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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수 피해 25조원·수재민 5천만명…샨샤댐 수위
또 상승
기사입력 2020-07-29 11:43 최종수정 2020-07-29 12:15

샨샤댐 수위, 최고수위 175m와 12m 차이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중국 남부지방 홍수로 인한 수재민이 5천만명을 넘은 가운데, 세계 최대 규
모 싼샤(三峽)댐의 수위도 다시 상승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펑파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응급관리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장시·안후이·
후베이성 등 27개 지역에서 5천481만1천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실
종했고 376만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가옥 4만1천여 채가 붕괴하고 농경지 5만2천여㎢가 물에 잠기는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액만 1천
444억여 위안(약 24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 여름 중국 수재민은 이미 한국 인구(약 5천178만여명) 수를 넘어섰고, 농경지 피해액도 한국 전
체 면적(약 10만㎢)의 절반보다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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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관리부는 "최근 5년 동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재민은 23.4%, 긴급대피 인원은 36.7% 늘었
다"면서도 "사망·실종자는 53.9%, 붕괴 가옥 수는 68.4% 줄었고 직접적 경제손실액은 13.8% 늘어났
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에 계속된 비로 창장(長江·양쯔강) 유역 홍수 통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싼샤(三峽)댐 수
위도 상승, 최고수위(175m)에 12m 정도 못 미치는 163.36m를 기록 중이다.
중국은 이번 양쯔강 유역 홍수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달 2일 1호, 17일 2호 홍수가 발생한 데 이
어 26일 3호 홍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싼샤댐 수위는 2호 홍수가 지나가던 지난 19일 오후 8시(현지시간)에 164.18m까지 올라간 바 있다.
이후 방류량을 늘리면서 23일 오후 8시 수위는 160.15m로 내려갔는데 다시 3호 홍수의 영향을 받
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8일 오전 8시 162.45m였던 수위는 29일 오전 8시에 163.36m로 상승했다.
29일 오전 8시 기준 1초당 방류량은 4만100㎥, 유입량은 3만7천㎥로 방류량이 약 3천㎥ 더 많은 상
황이다.
싼샤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방재 당국은 "3호 홍수가 싼샤댐을 이미 지나갔다"면서도 "창장 중류의
수위가 완만히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응급관리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후베이성 스서우(石首) 아래 창장 중하류 등이 계속 경계 수위를
넘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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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 중·하류에는 우한(武漢),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를 비롯해 둥팅후(洞庭湖)·포양후(?
陽湖)·타이후(太湖) 등 대형 담수호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29일부터 강우대가 북상하면서 창장 중하류 유역 강수량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창
장 상류에서 여전히 많은 물이 흘러오고, 창장과 화이허(淮河) 유역 여러 곳의 수위가 높다. 안후이·
후베이·후난성 등은 여전히 중소 규모 하천 홍수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샨샤댐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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