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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Policymaking for Water-Green Growth: 
Accelerating a More Informed Decision

The World Economic Forum analyses that global risks, including water-related risks, are interconnected to result 

systemic impacts. In order to tackle this complexity with a perspective of green growth, an integrated policymaking 

process is required at different levels. This will require thorough information on not only the economy but also on 

fundamental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encompass all economic activities in the natural, physical world. This 

paper provides a conceptual overview of integrated policymaking in the context of green growth, particularly related 

to the water-related issues. It introduces tools created to support the prioritization and assessment of green growth 

policy interventions and presents a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systems such as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 (SEEAW), as well as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ir 

application in practice. 

Keywords:  Integrated policymaking; green growth; water-food-energy nexus; green growth policy prioritization;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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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Interconnected 

Risks and Opportunities

The World Economic Forum(2014) identifies global 

risks and illustrates how they are interconnected 

to result in systemic impacts. Risks such as climate 

change,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 biodiversity 

and ecosystem collapse are linked to each other. 

The key message for policy and decision makers is 

that every challenge is inter-connected and, as a 

result, we need an integrated approach for tackling 

these complex problems, not decisions based on 

silo (individual and independent) assessments.

Only with an integrated approach,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reached. Green growth 

stems from the acknowledgement that there is 

a strong interconnection betwee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and vice-versa. It is also an 

approach aimed to reinforce global effor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by framing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compatible goals. The whole idea of green growth 

is closely linked to the very heart of the risks that 

are disrupting the environment and the societ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create a link between 

risks and policy interventions, to turn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e.g. increasing productivity and 

reducing negative impacts of externalities). 

However, our economy has been structured on 

a series of decisions based on limited information 

and conditioned logical process. One of the 

most compelling examples is exclusive reliance 

on certain indicators, notably GDP, which only 

reflect financial and physical capital. The use 

of this type of indicators in isolation leads to 

distorted or biased conclusions when confronted 

with the complexity of today’s risks. In fact, too 

much emphasis on financial and physical capital 

has led to neglecting other important assets – 

especially nature. Even though nature and its 

related ecosystem services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to our economy and well-being, it has 

not been properly accounted and thus somewhat 

igno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rom a 

policymaking perspective, biased indicators could 

undermine the success of medium to longer-

term development strategies. In order to tackle 

this issue, an integrated policymaking process is 

required. This will require thorough information 

on not only the economy but also on fundamental 

<Figure 1> The Global Risks 2014: Interconnections Map 
(World Economic Foru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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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resources such as water, energy, and soil 

in order to encompass all economic activities in the 

natural, physical world.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integrated policymaking in the context 

of green growth, particularly related to the water 

sector. The paper introduces a tool created to 

support the prioritization and assessment of green 

growth interventions and presents information 

systems such as the 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for Water(SEEAW), as well 

as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ir application in 

practice.

Ⅱ. Integrated Policymaking

1. Why is it needed?

Tip of the Iceberg

If decision makers were to solely use and analyze 

information on events and related data (the first 

level of the iceberg, see Figure 2), they would find 

it difficult to solve problems, especially complex 

problems. This is because by doing so, they would 

ignore the role that the key drivers that generate 

the events observed. Having full trust in data 

that merely represents a specific event greatly 

simplifies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and this is likely to lead to ineffective 

policy making. In fact, events are just a tip of 

an iceberg. While the underlying structures and 

patterns are the core elements of the system that 

lead to the creation of events, often attention 

is only paid to the events themselves. Instead, 

decision makers should explore different possible 

solutions to address the diverging interests of the 

various stakeholders. So, when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and linking them to decision-

making proces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ts 

level of depth and what it potentially explains. 

Events are therefore the result of the patterns and 

trends that systemic structures generate(Probst & 

Bassi, 2014).

If we look at the forestry sector as an example, 

one of the prominent challenges is deforestation. It 

is a problem that affects many countries and has 

harmful consequences for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in general. Data on deforestation(e.g. 

deforested area, the protected land, etc.) and its 

direct causes(e.g. wood extraction, the expansion of 

agriculture land) provides essential, but “in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us understand the problem in 

a comprehensive way. Besides those data, there is 

a pattern of behavior resulting in deforestation(e.

g. the use of wood for cooking and heating) and 

the underlying structure responsible for these 

patterns(e.g. cultural norms and values regarding 

tree-cutting activities, the perception of forest 

goods as unlimited resources). Understanding these 

underlying patterns and structures could lead us 

to different solutions being adopted. For instance, 

market-based approaches to counter deforestation 

in a format of carbon trading, biodiversity offsets, 

certification, eco-tourism, etc. have 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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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in some cases, but failed in others, 

or even exacerbated the problems. For instance, 

in India, in order to promote eco-tourism, local 

government sold forests to private eco-tourism 

companies without considering the reaction of the 

indigenous communities. As a result, the local 

governments faced strong opposition from local 

NGOs to public policies that favor eco-tourism 

development. They accuse tourism companies of 

being the real cause of ecological damages(Global 

Forest Coalition, 2008). An in-depth analysis 

of the system’s structure would certainly have 

revealed these unexpected events. 

Water-Food-Energy: A Complex Nexus

Aside from the vertical detail, and the investigation 

of how structure leads to behavior, we need 

to explore horizontal aspects(cross-sectoral 

relevance) if we want to have a thorough view 

on the system as a whole. Despite the linkages 

between sectors and intervention options, many 

policies remain heavily tied and focused within 

each individual sectors, thereby fragmenting 

what could have been an inclusive outcome. 

The term ‘Water-Food-Energy Nexus’ was first 

coined in Bonn 2011 Conference to connect the dots 

among the core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is has been at the center stage in the 

international discourse. The complexity of the 

water-food-energy nexus is evident. Growing 

population increases concerns about access to 

water, energy and food, as they will be in high 

demand to sustain societies that are on the path 

to become more urban(with higher population 

density) and economically prosperous. The highest 

soci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lies i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water and food. As Asian 

Development Bank(ADB) reports, increasing 

population, adverse market interventions, 

social instability, and food riots have already 

become concerns following repeated price spikes 

since 2011(Asian Development Bank, 2013). 

Food security risk is rising as food demand 

will increase by 70 percent by 2050 to feed the 

global population. To meet this trend, water 

for agriculture will rise by at least 20 percent 

by 2050 and put pressure on limited water 

resources, and will be even higher without any 

technological process or policy intervention to 

take subsequent action(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WWAP), 2012). Given that the agriculture 

<Figure 2> Tip of the iceberg

Events(data)
(e.g. : deforested area; wood extraction, 

expansion of agricultural land)

Pattern/trends
(e.g. Use of wood for cooking and heating)

Systemic structure
(e.g.: Cultural norms and values regarding

tree-cutting activities)

Case: India - Eco-tourism
Source: Probst and Bass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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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is already the largest consumer of water, 

accounting for more than 70 percent of global 

water withdrawals, it is vital to find ways for 

efficient irrigation, more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food security(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WWAP), 2012).

Further, expanding energy production requires 

greater access to freshwater. Projections from 

WWAP also show a 60 percent increase in global 

energy consumption by 2035 to put additional 

stress on water resources(A key driver behind 

this increase demand for energy is urbanization 

(Jagerskog), 2013). By 2050, 7 out of 10 people 

will be urban dwellers and cities require highly 

concentrated sources of heating, cooling and 

transportation systems to be sustained, thus 

consuming extensive amount of energy that 

requires water to be produced. More work is 

needed to unpack the nexus at different scales 

in order to tackle multiple and interconnected 

development challenges. It is required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links between water use, energy, and food 

production, including of sustaining ecosystem 

services to avoid future supply bottlenecks and 

to provide equitable access to these services for 

all people(Granit & Classen, 2013).

2. What is it?

Then, we need to ask a question: what is 

Integrated Policymaking(IP)? How do we define 

this terminology? In brief, IP is a process that 

places possible solutions within a policy cycle 

that typically includes (a)the definition of issues 

(or agenda setting), (b)policy formulation, (c)

decision-making, (d)implementation, and 

(e)evaluation(UNEP, 2009). This is done to 

ensure respectively that: (a)policy issues are 

appropriately defined, (b)potential solutions 

compared, (c)the solution that increases synergies 

and reduces trade-offs adopted, (d)and the adopted 

solution implemented, (e)monitored, and evaluated. 

The IP process is important as it takes a systemic 

approach that effectively integrated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society, economy 

and the environment) to assess issues and identify 

opportunities.

In order to progress towards a greener economy an 

integrated approach that incorporates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ESE) implications of policy 

<Figure 3> The main steps of the policy cycle, taking into 
accoun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Economic

EnvironmentalSocial

Agenda setting

Policy 
Implementation Decision Making

Policy evaluation Policy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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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is needed. Underlying this 

approach is the recognition that the algebra 

among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how the 

variables relate and affect one another in context; 

how they combine towards the equ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arithmetic among them (added or subtracted 

as conveni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 

Management Group, 2011). <Figure 3> indicates 

that policy formulation and evaluation need to 

be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scenarios(e.g. 

technological development, natural disasters), 

and policies(e.g. subsidies, incentives and/or 

mandates) have to be evaluated across a variety 

of indicators(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imultaneously(Bassi, Deenapanray, & Davidsen, 

2014). How these three levels are assessed 

throughout the policy cycle, supported with solid 

and coherent information,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ill greatly determine the success 

of any policy intervention over the medium to 

longer term. 

This can be explained in detail. First, the 

structure of the system should be properly analyzed 

(e.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nd 

understood to design and evaluate development 

policies. For water sector, this includes the 

investigation of the main drivers of demand, and 

how supply can respond to its needs; in the case 

of poverty reduction, this implies understanding 

the key factors influencing poverty and the 

main drivers for their behavior. This is a broad 

investigation heavily relying on soft and hard 

data analysis, to reflect therapidly changing times 

and various cross-sectoral interdependencies. 

Secondly, economic volatility, as well as climate 

impacts, natural disasters and other unexpected 

events, can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water and environmental 

policies over time. For these reasons scenarios 

have to be defined, to reduce the uncertainty 

coupled with the analysis carried out. Policies 

would then be evaluated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system analyzed as well on a variety of 

possible scenarios. Thirdly,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green growth should be tested. In 

order to do so effectively -and evaluate whether 

they create synergies, bottlenecks or side effects 

across sectors-, the impact of policies has to be 

evaluated for a variety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Policies are “shocks” 

to the system, which in turn respond to these 

changes. For this reason, the system itself should 

be analyzed focusing on feedbacks and causal 

relations, with a specific interest on medium 

to longer-term impacts(which go beyond the 

implementation delays of policies -i.e. inertia of 

the system). To conclude, the understanding of 

the functioning mechanism of the system allows 

for the identification of medium to longer-

term sectoral and cross-sectoral implications of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11

policy implementation. These impacts have to be 

analyz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sectors are 

influenced by different key causes defining the 

success(or failure) of policies. In other words, a 

policy can have very positive impacts for certain 

sectors while simultaneously creating issues 

for others. Furthermore, successful policies in 

the longer term may have negative short-term 

impact, for which mitigating actions may be 

designed and implemented.

 

Ⅲ. Water-Green Growth Policymaking:

Need for Advanced Compass

Based on the rationale why we need to pursue 

Integrated Policymaking, it would be beneficial to 

look into how water-green growth policymaking 

processes can be structured building on other 

existing endeavors. There is no clear, single 

answer that can be universally applied to this 

question, but one key objective to come closer to 

this is to study how to simultaneously consi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mponents 

in each step of policymaking process. This 

requires identifying measurable indicators and 

applying them. For instance, GDP growth rate is 

a commonly used indicator to measure economic 

growth, but this will have to be complemented 

by indicators that can help explain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and social inclusiveness. 

In this section, the paper reviews a couple of 

examples from various dimensions that include 

1)a prioritization methodology for green growth 

interventions(policy formulation), 2)a tool for 

accelerating nexus thinking(policy assessment) 

and 3)an accounting system that can support 

integrated policymaking in the context of green 

growth(more informed decision for each phase of 

policy cycle, including support to the prioritization 

methodology).  

1. A Prioritization Methodology(Policy formulation)

Prioritization is a necessary step for decision 

makers when identifying a policy that can best 

resolve and improve the given context within a 

certain time frame in a cost-effective manner 

from a list of potential options. Lack of data, 

limited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ime 

constraints, weak institutional capacity and 

conflicting interests of stakeholders are only a 

few of the factors that make priority setting more 

complicated. Data availability, technical expertise 

and timing as key determinants in selecting 

<Figure 4>  The three main layers for carrying out integrated 
policy formulation and evaluation: structure, 
scenario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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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ol for prioritization(GGBP, 2014).Quality 

and availability of data are the ultimate factors 

that shape the result of analysis to be realistic 

and useful. No single tool can be considered 

universally well suited for all countries alike, 

given that each country is in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and is characterized by a uniqu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text. This 

is why selecting a prioritization method requir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arget 

problem or geography; so the tool can fully include 

and reflect the scope and factors that relate to 

the issue to be analyzed. The Green Growth Best 

Practice(GGBP) study identifies four main criteria 

considered to create the prioritization assessment 

methodology:

1)  Customize the prioritization tool and method 

to address key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drivers in a robust manner and appropriate 

for the local context, without letting the tool 

drive the analytic direction.

2)  Combine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rove robustness of results and address 

limitations of individual tools and methods. 

Consider options across a broad range of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energy, forestry, 

transport, water) and economy-wide options 

(such as poverty reduction, natural asset 

protection and resource efficiency, green jobs).

3)  Apply an iterative process to analyze options, 

identify priorities and combine them into 

scenarios for near-and long-term green 

growth transformation.

4)  Use scenarios to identify the scale and pace 

of change required in different sectors and 

highlight the choices and actions that need to 

be made over time, along with uncertainties 

and risks. 

Cost-Benefit Analysis(CBA) is one of the 

most common systematic approaches applied 

to prioritize intervention options by calculating 

its expected costs and benefits, and showing 

the results in monetary terms. The simplicity of 

CBA allows it to come up with clear results and 

be applicable for various scenarios. However, 

this advantage of CBA can ironically lead to 

difficulties. CBA uses a common measurement 

to ease determining quantitative benefits of 

a project by simply adding up costs and the 

profits and compare the two. This limits CBA 

to take into account qualitative benefits in 

decision making, as well as quantitative non-

monetary impacts across sectors. For instance, 

improving access to drinking water will 

obviously incur costs in exchange for benefits 

like decreased waterborne disease victims, 

enhanced lifestyles and empowering women. 

The benefits are substantial but extremely 

challenging to compare to the costs involved. 

Multi-Criteria Analysis(MCA) is instea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mix of economic 

but also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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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policy decisions. This allows MCA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CBA and move 

towards an integrated policymaking. The actual 

measurements used in MCA does not need to be 

in monetary terms, but are mostly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a range of qualitative 

impact criteria that is related to the topic. 

Scoring, weighing and ranking are some types of 

quantitative analysis that transforms qualitative 

indicators into numbers. This enables MCA to 

use not only economic but also environmental 

and social indicators in producing the outcomes 

when comparing and ranking the different policy 

options. This supports building an integrated 

policy, since through MCA, decision makers have 

more flexibility to test the policy options against 

a wide range of criteria. 

A recent study on the Mekong Delta in Viet Nam 

is an example of designing and applying MCA for 

policy prioritization. The project aimed to identify 

a set of prioritized green growth policy options 

in relation to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Mekong Delta context, and tentatively 

developed a Water and Green Growth Assessment 

Tool(GGGI, 2014). The basis for this project was 

to understand the 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water and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set the contextual background. The 

study found water as both enabler and disrupter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Delta. On one 

hand, water extensively contributes to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agriculture that help sustain 

the economy and livelihoods, while on the other 

hand, it leads to negativ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floods 

and storm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e study has 

identified in cooperation with water experts and 

stakeholders in the Mekong Delta region a list of 

green growth opportunities which can be policy 

options for MCA. Onwards, it developed MCA 

customized to capture the Mekong Delta context. 

The tool aimed to asses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option under four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itled contribution 

to the economy. This category is composed of 

four indicator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a policy option. This includes indicators to 

estimate how the policy contributes to GDP 

and how water-related services contribute and 

burden the public sector. Indicator for the former 

is calculated by tax revenues, while the latter 

is derived from computing water expenditures. 

The remaining three categories were more tie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policy 

options. Since the policy options are geared 

towards promoting green growth in the Delta, 

the environmental dimension was integrated to 

the prioritization tool. One group of indicators 

was dedicated to assess the expected impact of 

a policy option on the vulnerability of the region 

to water-relate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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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levels, intensity and frequency of 

floods and impact on ecosystems. The next group 

of indicators focused on estimating how much a 

policy option contributes to reduce or increase 

water pollution and available water resources. A 

policy option that can best reduce the pressures 

on water resources was scored the highest. The 

last set of indicators assessed the impact of a 

policy option on natural capital–whether it lead 

to preserving or further depleting the resources. 

The tool used indicators that measure the 

expected change in forest cover and the stock of 

groundwater resources and its quality, both of 

which are relevant to water and green growth. 

This is an example of a tool that combines the 

strengths of CBA and MCA, so that it allow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policy options, especially when specific data is 

unavailable or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are difficult to be measured purely in monetary 

values. Despite the efforts, the tool requires to 

be tested in actual policymaking process with 

further revision and data collection in order to 

lead to a more precise estimation of impacts in 

the particular regional context. As witnessed in 

the case, policy-making is not a simple process 

that only depends on economic factors, but 

is a complete method that requires reflecting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for green growth policy-

making as green growth is an approach that 

interlock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economic growth. 

2.  A tool for Nexus-thinking(Policy Assessment)

Water, food and energy assets are spatially 

unevenly distributed so all geographic regions have 

different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which 

has contributed to creating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availability of 

(and competing demands for) these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from policymakers, before 

decision-making, concrete analysis needs to be 

undertaken at the appropriate geographic scale, 

<Figure 5>   Water and Green Growth Assessment Tool: 
Sample MCA for urban wastewater treatment 
(GGG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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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ould include macro-economic forecasts 

that cover trends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from global to local scales. Sound assessment 

tools can provide the basis to support necessary 

measures throughout the water-food-energy 

nexus value chains, as well as create incentives 

to strengthen collaboration at macro-reg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Here, two assessment 

tools are introduced and reviewed.

WEAP and LEAP

The nexus can be assessed using methodologies in 

a continuum, running from qualitative approaches 

at the start of the continuum, to more data driven 

and quantitative modelling approaches further 

along it. Tools further along the continuum at 

the macro and in-country levels might include 

linked, sector specific, data-intensive modelling 

approaches. An example of this is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led work on integrating 

its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WEAP) and 

Long Range Energy Alternatives System Planning 

(LEAP) models with GIS-based models of land-

use(Purkey, 2012). This approach provides 

quantitative outputs on water resources, food 

production, land-use, power production and 

concurrent environmental impacts. The WEAP-

LEAP integration lends itself to explore trade-

offs between water, land and energy needs for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and food, and biofuels 

and hydropower production in relation to other 

sectors, such as tourism and water for industry 

and domestic use. This kind of quantitative 

and stakeholder-driven approach can provide 

sustainability criteria for investments and support 

national and local planning, as is currently being 

tested in Lake Tana and the Upper Blue Nile basin 

in Ethiopia(Hoff & Karlberg, 2013).

Green Economy Model(GEM) 

The Green Economy Model(GEM) is developed 

by KnowlEdge Srl1) and was designed taking into 

account the key pillars of a green economy/green 

growth approach: (1)reduce carbon emissions 

and pollution, (2)enhance energy and resource 

efficiency, (3)prevent the loss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4)increase economic 

<Box 1>  WEAP-LEAP(Sieber & Heaps, 2010)

WEAP-LEAP   (Comparison)

WEAP LEAP

Integrated watershed hydrology 
and water planning

Integrated energy planning and 
GHG mitigation assessment

Water sufficiency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Energy  sufficienc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Represent  current water 
conditions in a selected area

Used for energy policy analysis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ssessment in a wide range 
of scales from cities to global 
applications

WEAP-LEAP   (Similarities)

Model   building, data management and scenario analysis tools
Integrated   analysis across demand and supply
Environmental engineering perspective on long-term resource 
allocation problems
Transparent  and flexible with low initial data requirements.

1)  See www.ke-sr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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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and create green jobs. As such, it 

includes both economic and physical indicators 

(with emphasis on natural capital), acros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imensions(Bassi, 

A.M., 2014). GEM is customized at the country, 

regional and landscape level, adopting a multi-

stakeholder approach. The first applications 

include the Indonesia and the provincial Central 

Kalimantan models, and the main outputs of the 

model include (a)the estimation of the investment 

required to implement the intervention desired, 

policy-induced (b)added benefits as well as (c)

avoided costs. These results allow to estimate the 

economy-wid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green economy policy interventions. 

Indicators include biophysical variables, which 

drive economic performance, such as the annual 

and cumulative cash flow of the project/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 households 

and the private sector. The return on investment 

and the break-even point are also estimated, as 

well as returns on employment, emissions among 

others.

These indicators actively contribute to policy 

formulation, as they can indicate what the 

economic impacts across economic agents are, 

as well the productivity of resource use(e.g.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s a result, the model supports 

the identification and selections of funding 

sources, or financing mechanisms, to ensure the 

effective design implementation of green economy 

interventions.

<Figure 5> presents the generalized underlying 

structure of GEM. This diagram was developed 

with the input and support of several experts 

and builds on earlier work carried out with 

System Dynamics in Indonesia and several 

other countries. This diagram shows how the 

key capit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natural, 

physical, social and human) are interconnected, 

and contribute to shaping future trends acros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Specifically, feedback loops can be identified 

that are reinforcing(R) in all areas pertain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These are enabled by the availability of natural 

capital, which, if not properly managed, can 

constrain economic growth(hence the balancing 

loops-(B)-identified in the diagram). Policies 

can be implemented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decoupling economic 

growth from resource use(also through education 

and behavioral change), to mitigate the exploitation 

of natural capital and generate a stronger and 

more resilient green growth.

As a result, GEM applications can be used to (1)

test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policies and 

investments(by assessing their impact within 

and across sectors, and for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2)inform budgetary 

planning, b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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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plans in delivering green and inclusive 

growth; (3)support the formulation and analysis 

of development plans that span across sectors 

and target medium to longer term goals. Finally, 

GEM complements existing tools(e.g. it does not 

substitute economic analysis performed with SAM 

and/or CGE models, or energy analysis carried 

out with MARKAL or LEAP), and can be used to 

inform both policy formulation and evaluation at 

the national, provincial and sectoral level.

3.  An Accounting Standard(for more informed 

policymaking process)

Most of the times, policy-makers often favor 

tools as it introduces a sense of neutrality and 

rationality in narrowing down from a list of 

potential policy intervention options which are 

all very much needed for the country’s green 

growth pathway. However, information and data 

collection is vital to fully utilize analytical tools 

in integrated policy-making process. In general, 

senior decision-makers has only limited access 

to the information, whereas policy analysts and 

researchers use greater levels of detail. This can 

be represented by the <Figure 6> below, with 

the more detailed information at the bottom 

and indicators at the top and accounts in the 

middle layer. The accounts draw the data from 

various sources(the base of the pyramid) and 

congregate them into a consistent information 

source that can be accessible for analysis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indicators. The information 

pyramid has a counterpart in the audience 

pyramid, with the number of users of the different 

layers of information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level of detail. 

Natural capital and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s are systemic ways of collating the 

biophysical evidence base and associated values at 

<Figure 6>  Causal Loop Diagram (CLD) representing the 
main variables and feedback loops of GEM 
applications. The model fully incorporates social 
and human capital, physical (built up) capital and 
natural capital to assess green economy and 
green growth interventions.

<Figure 7>  The Information and audience pyramids (Vardon, 
Martinez-Lagunes, Gan, & Nagy, 2012).

Data users

Information

Decision-makers and wider public

Indicators

Bas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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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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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or national levels. They give policymakers 

tools to complement national economic accounts. 

Tools and approaches for environmental account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e the UN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s(SEEA) and a 

range of nationally-tailored approaches. When 

it comes to water, the System of Environment-

Economic Accounts–Water(SEEAW) defines a 

series of accounting identities to allow consistent 

comparisons between areas and over time. This is 

necessary because some terms, such as water use 

and water consumption, mean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data systems. By identifying these 

as a sum of particular data items,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able to understand 

how their particular definitions relate to those in 

the SEEAW and overtime these should harmonize 

with the SEEAW.

However, there are the two most common impeding 

factors for application of SEEA methodology: 

data availability and data quality, which are 

fundamental concerns when populating the 

accounting tables. While countries will often 

have some of the data needed for the accounts, 

no country has access to all of the data needed 

to produce the full suite of accounts. As such 

<Box 2>  Key policy initiatives on accounting metrics and indicators

UN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EEA) 

The SEEA revision project was launched in 2007 by theUNSC at its 38th session. The Commission asked theUNCEEA to work towards elevating the 
SEEA to thelevel of statistical standards. The revision of the SEEAconsisted of the drafting of three parts: part 1 consisting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standard; part 2 consistingof those topics for which consensus could not bereached but which are highly policy-relevant; and part 3consisting of 
applications and extensions.The revised SEEA was built upon its predecessors,including SEEA-1993 and SEEA-2003.In 1993 the United Nations 
published the Handbookof National Accounting: Integrated Environmentaland Economic Accounting or SEEA-1993. As thediscussion of concepts and 
methods had not cometo a final conclusion the SEEA-1993 was issued asan “interim” version.The SEEA-2003 was issued in 2003 by the UnitedNations, 
the European Commission, the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Organization of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World Bank. It 
represented a major step forward in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 but did not provide unique recommendationsto several 
issues.A suite of publications has been developed on specificresources or SEEA modules, including SEEA-Water,SEEA-Energy and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water and energy statistics in order to elaborate in detail on these themes and support the wider SEEA revision. (Sourc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SEEA-WATER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 (SEEA-Water) is a subsystem of SEEA applied to water-related information. It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ganizing the hydrolog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lated to water in a coherent and consistent framework. 
The UN Statistical Commission at its thirty-eighth session in 2007 adopted the SEEA-Water as an interim international statistical standard and, 
recognizing significant demand from the users’ community, and encouraged its implementation i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Water Statistics (IRWS) provides a coherent set of principles, concepts and definition of data items and related statistics to assist countries i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policy relevant information systems for water. In particular IRWS supports the collection, compilation and 
dissemination of internationally comparable water statistics in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SEEA-Water; and the development of coherent and 
consistent indicators. (Sourc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WAVES Initiative (WORLD BANK)

Wealth Accounting and the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WAVES) is a global partnership that aim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by 
ensuring that natural resources are mainstreamed in development planning and national economic accounts. This global partnership brings together 
a broad coalition of UN agencies, governments, international institut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o implement Natural Capital 
Accounting (NCA) where there are internationally agreed standards, and develop approaches for other ecosystem service accounts. WAVES projects 
are underway in Colombia, Costa Rica, Madagascar, Botswana and Philippines. (Sourc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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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ies producing accounts rely on a range 

of estimation methods to populate particular 

cells in the tables produced. In some cases data 

may exist but the agency or agencies producing 

the accounts may not be able to access the data 

for legal, administrative or technical reasons.

Also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 identifi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regions. For 

instance, the countries from developing regions 

identified the lack of compilation guidance 

material as a significant impeding factor, while 

data availability and data quality are more 

significant concerns in developing regions than in 

developed regions. There are some international 

initiatives(e.g. Wealth Accounting and the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by the World 

Bank) and training programs(e.g.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accounting b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that can be relevant and beneficial 

to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terested in 

developing water accounts in their countries. One 

of the main challenges in the production of water 

accounts is the large number of agencies and 

the diverse range of professional disciplines(for 

example, physical water scientists, economists, 

engineers, statisticians, and so on) that are 

involved in their production. This mak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different agencies a key 

for the succ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water 

data collection and water accounting programs 

in countries(Vardon, Martinez-Lagunes, Gan, & 

Nagy, 2012).

4. Conclusion

Green growth policymaking process is a complex 

process that aims at solving complex issues. In 

order to be effective, decision making for green 

growth needs to be tested and enhanced in the 

context of integrated policymaking, and its lessons 

learned need to be shared. To make this happen, 

it is important to collect data and development 

methodology for policy assessment, and then 

utilize them. Three examples of tools that support 

water-green growth policymaking have been 

reviewed in this paper from policy prioritization 

and assessment level to accounting level. A 

prioritization tool which is designed to cover 

wider spectrum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dimension is needed for more integrated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ross-sectoral analysis and 

assessment, the paper emphasizes developing, 

harmonizing and strengthening integrated tools 

such as WEAP/LEAP and GEM to be tested/applied 

in several practical settings. Finally, in order to 

harness tools that have been designed to support 

green growth policymaking, more data in quality 

is required through applying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ystemic accounting framework such as 

SEEAW to couple economic data with environment 

data. In addition to this, one last elemen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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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eeded for green growth policymaking is wide 

range of stakeholder consultation since stakeholder 

input emerges primarily from cross-sectoral 

interactions to more easily grasp a complex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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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

Ⅰ. 서론

지방상·하수도는 원가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 및 경영혁신 노력 부족 등 운영상 비효

지방상·하수도의 요금적정화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독립채산제 실현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방상·하

수도 독립채산제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으로 노후관거 신설·개량 등 지속가능한 수질개선 및 하수 처리의 고도화로 주민

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정의 최고목표인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

준은 지방직영기업 경영수지악화 및 부채증가로 지방일반재정 의존도는 높아지고, 재원부족 심화로 노후시설 등에 대한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왔다. 

지방상·하수도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금년부터 2017년까지 자

치단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요금적정화 목표를 제시하고 반드시 실현하고 이와 병행하여 원가절감 등 강력한 자구노력

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요금적정화 추진과정에서 소외받기 쉬운 취

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책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폭

넓은 이해와 지지 및 동참이 정책 성공의 관건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기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는 등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상·하수도의 경

영합리화 성공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얼마나 자기책임성과 자주재정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

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주요단어 :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부채증가, 주민, 요금현실화,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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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맞물려 경영적자의 악순환이 심화·지속되고 

있다. 지방상·하수도의 요금적정화 없이는 지방직영

기업 경영 효율성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방

하수도의 경우 경영적자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

각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요금 

적정화와 병행하여 뼈를 깎는 강력한 자구노력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직영기업의 투자비와 소요경비 일부를 매

년 일반재정에서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

난 2월 14일 안전행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금년도 업무

보고시 행정처리 비용에도 못 미치는 지하철·상하수

도요금 등 각종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

고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12% 수준까지 육

박하고 있는 지방상·하수도의 심각한 부채 및 적자문

제 해결 등을 통한 잠재적인 지방재정 위험요인의 선

제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

하여 시대적 과제인 지방재정 건전화를 조기에 성공적

으로 안착시켜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의 적극적인 뒷받침 등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필요

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할 것이다.

Ⅱ. 지방상·하수도 현황

지방상·하수도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직영기업

으로 분류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

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면서 공

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지방상·하수

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이 이에 해당된

다. 지방직영기업의 예산규모는 20조원 수준이고, 인

력 현황은 공무원이 15천여명이다.

 1. 지방상하수도 직영기업 현황

1일 생산(처리)능력 1만 5천톤 이상 지방상·하수도 

단체는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으로 2014년 1월 말 현재,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지방상·하수도는 203개

이며 이 중 지방상수도가 116개이고, 지방하수도는 87

개이다.

2. 지방상하수도에 대한 일반재정의 지원 규모

’13년 기준, 지방일반재정에서 지방상·하수도에 지

<표 1>  지방상수도 재원보전 현황 (’09~’13년)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재정지원계(①+②) 6,171 6,361 7,165 8,071 6,117

① 지자체 일반회계 4,318 3,864 3,918 3,929 3,447

 ·결손보전 및 수선비지원
(경영손익반영)

764 859 757 825 841

 ·설비투자(자본반영) 3,554 3,005 3,161 3,104 2,606

② 국비 1,853 2,497 3,247 4,142 2,670

 ·결손보전 및 수선비지원
(경영손익반영)

190 299 234 159 261

 ·설비투자(자본반영) 1,663 2,198 3,013 3,983 2,409

<표 2>  지방하수도 재원보전 현황 (’09~’13년)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재정지원계(①+②) 14,316 15,249 19,333 20,682 22,735

① 지자체 일반회계 3,814 3,950 5,881 6,601 7,953

 ·결손보전 및 수선비지원
(경영손익반영)

1,142 1,176 1,471 2,048 2,364

 ·설비투자(자본반영) 2,672 2,774 4,410 4,553 5,589

② 국비 10,502 11,299 13,452 14,081 14,782

 ·결손보전 및 수선비지원
(경영손익반영)

741 845 983 1,157 1,233

 ·설비투자(자본반영) 9,761 10,454 12,469 12,924 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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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예산규모는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조 1,4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지방상수도가 3,447

억(손실보전 841, 설비 2,606)이며, 지방하수도는 

7,953억(손실보전 2,364, 설비 5,589) 수준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3. 지방상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 

지방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표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상수도는 8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

다. 반면 하수도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시

장성이 억제되어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한 요금인상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 2013년 기준 지방상수도의 요금현

실화율은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광역시는 

80% 이상으로 적정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최근에 창

설된 세종시는 본래 충남 연기군에서 비롯되어서 상대

적으로 매우 낮은 62.6%의 현실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는 경기, 충북, 전북, 경남에 소속돤 단

체가 80% 이상으로 양호하고,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지역의 시군이 현실화가 잘 이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다.

반면 지방하수도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8.5%~33.0% 매우 저조한 현실화율을 나

타내고 있어 지방하수도직영기업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3. 지방상하수도 재무현황

지방상·하수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13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상·하수도 부채는 6.4조원이고, 경영수

지 측면에서는 상수도의 경영적자가 299억원, 하수도

의 경영적자는 1조 2,01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지방하수도의 적자 규모는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상·하수도의 부채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수도

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하수도의 경우는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오다가 

2011년부터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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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상하수도 5년간 요금현실화율 추세(’09년~’13년) 
  (단위 : 원, %)

구분 ’09 ’10 ’11 ’12 ’13

상수도 82.3% 82.3% 78.7% 83.8% 82.6%

하수도 41.1% 38.1% 36.7% 38.1% 35.5%

<표 4>  2013년 시도별 요금현실화율 현황  
                                             (단위: %)

구분 광역/기초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수도
광역 89.3 92.0 80.3 87.7 95.5 87.1 88.8 102.8 62.6 해당기관없음 77.7

기초 77.8 해당기관없음 85.0 59.1 80.9 69.1 87.8 70.8 64.9 80.2 해당없음 

하수도
광역 60.9 해당없음 64.0 67.3 78.0 61.4 74.0 65.7 8.5 해당기관없음 15.5

기초 26.2 해당기관없음 33.0 16.0 25.3 17.7 30.5 13.5 20.8 23.6 해당없음

※ 서울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

<표 5>  지방상·하수도 재정 (’13년 기준) 

구분 자산 부채 부채비율 요금현실화율 경영 수지

상수도  27.5조 1.3조 4.9% 82.6% △299억원 

하수도  33.3조  5.3조 19.1% 35.5% △12,0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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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상·하수도의 문제점

 1. 지방상·하수도 분야 공통

1)  지방상·하수도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지자체 

재정 압박

지방상·하수도의 총부채가 매년 증가1)하고 있어 지

방직영기업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른 

지방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적정화 억제도 부채 증

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수도 부채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하수도는 하수도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

투자를 BTL 방식으로 추진2)하고 있어 매년 증가 추세

에 있다.

  

2)  지방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 등으로 인한 

적자발생

지방상·하수도 부채는 자치단체 부채의 12% 수준3) 

까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물가억제 등으로 요금적

정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하수

도는 현실화율도 과도하게 낮고 하락폭도 커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한 실정이다.

’13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2.6%, 35.5%

로 ’12년 83.8%, 38.1%와 대비하여 감소했다. 특히, 하수

도 요금현실화율(’13년 35.5%)은 영업비용을 보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13년 상하수도 평균요금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요금

현실화율이 감소한 것은 상수도는 수선비, 하수도는 감

지방상·하수도 당기 순손익 추세 (’09∼’13, 억원)

2009

상수도 하수도

△4,619

2,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6,376

△7,506

△8,972

△12,014

464 557 △275 149 △299

210 2011 2012 2013

<표 6>  지방상·하수도 부채 및 증감률 (’08~’13)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수도 13,881 12,990 Δ6.9 14,463 11.3 14,865 2.8 13,905 Δ6.9 12,971 Δ7.2

하수도 14,065 15,172 7.9 17,400 14.7 28,500 63.8 37,917 33.1 53,484 41

1)  2009년 2.8조 →  2010년 3.2조 → 2011년 4.3조 → 2012년 5.2조 → 2013년 6.6조  

2)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확충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3) 2012년 기준 : 지방채무 43.4조, 2013년 기준 : 상·하수도 부채 6.6조

<표 7>  최근 5년간 지방상·하수도 부채규모
(단위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년대비증감(률)

상수도
12,991

(6%)
14,464
(6.4%)

14,865
(6.2%)

13,906
(5.6%)

12,971
(4.9%)

△935
(△0.7%)

하수도
15,172
(7.3%)

17,400
(7.5%)

28,500
(11.4%)

37,917
(14.3%)

53,484
(19.1%)

15,567
(4.8%)

<표 8>  상·하수도 평균원가 및 요금현실화율 현황(’09~’13) 
 (단위 : 원, %)

구분 ‘09 ‘10 ‘11 ‘12 ‘13

상수도

평균요금(원/㎥) 593.7 597.5 602.7 628.6 641.6

평균원가(원/㎥) 721.0 726.2 765.8 750.2 776.8

요금현실화율(%) 82.3% 82.3% 78.7% 83.8% 82.6%

하수도

평균요금(원/㎥)  284.9  291.1  301.2   321.6 339.7

평균원가(원/㎥)  693.9  764.5  821.6   843.3 957.8

요금현실화율(%) 41.1% 38.1% 36.7% 38.1%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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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각비 및 수선비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 지방상수도 분야

1) 지방자치단체간 요금 편차 심각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상수도요금 편차가 커 지역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 재정자립

도, 규모의 경제 실현 곤란 등 지방상수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2)  지방상수도의 저렴한 요금수준으로 인한 물낭비 

등 부작용 발생  

지방상수도 요금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렴4)하

여 이는 선진외국에 비해 물 사용이 많고 과다한 물 소

비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형성 등 지속적인 문제점

을 야기하고 있다.

3) 유수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대한민국의 유수율(’11년 기준)이 85% 수준으로 전국 

수도관 중 21년 이상이 된 것이 23% 정도이고, 누수로 

인한 손실이 대략 5천억원(약 6억톤 누수)이 발생하고 

이것이 원가에 전가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일본은 유수율이 90% 

수준으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4) 지방상수도 시설 이용률 저조 

지방상수도 시설 이용률(’11년 기준)이 광역지방자치

단체 56.5%, 기초지방자치단체 57.3%로 각 지자체에

서 정책설계 단계부터 인구 추계의 과대화 등으로 실

제 수요보다 많은 시설을 건설했고, 지방상수도의 시

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인접 지자체간 협업 노력 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3. 지방하수도 분야 

1)  지방하수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경영적자가 심

각한 상황

지방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35.5%로 과도하게 낮아 

경영손실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

투자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의 시설확충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채가 증가(5.3조, 

’13)하였고 지방일반재정부담액은 영업 수익의 19.7%

을 BTL 임대료 상환에 사용함에 따라 경영적자가 심

화된 측면이 있다.

2)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지방상·하수도 요금 인상 

기피 

자치단체장이 선거 등을 의식하여 지방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기피하거나 연기하고, 지방의회는 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을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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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소비량, ℓ/인, 일) 한국 279, 영국 232, 프랑스 139, 독일 151, 덴마크 114

(수도요금, 원/㎥)한국 619,영국 2,357,프랑스 2,491,독일3,236,덴마크4,348

<표 9>  지방상수도 요금 편차 (‘12년 기준) 

구 분
최  저 최  고

구미 성남 안산 영월 평창 정선

생산원가(원/㎥) 466 494 461 3,477 3,420 2,338

수도요금(원/㎥) 408 443 450 1,080 1,176 1,383

지방상·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 / 기획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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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결시키는 등 지방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지

연됨으로써 경영적자가 심화되고 요금현실화율은 지

속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일부 시군은 최근 수년간 지방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Ⅳ. 지방상·하수도의 정책목표 및 

주요정책 방향

1. 정책 목표

안전행정부는 지방상·하수도의 정책 목표를 독립

채산제 실현, 요금적정화 및 경영효율화로 설정하고 

금년부터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통해, 반드시 재

무건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 원

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주요정

책방향

1) 지방상·하수도 재무 건전성 확보

안전행정부는 지방상·하수도 사업이 수익자·사용

자·원인자부담 원칙하에 요금적정화로 독립채산제 

실현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요

금현실화율”과 “총괄원가”를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자체별로 2017년까지 지방상수도는 90% 

이상, 지방하수도는 70% 이상 요금적정화 목표 부여

로 연도별 차등 인상토록 권고하고 이의 이행력 담보

를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및 조례에 연도별 적정

화 목표를 반영토록 하였다. 

(1)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

지방상수도는 <표 9>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요금적정화 목표제5)를 운영하여 90% 

수준 이상으로 달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하

수도도 <표 10>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요금적정화 목표제6)를 운영하여 70% 수준 이

상으로 달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원가절감 가능 비목 지속적 발굴 개선 등 자구노력 

강화

지방상하수도의 총괄원가 구성요소인 인력운영비, 

약품재료비, 동력비 등 변동비에 대해 전국평균(상수

도 총괄원가의 39.0%, 하수도 총괄원가의 36.3%)을 

5) 현실화율 : 83.8%(’12) → 86.9%(’14) → 88.5%(’15) → 90.1%(’16) → 91.6%(’17)
    평균요금 : 629원(’12) → 652.5원(’14) → 664.2원(’15) → 675.9원(’16) → 687.6원(’17)

6) 현실화율 : 38.1%(’12) → 50.2%(’14) → 56.2%(’15) → 62.2%(’16) → 68.2%(’17)
    평균요금 : 321.6원(’12) → 423.1원(’14) → 473.9원(’15) → 524.6원(’16) → 575.4원(’17)

<표 10>  지방상수도 년도별 요금적정화 목표 

그룹 구분기준 ’12 실적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1그룹 (23개 지자체)

총괄원가(750.5원 미만)
현실화율(83.81% 이상)

평균
요금

554.5원 574.8원 585.0원 595.1원 605.3원

현실
화율

92.0% 95.4% 97.0% 98.7% 100%

2그룹 (2개 지자체)

총괄원가(750.5원 미만)
현실화율(83.81% 미만)

평균
요금

534.7원 581.2원 604.4원 627.6원 650.8원

현실
화율

82.2% 89.3% 92.9% 96.4% 100%

3그룹 (19개 지자체)

총괄원가(750.5원 이상)
현실화율(83.81% 이상)

평균
요금

831.2원 835.5원 837.7원 839.9원 842.1원

현실
화율

95.4% 95.9% 96.1% 96.4% 96.6%

4그룹 (71개 지자체)

총괄원가(750.5원 이상)
현실화율(83.81% 미만)

평균
요금

719.8원 761.5원 782.3원 803.2원 824원

현실
화율

66.3% 70.1% 72.1% 74.0%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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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변동비 세부항목 중 전국 평균

보다 큰 항목에 대해 원인 분석을 통한 절감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지방상·하수도사업 이익금의 타 회계 전출 제한

지방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위해 지방

공기업특별회계서 발생한 이익금을 일반회계로의 전

출을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4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독립채산제 및 국비지원 등

을 통해 상수관망의 지속적인 교체로 현재 85.0% 수

준인 유수율을 제고하여 원가 절감을 지속적으로 기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전문성 제고

(1) 지방직영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와 관련 ’14년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법개정을 추진할 계

획이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는 경영목표, 재정운영

계획 및 요금적정화 등 재무관리와 경영합리화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이를 의회제출, 경영공시 등 투명성 제

고 및 자율적 통제 기제로 활용하고 중장기 경영관리계

획상의 연도별 지방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연동하

고 조례에도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영관련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최고 관

리자는 경영마인드 및 정부정책 이해도 제고에 정책적 

목표를 두고, 경영 실무자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원

가산정, 예산·회계·결산 등 업무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3)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과 협력적 Net-work 구축 

운영

안전행정부, 환경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수자원공

사 등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간 협력적 Net-work를 

구축하여 중복요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교육지원(프

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

이다. 또한, 지방공기업학회, 지방상하수도 선진화 포

럼, 워터코리아 행사 등 각종 학회를 경영 전문성 제

고 기제 및 네트워킹 구축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영평가·지원 및 프로세스 개선

(1)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진단·환류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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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방하수도 년도별 요금적정화 목표 

그룹 구분기준 ’12 실적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1그룹 (21개 지자체)

총괄원가(843.3원 미만)
현실화율(38.14% 이상)

평균
요금

356.3원 406.1원 431.0원 455.9원 480.8원

현실
화율

66.7% 76.0% 80.7% 85.3% 90%

2그룹 (4개 지자체)

총괄원가(843.3원 미만)
현실화율(38.14% 미만)

평균
요금

197.6원 324.4원 387.7원 451.1원 514.5원

현실
화율

29.0% 47.6% 56.9% 66.2% 75.5%

3그룹 (1개 지자체)

총괄원가(843.3원 이상)
현실화율(38.14% 이상)

평균
요금

674.8원 764.4원 809.2원 854.0원 898.8원

현실
화율

52.6% 59.5% 63.0% 66.5% 70.0%

4그룹 (59개 지자체)

총괄원가(843.3원 이상)
현실화율(38.14% 미만)

평균
요금

281.7원 488.4원 591.8원 695.1원 798.5원

현실
화율

18.0% 31.2% 37.9% 44.5% 51.1%

지방상·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 / 기획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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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나가는 한편 상·하수도 평가강화 및 평가결과

를 바탕으로 미비점 보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경영평가결과 및 경영상

태를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비교토록 하여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질 제고 및 자치단체의 자기책임

성 강화로 경영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

획이다. 

(2)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검토

경영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에 상응하는 재정인센티브 부여, 해외 선진지 견학, 유

공자 포상 등을 통한 동기 부여로 경영 합리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와 환경부 시설평가의 통합 

추진

지방상·하수도의 평가시기 조정, 유사 중복지표 조

정, 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와 환

경부 시설평가를 연계하여 통합시행으로 행정 효율성

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4)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상·하수도 시설 효율화

정부 3.0 차원에서 물 관련 기관 간(안행부, 기재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지자체) 유기적인 연

계·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경영·시설·노하우 등의 

공유·활용으로 상·하수도 요금적정화 목표 달성기

간과 연계하여 인근 지자체간 상·하수도 시설의 과

소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 이용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5)  지방상·하수도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효

율성 제고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개발·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14년 하반기에 지방직영기업 정보처

리장치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지방상·

하수도 정보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한 정책 활용

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지방상·하수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등 공동 활용체계 구축으로 상·하수도 정

보의 효율성·정확성 제고 및 시스템 간 호환 노력 등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지방상·하수도의 정책 추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확산

(1)  지방상·하수도 경영실태 공개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지방상·하수도의 요금적정화 등 경영합리화 계획

의 성공 여부는 정책설계 단계부터 얼마나 주민의 이

해와 지지 및 공감 속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

으로 자치단체별로 매년 주민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

최하여 지방상·하수도의 지역여건, 요금현황, 부채, 

손익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가감과 숨김이 없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지방상·하수도의 안전관리 이행 철저

(1) 지방상·하수도 안전관련 예산의 우선적 확보

앞으로, 지방상·하수도 안전관련 예산은 비용이 아

니라 투자라는 인식과 관점에서 접근하여 안전시설 확

충 등에 예산 편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도록 2015년

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여 지난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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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하였다.

(2) 지방상·하수도 안전관련 경영평가 강화

지방상·하수도의 시설물 안전관리지표 신설 등 지

방직영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지표를 강화하여 

안전관리가 생활화되도록 실효성 및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6)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강화

(1)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방상·하수도 요금감면 지

속 추진

2012년 기준으로 지자체별 표준급수조례상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769억원) 조치를 한 바 있

다. 앞으로도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감면은 현행수준으로 유

지하는 등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  혹한기 동파계량기 비용부담주체 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혹한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동파계량기 교체 시, 비

용부담 주체가 수용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 점검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수용가의 철저

한 관리 유도를 위한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여 동파계

량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3.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1) 지방상하수도 직영기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현행법상 상하수도사업이 1일 생산·처리능력 1.5만

t 미만이면 경상수입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인 경우

만 지방직영기업 설립이 허용되어 동 규모미만사업은 

지방직영기업 설립이 어렵고, 지방공기업법 적용도 배

제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상하

수도사업은 규모, 경영수지 고려 없이 지방직영기업으

로 설립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2)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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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
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
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2조(적용 범위) ①                         
                                                                    
                                                                    
                                                                    
사업(이하                                                                    
                                                                    
                                                                    
                                            . 
다만,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
하는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8호의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지방상하수도사업 등의 중
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제2조제1
호 내지 제2호, 제6호 사업의 관리
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
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
목표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영방안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
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
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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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하수도사업에 대해 부채관리, 원가절감, 요

금적정화 등 효율적 경영을 위해 「중장기경영관리계

획*」을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동 계획에 담

아야 할 사항은 중장기경영목표, 재무전망 및 관리계

획, 경영수지예측·대책, 전년대비 변동 사항 등이다.

3)  지방상하수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타 회계 

전출제한(안 제17조제2항단서 신설)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할 

시 자체 사업에 再투자, 요금적정화 등을 위해 현행 이

익금의 일반회계 등의 전출을 제한한다.

4)  지방직영기업 정보처리장치 지원근거 마련(안 제

34조의2 신설)

지방직영기업은 예산·회계시스템(Lobas)을 특별교

부세(’05년, 18억원)로 개발하여 사용중이나 연계기능 

미약 등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지방직영기

업 특별회계는 지자체 일반회계와 예산·회계기준이 

서로 달라서 「e-호조」 사용이 곤란하다. 동 시스템 개

선을 위해 정부예산반영을 지속 요구하였으나 기획재

정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예산반영을 거부하고 있

다.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개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Ⅴ. 맺음말

지방상·하수도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요금적정화, 

적자해소, 경영합리화로 대변될 수 있다. 특히, 금년은 

6.4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당분간은 선거가 없어 정

치적 리스크 등이 적어 정책집행 여건이 그 어느 때보

다 나아져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원년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에 지방상하수도 경영합

리화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금적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권고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23일까지 2,100여명을 대상으로 전 시도

에 직접 찾아가는 지방상하수도 정책방향 교육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전달하였다.

앞장에서 안전행정부는 지방상·하수도의 요금적정

화 목표제 운영, 총괄원가절감, 이익금의 타 회계 전출

제한 등 재무건전성 확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전문성 제고, 경영평가·진단·환류 강화 및 정보

공개 확대, 경영실태 공개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로 

정책의 추동력 및 공감대 형성·확산, 안전관련 예산

의 우선적 확보 등 안전관리 이행 철저, 저소득층에 대

한 요금감면 지속 추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중

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최우선적 정책과제

로 설정하고 로드맵 일정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자기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두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출자 등) ① (생  략)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
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
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
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
계에 납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
호, 제6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
기업의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정보처리장치 개발ㆍ운영 
지원) 안전행정부장관은 회계 및 
결산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 정보처리장치 개발ㆍ운영을 지
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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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영정보공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폭넓

은 이해와 지지 속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상하수

도 경영합리화 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

상하수도 직영기업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성

공적으로 완수하여 지방상·하수도의 독립채산제 실

현 등 오늘 우리들이 성취한 업적을 통하여 먼 훗날 우

리의 미래 세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후배공무원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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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물 산업은 광의로는 ‘각 분야의 수요자가 사용 가능

한 수준의 물을 생산·공급하고 사용된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까지의 과정과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으

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에 산업적 측면을 강조한 협의

의 물 산업은 ‘각종 용수(생활 및 공업 등 각종 용수)의 

생산과 공급, 하수·폐수의 이송과 처리 및 이와 관련

된 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시

장의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물 산업은 상수도, 재이용

수, 하수도나 병입식수가 포함될 수 있으며 공급자 입

장에서는 관련 기술, 부품·소재, 건설·시설, 운영·

관리, 컨설팅, 해수담수화 등이 포함되는 융합산업으

로 매우 포괄적인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상당한 파

급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다양한 지역공공서비스 분야와 접목하여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 물 산업은 수세기 동안 산업화·도시화의 영

향으로 크게 성장하여 2010년 기준 약 4,828억 달러

(579조원)로 반도체(2,800억 달러) 및 조선(2,500억 

달러) 시장보다 2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6.5% 성장하고 있어 2025년에는 8,650억 달

러(1,0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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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공업화에 

따른 수질오염,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 물의 공급

여건은 열악한데 비하여 물의 수요는 인구증가, 경제

성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계 물 시장의 분야별 추세를 살펴보면 상하수도 시장

규모가 3,700억 달러(7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선진국의 노후관망 교체와 개도국의 상하수도 인

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확대(2025년 물 시장의 약 85% 차지 전망)가 예상된

다. 또한 홍수와 가뭄 증가 및 인구 밀집형 메가시티

(Mega City)의 부상에 따른 수자원 및 물 재이용 분야

와 중동 지역의 수요증가에 따른 해수 담수화(2015년

까지 약 310억 달러 투자 예상) 분야의 급성장이 전망

되고 있다. 물 산업 성장에 따라 1999년 70여개에 불

과하던 세계 민간 물 전문 기업의 수는 2011년에 164

개로 증가하였고, 현재 베올리아, 수에즈 등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 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이며 2020년에는 20여개의 기업이 전체 민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물시장의 급성장에 비하여 세계 물 산업에서 

차지하는 최근 5년간 국내 물 산업 비중은 약 3%이

고 물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수주액은 약 0.3%~0.4%

에 불과하다. 국내 물 산업의 부문별 비중은 하수도가 

40.2%, 상수도가 35.9%로 세계시장과 유사하게 상

하수도 분야의 비중이 약 76%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24%는 수자원 11.3%, 정수기 9.0%, 먹는 샘물 2.1%, 

공업용수 1.1%, 해수담수 0.4%로 구성되어 있다.1)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물 산업 부문 해외

건설수주액은 2011년의 경우 15.4억불, 2012년 37.4

억불, 2013년 9.7억불로 국내기업들의 총 해외건설수

주액의 1.5%~3%에 불과하나,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물 산업 해외건설 진출은 조금씩 성장추세

를 보이고 있다.2) 글로벌 시장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이 국내 물 산업의 성장과 둔화를 결정짓는 중

요한 시점이 될 것이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산업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물 산업의 성장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물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국가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

다. 프랑스는 IOW(International Office for Water, 

1991년 수도협회를 확대 개편하여 설립)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 경제 원조시 물기업 동반 진출을 지원하

고 있으며, 일본은 2009년 물 산업 육성 전략을 수

립하여 2020년까지 세계적 물기업 8개를 육성하고 

3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폴

의 경우도 2006년 Hydrohub 정책을 수립하여 2015

년 까지 17억 싱가폴 달러 부가가치 및 11,000명의 고

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물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 전문 물기업 육성, 물 산업 통계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방

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 산업 육성전략’을 수

립하였다. 육성전략은 2020년까지 약 3조 3,246억원

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에는 물 산업 수출 60억불

(세계 물시장 1% 점유) 달성 및 물 산업 분야에 5만명

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

1) 한국수출입은행(2014),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2) 해외건설협회(2014), 해외건설수주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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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본 고에서는 국내 타 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정

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물 산업 활성

화를 위한 맞춤형 정부지원 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한다.

Ⅱ.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지원제도

1. 대외무역법

2010년 4월 5일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반

영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산업설비수출’이라는 용어를 ‘플랜트수출’로, 

조 제목을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등’에서 ‘플랜트수출

의 촉진 등’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

록 한 부분을 삭제(법 제32조제3항)하였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

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

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

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2

조제6항).

2.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10년 1,400억 달

러에서 ’20년 3,2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되는 미래의 주요 산업이다. 이러한 세계시장 성장

에 발맞추어 지식경제부(현)산업통산자원부)에 의해 

2012년 5월에 수립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은 해

양플랜트 수주액을 2020년 800억달러로, 기자재 국

산화율을 ’11년 20%에서 ’20년 50%로, 엔지니어링 국

내 수행 비율을 ’11년 40%에서 ’20년 6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 국산기자재의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 프로젝트 개발에서 엔지니어링·건조에 이르는 

종합역량 확보, 해양플랜트 산업의 클러스터 기반 조

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플랜트 분야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

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맞춤형 금융지원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수주 확대·

해외 진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사업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1) 단순 도급사업: 보증지원 확대

전체 수주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도급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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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양플랜트 시장전망 구분 
(단위: 억달러)

구 분 ’10 ’15 ’20 ’30

해양플랜트 1,452 2,303 3,275 5,039

ㆍ해상플랫폼 372 547 749 1,056

ㆍSubsea 450 793 1,165 1,898

ㆍ기타 630 963 1,361 2,085

* 출처 : Douglas Westwood 등(2010)

<표 2>  연도별 플랜트 사업 수주 실적
 (단위: 억달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해양플랜트 161 52 89 176 218

* 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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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분야로서 보증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먼저, 

수은(수출입은행)의 이행성보증 및 무보(무역보험공

사)의 보증보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 인하 및 보증보험료

를 인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시공자 금융주선사업: Debt Financing 지원 역량 

확충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을 먼저 상환 받도록 

하는 수은의 우선상환제 규모를 늘리고 시행기관을 

수은에서 수은, 산은(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민간금

융기관이 대출부보율 95%인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경

우 무보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을 최대 95%에서 100%

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역량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수은의 해외건설·플랜트 금융지원 확대 및 정책금융

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해 ’14년에 5,100억원 추가 

출자 및 ’17년까지 1.8조원 출자하고, 무보에 대해서

도 정책 ’14년부터 ’17년까지 매년 1,200억원 추가 출

연을 추진하며, 경쟁국과의 금리 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원전 등 전략적 사업의 경우 “해외건설·플랜트 수

주지원 협의회”를 통해 금리인하, ODA 연계 등 정책

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3) 투자 개발형사업: Equity Financing 지원 확대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위

해서는 지분투자, 건설 및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참

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확대가 필요하다. 투

자개발형사업에 요구되는 지분투자를 위해서는 자본

조달(Equity Financing) 역량 등이 중요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자본조달 지원을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위

험을 완화할 수 있는 사모펀드 모델을 도입하고, 다양

한 형태의 “투자펀드”를 조성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4)  패키지형 지원사업: ODA 등 정책적 지원수단과의 

연계 강화

선진국 시장 침체, 내수 부족 등으로 국내기업의 저

개발국 진출 필요성은 절실하나, 저개발국은 자체 사

업발굴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주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투자 여력이 부족하거나, 기초 인프라가 열

악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국내기업

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개발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플랜트 사업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 운영전

략 등을 KSP·KOICA를 통해 지원하고, 후속 연계 

수주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또한 KSP 추진과정에 

건설·플랜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KSP와 KOICA·EDCF 사업간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비금융 지원방안 내용

국내기업의 수주 확대와 더불어 단순도급사업 및 중

동·플랜트 편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수

주 편중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개선 및 해외 입찰 정

< 단순도급사업 보증지원 및 수수료 인하 방안>

*보증지원

-  수은: (’12) 7.3조원(중소ㆍ중견 0.23조원) → (’17) 15.0조원(중소ㆍ중견 0.9조원)

-  무보: (’12) 4.1조원(중소ㆍ중견 0.64조원) → (’17) 5.3조원(중소ㆍ중견 1.0조원)

**보증 수수료 인하

- 수은: 중소ㆍ중견기업 0.07%p~0.18%p 인하, 대기업 0.05%p 인하

- 무보: 중소기업 10%p, 중견기업 5%p 보험료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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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주 

역량 제고를 위해 비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건설·플랜트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

한 공동노력 강화,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금융

기관의 전문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사업의 

진출정보 제공 확대,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글로

벌 스탠다드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3) 범 정부적 수주지원체계 구축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 하였다. 협의회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

으로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

로 관계부처·기관 등 범정부적으로 종합적 지원사

항 결정한다. 또한 실무지원반(반장: 기재부 국제경

제관리관)을 분기별로 운영, 지원반에서 선정된 사업

들에 대해 ODA 지원, 정책금융기관 제공금리 인하 

등 수주지원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

한다.

<그림 2>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개관

민간
금융
진출

ODA
정책
연계

정책
금융
지원

단순도급형 사업모델

(보증 여건 개선)

·보증규모 확대
 - ’17년까지 20.3조원 으로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  보증수수료 인하(0.05%p~0.18%p)
 - 보증보험료 할인(5%p~10%p)

·보증심사 개선
 -  수은의 자체신용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
 - 사업성평가 심사

·Work-out 기업 재기기회 부여
 - 이행성보증 발급 지원

·New PEf 모델 도입
 - 민간 위험분산 모델 도입ㆍ활성화
 - 수은ㆍ산은 등 참여
 - 수은 출자규제 완화
 - 금감원 회계처리기준 완화
 - 펀드 운영특례 마련
 -  저개발국에 대한 무보의 해외투자

보험 확대

투자개발형 사업모델

(Equity financing)

·펀드 추가 조성 
 - 글로벌코퍼레이션펀드 신설
 - 외화인프라펀드 신설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해외진출 애로해소
 - 우선상환제 확대
 - 대출채권 유동화보증 지원
 - 환변동 보험제도 적용 확대
 - 대외채무보증 확대
 - 무보의 보험료 분할납부 확대

시공자금융주선 사업모델

(Debt financing)

·자금지원 규모확대
 - 수은ㆍ무보에 대한추가 출자ㆍ출연
 - 정책금융기관의 자기신용대출 확대
 - 국별ㆍ기업별 특별여신한도 부여

·외평기금 통화스왑 윈도우 개설

·정책금융기관 직원 제재 감경

·해외자금과의 투ㆍ융자 확대
 -  중동, 중국, MDB등과 협조융자, 

MOU 확대

·금리경쟁력 제고
 - 해외투자자금 대출금리 인하

패키지형 지원모델

(ODA 등과의 연계)

·KSP 등과 연계
 - KSP 지원 확대
 - KOICA 지원 확대
 -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자원개

발협력과 연계

·EDCfㆍ개발금융
 - EDCF 지원 확대
 - 準상업차관 도입

* 자료 : 기획재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보도자료, 2013. 8)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타 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분석 및 시사점 / 기획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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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플랜트산업 기술 로드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플랜트 10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양플

랜트산업 기술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12. 5월)”을 이행하기 위

해 지난해 5월부터 약 10개월간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수립한 것이다. 100대 전략기술에

서는 해양플랜트를 드릴쉽/드릴리그, FPSO, LNG 

FPSO/FSRU, Subsea/OSV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개발 난이도 등에 따라 단기(3년 이내, 30개), 중기(5

년 이내, 57개), 장기(5년 초과, 14개)로 구분하였다. 

산업부는 이 기술로드맵에 따라 100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과 기자재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Ⅲ. 전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제도

1. 전기사업법

전력분야는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

력관련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과 전력기반기금을 바

탕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및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에서는 전력기반 조

성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는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

와 관련 주관기관이 실시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제 34조(기금의 사용) 에서는 전력산업기반 조성기금

에 대한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지원사업 및 기타 기술지원이나 인력양성에 따

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1) 수출산업화 사업

수출산업화 사업은 전력·전기 관련 산업의 수출역

량 강화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활동 및 전력산

업 관련기관의 수출기반 구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주관기관 공모를 통하여 연간 20억원

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 해외 수출기반조성

을 위해 일반 해외 전력시장 조사를 통한 특정 프로젝

트 발굴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지원사업, 해외진

출 지원사업, 해외 유력인사 국내초청사업, 전력분야 

기술전문가 연수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

외 타당성 조사사업과 우수전력기술 해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글로벌전문기술개발(신재생·전력)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역량강화를 통해 글

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표 3>  2013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지원규모 주관기관

 □ 에너지공급체계구축 661,797

  •전력수출산업화지원 2,000

 수출산업화사업 2,000 ㆍ전담기관(주관기관 공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신재생ㆍ전력) 4,968

 글로벌전문기술개발(신재생ㆍ전력)(R&D) 4,968 ㆍ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국내외 원전의 안정적 건설ㆍ운영 303,320

  •원자력수출산업화지원 4,100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100 ㆍ전담기관(주관기관 공모)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800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800
ㆍ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

사업단

 □ 녹색성장기반확충 631,901

  •국제협력(R&D) 8,315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8,315 ㆍ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자료 : 2013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 2013년,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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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R&D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연간 50억원

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지원 내용은 먼저 전력기술개발 지원으로 수·

화력발전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

효율, 친환경 청정화력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기기 및 

주변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제

조업 분야 중전기기 및 기기 디지털화 등의 기술개발

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기술개발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조장비,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사업은 원전 수출 대상국의 

원전 인력개발,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

사(F/S) 지원 등을 통한 한국과 한국형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원전수출활동을 지원하

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형태로 연간 41

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내용은 한국형 원전에 대

한 인식제고, 인프라 구축지원, 수출대상국가 원전인

식도 제고, 원전기자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

해 원전해외수출 기반조성 지원, 한국형 원전진출 가

능성 제고를 위해 원전 도입대상국의 전문인력양성 

지원, 원전 도입대상국 원자력 전문인력양성 지원, 그

리고 원전수출 타당성 조사지원 등이 있다.

(4)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 시범사업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욱시범사업은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출 

원전 중심의 고급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 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의 시범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전 기능인력 양성 교육 추진 및 

기능교육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연간 8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국제 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설립 예상

(2016년) 이전까지 4년간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 

사업단의 교육비 및 운영 경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

며, 세부적으로는 산업체 연계형, 현장실무형 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 및 교육생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에너지국제공동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연간 83억원이 지원되며, 해외와

의 에너지기술(신재생, 전력, 원자력분야) 공동개발

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신

규 수출시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기후변화·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주

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

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기

술(스마트그리드), 원자력 관련 국내와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계속과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전력기술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원자력발전분야 

등이 있다.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 전력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있다. 법률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

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 7호에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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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서 지

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진출을 위해 국제적 동향파악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 발표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해외진출관련 추진과제로 동반

성장지원, 해외 실증사업 추진전략 및 지원방안 수립, 

스마트그리드 표준 과제 등이 있다.

(1) 동반성장지원

동반성장 지원과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개발 및 시행

을 목적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 지능형전력망협회,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의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 비중 및 주도적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 공공사업 수주확대를 위해 사

업추진 시 중소기업 우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

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여 

및 해외 바이어 초대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B2B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2) 해외 실증사업 추진전략 및 지원방안 수립 

해외 실증사업 추진전략 및 지원방안 수립과제는 해

외 진출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의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대상국 조사 및 분석, 타당성 조사 

MOU등을 체결하거나, 해외 실증사업 참여기업에 대

한 지원정책 수립, 해외실증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

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에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비 6.7억원을 바탕으

로 ‘해외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예비타

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스마트그리드 표준 연구

스마트그리드 표준연구 과제는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표준의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으

로 IEC, ISO, IEEE등의 전기 및 표준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여 표준화가 시급한 핵심기기의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과제는 전력산업기반기

금을 바탕으로 연간 약 15억원이 지원되며, 기술표준원

과 전력기반 조성사업 센터에서 전담하고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과 지능형전력망협회가 시행하고 있다. 

3.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국전력은 중소기업과 한국전력의 동반성장 및 발

전을 위한 상생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

술자생력 배양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전력기

자재 개발사용을 통한 전력설비 신뢰도 증진, 중소기

업 우수제품 수출지원을 통한 선순환 지원체제 구축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자료: 한국전력 기업수출지원팀

<그림 3> 한국전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본방향

협력 R&D혁신 기술역량 강화 수출촉진 지원 성과공유 확대

수출지향/녹색성장 R&D

R&D성공률 향상

지원 홍보채널 확대

그룹사 협조체계 구축

수출 시범사업 추진

수출 유관기관 공조

성과공유제 확산

Hidden Champion 육성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선도하는 Global Leader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글로벌 기술역량 강화

역점
과제

협력 R&D
성공률 85%

글로벌 강소기업
20개사

수출지원
1,500만$

협력연구개발 및 활용

성과공유를 통한 Profit 창출

달성목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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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08년 202억, 2009년 166억, 2010년 

216억 등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종류는 협력연구개발, 해외수출지원, 정보화기술

개발, 품질 경쟁력 강화 등의 순수지원과 중전기기 기

술개발기금을 통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Ⅳ. 철도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도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철

도산업의 효율성·공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철도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2006년 3월 제

1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1년 5월

에는 제2차 철도산업발건 기본계획(2011~2015)을 

고시하며 철도시설투자, 철도운영개선, 철도 안전관

리 및 기술개발, 해외진출, 철도인력양성등 철도산

업 발전에 48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

다. 철도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2

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부분별 추진계획은 다음

과 같다.

1. KtX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철도망 구축

국토공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도망을 통

하여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 

철도 연장을 2015년까지 약 4천㎞ 수준으로 증대시

키고, 선로 용량 증대와 현대화를 위해 복선화율 60% 

이상, 전철화율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고속철도망 확충, 기존선 

고속화 및 일반철도 신선 건설, 광역철도 급행화 및 

신선 건설, 궤도·전기·신호 등 철도시설 개량, 철도

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세계철도운영의 경쟁력 제고 

철도수송 분담률 향상으로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을 실현하고 여객수송 분담률(인·㎞)을 15.9%(2008)

에서 24.0%(2015)로 화물수송 분담률(톤·㎞)을 

8.1%(2008)에서 15.0% (2015)로 열차 정시운행률을 

97.6%(2009)에서 지속유지(現 세계 최고수준)하며 다

원사업 매출비중을 2.6%에서 15% 이상(2015)으로 확

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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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tX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추진내용

주요계획 세부 추진계획

전국 고속철도
망 확충

· 경부고속철도 대전ㆍ대구 도심구간(40.9㎞)을 ’14년까지 
완공

·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최적노선 결정 후 ’17년까지 완공

·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노선은 ’14년까지 완공

기존선 고속화 및 
일반철도 신선 건설

· 기존선 복선전철화 및 230km/h급 고속화 사업
· 기존선 개량 및 신선 건설사업

광역철도 급행화 
및 신선 건설

· 현재 추진 중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사업 등   
’15년 이내 완공

· 신분당선 강남-용산 복선전철 등 ’20년 이내 완공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궤도ㆍ전기ㆍ신호 
등 철도시설 개량

· 철도 안전시설(설비) 및 재해예방시설 등의 보강과 구축
물ㆍ역시설 등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지속 추진

· 속도향상을 위해 시설 개량 및 차상신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방음시설 등 친환경 철도시설도 설치

철도시설 유지ㆍ
보수 효율화

· 시설자산 관리 표준화ㆍ정보화ㆍ선진화(’11~’15)
· 시설 유지ㆍ보수제도 개선 및 외주화 확대(’11~’15)

<표 5>  세계철도운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추진내용

주요계획 세부 추진계획

고객 지향적 수송
서비스 제공

· 광역 일반열차 급행화를 위해 2역 정차 및 1역 통과하는 
skip & stop 운행방식 도입

· 열차 편성량 수 조정(편당 8량 → 4~6량)을 통한 운행횟
수 확대 및 2층 열차 도입 등 운행패턴 다양화

· 수요증가에 맞춰 KTX 운행을 ’10년 말 218회(1일)에서 
’15년까지 282회(1일)로 확대(64회 증가) 

철도 지능형 교통
체계 확대

· 「철도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11)
· 「고객 중심의 철도이용 정보체계」 구축(’11~’15)
· 지능형 IT를 접목하여 철도운영체계를 효율화(’11~’15)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 사업여건 등을 감안 복합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개발
· 철도역 교통광장化 사업 지속 추진 
· 자전거 보관대 및 주차장 확충사업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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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안전 확보 

국민에게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대형사고 발생 건수는 제로(Zero)화 시키고 열차운

행 1억㎞당 열차사고를 10.8건(’10)에서 10건(’15)으로 

열차운행 1억㎞당 사망자수는 68인(’10)에서 38인(’15)

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철도 제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 확보를 위해 철도기술을 

선진국 대비 74~80%(2009) 수준에서 95%(2015) 수

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해외 철도시장 진출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철도산업을 제2의 원전으로 

육성하기 위해 철도차량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2% 

(’09)에서 4%(’15년)로 제고하고 철도운영 및 유지·보

수 사업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계획 세부 추진계획

녹색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ㆍ산업단지에 철도인입선 7개 노
선 추가 건설

· 화물수송 효율 향상을 위한 열차 운영시스템 개선
· 환적비용과 환적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
· 전환교통 보조금을 활용한 철도로의 수단 전환 가속화

철도운송시장 
경쟁 환경 조성

· 수요가 있는 고속(화)철도ㆍ광역급행철도는 BTO 방식
으로 민간에서 건설ㆍ운영, 신규 BTL 사업도 민간운영
자 공모

· 기존노선은 현행의 선로사용계약을 내실화하여 노선별
로 운영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방안 검토

철도공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

· 차량기지 거점화로 검수시설 유지ㆍ운영비를 절감하고, 간
접(지원)조직을 최소화하여 차량 유지ㆍ보수 효율성 향상

· 철도시설 유지ㆍ보수 효율화 방안 마련ㆍ시행(’11.6~)
· 공사의 인건비 구조개선 등을 통해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

(’15년까지 인원 단계적 감축)

수익사업 다원화로 

경쟁력 강화

· 지자체 도시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5개소 중점(용
산, 서울역북부, 성북, 수색, 동대구) 개발

· 복합ㆍ민자역사 개발로 수익형 생활문화공간 창조
· 철도연변 및 폐선부지 7개소 개발 
· 차량기지 유치선을 입체화 및 재배치하여 상업ㆍ주거지

역 등으로 특성화 개발

중장기 철도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열차운행계획 수립(’11.3)
· KTX는 장거리 수송, 일반열차는 중ㆍ단거리 수송을 담당

철도운영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 고객과 철도운영자의 요구를 처음 설계단계부터 반영하
는 Total Design으로 접근

· 열차운행 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단위 선로사
용료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표 6>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별 추진내용

주요계획 세부 추진계획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위험도 기반의 철도 SMS 구축(’11~’15)

· 철도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11~’15)

철도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 안전문화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11~’15)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개선

<표 7>  철도 제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분야별 추진내용

주요계획 세부 추진계획

철도 제조업 육성

방안 수립ㆍ시행

· 철도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12~’15)

· 철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1~’15)

· 철도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11~’15)

수출 주도형

연구개발 추진

·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추진(’07~’12 )

· 430㎞/h급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개발(’10~’14) 

·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후속과제 추진(’13~’15)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추진(’06~’12)

· 「무가선 저상트램 기술개발」 추진(’09~’13)

미래 선도

기술개발

· 「EMS 기반 초고속 철도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추진(’11~ ’14)

·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추진(’10~’14) 

· 접촉식 급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접촉식 급전

방식인 「유도급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추진(’10~’12)

철도 인프라

기술수준 제고

· 「철도건설ㆍ유지보수비 저감기술 개발」 추진(’11~’15)

· 「IT 융합 철도시스템 유지ㆍ관리 기술」 개발(’14~’19)

· 「도시철도 터널 및 차량 공기질 개선」 추진(’09~’14)

주요계획 세부 추진계획

철도시설의

안전성 제고

· 역사내 사상사고 예방

· 선로변 사상사고 예방

· 대형 철도사고 예방 강화

철도차량의 유지ㆍ

보수 선진화

· 유지ㆍ보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12~)

· 유지ㆍ보수성이 향상된 철도차량 개발 추진(’12~)

· 스마트 차량 유지ㆍ보수 기술을 적극 개발(’12~)

철도안전 홍보 및 

연구개발 확대

·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확대

 - 대국민 홍보 확대와 정보시스템 운영(’11~’15)

· 철도안전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성 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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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도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철도인력 양성이라는 비

전아래 2015년까지 고급 철도기술인력 320여명 양성

과 국제철도 전문가 200여명 양성 및 철도 청년인턴 

200여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타 산업 분야의 해외진출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

책을 살펴본바 각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

원 정책이 수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랜트 산업의 경우 2012년 기

준으로 648억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활발히 세계시장

을 진출하고 있으며, 발전·담수, 해양, 원유 및 가스, 

석유화학, 산업시설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중 제4절에 플랜트 수출에 관

련된 조항을 구분하고 제32조에 플랜트 수출의 촉진

을 위해 플랜트 수출 촉진기관으로 한국플랜트산업협

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지정하여 플랜트 관련 시

장조사 등의 사업을 담당케 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출

입은행을 통하여 금융부문의 플랜트 건설 수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급자 금융과 구매자 금융 양면적인 측

면에서 단기 및 중장기 금융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직접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

양플랜트의 경우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하고 조선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인 육성 및 지원사업을 살펴보

면, ‘해외건설·수출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단순도급형 사업모델, 시공자금융주선 사업모델, 투

자개발형 사업모델, 패키지형 지원모델 등의 분야에 

민간 금융 및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고 ODA 정책과의 

연계도 도모하고 있다. 비금융적인 지원사업은 해외

공사수주확대를 위해 5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

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민감 금융기관의 전문성 제고

를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중견 기업에게 해외사업의 진출정보 제공을 확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타 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분석 및 시사점 / 기획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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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해외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분야별 추진내용

주요계획 세부 추진계획

해외진출

지원체계 

공고화

ㆍ 사업별로 민ㆍ관 합동 사업단을 선제적으로 구성ㆍ운영

-  사업제안요구서(RFP) 등이 국내 실정에 맞게 제시되도

록 각국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ㆍ분석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

ㆍ 국제철도 수주지원 기관을 설립ㆍ운영(2011~)

-  해외시장 관련정보 제공 및 해외진출 가능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해외사업 개발을 위한 사전 컨설팅 기능도 확보

해외진출 기반 

및 활동 강화

ㆍ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구매자 금융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지원

을 확대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

도 확대

ㆍ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 투자 여건 마련

ㆍ 참신한 수주전략 개발 및 수주활동 강화 

ㆍ 해외철도 수요자를 고려한 철도기술 개발 추진

ㆍ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철도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철도 국제협력

강화

ㆍ UIC, CCTST, OTIF, UN ESCAP, OSJD 등 국제기구에 참여

하여 해외협력ㆍ진출방안 모색

-  한반도가 세계 철도물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

북철도 연계 및 대륙횡단철도 노선 확보 등을 지속 추진

ㆍ 국제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하여 국내 철도산업의 우수성

을 홍보하고, 철도기술 국제 표준화 등을 선도하는 계기로 

활용

<표 9>  철도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내용

주요계획 세부 추진계획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고급 철도

기술인력 양성

ㆍ 학부 단계부터 철도공학을 특성화하여 교육하는 것보다는 

철도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

ㆍ 현대로템, 특성화 대학원, 철기연 등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

해 원천기술 연구능력 및 핵심기술의 산업화 역량 강화

전문 교육기관

육성을 통해 분야별 

맞춤형 인재 육성

ㆍ 해외 철도 지원업무를 위해 설립된 철도협회 내에 글로

벌 철도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

ㆍ 철도분야 업체별 사내교육시스템을 조사ㆍ개방하고, 필

요시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철도 인턴십을

활용하여 미래 철도

인재 적극 유치

ㆍ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과 철도 분야의 고급 인재 부족난

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철도분야 인턴십을 적극 활용

ㆍ 철도 인턴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



●●● 저널 물 정책·경제 제23호

44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대하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과 공공공

사 입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 산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법을 

기반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시행령 제23조) 및 

조성기금(동법 제48조)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수출산업화 사업,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

업, 원전해외수출기반 구축,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

육시범사업,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

다.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능형전력망의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

며,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서도 중소기업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사업, 해외실

증사업 추진전략 및 지원방안 수립, 스마트그리드 표

준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의 전력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에서도 중소기업

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금융 및 홍보 등

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표 10>  타산업과 물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요약(1)

구 분 법령 및 진흥 정책 금융 지원

플랜트
산업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시

장조사,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

 - 의장: 기재부 제1차관
 - 해외건설·수출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총괄·조정 역할

▹해외건설·수출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2013년 8월)
 - 단순 도급사업: 보증지원확대
 - 시공자 금융주선사업: Debt Financing 지원역량 확충
 - 투자 개발형사업: Equity Financing 지원 확대
 - 패키지형 지원사업: ODA 등 정책적 지원수단과의 연계 강화

전력
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통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시 국외 진출 및 국제
협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전력 수출산업화 지원사업(2007년)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운용
 - 해외수출기반조성사업
 - 해외 수출타당성(F/S) 조사사업
 - 우수전력기술의 해외시범사업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업(한국전력)
 -  생산자금 지원사업: 한국전력에 납품을 체결한 기업 또는 납품실적

이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들과 연계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

 -  납품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1년간 거래실적 
1/6의 한도까지 대출 가능

철도
산업

▹ 철도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제2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1년
~2015년)
- KTX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철도망 구축
- 세계철도운영의 경쟁력 제고 
-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안전 확보
- 해외 철도시장 진출 확대

·철도차량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9)에서 4%(’15년)로 제고
· 철도 국제협력 강화: UIC, CCTST, OTIF, UN ESCAP, OSJD 등 국제

기구에 참여하여 해외협력·진출방안 모색

▹ 철도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제2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1년
~2015년)
- 해외 철도시장 진출 확대

·해외진출 지원체계 공고화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구매자 금융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을 확대, 컨

소시엄에 대한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 확대

물
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2011.4) 으로 물산업을 포함한 환경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수출지원 전문기관 환경산업기술원 설립(2009.4) 및 한국환경공단

해외사업처 신설(2011.8)
▹물산업 육성 전략(환경부,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  2020년까지 8개의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37,000개를 
만들어 세계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목표

 -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 중앙정부(환경부, 국토부), 전문기관(환경공단, K-water). 기업, 전문가, 

지원기관,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

▹물산업 육성 전략(환경부,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 통합발주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 녹색펀드 및 글로벌 인프라 펀드 통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 
지원

·수출 관련 보증 지원
 -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전략적 운영

·물 분야 무상원조 지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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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력연구개발사업,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기술개

발 촉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지원방안으로

는 생산자금 지원사업,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을 통

한 자금 지원 및 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홍보 및 촉진 등의 활동에서는 수출촉진회 및 전

시회 사업, 수출시범사업 개발, 수출컨설팅 비용지

원, 수출전문가 양성교육, 해외입찰정보 등을 제공하

고 있다. 

철도 산업의 경우에는 차량, 인프라, 시스템기술 등

의 분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연 

3~4%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

도사업의 해외진출 육성정책은 철도산업기본법에 의

거하여 2011년도에 발표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에서 해외진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철도산업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타 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분석 및 시사점 / 기획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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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타산업과 물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요약(2)

구 분 기술 및 인재 양성 중소기업 지원

플랜트
산업

▹해양플랜트산업 기술 로드맵 수립(2013년 4월)

-  해양플랜트를 드릴쉽/드릴리그, FPSO, LNG FPSO/FSRU, Subsea/
OSV 등 4개 분야로 구분

-  개발 난이도에 따라 단기(3년 이내, 30개), 중기(5년 이내, 57개), 장기
(5년 초과, 14개)로 구분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13년 2월)
- 2013년도에 3개 대학을 선정 약 15억원 지원

▹중소형플랜트 수출지원 사업(한국플랜트산업협회)

- 기업별 1:1 맞춤형 자문 지원
- 기업별 영문(또는 발주국어) 프로포잘 제작 지원·배포
- 해외 무역관을 통한 시장조사 지원, 
- 해외 유망 지역 수출상담회 및 발주처 방문
- 해외발주처 및 바이어 DB제작 및 제공

전력
산업

▹수출산업화 지원사업에 의한 연구지원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테에서 운용
- 원자력수출산업화지원: 41억원(2013년)
- 전력수출산업화지원: 20억원(2013년)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 시법사업
-  국제 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설립 예상(2016년) 이전까지 글로벌 원

전 기능인력 양성 사업단의 교육비 및 운영 경비 지원을 지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2013년 1월)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재생에너지 및 전력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R&D 과제

를 발굴·지원하는 것을 목적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한국전력)

- 지원사업목표
·중소기업의 기술자생력 배양, ·우수 전력기자재 개발
·중소기업 우수제품 수출지원

 - 2008년 202억, 2009년 166억, 2010년 216억 등 지속적 지원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한국전력,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첨단기술 및 수출전략형 중대형과제 대상으로 2014년 35억 지원

철도
산업

▹ 철도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제2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1년
~2015년)
- 철도 제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 철도기술을 선진국 대비 74~80%(2009) 수준에서 95%(2015) 수
준으로 제고

- 철도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
· 철도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이 없는 상태로 특성화 대학원 

설립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을 확
보할 수 있는 고급 엔지니어 양성 목표

-

물
산업

▹물산업 육성 전략(환경부,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  2020년까지 원천기술개발에 6,871억원 등 총 3조 4,609억원을 투자

할 계획
-  첨단 여과막(膜), 스마트상수도 등 블루골드시장 주도 기술 개발

·에코스마트 상수도 사업단, 고도수처리사업단 등 2개의 사업단 구성
 -기술 실증공간(Test Bed) 확보로 상용화 촉진

·물산업 중심 대규모 ‘녹색 환경산업 복합단지’ 조성(인천)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 해외진출을 주도할 물산업 PM(Project Manager)양성(한국상하수도
협회)

· 환경 분야 미취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3년까지 연간 100여명의 
PM 양성

- 물산업 통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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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2의 원전으로 육성하자는 모토아래 철도차량 분

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2%에서 2015년도 4%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분야의 해외진출 역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지원체계 공고화, 해외진출 기반 및 활동 강

화, 철도 국제 협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고급

철도기술인력 양성, 전문교육기관 육성을 통한 분야

별 맞춤형 인재 육성, 철도 인턴쉽을 활용한 미래 철

도인재 적극유치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7.5억원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물 산업의 경우에도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

화를 위하여 ‘물 산업 육성 전략’(환경부, 제9차 녹색

성장위원회)을 수립하여 금융지원, 첨단 여과막(膜) 

및 스마트상수도 등의 블루골드시장 주도 기술 개발, 

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녹색성장 전략의 추진력 약화로 인하여 현재까지 가

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타 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들을 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한바, 물 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수립되

어야 할 것이다.

(1) 법령 및 진흥시책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플랜트 산업 및 전력산업 그리고 철도산업에서 공

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산업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마련은 산업의 체

계적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등의 다

양한 사업들이 진흥시책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실현

되고 있다. 플랜트산업의 경우 대외무역법과 ‘해외건

설·수출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전력산업의 경우 

전기사업법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통해 철도산

업은 철도산업기본법과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

해 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물 

산업의 경우에도 현재 법안의 제정 및 시행이 유보되

고 있는 ‘물 관리 기본법’ 및 ‘수자원 기본법’ 등이 조속

히 제정되어 시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금융기관 또는 기금조성을 통한 금융지원  

해외진출에 있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

가 금융지원체계이다. 플랜트 산업의 경우 수출입 은

행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의 인하 또는 자금지원 확

대를 통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연계

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및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등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

는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또는 기금조성을 통

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3) 다양한 기술육성 및 인재양성 사업 추진 

국내의 산업분야 중에는 아직 선진국의 선두업체와 

기술역량에서 격차를 지니고 있는 산업 분야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원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역량에 있어서도 필

적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

인 관점에서 기술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하며, 타 산업 

분야의 기술 육성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물 산업분야

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다

양한 민관 합동 또는 산학연계를 통한 다양한 R&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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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행은 물론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

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인프라 산업의 경우 대부분 대형사업인 경우가 많으

며, 단일 기업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협력회사와

의 동반진출을 통한 원가우위 및 속도우위 그리고 체

계적인 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순히 산

업 전반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종소·중견기업을 위

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전력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공기업의 입장이라면, 단순

히 수익창출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을 통한 동반성장 및 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물 산업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하여 국내 물 산업 육성비전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주체, 즉 정부,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및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이 

절충되고 수렴되어 새로운 역할분담 체계에 대해 사

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

향이 설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물 산업의 시장 동향과 성장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물 산업 관련 국내기업들에게는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적 지원의 뒷받침 아래에서 국내 물 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물 

전문기업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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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이 실감 가

능한 사회의 라이프라인에 상응하는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확보, 수질오염문제 대응, 

기존 시설의 합리적인 운용, 노후화된 시설의 갱신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오늘날 상수도에 요구되

고 있으며, 시민들의 수량과 수질에 대한 다양한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상수도 시스템의 운

용과 함께 갈수와 지진, 사고 등에 의한 위험도를 고

려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도 향후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도시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청에 대

응 가능한 실용적인 물 수요예측과 그것을 근거로 한 

상수도 운용계획에 관한 기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못한 실정이며, 현재 수도시설의 운용은 경험에 근

거한 시행착오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ICT 기술이 일반적으로 도입된 현재에도 집적된 정보

는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 수요예측은 수자원 개발계획, 하수도 계획 및 지

역·도시계획, 농촌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정보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특성과 

예측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과

거의 물 수요예측 방법에서는 추계의 결과, 산출된 수

치만을 주목하여 예측이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하

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일

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물 수요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추정된 수치뿐만 아니라 그 수치의 근거가 되는 

조사와 분석을 비롯하여 “어떠한 값을 계획의 목표치

로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다. 결국 물 수요예측은 현재의 시점에서 인간의 지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수요량 예측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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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부 사용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물 수요를 파악하

려는 것이며 미래의 실현 값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값

이다. 즉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실

측값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상정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물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가 물 수요예측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현재 물 수요예측은 확률·통계를 기초로 한 수학적

인 방법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계산에 의해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또한 최근들어 물 수요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에 의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추정된 값들의 폭(예를 들면 통계적 

신뢰구간)으로 수량화되지만 계획의 목표치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의사 결정)를 필요로 한다. 현

재까지의 연구결과에서는 그 평가는 기존의 계획과 

상위계획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경험 

및 직감도 추가되어 오랜 조정을 거쳐 예측의 결과로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물 수요의 용도가 복

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사용자의 의식 및 행동에 근거

해서 시간적으로 변동하며, 더욱이 이러한 모든 조건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 수요에 대응되는 물을 공급해

야만 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확정적인 물 수요예측 

값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자유스러운 의식과 행동을 지속하는 한 

물 수요의 예측값은 불확실성을 계속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물 수요예측이 갖는 한계성을 

주지하고 이와 같은 예측을 실제의 상황에 어떻게 활

용해야 하는가는 명확히 하고자 하며, 물 수요예측에 

대한 관점, 상수도 계획에 의한 물 수요예측의 위치정

립,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등 물 수요예측의 목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물 수요예측의 특성에 대해서 고

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Ⅱ. 물 수요 예측

1. 물 수요란?

물 수요라고 하는 언어를 분해하면 물(water)의 수

요(demand)라고 풀이할 수 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적인 내용이 다양하며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질

적 요구도 상이하며, 한편 수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참값은 알 수 없다. 단, 현 시점

까지의 물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계를 비롯하

여 급수계량기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

현재 물 수요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으로서 취급하면 

수요의 영향요인과 지역특성을 비롯하여 외부적인 환

경 등에 영향을 받아 그 수요가 추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결과 값으로 제시되는 것이 물 사용량이다. <그

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지역에 따라 물 수요시스템

은 영향요인에 의한 입력(xi), 출력값으로서의 물 사용

량≒물 수요량(y), 지역적 특성 및 시설의 특성에 의

한 조작변수(θj), 그리고 외부 및 내부적 불확실한 요

소에 의한 외란(dk)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입력(xi)

은 물 수요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되는 요인

을 의미하며, 그 예로 급수인구, 종업원수, 물 사용기

구의 보급률, 건물의 연상면적, 상점의 판매액, 공장 

출하액 등을 들 수 있다. 조작변수(θj)로서는 급수압력

과 절수기구의 보급률, 절수PR, 수도요금 등이 있으

며 이것은 사람에 의해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요인

을 예로서 들 수 있다. 한편 외란(dk)이란 사람에 의해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온과 강우량 등의 기상조

건, 오일쇼크 및 전쟁 등과 같이 세계 경제의 동향 등

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물 수요는 다

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간이 어느 정도 파

악할 수 있는 것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혼재되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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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의 물 수요예측에서는 <그림 1>의 물 수요시스

템을 블랙박스로서 취급해 왔고 물 수요량(y)의 시간

적 변화를 직선, 로지스틱 곡선에 맞추거나 물 수요량

(y)을 입력(xi)요인으로 기술하는 물 수요 구조모델(예

를 들면 중회귀모델)을 구축하여 입력(xi)의 미래 추정

치를 대입함으로서 미래의 물 수요량을 추정하는 방

법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또한 한편에서는 물 수요

량을 생활용수, 업무 및 영업용수, 공업용수라고 하

는 용도별고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

어 왔다. 더욱이 세탁, 목욕, 조리용 등이라고 하는 물 

사용목적별로 세분화한 후, 이 값을 다시 합산하여 수

요량을 구하는 방법인 원단위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

다. 이 방법은 물 수요시스템을 작은 블랙박스로 분할

한 것에 불과하며 앞서 설명한 방법과 기본적인 차이

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단위를 이용하여 역으로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차가 축적되는 것에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물 수요의 구조분석

상수도시설의 계획과 시설의 유지관리에서는 먼저 

물 수요의 추정과 예측이 필요한데, 과거의 실적을 그

대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는 가능한 한 물 수

요를 지배하고 있는 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이를 

수치화한 물 수요구조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

용된다. 이러한 구조분석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실태조사도 필요로 한

다. 조사와 분석에 있어 물 수요의 구성을 어느 정도

까지 분류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의 요인이 필요한가

를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물 사용량의 구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용도별로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목

적별로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량자

료에 한정해서 보아도 시간단위로 정리한 것은 배수

지에서의 배수량 실적까지이며 용도별 분류에 기초가 

되는 물 사용자의 개별자료는 2개월에 1회 정도의 계

량기 검침자료 밖에 없어 용도별 파악이 충분하지 않

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바른 상수도 계획을 위한 

물 사용실태의 파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물 수요의 불확실성

물 수요시스템을 확실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제시한 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요소를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물을 사용하

는 사람이나 시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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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 수요시스템의 개념도

요소

물 수요시스템

조작변수
지역특성 및 주변환경(θj)

입력(xi)입력(xi)

외란(dk)

물 사용량
(≒ 물 수요량)

영향요인

<표 1>  물 수요구조와 기초자료 

물 사용량의 구성
물 사용량 

자료

설명 요인 자료

1변량(급수인구등) 다변량

총 물 사용량
macro

◎ ○(◎) ○(◎)

용도별 물 사용량
(○) (○) (○)

micro
  

사용목적별 물 사용량   

◎ 자료있음(1시간, 1일단위), ○ 자료있음(1개월, 1년단위), 
( )안, 일부자료가 있는 것, □ 자료없음(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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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자면 각 세대와 상점, 공장, 경지면적이라고 하

는 단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을 해명하기 위한 하

나의 수단으로서 몇 개의 지역에 대해서 물 수요실태

조사가 이용되고 있다. 향후 물 수요시스템의 요소를 

분명히 하여 요소들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는 격년적인 추적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렇지만 물 수요시스템이 해명되었더라도 미래의 물 

수요량(y)은 입력(xi), 특성에 의한 조작변수(θj), 그리

고 불확실성에 의한 외란(dk)이 장래에 어떻게 변화하

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물 수요 예측시에는 항상 

다음에서 언급한 요인들의 불확실성을 염두해둘 필요

가 있다.

① 물 수요시스템 자체의 불확실성       

② 입력(xi)요인의 불확실성

③ 조작변수(θj)의 불확실성              

④ 외란(dk)의 불확실성 

4. 예측에 대한 고찰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언과 예지와는 달리 과학적 근

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만 된다. 현재 예측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대부분의 경우 확률·통계이론에 기초

를 두고 있으며, 예로 <그림 2>에 제시한 통계적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물 수요시스템

을 나타내는 모델식이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어

진 경우, 어떤 확률을 근거로 모델식이 갖는 변동 가

능한 폭을 갖고 있다. <그림 2>의 예에서는 가장 단순

한 직선회귀에 의한 모델식이지만 이 모델식 자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통계적 신뢰구간이라고 하는 

변동 가능한 폭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

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등의 계획 플래

임, 경제동향, 상수도 정책(예를 들면 절수정책, 요금

정책 등), 농업정책(WTO, 대단위 농업 정책) 등에 의

한 영향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조합

시킨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변동폭이 있는 예측 값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구해진 예측값

의 범위를 고려한 뒤, 계획목표치를 정하게 된다. 현

재 계획목표치는 <그림 2>에 제시한 예측값보다도 큰 

값을 취하면 안전측을 고려한 값이 되어 물 공급의 안

정성 또는 시설의 여유도는 증가하지만 그것으로 인

하여 시설의 건설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역으로 작은 

값을 취한다면 시설의 건설비용은 적게 들게 되지만, 

물 공급의 안정성과 시설의 여유도는 작게 되어 위험

성이 있는 계획이 된다. 이것은 물 공급의 안정성과 

시설의 여유도, 경제성 등이 상호 간섭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적화기법을 활

용하면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Ⅲ. 상수도 계획과 물수요량 예측

1. 상수도 계획의 목적과 물 수요예측

상수도 계획에는 시설계획, 유지관리계획, 그리고 

경영계획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별 목적에 따라 물 

수요예측에 의해 구하는 내용도 상이하다. 시설계획

에서는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장래의 물 수요

<그림 2>  물 수요량의 통계적 신뢰구간

물
수

요
량

(y
)

모델식

통
계

적
신

뢰
구

간

상한값

외삽

기대값

실측값

하한값

미래현재

년도(t)

y=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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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취수·도수·정수·송수

시설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배

수·급수시설에서의 펌프시설과 관로 등에 대해서는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에 의해서 이들의 규모가 결정

된다. 다음으로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생각해 보

면, 물의 합리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 배수 컨트롤 

계획에서는 물 수요의 시간적 변동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의 예측 기술로서는 먼 장래의 물 수요변동을 시

간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1일

의 시간적 변동 특성을 유형별로 분리하며 년도별 변

동에 대해서는 부하율(1일 평균 급수량/1일 최대 급수

량)이라고 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대처하고 있다. 경영

계획에서는 상수도 사업의 지출 내에서 전력비 및 약

품비라고 하는 유지관리비용은 년간 급수량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수도요금의 수입에 대해서는 년간 

유효수량(년간 급수량×유수율)에 의해서 산출된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현저한 물 가격의 탄력

성, 즉 수도요금이 상승하면 물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하는 경향을 물 수요예측에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가계 총지출에 점하는 비

율이 그다지 크지 않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정원이나 

공원의 잔디에 물을 사용하는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

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물 가격의 탄력성을 거의 고려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물 수요예측은 상수도 계획의 목적에 따

라 그 내용이 상이하며 대상이 되는 지역과 예측기간

에 따라서도 기법과 고려되는 사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시간과 공간 스케일을 기준

의 축으로 해서 물수요예측을 몇 가지의 목적별 분류

해서 작성한 개념적인 그림으로 각각의 물 수요예측

의 중심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단기”란 

시간, 일, 월이라고 하는 수준의 시간단위를 의미하며 

예측 기간은 1년 이내의 것을 말한다. “중기”란 수년

부터 10년 정도, 장기란 10년부터 20년 정도, 초장기

란 2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용어는 엄밀

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

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도시의 물 수요예측 모델

본 고에서는 단독도시를 대상으로 한 물 수요예측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며, 예측의 목적은 상수도 

시설의 건설 및 확장계획을 위한 것이며, 이제까지 이

용되어 온 종래의 물 수요예측방법에 대하여 추계방

법에 따라 그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1) 시계열 경향분석에 의한 추계

과거의 물 사용량 혹은 원단위와 인구 등의 경향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과거의 실측치에 

가장 잘 적합하는 경향선을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법

이다. 경향선은 최소자승법에 의해 구하는 다음의 5

종류의 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5가지 이외에도 경향선은 무한히 존재하겠지만 장래

의 계획목표와 포화치 등이 상정 가능할 경우 이론곡

선에 의한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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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공간적 스케일과 물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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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평균 증감수, 증감율에 의한 방법

년평균 증감수 y=ax+b    

( a, b는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정수, 

 x : 경과년수)

년평균 증감율 y=y0(1+r)x   

(yo : 현재인구, r : 년평균 증가율)

○ 수정지수곡선식에 의한 방법

    y=y0+Axa (yo : 기준년의 인구, A, a는 정수)

○ 베기선식에 의한 방법

    y=a(1+r)x+b (r : 년평균 증가율, a, b는 정수)

○ 이론곡선식(logistic curve)에 의한 방법

    y= 1+ea-bx

K
 (K : 포화인구, a, b는 정수) 

2) 회귀분석에 의한 추계

물 수요의 변동에 관계가 깊은 사회 및 경제 등의 요

인을 설명변수로 회귀모델을 구축하여, 이것에 설명변

수의 장래 추정치를 부여하여 추계하는 방법으로 회귀

분석에는 설명변수가 하나인 단회귀분석과 복수의 중

회귀분석이 있다. 이 방법은 시계열 경향 분석과 동일

한 과거의 자료에만 의존하므로 장래의 사회 및 경제

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회

귀식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과 표현되며,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의 예는 <표 2>에 제시하였다.

Y=b0+b1X1+b2X2+…+bnXn      

여기서 Y : 사용수량(㎥/일) 또는 원단위(ℓ/인·일), 

Xi : 설명변수(i = 1, 2, …, n), bo : 정수항, 회귀계수 

3) 사용목적별 분석에 의한 추계

물 사용행동 등에 착목하여 물 수요를 구성하는 사

용목적마다 장래의 물 사용량을 예측하여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생활행동면에서 실제로 느낄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주로 생활

용수의 예측에 이용된다. 생활용수를 사용목적별로 

세면·화장실 등의 개인목적과 세탁·취사 등의 세대

목적으로 크게 구분하여 실태조사에 따라 기초적 수

량을 산출, 이것에 물 사용기구의 보급율과 세탁 등의 

물 사용행동의 회수, 급수인구, 세대수 등의 장래 추

정치를 곱해서 사용목적별로 추계하는 것이다. 이 방

법의 추계 예를 <표 3>에 생활용수의 사용목적별 계

산식을 제시하였다.

<표 2>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

용도별 항목 설    명    변    수

생활용수

상주인구, 급수인구, 인구집중 지구인구, 세대구성인원, 급
수건수, 급수세대수, 시민소득, 세대소득, 가처분소득, 민간
최종소비지출, 하수도보급율, 수세화율, 세탁기보급율, 자가 
목욕조(욕조)보급률, 자가용 차량 보급율, 단독주택 비율 등

업무영업용수
주간인구, 사업소수, 사업소바닥면적, 제3차산업 취업자수, 
제3차산업 순생산액, 상업판매액, 관광인구 등

공업용수
사업소수, 사업소바닥면적, 제2차산업 취업자수, 제2차산업 
순생산액, 제조품출하액, 회수율 등

자료 : 상수도시설설계지침, 2005

<표 3>  생활용수의 사용목적별 추계의 예

목 적 목  적  별  수  량  계  산  식

세탁 세대
세탁기초수량(ℓ/세대·회)×세탁회수(회/일)×세탁기 보급률
×급수세대(세대)

목욕

세대
주수기초수량(ℓ/세대·회)×목욕회수(회/일)×자가목욕(욕조)
보급률×급수세대(세대)

개인
입욕기초수량(ℓ/인·회)×목욕회수(회/일)×자가목욕탕보급률
×급수인구(인)

취사
세대 취사기초수량(ℓ/세대·회)×취사회수(회/일)×급수세대(세대)

개인 음료기초수량(ℓ/인·회)×급수인구(인)

화장실 개인
화장실기초수량(ℓ/인·회)×사용회수(회/일)×수세화율×급수
인구(인)

세면 개인
세면·수세기초수량(ℓ/인·회)×세면·수세회수(회/일)×급수
인구(인)

기 타

세대
살수기초수량(ℓ/세대·회)×살수회수(회/일)×1호건폐율×급
수세대(세대)

세대 청소기초수량(ℓ/세대·회)×청소회수(회/일)×급수세대(세대)

세대
세차기초수량(ℓ/세대·회)×세차회수(회/일)×자동차보급률×
급수세대(세대)

 자료 : 상수도시설설계지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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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추정 모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존 추정 모델의 문제점

기존의 장기 물사용량 추정 모델에서는 단순히 전체 

물 사용량을 전체 인구로 나눈 1인 1일 평균 물 사용량 

원단위(lpcd)를 이용하여 물 사용량을 추정 예측하였

다. 이런 평균 lpcd 즉, 서울시 전체와 중구와 종로구, 

각 구별 평균 lpcd 원단위를 적용하여 예측된 물 사용

량은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제사용량과 많

은 차이를 갖는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과대 또는 과

소 평가된 물 사용량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되어지는 

상수도 시설들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또한, <그림 5>을 통해 지역별로 물 사용량

의 상이함이 나타나며, 이러한 물 사용량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서 동별 용도별 물 사용량을 검토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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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용도별 추계방법 및 구경별 추계방법의 표준추계 절차

자료 : 상수도시설기준설계지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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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부 주택밀집지

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정용수보다는 비

가정용수(영업용수)의 사용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

고, <그림 5>에 나타난 실제 물 사용량과 추정 물 사

용량의 차이가 큰 지역이 영업용수 사용량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기존의 원단위법으로는 상

업화, 고밀도화된 도시지역에서의 물사용량중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영업용수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고, 

거주 인구보다는 유동(활동)인구에 의해 소비되는 영

업용수가 단순 거주인구에 의해 평가되었기 때문에 

추정값과 실제 사용량과 큰 차이를 나타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정확한 물 사용량을 

추정·예측하기 위해서는, 거주인구와 유동인구 등에 

의한 물 사용량을 구분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 

물 사용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용수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영향인자

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계열 경향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추정곡선식의 선형화 및 최소자승법과 시산법의 적

용 후 선정된 6개의 곡선식 중 장래치 예측(외삽법)에 

사용될 최적 추정곡선식의 선정은 다음의 가정을 가

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 ① 어떤 곡선식이 과거자료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가? ② 적절한 후보곡선 중 최

근의 경향을 누가 더 잘 나타내는가? 이 두 가지 전제

하에 6개의 곡선식을 평가할 기준으로 상관계수(R2), 

오차자승합(SSE) 및 평균절대비율오차(MAPE), 10년 

오차자승합(SSE10) 등을 적용하여 최적 추정 곡선식

의 선택하는 것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정방법을 통

해 6개의 추정곡선식은 원자료의 형태 중 비슷한 경

향을 나타내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장래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보통 2~3개의 추정식이 최적 추정곡

선식의 후보가 되나 반드시 최적곡선식 선정의 3개의 

기준이 항상 한 곡선식에서 최적화 되지는 않는다. 

▣ 상관계수(R2)

▣ 오차자승합(Sum of squared Error, SSE)

yi =  과거자료치, Fi = 과거추정치

▣ 10년 오차자승합(SSE10)

   

<그림 5>  실제 물사용량과 기존 예측법에 의한  추정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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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절대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 Error, 

MAPE)

yi =  과거자료치, Fi = 과거추정치

과거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

보다는 오차자승합이나 평균절대오차 비율로 선택된 

곡선이 보다 과거 자료치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사한 값을 가지는 후보곡선식 중 

가장 적은 추정곡선식을 나타내는 최근 10년의 경향

을 나타내는 ‘최근 10년간 오차자승의 합’을 최적 추정

곡선식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동안 다른 

보고서에서 언급한 복잡한 선정과정이 아닌 단순하

며 통계적으로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

래 수요량 결정시에는 위에서 제시된 ‘최근 10년간 오

차 자승의 합’을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여 장래 수요량

을 결정하기도 하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오차자승의 합’ 외의 다른 인자(상관계

수, 오차자승합, 평균절대비율 오차)를 최적 추정곡선

식 선정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상수도 수요량 예측에 대한 개선 방향

용수 수요량은 통상적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생활용수는 자연적 인구에 의한 용

수, 개발계획 용수, 기타용수로 구분해서 산정한다.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에 있어 장래 인구예측시 사회

적 증가분의 산정 방법이 개발계획에 의한 사회적 유입

인구 산정을 위한 외부유입률 적용시 일반적으로 개발

계획 유형에 관계없이 제시된 외부유입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어 수요추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계획 유형별 외부유입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유사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서 장래 인

구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타

용수(공항, 항만, 군부대, 관광용수) 수요량 예측근거

가 구체적이지 않아, 적용 근거 및 기준마련의 필요성

이 증대되어 관련 중앙부처의 관련 계획 및 기준을 조

사하여, 기타용수 항목별 산출기준과 비교 가능한 전국 

계획 등을 설계기준 또는 실무용 업무편람 등에 참고·

인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여 신규 기타용수 예측

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업용수는 공업(제조업)의 작업공정에서 원료용

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 보일러용수, 냉각용수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의 가동, 세척, 냉각 등에 사

용되는 용수로 공업용수 수요량은 과거 업종별 원단

위를 조사, 분석하여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

획 공단의 경우에는 규모나 업종, 지역적 특성 등이 

유사한 기존공단의 원단위나 상위계획 또는 관련연구

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업종별 부지원단위 대표업종(24개 중분류체계)에서 

신수종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에 대한 세세분류 업종별 부지원단위를 추가 제시하

여 합리적인 수요추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

며, 신규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후 입주율과 가동률에 

따라 점진적으로 용수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

여 공업용수 최대 수요 발생시기를 일정기간 단계별 

기준을 제시하여 산업단지 준공완료 후 초기 과다 수

요량 예측을 방지하여야 한다.

Ⅳ.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농업용수를 정의하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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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지역

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수산용

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제2조3호)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 중 어촌관련 부분을 제외할 경우 농

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수

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농촌용수

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농업용수는 농촌용수를 구

성하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수는 벼 등의 작물생육에 필요한 관개용수를 의미하

며, 관개용수는 용수로, 소하천 등을 경유하여 경지

에 공급되므로 그 자체로 농촌경관유지의 기능 등을 

수행하는 용수(농촌지역용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농업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서 농업경영 및 

농촌경관유지에 필요한 모든 용수를 의미하기도 하

므로 2001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 등에 필요한 축산용수와 농촌지역용

수의 개념이 포함된 논용수를 농업용수에 포함시켜 

농업용수 수요량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벼 등의 생육에 필요한 논 관개용수(수로유지용수 포

함), 야채, 과수 등 밭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밭 관개

용수,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 등에 필요한 축산용

수 및 농촌지역용수를 농업용수로 취급하고 있다. 한

편, 미국의 경우에는 농장, 과수원, 초지에 인공적으

로 공급하는 물과 작물의 냉해방지, 화학처리, 곡물

건조, 수확, 분진제거, 토양염도저하 등에 사용되는 

용수뿐만 아니라 비농업활동인 골프장, 공원, 잔디구

장, 묘지 또는 경관유지 등에 이용되는 용수도 관개

용수에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논, 밭 관개

용수 및 축산용수를 포함하는 농업용수는 생활용수

와 공업용수로 구분되는 도시용수와는 상대적인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라 함은 농

촌지역에 필요한 용수로서 벼 등의 작물재배 및 가축

의 생육, 일반적인 농업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수

라 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용수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논용수 및 밭용수, 축산용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수요량 추정 방법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는 

경지에서 발생하는 각 작물별 사용수량, 즉 소비수량

을 계측하여 전국적으로 누계하는 방법, 대표작물 및 

계측지구의 단위필요수량이 구역을 대표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필요수량을 추정하는 방법, 작물성장에 필

요한 증발산량을 정립된 이론 및 공식을 통하여 추정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수요량의 추정방법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직접 적용하기 어

려운 방법도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 수요량을 산정하

기 위하여 각 방법별 특징과 과거 수요량을 산정하던 

방식을 비교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수요량 

추정방법으로 결정한다.

1) 농업용수 사용수량을 계측하여 누계하는 방법

이 방법은 논·밭 등에서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직접 

계측하여 전국적인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는 방식

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업용수를 가장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방법을 통하여 

전국적인 농업용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

로 광범위한 농업용수 계측망과 장기간의 실측자료를 

필요로 하나, 현재 농업용수에 대한 전국적인 계측망

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농업용수 사용수량의 실측자

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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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지구 및 대표작물의 단위수량으로 추정하는 

방법

표본지구 및 대표작물의 단위수량으로 추정하는 방

법은 구역별 표본지구 및 대표작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실제 사용수량을 모니터링하여 수요량을 누계

하는 방법으로서 전술한 방법보다 현실적인 추정방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관개구역과 소규

모 관개구역사이에는 관리용수량 차이가 상당량 발

생하기 때문에 구역면적에 따라 실측자료와의 오차

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밭작물의 경우 작물

별 필요수량의 편차가 대단히 크고, 같은 작물이라 

해도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별 유효우량의 차이가 크

기 때문에 적절한 대표작물 및 표본지구의 선정이 어

렵다.

3) 증발산량 공식으로 추정하는 방법

본 방법은 작물성장에 필요한 증발산량을 산정하여 

농업용수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측자료 없

이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기상자료와 지

역별 특성자료를 반영함으로서 지역별 시기별 편차가 

매우 큰 농업용수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적용하는 증발산량 추정이론이 실측자료를 바

탕으로 하고 있으며, 수리시설물의 설계에 적용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계측에 의한 이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기법에 따라 정확성에 대한 논란

의 여지가 있으며 수리관행에 의한 실제 이용량과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기존의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

기존의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은 농업용수 실제 관

측자료가 부족하여 실측 사용수량을 누계하는 방법

이나, 표본지구의 단위용수량 기준으로 농업용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

립된 이론을 통하여 수요량을 산정하고 전국적으로 

누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증발산량 산정이론

과 논 필지내의 물수지 및 토양수분추적법을 통하여 

산정하되 지역 및 작물별 특성인자를 반영하여 농업

용수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농업용수 수요량의 구성

은 1996년 이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논용수

와 밭용수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논용수는 관개

의 혜택 유무에 따라 수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리답

과 수리불안전답으로 구분하였으며, 밭용수의 경우 

관개전에 한정하여 산정하였다. 2001년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및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논

용수와 밭용수 외에 축산용수를 농업용수 수요량에 

포함시켰으며 영농방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논

용수를 이앙재배와 직파재배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

며, 밭용수의 경우 1996년 이전에는 관개전 만을 대

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같은 경우 전체 밭 면적의 

일부만을 반영하게 되므로 2001년 이후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에서는 간이관개전도 고려하였다. 수자원장

기종합계획에서 농업용수 수요량의 구성요소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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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거 농업용수 수요량 구성요소 비교

구 분

수립년도

1965년
(70~80)

1980년
(81~01)

1990년
(91~11)

1996년
(97~11)

2001년
(01~20)

2006년
(06~20)

수요량 
구분

논용수+
밭용수

좌동 좌동 좌동
논용수+밭용수
+축산용수

좌동

논용수
수리답+ 

수리불안전답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직파재배 고려

좌동

밭용수
관개전
(과수원)

좌동 좌동 좌동
관개전+

간이관개전
좌동

축산용수 미고려 좌동 좌동 좌동
양축용수+
가공용수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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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농업용수는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로 구성되며 

논용수는 수리답, 수리불안전답으로, 밭용수는 관개

전, 간이관개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는 논용수의 경우 영농방식 변화에 

따른 직파재배 용수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으나, 밭

용수의 경우 실제로 많은 부분이 시설재배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과 과수 등과 같은 작물은 일반적인 밭

작물과 영농기간이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고

려하지 못하였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밭작물을 밭관개, 과수, 시설, 간이관개전으로 구분하

여 재배방식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논용수

논용수 수요량은 벼의 증발산량, 침투량, 기타 관리

용수량 및 작물이 강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유효우

량을 고려하여 당일의 필요수량을 산정하게 되며, 일 

필요수량을 누적시켜 산정한 년 필요수량의 빈도분석

을 통하여 10년빈도 한발년에 대한 수요량을 산정하

게 된다. 논용수 수요량 중 수리답의 경우 수리시설

물에 의하여 용수를 공급받게 되므로 송수관리용수와 

배분관리용수가 고려되며 수리불안전답인 경우 당일

의 필요수량을 수요량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리답 중 

이앙재배와 직파재배(건답, 담수)는 영농방식에 따른 

재배관리용수량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1) 영농방식

논 수요량 산정시 영농방식은 일반적으로 모를 키워 

논에 이앙하는 방식인 이앙재배와 볍씨를 논에 직접 

파종하는 직파재배 방식이 있다. 직파재배 방식은 파

종기의 논의 상태에 따라 담수직파, 건답직파로 구분

된다. 벼의 재배방식에 따라 재배관리용수량과 작부

시기가 다르므로 논 수요량 산정시에는 이러한 차이

점을 고려하여 수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그림 7> 

참조)

이앙재배의 작부시기에는 묘대기, 이앙기, 본답기 

등이 있다. 이앙기는 벼의 재배시기, 써레질 또는 이

앙을 위한 작업의 능률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되

며 일반적으로 15~20일 정도이다. 담수직파의 경우 

이앙재배와 달리 볍씨를 논에 직접 파종하게 되므로 

정밀한 초기 물관리가 요구되며, 담수직파 파종방법 

중 무논골뿌림은 가장 일반적인 파종방법으로 담수직

파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담수직파재배는 기계

이앙이 가능하도록 정지를 한 후 완전배수를 하여 두

묘
대
점
지

본답기

4일 10일

순수묘대기

묘대
이양기

이양, 본답기

묘대기 45일

이앙기 20일

31일 10일

<그림 7>  영농방식별 작부시기

(a) 이앙재배

(b) 담수직파

(c) 건답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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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귓볼 정도로 굳었을 때(논 굳히기) 전용파종

기를 이용 3~4㎝ 깊이로 골을 내며 파종하는 것으로 

파종후 피 등의 잡초발생을 억제하고 새의 피해를 줄

여 입묘율 향상을 위해 심수관개를 한다. 또한 본엽이 

3엽기가 되는 본답기까지는 담수와 낙수를 반복하여 

뿌리의 활착을 도와야 하므로 용수의 공급시기 및 재

배관리용수량이 이앙재배와는 다르게 된다. 담수직파

의 작부시기는 본답정지기, 담수재배관리기, 본답기

로 구성된다. 건답직파는 파종 후 건답상태에서 발아

하게 되며, 본엽이 2~3엽기에 달하였을 때 최초로 관

개하게 된다. 그러나 건답상태에서 관개하게 되므로 

작토층의 횡방향 침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용수

량의 수요가 과다하며, 최초 관개후 감수심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느 시기에는 평형을 되찾게 

되며, 이러한 평형기간은 토양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

적으로 7~30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답직

파의 작부시기는 발아기, 재배관리기, 본답기로 구성

된다. 또한, 이러한 영농방식별 벼의 작부시기는 대상

지역에 따라 중부, 남부로 구분하여 작부시기에 따른 

수요량을 산정한다. 각 작부시기별 논에서의 필요수

량 산정은 다음과 같다.

(2) 증발산량

논의 증발산량 산정은 Doorenbos & Pruitt(1977, 

FAO-24)의 수정 Penman공식을 적용하고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설계기준, 관개편. 1998, P.97”에서 제시

된 작물계수를 이용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한다. 수정 

Penman공식은 복합적인 기상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고 일단위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할 수 있어 

관개계획 수립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식 (1)과 같다. 

ETo=C[W·Rn+(1-W·f(u)·(ea-ed)]             (1)

여기서,  ETo : 잠재증발산량(㎜/일), W : 기온과 관련된 

가중계수, Rn : 순일사량(㎜/일), f(u) : 풍속과 관

련된 함수

             ea - ed : 포화수증기압과 공기의 평균실제수증

기압과의 차

            C : 주야의 기상조건에 따른 효과를 보정하기 위

한 조정계수

ETc=TEo×K                                              (2)

여기서,  ETc : 실제증발산량(㎜/일), ETo : 잠재증발산량

(㎜/일), K : 작물계수

| 이앙재배

 묘대정지기 : Req(t)=(I+WRn/Dn)×An

 순수묘대기 : Req(t)=(I+ETn(t))×An

 묘대이앙기 :  Req(t)=[(I+ETn(t))×An+(WRt/Dt/2)×At]

 이앙본답기 : Req(t)=[I+ETn(t)×(WRt/Dt/2)×At

 본답기 : Req(t)=(I+ETn(t))×At

    여기서, Req(t) : 답 필요수량, WRn : 묘대정지용수량(140㎜), 

     I : 일침투량(㎜/day), Dn : 못자리 정지일수(4일), An : 묘대면적(ha), 

   An = At/20, ETn(t) : 당일의 실제증발산량(㎜)

    WRt : 이앙용수(140㎜), Dt : 이앙일수(20일), At : 이앙재배면적(ha)

| 담수직파

 본답정지기 : Req(t)=(I+WRw/Dw)×Aw

 담수재배관리기 : Req(t)=(I+ETn(t)×DWw/Dwd)×Aw

 본답기 : Req(t)=(I+ETn(t))×Aw

    여기서, Req(t) : 답의 필요수량, WRw : 본답정지용수(140㎜), 

    Dw : 본답정지기간(20일), Aw : 담수직파면적(ha), 

    DWw : 재배관리용수량(40㎜), Dwd : 재배관리기간(20일)

| 건답직파

 발아기 : 용수공급 없음

 재배관리기 : Req(t)=(I+ETn(t)×DWd/Dd)×Ad

 본답기 : Req(t)=(I+ETn(t))×Ad

    여기서, Req(t) : 답의 필요수량, DWd : 초기용수량(100㎜), 

   Dd : 초기용수 공급기간(20일), Ad : 건답직파면적(ha)

수자원 이용을 위한 수요량 예측에 관한 고찰 / 기획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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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우량

논에서의 유효우량은 논이 가지는 기하학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논벼의 경우 

생육기간별 필요수량은 기상상태에 따라 변하는 증발

산량과 유효우량의 관계에 따라 시간의 함수로 나타

낼 수 있다. 이는 특정시간에서 필요수량이 유효우량

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함수임을 의미하며 유효우량

의 크기를 시간의 함수로서 재정의해야 함을 나타낸

다. 일반적인 논의 물꼬높이는 보통 60~80㎜이고 유

효우량은 이 담수심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일단위로 논에서의 저류수심을 추적해 가면서 계산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일강우량의 크기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볏잎 등에 의하여 차단되어 실제 논에는 기

여하지 않는 무효강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우량의 크기는 최대담수심 즉 물꼬높이

에 그날의 소비수량을 더한 양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와 같이 논에서의 유효우량은 논둑으로 구분된 단일

필지의 물수지 식으로부터 산정하며 60㎜담수심법을 

적용한다.

D(t)=D(t-1)+Re(t)+Req(t)-U(t)                           (3)

여기서,  D(t) : t일의 담수심(㎜), D(t-1)  : 전일의 담수심(㎜), 

Re(t) : t일의 유효우량(㎜),

            Req(t) : t일의 순관개량(㎜), U(t) : 당일의 소비수량, 

Ra(t) : t일의 강우량(㎜), Rep(t) : t일의 유효가능

우량(㎜)

① 만약 Dmax≤D(t-1)+Ra(t)-U(t)                                         (4) 

     Req(t)=0, Rep(t)=Dmax-D(t-1)+U(t)

      Ra(t)≥Rep(t)이면, Re(t)=Rep(t), Ra(t)<Rep(t)이면 

Re(t)=Ra(t) 

② 만약 Dmin≤D(t-1)+Ra(t)-U(t)<Dmax                 (5)

     Req(t)=0 

      Ra(t)≥Rep(t)이면, Re(t)=Rep(t), Ra(t)<Rep(t)이면 

Re(t)=Ra(t)

③ 만약 Dmin>D(t-1)+Ra(t)-U(t)                         (6)

      Req(t)=Dmax-D(t-1)-Ra(t)+U(t)

      Ra(t)≥Rep(t)이면, Re(t)=Rep(t), Ra(t)<Rep(t)이면 

Re(t)=Ra(t)

     강우량  Ra(t)≤5.0㎜이면 Re(t)=0.0

     Re(t)≥Dmax+U(t)이면 Re(t)=Dmax+U(t)

(4) 침투량 및 관리용수

침투량은 벼를 재배하는 논의 토양토성, 지하수위 

등에 영향을 받는 토양에 대한 특성값이며 전국적으

로 과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지구의 자료를 수

집하여 지역별로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관리용수는 

수리시설물에서 용수가 필요한 논까지 농업용수가 이

동하면서 손실되는 양으로서 송수관리용수율과 배분

관리용수율을 고려하여 적용하게 된다. 송수관리용수

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의 용수로 길이

를 규모 및 구조별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하였으며 <표 

5>와 같다. 배분관리용수율은 전국평균값인 11%를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Closs= ∑(Si×Ci)/CTL×Cp                               (7)

여기서,  Closs : 송수관리용수율, Si : 기준송수관리용수율

(%), Cp : 향후 구조물화율(%),

             Ci : 동일 구조의 수로길이(㎞), CTL : 구역내 총 

수로길이(㎞)

<표 5>  수로구조별 송수관리용수율

구 분 토 공 콘크리트 아스팔트 비 고

간선수로 15~25% 5~7% 5~7%

지선수로 10~20% 5~7% 5~7%

자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농림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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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밭용수

밭은 논에 비해 작물의 종류가 많고 벼에 비하여 수

요량 추정에 대한 연구사례가 적기 때문에 수요량 추

정방법을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논에서 재배하는 벼와 

동일한 소비기작을 가지고 있으므로 논과 밭의 특성 

차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러한 논과 밭의 특성 차이는 주로 유효우량 산정방식

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밭용수 수요량의 추정에는 

FAO와 ICID 등 세계적인 기구에서 추천하는 증발산

량 산정법인 Penman-Monteith식을 채택하고 있으

며, 또한 토양의 특성에 따른 TRAM값을 포장용수량

으로 밭 토양내의 수분을 추적하는 물수지 방법을 이

용하여 유효우량과 밭작물의 필요수량을 산정하고 최

종적으로 10년빈도 한발년에 해당하는 밭작물 필요수

량을 밭작물 수요량으로 결정한다. 밭용수 수요량 중 

관개전의 경우 수리시설물에 의하여 용수를 공급받게 

되므로 관개효율을 고려하게 되며 간이관개전의 경우 

당일의 필요수량을 수요량으로 산정하며, 또한 시설

재배의 경우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의하여 유효우

량이 차단되므로 유효우량을 고려하지 않았다.

(1) 증발산량

지금까지 밭작물의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 주

로 Blaney-Criddle(B-C)법과 FAO-Penman법 등

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합기상자료를 이

용하는 Penman-Monteith법을 FAO, ICID, 세계

기상기구(WMO)등에서 추천하고 있다. Penman-

Monteith법은 여러 연구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존 Penman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 세계적으로 작물 필요수량에 대하여 일관된 값을 

제공하고 적용성이 뛰어나 밭작물의 증발산량 산정

방법으로 적용된다. 

밭작물의 잠재증발산량의 산정은 Penman-Montheith식

을 적용하였으며 실제증발산량은 Crop Evapotranspiration, 

FAO I & D No.56, 1998)의 작물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한다.

ETo=  (8)

여기서, ETo : 잠재증발산량(㎜/일), Rn : 순일사량(㎜/일)

             ea - ed  : 포화수증기압과 공기의 평균실제수증

기압과의 차, T : 평균온도,

            U2 : 높이 2m에서 측정된 풍속, Δ : 수증기압 곡선, 

γ : 습도상수, G : 토양으로 흡수되는 열유동량

ETc=ETo×K                                            (9)

여기서,  ETc : 실제증발산량(㎜/일), ETo : 잠재증발산량

(㎜/일), K : 작물계수

(2) 유효우량

강우량 중에서 작물의 생육에 직접 이용되는 수량

인 유효우량은 밭에서 용수수요량을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인자이다. 유효우량은 강우량과 밭 토양 특성

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므로 총신속유효수분

량(TRAM)을 포장용수량으로 하여 토양의 유효수분

량을 고려한 일별 토양수분추적법을 통하여 유효우량

을 산정한다. 이때에도 논의 유효우량 산정시와 마찬

가지로 강우량이 5.0㎜ 이내의 경우 작물의 잎 등에 

의하여 차단되어 실제 토양에 도달하지 못하는 무효

우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효우

량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유효우량의 상한계는 포

장용수량, 즉 총신속유효수분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

으로 산정하였다. 밭작물의 토양물수지의 핵심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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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M값은 “한국토양의 분류(농촌진흥청)”의 토양의 

물리적 특성자료와 행정읍·면별 토양통 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하였다.

TRAM=(FC-ML) D CP

1
                              (10)

여기서,  FC : 24시간 용수량(부피, %), ML : 생장저해수분점

(부피, %), D : 제한토층의 두께(㎜),

           CP : 수분소비비율의 값(%)

밭작물의 유효우량은 TRAM값을 포장용수량으로 

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토양수분추적에 의한 일별 물

수지로 결정하였다.

D(t)=D(t-1)+Re(t)+Req(t)-U(t)                         (11)

여기서,  D(t) : t일의 밭 토양수분(㎜), D(t-1) : 전일의 밭 토

양수분(㎜), Re(t) : t일의 유효우량(㎜),

            Req(t) : t일의 순관개량(㎜), U(t) : 당일의 소비수

량, Ra(t) : t일의 잠재유효우량(㎜),

           Rep(t) : t일의 유효가능우량(㎜)

① 만약 U(t)≤D(t-1)+Ra(t)

Req(T)=0

② 만약 U(t)>D(t-1)+Ra(t)

Req(t)=D(t-1)+Ra(t)+U(t)

Rep(t)=TRAM-D(t-1)+U(t)

 Ra(t)≥Rep(t)이면, Re(t)=Rep(t), Ra(t)<Rep(t)이면 

Re(t)=Ra(t)

(3) 밭작물의 다목적용수량

다목적 용수량은 작물이 생리적으로 요구하는 수분

보급량 이외의 필요수량으로 재배관리용수, 기상재

해방지용수, 관리작업의 생력화용수 등이 있다. 이들 

용수량은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인 수요

량 확보를 감안하여 밭용수 수요량 산정에 고려한다. 

“농업생산정비계획설계기준(관개편), 1998, 농림부”

은 재배관리용수를 파종·정식기의 용수량, 경운작

업을 위한 용수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작업의 

생력화용수로 액비 용수량, 병충해 방지 용수량, 기

타 용수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상재해방지용

수는 풍식방지를 위한 용수량, 동상해방지를 위한 용

수량, 해풍해방지를 위한 용수량으로 구분된다. 이중 

동상해방지 및 해풍해방지를 위한 용수량의 경우 일

부작물 및 지역에만 적용되므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

으며, 다목적용수량의 공급시기를 작물별 영농기간 

중 나누어 공급하는 것으로 밭 필요수량을 산정한다.

(4) 관개효율

밭작물의 관개효율은 포장내 적용효율과 송수관리

율로 구분되며 밭관개방식은 밭관개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링클러 방식을 적용하여 “농업생산기

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농림부, 1999)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축산용수

축산용수는 가축두수당 물사용량인 양축용수와 가

<표 6>  밭작물의 다목적 용수량

구     분 용수량(㎜) 비  고

재배관리
용수량

파종·정식기 10~15 파종, 경운 등을 합하여 30㎜ 
적용 경운작업 20

기상재해
방지용수량

 풍식방지 5~20 7㎜ 적용

 동상해방지 -  일부작물에만 적용되므로 제외

 해풍해방지 -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므로 제외

병충해
방재등

 액비용수량 20
병충해 방제 및 기타용수량을

고려 30㎜ 적용
 병충해방재 1

기타용수량  미 기상조절 4~6

<표 7>  스프링클러의 관개효율 

구 분 포장내 적용효율 송수관리율 관개효율

스프링클러 80~90% 5~10%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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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가공용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축산용수 수

요량 산정시 축종은 가축통계에서 용수사용량이 많

고 사육빈도가 높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대표축

종으로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1) 양축용수

양축용수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물 수요량으

로서 음용수량과 세정수량(축사 및 기계기구청소)으

로 구분된다. 가축의 음용수량과 세정수량은 사육방

식, 즉 축사형태, 사육규모와 계절적 변화에 의한 차

이가 매우 크나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원단위 개

념의 단위축산용수량 조사연구는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연구중인 내용

도 국내 축산용수의 실제 수요량에 대한 내용이 아니

라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단위자료

의 비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여건에서 국내

와 가장 비슷한 일본자료의 선택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본 “초지개발사업계획설계기준” 자료를 

이용한다.

(2) 가공용수

가공용수는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에서 

산정한 축산가공용수 대 가축사육 물수요량의 비

를 적용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물사용량 추정방법인 

축산가공용수 대 가축사육 물수요량 비율인 13.5% 

: 86.5%를 적용하면 축산가공용수는 양축용수의 

15.6%가 되므로 이 비율을 적용하여 축산가공용수를 

산정한다.

 4.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의 개선방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의 농

업용수 수요량까지 추정하는 것으로 수요량의 주요 

매개변수인 논면적, 지역별 특성자료 등의 불확실성

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농업용수 수요 추

정시 초기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수요량 추정방식, 시나리오 설정방

법을 검토하여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의 시나리오

별 수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용수 수요

량을 예측하는데 있어 이러한 시나리오와 수요량 추

정방법은 가변적인 통계추정치, 실제 사용수량 자료 

부족, 수요량 추정이론에 대한 연구부족 등으로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수요추정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이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자료의 축척 등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실제 사용수량 자료 기초로 한 농업용수 수

요량 추정방법을 검증 및 보완하기 위한 농업용수 사

용수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축적,  둘째, 외

국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증발산

량 및 작물계수 관련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맞는 밭작물에 대한 적정 수요량 산정, 셋째, 

축종별 양축용수 및 가공용수 수요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축종별 적정한 용수의 추정, 넷째, 우리나라

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필요수량의 변화 연구 

<표 8>  양축용수의 축종별 원단위

구분
젖소 한우

(비육우)
돼지 닭 비 고

착우유 건우유

가축두당
물수요량

120~150ℓ 50~60ℓ 50~60ℓ 20~30ℓ 0.3~1ℓ 일본기준

적용 150ℓ 60ℓ 30ℓ 1ℓ

자료 : 일본 초지개발사업계획설계기준, 1994.(축산환경대책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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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변경될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한 수

요량의 예측 등이다. 

또한, 미래에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량농

지 및 집단화된 농지 등(현재의 농업진흥지역의 농

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집중적인 관리 대상 및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현재의 농

업용수 공급기준 한발빈도인 10년보다 더 높은 기준

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물은 지구상의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다. 인간도 물

을 생명의 근원으로 하고 있지만 인간의 현대생활은 

문명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탈자연의 생활로 도시

라고 불리워지는 거대한 인공적인 장소에서 생존하

고 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료수로서 

최소한 필요한 수량은 1인 1일 2~3ℓ정도이지만 현

대사회에 있어서 물은 윤택한 문명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취사, 세면, 세탁, 목욕, 청소, 수세식 화장실, 

냉난방 등에 수도라고 부르는 시설에 의해서 공급되

면서 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상수도는 현대사회에 있어 물을 공급하는 라이

프라인으로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되었다. 오늘

날 도시는 인구의 집중과 경제성장에 따라 상수도의 

수요가 증가되고 상수도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지속

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한편에서는 최근 들어 수자

원의 부족과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해져 도시 활동에 

충분한 물의 수량을 확보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

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수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관심과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대응

이 필요한데, ① 항상 언제 어디서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양질의 물이 공급가능할 것, ② 수질 및 관로

사고와 지진, 갈수 등의 재해에도 라이프라인으로서

의 역할이 가능할 것, ③ 상수도의 고보급시대에 주

민의 요청에 충분이 대응 가능할 것, ④ 지역적으로 

평등한 수압에 의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것 

등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가 중요하며 종합

적인 상수도 운용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농업용수는 자연적인 강우량을 별도의 처리없이 경

지에서 그대로 이용하며, 용수 자체로 자연의 일부

인 경지에 공급되므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는 다

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인 

작물의 성장에 따라 그 필요한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

에 작물의 특성과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농

업용수는 작물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조건, 

작물의 종류, 생육조건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어 다른 어느 용수보다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① 논으로 공급된 용수는 논을 통하여 하부 논으

로 연속적으로 공급되므로 흙과 물이 끊임없이 접촉

하게 되며 기타 생물 및 미생물과 어울려 순환되므

로 친환경성이 대단히 크며, ② 수계 및 유역특성, 농

업용수 이용형태, 경지면적의 크기 등 지역적 요건

과 기상요인에 의한 계절적 편차가 크며, 못자리, 이

앙 등 작부체계에 따른 용수이용의 집중도가 매우 높

고, ③ 수리관행에 따른 취수량은 이론적 필요수량과

는 다르며 실제로 취수에 있어서는 수리관행에 지배

되는 경우가 많고, ④ 논으로 공급된 농업용수 중 관

리용수량이 배수로나 하천으로 회귀되므로 물을 재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용·배수로 겸용 수

로나 간단한 수위조절 물막이 등으로 재이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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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적게 들고 이용효율이 높으며, ⑤ 농업용수는 

기상, 토양, 작물의 종류, 생육조건, 수원공의 종류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⑥ 수

자원의 이용측면에서 강우량을 직접 이용하기 때문

에 기상상황에 따라 일별, 연도별 농업용수의 수요가 

급격히 달라지는데 있다.

기후변화, 물부족 등에 대비하고 우리에게 풍요로

움이 실감 가능한 사회의 라이프라인에 상응되는 상

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후화가 되고 있

는 상수도 시설의 적절한 갱신과 기존시설의 유지관

리 등의 새로운 요청에 대응하고 개개의 상수도시설

에 대한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

로 시설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대규모 상수도 시스

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며,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대

상지역과 계획목표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장래

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계획 목표치를 결정함에 따라 

계획주체의 의사결정에 판단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

는 최적의 물 수요량 예측 및 운영계획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수도 및 농업용수의 

운용계획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물 수요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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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습지는 과거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하여 농업용지, 

주거용지, 공장용지 등 인간의 윤택한 삶을 위한 명목

으로 거침없이 개발되었다(김성봉, 2008). 이러한 개

발로 인하여 많은 면적의 습지가 훼손되고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습지가 쓸모없는 땅이 아니

라 홍수조절, 수질정화,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등 

요약 

댐 상류지역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는 댐의 수질개선, 동식물의 서식처 확보 등과 같은 생태보전 및 경관 

제공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이 지니고 있는 습지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문지형학적 방

법인 HGM과 조건부가치측정법(CNM)을 이용하여 댐습지의 기능 및 가치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포늪과 보령댐

을 기준습지로 선정하여 용담댐의 기능을 평가하였으며,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6대광역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기능이 0.6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댐습지와 자연습지를 비교했을 때, 댐습지가 자연습지의 

약 60%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습지생태공원 조성 시나리오에 대한 용담댐습지의 총 가치는 약 42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 : 댐습지, 기능평가, 가치평가, HGM, C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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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환경보전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이 인류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습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제도들이 마

련되고 있다(Mitsch and Gosselink, 2007). 

습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습

지 복원 및 보전, 그리고 인공습지 조성 등에 대한 계

획 및 제도들이 수립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거에 

습지 지역이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훼손되

거나 소멸된 습지 지역을 다시 복원하려 하고 있으

며, 또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습지를 개발하여 다

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합당한 면적의 대체습지

를 조성하는 습지총량관리제도도 제시되고 있다(환경

부, 2007).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근 수행되거나 계

획되고 있는 각종 하천사업 및 도시개발 상업 등에서

도 인공습지 조성 또는 수변지역 및 저류지를 활용한 

습지복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습지 

조성 및 복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수자원 개발사업 중 

하나가 댐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댐은 과거 수

자원의 확보, 전력생산, 홍수방어 등의 활용 목적으

로 조성된 인공구조물로, 댐의 건설 및 운영은 하천변 

습지의 훼손 및 소멸, 생태변화 등과 같은 하천 및 습

지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으

며, 이로 인해 댐이 하천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

제점이 주로 이슈화되고 있었다(여준호, 2007).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댐과 새롭게 건설되는 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인공습지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계획 및 방

안들이 수립되고 있으며 일부 댐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겨 실제로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

표적인 국내 사례로 운곡습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운

곡습지는 소규모 전력생산 및 용수확보를 위해 건설

된 댐에 의해 형성된 저류지로 최근 이 곳의 생태적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1년 3월 환경부의 습지보호지

역을 지정되었으며, 나아가 2011년 4월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습지로서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습지로 활용되고 있다(환경부, 2011). 이처럼 인

공으로 조성된 습지도 수질개선,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댐 지역에 조성된 인공습지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습지 생태계를 유지하면

서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댐 저류지 또는 댐 주변지역에 인

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지역에 

대한 특성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습지

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습지

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및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

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댐습지가 지니고 있는 습

지의 기능과 습지로의 활용시 도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저류지 및 주변지역에 조

성된 습지를 댐습지라 명명하고, 미공병단에서 제시

한 HGM(Hydro Geomorphic Method) 습지 기능평

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포늪과 보령댐을 기준습지

로 선정하여 용담댐이 지니고 있는 습지의 기능을 평

가하고, 용담댐을 습지로 활용시 도출될 수 있는 가치

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포늪과 보령댐을 기준습지로 선정한 이유

를 설명하며, 먼저 우포늪은 그 보전 상태가 우수하여 

현재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습지로서 댐습지가 

습지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비교분

석하기 위하여 자연습지인 우포늪을 기준습지로 선정

하였다. 그리고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포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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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습지로 하여 보령댐을 대상으로 댐습지의 기

능을 평가한 바 있으며, 또한 용담댐과 동일한 댐 구

조물로 형성된 지역으로 댐습지 유형간의 습지의 기

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보령댐을 기준습지로 선정

하였다.

Ⅱ. 수문지형학적 방법론

본 연구에서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수문지형학적 

방법인 HGM 습지 기능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댐습

지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이 방법은 습지가 지닌 수

문 및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습지를 Riverine, 

Depressional, Slope, Mineral soil flats, Organic 

soil flats, Estuarine fringe, Lacustrine fringe 

습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Riverine 

Wetland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된 습지 기능평가 방

법론을 이용하였다. HGM을 이용한 습지 기능평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대상습지와 기준습지를 선

정하여야 한다. 기준습지는 평가 대상습지와 그 특성

이 유사하면서 습지의 기능이 우수한 습지로 선정되

고, 선정된 기준습지와 평가 대상습지의 각 기능을 나

타내는 변수들의 값을 서로 비교하여 습지의 기능을 

평가하게 된다(Brinson et al. 1995). 

HGM 방법에서의 습지 기능은 총 4가지 측면으로 분

류하며, 이는 다시 15가지의 기능으로 분류된다<표 1>. 

Ⅲ.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이론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은 지배적인 진술선호방식 

혹은 서베이에 기반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CVM 

방법은 거의 모든 비시장재화의 평가 및 모든 환경정

책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광범위한 연구

들이 수행되어졌다. 일반적으로 환경재와 대체, 보완

관계에 있는 시장재화를 관찰함으로써 편익을 추정

하는 방법들이 종종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마샬의 소

비자잉여(Mashallian consumer surplus)에 이론적 

배경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CVM은 직접적으로 

환경재 개선에 대한 가치, 즉 힉스적 보상잉여(CS : 

compensating surplus)인 최대지불의사(willing to 

pay)를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지역의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할 경

우 보상잉여(CS)는 최초의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개

선된 습지생태계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지불하려는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willing to pay, WTP)값이다.  

평가대상재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유도해 내는 방

법으로는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 양분

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지불카드(payment 

card), 입찰게임(bidding game) 등이 있다. 지불의

사액의 추정은 이러한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의존하

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논

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CVM 연구에서 가장 중

요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해양대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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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GM 방법의 습지 기능 분류(Brinson et al. 1995)

구  분 습지의 기능

수문학적 측면

- 장·단기 지표수 저류
- 에너지 감쇄
- 지표하 저류량
- 적정 지하수

생지화학적 측면

- 양분 순환
- 이입된 원소와 화합물 제거
- 미립자의 보유
- 유기탄소 이출

식물 서식처 측면 - 특징적인 식물 군집의 유지
- 특징적인 잔재 생체량의 유지

동물 서식처 측면

- 서식처 공간적 유지
- 산재와 연결성 유지
- 무척추동물의 분포와 수도 유지
- 척추동물의 분포와 수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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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양분선택형을 가장 유

인일치적(incentive compatible)인 방법으로 추천하

고 있다(Arrow et al. 1993). 양분선택형 방법은 선정

된 제시금액을 응답자들 사이에 무작위로 배분한 뒤,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

부를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양분선택형 방법은 시장에서 가격을 보고 구입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적재화의 구매방

식과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형식과도 비슷하여 응답자가 대상

재화에 대한 선호를 사실대로 표현할 유인(incentive 

compatible)이 있다. 이러한 양분선택모형은 Bishop

과 Heberlein(1979)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응답자는 

처음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하

게 된다.  

이제 어떤 지역에 습지와 같은 환경재화가 의 상

태에 있다고 하자. 이러한 환경상태에서 소득 를 가

지고 있는 응답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은 간접효

용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이 습지의 상

태를  에서 으로 개선하는 습지생태공원의 조성프

로그램이 제안되었다고 하자. 즉, 동일한 소득 에서 

응답자의 간접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제 응답자는 금액 A를 지불해야 하는 이 프로젝

트를 수용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응답자의 지불하려는 최대지불의사액인 WTP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변화된 환경 질 하에서 응답자가 지불하려는 

최대지불의사액인 WTP는 최소한 전과 동일한 효용수

준을 보장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WTP

가  프로젝트를 위해 응답자가 지불해야되는 지불금

액 A보다 크다면 응답자는 이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

이며 반대로 적다면 프로젝트를 거부할 것이다. 이제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는 개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

하면 한 응답자의 WTP가 금액 A를 초과하지 않을 확

률, 즉 응답자가 프로젝트를 거부할 확률은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WTP의 확률밀도함수이다. 즉, 

응답자가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하여 no라고 응답

할 확률은  이며 yes라고 응답할 확률은 1- 

가 된다.

양분선택모형에서 응답자들은 주어진 금액 A의 프

로젝트에 대해 ‘yes/no’ 중의 하나로 응답을 한다. 응

답자들의 이러한 응답패턴에 대한 로그우도함수는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N은 전체 응답수를 이야기하며 는 응

답자들이 양분형 CV 문항에 대해 각각 ‘yes’ 혹은 ‘no’

라고 응답을 했을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

면 0의 값을 가지게 되는 지시함수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인 양분선택형 방법은 제시금

액에 대해 단 한번의 질문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

제 CVM연구에서는 후속질문을 한 번 더 하는 이

중 질문유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번만 하는 전

자의 경우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라 하고 2번의 질문을 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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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라 한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에서는 각 응답자에게 두 개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제

시하게 되는데 우선 자신의 WTP가 첫 번째 제시된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의 응답을 요구한다. 두 번째 제시되는 금액은 첫 번

째 제시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제시금

액에 대한 응답이 “예”이면 이보다 큰 금액을 제시하

고 “아니오”면 이보다 작은 금액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방식

으로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것이 단일경계 양분선택

형으로부터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

율적이기 때문이다(Hanemann et al., 1991).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는 응답자가 두 번의 제

시금액에 대하여 yes/no 를 선택하게 된다. 최초 제시

금액인 에 대해서 ‘yes’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보다 높

은 금액인 가 두 번째로 제시되며 ‘no’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보다 낮은 금액인 가 두 번째로 제시

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응답결과는 4가지가 나오게 

된다.  

Pr(‘yes’ and ‘yes’) 

= 

Pr(‘yes’ and ‘no’) 

= 

Pr(‘no’ and ‘yes’) 

= 

Pr(‘no’ and ‘no’) 

= 

응답자들의 이러한 응답패턴에 대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지시함수 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제시금액에 대하여 각각 (yes, yes), (yes, 

no), (no, yes), (no, no)로 대답하면 1을 그렇지 않으

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때,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WTP가 로지스틱곡선

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는 다음과 같이 표

시할 수 있다.

이때 확률변수의 평균과와 확률분포함수와의 관계

에 의해서 WTP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기본적으로 5단계로 구분되

어 적용된다. 먼저 1단계에서 연구대상 환경재를 설

정한다. 2단계에서는 설정된 환경재에 대해 전달하고

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응답자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묘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단계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운용에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

를 보완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설

문을 시행하는 단계로 충분히 교육받은 설문조사원

의 역할이 강조된다. 5단계에서는 설문으로부터 얻어

진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내

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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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의 대상지역은 우포늪, 보령댐, 용담댐으

로, 신한규 등(2009)이 HGM 방법을 이용하여 댐습지

의 기능평가를 수행한 지역인 우포늪과 보령댐을 대상

으로 용담댐에 대한 기능 및 가치평가를 수행하고자 하

였다. 이들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우포늪은 경남 창녕

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 생태계로서,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대에 자리 잡고 있

고, 우포늪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습지의 면적은 우포가 

1,278,285㎡, 목포 530,284㎡, 사지포 364,731㎡ 그

리고 쪽지벌 139,626㎡로 전체 우포늪 지대의 면적은 

2,132,926㎡이다(그림 1). 우포늪은 낙동강의 제 1지류

인 토평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포늪의 수원은 창녕군 

고암면 감리 열왕산에서 발원하여 서향하여 흐르다 창

녕군 유어면 대대리에서 우포에 유입되었다가 남서향

하여 창녕군 유어면 구미리 지점에서 낙동강 본류로 유

입한다. 우포늪은 창녕에서 시작된 침식곡에서 토평천

을 따라 집수된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에 

형성되었는데 홍수 시 낙동강이 역류하여 토평천을 따

라 올라가면서 토사가 쌓여 자연 제방이 형성되어 낮은 

지역에 물이 고여 형성되어진 낙동강의 배후저습성 호

소로 알려져 있다(건설교통부, 2007). 

보령댐은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에 위치하고 있

는 보령다목적댐으로 1996년 10월에 완공되었다. 댐지

점은 웅천천 하구부터 13.7㎞ 상류에 위치하며 유역면

적은 163㎢로 웅천천 유역면적의 69.7%에 해당한다. 

보령댐 주변에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늪형, 소택형, 개방수면) 형태의 4개 습지가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여러 종

의 멸종위기종(새흘리기 등)과 법적 보호종(붉은배새

매, 소쩍새, 원앙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한국수자원공사, 2006).

용담댐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의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다목적 댐으로 2001년 10월

에 완공되었다. 용담댐 유역은 금강유역의 최상류 지

역에 위치하며 유역면적은 930㎢으로 금강 유역면적 

9,810㎢의 약 9.5%에 해당한다. 용담댐 주변에는 그

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택형, 늪형 3가지(늪형, 소

택형, 개방수면) 형태의 5개 습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희귀 및 멸종위

기식물로는 사철란, 뻐꾹나리, 왕벚나무, 태백제비꽃

<그림 2>  보령댐의 위치도 <그림 3>  용담댐의 위치도

<그림 1>  우포늪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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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분류군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1급의 어

류인 감돌고기와 천연기념물인 원앙, 붉은배새매, 새

매, 황조롱이 등 법적보호종인 총 12종의 조류가 서식

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9).

Ⅴ. 댐습지의 기능평가

1 기능평가를 위한 변수 산정

댐습지 기능평가는 댐습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들이 이용되며, 이들 변수의 산정은 기준습지의 특성

을 나타내는 자료와 평가 대상습지의 특성을 나타내

는 자료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변수의 값

은 기준습지의 변수값을 1.0이라 가정하고, 평가 대상

습지의 특성이 기준습지의 특성과 비교하였을 때 75

∼125% 또는 75% 이상일 경우 1.0으로 산정하며, 25

∼75% 또는 125% 이상일 경우에는 0.5, 0∼25% 또는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0.1, 그리고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복원 가능성이 없는 경우 0.0으로 산정한다. 

HGM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들은 습지의 수

리·수문, 지형, 생태, 생지화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다수의 습지에 대한 기능평가를 수행한 국가들과 달

리 국내의 경우 습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초조사 자

료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에서는 국내의 자료부족으로 인해 변수의 산정이 어

려울 경우 해당 변수를 제외시키거나 모형을 이용하

여 기존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변경된 변수는 총 3가지로, ‘물의 저장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양내 공극’을 ‘토양수분함량’으로, 

‘습지에서 대수층 또는 기저유출까지의 지표하 흐름’

을 ‘지하수량’, 그리고 ‘수리학적 지표하 연결’을 ‘측방

유출량’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산

정하기 어려운 변수들 중 일부 변수에 대하여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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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경된 변수의 산정방법

변  수 산정방법

VPORE(토양수분함량) SWAT 모형을 이용한 토양수분함량 모의를 
통한 결과를 이용

VSUB IN(습지 내 지표하 흐름)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뿌리대(root zone)에
서 얕은 대수층 사이에 이동하는 물의 양을 
모의하여 이용

VGWOUT(지하수량) SWAT 모형을 통해 대상지역 내 지하수량을 
모의하여 이용

VSURFIN(지표유입량)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에서 발생
되는 지표유출량을 모의한 결과를 이용

VSUB CON(수리학적 지표하 연결)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된 측방유출량
의 결과를 이용

<표 3>  기능평가를 위한 보령/용담댐의 변수 산정 결과(기준습지 : 우포늪)

변수 보령댐 변수값 용담댐 변수값 값 보령댐 변수값 용담댐 변수값 변수 보령댐 변수값 용담댐 변수값

VFREQ 1.0 0.1 VSUB IN 0.1 0.5 VPATCH 1.0 1.0

VINUND 0.5 1.0 VGWOUT 0.1 0.5 VGAPS 0.5 0.5

VMICRO 0.5 0.5 VP ROD 0.5 1.0 VDURAT 0.1 0.1

VSHRUB 0.5 0.5 VSURFIN 0.5 1.0 VSUB CON 0.5 0.5

VDTREE 0.5 1.0 VSORPT 0.1 0.1 VSINVT 1.0 1.0

VBTREE 0.5 1.0 VSUB FCON 0.5 0.5 VLINVT 1.0 1.0

VCWD 0.0 0.0 VHERB 0.5 0.5 VAQINVT 1.0 1.0

VSURWAT 1.0 1.0 VORGAN 0.5 0.5 VFISH 1.0 1.0

VMACRO 1.0 1.0 VCOMP 0.5 0.5 VHERP 1.0 1.0

VPORE 0.5 1.0 VCANOPY 1.0 1.0 VBIRD 0.5 0.1

VWTF 0.5 0.5 VSTRATA 1.0 1.0 VMAMM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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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습지 기능평가를 위한 변수들은 우포늪과 보령

댐, 용담댐 지역에 대한 문헌자료, 현장조사, SWAT 

모형 모의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

며, HGM 방법을 이용된 변수들의 산정방법은 신한

규 등(2009)이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산정방법을 변경한 일부 변수들에 대한 산정방법

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의 각 변수별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산정된 변수값

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상지역인 3곳 중에서 우포늪을 기준습지로 선정하고 

<표 4>  기능평가를 위한 용담댐의 변수 산정 결과(기준습지 : 보령댐)

변수 용담댐 변수값 변수 용담댐 변수값 변수 용담댐 변수값 변수 용담댐 변수값 변수 용담댐 변수값

VFREQ 0.1 VSURWAT 1.0 VSURFIN 0.5 VSTRATA 1.0 VAQINVT 1.0

VINUND 1.0 VMACRO 1.0 VSORPT 0.1 VPATCH 0.5 VFISH 1.0

VMICRO 1.0 VPORE 1.0 VSUB FCON 1.0 VGAPS 0.5 VHERP 1.0

VSHRUB 1.0 VWTF 0.5 VHERB 1.0 VDURAT 0.5 VBIRD 0.1

VDTREE 1.0 VSUB IN 0.5 VORGAN 1.0 VSUB CON 0.5 VMAMM 0.5

VBTREE 1.0 VGWOUT 0.5 VCOMP 1.0 VSINVT 1.0

VCWD 0.0 VP ROD 1.0 VCANOPY 1.0 VLINVT 1.0

<표 5>  HGM방법의 각 기능별 기능지수 산정식

구  분 습지의 기능 기능지수 산정식

수문학적 측면

단기 지표수 저류

장기 지표수 저류

에너지 감쇄

지표하 저류량

적정 지하수

생지화학적 측면

양분 순환

이입된 원소와 화합물 제거

미립자의 보유

유기탄소 이출

식물서식처 측면 특징적인 식물 군집의 유지

동물서식처 측면

서식처 공간적 유지

산재와 연결성 유지

무척추동물의 분포와 수도 유지

척추동물의 분포와 수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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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을 평가 대상습지로 선정하여 변수를 산정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보령댐을 기준습지로 선정하고 용

담댐에 대한 변수를 산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포늪을 기준습지로 하여 보령댐과 용담댐에 대해 산

정된 변수값은 <표 3>과 같으며, 보령댐을 기준습지로 

용담댐에 대한 변수값을 산정하면 <표 4>와 같다. 

2 기능지수 산정

댐습지의 기능평가는 각 기능에 대한 기능지수의 산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능지수는 기능지수 산정식

을 이용하여 습지의 4가지 측면에 대한 15가지 기능

별로 산정된다. 기능지수 산정식은 각 대상지역에서 

산정할 수 있는 변수들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산정된 변수들을 토대하여 기능지수를 산정

하기 위한 산정식은 <표 5>와 같다. 

변수 산정과 마찬가지로 기능지수 산정 결과는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포늪을 기

준습지로 하고 보령댐과 용담댐의 기능지수를 산정하

였으며<표 6>, 두 번째는 기존에 수행된 보령댐의 기

능지수를 기준으로 용담댐의 기능지수를 산정하였다

<표 7>. 

3 댐습지의 기능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준습지를 우포늪과 보령댐으로 선

정하였을 경우로 구분하여 용담댐에 대한 댐습지의 

기능지수를 산정하였다. 먼저, 기준습지를 우포늪으

로 선정하여 용담댐의 기능지수를 살펴보면, 용담댐

의 기능지수는 0.245∼1.0까지 분포하는 것을 나타났

다. 이는 습지의 기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자연

습지인 우포늪과의 비교를 통해서 산정된 결과로 용

담댐이 자연습지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보령댐을 기준습지

로 선정하여 산정된 기능지수를 살펴보면, 우포늪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높게 산정되었으나, 보령댐이 수

행하고 있는 습지의 기능에는 못 미치는 것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이 2가지 경우에 대해 기능지수를 

보면, 습지의 기능 중에서 수문학적 측면의 기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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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령댐과 용담댐의 각 기능별 기능지수(기준습지 : 우포늪)

구  분 습지의 기능
보령댐

기능지수(fCI)
용담댐

기능지수(fCI)

수문학적 
측면

단기 지표수 저류 0.632 0.245

장기 지표수 저류 1.000 1.000

에너지 감쇄 0.707 0.250

지표하 저류량 0.500 0.750

적정 지하수 0.100 0.500

생지화학적 
측면

양분 순환 0.500 1.000

이입된 원소와 화합물 제거 0.694 0.611

미립자의 보유 0.559 0.566

유기탄소 이출 0.512 0.512

식물서식처 
측면

특징적인 식물 군집의 유지 0.750 0.833

동물서식처 
측면

서식처 공간적 유지 0.833 0.833

산재와 연결성 유지 0.520 0.340

무척추동물의 분포와 수도 유지 1.000 1.000

척추동물의 분포와 수도 유지 0.875 0.650

<표 7>  용담댐의 각 기능별 기능지수(기준습지 : 보령댐)

구  분 습지의 기능 기능지수(fCI)

수문학적 측면

단기 지표수 저류 0.283

장기 지표수 저류 1.000

에너지 감쇄 0.274

지표하 저류량 0.750

적정 지하수 0.500

생지화학적 측면

양분 순환 1.000

이입된 원소와 화합물 제거 0.639

미립자의 보유 0.791

유기탄소 이출 0.866

식물서식처 측면 특징적인 식물 군집의 유지 1.000

동물서식처 측면

서식처 공간적 유지 0.667

산재와 연결성 유지 0.620

무척추동물의 분포와 수도 유지 1.000

척추동물의 분포와 수도 유지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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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각 기능지수 산정

시 이용되는 수리·수문 관련 변수의 값이 낮게 산정

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수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

른 측면의 기능들의 기능지수 감소의 주된 요인은 수

리·수문 관련 변수가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Ⅵ. 경제적 가치평가

1 CVM의 설계

1) 목표 모집단 설정과 표본선택

비시장적 가치추정을 위하여 CVM을 적용하는 경우 

설문지 디자인에서부터 실제 설문조사 및 설문분석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한정된 기간에 충실

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CVM 연구단계와 단계별 수

행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전장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댐습지의 가치평가를 

위한 CVM을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CVM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표본은 조건부 상품의 

시장영역(extent of market) 즉, 목표 모집단의 성격

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목표 모집단은 관례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적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비사용가

치를 포함한다면 목표 모집단은 지리적으로 좀 더 포

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댐습지의 경우 다목적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가치중 비사용가치

의 비중이 높으며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해 고려

하여 좀 더 포괄적인 모집단을 고려하여 6대광역시(울

산광역시제외)로 하였다. 표본수는 600명으로 하되 6

개광역시의 세대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인원을 안배

하였다. 

2) 설문조사기법의 선정

설문조사방식으로는 대인면접법, 우편조사, 전화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들 주에서 본 연구에

서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배경설명 등을 설명하기

가 용이하며, 복잡한 질문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어 

CVM 설문조사에 더 적합한 것으로 NOAA 패널에서

도 추천하고 있는 대인면접법을 선정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2011년 8월 서울에 소재한 전문 여론조사기관

에 의한 대인면접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선발된 조

사원들은 모두 CVM 등 시장실태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과 보조자료의 사용법 

등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원들이 조사목

적과 설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또 적절하게 응

답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3) CVM 설문지 디자인

CVM은 무작위 추출된 응답자들에게 명확하게 정의

된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WTP를 직접 질문하

<그림 4>  CVM의 단계별 절차

1단계

3단계

2단계

4단계

설문지디자인
가상시장설정

계량경제학적
분석

설문지검증
수정실험설계

이론적 타당성
검토

·댐 습지에 대한 포괄적 문헌조사 및 사전답사
·평가대상재화와 서비스 정의
·지불수단의 선택
·지불의사유도방식의 선택

·자료요약 및 자료타당성 검토
·지불거부의사의 분석
·WtP 표본평균 및 신뢰구간 추정
·WtP 함수추정: 실험설게 및 사회경제 변수

·표적집단, 전문가자문을 통한 예비실험
·각종 평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
·제시금액에 대한 실험설계

·제시금액에 따른 예/아니오 비율
·경제이론과 부합되는지 검토
·다양한 추정모형을 통한 민감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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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응답자들의 선호를 화폐 단위로 도출하는 방법이

다. 보통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WTP 진술을 

유도하는데, CV(Contingent Valuation) 설문을 받은 

응답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해

하여 사려깊고 진실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

절한 단어와 문장, 질문 형식과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배치와 구성 등에 유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 CV설문지의 구성요소와 포함된 내용

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4) 설문지 검증 및 수정

설문지 초안에 대한 CV문항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성과 검토과정에서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수자원공

학자, 생물학자 등 습지생태계의 특성과 관련된 분야

의 전문가들의 토론과 검토를 병행하였다. 또 설문지

초안을 대상으로 88명의 표본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하

였다. 또한 사전조사 시 사전조사 시에는 개방형질문

도 병행하여 본 조사에서 제시될 양분선택형 질문의 

제시금액의 범위를 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

다. 사전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의 제시금액을 설계하였다. 

5) 표본설계와 조사실시

본 연구는 2011년 8월에 서울시를 비롯한 6대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외)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한 설

문을 시행하였으며, 6대 광역시의 연령층 등 인구특성

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600개의 표본을 임의 추출

하였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분의 조사가 

진행되어서 최종적으로 622개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설문대상은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

만의 기혼 세대주 혹은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조사지역의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얻

기 위하여 각 지역의 가구비율을 고려하되 지역별 가구 

수로 비례할당하게 되면 서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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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설문지의 구성요소 및 내용

설문지 구성요소 내용

설문의 목적
설문지의 맨 앞장에 응답자들이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협조할 마음이 생겨서 진실한 응답을 해줄 수 있도록 CV설문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면
접원들은 설문위탁기관에 대하여 미리 밝혀주고, 또한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해 주었다. 

태도 및 지식에 관한 문항 응답자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응답자들의 습지 등 환경재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수준을 묻는 문항들을 질문하였다.

사용에 관련된 문항 습지 및 댐에 대한 방문경험을 질문하였다.

CV시나리오와 
가상시장의 설정

· 시나리오설정 : 현재 댐습지상태로부터 개선된 환경질을 표현하기 위해 습지생태공원 조성이라는 CV시나리오를 도입하여 보기카드에 조성
전(reference level)과 조성후(target level)의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 지불수단선택 : 세금이 일반적이나 사전조사결과 세금에 대한 저항응답을 고려하여 차선의 방식인 기금을 선택하였다.
· 지불의사유도방식 : 정부예산지출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응답자의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최소 WTA보다는 이해하기 용이한 최대WTP로 질문

하였다. 양분선택형질문을 하였으며 지불의사를 묻기전 대체재 및 예산제약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 후속질문 : CV문항에서 진술된 응답의 타당성과 동기를 이해하고, 잠재적 지불거부의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CV연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응답자들의 WT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인으로 응답자들의 나이, 성별, 가족수, 소득 수준 그
리고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조사하였다.

<표 9>  제시금액의 설계

최초제시금액 no 응답시의 제시금액 yes 응답시의 제시금액

2,000 1,000 4,000

4,000 2,000 8,000

6,000 3,000 12,000

8,000 4,000 16,000

10,000 5,000 20,000

12,000 6,000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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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은 매우 적게 할당되므로 지역별로 25명씩 기본

할당 후 나머지는 가구 수에 따라 비례 할당하였다. 또

한 본 조사는 가구주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남녀 

성비를 1:1로 맞추었으며 연령 비는 각 지역별 가구주 

연령 비에 비례하도록 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 및 경제적 가치 추정

1) 지불의사액의 응답분포

CV 문항이 양분선택형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어진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자들의 ‘예/아니오’의 비율을 살

펴봄으로써 CV 문항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

다. 용담댐습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포가 아래의 표

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2,000원에서 

12,000원으로서 101명에서 107명까지 균등하고 무작

위하게 할당되었다. 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환경질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YY

의 응답은 제시금액이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하

여 무응답인 NNN은 가격에 비교적 관계없이 고른 분

포를 보이고 있다. 둘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제시금

액에 대해서 no-no의 응답을 보이는 가구수(NNY와 

NNN)는 306가구(4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에서 

습지생태공원의 조성이 1원 이상의 가치도 없다고 응

답한 가구(NNN)는 256가구(41%)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CV문항에 대한 답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후속질문(follow-up questions)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일양분선택형 

질문에서의 ‘no’ 혹은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에서 ‘no/

no’로 응답한 사람들에 대하여 ‘0’보다 큰 지불의사가 

있는 지를 추가 질문한 후 ‘yes’의 응답자에게는 구체

적인 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도 ‘no’ 대답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CV 문항에 대한 지불거부의사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후속질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후속질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08)에서 

제시하는 사례에 따라 질문하였다. 아래의 표는 용담

댐습지에 대한 후속질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에 따르면  용담댐습지의 경우 전체 622명중 256명인 

41%의 응답자가 ‘0’ 이하의 지불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08)에 따르면 후속질문 중 1번에서 

7번까지는 무응답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답변동

기이며 8번부터 12번까지는 무응답을 저항응답으로 

볼 수 있는 답변동기이다. 즉, 용담댐에서는 ‘0’ 이하의 

<표 10>  용담댐습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응답분포

첫 제시금액
(원)

표본크기
응답수

YY YN NY NNY NNN

2,000 101 32 26 10 1 32 

4,000 102 17 24 18 3 40

6,000 103 7 22 20 6 48

8,000 107 10 15 17 21 44

10,000 103 6 28 15 8 46

12,000 106 6 26 17 11 46

합계 622 78 141 97 50 256 

<표 11>  용담댐습지 추가질문 결과

추가질문 응답수
비율
(%)

항의성
응답여부

1. 우리 가족은 지불할 능력이 없다 17 7 X

2.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제시된 변화가 너무 작다 6 2 X

3.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 둘만큼 중요하지 않다 25 10 X

4. 제시된 대책들이 효과적일지 의심스럽다 26 10 X

5.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54 21 X

6. 우리 주변에 비슷한 대체재들이 많다 8 3 X

7. 생태습지공원이 계획대로 조성될 것인지 믿을 수 없다 19 7 X

8. 이미 충분한 세금 및 기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30 12 ○

9. 정부가 이런 환경분야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4 2 ○

10. 추가적 징수없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31 12 ○

11. 판단할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17 7 ○

12. 징수된 기금이 사업목적에 알맞게 쓰이지 않을 것이다 19 7 ○

합계 25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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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256명중 40%에 해당하는 101명이 항의성응답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표본 622명의 약 

16%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전체응답자 중 이러한 항

의성 응답자를 제외한 521명에 대하여 모형분석을 실

시하기로 한다.

2) 경제적 가치추정 결과

최우(ML)추정법에 의해 용담댐습지의 경우 단일경계 

양분모형과 이중경계 양분모형을 추정한 결과가 아래

의 <표 12>와 같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두 모

형에 있어서, 모형전체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값은 0.0

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중경계양분 모형의 경우 모두 추정치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두 모형에 있어서 제시금액 A의 계수( )의 추정

치가 모두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No’라

고 응답할 확률을 로 

설정하였으므로 응답자에게 제시된 금액 A가 높아질

수록 ‘No’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CV연구의 이론적 타당성과 합치된다. 넷째, 

평균 WTP의 추정치는 단일경계 양분모형과 이중경계 

양분모형에서 각각 3,697원과 4,818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WTP는 각각 유의수준 10%와 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 더욱이 95%의 신뢰구간내의 점

추정치를 위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한 결

과 두 평균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중경계 양분모형의 경우 신뢰구간을 상당히 밀착되

게 하고 있다. 

공변량(covariate)이 있는 모형을 추정함으로서 CV

연구의 내부적 일관성(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즉 인지적 변수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

을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서 제시금액을 ‘yes’할 확률

과 이들 변수들과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 공변량이 

있는 모형을 추정하는데 이용된 인지적 변수 및 사회

경제적 변수의 정의 및 표본통계는 아래와 같다.

두 모형에 있어서, 모형전체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값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추정

계수의 부호들은 사전적으로 예상했던 부호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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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용담댐습지 CVM의 추정결과비교

변수 단일경계 양분모형 이중경계 양분모형

상수( )
  0.3737 
  (1.850)* 

1.0214
 (8.849)***

제시금액( )
(단위:1,000원)

 0.1011
   (3.875)***  

 0.2120
(18.607)***

관찰가구수 521 521

로그우도(Log-likelihood) 347.0  705.8

값 694 1411

값 0.0 0.0

평균 WTP(원) 3,697 4,818

표준오차  2117 408

-value (1.747)*  (11.808)***

95% 신뢰구간 [215, 7179] [4,147,  5,489]

<표 13>  용담댐의 변수정의 및 표본통계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Knowledge
습지에 대한 사전지식
(1=전혀모름~4=잘 알고 있음)

2.36 0.74

Visit
최근의 습지방문여부 
(0=없다, 1=있다)

0.26 0.44

Income
세액공제후 월평균 가계소득
 (단위:1,000원)

3.31 1.72

Age 응답자의 나이(연수) 40.17 12.8

Education
응답자의 교육수준
(0=무학~20=대학원졸)

13.85 2.52

Family size 응답자의 가족수 3.72 1.1

Understanding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해정도
(1=전혀아니다~5=아주 그렇다)

3.6 0.86

Distance
용담댐습지에서 광역시까지의 거리
(단위:㎞)

145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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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즉, 제시금액이 적을수록, 습지에 대

한 사전지식이 있을수록, 습지에 방문경험이 있을수

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제공된 설문정보에 대한 이

해도가 높을수록, 거주지와 용담댐과의 거리가 적을

수록 ’yes’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이 공변량이 있는 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

형의 내부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하에서는 

CVM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인 WTP의 추정에 집중하기 

위하여 공변량이 없는 경우 추정된 WTP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WTP 추정치의 요약 및 총 가치

아래의 <표 15>은 추정한 용담댐습지의 평균WTP

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응답표본은 성, 지

역을 고려하여 6대광역시 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6대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총 가치를 추

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현재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6대광역시(울산광역시 제외)의 가구수는 

8,698,724 가구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용담

댐습지의 총 가치를 환산해 보면 32,159(백만원)∼

41,910(백만원)의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용담댐습지의 총 가치를 기존

에 수행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내륙형습지인 우포늪의 

총 가치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포늪의 총 가치 

추정은 곽승준 등(2002)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 연

구에서는 6대광역시를 모집단으로 하여 우포늪의 보

존가치를 5년 동안 매년 지불하는 가구당 지불의사액

(WTP)으로 평균WTP를 2,731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러한 추정치를 본 연구의 추정치와 비교하기 위해서

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하는 

<표 14>   공변량이 있을 경우 용담댐습지 이중경계 CVM의 추정
결과 비교

변수  단일경계 CVM 이중경계 CVM 추정계수의 예상부호

Constant
-1.0783
-1.004

0.3494
(0.416)

△

Bid
0.1277
(4.5)***

0.2355
(17.912)***

+

Knowledge
0.2089
(1.454)

0.3371
(2.721)***

+

Visit
1.0452

(4.553)***
0.9821

(4.814)***
+

Income
0.1528
(2.491)**

0.1141
(2.224)**

+

Age
-0.0131
-1.568

-0.0181
(-2.552)**

△

Education
0.0907
(2.005)**

0.0542
(1.405)

△

Family size
-0.1031
(-1.091)

-0.0671
(-0.857)

△

Understanding
0.1845
(1.648)*

0.1461
(1.522)

+

Distance
-0.4856
(-2.24)**

-0.6315
(-3.588)***

-

관찰수 521 521

로그우도 312.6 663.8

값 625.2750 1327.715

값 (0.000) (0.000)

(1)  ( )안의 수는 t-통계량이며***,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예상부호의 +, - 는 각각 양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는 선험적
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표 15>  용담댐습지의 총가치 추정

구분 1가구당 WtP (원) 총가치 (백만원)

용담댐습지
단일경계 CVM 3,697 32,159 

이중경계 CVM 4,818 41,910

<표 16>  용담댐습지와 우포늪가치의 비교

구분
총 가치

(2005년 불변가격,백만원)
우포늪 대비
가치비율

우포늪 단일경계 CVM 116,529 1

용담댐습지
단일경계 CVM 27,699 0.24

이중경계 CVM 36,09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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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총 가치를 2005년 불변가격으

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우포늪의 총 가치와의 비교 결과 용담댐습지의 총 

가치는 우포늪의 24∼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Ⅶ.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습지의 수리·수문, 지형,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습지 기능평가 방법인 HGM을 이용하

여 용담댐에 대한 댐습지 기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댐

의 친환경적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기능평가 결과 국내에서 습지로서의 보존성이 우수

한 우포늪과 비교하였을 때 용담댐은 약 65%의 습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보령댐과 

용담댐을 비교하였을 때는 용담댐이 보령댐습지의 기

능에 약 72%에 해당하는 평가되었다. 경제적 가치평

가 결과로 용담댐의 지불의사액(WTP)과 총 가치가 각

각 최대 4,818원과 41,910백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자연습지인 우포늪의 가치와 비교하였을 때 용담

댐의 가치가 우포늪의 24∼31%에 해당하는 것을 분석

되었다. 

이는 기존에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

었던 댐이 습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댐 저류지 및 주변지역의 습지지역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보존한다면 보다 우수한 습지의 기능

을 수행하여 댐지역을 기존의 이·치수 목적뿐만 아

니라 생태공원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측면으로도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처럼 습지생태공원 조성에 따라 도출되는 경

제적 가치는 향후 댐 건설 편익에 반영하는 방안이 수

립되어 편익산정에 반영된다면, 댐 건설 편익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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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정계수의 적용을 받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는 달리 민간 발전사는 시장가격으로 정산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높은 

초과이윤을 달성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계약(Vesting Contract) 제도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규제계약의 기본 개념, 계약내용, 타 전력거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규제계약의 주요 내용등을 살펴보

고, 주요국들의 규제계약 추진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규제계약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보정계수 제도

의 확대 적용과 유사하다는 우려, 판매경쟁 도입과의 연계 필요, 수력발전에의 적용 타당성을 비롯하여 규제계약 적용을 

위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단어 : 규제계약(Vesting Contract), 전력시장, 수력

Ⅰ. 서론

Ⅱ. 규제계약 관련 정책환경

Ⅲ. 규제계약 주요 내용

Ⅳ. 규제계약 해외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

Ⅰ. 서론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다양한 형태의 전력 거래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

지는 기저발전기에 대해서는 기저한계가격(BLMP, 

Base Load Marginal Price)을, 일반발전기에 대해

서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국제 석탄가격 인상으로 인해 

기저한계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한전의 부담이 커지게 

되자, 2007년부터는 기저발전기에 대해서는 기저상

전력시장 규제계약(vesting contract) 제도의

해외 사례 및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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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격(RMP, Regulated Market Price) 제도를 도

입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2008년에 폐지되었다. 

대신 한전의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최적전원을 유도

하기 위해 계통한계가격(SMP)에 전원별로 보정계수

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9·15 정전사태를 경험하고, 한전 

발전자회사 대비 민자 발전사의 과도한 수입이 화두

가 되면서 2013년에 전력시장에 규제계약(Vesting 

Contract)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규제계약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1월부터 

규제계약이 본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계약 제도는 수력을 비롯한 전력 전반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제도변화라는 

점에서 규제계약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향후 국내 전력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계약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규제계약의 주요 내용과 해외 사례

를 통해 수력을 비롯한 전력시장에서의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Ⅱ. 규제계약 관련 정책환경

원자력,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을 담당하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계통한계가격에 정산조정계수를 적

용하기 받기 때문에 1kW당 40~60원 수준에서 전력

을 거래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나 경유를 이용하는 

민간 발전회사는 정산조정계수로 보정되지 않은 계

통한계가격 그대로 전력을 거래하기 때문에 1kW당 

250원까지 높게 전력대금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 인

해 2012년 기준으로 6개 발전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이 

8,061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 민자발전사의 당

기순이익은 9,627억원으로 역전되었다. 대기업 민자

발전사의 발전설비용량이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의 

1/10 수준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기업 발전자회사의 수익 회수 방안이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

에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발

생하고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전력시장 가

격 안정화를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

기된 것이다. 

2013년 5월, 김한표 의원이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

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취지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력

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전력가격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상

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

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

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i)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고(제33조제2항), (ii) 원자력·수력·석탄 등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하여는 차액계약을 통해서만 전력 거래하며(제34

조제2항) (ii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차액계약을 인

가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제34조제4항).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저발전에 해당하는 

원자력, 수력은 기존의 정산조정계수에서 규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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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되어 큰 변화가 없으나, 수력은 기존의 전

력시장가격에서 규제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본 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규제계약 제도와 전력가격상한제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며 전력시장 거래제도

의 개선으로 전력수급 불균형의 해소와 전기요금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기 개정안은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1월 중순부터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계약발전 물량

은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계약가격(Strike Price)으로 

정산되며,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

회사는 한전에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Ⅲ. 규제계약 주요 내용

1. 기본 개념

규제계약 제도는 차액정산계약(CfD)의 일종으로 

정부 등 규제기관의 강제 하에 판매사와 발전사가 전

력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가별 전력수급 상

황과 경쟁구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규제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i) 경쟁시장 이

행기에 효율성이 낮은 발전기의 좌초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ii)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

력을 완화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급예비력이 풍부한 호주 Victoria는 발전사의 매

각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 시장가

격보다 높은 계약가격을 설정하여 좌초비용을 회수

하였다. 반면, 싱가폴과 South 호주는 경쟁도입 이후 

발전사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전력가격이 급격히 상

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규제계약 제도는 궁극적으로 시장가격 변동성에 따

른 판매 및 발전사업자의 재무리스크를 해지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일하게 규제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싱

가폴의 경우, 규제기관인 EMA에서 규제계약 물량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총수요의 60% 수준이 된다. 

이는 산업조직론에서 기업간 물량경쟁을 다루는 꾸

르노(Cournot) 게임모형을 적용하여 발전사간 담합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량 산정에 이론적 근거를 두

고 있다. 

규제계약은 단방향 계약(One-Way Contract)과 

양방향 계약(Flat Contract)으로 구분된다. 

단방향 계약은 계통한계가격이 계약가격을 상회하

는 경우, 발전사가 초과이익분을 판매사에게 지급하

나, 반대로 한계가격이 계약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

는 아무런 차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격상한(Price Cap)과 동일하다. 단방향 계

약은 일반적으로 LNG복합과 같은 피크 발전기를 대

상으로  체결되는데, 이는 일반 발전기가 기저발전기

와는 달리 변동비가 높아 발전기 가동여부가 불확실

하여 특정 가격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방향 

계약을 통해 수요증가에 따른 시장가격 상승시 초과

수익을 회수하여 가격변동이 큰 발전기에 대한 재무

<표 1>  전기사업법 개정안(김한표 의원 발의안)

현   행 개 정 안

자회사 민간/기타 자회사 민간/기타

원자력·석탄

정산조정계수

정부승인 차액계약
(V/C)

수력 
전력시장가격
(CBP시장)LNG·유류

전력시장가격
(CBP, 가격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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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단방향 계약은 발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판매회사가 그 

대가로 일정한 기간마다 옵션 수수료(Option fee)를 

발전사에 지급해야 한다. 

양방향 계약은 계통한계가격이 계약가격을 상회

할 때는 발전사가 판매사에게 초과이익분을 지급하

고, 반대로 계통한계가격이 계약가격을 하회하는 경

우 판매회사가 발전사에게 초과이익분을 지급함으로

써 일정한 가격에서 전력이 거래되도록 하는 장치이

다. 발전사와 판매회사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

이기 때문에 단방향 계약과는 달리 판매회사가 옵션

수수료(Option fee)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양방향 계약은 계통한계가격과 독립적으로 전력거

래가격을 확정하여 발전기의 수익성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적

인 가치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 

규제계약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방향 

계약을 채택하였다. 양방향 계약은 변동성이 작고 평

평한(Flat) 한계비용을 가지면서 비용과 운영상 예측

이 용이한 기저발전기에 적합하다.  

  

2. 계약의 주요 내용

규제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가격, 가격조정, 계약

물량으로 구성된다. 

계약가격의 경우, 주로 발전기의 장기한계비용

(LMC)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단기한계비용(변

동비)에 감가상각비 및 적정 투자수익률을 보상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소비자 요금 수준이 전력산업 적정

수익률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발전사의 투자수익률을 

하향조정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조정은 물가상승률, 시장가격 변동폭, 등을 고

려하여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시행된다. 현재 유일하

게 규제계약을 시행하는 싱가폴은 2년마다 기준가격

을 산정하고 분기별로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

는데 투자비에는 도매물가지수를, 경상경비에는 소

매물가지수를 곱하는 방식을 취한다. 

계약물량의 경우, 모든 발전기의 발전량 전체를 대

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입목적이나 

시장환경에 따라 물량배정율을 조정, 결정한다. 초기

에는 부하수준별(기저, 중간, 첨두)로 구분하여 모든 

발전기와 체결하나 소비자요금 정책과 경쟁이행단계

에 따라 첨두부하부터 물량을 감소시킨다. 계약물량

이 감소할수록 가격변동성이 커지므로 자발적인 쌍

무계약으로 이전되게 된다. 

3. 타 전력거래 제도와의 비교

1) 보정계수

보정계수 제도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 균형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계통한계가격과 변동비 차

이를 보정계수(정산조정계수)로 조정하기 때문에 계

통한계가격(SMP) 전망과 실적 차이에 따라 수익오차

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규제계약 제도는 계약가격

에 의해 정산하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 변동의 영향

이 작다. 

보정계수는 현재 한전의 발전자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규제계약은 발전자회사를 포함하여 수력

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정계수에서 정산은 변동비 + {(시장가격 - 변동

비) × 보정계수} + 용량가격으로 이루어지나, 규제계

약에서는 연료비 + 일반경비 + 고정비(투자수익 반영)

로 변경된다. 

보정계수는 1년에 1회 산정되며, 시장가격 전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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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간 차이가 발생할 때 분기별 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규제계약은 2년마다 계약가격을 산정하며, 분

기마다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현재의 보정계수 제도는 발전자회사들의 수익이 발

생하면 이를 회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발전자회사

가 효율성을 개선할 유인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계약은 계약가격이 결정되면 2년 동안 물

가지수 변동분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발전사가 효율성을 제고할 유인을 가

지게 된다. 

2) 차액정산(CfD)

차액정산 제도는 시장가격 변동에 기인한 재무위험

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 경쟁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도

입된 제도이다. 

차액정산과 규제계약간 근본적 차이는 계약의 강제

성 여부이다. 차액정산은 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사적

재무계약이기 때문에 발전사에도 선택권이 있다. 반

면, 규제계약은 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강제재무계약

이기 때문에 실행력 담보를 위해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계약은 경쟁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계약물량을 

축소하나 차액정산은 재무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물

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3) 전력수급계약(PPA)

전력수급계약은 신규 발전기를 건설하는 시점에서 

해당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계약가격에 거래

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맺는 제도이다. 구조개편 이전

에 민자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해외 발전사업

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를 제

외하고는 신규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력수급계약은 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사적실물계

약이라는 점에서 차액정산과 유사점을 가지나 해당 

발전기의 발전량을 계약물량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Ⅳ. 규제계약 해외사례

1. 노르웨이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이 98.6%로 세계 6위의 수력발전 국가이다. 발전 대

부분이 수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발전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로 건기에

는 Nord Pool을 통해 주변국들로부터 전력을 수입하

며, 우기에는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91년 에너지법 발효를 통해서 1992

년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경쟁

분야인 발전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일체 없다는 것이

다.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규제계약 같은 규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으며, 경쟁분야인 판매 부문(소비자 요

금)도 정부 규제가 일체 없다. 다만, 자연독점분야인 

송배전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법이 발효된 1991년부

터 1996년까지는 고정된 투보율을 포함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에 따라 요금규제를 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한 총수입규제(Income cap)

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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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르웨이의 발전원별 발전량

구분 수력 화력 풍력 계

발전량(GWh) 140,663 1,147 917 142,727

구성비(%) 98.6 0.8 0.6 100

자료 : Nordel, 2008, Nordel Annual Statistic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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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전력 거래 및 계약제도는 크게 4가

지로 구분된다. 첫째, 물리적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으로서 Nord Pool에서 하루전 거래에 대해 

이루어지는 스팟시장 (Spot Market)의 장외에서 각 

사업자간에 체결된다. 둘째, 현물시장(Spot Market)

은 Nord Pool에서 하루전 거래에 대한 공급 및 수요

자의 입찰에 따라 단일시장가격(SMP)이 결정되는 물

리적 시장이다. 셋째, 균형시장(Regulating Market)

은 실시간(급전)으로 쌍무계약 및 스팟시장에서의 거

래량과 실제 거래량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

장으로서 국영 송전회사인 Statnett에 의해 운영되

며, 균형시장 참여자는 15분 내에 공급과 수요를 조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시장(Financial 

Market)은 물리적 쌍무계약에서 확장된 금융적 시장

으로 실제 물리적 거래는 동반하지 않는다. 시장참여

자의 전력거래시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미래 5

년까지 거래되며 계약기간은 수일에서부터 수년까지 

다양하며, 크게 선물(Futures)과 선도(Forwards)로 

나뉜다. 

구조개편 이후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으며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가지 경로를 통해 전력구매가 가능하다. ① 발

전사업자로부터 직접구입 ② 판매사업자로부터의 

구입 ③ 수직통합사업자로부터의 구입 ④ 전력시장

(Nordpool)에서 구입 등이다. 구조개편 이전에는 수

직통합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였으나, 소비자가 공급

자를 변경하는 경우 부과하던 수수료를 ‘97년부터 폐

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경쟁도입 이후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규제계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력발전인 대다수

인 노르웨이는 1992년 경쟁도입 이후에도 규제계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공급안정을 위해 주

변국가들과 Nordel을 체결하여 연계접속망을 강하하

는 동시에 장기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을 체결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를 최소

화하였다. 

2.  호주 tasmania(tA)1) 

2000년 당시 호주 Tasmania는 높은 수준의 수

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발전량의 60%를 Major 

industrial(MI) 고객들이 장기 계약에 의해 사들였

고, 40%를 주거, 상업 영역에 판매하였다.  

노르웨이와 유사하게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성이 높

기 때문에, 강수량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였다. 

주정부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두 번의 재

정위기를 겪으면서 전기산업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

다. Electricity Supply Industry Act 1995(ESI Act)

하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직통

자료: 산업자원부 (2011), 노르웨이의 전력산업 경쟁체제 운영현황 분석

<그림 1> 노르웨이 전력거래 구조

판매사업자

대용량 수용가

수직통합업자

일반 수용가

Nord Pool

①

②

③

④

발전사업자

1)  Tasmanian Treasury, 2000, Meeting Tasmania’s energy needs for the 21st century-A competitive future,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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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Hydro-Electric Corporation이 1998년 분리

되어, Tasmania 주 메인 섬의 발전, Bass Strait 섬

의 발전, 배전, 소매를 담당하는 정부 소유의 Hydro 

Tasmania2), 주정부 소유의 고전압 네트워크를 통한 배

전 및 소매를 담당하는 Transend Networks Pty Ltd, 

주정부 소유의 저전압 네트워크를 통한 배전 및 소매를 

담당하는 Aurora Energy Pty Ltd로 분할되었다. 

1998년에 Tasmanian Electricity Code(TEC) 1998

년 도입하고, ESI를 하에서 완전 독립된 Tasmanian 

Electricity Regulator 설립하였다. 

2000년 11월 22일, Hydro Tasmania와 Aurora 

Energy 간의 최초의 규제계약이 체결되었다. Non-

Contestable load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2007년 종

료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림 2>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초기에는 규제계약 비중이 40%에 달하였으

나, 점차 감소시켜 30% 수준으로 낮추면서 2007년

에 규제계약을 완전 종료하였다. Tasmania의 규제

계약 가격은 $39.675로 OTTER(The Office of The 

Tasmanian Electricity Regulator)의 1999년 가격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 NSW와 남부 호주의 가격(40$)

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ACCC, 2001).

규제계약 외에도 대규모 수용가와의 MI(major 

industrial) 계약도 병행하였다. 이는 발전사와 대규

모 수용가간 체결된 자발적인 장기거래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규제계약과 MI와의 계약을 병행함으로써 

NEM에서 Aurora의 spot price의 급격한 변화를 방

지할 수 있었다. 

3. 호주 Victoria

호주 Victoria는 높은 공급예비력으로 인한 공급과

잉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매각가치 저

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계약 제도를 도입

하였다. 장기한계가격을 보상할 수 있도록 발전업자 

수입을 고정시키는 동시에 요금제도하에서 소매업자

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

매업체와 발전사 모두의 자산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였다. 

1994년 규제계약이 처음 체결된 시점에서는 규제계

약 물량이 35,000 GWh로 franchise 부하의 약  95%

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규제계

약이 종료되는 2002년에는 25,000 GWh 수준까지 

낮아졌다. 

호주 Victoria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규제계약이 발전사의 시장지배력 억제보

다는 오래된 발전기의 좌초비용 회수에 초점을 맞추

고 있었다. 따라서 계약가격이 평균시장가격보다 높

아 발전기 판매가치를 상승시키고 민영화를 촉진하

전력시장 규제계약(vesting contract) 제도의 해외 사례 및 주요 시사점 / 연구 논문 ●●●

2)  2012년 현재 발전량은 8888 Wh (호주 발전량의 3.49% 차지, BREE, 2013, Energy in Australia), 30개의 수력 발전소 보유 
(3개의 풍력발전소와 1개의 디젤 발전소 보유), http://www.hydro.com.au/energy/our-power-stations

자료: 산업자원부 (2011), 노르웨이의 전력산업 경쟁체제 운영현황 분석

<그림 2>  호주 Tasmania load의 추정 배분량 (20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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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제로 1994년~2002년간 계약가격은 40A$/

MWh로 일정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전력의 시장가

격은 대부분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4. 호주 South

호주 South는 피크수요가 높고 그 성장률도 매우 

높아 전력수요의 30%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전력 부

족 지역이다. 피크수요시간에 전력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3개의 발전사가 모두 발전해야 하므로 발전부

분의 시장지배력이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특

히 소매경쟁에서 배재된 Franchise 수요자는 전력가

격의 높은 변동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발전사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은 가격인상을 Franchise 수

요에 전가하는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규제계약

을 도입하였다. 

규제계약의 물량은 Franchise 부하의 100%로 하였

으며, 고장정지로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타발전회사

가 발전량을 보충하는 교차보증 제도도 도입하였다. 

규제계약이 40A$/MWh에서 결정된 반면, 1998년

부터 2001년까지 실제 시장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하

였고, 심지어는 2001년 2월에는 계약가격의 3배 이

상으로 치솟기도 하였다. 

호주 South는 규제계약의 계약가격을 평균 시장가격

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Franchise 소매사업자를 보호

하고 안정적인 소매가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5. 영국

영국은 1990년 당시 National Power가 46%, 

PowerGen이 28%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구조

적인 시장지배력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이러

한 상황속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민

영화 초기 2년간 두 기업의 발전량의 84.3%, 89.1%

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규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

음 2년에는 각각 72.7%, 70.6%로 그 물량을 점차 줄

여나갔다.  

큰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업자의 수가 적었기 때

문에 구조적인 시장지배력 문제가 존재하여 정부는 

상한가격(price cap)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강제로 

발전자산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규제계약은 석탄산업 지원과 밀접한 연관성

을 가졌다. 당시 실제 영국의 석탄산업이 채산성 악

화로 폐광되는 현상이 상당 수 발생하였는데, 발전사

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경우, 영국이 아닌 타국에서 

석탄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규제계약을 통해서 기존의 석탄 공급계약을 

민영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영국의 석탄산업을 보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규제계약은 국제 석탄가보다 높은 가격

의 구매 계약에 대한 비용보상 기준으로 계약가격이 

결정되어 높은 석탄비용을 REC를 거쳐 고객에게 전

가하게 되었다. 

6. 싱가폴

싱가폴은 수력이 없으며, 신규 시장운영규칙 개발

과 규제정책 변화로 민영화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발전설비의 대부분을 3개의 발전회사가 소유하고 전

원은 대부분 가스 및 유류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폴

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규제계약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계약가격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Hedge Price의 산정을 위하여 총 전력수요의 25% 수

준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발전설비(CCG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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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한계비용(LRMC)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1단계로 2년 주기로 EMA(Energy Market Authority)

가 기술 및 재무 전문가를 활용하여 산정방법과 아래

와 같은 기초자료를 결정한다. 

고정비용의 경우, 발전소의 구매 및 배송비용을 

비롯하여 관련 장비 비용을 모두 포함하되 switch 

gears, fuel tank, transmission, fuel connection

은 제외한다. 또한 한 장치를 여러 unit이 공유하면 

그 공유 비율에 맞춰서 비용을 할당하게 된다. 

적정이윤은 WACC(Weighted average Capital 

Cost)을 적용하는데, 이는 외부자금과 자기자본의 조

달비용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된다. 

2단계로 규제계약 체결대상 발전사업자와 협의하

여 EMA가 최종 결정한다. 

3단계로 매분기마다 직전 3개월 기준 연료비에 연

동하여 조정한다. 여기서 연료비용은 유류(HSFO 180 

CST Oil) 가격과 연동하여 3개월마다 산정하며, HSFO

는  High-Sulphur Fuel Oil의 약자로 International 

Exchange(ICE)에서 매일 발표한다.  

계약가격 수준은 현물시장의 가격보다 대체적으로 

낮기는 하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USEP 

(Uniform Singapore Energy Price)은 30분 단위의 

현물거래 가격을 의미하는데, USEP이 규제계약 계약

가격과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기

간에 두 가격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규제계약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메이저 3개 발전

사(Senoko Energy, YTL PowerSereya, Tuas Power 

Generation)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외 설비용량은 작지만 V/C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2001

년 이전에 설립된 3개의 발전사도 포함하여 총 6개 회

사가 V/C의 적용을 받았으며, 발전사별 참여가능한 최

대용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규제계약 물량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 65% 수준에서 2014년에는 40% 수준으로 크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시장 규제계약(vesting contract) 제도의 해외 사례 및 주요 시사점 / 연구 논문 ●●●

LRMC = 변동비 + 고정비 + 적정이윤 

변동비 = 연료비용 + 운영유지비용 

고정비용 : 발전설비 투자자의 자본비용

자료:  The Lantau Group, 2012. Review of the Vesting Contract 
Level & Period Weighting Factors for the Period 1 January 
2013 to 31 December 2014

<그림 3>  싱가폴 전력 현물가격(USEP)과 규제계약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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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규제계약에 참여가능한 최대 용량 (싱가폴)

발전회사 최대용량 (MW)

Sereya 3,100

Senoko 3,300

Tuas 2,670

SembCorp 785

Keppel 470

GMR 800

자료 :  The Lantau Group, 2012. Review of the Vesting Contract 
Level & Period Weighting Factors for the Period 1 January 
2013 to 31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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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발전량의 일정 부분만 사용하여도 원가가 보

전되는 총괄원가 산정은 싱가폴 규제계약에서는 발

견되지 않는다. 수력은 (i) 발전과 무관하게 농업용

수나 생활용수 등의 목적으로 물을 사용해야 하는 불

가피한 상황도 발생하고, (ii) 가뭄으로 인해 충분히 

물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물량을 전

부 공급하지 않더라도 총괄원가를 보장받는 것이 필

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싱가폴은 화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화력은 총괄원가 보장이라는 개념과 상관없

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이 발견되지 않는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보정계수와의 차별성 논란

2014년 11월부터 규제계약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계약의 원래 목적을 고찰할 필

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계약은 전력 도매시장

에 경쟁이 도입되는 경우 (i) 기존 비효율적인 발전

기에 대한 좌초비용을 회수하거나 (ii) 발전업체의 시

장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

행된다. 비효율적인 발전기의 경우, 도매시장 경쟁

도입에 따라 급격히 도태되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계약을 

통해 강제적으로 전력을 판매한다. 한편 시장지배적 

발전업체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약화된 상

황하에서 전략적 행위를 통해 전력가격의 급등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

서 적용된다. 

전력시장 경쟁이 도입된지 10 여년이 지난 현재 시

행되는 규제계약은 도매시장 경쟁정책과는 무관하

게,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는 발전원에 대한 수익 회

수차원에서 도입하고 한다. 우리나라는 좌초비용 회

수를 고민해야 할 발전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

사(한전)의 발전자회사(6개)가 거래량의 88%를 담당

하고 있어 발전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라는 규

제계약의 본래 취지와 괴리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규제계약은 실질적으로 정산조정 계

수제도의 확대 적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발전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원가발전기(원자력, 석탄 

등)는 이미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기존 정

산조정 계수 적용의 예외였던 민간의 석탄발전과 수

력발전에 정산조정 계수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2. 판매부문 경쟁도입

한전의 수요독점 상황 속에서 규제계약을 도입하

는 경우, 발전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

에 없는 구조이다. 발전부문은 경쟁이 도입되었으

나, 수요(판매) 부문은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

자료:  The Lantau Group, 2012. Review of the Vesting Contract 
Level & Period Weighting Factors for the Period 1 January 
2013 to 31 December 2014

<그림 4>  규제계약 물량 추이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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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규제계약이 한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

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판매) 부문에 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계약을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신규 민간 발전

기의 신설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판매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 또한 저해할 수 있다. 

규제계약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발전부문과 판

매부문에 모두 경쟁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전력 가

격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규제계약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3. 수력에의 적용 타당성

댐 용수가 발전뿐만 아니라 농업 및 생활용수 등으

로 활용되며 홍수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수력발

전기가 기상여건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

로 운영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물량을 정하

는 규제계약은 수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수력발전은 전력수급조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첨두발전기로서 원자력, 석탄 등 24시간 발전하는 기

저발전기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수력이 전체 발

전의 98.6%를 차지하는 노르웨이에서 규제계약 제도

를 도입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운용방식에 대한 제언

규제계약은 좌초비용과 발전회사의 초과이윤을 상

쇄하도록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1회로 

계약을 맺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조정하도록 놔둬

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판매사나 발전사 중 한 쪽이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

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보정

계수처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규제계약에 관여하게 

되면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규제계

약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게 된다. 

싱가폴이 현재 유일하게 규제계약을 시행하는 국가

인 관계로 현재 규제계약 제도설계에 있어서 벤치마

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폴은 도시국

가이며, 원자력, 석탄화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시장 경쟁도입시, 신규 판매자는 

규제계약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전기위원회 같은 

제3자와 규제계약을 맺고 이를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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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seas Cas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Vesting Contract in Electricity Market 

Chulwoo Baek* and Seunghoon Yoo**

Gecos-six affiliates of KEPCO-are under adjustment coefficient transaction so some of their 

profits are absorbed by KEPCO. Adjustment coefficient transaction, however, has not applied to 

private generation companies, as a result, they achieved extraordinarily high profit recently. As a 

countermeasur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troduce Vesting Contract to electricity market. 

This paper explains the main concepts and contract contents of Vesting Contract, and introduces 

overseas cases. This research raises some policy implications. (i) Current vesting contract is similar 

to expansion of existing adjustment coefficient transaction, (ii) vesting contract shoud be related to 

introduction of competition to retail market, (iii) hydroelectricity is not adequate to vesting contract 

and (iv) some suggest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are presented. 

Key Words: Vesting Contract, Electricity Market, Hydro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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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官報 第6261(2014.04.02.)

Ⅰ. 서론

2014년 3월 27일 물순환기본법이 중의원 본회의에

서 만장일치로 가결됨으로써 20년 이상을 끌어오던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 논의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

다. 동법은 4월 2일 공포되었고(법률 제16호)1), 금년 8

월 1일 최초의 ‘물의 날’로 지정됨과 동시에 동법의 시

행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에 있어서 통합수법의 제정

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합수법의 필

요약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2009년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물제도개혁국

민회의’가 결성되면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아베내각의 성립 및 일본 국내정치의 격변에 밀려 번번이 법안의 입안

에 그치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중국 등 외국자본에 의한 지하수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자에 의한 삼림매

수를 막기 위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동법의 심의를 가속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물관리에 있어서 종적 관료주의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은 국토교통성이나 환경성 등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을 초

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기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 최초의 통합수법인 물

순환기본법이 지니는 의미는 지대하며, 향후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물관리행정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요 단어 : 물순환기본법, 법철학, 물기본법, 물제도개혁국민회의

일본 물순환기본법의 제정경위와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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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물관리제도의 특징

Ⅲ. 물순환기본법의 입법과정

Ⅳ. 물순환기본법의 법철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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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느끼고 법률 제정의 노력이 시도되었고2) 그러

한 노력이 현재에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

나라의 경우, 전 정부에서 행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함으로써 물개혁에 

대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 통합수법에 대한 논의는 수면아래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있어서 통합수법의 제정을 위한 활동은 전일

본자치단체노동조합(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 이하 

자치노)과 전일본수도노동조합(全日本水道労働組合, 

이하 전수도)이 거의 동시에 시작하였고, 물개혁의 필

요성을 인식하였던 초당파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물

제도개혁국민회의(水制度改革国民会議, 이하 국민회

의)가 2008년에 결성되었다. 노동조합 단체인 자치노

와 전수도는 일찌감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념법으

로서 물기본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계몽 및 입법활

동을 추진하였으며, 국민회의는 결성 초기부터 일본 

사회에 지대한 관심속에서 물순환기본법의 국회상정

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물제도개혁국민

회의를 주축으로 ‘물제도개혁의원연맹’이 결성됨으로

써 통합수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가속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의원연맹의 결성은 물순환기본법의 

실현가능성을 일층 높일 수 있었고, 특히 중국을 비

롯한 외국자본에 의한 삼림의 매수 등이 사회적인 문

제점으로 지적됨으로써 통합수법 제정을 위한 여론이 

급속하게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통합수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간 

앞서 시작하였지만 결국,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이 통

과됨으로써 한 발짝 늦은 형태가 되고 말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3차례에 걸쳐 물관리기본법이 국회에 발

의되었지만 아직까지 법 성립은 요원한 현실이다. 이

는 통합수법을 둘러싼 부처 간의 의견불일치를 주요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통합수법

이 ‘물순환’을 대전제로 움직였던 점에 비하여 우리나

라는 ‘물관리’에 입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물순환을 위한 입법과정은 관계 공

무원 및 지자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였지만, 물관리는 관리를 위한 부처 간 주도권 쟁탈의 

여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통합수법에 대한 법철학의 차이를 비롯하여 

일본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물관리행정의 특징을 살펴봄

으로써 왜 일본에서 통합수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물순환

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물순환기본법의 입법의도를 명확히 하

였다. 그리고 각 법안과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서 추진중인 물관리기본법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자 하였다.

Ⅱ. 일본 물관리제도의 특징

일본의 물관리업무는 다수의 물 관련 법령3)에 의하

여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물관리 행정부서 또한 

다양하다. 농림수산성은 농업용수를 담당하며 환경

성은 상수도와 수질규제, 정화조 관련 업무를 담당한

2)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된 물 관련 기본법은 1997년 방용석과 환화갑 등 국회의원 28명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이다. 최근에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은 김소남 의원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 10명(의안번호 5212), 이윤성의원외 15명(의안번호 5808), 이병
석 의원 외 25명(의안번호 6411)의 3가지 물관리기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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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국토교통성은 하수도와 하천, 항만업무를 취

급하며 경제산업성은 공업용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하고 있다. 그 외에 임야청은 삼림, 후생노동성은 상

수도, 총무성은 지자체 상하수도국, 법무성은 수리권, 

재무성은 예산업무, 외무성은 물관련 해외원조를 담

당한다. 

일본의 물관리가 이처럼 분리관리의 길을 걷게 된 

발단은 1971년에 추진된 공해와 관련된 행정업무의 

세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치수분

야 정도가 기존의 건설성(現 국토교통성)에 그대로 남

고 다른 분야는 업무가 세분화되어 흩어져서4) 분리관

리형으로 변모하게 되었다(七戸克彦, 2009). 그런데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진된 업무 세분화는 

관계성청(省庁) 간의 업무마찰을 야기하였고 행정효

율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1994년에 발생

한 후생성과 환경청의 충돌은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

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5) 

하천관리의 변천과정에서 발생한 관할부처간의 충

돌 사례로 1997년 하천법의 개정을 예로 들 수 있다6).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7)

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물관리체계 및 물관련 법

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는 각 

업무부처로 분산되는 형태의 물관리체계로 인해 발생

하는 수량-수질의 분리관리, 그리고 각 부처의 관할

법률에 따라 그 관리주체를 나누고 있는 법체계의 문

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각 부처 

간 분리관리에 의한 예산의 낭비와 물관련 국가계획

의 중복, 해외자본에 대한 실질적 규제근거의 미비 등

과 맞물리면서 통합수법 제정 움직임이 보다 탄력성

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물순환기본법의 제정경위와 법철학 / 연구 논문 ●●●

3)  하천법(河川法, 1964년), 수자원개발촉진법(水資源開発促進法, 1961년), 수자원개발공단법(水資源開発公団法, 1961년), 수도
법(水道法, 1957년), 공업용수법(工業用水法, 1957년), 토지개량법(土地改良法, 1949년), 하수도법(下水道法, 1958년), 수질오
탁방지법(水質汚濁防止法, 1968년) 등이 해당한다. 일본의 물 관련 법령의 상세에 대해서는 須田政勝(2006), 『水法·国土保全
法-治水、利水そして環境へ』, 山海堂, pp.40-54를 참고.

4)  농업용수는 농림성(現 농림수산성), 공업용수는 통산성(現 경제산업성), 수도용수는 후생성(現 후생노동성), 공해(지반침하, 수
질오염)업무는 환경청(現 환경성)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5)  이 사건의 발단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책임소재의 논란이었다. 수도행정을 담당하는 
후생성과 수질행정을 담당하는 환경청은 업무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거듭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1994년 후생
노동성의 ‘수도원수 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水道原水事業法)’과 환경청의 ‘특정수도의 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
도수원 수역의 수질의 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水道水源特別措置法)’ 이른바 수원2법(水源二法)을 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
다. 분리관리의 대표적인 폐해이다. 

6)  환경청은 1993년 제정된 환경기본법(環境基本法)을 근거로 작성한 1차환경계획(一次環境計画, 1994)에서 환경보전에 있어 ‘건
전한 물순환의 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5년 물환경비전간담회(水環境ビジョン懇談会) 보고서에서는 물
환경을 수질 측면만이 아니라 수량, 수생생물, 수변지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역 단
위에서 물환경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계획의 채택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환경청의 움직임을 건설성의 입장에서 보
면, 환경청이 건설성의 물관리 업무(특히 수량 업무)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로 해석할 수 있었다. 건설성은 이에 대한 대응으
로 1997년에 이루어진 하천법 개정에서 기존 하천법이 다루고 있는 치수와 이수분야와 함께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이라는 물
환경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성이 관여하게 되는 적용범위를 환경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七戸克彦, 2009). 

7)  우리나라의 경우 1998~200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자원분과위원회, 2003~2008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물관리정책연구
팀 조직을 통해 정부차원에서의 물관리개선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간의 논의, 물관리기본법(안)의 입법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해당 조직의 논의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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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물순환기본법의 입법과정

1. 일본 통합수법 논의의 흐름

일본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분산관리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비효율적인 물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것이 물기본법의 논의로 표출되

었다. 일본에서 통합수법의 논의를 최초로 시작한 조

직은 자치노였다. 자치노가 2001년 제안한 물기본법

안(水基本法案)은 환경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처와 물

관리 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한 통합물관리의 달성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다. 또한 유역의 수원함양 및 치수, 

이수, 배수 등에 대한 통합적인 물관리를 기술함으로

서 물순환 및 물환경의 회복, 인류와 생물이 지속적으

로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물순환기본법의 

성립과 동시에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즉각적인 담

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물이 기본

적인 인권임을 명문화할 것과 물관련 국가정책의 결

정에 주민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을 문제점으

로 지적하였다.8)

전수도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제

안함으로서 통합수법에 대한 논의를 더욱 뜨겁게 하

였다. 이들이 2001년 제시한 물기본법안은 물순환계

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물행정

과 물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깨끗하고 풍

부한 물의 공급, 공공용수역의 수질보전, 지속가능한 

공생사회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자치노

와 전수도는 각자가 제안한 물기본법안의 입장을 조

율하는 동시에 물기본법의 국회상정과 통과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9)  

일본 통합수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

회의가 제시한 물순환기본법요강안(水循環基本法要

綱案)이 있다. 국민회의를 통하여 구성된 물순환기

본법연구회는 2009년 12월 15일 ‘물순환정책의 개요

안(水循環政策大綱案)’과 ‘물순환기본법의 요강안’을 

공표하였다. 물순환기본법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하는 물 순환계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한 물 순환형 사회 형성의 기본이념

을 명확히 하였다. 국민회의는 앞서 언급한 2개 단체

에 비해 그 역사가 짧다. 그러나 물순환기본법(안)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법안의 국회상정과 통과를 위

한 노력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주도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 

더구나 2010년 2월 17일에는 국회 내에서 물제도개

혁의원연맹(水制度改革議員連盟, 이하 의원연맹)10)

이 발족되어 물관리제도개선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

을 수 있었다.

8) http://www.jtuc-rengo.or.jp/news/danwa/2014/20140327_1395905373.html (검색일: 2014. 04. 18)

9)  필자는 한국의 물관리기본법을 연구하면서 일본 통합수법의 추진과정을 파악하고자 2010년 4월 7일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공익기업국(公益企業局長) 슈토키요히데(首藤清英) 국장과 전화인터뷰를 추진한 바 있다. 슈토 국장은 자치노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물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가 현행 물관리제도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가속
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구나 2009년 8월 30일의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민주
당이 집권하고 이에 따라 물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치노는 이러한 과정에서 물관리 부분에서의 
발언권 확보를 위하여 물기본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금번 물순환기본법의 탄생에 자치노가 기여한 바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10)  물제도개혁의원연맹은 현재 집권중인 민주당(民主堂)을 비롯하여 자민당(自民堂), 사민당(社民堂), 공명당(公明堂) 등 당파를 
초월한 의원 총 4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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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제도개혁국민회의의 법안

국민회의가 2009년 12월 15일 발표한 물순환기본

법(요강안)은 이번에 성립한 물순환기본법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시책의 방향, 

물순환기본법이 운용될 행정체계 및 계획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등이 제시되었다. 해당 요강안의 전문

에서 기존 물 관련 체계의 문제 및 기후변화의 대응을 

법안 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것은 앞서 언급한 2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태계 

및 수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서 방향성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본 법안은 전문에서 ‘단절된 물 환

경계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한편 순환

형 사회를 창출한다’ 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의 이수와 치수 개념과 함께 수질 및 생태분야에 대한 

고려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관리 계획체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 ‘제4의 기본

방침·기본계획 등’은 물순환종합기본방침 및 유역별

물순환계획 작성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유역물순환계

획의 전제가 되는 기본방침은 국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행정체계에서 신설되는 ‘물순

환청(水循環庁)’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유역별 물순환

계획은 각 유역별로 조직되는 유역연합이 국가에서 제

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정하며, 유역의 최상위 계획

에 해당한다. 한편, 이들 계획은 ‘제5 기본적인 시책’에

서 설명하고 있는 12가지 기본적인 시책에 대한 사항

을 포함하게 되며, 각 유역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계

획수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 유역연합’의 설치 등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조직 

및 그 재편정비에서 제시한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물

순환청과 지방정부 차원의 유역연합을 중심으로 구상

되었다. 내각부의 외국(外局)11)으로 신설되는 물순환

청은 물과 관련된 모든 물행정부분을 통합하는 기관으

로 조직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중앙물

순환심의회를 구성함으로서 물순환과 관련된 기본방

침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며, 이들 기본방침은 유역연

합을 통해 종합계획으로서 각 유역별로 시행되도록 하

였다. 이러한 유역연합은 해당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들

에 의해 구성되며, 유역물순환심의회를 설치함으로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

역연합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유역연합의 활동 및 시책

의 내용을 감사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한편, 유역연

합에 관련한 입법기관으로는 유역연합회의가 설치되

며, 이를 통해 지방공공단체, 유역대표의 참가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본 요강안의 유역연합은 자치노의 물기본법

(안)에서 제시된 유역연합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자치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설치한 출장소와 같

은) 지방조직을 존속시켜 유역연합의 활동을 지원토

록 하였으나 물순환기본법(요강안)에서는 유역연합

을 하천유역의 통합적인 관리주체로서 설정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조직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요강안은 물관리의 주체를 중앙정부나 지방정

11)  외국(外局)은 사전적인 의미로 중앙행정기관에 직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특수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동아새국어사
전(4판), 2000). 내각부의 외국에 물순환청을 신설하면 기존의 각 성(省)에서 분리된 물관리업무를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것
이다. 이것은 물관리업무를 특정부서(국토교통성 혹은 환경성)에 일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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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기존의 행정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유역차원의 

독립적인 관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Ⅳ. 물순환기본법의 법철학

1. 기본적인 법철학

국민회의가 제안한 통합수법의 명칭은 “물순환기본

법”이지만, 당초 국민회의 설립취지서에서는 “물기본

법”으로, 그리고 설립총회결의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으로 표기되어 있다. 법안에 “순환”이라는 단어가 사

용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협의과정에서 특

히 田中康夫의원은 ‘물순환’이란 용어에 다음과 같이 

강한 의욕을 보였다. 

“우리들은 수직적인 행정을 좋은 의미에서 극복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

면 기존에 관리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새

로운 쟁탈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좋지 않습니다. ‘공

급측’과 ‘수요측’이라는 불필요한 양극대립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공공(公共)’에 모일 수 있도록 (법안의) 제목

에 ‘환경’이나 ‘순환’처럼 사물을 초월한 공공재로서 물

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공공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관리하거나 분배 혹은 소비하

는 경우 눈앞의 기득권익의 쟁탈에 휘둘리지 말자는 

의미로 ‘관리’가 아닌 ‘순환’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水制度改革国民会議, 2008).

이에 따라, 법령 제2조에서 물순환이란 “물이 증발, 

강하, 류하 또는 침투에 의해 해역 등에 이르는 과정

으로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서 하천의 유역을 중심으

로 순환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12). 따라서 물순환기

본법에서 규정하는 물순환에는 지표수를 포함하여 지

하수 및 그와 관련된 물의 순환계 전체를 지칭함으로

써 동법의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 추진중인 물관리기본법의 경우, 물의 범위를 수

자원 즉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물순환에 있어서 물은 물 생태계 전체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前文)에서 표현된 물순환기본법의 철학은 요

강안과 비교하여 다소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요

강안에서는 “현대에 있어서 물순환계는 인간의 인위

적인 행동에 의해 부단하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지구상에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물순

환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가지고, 개변(改變)된 물순환계를 지속가능한 시스템

으로 재생하기위한 노력을 경주(傾注)해야만 한다”고 

하여 물 순환계를 사회적 시스템의 일종으로 파악함

으로써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령에서 이러한 내용은 삭제되

고 “물은 … 자연적 구성요소와 서로 작용하면서 인간

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에 막대한 은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약간 후퇴한 문언을 채택하였

다. 그러나 동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순

환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를 목표

로 하고 있다는 점에 명백한 법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12)  한편, 동조 제2항에서 “건전한 물순환”이란 ‘인간의 활동 및 환경보전에 미치는 물의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상태로서의 물
순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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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3개의 물관리기

본법(안)에서 그 목적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과는 분명하게 대

비된다고 할 수 있다.

2. 법안과의 비교분석

1) 법령의 구성

물순환기본법(요강안)은 전부 10개 장으로 구성되

었으나, 명확한 법안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다. 따라

서 요강안(要綱案)이라는 명칭으로 공개되었으며, 물

순환기본법으로 상정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수정작업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해체와 그 이후 의

원연맹의 활동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

문의 수정작업 상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요강안의 조문 구성과 이

후 제정된 법령의 형태와 더불어 기존에 관계부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서를 기준으로 입법과정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13) 

국민회의는 2009년 물순환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함

에 있어서 관련된 주요 정부기관 6성청 8과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14). 주요 기관들로 하여금 각 

장(章)15)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볼 때 각 기관의 호

응 정도는 양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물순환기본법의 

제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水制度改革国民会

議, 2009)16). 특히, 국토교통성, 환경성, 후생노동성

(厚生労働省)이 제시한 의견은 구체적이었으며 적극

성을 띄고 있다. 반면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임야

청(林野庁),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의견은 소극적

인 동시에 일반론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비록 요강안이지만, 각 조항에서 제시된 원칙 및 내

용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관련 부처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앞으로 물관리체계의 진행방향을 유

추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요강안의 내용을 현행 법령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물순환기본법의 입법과정을 추론하고자 한다. 아울러 

물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일본 행정기관의 입장을 확인

함으로써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물순환기본법과 관련 법

령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본법은 요강안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총 4개장으로 구성되었다. 

2) 총칙

법안은 물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법안이 견

지해야 할 원칙으로서 9가지 이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지표수 및 지하수는 일체로서 수문적 순환을 

형성하는 공공수(公共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역

13)  국민회의는 요강안의 각 사안에 대하여 국토교통성이나 환경성 등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수집하여 검토의
견을 통하여 국민회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공개하였으나, 국민회의 해체 후 홈페이지를 폐쇄함에 따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정은 비공개의 의원활동으로 추진되었다.

14)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성 하천국 하천계획과, 동성 수자원부 수자원계획과, 동성 하수도부 하수도기획과, 환경성 
물·대기환경국 물환경과, 후생노동성 건강국 수도과,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수자원과, 임야청 삼림정비부 치산과, 경제산업
성 경제정책국 산업시설과.

15)  법안으로 구성된 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이념, 제3장 관계자의 책무, 제4장 기본방침·기본계획 등, 
제5장 기본적 시책, 제6장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및 그 재편 정비, 제7장 ‘유역연합’설치 등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조직 및 그 재
편 정비, 제8장 유역주민과의 협동, 제9장 잡칙, 제10장 부칙.

16)  이하, 각 기관이 제출한 의견의 원문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제출된 의견은 2009년 10월에 개최된 제10회 회합에서 사
용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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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물순환계획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한 

물순환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건전한 물환

경의 은혜를 향수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로 하천유역의 통합관리로서 물순환관리

는 하천유역을 원칙적인 단위로서 통합적, 지역주권

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자연조화

하천과 생태계의 복원이다. 법안에서는 이 두가지 사

항이 인간환경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지속가능한 물순환형 사회의 형성이 건

전한 국토와 그 안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과 행복추구에 불가결한 요인임을 천명하

고 있다. 그 외에 여섯 번째로 과잉한 하천 인공구조

물의 철거, 일곱 번째 지속가능한 물순환계 보전을 위

한 공평한 역할분담, 여덟 번째 확대오염자 책임의 원

칙, 아홉 번째 미연방지와 예방원칙 등이다. 

특히, 국제환경법상에서 주요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

는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동 법

안에서 채택되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사전예

방의 원칙은 명확한 근거가 담보되지 않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극히 일부 법

체계에서만 존재하는 법원칙이다. 국내법상에 있어서 

특히 물관리에 있어서 예방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대단

히 선진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7).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과 환경성이 주로 

의견개진을 행하였다. 일본 환경성의 물환경과(水環

境課)는 물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인 ‘향수권(享受

權)’에 대하여 ‘물환경의 은혜를 향수하고 계승하기 위

해서는 인간사회의 물 사용과 함께 환경 보전에 제공

되는 물 기능들이 적절한 균형에 의해 확보’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환경기본법의 이념조항과 법

적인 조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용의 차원에서 두 기본법의 우선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의 연구회를 통해서

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상기 제시한 9개

의 원칙은 그러한 논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는 대부분의 선진적인 문구는 사라지고 일반

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교체되었다. 특히 물

순환형 사회의 형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진 점, 생

태계의 복원과 확대오염자 책임원칙, 미연방지와 예

방원칙 등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는 본 

법령의 구성중에서 가장 후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추후 물순환기본법의 원칙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관계자의 책무

법안은 책무를 갖는 주체를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공

공단체, 사업자, 국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 지침을 부과하기 

보다는 물순환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책임

으로 부과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행위

17)  사전예방원칙이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피해의 정도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제시가 현 시점에서 
불충분하더라도 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동원칙을 말한다.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해당 사안의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징후가 존재할 것, 둘째 환경이 중대하
게 악화될 것이라는 잠재성이 인식될 것, 셋째 피해의 정도나 인과관계에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 등이다. 199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원칙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환경조약이나 WHO, WTO 등의 국제법원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법에서는 환경, 건강 등의 분야에 국한하여 일부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정도이다 (岩田伸人, 200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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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물순환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안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이른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시사하고 있다. 한

편 국민은 적극적으로 물순환계의 적정화에 노력해야 

함이 명시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

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 또한 병행토록 하

고 있다. 국내 물관리기본법(안)이 물관리에 대한 일

체의 권한을 공공기관에 일임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비교가 될 수 있다. 

법령에서도 관계자를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으나 오

염자 부담 원칙 관련 문구는 삭제되었고, 단지 각 관

계자는 목적조항에서 규정한 정책을 실시 및 책정하

고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

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법안에서 다소 강도 높

은 책임규정에 대한 완화의 의미로 해석되어 지지만 

물순환형 사회의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대상이 사라짐

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관계자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법적인 토

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순환의 날’을 정하여 물순환

계의 재생과 보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

고 있다. 또한 동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

의 일련의 조치는 매년 국회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

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의무로 하였다. 

부처별 의견 수렴에서 환경성은 법안의 목적을 염

두에 두고 각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등의 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비하여, 

국토교통성은 사업 그 자체의 수행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표명하였다. 이는 각 부처의 시각이 기존체

제로부터 탈각(脫却)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물순환기본계획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안)이 물관리기본계획18)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서 물순환기본법의 

계획은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법안에서 기본계

획은 크게 ‘물순환 종합기본계획’과 ‘유역별 물순환계

획’으로 구분하였다. 물순환 종합기본계획은 기본적 

시책의 기초가 됨과 동시에 유역별 물순환계획의 전

제가 되며, 종합기본계획은 유역연합이 원활하게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

다. 또한 유역별 물순환계획은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결성된 유역연합에 의해 구체화되며, 유역연합은 하

천유역별로 물순환 평가를 수행하여 유역별 물순환계

획을 해당 유역에 적합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책정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역연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유역물순환위원회에 자문

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앙의 통합부서인 물순환청에 의해 국가물순환계획

이 디자인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역연합에 의한 유역

별물순환계획에 의해 국가 물관리가 수행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18)  국내 3개 물관리기본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각 계획 간의 상호관계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의 수립 절차 및 각 담당기관의 책무를 정의하고 있다. 김소남 의원안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유역별 물
관리계획, 기관별 실천계획의 순으로 계획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윤성 의원안은 국가물관리전략을 바탕으로 권역별 물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하위계획으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및 권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병석의원의 경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물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3개 법안은 각기 다른 주체, 다른 체계를 통한 물관
리체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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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출된 부처별 의견은 국토교통성의 하수

도기획과가 유일하였다. 제출된 내용 또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부처의 입장 혹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 해당 법안에서 서술하고 있

는 사항에 따라 중앙조직은 물관리 권한을 모두 유역

연합으로 이양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 관리권

한을 갖고 있는 각 관계기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능

을 축소, 혹은 폐지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는 기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령에서는 물순환기본계획으로 계획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역시 ‘물순환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침’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에 머물고 있다. 기본계획을 책

정함에 있어서 기존 관련 부처의 물관련계획과의 정

합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계획

체계를 단순화·일원화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기본적 시책

기본적 시책의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에 관련

한 기본적 시책을 다루는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지방

공공단체는 유역별 물순환계획에 따라 기본적 시책

을 강구해야한다. 법안에서는 이들 시책을 총 12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물순환계의 적정화

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관리기본법(안)에 비

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안의 이행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하천과 삼림의 통합관리 구상 및 물순환

에 있어서 지하수의 역할에 대한 고려 등은 우리나라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개 정부기관은 해당 시책 부분에서 가장 활발한 의

견개진을 보였다. 특히, 적절한 물환경관리를 추진하

기 위하여 하천관리와 물환경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국토교통성 하수도기획과의 의견이나 다면적 기능을 

가진 삼림의 정비와 보존, 지역의 홍수·가뭄으로부

터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치산대책(治山對策) 

마련을 요구한 임야청의 주장 등은 우리의 통합 물관

리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는 기본적 시책도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

로 상당히 축소되었고, 일반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 

즉, 저류·함양기능의 유지 및 향상(제14조), 물의 적

정 및 유효한 이용의 촉진 등(제15조), 유역연대의 추

진 등(제16조), 건전한 물순환에 관한 교육의 추진 등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제18조), 물순환시책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

의 실시(제19조), 과학기술의 진흥(제20조), 국제적인 

연대의 확보 및 국제협력의 촉진(제21조)으로 하여 모

니터링 기능 및 지하수 관련 사항, 통합관리 추진 등 

중요한 사항들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기본적인 

시책은 법 제13조의 물순환기본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독자적으로 

다루거나 추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추후 개정작

업을 통하여 기존 요강안의 시책을 되돌릴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행정조직

법안은 물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조직

으로 ‘물순환청’의 신설을 상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과 관련한 모든 행정조직

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원적인 물관리를 수행하기 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국민의 대표

로 구성된 중앙물순환심의회를 두어 물순환 정책을 

조사·심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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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청의 모든 권한은 궁극적으로 유역연합에 위

양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수직적인 물관리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유역연합은 입법기

관에 해당하는 유역연합의회 및 자문기관으로서 유역

물순환심의회와 함께 최종적인 물관리를 담당하게 하

였다. 단지 법안만으로는 물순환청과 유역연합과의 

권한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

적될 수 있었다. 또한 장래 유역연합에 의한 물관리

가 정착되는 경우 물순환청의 모든 권한은 유역연합

에 위양되며 그에 따라 물순환청은 해체되도록 시나

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조직되는 복수의 유역연합에 

의한 유역별 물순환계획이 국가 최상위의 물관리계획

으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의 실현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물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요구임을 감안할 때 행정조직 개편은 반드

시 달성해야 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현 정부조직 의견

은 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성 하수도기

획과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유역연합에 의한 주도

적인 물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광역물관리 및 지구온

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법안에서 추진되었던 내용은 대부분 좌절되었고, 

기본법에서는 물순환정책본부의 신설로 모든 행정조

직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본부의 장은 총리가 역임하

고, 부본부장은 관방장관 및 물순환정책담당장관을 

신설하여 역임하도록 하였다. 이는 총리의 주도권 하

에 강력한 추진체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본부’의 위상으로 국토교

통성이나 환경성 등 관련 부처에 어느 정도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즉 제28조는 본

부가 타 부처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求め

ることができる)”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부로 

하여금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

부의 요청에 대하여 타 부처로 하여금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표현(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Ⅴ. 결론

물순환기본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령으

로 제정되었다고 하는 점은 우리나라 물관리 제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순환

기본법과 우리나라의 법안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

다. 양측 모두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

보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

라의 경우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개개인 모두가 물순환계 재생을 위해 노

력할 것이 요구되지만, 우리의 경우 물관리를 수행 할 

공공기관의 기능성 및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있다19).

19)  각 법안의 5-7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원활한 물관리의 수행을 위한 규정
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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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기본법(안)의 

기후변화 대응 정도이다. 물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

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지

만 물순환기본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의 중심에 기

후변화의 개념이 놓여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

서 환경기본법의 이념조항과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

으며, 지하수 및 삼림과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

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기본법(안)에서는 이병석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1

개 조항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20), 이

것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정도를 언급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안)이 성립된다면 지금까

지 고질적인 폐해로 지적되어 왔던 업무 중복의 문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문제, 유역차원의 물관리, 참

여 거버넌스 등의 문제에 한층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안)이 

물에 대하여 품고 있는 기존의 이수와 치수, 하천환경

이라는 세 영역을 초월할 수 있다면, 인간사회는 물과 

더욱 친숙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물관리제도 및 행정을 고찰하고 

물순환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물순환기본법은 자연과 조화되면서 이른바 지속가능

한 물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고 할 수 있다. 요강안의 규정 곳곳에 그러한 법철학

이 지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지하수 등 지금까지 크

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배려가 의도되었다. 

그러나 요강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 의원과 관련 부처

와의 논의결과는 기존 법안의 의도가 대폭 축소된 형

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유역차원의 통합물관리 

및 물기본권의 문제, 이해당사자에 의한 정책결정 참

여 등이 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보이지 않는 타협

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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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itial purpose of the law was to exclude vertical bureaucracy in water management, but it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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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As a result, the purpose was not properly fulfilled as first intended. Nevertheles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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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물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새로운 성

장사업을 찾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금융시장

에서도 물이 석유를 대신할 ‘21세기 블루골드(Blue 

Gold)’라고 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전의 물시장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고유 영

역으로만 인식되었다. 1980년 이후, 영국 대처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물 사업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촉

매제가 되었다. 그 결과 시장에 의한 물 서비스 규모

는 서비스인구 기준으로 1988년 9,300만 명에서 20

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약 12억 명 규모로 성장하였

다(Media Analytics Ltd., 2013). 또한 물산업의 범

위가 과거 먹는 물 중심에서 친수개발, 산업용수, 그

요약 

오늘날 해외 물시장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간 협력을 위한 물 산업 플랫폼의 구축 역

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구축에는 역할, 프로그램의 개발, 마케팅 등 많은 선결 과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운영자금의 조달 문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본 연구는 조직구조와 자금조달에 대한 몇몇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

어 사례연구를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적자원의 확보, 비즈니스 시장을 고려한 조직구조 개편, 및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의 중요성과 함께 채권의 발행, 1% 지원제도, 민간자본, 정부보조, 인터넷 기금조달 등 자본 조달 사례를 

제공하였다.

주요 단어 : 조직구조, 채권 발행, 1% 지원제도, 정부보조, 인터넷 기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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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수와 치수 등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물산업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후변

화, 수요자의 삶의 질 추구 등이 있는데, 특히 기후변

화는 지역별, 시기별 강우의 집중을 초래, 이수·치수

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한편 수요자의 삶의 질 

추구는 고품질의 공급이란 측면에서 산업용수 수요의 

증가를, 수변을 이용한 삶의 질 개선이란 측면에서 친

수 도시 사업을, 물을 이용한 건강한 삶 관점에서 워

터테라피 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음용이

란 측면에서 정수기 사업 등의 유형으로 시장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시장의 규

모는 2013년 기준 약 5,600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2018년에는 7,0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된다.(Media Analytics Ltd., 2013).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 물시장을 새로운 국가 경제

성장 동력 사업으로 검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

면 사회적 관심과 달리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 선행연구는 물산업의 해외 시장진출 부진 사유

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재,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미구축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국토부·K-water, 2014; K-water연구원, 

2011, 2012). 그리고 최근에는 종합 프로젝트 중심으

로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 기관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물산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산업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플랫폼 구

축에 적합한 해외 비영리조직의 재정조달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조직이론 

1. 조직 유형

조직의 정의를 살펴보면, Barnard(1938)는 조직을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 상호간의 협

동”이며, “두 사람 이상이 행하는 활동 또는 힘을 의식

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전통적 조직은 크게 3개 조직으로 구분된다. 

첫째, 영업이나 경리, 마케팅 등 직능을 중심으로 최

고 경영자 아래에 하위 계층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직

능별 조직구조. 둘째, 사업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을 사업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본사의 경영 부담을 경

감하고, 각 사업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사업부제 조직. 셋째, 직능별 조직구

조(수직명령계통)와 사업부제 조직을 절충한 조직인 

매트릭스 조직 등이다.

상기 전통적 조직의 특징은 피라미드형 조직이라고 

불리는 상·하위 개념의 조직 운영방식이다. 즉, 현장

직원의 업무가 프로그램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계층

구조의 상위 단계로 올라가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된 모델로 빠른 의사결정이 장점이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세분화·전문화·계층화될

수록 조직운영이 경직되어 운영체계가 원활히 작동하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변화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

이 높은 환경에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

거나, 정보공유에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1>  조직이란 ?

인간의 활동과 노력

목적 달성
의식적으로 조정된

활동 체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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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최근 우리사회는 복잡하고 빠

른 변화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구조를 요

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즉, 경제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조직, 경

영조직의 수평화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해 봄직

한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또는 하위조직의 자율적 행동이 전제되

는 수평조직이다. 수평조직은 계층을 단순화하여 전

통적 조직 대비 하위단계의 조직 구성원에 의한 의사

결정이 많아진다. 즉, 중앙 관리자 결정사항의 대부분

을 현장 관리자가 담당하게 된다. 

둘째, 다수의 독립된 조직이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네트워크 조직이

다. 다수의 조직이 개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유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공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이 네트워크 조직의 

한 사례이다.

셋째, 가상조직이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

는 조직으로서, 실체는 없으나 인터넷 속에서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활동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이는 네

트워크 조직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전자 공간 속에

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 태스크포스 또는 팀조직이다. 태스크포스는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반면 팀조직은 태스크포스보다 운영 

기간에 있어 장기적으로 운영된다. 공통점은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점에서, 이들은 특정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직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조직 특성

조직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

다. 이에 본 단원에서는 영리추구 여부 및 자금조달 

원천을 기준으로 조직의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본다. 

첫째, 영리추구 유무에 따른 조직유형이다.

Weber(1972)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실체가 있고 규칙에 의해 직위·직무가 설계되며, 자

유로운 선발에 의해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통일적인 

규율과 통제하에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을 영리조직으

로 정의한다. 

영리조직은 협동시스템을 조정하여 구성원 개인의 

목표는 포기되고 조직의 목표에 기여하는 대가로 보

상이 지급된다. 구성원은 자기 행위의 통제권을 포기

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보상에 따라 조직의 목적을 위

하여 활동하게 된다. 

한편 Salamon(1992)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으로서 실체가 있고 정부의 관리 통제하에 있지 않으

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

직을 비영리 조직으로 정의한다. 

비영리 조직은 자원봉사 조직으로 참여구성원의 생

각을 중시하고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또

한, 규모가 커지면 계층화되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구

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구조이다. 

둘째, 조직은 자금조달 원천에 따라 공조직과 사조

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조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조직인 반면, 사조직은 

<그림 2>  시장 특성에 따른 조직 구조

안정시장

가변시장

기계적인 구조

유기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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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개인간 협력에 의한 구성된 민간 조직이다. 

따라서 재원조달에 있어 공조직은 국고 즉 정부의 세

금에 의존하는 반면, 사조직은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의존한다. 물론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이나, 

제공된 서비스의 판매요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조

직과 사조직의 특성 모두를 갖는다. 

3. 조직간 협력

조직은 사회적 활동을 전제로 형성된다. 따라서 어

떠한 조직이든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는 관계 

하에 활동을 하게 된다. 다만 조직이 규모 및 범위 면

에서 외부환경과 어느 정도 관계하에서 활동하는가를 

기준으로 개방형 조직, 폐쇄형 조직으로 구분한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대 사회는 개방형 조직, 특히 

외부 환경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조되는 네트워크 

조직이 중요시 되는데, 이는 외부 조직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인력, 자원, 정보, 노하우 등이 최

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 형태이다. 공통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와의 벽을 극복하고 사

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수평성, 유연성, 다원성을 추

구한다.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은 첫째, 사회 네트워크를 매

개로 한 수평적 결합 형태의 조직이다. 조직 구조가 

분권화된 수평조직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

하게 하여 혁신을 선도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조직의 벽을 넘은 협동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공동의 규범하에 특정 목적을 위해 분권적인 지배 구

조를 구축하는 자율적인 협동조직으로, 대내적으로는 

팀제를, 대외적으로는 기관간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

십 체결 등을 통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조직에 참여하

는 개인, 집단은 특정 경영자나 관리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협력의 극대화 관점에서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질서를 강조한다. 

셋째,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과 인력, 정보의 동원이

다. 네트워크 조직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자

원과 인력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

크 자체가 조직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네트워크 조직 유형은 네트워크 형성의 방향, 범위 

그리고 관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장점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조직의 장점은 첫째, 학습 효과이다. 조직 

내에서 또는 조직 사이에서 이질적인 주체끼리 사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정보와 이질적인 지

식을 교류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 단기적으로 학습 성

과를 향상할 수 있다. 이른바 약한 고리의 강화이다. 

둘째,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새로

운 벤처 기업처럼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기업조직이 

사회적으로 확립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과 제휴하

면 기업의 평판이 높아져 생존율도 상승하게 된다. 

셋째, 불확실성이 감소된다. 조직과 조직 간의 정보 

<그림 3>  네트워크 조직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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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통해 불확실성의 감소가 용이하고 명확한 상

황 인식과 문제 대응이 가능하다. 

넷째, 거래 비용 절감이다. 기업간 거래에 대한 사

회 네트워크는 경제 거래에 관련된 규범과 명성도 유

통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 정보 수집·분석의 부담

을 줄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거래비용

도 감소된다. 

반면에 네트워크 조직의 단점은 첫째, 활동의 불안

정성이다. 여러 주체의 느슨한 결합으로, 사업 활동 

자체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높다. 즉, 사업 활동 상

황에 좌우되거나 해산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학습 효과의 낭비이다. 학습 효과가 발생해도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에 지식과 노하우가 쌓이는 구

조가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낭비되기 쉽고, 자신

의 경쟁 능력을 구축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있다. 

셋째, 조직의 불안정성이다.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

므로 장기적인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종속 및 흡수의 위험이다. 다른 조직에 의존도

를 높일 경우 흡수되어 버릴 위험성이 상존한다. 

끝으로 네트워크 조직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고려사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내적으로 조직 설립에 대

한 동기부여 부족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는 차원

에서 명확한 관계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대외적으로 

핵심자원의 공유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사이 관계 

균형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Ⅲ. 재정이론 

조직은 창업비용으로 사무실 개설, 정보 시스템 정

비, 법인격 취득 서류 등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 후 사무소의 유지·관리 비용과 사

업 활동에 따른 비용도 추가되기 마련인데, 비용 충당

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은 조직 및 사업 등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이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강하게 갖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자

금 조달 방안을 살펴본다.

1. 개요

영리 조직은 물론이고 비영리조직이 지속가능한 조

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의 지속적인 

조달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이 성장궤도에 올라서면 

사업 활동의 확대에 따른 거점 정비 및 설비 도입 등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비영리 조직의 구축은 자금의 자체 조달이 기본이 

된다. 일본 경제산업국 발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매뉴얼」은 자금에 관하여 무리없이 조달할 수 있는 자

금규모를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외부자금 조달은 추진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 자체 

자금조달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발생한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자 또는 대출

자가 되어 줄 사람이나 조직에 활동 경위를 설명하고 

활동의 중요성을 호소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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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본조달의 기본 유형

구 분 내 용

외부
금융

직접
금융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기업공개를 포함하여 유상증자에 의한 
조달

간접
금융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 일시적 자금지원 등에 의한 경우

내부
금융

기업 내부원천에 
의한 자금조달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유
입액 등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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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비영리조직을 위한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도 있으며, 적절한 상환계획이 뒷받침된다면 자금차

입도 가능하다. 또한 사모채 등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

하지 않고, 단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

다. 자금조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조달의 

가능여부와 함께 조직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최

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자금조달 유형

비영리조직이 사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환

위험이 없는 사업수익, 회원수입, 보조금 등을 통해 

소요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필요한

데, 비영리 조직의 자금조달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금 수익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특정 사업에 용도가 한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

영리 조직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선호되는 방식이다. 

또한 기부금은 비영리조직의 추진사업을 이해하고 지

지한다는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이 추진

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활동성과에 대한 충

분한 정보제공이 전제된다.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

(기업)과 같은 배당에 의한 상환이 없기 때문이다. 특

히, 활동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

시하면 사업성과도 설명되고 기부금 제공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회비 수입이다. 회비는 수익으로 계상되며, 

용도가 한정되지 않고 보상의 의무가 없어 비영리조

직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원 역할

을 한다. 그러나, 회비가 체납되거나 기한까지 회비가 

모이지 않는 등의 사태 발생시, 독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좌에서 자동 이체 등 회원이 납부하기 

용이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규회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각종 캠페인 활용

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회원에 의한 회비수입 성패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열쇠이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회원이 알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원은 의결권이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회원의 확대

는 새로운 사업을 포함한 단체 운영의 족쇄가 될 수도 

있어 회비수입 증가만을 고려한 회원확대는 곤란하다. 

셋째, 보조금 수익이다. 보조금은 회비 및 기부금과 

같이 원칙적으로 보상의무도 없고, 상환의무도 없다. 

보조금 사업으로 얻어진 성과물이나 노하우가 사업 

종료 후에는 수행단체에 유보되어 특별한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신사업 확장에 큰 자극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심사, 프리젠

테이션 등을 통해 수행기관이 선정되므로 비영리법인

의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사업 목표 완수가 전

제된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은 사업보고, 회계에 관

한 검사 등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확장하는 새로운 

사업의 목적과 일치여부를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보조금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에 자기부담이 수

반되거나 인건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한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수탁 수익이다. 이느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기반으로 위탁자의 요구, 작업 관리 등을 대신하여 추

진함으로써 실현되는 수익이다. 위탁 조건 수행이 필

요하며,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울러, 수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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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비영리법인의 지향점과 일치한다면 수탁에 따른 

비용 일부를 비영리법인 자체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사업수입이다. 비영리조직도 적정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이 가능

하다. 다만, 민간기업과 다르게 비영리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도 법적으

로 배당 등의 방식으로 분배할 수 없으며, 발생한 이

익은 모두 후속 활동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활동

이 갖는 다른 의미는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비영

리조직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

가 가능하다. 다만, 비영리조직도 수익사업은 과세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대출 등에 의한 조달이다. 사업추진에 소요

되는 자금이 내부조달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비영리조직 대출심사는 경영능력, 조직 

운영 능력, 대출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 재무상태, 대

출자금 상환 재원 등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담보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익성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비영리조직에서 대출은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직접금융 조달방법이다. 금융 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과 비교하여 부동산 등의 담보 및 보증이 

없다는 것이 회사채의 장점이다. 회사채의 이자는 후

불이므로 선불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 기관에서 차입

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채에 대

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효과도 발생한

다. 향후에는 비영리조직의 자금조달이 금융기관보다

는 채권발행에 의한 방안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Ⅳ. 자금조달 사례

1.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총사령부는 전시에 사

회적 조직이 일본에서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정

부의 시민단체 활동에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자

금조달 대안으로 통합적인 자금 조달 제도(federated 

fund-raising system)인 공동 모금회 도입을 권장하

였다. 

그러나, 공동 모금회는 오늘날 시민의 다양한 가치

관을 반영하는데는 적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공동모금회 자금의 사용처에 기부자의 문제의식이 반

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에 일본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인터넷 모금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

법이 활용되고 있다. 

1) 인터넷 모금

2000년 이후 인터넷 모금이 시민 단체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2001년 신설된 감바 비영리법인(Gamba 

NPO)은 심사를 통과한 60여개 시민단체의 활동을 홈

페이지에 소개하고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인터넷 

기부를 받았다. 2005년까지 2,210만엔이 조달되었으

며, 기부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의 기부내역을 확

인·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모금 

시스템을 도입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은 높지 않아 많은 금액을 조달하지

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우편, 은행송금에 의한 모금액

이 신용카드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기부액을 초과하

고 있는데, 일본은 자국이 미국과 다르게 인터넷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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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부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인터넷에서 기

부를 표명하는 행위가 신청단계에 불과하고 기부금의 

입금이 기부자의 사후적 약속 이행에 의존하고 있다

는 기부금 결제 방법에서 찾고 있다. 

한편, 주목되는 특징은 기업이 인터넷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로써, 아지노모토(주)는 홈페이

지에 당사가 선정한 국제 비영리조직을 게재하고 활

동소개 배너를 클릭하게 한다. 배너광고를 한번 클릭

하면 활동 단체에 아지노모토(주)가 1원의 기금을 적

립하는 방식이다. 단, 1인에게 1일, 1번만 클릭이 허용

되게 함으로써 특정 단체를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매일 아지노모토(주) 홈페이지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SUPA(서아프리카의 빈곤 해

소를 목적 한 식림 프로젝트) 조직은 80만엔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상기 인터넷 기금 조성 방식은 시민단체 지원과 기

업홍보를 동시에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 지역 통화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통화도 2000년을 전

후해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Ithaca HOURs, TimeDollar, 

영국의 LETSystem 등을 참조하여 개별지역에 단체

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 

지원형태는 국가통화와 동일한 지폐발행형 통장이

나 인터넷상의 계좌에서 잔고의 증감을 관리하는 계

좌형 등 다양하다. 

이는 1970년대에 시작된 자원봉사 노력은행이 출발

점이지만, 자원봉사 시간과 서비스 지역에 특유의 공

예품 및 농산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시장경제를 고려

하지 않는 독자적인 비영리 부문 경제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의 자원봉사 노력은행(이후 자원

봉사 노력 네트워크로 명칭 변경)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시간을 1점으로 환산하여 저축하고 필요할 

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특징은 첫째, 거래유형의 대상이 실물자산 보다 무

형의 서비스에 역점을 둔다. 자원 봉사에 대한 감사를 

지역통화에 담는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과 사

람의 관계를 강화하는 통화가 많다. 예를 들어 삿포로

에서 장애인의 IT에 기반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비

영리조직 ‘삿포로 챌린지’는 PC 강습회 강사 및 보조

원을 맡아 준 자원 봉사자에게 지역통화 ‘챠레’를 제공

한다. 챠레를 받은 지원자는 챠레를 지불하고 자신이 

학생으로 다른 강좌를 수강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기

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사례로 홋카이도 지

자체가 추진한 지역 통화 ‘九輪’이 2000년 이후 실험 

도입하였는데, 2001년 9월부터 2003년 4월 사이에 

실시한 3차 실험 기간 동안에는 전체 지역민 1만 5천 

명 중 8백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실험에 대

한 시민적 반응결과, 지역 통화로써 유통가능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 메뉴의 충실성, 편의성 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시민 출자

비영리조직을 기업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비영

리성이다. 비영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잉여의 “비

분배 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이다. 즉, 조

직이 일정한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기업과 같이 주주

배당 또는 직원성과급 지급과 같은 형태로 수익을 분

배할 수 없다. 원래 비영리 조직은 주주, 즉 출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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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배당이 없는 것은 당연하

지만 비영리 조직의 안정적 경영 및 대규모 자금조달

에 있어서는 동시에 출자자가 없다는 것이 한계로 작

용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기업)의 장점을 겸비한 조직 형태가 모색되

고 있다. 삿포로에 사무소를 둔 홋카이도 그린 펀드의 

풍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홋카이도 그린 펀드의 전신은 당초 환경 문제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던 홋카이도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들은 

에너지 소비 억제와 자연 에너지 사용을 호소해왔다. 

1999년 생활협동조합에서 홋카이도 그린 펀드로 분

리되어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풍력 발전

소 건설·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풍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

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펀드는 먼저 그린 전기요금 제

도를 만들었다. 전력회사인 홋카이도 전력을 대신하

여 회원의 전기요금을 대리 수령하는 제도로 회원전

기 요금에 5%가 가산된 금액을 추가 청구하고  추가 

징수된 5%는 홋카이도 그린펀드에 예약 월부 기금으

로 적립된다. 

그러나 그린 전기요금 제도에 모이는 기부금만으로

는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

어 시민 출자를 통해 건설자금을 충당하였다. 1구좌 

당 50만엔을 모집하여 총 사업비의 80%를 조달하였

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차입함으로써 풍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4) 비영리조직 은행 

1994년 일본 도쿄에서는 비영리조직을 위한 미래은

행이 설립되었다. 미래은행은 시중 금융기관이 대출

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출할 수 없는 시

민단체에 대해 무담보로 대출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미래은행은 일본 은행법에서 규정한 은행이나 신용조

합이 아니다. 따라서 예금과 같은 업무가 불가능하여 

대출재원은 개인의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10개 이상의 비영리은행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AP는 대중음악 뮤지션 사카모토 류이치 

등이 ’03년 설립한 비영리은행으로 환경문제 전문활

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당초 AP는 Artist Power에서 시작되었

으나, 현재는 Alternative Power 변경, 환경 문제 해

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비영리은행이 지속적으로 경영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대출자금 대부분이 운전자금에 편중되어 있

다는 것이다. 물론 비영리은행의 설립 목적이 비영리

조직의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비영리은행의 안

전성(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위해서는 대출자금의 

일정 부분은 미래 수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배정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비영리은행의 시민 출자금은 홋카이도 그린펀

드와 달리 배당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사업

을 추진하지 않는 비영리은행은 대손이 발생되어, 지

속적인 시민출자 없이는 재원이 무한할 수 없다.  

5) 1% 지원제도

‘1% 지원제도’는 세수의 일부를 비영리 조직 재원

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헝가리 퍼센트법을 모태로 하

고 있다. 다만, 헝가리의 퍼센트법은 국세인 소득세를 

근거로 추진되었고, 일본 이치카와의 ‘1% 지원제도’는 

지방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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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써, 치바현 이치카와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납

세자가 스스로 선택한 시민활동 단체에 납세액의 1% 

상당액을 지정할 수 있는 ‘1%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납세자가 선택할 시민 활동 단체 

지원제도」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금을 희망하

는 단체가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시민 활

동 단체 지원제도 심사회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판

단되면 당해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한

다. ③ 납세자는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특정 단체를 

선택한다. ④ 지자체는 납세자의 선택결과를 집계하

여 세액의 1% 상당 금액을 지원단체에 교부한다. 

‘1%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찬성과 반대가 상충된

다. 즉, 비영리조직의 자금부족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하

고 있다. 

‘1% 지원제도’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첫째, 시민단

체와 지자체가 함께 담당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이

다. 지금까지 공공 서비스를 독과점으로 담당한 지자

체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일각에서

는 공공 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민간 부문(기업과 비영

리 조직)에 위임 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 가운데 

공공서비스를 시민 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담당하는 

협동이라는 개념에서 ‘1% 지원제도’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1% 지원제도’가 확산될 경우 

참여한 시민단체는 봉사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원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봉사활동이 강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1% 지

원제도’에 참여한 납세자는 지정제도를 통해 세금의 

용도를 스스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납세 의욕을 고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납세자의 세금 용도 지정 제도 도입이 시기

상조라는 주장에는 첫째,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1%는 기타 세금과 구분된 회계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행정인력과 비용이 수반되어 재정

적 편익이 없다. 둘째, 예산사용이 국회 승인 없이 결

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미국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채권의 자금조달은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금 조달 비

용은 국채금리에 위험 프레미엄이 포함되어 결정된

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

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재정 규모가 작은 단체는 유동성 리스크가 가중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용위험 측면에서도 지방 공

공 단체에 대한 등급이 다르게 되고, 등급에 따라 조

달비용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단원에서는 미국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자금 

조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채권등급제도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 아래 

지방정부를 의미한다. 미국의 채권은 등급으로 평가

되며, 채권가격은 평가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등

급은 자연발생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대공황을 계기로 

투자자가 채권의 채무 불이행에 직면하는 가운데, 등

급이 높은 회사채가 채무 불이행 확률이 낮다는 인식

이 투자자에게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또한, 1930년대 투자자인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로 정부가 기관 투자자에게 일

정 기준 이하의 등급 채권 소유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는 미국 채권의 등급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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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켰고 지방 공공 단체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

해 민간 평가사에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

하여 채권 등급을 의뢰한다. 그 결과 민간 평가기관에 

의해 채권등급이 평가됨에 따라 지방채도 동일하게 

등급이 결정되고 있다. 미국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도 200페이지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2) 신용보완제도

미국 지방채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채무 불이행

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채

권 매입에 민감하다. 

미국에서는 채권 발행에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융

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채권 발행자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회사가 원금

과 이자를 지불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보증 제도의 도입은 채권 인수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채권 등급을 높여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된다 . 

한편, 채권발행 기관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즉 채권 발행사의 신용에 따라 보증이 이

루어진 경우 평가등급은 보증 금융기관 또는 단체의 

등급이 적용되고 보증기관 등급이 높을수록 자금 조

달 비용이 감소한다. 

미국 지방채는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전이 부여

되어 개인이 자산 운용의 일환으로 지방채를 보유하

는 동기가 되고 있다.  

3) 지방채 은행 

미국에서도 규모가 작아 평가등급을 받지 못하고 채

권 발행 자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 따

라서 지방채의 발행  이 어려운 지방정부는 인프라 정

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적금융기관인 주 지방채 은행

(statebond bank, 이하 지방채 은행)을 설립한다. 

지방채 은행은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채권 발행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규모가 되면 은행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구입한다. 

지방채 은행의 채권은 대부분 국가 보증 형태를 취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공공 단체가 채무 불이행 상

태에 빠지는 경우, 국가는 직접 대금을 지불하거나 채

무 불이행 단체에 보조금 상환재원을 충당하는 방식

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4>. 

하지만 미국은 지방교부세와 같은 재정지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라 지

방채 은행 제도의 실효성에는 차이가 있다. 재정력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자력에 의한 채권 발행이 가

능하므로 지방채 은행을 활용할 동기가 없다. 또한 열

악한 재정상태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지방 공

공 단체가 포함되어 지방채 은행 자체의 신용이 손상

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국내 사례

국내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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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방채 은행에 의한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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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근거하여 1979년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창조경영 역량 강

화 및 지속성장”을 조직목표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창

업 및 진흥기금, 정부 위탁사업 등을 통해 4개 영역

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 소

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둘째,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글로벌 협력채널 강화. 셋

째, 정부정책 연계 연수 및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

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이다. 

2013년도 예산은 7조 9,6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

금은 총 16조 1,216억원으로,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

진흥채권을 통해 조달된다.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 운영분야를 살펴보면 첫

째, 정책자금 융자사업이다. 정책자금 융자는 민간금

융권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둘째, 마케팅 지원 및 글로벌 협력사업이다. 이는 

판로개척, 수출인프라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 등 국내

외 마케팅 지원 및 해외산업정보 제공 등 글로벌 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셋째, 연수사업이다.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연수 및 청년창업자를 위한 청년창업

사관학교 운영 등을 수행한다.

넷째,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공정혁신 분야 컨설팅 

및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상기 지원활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중소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강화하여 당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기반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Ⅳ. 마무리 

본 논고는 물산업 플래폼을 위해 필요한 조직구축 

및 재정조달 방안을 살펴보았다.  조직구축에 관한 이

론연구를 통해 조직의 유형·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비영리조직 및 네

트워크 조직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또한, 재정조달과 관련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고, 국

내·외 재정조달 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에서는 기

존의 공동모금제도를 대체하는 비영리조직의 자금조

달 흐름, 미국에서는 채권발행을 통한 리스크 감소 방

안, 국내에서는 정부보조금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물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물산업 

1) 채권발행은 [별첨 1] 참조 

<그림 2>  중소기업의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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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우량기업 견인

경쟁력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일자리창출 및 창업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사업전환 촉진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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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지속가능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바람에서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해외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실현하기 위해

서는 국적을 불문한 인력확보와 협력체계 마련, 참여

구성원의 조직이념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  

둘째, 해외진출에 적합한 조직설계가 필요하다. 현

재 논의되고 있는 물산업 플랫폼은 국내 시장에 머

물러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당해 조직은 해외진출을 중심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비전관리(조직 이념과 브

랜드 아이덴티티 관리), 경영전략(M&A를 포함한 전

사적 전략 기획, 조달, R&D, 생산 등 전략적 기능 총

괄), 서비스 기능(회계·법무 등 백오피스 기능의 총

괄) 등에 있어 해외시장에 대한 사려 깊은 논의와 고

찰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재 채용 및 육성이다. 

구체적으로 채용-육성-평가 전반에 걸쳐 인재경영의 

흐름에 맞춘 인사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조직에 

요구되는 인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가 출발점이다. 

인재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먼

저 질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어떤 인

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각 지역 포스트에 어떤 인재가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 필요한지를 규정해야한다. 

즉, 글로벌 전체에서 인력 풀을 관리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재 채용과 교육을 위한 인재관리 프로세스

가 필요하다. 인재 채용방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는 해당지역 유학생 및 현지

인 채용이 필요하다. 예로써, 일본은 최근 10년간 유

학생 채용이 4배 이상 증가하였데, 질 높은 유학인력

은 해외 전략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

라 회사 내부에 다양성을 제고시켜 의식 개혁 및 혁신

을 주도한다. 또한, 해외 현지 인재 채용도 증가하는

데, 이는 현지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고 교수진을 파

견하여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조직 경영진의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글로벌 공용 언어로써 영어를 이용한다는 강한 의지

만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해외매출 비중, 해

외거점 간부의 해외 인력 비율, 본사 임원의 해외 인

력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또는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

해서는 자금조달이 중요한 바,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모금, 지역 통화 시민 출자, 비

영리은행, 1% 지정 제도 등은 표면적으로 서로 독립

적으로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용도 지정, 배당제공, 

사회적 공헌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인터넷 모금의 경우 기부자는 인터넷 화면 내 다양

한 사회 서비스 메뉴 속에서 기부자 개인이 추구하는 

사회적 공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한다. 

즉, 개인의 용도 지정이다. 이 개념은 비록 1%의 소액

이지만 개인이 시민세의 1%를 지정하여 납세자가 세

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표명한 구조이다. 막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기부 또는 세금 할당 방식으로 비영리 조직에 자금이 

조달되는 개념으로 성장하고 있다. 

배당설계의 중요성은 최근 비영리 부문 자금 조달의 

두드러진 경향으로 무상성과, 자기 희생, 애타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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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지만 경제적 수익

을 겸비한 자금조달 방식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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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structuring & financ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

 Lee, ik-kyu*

Today, consensus for overseas market expansion in Water Industry is increasing. And it is necessary 

for companies to set up water industry platform as cooperation way among companie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for it; setting up it’s role, developing of program, marketing etc. Most of all, how 

to form and finance of organization are urgent problems. Thus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cases 

about how to structure non-profit organization and to finance fund. For structuring organization, 

recruiting global human resources, considering the subdivision of work considering business market, 

the leadership of top-management are considered. In the case of fund, a review is needed of bond issue 

and 1% volunteer system alongside private funds, government subsidy, internet fund-raising.

Key Words:  Organization structure, bond issue, 1% volunteer system, subsidy, internet fund-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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