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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친수구역 지정은 썩은 내 나는 삽질의 연속
- 친수법은 동맥경화 환자에게 썩은 돼지기름을 처방하는 격
지난 2010년 12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래 기어이 오늘(11일) 첫 친수구역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지역인 부산 강서구 일대 11.88㎢ 규모의 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간다
고 밝힌 것이다. 또한 올 11월까지 이 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친수구역 지정 제안
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을 위한 엉터리 진통제에 다름 아니다. 이 진통제의 효과는 제로에 가깝고, 부작용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다.
4대강에 삽질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공재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충당했다. 수자원공사에
게 채권형식으로 만들어진 막대한 빗을 억지로 떠넘긴 것이다. 이 후 2조원 규모였던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0조원 규모로 늘
어났으며 이를 보존할 방법으로 정부가 만든 법이 바로 친수법이다. 하지만 친수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허황되고, 본말이 전도
된 모순덩어리 법이다.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를 메우기 위해선 최소 80조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것도 수
익률을 10%로 잡았을 때 이야기다. 이는 얼마 전 공식 출범한 세종시를 4개나 만들어야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더욱이 이
러한 허황됨은 수자원공사 스스로도 에둘러 인정한 산수다. 최근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실시하던 친수구역 개발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중단한 바 있다. 그리고 4대강 변 양안을 개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부에게
는 자기모순이다. 4대강 전역에 전 방위적인 삽질을 해대면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수질 개선이었다. 그런
데 오염부하가 뻔 한 수변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니 자기모순의 정도가 중증 그 이상이 분명하다.
누가 보더라도 4대강 사업 구간 중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부산 지역을 제외하면 대규모 배후단지가 위치한 지
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는 수질이야 어떠하든, 분양이야 되든 말든 4대강 변에 일렬종대로 아파트와 위락시설을
빼곡하게 짓지 않는 한 친수구역의 가능성은 수익성을 떠나서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언제까지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막대한 공공재원으로 충당되는 모르핀으로 사안을 호도하고, 4대강사업의 거짓된
논리를 연명하려 하는가. 이제라도 메스를 들어야 한다. 개발심리만을 부추기고,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친수법은 당
장에라도 폐기해야 한다. 이번 친수구역 지정 또한 국민 혈세로 카드 돌려막기 하듯 국정 농단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
해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임기 말에 들어서도 삽질의 썩은 춤판을 멈출 줄 모르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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