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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직후인 2012년 여름에 발생했던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 논쟁을 다룬다. 녹조현상의 원인을 두고 4대강 

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당시의 논쟁은 흔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과학이 왜곡되었다는 ‘과학의 정치화’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논쟁의 원인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추구로 환원함으로써 논쟁이 위치한 맥락을 놓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왜곡되었다는 해석은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과학’을 전제하여 

과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결론을 낳음으로써 ‘전문가주의’를 지지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과학’ 혹은 ‘정치’의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고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기술학의 중요한 테제 중 하나인 

‘공생산(co-production)’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논쟁의 맥락에 

‘수치화에 근거한 국가의 수자원 관리’라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였다.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질서가 함께 구성됨을 보여주는 공생산의 

관점은 하천이 수치화되고 수치에 근거하여 하천이 인식, 관리됨에 따라 

‘자연적 질서’가 구성되고 ‘사회적 논쟁’이 전개되는 양상을 함께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2012년의 녹조현상 논쟁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은 녹조현상이 발생한 

낙동강의 사진을 촬영하여 녹조현상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은 

4대강 사업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녹조현상을 판단하는 

지표인 Chl-a 농도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 전후에 Chl-a 농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사업 이후 농도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녹조현상의 원인이라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수치 자료는 해당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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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하는 전체 수역의 수량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의 시료를 채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으나, 

수치 자료는 ‘객관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환경부가 환경단체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에 수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환경단체는 불리한 위치에서 논쟁을 

전개해나갈 수 밖에 없었다. 

수치에 근거하여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녹조현상과 관련해서도 그 발생 정도에 따라 

단계별 기준치를 정하고 있었는데, 논쟁 중에 이 기준치가 논란이 

되었다. 당시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호소에 적용되는 Chl-a 농도 기준에 

비해 약한 기준으로 4대강의 녹조현상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혔으므로 낙동강을 

하천이 아닌 호소로 분류하여 호소에 적용되는 기준을 낙동강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환경부는 낙동강이 행정적, 법적으로 

하천으로 분류된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같은 논쟁은 

하천과 호소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해온 국내 수자원 관리 

정책에서 기인한 논쟁이었다.  

수치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의 해석은 논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요소였다. 4대강 사업 찬성 측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수질 분야의 최고 권위자임을 내세우는 한편, 환경단체를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집단이라 비난하며 

자신들은 ‘과학’으로, 상대 측은 ‘정치’로 구분하는 경계작업을 펼쳤다. 

사업 찬성 측의 주장은 논쟁 이전까지 수질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녹조현상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설명이었으나, 녹조현상이 수치로 환원되면서 이들은 발언권을 부여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단체와 찬성 측 전문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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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인식론적인 위계’는 환경단체 측 주장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논쟁이 지속되게 만들었다. 

이처럼 본 논문은 논쟁의 맥락에 하천의 ‘수치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흔히 ‘객관적일 것’이라 전제되는 수치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통되었고,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논쟁이 ‘누가 하천을 

더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설명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천을 재현하고 설명했는가?’의 문제였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환경위험을 ‘과학’ 혹은 ‘전문성’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한 환경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처방을 

내릴 때,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거칠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주요어 : 4대강 사업, 녹조현상, 수치화, 공생산, 환경위험, 수자원 관리 
학   번 : 2013-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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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 여름은 4대강 유역에서 발생했던 ‘녹조현상(綠潮現象)’ 1 에 

대한 논란으로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6월 25일에 낙동강지키기 부산

시민운동본부가 녹조로 물든 낙동강 사진을 공개하면서 녹조현상의 원인

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을 지목한 것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같은 환경운동단체들은 녹조의 심각성을 지

속적으로 대중에 알리면서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일

부 국회위원들도 녹조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추진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학계 

측의 인사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곳곳에 대형 보가 들어서면서 

강의 체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녹조현상이 유례없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며 4대강 사업을 문제 삼았다. 반면, 환경부는 녹조현상의 원인으로 4대

강 사업을 지적하는 반대 측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았다. 환경단체가 녹

조 문제를 제기하고 4대강 사업을 규탄할 때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들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했다. 그들

은 강의 수질을 나타내주는 지표와 관련된 수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강의 수질이 4대강 사업 전과 비교하여 전혀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개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시적인 녹조의 발생은 4대강 사업 

1 부영양화로 인해 호소(湖沼)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 남조류, 녹조류, 규조류 등이 대량 
번식하여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흔히 ‘녹조현상(綠潮現象)’이라 부른다. 그
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녹색의 조류를 뜻하는 녹조
(綠藻, green algae)와 발음이 같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윤신영, 2012). 
국제적인 명칭은 ‘algal bloom’ 혹은 ‘water bloom’이며 ‘조류번무현상’ 또는 ‘수화(水
華)현상’이라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환경부, 언론 등이 모두 ‘녹조현상’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편의상 ‘녹조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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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 아니라, 강수량의 감소, 폭염, 일조시간의 증가 등 기상적인 요인

에 의한 것이라며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의 연관성을 둘러싼 당시의 논쟁은 사실 사업

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다.2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업 추진 측과 환경단체, 종교단체, 

정치인,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사업 반대 측은 다양한 쟁점에 걸쳐 서

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그 중에서도 4대강 사업

이 수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는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전문

가들 사이에서 수 차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MBC, 2009; TVN, 2010). 

또한 수질 문제는 반대 측의 고발로 진행된 일명 ‘4대강 소송’에서도 사

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부산지

법, 2010). 당시 반대 측은 대형 보가 들어서면 강의 유속이 느려져 4

대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현상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

나, 사업 추진 측은 4대강 사업으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희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총인 처리시설3을 갖추는 등 다양한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사업 이후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 반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2년의 녹조현상은 4대강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2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은 2008년 말에 착공하여 
2012년 4월 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총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
입된 전례가 없는 거대 토목사업이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4
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본류 구간 준설, 16개 보 설치, 하천 생태계 복원, 노
후 제방 보강, 홍수 조절지 설치, 자전거 도로 건설을 통해 200년 빈도의 가뭄과 홍
수에 대비하고, 친수 구역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수상레저 및 문화활동 수요를 충족시
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 반면 환경운동단체, 종교단체, 지식인 단체, 야당 등이 연
대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세력은 환경, 생명, 경제, 민주, 적법절차 등 다양한 쟁점
에 걸쳐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4대강 개발 사업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맞섰
다(구도완, 2013). 

3 총인 처리시설이란 수계의 주요 영양물질인 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다. 
수내의 총인 농도가 높아지면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좋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총인 농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2 

                                            



 

긴 논쟁을 판결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4대강 사

업 이후 수질의 개선 여부는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

업인지 아니면 4대강 ‘죽이기’ 사업인지를 판명하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은 녹조현상과 그를 둘러싼 해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적 논쟁’이 벌어질 때,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중 하나는 어느 

한 측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학을 왜곡하고 있다는 ‘과학의 정치

화’이다. 2012년에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쟁도 4

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펼쳐진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

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서 드러난 사업 참여 건설회사 간의 담합,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 등이 얽히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현

상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

을 왜곡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과학의 정치화’에 근거한 논쟁의 해석은 논쟁에 담겨 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하대청, 2012). 물론 

본 연구가 정부의 정책적 실책이나 사실 왜곡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의

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한 측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쟁을 해석할 때 놓치게 되는 논쟁의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녹조현

상이 관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시한 ‘수치 자료’에 초점

을 맞춘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작업은 종종 문제

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Porter, 1995). 특히 양적 데이터는 대의민주주의로부터 ‘위임권한

(mandate)’이나 ‘신성한 권리(divine right)’를 부여 받지 못한 관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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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8). 관료들은 흔히 독단과 편견에 빠져 잘못

된 결정을 내린다는 비난을 많이 받는데, 숫자에 근거한 정책결정은 적

어도 개인이 독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평하게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과학적 객관성’이 ‘편견 

없고 공정한’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되고, 관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터가 보여주었듯이 수치화된 자료의 객관성은 복잡한 사회

적, 정치적, 문화적 과정 속에서 획득된다. 본 논문은 이를 배경에 두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쟁이 

‘수치화’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환경부가 녹조현상이 발생한 

강을 사진 촬영하여 녹조현상을 시각화했던 환경단체에 맞서 ‘사진은 과

학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유통시킨 수치 자료는 

논쟁 당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하천을 표상하는 여러 수

질 지표에 대한 수치 자료는 하천을 수치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많은 

자원,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전문성에 근거

한 ‘과학적’인 수자원 관리가 얽힌 결과물로서 등장한 대상이다. 즉 본 

사례는 ‘근대화’ 이후 시작된 ‘하천의 수치화에 근거한 국가의 수자원 관

리’라는 맥락 위에서 전개된 논쟁이었다.  

그렇다면 수치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치 자료의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질문해볼 수 있다. 수치 자료는 비교적 간단한 수

질 검사 시험을 통해 얻어지지만,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드

넓은 하천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난 물질적,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부만이 의미 있는 수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처럼 독점적인 수치 자료의 생산에 근거한 환경부의 수질 관리는 4대

 4 



 

강 사업과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면서 그 객관성이 도전을 받

기도 했지만, 논쟁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또한 수치 자료가 의

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치의 ‘기

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수치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해석’이 요구되는데, 이때 수치 자료의 기준과 전문가

의 해석이 어떻게 형성되고 객관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면밀히 들여

다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하천이 ‘수치화’되는 맥락을 살펴본다면, 하천

이 ‘수치화’됨에 따라 논쟁에서 어떤 행위자들과 쟁점들이 배제되고 선

택되었는지, ‘수치화된 강’/‘비수치화된 강’, ‘객관성’/‘주관성’, ‘전문성’/‘비

전문성’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조명함으로써 논쟁을 성

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 지점들을 탐구하기 위해 이 글은 4대강 사업

이 추진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과 찬반 

양측의 논쟁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고려하되, 특별히 2012년 여름이라는 

시간과 낙동강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2년 여름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준공된 이후 처음 맞이한 여름으로, 4대강 사업을 사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폭발적으로 이루어

진 시기였다. 또한 낙동강은 금강, 영산강과 달리 취수원이 다수 분포해

있고 강 유역에 대도시와 공단이 많아 수질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

어 왔던 지역으로 당시 논쟁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곳이기에 

분석의 의미가 있다.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에 의존하여 진행했다. 논쟁 기간에 환경부 및 

환경단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발표되었던 보도자료, 해명자료, 성명서, 논

평문과 환경부나 기타 환경부 하위 기관의 보고서들을 참고했다. 또한 

논쟁에 참가했던 학계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문, 기고문, 강연 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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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입장을 분석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

도되었던 뉴스, 인터뷰, 토론회,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문헌을 통해 파악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일부 인터뷰를 통해 보완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3절에서는 환경부에 의해 녹조현

상이 ‘수치화’되면서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을 다룬다. 환경단체는 사진 

자료를 근거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사진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이를 반박하고 수치자료

를 근거로 제시하며 녹조현상을 ‘수치화’했다. 수치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치 자료가 녹조현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고 보기 힘든 면도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이라 전제되는 수치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을 소유한 환경부와 그렇지 못한 환경단체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수치 자료는 환경부가 환경단체

의 주장에 맞서 논쟁 구도를 만들고 논쟁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는 도

구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4절에서는 수치 자료의 기준을 둘러싸고 벌

어졌던 논쟁을 다룬다. 수치를 근거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수질 지표의 수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전후 낙

동강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이 ‘호소화’되

었으므로 하천의 수질 기준이 아닌 호소의 수질 기준에 따라 낙동강의 

수질과 녹조현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 이는 곧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여 관리해온 국가의 수질 관리 정책에서 기인한 논쟁이었다. 특히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고 낙동강을 하천 

혹은 호소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

4 호수와 늪을 합쳐 ‘호소(湖沼)’라 부른다(물환경정보시스템, 2014a). 환경단체는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이 정체되어 마치 호수처럼 변했다는 뜻에서 ‘호소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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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환경부의 수질 정책이 논쟁에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볼 것이다. 마

지막으로 5절에서는 환경부가 생산한 수치 자료에 의미를 부여했던 전

문가의 해석을 살펴본다.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수치 자료를 유통시킴에 

따라 수치 자료를 해석하고 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논

쟁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전문가들

은 녹조현상을 수치와 수식으로 환원시키고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이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 전문가가 논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설명이 더 ‘객관적’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수치 자료가 생산, 유통되는 맥락 속에서 찬성 측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수치 자료와 환경단체의 사진 자료 사이

에 ‘인식론적인 위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진 자료를 근

거로 삼아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의 주장은 찬성 측 전문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의심 받게 되었고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본 논문은 수치

화된 자료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 수치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 

수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살펴보며 환경부와 사업 찬성 측 

전문가들에 의해 ‘수치화’로 틀 지워졌던 ‘2012년의 4대강 사업과 녹조

현상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이론적 배경 

그간 과학기술학은 과학적 지식이 자연적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반영

(mirror)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 하의 복잡한 실행과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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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Bloor, 1991; Collins, 1987; 

Latour & Woolgar, 1986; Latour, 1987). 이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은 

자연을 재현(represent)하는 것이며, 재현은 사회, 정치, 문화, 물질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간혹 자연을 재현하

는 과정에서 ‘해당 지식이 자연을 적절하게 재현하는가?’라는 논쟁이 벌

어지면서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혹은 ‘혼종적(hybridity)’ 모습이 드러

나기도 하지만, 일단 자연의 재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안정

화되고 과학과 정치는 구분된다(Latour, 1993). 그러나 안정화된 상태

는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파열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과학기술학은 과학과 정치의 구분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판단하지 말고 그것들이 구성되고 경계가 만들어지는 

실행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왔다. 

과학기술학의 구성주의적 접근은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여 환경문제가 단순히 사실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행

위자들의 노력과 실천에 의해 부각되고 또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일군의 환경사회학자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고 만들어내는 대상임을 강

조했다(Hannigan, 1995; Hajer, 1995; Yearly, 1996; Macnaghten & 

Urry, 1998). 이들은 사회와 자연을 구분하여 사회 바깥의 영역에 독립

적인 자연을 위치시키는 이분법을 거부하고, 자연은 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 놓인 문화적 실천에 의해 구성된 결과물임을 주장했다. 즉 자연은 

항상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매개를 거쳐 인간에게 전유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 혹은 집단마다 자연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재현

되고, 구성되기도 한다. 자연은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

 8 



 

라, 수많은 행위자들의 노력과 실천의 산물인 것이다. 

환경문제를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할 때, 환경문제가 실재하는가, 

실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보다는 환경문제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실재로 받아들여지는가라는 물음이 더욱 중요하게 던져진다. 

이에 답하기 위해 하니건은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과정을 조

립하기(assembling), 재현하기(representing), 경합하기(contesting)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했다(Hannigan, 1995: 66-75). 먼저 조립하기 

단계에서는 해당 문제를 명명하고, 이를 다른 환경문제와 차별화하고, 

주장의 과학적, 기술적, 법적 근거를 찾고, 누가 문제 개선의 책임을 지

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재현하기 단계에서는 대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환경문제를 정당화하는데, 이 때 도덕적인 요소와 언론

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경합하기 단계에서는 환경문

제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문제에 대한 책

임의 문제가 불거진다. 하니건은 이처럼 환경문제가 세 단계를 거치면서 

실재의 지위를 획득하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고 보는데, 제시

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환경문제를 

형성하는 데 개입하게 된다. 

구성주의자들의 문제의식은 자연을 객관적인 실체로 보는 실재론적 

접근을 취하는 환경사회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논쟁을 유발하기도 했

다. 실재론자들은 구성주의가 사회와 자연의 범주를 흐리고 환경문제가 

실재로서 가지는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환경문제에 실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비판

했다(Barry, 1999). 뿐만 아니라 구성주의는 자연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사회적 환원주의나 상대주의에 빠짐으로써 급진적인 회의주의를 낳고,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그릇된 설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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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Dunlap & Catton, 1994). 그러

나 구성주의는 자연적 실재가 구성됨을 보이는 것이 환경문제에 개입하

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를테면, 구성주의적 관점은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화적 선택, 경제적 판단, 윤리적 

가정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Irwin, 2001). 또한 구성

주의자들은 실재론자들의 비판이 구성주의가 아닌 ‘포스트모더니즘’을 

겨누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는데, 구성주의는 특정한 맥락에서 환경문

제가 부각되는 과정을 다룰 뿐, 상대주의적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이다(167-168).5 

실재론과 구성주의의 지루한 논쟁에 직면한 어윈은 구성주의의 장점

을 그대로 취하면서도 실재론자들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회와 

자연의 ‘공동구성(co-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Irwin, 

2001). 구성주의는 그간 환경문제가 특정한 사회 맥락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며,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는 사회적 가정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즉 ‘환경’은 우리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도와 일상적 실천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주의의 성과에 

기대어 공동구성은 자연과 사회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를 고민하

기보다는, 자연과 사회, 실재론과 상대주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를 보다 유동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경계가 그어지는 과정에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즉 공동구성은 자연과 사회를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범주

라 판단하기보다는, 자연과 사회의 경계가 유동적임을 인정하고 환경의

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접근은 실재주의

(realism)과 사회적 환원주의(social reductionism)가 지니는 위험을 피

5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구성주의’와 ‘실재론’ 사이의 논쟁을 소개한 국내의 문헌으로 박
희제(200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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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도와준다. 어윈은 ‘공동구성’이 

보다 더 투명한 제도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 평가에 내재된 불확

실성과 미결정성을 조명해주며, 시민의 전문성과 지식을 고려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의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함을 지닌다고 역설했

다(180-184). 

자사노프 또한 ‘자연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가 동시에 구성된다는 

개념으로서 ‘공동생산(co-production)’을 제의했다(Jasanoff, 2004). 

그녀는 그간 과학기술학이 쌓아온 지적 토대 위에 서서 ‘공동생산’이라

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권력, 문화, 사회 변화, 지식, 사회 질서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자고 제언했다. 공동생산은 지식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구성하는 사회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가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권

력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누가 어떻게 그것을 

휘두르는지,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또한 특정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지식의 생산과 실천을 살핌과 동시에 역으로 통치의 

실천이 지식의 생산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연 혹은 사회 어느 한쪽으로의 결정론을 지양하고 사회적, 규범적 요

소와 인식적, 물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간 사회과학이 별로 문제삼지 않았던 ‘전문성’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

력을 좇아가며 이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38-39; 42-43). 자사노

프는 ‘정체성 형성(making identities)’, ‘제도 형성(making 

institutions)’ ‘담론 형성(making discourses)’, ‘재현 형성(making 

representations)’ 등 네 가지 지점에서 공동생산을 탐구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찍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잡종(hybrid)에 관심을 두었

던 라투르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자연’과 ‘사회’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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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으로 가르지 말고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성된 집합체(collective)의 

역동성과 그것이 자연과 사회로 구분되고 안정화되는 과정에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Latour, 2004). 전통적인 관점에 의거하

면 ‘자연과 정치’, ‘객관성(objectivity)과 주관성(subjecticity)’, ‘사실

(fact)과 우려(concern)’는 명확히 구분되는 듯 보이지만, 라투르는 이

러한 이분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을 구분해내는 힘이 무엇인가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과 정치가 구분되는 과정을 탐구하

는 작업은 단일한 세계(singular world)가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과정(due process)에 의해 얻어지는 것임을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공통세계(common world)를 고민할 수 있게 한다(239). 

위에서 세 명의 과학기술학자들이 제시한 ‘자연과 사회의 경계를 섣

불리 단정짓지 말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자’는 명제는 환경위험의 기준을 

판단하고 규제를 내리기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 ‘규제 과학(regulatory 

science)’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규제 과학은 과학과 정치의 

경계 사이에 놓여져 있는 특수한 영역으로, 정부 관료나 산업 관계자, 

의회, 미디어, 법정, 대중 등 다양한 ‘비과학적’ 행위자들이 등장하며, 과

학과 정치의 영역이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과학은 논쟁적이고 유

동적이며 정치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Jasanoff, 1990). 이때 규제의 

주체는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과 정치를 구분하

고 과학의 인식적 권위를 빌려오게 되는데, 자사노프는 이러한 과정이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협상에 의해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Jasanoff, 1992). 윈도 정책적 영역에서의 과학지식에 관심을 가졌다. 

윈은 위험의 평가와 정책적 의사결정이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이는 과학적 지식에

는 불확실성(uncertainty)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미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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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terminacy)이 내재되어 있음에서 기인한다(Wynne, 1992a). 과학

적 지식이 자연에 부여한 질서, 기준, 변수 등이 경험적인 상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는 항상 미결정성이 따르지만, 위

험관리와 같은 정책적인 영역에서 미결정성은 사회, 문화적인 요소의 개

입에 의해 감추어져 우리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인 영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과학적 이론이나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논쟁

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Wynne, 1992b). 

 

2.2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환경문제에서 ‘과학기술’이나 ‘전문성’의 속성, 역할, 경

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국내의 사례 연구들을 살펴본다. 흔히 과

학은 근대 이후 발생한 환경문제의 주범이지만 또한 환경문제로부터 우

리를 구원해 줄 해결사라는 양가적 이미지를 지닌다(Beck, 1992). 그러

나 과학의 성공과 맞물리면서 환경문제를 과학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

음이 지나치게 팽배해지고 환경문제가 과학의 문제로 환원됨에 따라 일

부 사회과학자들은 ‘환경과 과학’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

다. 노진철(1995)은 과학 자체의 속성을 조명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과학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과학적 의사소통과 

일상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부각하는 체계이론적 접근을 받아들여, 분석

의 단위를 원자 단위로 해체하는 과학적 관찰, 기술, 설명의 이론과 방

법론으로는 전일적이고 유기체적인 자연환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는 환경문제를 탈인간화하여 설명하고,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의사소통 상의 문제 혹은 인간적인 과실로 파악하여 제거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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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하지만, ‘생태계라는 역동적인 그물망’에는 그것을 관찰하는 

인간의 의식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255-257). 이어서 그는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학과 더불어 정치, 경제, 법 등 다양한 사회의 하부체계

들이 함께 성찰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의 과학관에 대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학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주목할 만 하다.  

박희제(2013)는 노진철과는 다른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개입하는 과

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구성주의적 접근을 수용한 박희제는 가치중

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이 암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사

회 질서와 문화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과학의 시각은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하나를 동등하게 취급하

므로 각 국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그 총합으로 단순하게 

비교되지만, 생존을 위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사치를 위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규범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190-191). 이처럼 박희

제는 ‘가치중립’으로 포장된 과학이 당연하게 전제하는 가치, 규범, 윤리

에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환경문제가 과학으로 틀 지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조홍섭

(2004)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환경논쟁의 쟁점이 ‘과학적 합리

성’의 문제로 틀 지어짐에 따라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가 지워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동

조사단이 구성되었는데, 조홍섭은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이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논쟁을 전개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를 ‘수질평가’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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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 논쟁이 ‘과학 논쟁’으로 축소

되었고,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자가 주요 당사자 또한 전문가로 제

한되어 지역주민은 논쟁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새만금 사업 이후 환경운

동 진영에서 생명과 평화를 주창한 이유도 이처럼 환경문제가 과학의 문

제로 좁혀진 데 대한 반발로 이해하고 있다.   

김서용(2006)도 새만금 간척사업의 수질오염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

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의 과학기술적 논쟁을 분석하여 전문가들이 각

자가 지니고 있는 입장, 신념,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다른 과학기술적 

결론을 내렸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생기

게 될 새만금호의 수질을 예측해야 했는데, 논쟁 당시 새만금호는 존재

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들은 가설을 세우고 수질을 예측할 수 밖에 없었

다.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을 살펴보면 사업 찬성 측 전문가들은 오염 수

준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반면, 사업 반대 측 전문가들은 찬성 

측 전문가들에 비해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두

고 김서용은 각 전문가들이 과학적 정보, 방법, 가정, 해석, 정책 사례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았

다. 이를 토대로 그는 과학기술적 전문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가가 

해답을 제공한다’는 신화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조아라 & 강윤재(2014)는 2012년의 구제역 사태를 중심으로 전문

가 중심의 위험거버넌스가 지니는 한계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2012년 

구제역 사태의 주요 행위자들인 축산농민, 가축질병 전문가, 공무원, 시

민단체와 심층 면접 및 포커스그룹면접을 실시하여 구제역 사태를 겪은 

각 행위자들의 경험, 인식, 지식을 드러내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주

요 행위자들은 서로 다른 불확실성을 구제역 위험거버넌스가 실패한 이

유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축산농민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축질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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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공무원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시민단체는 규

범적 불확실성을 주목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조아라와 강윤재

는 행위자 별로 다양하게 위험이 정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위험을 정의하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위험거버넌스를 기술적, 전문적 영역으

로 한정 짓지 말고 기술-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하대청(2011)은 2008년의 광우병 파동을 분석하여 광우병의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 단백질

이 축적되어 있는 ‘SRM(Specified Risk Materials)’은 과학적으로 정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SRM은 “기존 실험결과, 광우병 검사 자료, 사육

하는 소의 종, 지역 내 광우병 발병 빈도와 통계, 도축과 가공 과정의 

관행과 현실, 규제를 둘러싼 정치 문화, 축산업과 경제적 영향, 대중의 

관심과 이해”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기술적 인공물이다(241). 유

전적으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취약한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또

한 단순히 과학적 참/거짓을 판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과학적 실행 스타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259). 하대

청은 이처럼 광우병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위험의 

참/거짓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위험이 구성되는 조건과 맥락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위험이 구성되는 과정에

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위험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관련 당사자들의 참

여가 보장되었는지, 그들에게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261-262). 

지금까지 환경문제에서의 ‘과학기술’ 혹은 ‘전문성’에 비판적으로 접

근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환경문제가 ‘과학’의 문제로 틀 지어

지거나, 폐쇄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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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사례를 통해 논증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은 ‘과

학’이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논쟁에서 배제시키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사회적 이해관계를 자원으로 삼아 논쟁에서의 과학적 결론을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과학적 실행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검토함

으로써 환경위험의 구성 요소들을 밝혀주기도 했다. 이처럼 위의 연구들

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문제에서의 ‘과학기술’과 ‘전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모두 대형 국책 사업이나 국가적 정책을 사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최근 갈등의 양상이 국지적인 

수준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나 광범위한 위험에 관

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과 연관이 깊다(조명래, 2003). 이러한 환경문

제들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고 예측하기가 힘들어 종종 사회-기술

적 논쟁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지닌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적 토목공사’로 불리는 4대강 사업 또한 위의 

사례들과 유사하게 사회-기술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

업에서 ‘과학기술’이나 ‘전문성’의 문제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

으로 검토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을 평가하며 수질 

문제에 대해 논의한 연구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으나, 이는 주로 4대강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예측되는 수질 악화를 자연과학 및 공학적 관점에서 

다룬 것들이었다(박창근, 2009; 김정욱, 2010). 반면 4대강 사업을 사회

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은 과학 혹은 전문성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명식(2011)은 4대강 사업과 그 논쟁이 사회적 가

치 선택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대중의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의 기술적 측면이나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의 제공자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정민걸(2010)은 4대강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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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철학 혹은 생태적 사유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환경문제에서 과학

의 역할은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대강 사업과 관련 논쟁에서 ‘전문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을 몇 가

지 살펴볼 수 있다. 변동건(2011)은 4대강 사업 논쟁에서 사업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논쟁의 쟁점을 어떻게 틀 지었는가를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4대강사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태적 교란과 환경파괴 등에 대

한 과학적 진실(truth)과 사실(fact)은 하나”임을 전제하며 과학에 사실

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과학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49). 

김지원 & 김종영(2013)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항전문가 집단이 4대

강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연대를 해나가는 과정을 추적하여 대항 전문가

들이 과학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정치화 해나가

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이들은 보의 안전성, 수질, 법적 논쟁, 경제적 

논쟁, 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쟁점에 걸쳐 찬반 양측의 지식 투쟁을 분

석함으로써 4대강을 둘러싼 환경논쟁의 불확실하고 혼종적인 특성을 밝

히고,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한국의 전문가 체계를 적절하게 비판했다. 

Yun(2014)은 4대강 사업을 사례로 과학기술이 연관된 국가적인 단위의 

사업이 시행될 때 전문가들이 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가를 면밀히 성찰했다. 이를 통해 Yun은 국가 단위의 거대 사업이 대중

의 일상적인 삶과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가 사업의 영향을 예측하여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

음을 역설하고, 사업 찬성 측 전문가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

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지식의 ‘객관성’이나 ‘전문성’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두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에 발생한 ‘녹조현상’ 논쟁

에서 하천 혹은 녹조현상이 ‘수치화’되고 ‘전문성’이 논쟁의 중심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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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주의적 관

점은 ‘과학’이 환경문제를 정의함에 따라 구성되는 ‘자연적 질서’와 ‘사회

적 질서’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학’ 혹은 

‘정치’의 한 편으로 문제를 환원시키지 않고 논쟁을 살펴볼 수 있게 도

와준다. 본문에서는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쟁을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녹조현상을 나타내는 수치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유통되었는지, 수치 자료의 기준을 정하는 국가의 수질 관리 정책

과 수치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논쟁에서 나타난 ‘하천의 수치화’는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

는지 등을 면밀히 탐구할 것이다. 또한 녹조현상을 표상하는 수치 자료

가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논쟁이 ‘전문성’의 문제로 틀 지워지고, 전문

가에게 발언권이 부여되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제기한 문제의 정당

성이 논란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 ‘수치화’의 정치 

 

3.1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2012년 여름 낙동강의 녹조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4

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환경단체들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강물의 사진

을 근거로 삼아 문제를 제기했다.6 환경단체는 하천의 물이 맑고 투명한 

6 논쟁 당시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는 지
속적으로 녹조현상으로 물들어 있는 낙동강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경향신문, 2012a; 경남도민일보, 2012a; 2012b 연합뉴스, 2012a; 2012b; 
머니투데이, 2012; 한겨레, 2012b; 2012c; 2012d; 뉴스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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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아니라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녹조현상이자 사태

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단서로 인식하고 활용했다. 2012년 6월 25일에 

부산 지역의 환경단체인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낙동강 부

산본부)가 녹조현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근거로서 제시한 자료도 

녹색으로 물든 낙동강을 항공촬영한 사진이었다. 다음은 사진을 공개하

며 발표한 낙동강 부산본부의 성명문 중 일부이다. 

 

구미보 상류에서부터 하류 전 구간에 걸쳐 물색은 녹색이거나 검은

색을 띠고 있었다. 강 바닥으로는 녹조 등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었으

며 지천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질이 지천

의 물에 의해 분무되는 현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중략) 낙동

강은 부산 시민의 식수로 이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낙동강의 오염은 

결국 부산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4대강사

업은 썩은 물만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작 이용할 수 없는 물이 되

고 있다(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2012). 

 

낙동강 부산본부는 육안으로 인지한 낙동강을 ‘사진 촬영’이라는 방

법을 통해 재현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낙동강의 녹조현상을 심각한 상태

로 규정한 후, 녹조현상의 주범으로 4대강 사업을 지목했다. 그들은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물길이 막힌 낙동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은 채 정체되

었고, 그 결과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강물이 썩어버렸다고 주장했다.  

7월 초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도 낙동강 부산본부와 비슷한 방식으

로 문제를 제기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본포 취수장 인근의 

강물이 “마치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사진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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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개했다(연합뉴스, 2012a; 경남도민일보, 2012a; 2012b; 뉴스엔, 

2012).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의 임희자 사무국장은 “낙동강에 보가 세워

지기 이전에는 녹조현상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음을 전제하는 

한편, “4대강 사업으로 보가 건설되면서 낙동강이 거대한 호수로 변했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환경단체는 시각적으

로 인지한 낙동강의 녹조현상을 사진을 통해 재현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녹조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은 ‘호소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리고 결과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낙동강 호소화의 원인이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이 호소화되지 않고 다시 흐를 수 있도록 4대

강 사업으로 들어선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림 1>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 6월 29일에 낙동강 본포취수장 근처에서 촬
영한 사진이다(출처: 경남도민일보, 2012b).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녹색으로 물든 강물의 사진을 대중에 

노출시킴으로써 낙동강의 녹조현상을 ‘시각화’하고 문제를 공론화했다. 

맑고 투명하게 흐르는 전형적인 이미지의 강과는 달리 진한 녹색을 띠고 

있는 충격적인 강의 사진은 녹조현상과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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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시각적 상징(visual symbol)’으로 작용하여 대중의 주의를 환기

시켰다(Cottle, 2000).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사진을 녹조현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녹조현상과 4대강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낙동강을 지켜온 그들의 ‘경험’을 내세웠다. 

 

제가 환경연합에서 일한지가 한 20년 되는데요. 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낙동강 페놀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을 자주 

갑니다. 저희가 6월 말부터 7월 초에 낙동강에서 녹조를 봤는데 지금

까지의 낙동강, 이런 낙동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본 낙동강

의 모습은 그야말로 낙동강에 녹색페인트를 그냥 강물에 뿌려놓은 것

처럼 물이 변해 있었고요. 보기에 끈적끈적했어요. 정말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CBS, 2012a).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 때부터 환경운동에 몸담아 온 임희자 활동

가는 오랜 기간 낙동강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전반적인 수생태계를 관찰

하며 나름의 지역적 실천을 행해 온 인물이다. 그녀는 4대강 사업 전후

에 낙동강 지역을 현장 답사하며 구축한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

장을 펼쳤다. 

 

4대강 사업 후의 낙동강은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호수에요. [4대강 사

업 이전에] 갈수기에도 보면 물이 말라 있는 것 같지만 모래를 꾹 밟

으면 거기에 맑은 물이 고입니다. 모래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

에요. 그리고 강 상류를 답사해서 거기 모래들은 보면 모래에 검은 게 

많이 묻어 있는데, 그게 모래가 오염 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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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 모래들을 다 파내고 준설해서 

물은 차있지만 강물은 자정작용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은 차

있는데 차있어도 썩은 물만 고여있고, 낙동강 전역에 녹조현상이 심각

하게 발생했고(임희자, 2014)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페놀 사태를 겪으며 부산, 경남 시민

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 오염에 민감하게 대응해왔고, 주기적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함으로써 낙동강의 수질 및 생태계를 관리해왔다. 현장 

답사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낙동강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흐르는지, 

어느 지역의 수질이 문제가 되었는지, 수질과 주변 수생태 환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낙동강의 전반적인 수생태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해를 구축했다. 지역의 환경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

될 당시부터 낙동강 준설과 보의 건설로 인해 낙동강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준공되자 준공 직후 여름에 발생한 녹조현상을 시각화하고 4대

강 사업 이후 변화한 낙동강의 생태계를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려내어 

낙동강이 호소화되었음을 주장했다. 환경단체가 행했던 지역적 실천은 

그들이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

대였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직후의 여름에 발생했던 녹조현상의 문

제는 낙동강 수생태의 변화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인식한 환경단체에 의

해 제기되었다. 그들은 낙동강 유역을 현장 답사하며 구축한 경험적 지

식을 토대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이 호소화되었으며 호소화된 낙동

강에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단체가 인식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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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은 사진을 통해 재현되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3.2 수치화되는 녹조현상 

환경단체가 녹조로 오염된 강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녹조현상을 

심각한 상태로 규정했다면, 정부는 표준화 및 제도화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 측정된 수질 관련 지표들을 이용하여 녹조현상을 규정했다. 낙동강 

부산본부가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발생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환경부는 낙동강 부산본부의 성명을 반박하며 <표 1>을 

제시했다. 

 

 

<표 1> 낙동강 주요 보 구간의 2007~2009년 6월 평균 수질과 2012년 6월 
평균 수질을 비교한 데이터이다. 2010년과 2011년은 공사 중이라 의미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지표의 단위는 BOD는 mg/L, T-P는 1mg/L, 
Chl-a는 mg/m3이다(출처: 환경부, 2012a). 

 

<표 1>에는 낙동강 부산본부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되었던 낙동강 

주요 지점의 2012년 6월 평균수질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6월 

평균수질과 비교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다. <표 1>에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뜻하는 BOD, 총인 농도를 뜻하는 T-P, 엽록소-a의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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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Chl-a 등의 수질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7  이들 중 Chl-a는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藍藻類])나 녹조류(綠藻類) 등의 식물성 

플랑크톤 세포에 보편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 녹조현상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 1>의 Chl-a 수치를 살펴보면 2012년 6월 낙동강 주요 

보 구간의 수치가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이 

녹조현상을 일으켰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 무근임을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BOD나 총인 농도도 개선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은 오히려 개선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의 주도로 낙동강 본포취수장 인근에 녹조현상이 

심각하여 식수가 위험하다는 내용이 언론매체에 재차 보도되자 환경부는 

<표 2>를 제시하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표 2>에 근거한다면 

낙동강 하류 3개 취수장의 Chl-a농도는 4대강 사업 이전 3년 간의 

평균 농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모두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환경부, 

2012b). 이후에도 환경부의 수질 데이터들은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 

간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7 표에 나와있는 항목의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T-P는 총인 농도, Chl-a는 엽록
소-a의 농도를 나타낸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BOD 
수치가 높을수록 수중에 유기물 농도가 높다는 뜻이므로 수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 
총인 농도는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인 인의 농도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인의 농도가 
높을수록 수질은 좋지 않다고 평가된다. Chl-a의 농도는 수중 조류의 번성 정도를 알
려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 수록 녹조현상이 심각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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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낙동강의 취수장 인근인 물금, 남지, 임해진의 Chl-a 수치를 비교한 
데이터이다. 단위는 <표 1>과 같다(출처: 환경부, 2012b) 

 

그러나 환경부가 오직 수치자료만을 가지고 녹조현상을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다. 환경단체가 현장 답사를 하고 녹조현상을 시각화했듯이, 

환경부 또한 현장을 시찰하고 강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산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상주보에서 하굿둑 구간에서 연중 90일 간 항공촬영한 사진과 

본포취수장부터 율지교 구간에서 주 2회 이상 촬영한 현장사진을 

남조류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 2014).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달리 참고용으로 사진 자료를 남겼을 뿐, 

사진을 녹조현상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적극 활용하지는 않았다.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대장균군수 등을 항목으로 하는 수질환경기준이 처음으로 정해진 이후, 

환경부는 줄곧 각 수질 지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근거로 수역의 

수질을 관리해왔다(환경부, 2010). 수질 지표를 이용한 ‘과학적’ 수질 

평가는 시각이나 후각에 의존하는 수질 평가 방식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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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수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졌기에 환경부는 

대외적으로 수질 관련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명할 때 항상 각 수질 

지표에 대한 수치자료를 그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환경단체와 환경부가 사진과 수질 지표라는 각자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녹조현상을 표상하면서 녹조현상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곧 ‘어떤 방법이 자연을 적절하게 표상할 수 

있는가?’ 혹은 ‘무엇이 자연을 표상할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대개 과학기술에 

의해 정당화된다(Yearly, 1992). 본 사례에서도 환경부는 자신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녹조현상을 규정했음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운동진영이 제시한 사진자료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한다고 폄하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녹조가 심각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수질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낙동강 부산본부 측에서 항공촬영 

한 지역과 똑같은 곳에서 다른 날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다(<그림 2-1> 

참고). 환경부가 제시한 사진 속의 낙동강은 낙동강 부산 본부에서 

공개한 사진 속의 낙동강과는 달리 깨끗했다(환경부, 2012a). 환경부는 

“항공촬영은 촬영 각도, 기상 상태, 촬영 일시 등에 따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찍힐 수 있으며, 유동적인 강의 특성, 인근 농업 활동, 빛의 

산란 등의 영향으로 촬영사진이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낙동강 부산본부 측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진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조류의 색도는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시간대별로 변화가 심하”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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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를 녹조현상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그림 2-2> 참고). 

이처럼 환경부는 본인들의 주장은 ‘과학적인 것’으로, 상대편의 주장은 

‘정치적인 것’으로 구분 짓는 경계 작업(boundary work)을 

펼쳤다(Gieryn, 1995). 

 

 

<그림 2-1> 왼쪽은 낙동강 부산본부가 6 월 13~15 일에 낙동강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점을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환경부가 동일 지점을 6 월 17 일에 
촬영한 사진이다(출처: 환경부, 2012a). 

 

 

<그림 2-2> 왼쪽은 연합뉴스에 보도된 사진이고 오른쪽은 환경부가 제시한 
사진이다. 두 사진 모두 7 월 4 일에 본포 취수장 인근에서 촬영되었다(출처: 
환경부, 2012b). 

 

환경부는 수치자료를 빌려와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이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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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증명하고, 수치자료가 아닌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 환경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과학적인 방법’의 결과물로서 

얻어진 수치자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권위를 획득하고 법, 관습, 문화, 제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소적 맥락에서의 경험과 이해를 질문하지 

않는 ‘과학’은 지역의 규범적 질서와 간극을 보이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Jasanoff, 2010). 예를 들어 기후 과학(climate science)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생존(survival)’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living)’을 살아가고 있는 아마존의 지역민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삶’이란 특정 지역 사람들의 경험을 담고 있지만 ‘생존’에는 

지역사회나 삶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 

데이터 또한 정치성이 배제된 ‘객관적 과학’으로 투사되며 권위를 

행사했으나, 환경단체가 행한 지역적 실천의 결과와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 이어지는 절에서 환경부가 제시하는 수질 지표들이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환경부의 수질 데이터는 환경단체의 지역적 실천과 어떤 

괴리를 보였는지, 지속적인 수질 데이터의 생산과 그에 근거한 수질 

관리가 논쟁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해보겠다. 

 

3.3 수치 자료의 생산과 논쟁의 전개 

논쟁에서 환경부 측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수질 데이터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환경부가 제시했던 수질 데이터는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의거하여 생산된다. 낙동강의 물 전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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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검사를 시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성’을 지니는 시료를 채수해야 한다. 수질 측정을 

위한 이 시료는 각 수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얻어진다. 먼저 

4대강 사업 이후 들어선 보 구간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보 

상류 500m 지점에서 채수되는데, 채수지점의 좌, 중, 우에서 수표면이 

포함되도록 하여 50cm 이내의 표층을 채수한 뒤 이를 혼합하여 시료로 

사용한다(낙동강유역환경청, 2014). 4대강 사업 보 구간의 수질을 

나타낸 <표 1>의 수치자료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반면 

일반적인 하천수는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수면 폭을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1/3 및 2/3에서 각각 채수한 후 이를 혼합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또한 호소수의 경우에는 최저 수심이 5m 이하인 

지점에서는 상층수만 채수하고, 최저 수심이 5m가 넘는 지점에서는 

수표면으로부터 아래로 5m 사이 지점, 전체 수심의 1/2에 해당되는 

지점, 호소 바닥으로부터 위로 5m 사이 지점을 각각 채수하여 시료로 

사용한다(환경부, 2007).  

이처럼 각 수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시료가 만들어지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물 흐름, 하상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수체(water 

body)의 수질 및 퇴적물에 대한 대표성과 기존 자료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수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계를 그 

특성이나 수자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각각의 수환경에 맞게 

합의된 채수 방식에 근거하여 시료를 얻은 후 이를 분석하여 수질의 

지표가 되는 ‘과학적’ 데이터를 생산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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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가 채수된 수역의 수질을 ‘대표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즉 지정된 

수역에서 수질을 측정하는 합의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극히 일부’의 

물을 시료로 채수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생산된 수치들은 해당 수역 

전체의 물 환경 및 자연적 상태를 표상하는 적절한 자료로 받아들여지며 

유통되었던 것이다.   

물론 수질 측정을 위해 환경부가 시료를 채수하는 방식은 수질 관리 

분야의 학술적, 행정적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체계로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측면도 크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료를 채수하여 만들어낸 수질 데이터가 항상 해당 

권역의 수질을 정확하게 표상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환경부가 생산한 

수치는 해당 권역 전체 수질을 대표하는 값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수질 검사에 사용되는 시료는 해당 수역의 전체 수량과 비교하면 

극소량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를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낙동강의 공사구간은 470km에 달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수질 데이터는 8개 보의 상류 500m 지점에서 채수한 

시료들을 검사해 나타낸 수치들뿐이었다(낙동강유역환경청, 2014). 8 

또한 낙동강에 들어선 8개 보 중 하나인 강정고령보의 수량은 약 

1.07억톤에 달하지만, 실제 ‘강정고령보’의 수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시료는 고작 몇 컵의 물에 불과하다. 환경단체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수질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녹조현상을 제대로 

표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냈다. 낙동강에서 지역적 실천을 행해온 

환경운동연합의 임희자 활동가는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전 후 낙동강의 

8 낙동강 전체의 수질 측정 지점은 환경청이 관리하는 41개 지점과 낙동강 물환경 연구
소가 관리하는 183개 지점이 있다(물환경정보시스템,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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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자 환경부의 ‘과학’을 문제 

삼았다.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환경부가 

수질데이터들을 측정하고 그 물을 취수하는 지점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취수구는 강의 가장자리에, 강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강물이 흐르는 강 

한가운데에 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략) 또 하나는 

환경부가 물을 취수하는 지점이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강 

한가운데에서 물을 뜹니다. 그런데 다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물 속에 

이물질이, 다른 물체가 들어가면 거기에 여울이 생기면서 그 지점에 

있어서는 물의 흐름이 빨라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취수구는 강변에 있고요. 그리고 녹조는 대체로 강의 가장자리 쪽에 

낍니다. 당일 저희는 녹조가 마치 녹색페인트와 같은 강물로 변해서 

창원 시민들이 먹는 그 취수구로 쏜살같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CBS, 2012a). 

 

정부는 물의 흐름이 있는 강 한가운데서 수질을 측정하고 그것도 한 

달에 몇 번 정도에 그쳐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녹조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폭이 큰 곳은 최대 

800m인데, 낙동강이라고 다 같은 낙동강이 아니에요. 배를 띄워서 강 

한가운데 혹은 다리 위 가운데에서 물을 채취해놓고 그것을 

과학적이니 객관적이니 이름 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죠(임희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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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녹조현상을 문제 삼았듯이, 환경단체 또한 

환경부가 녹조현상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과학적’ 설명이 자신들의 지역적 실천의 

결과와 배치되자 환경부가 수질을 측정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4 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지는 

등 사업 전과 비교하여 수환경이 변화했는데, 환경부가 수질을 측정하는 

방식은 낙동강 유역의 수질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환경부가 수질 데이터 생산을 위해 시료를 채수하는 방식의 원칙 중 

하나가 “기존 자료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인데, 4 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한다면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의 수질 데이터와 2012 년의 수질 데이터를 연속성을 

가지는 데이터로 보고 비교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 회 시료를 채수하여 검사하는 것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 녹조현상을 포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환경부가 수질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시공간적으로 낙동강의 녹조현상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지적했듯이 수치 자료가 녹조현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수치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은 채 수치 자료는 

객관적으로 낙동강 지역의 수질을 표상하는 것처럼 유통되었다. 

환경부가 수치화된 수질 데이터만을 녹조현상을 표상하는 방식으로 

인정했던 것은 논쟁을 ‘객관적’으로 다루겠다는 태도로 비추어졌지만, 

수치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부의 수질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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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데이터가 사진보다 녹조현상을 더 잘 표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수치 자료는 객관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더불어 

환경부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자원이 수치를 근거로 

한 낙동강의 수질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환경부는 수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력, 설비, 제도, 체계, 자원을 갖추고 

있었지만 환경단체는 그렇지 못했다. 이처럼 국가가 하천을 수치화할 수 

있는 능력을 독점적으로 가지면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녹조현상을 ‘수치화’하고 논쟁을 수질 데이터의 양적 비교로 틀 

짓는 작업은 환경단체 측 주장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논쟁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기제로 작동했다.  

물론 환경단체도 수질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연대한 

생명의 강 연구단은 2012 년 1 월 16 일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제시하며 “보 신설로 유속이 느려져 

낙동강 중류인 강정고령보와 창녕합천보에서도 조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3 월 26 일에는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내 낙동강 

생태복원과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낙동강민간조사단이 

낙동강 8 개보 상, 하류 수질을 검사하여 조류가 심각하게 발생했음을 

발표했다(한겨레, 2012a; 부산일보, 2012a).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학은 

환경문제를 매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자신들의 주장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환경문제를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질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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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단발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생산된 수질 데이터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환경부와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연속성이 있는 수질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각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환경단체는 현실적인 자원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없었다. 환경단체가 

나서서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환경운동가가 

“벅차죠, 이거 예산 엄청납니다”라고 대답했듯이, 시민회원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환경단체는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처럼 

지속적으로 수질 관련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없었다(CBS, 2012a). 

환경단체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한해서 단발적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수질 검사를 꾸준히 실시할 수는 없었던 까닭에 

녹조현상이 ‘수치화’될수록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환경부에 의해 녹조현상이 수치화됨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논쟁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지역적 실천과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환경단체가 제기한 문제의 지점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환경부가 생산한 수질 데이터는 4 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녹조현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음에도 환경부에 의해 객관적인 정보로 

유통되었고, 지속적으로 수질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나 

체계를 가지지 못한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서서 

논쟁을 해나갈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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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낙동강이 ‘호소화’되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환경부가 국내 

수역을 하천과 호소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수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녹조현상을 ‘수치’로 환원시킴으로써 4 대강 사업 이후의 

낙동강 ‘호소화’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대화, 논의, 합의의 

과정을 생략했다.9 4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4 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호소 혹은 하천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하천과 호소의 기준을 달리하며 

수계를 관리해온 국가 수질 정책의 맥락 속에서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수질 데이터의 ‘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을 보임으로써 낙동강 

녹조현상의 ‘수치화’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 지점을 드러낼 것이다. 

 

 

4. 수치의 ‘기준’ 만들기  

  

4.1 기준 설정의 문제: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  

수치화된 수질 데이터를 토대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는 ‘기

준’을 설정한다. 대기오염, 수질 오염, 방사능 누출,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환경위험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특정 지표로 계측되어 수치화되고, 

기준은 계측된 수치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혹은 얼마나 위험한지

9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이 ‘하천’인가 아니면 ‘호소’인가라는 문제는 2010년에 벌어
진 ‘4대강 소송’에서도 쟁점이 되었다(부산지법, 2010). 당시 사업 반대 측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환경이 ‘호소’로 바뀔 것임을 지적하고, 호소의 수질기준에 따
라 낙동강 수질을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천과 호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낙동강에 8개의 보가 건설된다고 하여 낙동강 전체를 호소로 
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낙동강을 하천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사회 통념’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기대고 있었기에 문
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만약 2012년의 ‘녹조현상’ 논쟁을 통해 ‘사회 통
념’이 변화했다면, 낙동강을 호소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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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별해준다. 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이

루어지기 때문에 기준은 환경위험을 정의할 때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

의 위계를 만들고 이를 ‘유지(policing)’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또 한

편으로 기준은 환경위험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을 때 비전문가와 전문

가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가교

(bridging)’역할을 담당 하기도 한다(Ottinger, 2010). 이는 환경위험을 

표상하는 수치의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 과

학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의 경계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복잡하

게 얽혀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Jasanoff, 1990; 1992; 

2005).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과학과 정치 사이에 경계가 견고하여 규제

과학의 이질적인 면모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논쟁이 발생하면 과학과 

정치의 경계가 도전을 받으면서 ‘기준’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2012년 

여름의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 논쟁에서도 녹조현상을 판단하는 Chl-a

의 기준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Chl-a 수치를 판단하는 기준

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논쟁이 국가의 수질 관리 정책과 어떻게 연관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해준다.   

2012년 여름에 환경단체는 녹조현상이 발생한 낙동강의 사진자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한편, 낙동강이 호소화되었으므로 낙동강에 ‘하

천’이 아닌 ‘호소’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조현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환경부가 녹조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

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낙동강의 주요 지점에서 측정된 Chl-a

의 농도가 당시 낙동강에 적용되었던 ‘수질예보제’의 수질 관리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의 기준 70mg/㎥에도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었

다(환경부, 2012a). 이에 녹색연합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오

 37 



 

염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질예보제의 관리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

정한 것이라며 수질예보제 기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녹색연합, 

2012b). 만약 낙동강에 수질예보제가 아닌 ‘조류경보제’가 도입된다면, 

조류경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보의 기준이 15mg/㎥이기 때문에 

6월 말에 낙동강의 본포 취수장과 칠서 취수장 일대에는 조류주의보 이

상의 단계가 발령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조류경보제와 수

질예보제는 목적 및 운영방법이 다른 제도라며 맞섰다(환경부, 2012d). 

본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쟁 당시 국내 수계의 조류를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예보제’와 ‘조류

경보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수질예보제는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

른 수질변화를 수치모델링을 통해 예측하고 발표하는 제도로, 4대강의 

준공에 맞추어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환경부, 2011). 

수질예보제는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친수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온이나 Chl-a 농도 등을 예보한다. 

수질예보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된 16개 보 구간이

다. 반면 조류경보제(구 조류예보제)는 취, 정수장이 위치한 수역에서 

조류가 발생할 시 조류농도를 실측하고 정수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

써 안전한 상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조류경

보제가 도입된 수계에서 조류가 발생하면 Chl-a의 농도와 남조류의 세

포수를 기준으로 단계적인 대응조치가 취해지는데, 그 적용 대상은 상수

원으로 이용되는 ‘호소(湖沼])’라 규정하고 있었다(환경부, 2012d). 정

리하자면, ‘수질예보제’는 4대강 사업의 준공에 맞춰 만들어진 제도로 4

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하천’의 보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조

류경보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를 보호하고자 1998년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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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제도이다.10   

 

 
<그림 3>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의 각 단계별 Chl-a 농도 기준치가 제시되
어 있다(출처: 매일신문, 2012) 
 

이처럼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는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른 제도인

데, 문제는 두 제도 간의 Chl-a 농도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었다. <그림 3>은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의 대응 단계에 따른 Chl-a 

기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수질예보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

계로 조류를 관리하는데, 각 단계별 Chl-a 농도의 기준은 70, 105, 140, 

175㎎/㎥이고 각 단계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500세포/㎖ 이상일 경우 한 

단계를, 5000세포/㎖ 이상일 경우 두 단계를 격상한다. 반면 조류경보제

는 주의보, 경보, 대발생의 세 단계로 경보 단계를 구분하는데, 2회 연속 

10  예외적으로 한강은 하천으로 분류됨에도 일부 구간에 조류경보제가 적용 중이다. 
2006년부터 한강 하류에 해당하는 강동대교 ~ 행주대교 구간의 10개 지점에 조류
경보제가 도입되었는데, 녹색연합은 이를 낙동강에도 조류경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반면 환경부는 2000년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던 지역을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2006년에 조류경보제에 편입시킨 것뿐이
고, 그 이후 하천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환경부, 
20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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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Chl-a농도가 15㎎/㎥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가 500세포/㎖ 

이상이면 주의보를, 25㎎/㎥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가 5,000세포/㎖ 이

상이면 경보를, 100㎎/㎥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세포/㎖ 

이상이면 대발생을 발령한다. 11 이처럼 새로이 도입된 수질예보제의 농

도 기준이 조류경보제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되었는데, 환경단체는 환경부

가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문제될 것을 예측하고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수질예보제가 4대강 사업이 준공되

는 시점에서 4대강 구간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

였다는 점 또한 2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조류경보제와 비교해 제도의 

신뢰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왜 관심 

단계의 기준이 70㎎/㎥인가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과학적’으로 합의된 

근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

어날 수 밖에 없었다.12 

새로이 시행된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촉발된 본 논쟁의 쟁

점은 결국 4대강 사업 이후의 낙동강을 여전히 ‘하천’으로 구분할 것인

지 아니면 물의 흐름이 정체된 ‘호소’로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환경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낙동강을 호소로 분류한다면 취수장과 정수장이 

위치한 낙동강에 조류경보제가 적용되어 마땅했고, 조류경보제에 따른다

면 환경부가 제공했던 낙동강의 Chl-a 수치는 이미 ‘주의’ 단계 이상으

로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다. 낙동강이 ‘호소’임을 주장하기 위해 녹색연합은 호소의 

11 일반적으로 남조류에 포함되어 있는 Chl-a의 농도를 계측함으로써 녹조현상을 판단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녹조현상을 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광학 현미경으로 남조류 
세포의 수를 직접 계측한 자료도 함께 활용한다(물환경정보시스템, 2014a).    

12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원 A는 “하천에서 Chl-a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밝혔다(연구원 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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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정의를 빌렸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의 정의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녹색연합은 이에 근거하여 보로 가로막힌 낙동

강을 ‘호소’로 분류하고 조류경보제를 도입해서 낙동강을 관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13   

낙동강을 더 이상 ‘하천’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 측 주장의 

토대는 3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낙동강 유역을 현장답사하며 축적한 

그들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4대강 사업 전 후 

낙동강의 모습은 변화했다. 녹색연합은 <그림 4>와 같이 4대강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사업이 완공된 2012년까지 낙동강 여러 지

역을 답사하며 낙동강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이를 근거자료로 제시하

며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약 3년간의 대규모 토건사업은 전국의 4대

강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에 중요한 각

종 습지와 모래톱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수 천, 수 만년 동안 한반도 

기후와 지형에 따라 형성된 자연 하천의 모습은 보로 가로막힌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다”라고 주장했다(녹색연합, 2012e). 수질예보제와 조류

경보제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환경단체의 지역적 실천은 시각적인 자료로 

표현되어 낙동강이 호소화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13 2010년에 벌어진 ‘4대강 소송’에서도 반대 측은 위의 법률을 근거로 삼아 4대강 사
업 이후 낙동강을 ‘호소’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천법 제 2조 제 1호, 
제 3조 및 한천법 시행령 제 2조의 각 규정은 “하천에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나 댐 
하굿둑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 하천법과 수질 
보전법이 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법률로 낙동강을 하천 혹은 호소
로 구분하기 힘들었다(부산지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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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녹색연합이 촬영한 4대강 사업 전 후의 낙동강 사진이다. 왼쪽은 
2009년의 안동 구담습지이고, 오른쪽은 2012년의 안동 구담습지이다(출처: 녹
색연합, 2012e). 
 

반면 환경부는 낙동강에 조류경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았다.  “조류경보제는 기본적으로 ‘호소’에 적용하도

록 규정”되어 있고, “만약 하천 도입을 고려한다면 취, 정수장이 위치한 

낙동강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낙동강에는 고도정수처리가 도입되

어 있어 굳이 조류경보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낙동강을 하천으로 

분류했다(환경부, 2012d).  

이처럼 낙동강을 ‘하천’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아니면 ‘호소’로 분류해

야 하는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논쟁의 쟁점이 ‘낙동강을 얼마나 

더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분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아니었다. 낙동강

을 분류하는 작업은 사실 하천을 관리해야 하는 환경부에게 굉장히 민감

한 문제였는데, 이는 환경부가 국내 수환경을 ‘하천’과 ‘호소’로 나누어 

관리해온 정책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

를 줄이고 효율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계를 ‘하천’과 ‘호소’로 

구분하고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나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다. 그러므로 낙

동강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녹조현상을 관리하는 제도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달라질 수 있었고, 기준이 

달라진다면 낙동강의 수질, 환경적 위험, 4대강 사업의 영향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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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또한 다르게 내려질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 4대강 사업과 낙동강 

호소화 논쟁의 중요성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국내 수계를 ‘하천’

과 ‘호소’로 이분되어 관리해온 국내 물관리 정책의 맥락을 간략하게 살

펴보도록 하겠다.  

 

4.2 환경부의 수질 관리 

낙동강의 녹조현상이 한창 논란이 되고 있을 무렵인 7월 20일에 환

경부는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

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환경부, 2012c).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봄 가

뭄으로 인해 강수량이 예년의 83%에 불과했음에도 4대강 주요 지점 및 

16개 보 인근 중 수질이 개선된 지역이 최대 79%에 달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수질 평가 

지점은 4대강의 주요 지점(66개소) 및 16개 보 구간이었는데, 상반기를 

기준으로 사업 이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BOD가 평균 

2.6mg/L에서 2.1mg/L로 개선되었고, 총인과 Chl-a 또한 각각 평균 

0.149mg/L에서 0.083mg/L로, 22.9mg/m3에서 20.0mg/m3으로 개선되

었음을 보여주었다.14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의 보 구간에서 

BOD, 총인, Chl-a가 각각 12개소, 13개소, 11개소에서 향상된 점은 ‘4

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이 썩어버렸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무색하

게 만들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현장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극심한 녹조현상과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녹조현상이 심각한 시기에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발표는 “녹조현상이 벌

14 각 수질 지표에 대한 설명은 각주 5의 설명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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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데이

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4대강복원범대위, 2012). 먼저 4대강복원

범대위는 조사 지점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15 조사한 4대강 

주요 지점이 어느 곳인지 밝히지 않았고, 16개 보 지점의 수질 분석 또

한 4대강 사업 이전에 어느 지점에서 측정한 수질 데이터를 비교 대상

으로 삼았는가를 밝히지 않아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를 신뢰하기 힘들다

고 반박했다. 16  이와 더불어 부산 카톨릭대학교의 김좌관 교수가 직접 

샘플을 채수하여 수질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해당 자료에

는 환경부가 밝힌 자료보다 낙동강의 수질이 훨씬 악화되었다고 나타났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논란이 되었던 사실은 환경부가 COD는 제외한 

채, BOD만을 가지고 수질을 평가하여 수질 개선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만약 COD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COD가 개선된 지역이 40%인 반면, 

악화된 지역은 58%로 오히려 악화된 지역이 더 많았다(CBS, 2012b). 

따라서 COD를 수질 기준에 포함 시킨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은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COD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는 비판에 대해 환경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밝히는 한편, 일반적으로 하천의 경

15 4대강복원범대위는 ‘한반도 대운하’가 추진되었던 시기에 전국 181개 시민, 환경단체
들이 참가하여 결성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본 논쟁 당시에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
했다(구도완, 2013: 39-41). 

16 4대강 복원 범대위는 16개 보에서 측정된 수질 데이터와 관련하여, 보 건설 후의 수
질 데이터를 보가 건설되기 이전 어느 지점의 수질 데이터와 비교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의 수환경이 변화한 상태에서 2012년의 수질 데
이터를 사업 이전의 수질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점을 지적했다. 이는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질 측정의 ‘연속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3절을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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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BOD를 대표적인 기준으로 삼아 수질을 판단하고 댐이나 호수 

같은 곳은 COD를 대표적인 수질 지표로 판단한다며 ‘하천’에 속하는 4

대강의 수질은 BOD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을 하

천으로 간주하고 BOD로 수질을 판단하느냐 혹은 호소로 간주하고 COD

로 수질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낙동강 수질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질을 하천과 호소로 구분해 관리해온 국내 물환

경 정책에서 기인한다. 물환경정책은 수질 개선을 위해 목표 수질환경기

준을 설정하는데 이는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만들

어졌다(환경부, 2010). 당시에는 하천과 호소를 4개의 수역과 해역으로 

나눈 후, 수소이온농도(pH), BOD, COD, 용존산소량(DO) 및 대장균군

수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을 설정했다. 이후 1981년에 1차 개정을 거친 

후 1983년에는 호소에 COD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정했으며, 

1989년 3차 개정 때는 하천과 호소를 분리하고 호소 수질 기준에 총인

과 총질소를 추가하며 하천과 호소의 수질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

했다. 이후 수질 지표나 기준치가 바뀌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수역의 생

활환경기준은 하천과 호소를 나누어 서로 다른 지표 및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17  

 

17 <표 3-1>과 <표 3-2>를 비교해보면 하천과 호소의 수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소의 생활환경기준에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과 달
리 Chl-a 농도가 총 질소농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표가 적용되더라도 그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좋음’ 등급 COD 기준은 4이하인 반면, 호소의 경
우에는 3이하이다. 이는 하천에 비해 호소가 물의 흐름이 적어 오염 가능성이 비교
적 크고 취수원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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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출처: 물환경정보시스템, 2014a) 
 

 

 
<표 3-2> 호소의 생활환경기준(출처: 물환경정보시스템,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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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역을 하천과 호소로 나누어 관리하는 주된 이유는 정책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하천과 호소의 수질환경기준을 

달리 책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경부, 2006). 첫째, 일반적으로 하천에서는 조류발생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질소와 인을 굳이 관리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

서 하천으로 분류된 수계는 따로 질소와 인 농도를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과잉 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용손실을 피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상수원은 대부분 호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수를 위한 수질 평가 시 

중요항목인 COD를 호소 기준으로 하고, 하류에 취수원이 없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하천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항목인 BOD로 관리함으로써 불

필요한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천과 호소로 이

분화되어 있는 수질 관리 체계 때문에 조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내 4

대강 본류 하천 하류의 총인과 총질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취수원

이 있는 하천의 COD가 소홀히 관리되어 상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환경부, 2006: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관리 비용을 최소

화하고 행적적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하천과 호소의 이중 기준은 계속해

서 유지하고, 상수원이 존재하면서 조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류 하천은 

별도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강구해왔다.  

환경부는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천과 호소로 나누어 수역을 관리 

및 규제해왔기 때문에 낙동강이 ‘호소화’되었으므로 낙동강을 호소로 구

분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환경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

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하천’으로 분류할 것인가 혹은 

‘호소’로 분류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을 ‘호소’로, 환경부는 낙동강을 ‘하천’으로 분류 하며 Chl-a를 

판단하는 기준을 각기 달리 제시했으나, 하천과 호소를 분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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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천과 호소를 행정적으로는 이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실천적 차

원에서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4.3 하천과 호소의 경계 

하천과 호소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질까? 육수학이나 생태학에서는 수

체의 형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상호작용 등에 근거하여 하천과 호소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한다(최지용, 2007). 먼저 호소는 육지에 둘러 쌓

여 흐르지 않고 고인 담수로 생태학적으로는 정수생태계라 정의된다. 이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천은 유수생태계라 불리는데, 단어에서 드러나

듯 둘을 구분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체류 시간이다. 호소의 체류시간은 

연간 단위로 표현되는데 반해 하천은 체류시간은 일 단위로 표현할 정도

로 하천과 호소 사이에는 체류시간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수리학적 체

류시간은 호소나 하천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호소는 물

의 흐름이 거의 없어 수심에 따라 수직적으로 수온 및 생태적 환경이 달

리 형성되는 성층현상이 일어나지만, 하천에서는 물의 수직적 혼합이 활

발히 일어나므로 성층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상, 하류 사이에 구배가 형

성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생태적 특성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호소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때

문에 생태계의 에너지 근원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수초이며, ‘식물성 플랑

크톤 → 동물성 플랑크톤 → 어류’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생태계의 구

성에 중요하다. 반면 하천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

가 없어 낙엽 및 용존유기탄소가 주요 에너지원이며,  ‘낙엽 → 수서곤

충 → 어류’로 연결되는 먹이 사슬이 더욱 주요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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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천과 호소의 특성(출처: Kalff, 2001의 자료를 환경부, 2006에서 재
인용). 
 

이처럼 학술적으로는 하천과 호소가 명확이 구별되지만, 실제 하천과 

호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조류발생 및 외부 유기물의 분해와 관련하여 수리학적 체류시간

이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중요한 관리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육수학적으로 하천의 체류시간은 수일에서 일주, 호소의 체류시간

은 수주에서 수월 정도로 구분될 뿐,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존재

하지 않으며 국내에도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명시된 규정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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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환경부, 2012h).18 체류시간으로 수역을 구분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계절에 따라 체류시간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하천에 댐

을 막아 만든 인공호가 많은 국내 특성은 하천과 호소의 구분을 더욱 어

렵게 한다. 연평균 체류시간이 수일에 불과한 ‘하천형 인공호’라 할지라

도,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하천의 특성을 보이고, 강우량

이 부족한 시기에는 호소의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부, 

2006). 체류시간 외에도 저수용량,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여부, 성층형

상도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요소에 포함되지만, 어느 것도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는 체류시간을 기본적인 지표로 고려를 하

되, 각 수계 별 특성에 따라 성층현상 발생 유무, 저수량, 유기물량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하천과 호소를 구분해왔다(환경부, 2006; 최

지용, 2007; 윤주환, 2009). 예를 들어 환경부는 2006년 「물환경종합

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에서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균 체류시간을 주 근거로 삼아 

7일 미만은 하천으로, 2주일 이상은 호소로 간주하고, 7일이상~2주일 미

만의 체류시간을 가진 수체는 평균수심이 7m 이상인 경우에 호소로 분

류한다는 기준을 제안했다(환경부, 2006).    

하천과 호소를 구분 지어 줄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호소화 논쟁이 종결될 수 없는 단초를 제공

했다. 환경단체는 흐르지 않는 물이 가득 들어찬 낙동강의 사진과 함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에 들어선 구조물은 그 규모에 비추어 보았

을 때 ‘보’가 아니라 사실상 대형 ‘댐’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며 이를 ‘댐’, 

18 환경부 훈령 제 555호, ｢ 수역별 수질평가지침｣ 에 따라 체류시간이 35일을 넘지 않
으면 하천으로 구분했으나, 적절하지 않아 2008년 1월 30일자로 폐지되었다(환경부, 
20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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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보’, ‘거대한 보’라 명명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단체는 낙동강은 

더 이상 낙동강이 아니라 ‘낙동호’로 불려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

어 녹색연합은 보가 가로 놓인 낙동강의 사진을 두고 “아래 사진을 보면 

상주보로 가로막힌 곳에 넓디 넓은 호수가 생겼습니다. 낙동강이 아닌 

상주호라고 불러야 맞겠지요?”라 설명하며 낙동강을 호소로 규정했다(녹

색연합, 2012c).  

하지만 환경부는 낙동강을 제도적으로 하천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낙동강에 설치된 보들은 환경단체의 주장과 달리 물을 가두는 댐이 아니

라 언제나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동보’이기 때문에 물길을 완전히 막지

는 않아 낙동강이 호소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환경부, 

2012d). 오히려 보는 수량을 확보하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오

염물질을 희석시키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하층부 수온과 빛 투과율이 

감소하여 광합성작용이 비활성화됨으로써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쟁 당시 야당의 심상정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늘

어난 체류시간을 근거로 낙동강이 호소화되었다는 주장을 발표하기도 했

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하천의 체류시간은 강수량, 상류댐 방류량, 

가동보 운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체류시간이 하천과 호소

의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낙동강을 호소로 분류할 수 없

다고 반박했다.   

낙동강 분류를 힘들게 만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하천과 호소의 구분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항상 그

런 것은 아니지만, 국제 기구에 의해 권위를 부여 받은 지식은 종종 논

쟁을 안정화하기 위해 동원된다(하대청, 2012; Winickoff & Bushey, 

2010). 심상정 의원은 “저수랑이 1천만 톤 이상이며 체류시간이 4일 이

상인 인공호수”라는 일본의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과 “내륙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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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수체로서 부유 수생식물로 가려지지 않은 최소한의 표면을 지니

며 수문학적 평균 체류시간은 7일 이상”이라는 미국 연방법의 기준을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닐뿐

더러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운영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논쟁을 종결

시키지 못했다.19  

낙동강이나 녹조현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논쟁은 점점 더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천과 호소를 제시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음에도 행정적 효

율을 목적으로 하천과 호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해온 환경부의 

수질 관리 정책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호소화 논쟁의 배경이 되었

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환경부는 체류시

간, 수심, 성층현상을 근거로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근거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도 했었지만, 본 논쟁에서는 “국내의 경우 하천과 호

소를 구분하는 체류시간 기준은 없으며, ‘체류시간’ 만으로 하천과 호소

를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체류시간을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주요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환경부, 2012h). 이처럼 환경부가 하천과 

호소를 구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 및 낙동강의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한 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 지표의 숫자들은 ‘탈정치적’인 것처럼 유통되

고 사용되었지만, 수치를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수치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사회, 정치적 맥락이 얽혀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논쟁이 

점점 더 격화되면서 녹조현상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4대강 사업을 둘

19 유럽의 경우도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별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수
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윤주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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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싸고 펼쳐졌던 사업 찬 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 위에 틀지어지면서 ‘정

치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논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걷어내고 사실만을 추출해냄으로써 논쟁을 종결시켜줄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찬반 양측은 서로 다른 ‘과학

적 해석’을 내리며 계속해서 대립했다.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수치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이어지는 5절에서는 

수치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며 녹조현상의 ‘수치화’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다. 

 

 

5. 수치를 ‘해석’하기 

 

5.1 논란의 증폭, 수치 자료의 유통, 전문가 

7월 말부터는 녹조현상이 전국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낙동강

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녹조현상이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를 넘어 낙동

강 중상류까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2012; 녹색연합, 

2012d). 그들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녹조현상이 서낙동강이나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었는데, 이처럼 낙동강 중류에까지 녹조현상

이 발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을 녹조현상의 원인으

로 지목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시 한번 수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녹조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고온, 가뭄, 일조량의 문제라 주장하고 환경

단체 측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환경부, 2012e; 2012g).  

8월 초 무렵에는 한강에서도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대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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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목을 더욱 녹조현상에 집중시켰다. 8월 초부터 녹색빛을 띠는 한강

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8월 9일에는 급기야 

한강의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다(서울신문, 

2012). 서울 시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한강의 잠실수중보 상류에까지 

녹조현상이 발생하면서 녹색으로 물든 한강의 모습을 서울 시민들이 직

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고,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식수에 대한 불안감

과 함께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커져만 갔다. 이에 정수기의 판

매량이 급증하고 생수를 찾는 시민들 또한 급격히 늘어나 ‘생수 품귀’현

상이 빚어지기도 했다(SBS, 2012). 

논란이 가중되면서 언론매체에서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을 다루는 

비중이 늘어났으며,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 또한 많아졌다. 예를 들

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녹조수 발

명상장’을 제작하고 부상으로 녹색빛 물이 담긴 페트병을 준비한 모습과 

이명박 대통령의 마스크를 쓴 시민단체 회원이 낙동강변에서 유리잔에 

녹색빛 낙동강물을 따라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등 4대강 사업

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꼬고 비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담은 기사들이 

보도되었다(연합뉴스, 2012c; 경향신문, 2012b). 뿐만 아니라 녹조현상

이 발생한 낙동강의 물을 ‘녹차라떼’라 표현하거나, 녹차라떼를 본떠 만

든 ‘녹조라떼’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다(내일신문, 2012; 노컷뉴스, 

2012; 연합뉴스, 2012b; 2012d; 한겨레, 2012c). 녹조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자 녹조현상의 원인을 두고 벌어진 환경단

체와 환경부의 논쟁을 다루는 인터뷰나 기사들도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은 과학적

으로 근거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며 비판의 수위

를 높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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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환경부는 녹조현상과 관련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환경부는 한강 수계 및 낙동강에 남

조류가 발생했고, 영산강 및 금강에서도 녹조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녹조현상의 원인이 4대강 사업이라는 환경단

체의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환경부, 2012f). 환경부는 7월 

20일부터 8월 8일 간 전국 강수량이 7.9mm로 예년의 5%에 불과했음

에 반해, 같은 기간 평균기온이 28.2℃로 평년보다 2.4℃ 높았고 일조시

간도 예년에 비해 북한강 수계에 약 3.1배, 낙동강 수계에 약 2.3배 증

가했음을 제시하면서 녹조현상의 원인은 날씨의 문제라 주장했다. 그리

고 4대강 사업 전 후 낙동강의 Chl-a 농도를 비교하는 자료(<그림 5>)

를 다시 제시하고, “사업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전 후

를 비교해야 하는데, 국가측정만 분석결과를 볼 때 변동 사항이 거의 없

다”며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림 5> 낙동강 보 구간의 연도별 상반기 Chl-a 농도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환경부, 2012e; 20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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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녹조현상과 4대강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는 논쟁의 초기부터 환경부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Chl-

a 수치였다.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의 문제를 제기

할 때마다 <표 1>, <표 2>, <그림 5>와 같은 Chl-a 수치를 제시하면서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녹조현상의 문제를 Chl-a 수치로 환원시켰

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Chl-a 수치를 유통시키고 ‘과학’과 ‘전문성’에 

기준을 둔 위계적 질서와 경계를 만듦으로써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측 주

장의 인식론적 권위를 격하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수치자료를 해석하고 

수치자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발언권을 부여 받으면서 

논쟁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되었고, 논쟁은 녹조현상의 원인을 따지

는 ‘과학’의 문제로 틀 지워졌다. 20 ‘과학’이 정치적인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판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논쟁에 참여했던 학계의 전문가들, 특히 사업 천성 측의 전문가들은 과

학적 설명을 통해 논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 찬성 

측의 전문가는 반대 측 주장의 논지에 적합하지 않는 반론이나 과학적 

해석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화된 녹조현상은 계속해서 전문가가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지는 절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주장을 검토해보면

20 논쟁이 ‘과학’의 문제로 틀 지워짐에 따라 소외된 대상들 중 하나는 대중의 ‘불안’이
었다. 녹색으로 물든 강물의 충격적인 시각적 이미지에 낙동강으로부터 원수를 공급
받는 부산, 경남 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함을 느꼈으나,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녹조의 독성을 걸러낼 수 있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경우 끓여서 
사용하면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시
민들의 반응을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과학적인 설명’으로 시민들을 안심시키
고자 했다(한겨레, 2012c). 그러나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
추어지지 않은 곳도 있었고, 수돗물을 단순히 먹는 물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씻거나 
아이를 목욕시키는 등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불안을 단순히 감정적
인 것으로 치부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YTN, 2012). 과학과 대중, 객관성과 주관
성, 사실(reality)과 감정(emotion)의 그릇된 이분법을 지적하는 글로 
Wynne(200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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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논쟁이 ‘전문성’의 문제로 환원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5.2 수치와 수식으로 환원되는 녹조현상  

논쟁이 격화되자 사업 찬반 양측의 학계 전문가들은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21 먼저 ‘한반

도 대운하’때부터 정부의 사업 계획을 반대했던 부산 카톨릭대학의 김좌

관 교수는 8월 9일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녹조현상의 발생은 주로 수온, 영양염류(인), 광량에 의

해 좌우되지만, 물리적 인자로서 체류시간 또한 녹조현상의 발생에 관여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녹조현상의 원인은 4대강 사업이라 주장했

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 중류 지역의 녹조현상에 

주목했다. 낙동강의 경우, 1987년에 하구둑이 완공되면서 하류의 유속이 

낮아지고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조류번성이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4대

강 사업 이전에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강정보와 달성보에서는 조류 

번성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김좌관 교수는 사업 이전

에도 강정보나 달성보 지점의 총인 농도는 충분히 높았으나 강의 흐름을 

막는 큰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 녹조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조

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인 2012년에는 낙동강 중류부에 들어선 8개 보에 의해 체류시간이 

보장되면서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정리하자면, 김좌

관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은 충분한 체류시간만 보장되면 강에서도 녹조

21 논쟁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반도 대운하’때부터 사업을 반대 혹은 찬성했던 
인물들로, ‘중립 성향’의 전문가들은 논쟁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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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제든지 번성할 수 있는 수질여건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녹조현상

의 원인으로 길어진 체류시간을 지목했다(김좌관, 2012). 

그러나 4대강 사업 찬성 측에 서 있었던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결론

을 내렸다. ‘한반도 대운하’때부터 정부 측의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위스

콘신대의 박재광 교수와 논쟁 당시 환경부 산하 연구소인 국립환경과학

원의 원장이었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104년 만의 가뭄과 유례없는 

폭염, 높은 일조량 등에 의해 녹조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녹조현상과 4

대강 사업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박재광, 2012a; 박석순, 2012a). 4대

강 사업과는 무관한 북한강에 녹조현상이 발생한 점과 4대강 사업으로 

보가 건설되었음에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남한강은 강우량이 예년의 

75%로 다른 한강 지역의 43%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특히 그들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댐, 보, 갑

문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하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

하며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라인 강의 경우 86개의 갑문과 

보가 설치되어 있고 다뉴브 강에도 19개의 갑문과 700여 개의 댐과 보

가 건설되어 있는 등 선진국은 자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자원을 이

용하고 있는데, 만약 보의 건설이 문제가 된다면 라인 강과 다뉴브 강의 

구조물도 진작에 철거되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사례를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논쟁을 더

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낙동강을 두고도 양자

의 해석이 달랐지만,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북한강 지역에서 발생한 녹조

의 원인을 두고도 양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박재광 교수는 4

대강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북한강에서도 녹조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녹조현상의 원인이 4대강 사업이 아닌 강수량, 일조량 등 기상의 문제임

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으나, 김좌관 교수는 북한강에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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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부터 시작하여 6개의 댐이 연이어 건설되어 있어 전체 유로 연장의 

80% 수준이 호소화 되어있는 하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체류시간을 

북한강 녹조현상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같은 녹조현상을 두고 사

업 찬성 측의 전문가는 수온, 일조시간, 강수량 등 ‘기상’을, 사업 반대 

측의 전문가는 ‘체류시간’을 녹조현상의 원인이라 지목하며 대립했다.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의 인과관계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

서는 가운데, 찬성 측의 전문가들은 논쟁을 ‘과학’의 문제로 틀 짓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과학자로서 본인들의 권위를 내세웠다. 

논쟁 당시 환경부 산하 연구소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이었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업 반대 측이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고 비판하며 환경은 과학의 문제임을 강조했다(박석순, 2012b). 그는 강

과 호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유일하게 과학기술부에서 수여하는 이달

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임을 밝히고, 반대 측의 교수들을 “강과 호수에 

관한 제대로 된 논문 한 편 쓴 적 없는 자들”로 매도하며 자신이 수질 

분야의 최고 권위자임을 내세웠다(박석순, 2012b: 107-108). 또한 그

는 지금까지 환경단체가 “인천공항을 지으면 철새와 비행기가 충돌한다”,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천성산의 도롱뇽이 다 죽는다”, “새만금 사업

을 하면 물이 썩어 환경재앙이 온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

이 발생한다”는 등 국책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거짓과 선

동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오롯이 과학의 잣대로만 평가할 것

을 요구했다(박석순, 2012b: 94-106; 2014). 이는 3절에서 환경부가 

취했던 전략과 유사하게 자신의 주장은 ‘과학’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정

치’로 경계를 지음으로써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논쟁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의 발언에 권위를 싣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59 



 

환경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수질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

던 박석순 교수는 녹조현상을 조류 성장 이론을 나타내는 수식으로 해석

했다. 그는 “우리들의 문제는 식에 답이 있다”는 일명 “우문식답”의 태

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환경은 과학의 문제이므로 과학을 통해 환경문

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녹조현상을 설명

하기 위해 박석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류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수식을 

하나 제시했다(박석순, 2013). 

 

 

A = 조류농도(Algal Concentration, mass/volume) 

G = 성장계수(growth rate, 1/time) 

D = 사멸계수(decay rate, 1/time) 

 

미생물의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이 식에 따르면 조류의 성장속도는 

순성장계수(G-D)와 조류 농도에 비례하는데, 성장계수 G는 온도, 일조

량(낮의 길이 및 광도), 영양물질 농도에 비례하고 수심, 탁도에 반비례

할 뿐 성장속도와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수식적 이해에 근거하여 박석

순 교수는 “유속이 빠르고 느림에 상관없이 영양물질, 온도, 빛의 조건

만 맞으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것이 녹조생물”이므로 “보에 의한 체류

시간 증가가 녹조현상을 유발했다”는 설명을 적절하지 않다며 환경단체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박석순, 2012a; 2013). 또한 “보에 의한 체류시

간 증가는 녹조현상을 상류로 이동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에 의해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현상이 발

생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과학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폄하했

다. 나아가 박석순 교수는 “수변정비, 퇴적물 준설, 유입 오염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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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고도처리 등으로 영양물질이 감소했고, 보가 수심을 깊게 하고 수

량을 풍부하게 해 폭염에도 수온 상승을 억제”했다는 점을 들어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녹조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에 

가깝다”라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녹조현상을 완화시켰음을 역

설했다. 

박석순 교수는 이처럼 수식을 이용하여 녹조현상을 해석함으로써 4

대강 사업과 녹조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쟁 중에 계속해서 유통되었던 Chl-a 수치를 근거로 

이용했다. 그는 낙동강 8개 보 각 구간에서 2009년과 2012년의 매월 

평균 Chl-a를 측정한 값을 표로 나타낸 후, 2009년의 값과 2012년의 

값을 비교하여 Chl-a 수치가 감소한 구간과 증가한 구간을 따로 표시했

다. 그 결과, 상류 4개 보 구역에서는 Chl-a 수치가 다소 증가(상류 4

개보, 1월~12월 총 48개 비교자료 중 26개 증가)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하류 4개 보 구역에서는 Chl-a 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류 4개보, 1

월~12월 총 48개 비교자료 중 4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

거하여 박석순 교수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Chl-a 수치가 4대강 사업 

이후 개선된 점을 강조하면서 앞서 주장한 바처럼 보의 건설로 인한 체

류시간은 녹조현상의 발생 지점을 중, 상류로 앞당겼을 뿐, 보의 건설은 

“녹조발생 유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박석순, 2013).  

‘수치 자료의 객관성’이 전제되면서 수치 자료를 바탕으로 녹조현상

을 해석하고 녹조현상을 수식으로 치환하여 설명했던 사업 찬성 측의 전

문가는 논쟁에서 비중 있는 행위자로 등장하여 논쟁 구도를 형성했다. 

특히 찬성 측 전문가는 스스로 본인이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임을 내

세우고 녹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논쟁을 과학의 문제로 틀 

짓고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이처럼 수치자료는 객관적일 것이라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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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녹조현상이 수치 자료로 표상되어 유통되고 녹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권위가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상황은 환경단체와 환경부 혹은 찬

성 측 전문가 사이에 인식론적인 위계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양측 사이

의 인식론적 위계는 전문가의 해석이 환경단체의 주장보다 ‘더 객관적’

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일까? 환경단체와 찬성 측 전문가 사이에 위계가 

구성되는 모습 속에서 찬성 측 전문가가 제공한 해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3 논쟁에서의 인식론적 위계 

논쟁이 과학의 문제로 좁아지는 상황 속에서 찬성 측 전문가는 언론 

매체를 통해 녹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환경단체의 주장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폄하하며 논쟁을 이끌어 나갔다. 사업 찬성 측

의 전문가들은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항상 환경단체의 주장에 

‘선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환경단체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시각적 소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그들을 비판했다(박재

광, 2012b; 박석순 2012b). 박석순 교수는 한 신문의 칼럼에서 가뭄과 

폭염이 원인이고 4대강 사업 보 건설과 관련이 없음이 증명되었는데도 

환경단체가 녹조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박석순, 2012a). 그는 환경단체가 시각적인 소재를 이용하고 

공포감을 조장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환

경단체에게 녹조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것을 촉구하며 ‘과학적 전문

성’을 기반으로 한 위계를 만들었다. 신문 지면을 통해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라 주장하며 환경단체를 비판했던 박재광 교수 또한 

2012년이 “104년만의 가뭄과 30%의 일조량 증가로 녹조발생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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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었음에도 “낙동강은 BOD, COD, 총인, Chl-a가 모두 향상됐”다

며 수질 지표를 근거로 삼아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박재광, 2013).    

이처럼 환경부와 사업 찬성 측 전문가들은 논쟁을 과학의 문제로 틀 

짓고, 사진을 근거로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의 문제를 지적한 환경단체 

측 주장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때 사진 자료는 전문가에 의해 

‘대중을 자극하는 시각적 소재’로 인식론적 권위가 격하된 반면, 수치 자

료는 ‘객관적’으로 녹조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전제를 등에 엎고 권

위를 부여 받았으며 수치 자료에 근거한 전문가의 설명 또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녹조현상을 시각화하여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 수치 자

료로 녹조현상을 다루는 환경부, 찬성 측 전문가 사이에는 인식론적 위

계가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논쟁의 초점은 녹조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

에 맞추어졌고, 이에 따라 가시화된 녹조현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

환경의 변화, 환경부 수질 검사 방식의 적절성, 상수의 안전 등 환경단

체가 제기한 문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업 찬성 측의 전문가가 제공한 해석은 녹조현상을 환경단

체보다 더 ‘객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권위를 지닐 수 있었을까? 4대

강 사업의 추진 단계 때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수원대의 이상훈 환

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2009년에 발행한 환경백서, 국립환경과학원

의 자료, 수질 분야의 기존 논문과 교과서 등을 검토함으로써 ‘체류시간’

이 녹조현상과 관련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이상훈, 2012). 논쟁 이전에 

하천 및 호소에서 발생하는 녹조현상에 대해 이루어졌던 연구를 토대로 

녹조현상을 다룰 때 체류시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이상훈 교수는 논쟁 이전까지 ‘합의된 과학적 지식’에 기대어 사

업 찬성 측 전문가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었다. 따라서 ‘과학적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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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를 빌려와 찬성 측 전문가의 해석을 평가해본다 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가 건설되면서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증가했지만 체류시

간과 녹조현상은 무관하므로 4대강 사업은 녹조현상의 원인이 아니다’라

는 찬성 측 전문가의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찬성 측 전문가가 발언권을 가지고 논쟁 구도를 만들 수 있었던 데에

는 논쟁이 과학의 문제로 환원되는 가운데 그가 펼쳤던 ‘경계 작업’과 

그로 인해 환경단체와 환경부 사이에 생겨난 ‘인식론적 위계’의 역할이 

컸다.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고조되면서 사업 찬성 측에 서있었던 

학계의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올바른’ 주장임을 강

조하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물리치려 했다. 특히 수치자료의 지속적인 생

산과 유통은 녹조현상을 과학의 문제로 환원시켰고, 전문가들에게 발언

권을 부여하여 ‘과학주의’와 ‘전문가주의’를 부추겼다.22 수치 자료는 그 

스스로는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전문가의 해석이 가미되어야만 의

미를 지니는데, 수치 자료를 근거로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

다고 해석한 찬성 측 전문가의 설명은 논쟁 이전까지 녹조현상에 대해 

논의되었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 보았을 때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현상이 ‘수치화’되고 논쟁이 과학으로 틀 지

워지는 상황은 논쟁에서의 ‘칼자루’를 찬성 측 전문가에게 쥐여 주었다. 

전문가는 수치 자료와 과학적 설명의 ‘객관성’을 도구로 삼아 환경단체

와의 인식론적 위계를 구성했고, 이에 따라 수치 자료가 아닌 사진 자료

22 ‘전문가주의’의 문제는 그간 과학기술학에서 꾸준히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과학기술
학은 환경, 보건 문제, 불확실한 위험 등을 다룸에 있어 기술관료적 전문성에만 의존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이분법적 분류에 문제
를 제기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기술관료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일반 시
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참여적 전환’에 대한 과학기술학 내부의 다
양한 논의들을 정리한 글로 현재환 & 홍성욱(2012)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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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적 권위는 기각되었다. 물론 반대편에서는 찬성 측 전문가에게 

‘양심을 저버린 학자’, ‘정치적 환경전문가’라는 비난이 가해졌지만, 인식

론적 위계는 논쟁 구도를 형성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했고 녹조현상의 원

인을 따지는 ‘과학’ 이외의 문제들은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

했다. 

 

 

6. 결론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쟁은 흔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

해 왜곡된 과학’으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와 4대강 사업 찬성 전

문가들에게는 녹조현상 발생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된 주장을 펼

친다는 비난이 가해졌고, 반대편에서는 4대강 사업 반대 측이 과학적이

지 않은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난 또한 가해졌다.23 이 같

은 상황은 4대강 사업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국가적 토목사업이었고, 그 추진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으로 쟁점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감사원의 조

사 결과에서 드러난 각종 사업관련 비리,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은 

‘과학의 정치화’를 더욱 부추겼다.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가 행위자들의 동기로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에 근거한 해석이 논쟁을 잘 설명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학의 정치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논

23 인터넷 공간에서도 유사한 구도로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일례로 생명과학 연구자들
의 커뮤니티인 BRIC에서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
는데, “이념에 쩌들린 비과학적 억측”, “녹조의 원인을 4대강에서 찾는 사람들은 
과학적 인과관계에 무지한 자들”이라는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과학이 왜곡되었음
을 주장하는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BRI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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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담겨 있는 맥락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과

학’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걷어내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는 

전제에 기댐으로써 논쟁을 손쉽게 ‘과학 논쟁’으로 환원시킬 위험을 지

닌다. 이 경우 환경문제가 ‘과학화’되면서 환경문제가 지니고 있는 사회

적, 정치적 맥락의 다양한 의미들이 논의의 대상에서 지워지고, 전문가

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논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과학의 정치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수치화에 근

거한 국가의 수자원 관리가 논쟁의 맥락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였다. 논

쟁 중에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제시한 사진 자료의 객관성을 부정하며 수

치 자료를 이용해 녹조현상을 표상하고 정의하려 했다. 환경부가 수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논쟁에서 활용함에 따라 녹조현상은 

수치로 환원되었고, 수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환경부와 비용의 문제로 수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환경단

체 사이의 불균등한 권력은 환경단체 측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논쟁 구도

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수치 자료를 해석할 권위를 지니고 있는 전문

가는 수치 자료가 ‘객관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등에 업고 사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환경단체와의 인식론적 위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객관적’이라고 믿어지는 수치 자료에 근거한 환경부의 녹조

현상 관리와 사업 찬성 측의 해석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

었다. 먼저 수치자료가 녹조현상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했음을 살펴보았다. 수치 자료는 해당 수치 자료가 표상하는 수역에 비

하면 극소량의 표본을 채수하고 검사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수치 자료가 

해당 수역 전체의 수질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기존의 수질 

검사 방식은 낙동강의 녹조현상을 드러내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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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수치 자료를 근거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치 자

료의 기준을 제시해야 했는데, 환경부는 이전의 수질 관리 정책에 비추

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정책적 효율을 목적으로 

하천과 호소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국내 수자원을 관리해왔으나, 하천

과 호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천과 호소를 구

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점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문제시되어 왔고, 이에 

환경부는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하천과 호소의 기준을 설정하려는 작업

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 논쟁에서는 ‘호소’의 기준으로 낙동강 녹조

현상을 관리하자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맞서 환경부는 ‘체류시간’이 하천

과 호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정치적 합의

의 과정을 생략한 채 법적인 이유를 근거로 낙동강을 ‘하천’으로 분류했

다. 

수치 자료를 해석했던 찬성 측 전문가의 의견에도 문제가 있었다. 환

경부가 생산한 수치 자료가 논쟁 중에 지속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수치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었는데, 특

히 찬성 측의 전문가는 자신이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임을 내세우고 

상대편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방식으로 경계 작

업을 펼치며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주

장은 논쟁 이전에 녹조현상에 대해 논의되었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보

았을 때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 중에 구

성된 ‘인식론적 위계’로 인해 찬성 측 전문가의 주장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항하여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본 논문은 수치화에 근거한 녹조현상의 해석과 관리가 논쟁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환경문제가 ‘과학’과 ‘전문성’의 문

제로 좁혀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문제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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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문제로 틀 지워질 때 가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조명

해보고, 과학 혹은 전문성이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옳은’ 해답

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과학’과 ‘전문성’에 맡겨 놓는다면 그로 인해 지워

지는 사회, 정치적 맥락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다. 4대강 사업

과 녹조현상의 논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논쟁에서 ‘누가 더 

녹조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했는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녹조현상 혹은 낙동강을 재현했는지, 논쟁 중에 어

떤 과정을 거쳐 특정 재현 방식이 더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

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와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낙동강을 하천 혹은 호소로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

을 거쳤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을 제기할 때, 녹

조현상이 단순히 Chl-a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4대강 사업 이후 변화한 

수환경, 환경단체의 현장 답사 경험, 강 유역의 주민의 일상, 물을 사용

하는 시민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수치 자료는 ‘객관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치 자료 자체가 

녹조현상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고, 환경부는 수치 자료

의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찬성 측의 전문가는 인식

론적 위계를 만들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기각하려 했다. 환경문제를 

과학과 전문가에게만 맡겨 놓을 때,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진단하

고 대처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논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와 동등한 위치에 서서 사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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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정, 합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곧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환경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의제임을 

의미한다(Bocking, 2004). 보킹은 시민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무시되고 특정 산업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만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으며, 환경문제의 정치적, 도덕적 측면을 조망

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을 둘러싼 논

쟁 사례를 통해 환경문제가 과학이나 전문성의 문제로 좁혀질 때 ‘비전

문가’와 그들의 관심사가 배제되고 국가의 중립성이 위협받는 장면을 목

격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를 과학의 문제로만 접근하려는 태도를 경계하

고 의사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대중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

인 존재로 논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구성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과 

가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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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ifying the Algal Blooms,  
the Obliterated Nakdong River 

 
: A Study of the Controversy over the Four 
Major River Project and the Algal Blooms  

 

Seo Hy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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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overs the controversy over the Four Major River 

Project (FMRP) and the algal blooms that occurred in summer 2012.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ros and cons of the FMRP was 

based on the cause of the algal blooms. This type of situation is 

commonly interpreted as the “politicization of science,” which 

means science is distorted by political interests. In this kind of 

interpretation, however, contexts in which the controversy is 

situated are overlooked. Furthermore, the idea of distorted science 

has the possibility of supporting “professionalism” by premising 

non-distorted “pure science.” 
 Here, co-production is utiliz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urpose of researching without being confined to either science 

or politics. With this framework, the thesis argues that “national 

water management based on quantification” was a crucial back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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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nflict. Co-production, which argues that scientific 

knowledge and social orders are produced together, is useful 

because it detects both the construction of the “natural order” and 

the process of “social debate” in which a river is quantified. 

The controversy began with environmentalists’ criticisms. At the 

end of June into early July, local environmental groups criticized the 

FMRP for occurrences of algal blooms; they documented this by 

taking pictures of the green-colored Nakdong River. But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refuted these claims by talking about 

concentrations of Chl-a, which represent degrees of algal blooms. 

In the table, concentrations of Chl-a in the Nakdong River were 

decreased or nearly unchanged after the FMRP. The Ministry 

argued that numbers could not reflect water quality properly 

because water quality is only tested with a small sample. 

Nevertheless, it used the numbers as a tool to reject the 

environmentalists’ claim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s 

were objective. The environmental groups could not contend with 

the government; they were at a disadvantage because they did not 

possess the necessary resources to produce their own figures.  

Managing rivers quantitatively needs criteria to properly judge 

pollution.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et criteria for algal 

blooms, but these became a matter of debate. At the time, the the 

Nakdong River had lower Chl-a concentration criteria compared to 

those of lakes. However, the environmentalists demanded applying 

the lake criteria to the Nakdong River, since the FMRP blocked its 

water flow.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fought this statement 

by legally and administratively classifying the Nakdong River as a 

river. This conflict resulted from a national water management 

policy that controls rivers and lakes separately using different 

standards. 

Experts’ analyses that gave meaning to the numbers ma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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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more confusing. Pro-FMRP experts did boundary work, 

labelling themselves as ‘science’ and opponents as ‘politics’; they 

asserted that they had authority over the water sector, whereas 

environmentalists were just interest groups. Though the contention 

of pro-FMRP experts was controversial, in accordance with the 

scientific knowledge discussed previously, they had a voice, as the 

algal blooms were reduced to numbers. During this process, an 

“epistemological hierarchy” was constructe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groups, making the 

environmentalists’ contention weaker and perpetuating the conflict. 

In conclusion, this thesis emphasizes that the quantification of 

the Nakdong River is positioned within the context of this 

controversy. Also, it highlights that the point of this controversy is 

not about who represents and explains the river more objectively, 

but who represents and explains the river in what way by tracing 

how numbers are created, distributed, and used. This critical 

viewpoint argues that not only environmental problems should not 

be left to “scientists” or “experts,” but that a process of creating 

social and political consensus is needed and that related 

stakeholders should hav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how it is 

handled. 

 

 

Keywords : Four Major River Project, algal bloom, quantification, 

co-production, environmental risk,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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