 보

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관계 집단이 참여하여 

간척 자원에 대한 창의적인 가치 창출과 확산을 창조하

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간척의 나라인 네덜란드

와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척 자료와 해당 간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교육의 기

능을 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과거의 기억과 

문화유산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멸되는 유한한 자원이

기 때문에 박물관은 수집과 보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척사업의 경험이 있는 국가

들과의 연계를 통해 간척 문화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

다. 이른바 간척 문화 공동체인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간

척에 따른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

으로 대처하며 인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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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clamation 
and How to Preserve and Utilize Reclamation of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modern and contemporary reclamation sites in the 
Saemangeum area-

Reclamation is the act of  creating new lands by constructing dikes in offshore tidal flats to utilize them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armland to secure food for an increasing population. Based on the 

fact that reclamation has resulted in drastic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land expansion and development, population movement, and the formation of  cities since ancient times, I reviewed 

the value of  reclamation sites and addressed the issue of  how to preserve and utilize them. 

“Reclamation culture” refers collectively to the recognition and concept system, behavior styles, and cultural 

products created by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the tangible, intangible, and natural heritage generat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reclamation is defined as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It shows t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clamation accords with prevailing trends, and that the reclamation sites possess cultural heritage value due to their 

historical, academic, and scarce characteristics.

Numerous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sites at the Gwangwhal and Gyehwa dikes are on the verge of  being 

destroyed, with their original function having ended after the construction of  Saemangeum Sea Wall. I propose 

measures to preserve these under the principle that utilization is based on the basic premise of  conservation. First of  

all, modern and contemporary reclamation sites must necessarily be designated and managed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local cultural heritage, future heritage, and agri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as it has been confirmed 

that reclamation sites created after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nd the 1950s have not been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sit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such reclamation sites through a full 

survey of  national reclamation data.

Effective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which has not been acknowledged in the 

past due to its close relationship with our lives, is necessary to search for hidden stories found within that heritage, to 

organize governance for the efficient use of  reclamation resources, and to build a museum to collect and display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reclaimed areas. Finally, through links with countries with experience in reclamation, we 

will be able to cope jointly with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those pertaining to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and 

would be able to implement various projects to further the advancement of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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