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용역결과는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 불가능하다’ 것은 확인해준 것

- 국토부는 녹조(남조류)가 22~36%감소 발표는 수질악화를 은폐한 것
- 녹조(남조류) 감소효과 일수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아

-운영후 낙동강의녹조(남조류) 수치, 상수원이용지역 운영기준보다 최대 3.1배 높아 
- 국토부 연구결과,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정미의원은 “오늘 정부(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이하 국토부등)가 발표한  「댐·보·
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는 사실상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
가능하다는 것’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하였다. 

오늘 국토부 등은 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 보도자료를 내면
서,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74일간 낮춰 운영
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보의 녹조(남조류) 세포수를 22~36%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
표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핵심이다. 

그러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의 구체적인 녹조(남조류)의 수치를 보면, 국토
부 등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표 참고)

낙동강의  합천창년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남조류의 수는 22,000 
세포수/농도에서  14,000 세포수/농도로 36%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한 14,000 세
포수/농도는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 1,000 세포수/농도보다 14배 높은 것이고, 
경계단계 10,000 세포수/농도 보다 1.4배나 높은 것이다.  뿐만아니라 「상수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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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 인 남조류 10,000 세포수/농도보다 1.4배가 높은 것이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녹조(남조류)는 31,000 세
포수/농도로 상사원이용지역의 기준보다 3.1배나 높게 나온 것이다. 그 밖에 칠곡
보는 18,000 세포수/농도, 강정고령보는 7,000 세포수/농도, 달성보는 22,000 세포
수/농도 이다.  낙동강 5개 보중에 가장 낮은 녹조(남조류) 수를 가지는 강정고령보
경우에도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 세포수/농도보다 17배나 높은 것이다. 나
머지 4개의 보는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10,000 세포수/농도를 모
두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후
에 나타나는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효과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는
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의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목표인 수질개선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 한 것”이며 “4대강의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낙동강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총트리
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대강 
보 해체만이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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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선 : 시나리오⓵ 
(댐 방류+보수위 하강)

양수제약 수위 지하수제약 수위

세포수/농도 세포수·농도 저감율(%) 세포수·농도 저감율(%)
칠곡보 23,000 19,000 17 18,000 22

강정고령보 10,000 7,000 30 7,000 30
달성보 32,000 22,000 31 22,000 31

합천창녕보 22,000 15,000 32 14,000 36
창녕함안보 41,000 32,000 22 31,000 24

낙동강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후 녹조(남조류) 세포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