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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총인구의 91.82%(5,170만여 명 중 4,747만여 명)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국토교통부, 2017). 이 비율은 지속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기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문제도 다

후변화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

양하게 발생해 왔다. 그 중 수재해, 수원, 수환경과 직

의 문제들에 대해 대응전략과 극복방안이 다양하게 제

접적인 연관이 있는 물순환 왜곡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

시되고 있다. 그 중 도시화로 발생하고 있는 물 문제도

고 있다.

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도시화로 인한

이러한 도시 물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로 불투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해 홍수재해와 오염이 증가하면

수면적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전

서 기존의 자연적인 물순환(Water Cycle)이 상당히 왜

국 불투수면적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 국토의 7.9%

곡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

가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으로 나타났다. 이

미 도시의 수재해 저감, 오염경감, 탄소 저감을 목표로

는 1970년 3%에서 약 5%p가 더 증가된 수치이다. 주

하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와 저영향

요 도시별로 살펴보면 서울 54.4%, 부산 30.3%, 광주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 개념을 도

27.0%, 대구 23.2%, 인천 22.3%, 대전 22.0%, 울산

입, 도시 물 순환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17.2%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의 불수투면적 비율은

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2016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

도 지역은 22.7%이며 나머지 도 지역은 모두 9% 이하

시지역 면적은 전 국토면적 106,059.8㎢의 16.6%인

로 나타났다. 불투수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천

17,609.5㎢이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시(61.7%)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13).

* K-water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sjlee@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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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투수율 변화

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및 물 자급률이 저하되
47.7%

47.1%
38.0%

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수원 다원화 및 물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 집중화에 따

18.6%

른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지하수함량 감소, 도시의 수질악

7.8%

화, 도시열섬 증가, 도시하천의 유량부족 등의 문제를 발

1962년

1970년

1985년

2000년

2010년

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로 도시의 물순환 왜곡이 점차 심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서울시, 수원시 등 지자

증발
(43.3%)

체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면유출
(10.6%)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
거하여 서울시 물환경을 도시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간유출
(31.8%)
기저유출
(14.3%)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서울특별
시, 2013)」을 수립하였으며, 수원시는 2013년부터 레
인시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레인시티 시즌2
사업을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 1960년 물순환

환경부는 2016년 5개의 물순환 선도도시를 공모하여
광주, 대전, 울산, 김해 및 안동시를 선정하였으며, 올
증발
(25.0%)

해부터 4년간 총 1,231억원 규모의 물순환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물순환 도시 조성 및
표면유출
(51.9%)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물순환 도시 활
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LID 분산형 빗물관리 기준

중간유출
(15.4%)

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토지이용별 빗물관

기저유출
(7.7%)

리 기준을 명시하고 개발지구에 침투도랑, 식생수로,

서울시 2010년 물순환
출처 : 서울특별시(2010) 「2010 서울시 도시 생태계 현황」, 서울특별시(2013)
「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계획(보완)」

[그림 1] 서울시 불투수율 및 물순환 변화

측구형 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 등 친환경 물순환 시
설을 도입하여 적용중이다. K-water는 부산 에코델
타시티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시
개발 단계부터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도시의 집중화는 점차 심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수문학적 변화로

이처럼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물순환 도

집중호우 강도가 심해지면서 홍수 등 수재해가 증가하고

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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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인구의 고밀도화

물수요
증대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증대

오수배출량
증대

시가지의 확대와 고밀도화

에너지
소비증대

불침투역
확대

배수계의
개량

CO2 배기량·
배열량 증대
배수의 수질
악화

범람원
시가화

식물·생물
생식장 감소

하천내의 정비
(윤변 콘크리트확장 등)
지표면의
수분감소

지하수의
함량감소

유출총량
증가

유하속도
증대

증발량 감소

방류수역
수질악화

도시기후의
변화

하천유량의
감소

첨두유출량
증대

생태계 변화

출처 : 서울특별시(2013) 「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그림 2] 도시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를 구현하기

2011.4.30. 시행]」에서는 친수구역을 “국가하천의 하천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

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

한 하천이나 하구, 연안 등 수역과 접하는 물순환 수

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이라 정의

변도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법에 따라 2012년 부산 에코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

델타시티를 시작으로 2014년 나주 노안지구, 대전 도안

라서 본 고에서는 물순환 수변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

갑천지구, 부여 규암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

립하고, 주요 요소기술 및 물순환 수변도시를 정의할

시하였으며, 고시된 지역별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진

수 있는 여러 방향에 대한 수공학적 핵심 고려사항에

행되고 있다.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관련연구로는 수변도시의 공학적 설계측
면보다는 수변공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Ⅱ. 물순환 및 수변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수변)라는 말은 1980년대 중
반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수제선(Waterline)

최근 들어 수변도시, 수변공간, 친수구역, 물순환 도

에 접하는 육역주변 및 그것에 매우 가까운 수역을 함

시 등 물과 도시를 연결하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 중에 있

께 포함한 공간을 수변공간으로 정의하였다(심기섭,

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이루어져 있지

2006). 권영상과 조민선(2010)은 수변공간을 하천구역

않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0.12.29. 제정/

의 일부인 제방터 및 홍수터와 하천구역 안쪽의 도시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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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 일부범위(0.5㎞~1㎞)까지를 포함한다고 제안

문화 공간 등의 가치를 부여해 개발하는 도시 지역으로

하였으며, 정규식 등(2011)은 도시 수변공간(Urban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세대 도시개발 개념으로 정

Waterfront)의 사전적 의미는 ‘물과 수변’이 갖는 자연

의될 수 있다.

및 생태 환경과 ‘도시’의 기능 및 활동이 결합된 일상의

1. 수자원을 확보하는 물자족 도시

공간이라고 하였다.
물순환 도시라는 용어는 2013년 서울시에서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주로 사용

첫째, 물순환 수변도시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물자족
도시’이다.

되었으며, 2016년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선정이후

물순환 수변도시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

선정된 지자체별로 물순환 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되어야 하는 사항은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이다. 그러나

있으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건기시 도시하천의 수

이처럼 수변공간에 대한 연구 및 정의는 지속적으로

위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에 고려되는 사항은 저류지 및

수행되고 있으나 물순환 수변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

지하수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한편 장기간의 모니터링

개념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공학

이 수행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 사용가능량 과다추정

적 핵심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으로 인해 도시하천의 수원부족 및 건천화가 도시개발
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저

Ⅲ. 물순환 수변도시 핵심 키워드

류지 설계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의 증가는 이를 관리하

본 고에서는 물순환 수변도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수

분이 제외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학적 핵심요소기술을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다음과

향후 개발되는 물순환 수변도시는 저류지와 지하수뿐

같이 정의하였다. 물순환 수변도시란 댐, 보, 호수, 하

만 아니라 주변의 수역으로부터 공급가능한 수자원인

천, 항구 등 수역을 접하면서 물을 매개로 주거, 레저,

빗물, 해수, 하수처리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지하

(a) 송도 센트럴파크

(b) 부천 시민의 강

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제 설계에서 많은 부

[그림 3] 도심수로의 수자원 확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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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인공함양(지하댐 등) 등 고려할 수 있는 대체수자

고려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시의 유역특성을 반영하

도시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물순환 도시를 유

여 가용할 수 있는 대체수자원의 조사와 유지관리 방안

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물순환 목표의 수립이 중요

이 필요할 것이다.

하다. 정량적 물순환 목표수립은 지역의 환경 및 지형

[그림 3]은 해수를 활용하여 수변공간을 조성한 송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

도의 센트럴파크사례와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하여 도심

구된다. 현재까지는 도시의 정량적인 물순환 목표를

하천을 조성한 부천의 시민의 강 사례이다. 송도는 친

수립하는 단계였으나, 최근 들어 수립목표를 적용하

수·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단한 여과를 거

는 방안이 지자체 및 관계기관으로 확산되어 진행되

쳐 서해의 해수를 끌어들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

고 있다.

원을 도심수로에 공급하고 있다. 부천의 경우 하수재이

한국주택공사에서는 LID 분산형 빗물관리 기준을

용수를 고도처리하여 약 23,000㎥/일의 유량을 확보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토지이용별 빗물관리 기

하여 도심하천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하천유지용수를

준을 명시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공급하고 있다.

수립하여 2050년까지 연강수량 1,550㎜ 중 40%에 해

현재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의 도시물순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K-water에서는 자체수자원 및 대체수

당하는 연간 620㎜를 저류 및 침투 시설을 통해 관리한
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자원의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물순환 수변도

K-water에서는 지속가능한 물이용과 자원화를 선

시에 적합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수, 하

도하는 ‘물’로 행복한 도시를 물순환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재이용수, 하천수 및 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획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전한 도시, 친환경 및 물확보·재

을 수립하고 있다.

이용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표 1>과 같은 물순

빗물자원화를 위해 빗물활용 및 우수유출 저감기준

환 목표를 수립하였다.

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규
정하였으며, 동측지구의 지하수활용을 통한 하천유지
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표 1> 송산그린시티 정량적 물순환 목표
1. 물순환·물관리

15㎜(80퍼센타일) /
홍수관리(50년 빈도, 90퍼센타일)

급하여 유지용수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서측

2. 수질·환경생태

비점오염(TSS1)기준) 70~80% 저감 및 물재이용
(하수재처리수 등)

지구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예정인 하수처리수

3. 물확보·물이용

공급계획량 및 사용수량(생활용수) 10%절감

4.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및 미기후저감(2℃),
냉난방비(10%) 절감

를 통해 395㎥/일의 수원을 확보하고 도심수로에 공

약 84,000㎥/일을 재이용하여 주변지역으로 용수공급
이나, 도심지 주운수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1) Total Suspended Solids, 총 부유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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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명확한 수공학적 검토
유역모니터링

강우

LID
수로

강우

수로

에 의해 비용절감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중앙

연결녹지
시화호
수로

집중식 물관리 기법과 개선된 분산식 물관리 기법의 우

공원
수로

수유출 방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하수재처리 도시수자원

수재해 조력발전소

강우

강우

강우

LID

유출

도시수자원

생활하수
지하수
빗물
홍수

수재해

모니터링

증발

1차침투
연결녹지

2차침투
빗물
정원

하수처리
강변여과
빗물저류

하천유지, 조경

유역별
분산저류

3차침투
식생수로
생태습지
공원
식생수로
생태습지
공원, 하천

<표 2> 분산형 설계 적용사례
분야
시화호

생태습지
공원, 하천

당 초

개 선

·4개의 주 수로를 통해
우수방식
우수배제

·우수체계개선 및 수로
분산설계

비점 ·18개 장치형
오염관리
비점오염처리시설

·LID 자연형 시설 계획

분석 및 관리

[그림 4]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LID 마스터플랜

우수배제 ·신속, 집중, 대규모 배제방식 ·소구역별 분산형 관리
물순환

-

·지하수 활용 등 하천순환 설계

2. 분산형 최적 설계의 물순환도시
둘째, 물순환 수변도시는 ‘분산형 최적 설계의 물순환
도시’이다.
분산식 물순환 관리는 지붕, 도로 및 기타 불투수 면
적에 내린 강우 유출량을 가능한 한 발생지점에서 자
연적인 순환과정을 통하여 처리되도록 침투, 저류, 저
장, 이용 등을 유역내에서 분산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이다.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은 시화호 주변지역의 생태환

(a) 기존 계획의 우수유출 방향

경을 보전하면서 시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대규모 간
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K-water, 2007). 송산그린시티 지역중 동측지구에서
는 당초의 중앙집중식 물관리 기술을 분산식 우수 배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자연
형 LID시설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분산
형 물관리와 더불어 순공사비를 당초계획보다 10% 절
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기법도입이
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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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선 계획의 우수유출 방향
출처 : 이상진 외(2014)

[그림 5]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우수 배수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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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길을 보존하고 살리는 친수도시
셋째, 물순환 수변도시는 ‘물길(Waterway)을 보존
하고 살리는 친수도시’이다.
도시개발지역의 물순환 설계에는 단순개발지구뿐만
아니라 유역으로 확장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기존 물길의 시작을 유역차원에
서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보존 및 개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도시개발지역의 주변유역 상황을 고려하여
하천의 물길을 고려해야한다. 도시개발지역의 수치표
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위성영상, 현
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전 위치하고 있는 하천의 상황
을 인지하고 도심지를 지나는 하천의 물길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
전에 구축되어 있는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발하
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DEM과 위성영상
을 비교 분석하여 간선수로 계획시 현재 하천 중에서
유지되어야 할 하천을 선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적극
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은 도시개발
지역의 주변유역을 고려한 간선수로 계획의 예시를 나

[그림 6] 도시를 확장한 유역전체 지형 및 기존하천 분석

타낸 그림이다. 도시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유지되어야
할 하천의 시점과 종점을 구분하고 도시개발시 건전한

계획할 때 단순히 도시에 국한되기보다 유역으로 확장

물순환이 유지되어 기존 물순환 체계가 왜곡되지 않도

된 개념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록 고려하였다.
최근 국제 수자원 협회(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IWA)는 현재의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여 도
시를 보다 건전하고 안전성 높은 지속가능한 정주공간

4.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
넷째, 물순환 수변도시는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도시’이다.

으로 구현하기 위해 'Water Wise Cities Principles'를

최근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제시한 바 있다. 도시내 물 서비스(공급 및 재활용)와 디

에 관한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영향개발 기술

자인(홍수방어 및 수환경), 그리고 도시와 연계한 유역

과의 융합으로 스마트 물순환 도시에 관한 관심이 커지

관리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시의 물순환을

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2018년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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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순환 빅데이터

기상데이터

강우-유출,
관망 정보

우량계, 수위계, 유량·수질 측정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평가

물관리 예측 및
분석

물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연계

생태친환경 계획설계

수온차에너지, 수열,
하수열 등 신재생 에너지

비점오염 관리 평가
•Smart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
•수자원 확보 재활용 최적화

도시수자원 효율화

수재해 통합운영

시민 Applications 서비스

물순환 - LID

홍수 - 가뭄

소유역별
분산저류

하천연계운영

물순환 - 수재해 통합 운영시스템

실시간 융합정보 시스템

[그림 7] 첨단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물순환기술 모식도

상반기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로 세종시 5-1지구 생활

존하고 살리는 친수도시’, 넷째,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

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한바 있다.

마트 도시’로 서술하였다.

[그림 7]과 같이 LID 기술을 비롯하여, 물-에너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국가부처와 더불어 서울특별

Nexus기술, 수원 다원화 및 재이용기술, 분산형 수처

시, 수원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물순환도시에 대한 관심

리기술, 수재해 종합 통합운영기술이 연계되어 자원활

과 더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용의 자족·자급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편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도시에 LID 기법과 더불어 그린

리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프라를 이용한 도시지역의 물순환 회복에 대한 관심
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물순

Ⅳ. 맺음말

환도시를 구현함에 본 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를
고려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실제 적용사

본 고에서는 물순환 수변도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

례는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항에 대하여 정의하고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현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여러 용어에 대한 내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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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하여야 한다.
이처럼 도시의 물 순환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분야

도시개발로 나날이 증가하는 기반시설과 건물들은

에서는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자연적인 물 균형(Water Balance) 상태를 변형시킨다.

이 관심을 받고 있다. LID는 다양한 전략과 요소를 통

이 물리적 시설들은 빗물이 땅으로 투수할 수 없는 지

하여 개발 이전의 물 순환 체계로 회복하기 위한 관리

면 상태인 ‘불투수면’(Impervious Areas)을 증가시키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Prince’s Georges County,

며, 빗물을 우수관리시설로 집수하여 지하수의 함량을

1999; US EPA, 2007). LID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은

줄이고 물의 증발을 감소시킨다. 결국 자연적 물 순환

녹지의 보호와 조성을 도모하는 비구조적 기법1)과 물

(Water Cycle)에 영향을 주어 홍수나 가뭄과 같은 큰

순환을 돕는 시설을 배치하는 구조적 기법2)이 있다

재해가 발생한다. 이밖에도 불투수면의 증가와 물 순환

(Son et al., 2016). LID의 적용은 강우유출수와 중금속

의 변화는 도시 살충제, 농약, 중금속 오염 물질, 부유

등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증

퇴적물 및 생물학적 물질 오염물과 열섬현상 등과 같

진(Tzoulas et al., 2007), 생태계 다양성 보전(Cirillo

은 도시전반의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구가 밀

and Podolsky, 2012), 토지가치 상승(Clements et al.,

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

2013) 등의 사회·경제적인 효과(Grant and Gallet,

기 위해서는 물 순환을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

2010; European Commission, 2012)가 연구된 바 있다.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yubyu@chungbuk.ac.kr
1) 대표적으로 자연적 물길 및 패턴 보전(preserving natural flow pathway and patterns), 클러스터 개발(cluster development),
불투수면 저감(reducing impervious surfaces), 수변완충지역 보호(protecting riparian buffer areas), 민감 지역 보호(protecting
sensitive areas) 등이 있다.
2) 침투트렌치, 침투통, 옥상녹화, 식생화단, 식생수로, 빗물정원, 투수성포장 및 투수블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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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는 LID가 전통적인 물 관리 분야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Ⅱ. 해
 외 LID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필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LID 도입 초기 단계로 LID

1. 해외 LID 관련 법·제도 현황

가 적용되기에는 법·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왜냐하

LID는 1990년 후반 미국 메릴랜드 주 프린스 조지

면 LID를 공간에 적용시키기 위한 모법이 없으며, 그

카운티(Maryland Prince George’s County)에서 시

로인해 관련 지침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

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에서는 연방

기 때문이다(반영운 2015). 따라서 모법이 없는 상태

차원에서 유역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 부서가

에서 건축이나 도시 조성 시 LID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라 연방 환경청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이미홍 외, 2014). 또한 LID 관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련 법·제도와 지침들은 도시개발체계에 대해 고려하

US EPA)에서 지침 혹은 관리방향만 제시하고 이에

고 있지 않다. LID는 반드시 도시계획 초기 단계-특

따른 실제적인 관리는 주(State)에서 담당한다. 미국

히 토지이용의 구상-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지만, 계

의 대표적인 물관리 법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획 단계에 따라 어떻게 공간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구

이다. Clean Water Act는 지역 수자원의 오염 수준

체적인 방법이 없다. 그 결과로 국내의 상당수 적용 사

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 및 각 주의 관리 프로그램 시

례들이 LID를 구조적 시설들로만 간주함에 따라 LID

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에서 시행하는 수

가 토지 개발, 성장 관리와 조화를 이루어 보전 가치를

질오염 규제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이를 대체할 수

고려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서혜정, 2015). 이와

있는 종합적인 수질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주

같은 이유로 본 원고에서는 LID 적용과 관련된 해외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LID 관련 사례는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9

도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개의 지역위원회로 구성된 State Water Resources

의 LID 확대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현황 진단과 정

Control Board(SWRCB)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한

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 카운티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Maryland Prince

본고의 2장에서는 해외의 LID 및 물 관리 선진국을

George’s County 이외에 대표적으로 Island County

대상으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

의 빗물조례인 Storm water Code가 있다. 세부적으로

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LID 관

는 2000년 1월, Maryland Prince George’s County에

련 법·제도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

서 입안된 LID 설계전략(Low Impact Development

한다. 제4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국내의 LID 법·제도

Design) 개발자들이 자신의 개발 사업에서 LID를 반

를 제정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종합적 결론을 제시하

영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조

였다.

례(Ordinance)에서 제정한 LID 계획 또한 우수의 집
수 및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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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Landscape Ordinance)를 필히 충족해야 하

화와 지속가능한 수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수자원 정보

고, 수변재생계획 등과 전략 및 개선방향을 공유해야

의 갱신, 국민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며 개발사업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통해 LID계획의

영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관개 시스템(Sustainable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특히 계획의 검토과정

Urban Drainage System, SUDS)’ 개념을 사용하고

에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을 검토

있다. 영국의 SUDS는 1983년에 제정된 Water Act

해야 하며 최대 6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1983과 1991년에 제정된 Water Resource Act 1991을

LID와 유사한 개념으로 호주의 ‘물민감 도시설계

기반으로 하고 있다. Water Act 1983은 중앙정부와 지

(Water Sensitive Urban Design)’가 있다. 호주의 물

방정부의 수자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관리는 Water Act 2007 시행과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명시하고, 효율적인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권역을 구

본격화되었다. 호주에서는 주정부가 물의 통합관리를

분하여 감독권이 주어지고 있다. Water Resource Act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

1991은 수자원 관리에 있어 환경청(Environmental

다. 상위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개별 주가 처한 각 상

Agency)의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물 관련 기업

황 및 수리·수문학적 특성에 따라 관리한다. 호주 역

및 관련 기관의 수자원 이용 및 저장을 감독하고 이에

시 미국과 유사하게 중앙정부는 개별 자치정부의 정

대한 면허증 발급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뭄

책실행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개편 역시 중앙

에 대비하여 환경청의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감

과 지방이 분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성제, 2010).

독기구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Water

Water Act 2007의 주요 목적은 1) 연방의 국가 이익

Act 2003은 오염을 통제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

을 위해 유역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 2) 관

용, 소비자 의견의 수용, 규칙을 준수하는 (민간 사업

련 국제 협정에 효력을 부여하고, 특히 협정에 따라 유

자 사이의) 경쟁 및 수자원의 절약을 위한 법조문을 제

역 수자원 위험 대응을 위한 특별 조치 제공, 3) 경제,

공하고 있다.

사회 및 환경적 성과의 최적화를 위한 유역 수자원 사
용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협약의 효력 부여, 4) 유역

<표 1> Water Act 2003의 주요내용

수자원의 모든 용도에 대해 수자원 확보 개선, 5) 유역
수자원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이 있다. 호

물 서비스 규제청(Office of the 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
Ofwat)에 의해 상하수도 사업자들의 직책 및 경제적인 규제, 라이센스를
가진 물 공급자 관리

주의 물민감 도시설계는 국가차원에서 인프라교통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 권한, 사업자 및 공급자들의 의무

(th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물 사업자들, 라이센스를 가진 물 공급자들의 식수 품질 및 환경식량농업부
(DEFRA)와 음용수 감시과(the Drinking Water Inspectorate)의 의무 강화

에서 계획하고 도시차원에서는 물민감 도시설계 요소

물 서비스 규제청에 의해 물 사업자들의 직책에 따른 책임 및 물세 통제

가 계획정책의 전반적인 목적 및 전략에 통합되도록 추
진하고 있다(De Sousa et al., 2012). 한편, 2007년 발
표한 ‘국가 물안보 계획’에서는 물 관리에 대한 통합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관개시설의 근대

물 서비스 규제청과 소비자 위원회에 의해 소비자 및 수급자 보호
민간 사업자의 소매 및 수송 경쟁
(Retail and Common Carriage Competition)

출처 : www.legisla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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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물 순환 기본법’이 있다. ‘물 순환 기본법’은

및 연결성 고려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시기본계

수자원 및 수원지가 되는 삼림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획 등과 관련된 도시공원녹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정부가 5년마다 ‘물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도시 공간계획 및 제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국민들에게 건전한 물 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

한다. 도시공간마다 적합한 LID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 8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물을 ‘국민이 공유하는 귀중한 재산’으로 규정하여 정부

등)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도시공원녹지계획, 교통계

및 지자체의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획 등)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상위계획과
유관계획에서 제시하는 LID 관련 목표를 검토하고, 부

<표 2> 일본의 ‘물 순환 기본법’ 주요 내용
조 항

주요내용

목적
(제1조)

사람의 활동과 환경 보전에 재생된 물의 기능이 제
대로 유지된 상태에서의 물 순환을 말하는 ‘건전한
물 순환’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본이념
(제3조)

물 순환의 중요성 및 건전한 물 순환 유지 및 회복
을 위한 방안의 추진, 물의 공공성 및 물의 적정한
이용, 건전한 물 순환의 배려, 유역의 종합적인 관리
및 물 순환에 관한 국제적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물 순환
기본계획
(제13조)

정부는 물 순환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물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
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기본적 시책
(제14조∼제21조)

물의 저류(貯留)·함양(涵養) 기능의 유지 및 향상,
물의 적정하고 유효한 이용 촉진, 유역연휴(流域連
携)의 추진, 건전한 물 순환에 관한 교육 추진, 민간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물
순환 시책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 실시, 관련 과학기
술의 진흥, 국제적인 협력 확보 및 국제협력의 추진
등을 규정함

물 순환
정책본부
(제22조∼제30조)

물 순환 기본계획안의 책정, 관련부처가 실시하는
정책의 종합조정, 물 순환에 관한 정책 중 중요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각에
‘물 순환 정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
과 물 순환 정책담당. 대신, 본부원은 모든 국무대신
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시사점

문별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전략을 고려하여 충실
히 검토하여 부합여부를 평가하여야한다.
둘째, LID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환경 보전과 관리
측면’을 넘어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LID의 다기능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우 관리를 위한 수량분야,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수질분야, 생태적 공간을 위한
녹지분야, 그 외 경관과 같은 심미적 요소, 미(微)기후
조절 요소, 도시민 건강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법과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의 평가 체계와 방법론을 고려할 때 그 분야를 ‘수량·
수질·녹지’에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LID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제적 효과와 영향을 제시하
여야 한다. 개발주체와 지자체, 주민 등에게 LID가 가
지는 경제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보도할 수 있
도록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Ⅲ. 국
 내 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위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간계획 차원에서의 연결과

1. 평가영역 및 기준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원고에서 살펴

국내에서 시행되는 LID 관련 법·제도가 LID를

본 해외사례에서는 개발과 보존, 유역과 생태계의 보전

얼마나 보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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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바탕으로 평가영역을 공간계획부문과 환경

저감시키고자 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의 목표가 포함된

계획부문으로 나누고, 부분별 평가 기준은 [그림 1]과

다. 녹지와 관련된 기준은 ‘자연 생태계의 가치와 기능

같이 제시한다.

을 보존하고 녹색공간의 상호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지
역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리할

평가 영역

평가 기준

수 있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LID 계획의 수립
공간계획 부문

<표 3> 평가 기준과 의미

LID 계획의 연계성
구성

계획의 실현가능

법
·
제
도

수 량
환경계획 부문

수 질
녹 지

공간
계획
부문

[그림 1] 평가영역 및 영역별 평가 기준

여기서 살펴볼 공간계획 부문은 새로운 도시를 계
획·개발하거나 또는 재개발(도시재생)하는 사업에 영
향을 미치는 법·제도이다.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부터 보다 구체

환경
계획
부문

내 용

LID 계획의
수립 여부

LID 측면에서 ‘기초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토지
이용계획’, ‘LID 시설계획’의 수행여부와 수립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LID 계획
간의 연계성

상위 공간계획과 LID와 관련된 유관계획에서 수립
된 내용의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계획의
실현가능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개발계
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에 관련
하여 규제 및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함

수 량

침투량(㎜/연), 표면유출량(㎜/연) 등 수량 규제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수 질

총 질소(T-N, ㎏/연), 총 인(T-P, ㎏/연), BOD(㎏/연)
의 목표 달성 정도 등 수질 규제 및 대응 전략이 포
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녹 지

보전지역 및 개발가능지의 정합성 등 녹지 관련 규
제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적 설계를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
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지침을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LID의 접근과

2. 국내 LID 관련 법·제도 현황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계획의 일관성, 개발계획 시

우리나라에서 LID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제

LID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전략, LID 계획의 실질

도 가운데 LID를 고려하도록 요구되는 공간계획과 이

적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반면 환경

를 뒷받침하는 지침을 살펴보았다. 공간계획 관련 법체

계획 부문은 LID의 통합적 관리와 다양한 기능을 확보

계에서 가장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수량 관련 기준은

(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LID를 목적으로 한 조항은

‘물 순환 기능의 유지 또는 향상으로 홍수 피해를 예방

없으나 풍수해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방재

하는 계획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는 LID의

지구를 통해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

우선적 목표인 강우 유출 저감의 목표가 포함된다. 수

한 지구단위계획에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내용

질과 관련된 기준은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

이 있다. 공간계획은 위계에 따라 수립의 범위와 내용

질의 정화기능뿐만 아니라 수질 유지를 위한 계획’으

이 달라지기 때문에 LID의 적용 역시 계획 위계에 따

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는 LID를 통해 수질오염을

라 다르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계획의 공간범위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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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획에서는 정책과 전략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

LID와 관련된 상위계획, 관련계획, 관련제도를 고려

한다. 상위계획에서 LID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LID의

할 수 있다.

방향성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는

한편, 환경계획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반

는 수량·수질·녹지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시행되고

면에 계획의 공간범위가 작은 하위계획에서는 상세한

있다. 본 고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물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계획의 토지이용계

법, 환경영향평가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획에 LID의 구조적·비구조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률, 자연재해 대책법 등을 살펴보았다.

<표 4>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
구 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ID 관련 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 등의 재해에 대해 안전한 국토 구현’이라는 세부목표가 있음
·용도지구(방재지구) 등 지정, (시행령) 방재지구 안서의 건축제한 규정
·(시행령) 지구단위계획에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1-2-4 환경적 측면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역할로 언급
·부문별 계획에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녹지’,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권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3-2-3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 (6) 단지 등의 개발로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 물질의 유출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7) 하천축의 발전잠재력을 진단하여 하천축을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을 제시
- (8) 보전·복원·친수 지구 등 하천환경 특성과 연계한 하천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
- (9)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취약성 저감방
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7절 환경의 보전과 관리 4-7-1 기본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 (5) 단지개발시 불투수층을 최대한 감소시켜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발생된 비점오염 물질은 하천에 유입되
기 전에 이를 차단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1-5-2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 1-5-2-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을 수립
- 1-5-2-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1-5-2-11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
미기후 환경(바람유동 및 열섬현상)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4-3-2-4 각각의 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 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 오락계
통과 재해방지 및 비점오염·공해완화를 위한 녹지계통 등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계획
·제3절 녹지 (1) 완충녹지
- ⑥ 완충녹지는 우수 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7-3-2-4 물순환
- (1)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ㆍ군 관리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
- (2) 유출량의 검토는 소유역별로 행하여 유출량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
· 7-3-3-3. 수질
- ① 대상지에 오염원(비점오염원을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상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여부
- ② 하천 및 호소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수역) 설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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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관련 내용
·3-4-2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2) 지역에 산재한 저수지·호수·마을연못 등의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내 수자원의 보전과 전체적인 수자원의 순환체계를 고려한 수
자원계획을 수립하고 생태연못이나 하천·우수저류시설 등을 도입
·3-4-3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4) 강우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물질을 줄일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제3조(용어의 정의)
- 6. “저영향 개발 기법(Low Impact Development : LID)”이란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을 말함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조(친수구역 조성계획의 기본방향)
- ②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국토발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친수구역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
영하여야 함
- 10. 토지이용계획에 저영향 개발 기법(LID)을 적용하여야 함
·제15조(물순환계획)
- ① 사업계획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1. 저영향 개발 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원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5. 주요 도로변 녹지는 저영향 개발 기
법(LID)을 적용하여 우수의 침투 및 저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겸용공작물의 종류에 저류시설 포함
·(시행규칙)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

최적관리지침은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비점오염원 최

측·평가하여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

적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오염총량관리

향평가 항목 중 수질에서 빗물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다.

계획의 성공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의 재이용

고, 지침 내에 LID를 명시하였으며 개발사업 비점오

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

염원 관리방향 중 하나로 LID를 보고 이와 관련된 구

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조적·비구조적 기법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을 제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

하고 있다.

고있다. 동 법률에서는 물의 재이용·물 재이용시설·빗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

물이용시설 등과 같은 LID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빗물이용시설

환경(수질 및 수생태계)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

등의 재정지원, 시설에 대한보고 및 검사, 시설 설치·

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

운영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로 하고 있으며, LID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점오염원·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강우유출수·불투수층·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정의

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사항

하고 있다.

규정을 목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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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우수유출저감시
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표 5>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소분류

내 용

LID 계획의
수립

·국토계획법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재해에 안전
한 국토 구현’이라는 세부목표가 LID 방향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 ‘LID기반 도시기본
계획 수립 지자체 선정’,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공간구조
설정’ 그리고 ‘부문별 계획의 절차’ 등에서 LID 요소를 평가할
수 있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선
정’,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계획’, ‘환경성 검토’등
에서 LID 요소를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토지이용측면에서 보전지역 등에 대한 고려 등을 언
급하고 있으나, LID를 고려하는 조사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LID를 고려한 기초조사의 부재로 인해 종합분석, 기본구상으
로 이어지지 못함. 결과적으로 세부계획인 부문별계획과 하
위계획에서는 LID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LID계획의
연계성

·계획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평가 제도에서 효율적
으로 제어할 수 없음. 다시 말해 평가 제도와 계획의 연계 고
리가 미흡함
·개발 후 달성해야하는 LID 편익의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함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시
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와 토지의 사용 요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우수유
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국고보조 등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통해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우수
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을 제시하였다.

3. 평가 및 개선방향
국내의 공간계획부문의 LID 관련 법·제도를 평가
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이 LID 계획의 수립, LID 관련 계획의 연계성, LID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
체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의 LID 논의는 차치하더라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거버넌스를 위한
기준이 없음
계획의
실현가능성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없음

도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서는 LID의 개념과 기본원칙이 충분히 반영되

있다. 그동안 국내의 공간계획은 도시의 개발과 성장에

지 않았다(제1장 및 제3장 1절·2절 등). 제1장이나 제

초점을 맞춰 왔으며, 인구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

3장의 기본원칙에서 물 순환에 대한 언급 또는 LID에

후 환경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매우 어렵고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계획에서는

반영되기 쉽지 않다. 이는 LID도 마찬가지이며 LID를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서 LID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

고려한 기초조사와 종합 분석, 기본구상으로 이어지는

루거나, 독자적으로 부문별 LID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연계성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다.

도 고려해봐야 한다. 한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환경부문 LID 관련 법·제도들을 평가한 결과, 홍수

과, 친수구역 조성지침 등에서는 물 순환과 수질, 녹지

발생·수질오염·녹지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다양한 문

에 관한 계획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LID의 기

제와 다양한 관점·배경에서 다뤄지고 있다(<표 6> 참

능적인 내용을 모두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내

조). 애초에 이들은 법·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

용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성에 따라 LID의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

어져 LID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인식에 차이에 따라 다르기

와 같은 문제들은 LID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 측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계획과

면이 전반적으로 공간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데 원인이

의 연계성인데, 현재로서는 수량·수질·녹지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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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에 관련 내용과 평가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앞선 논의를 통해서 LID 적용과 관련된 법·제도가

를 공간에 실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정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책 의사결정과정 및 정책 수행 전후에 환경갈등의 여지

즉, LID를 지원하는 모법과,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공

가 있기 때문에, LID 개념을 확립하여 정책의 목표와

간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LID

내용을 바로잡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 공

와 공간계획의 통합된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법·제도

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LID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법·조항이 필요

<표 6> 환경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소분류

수량

내 용

하기 위해 LID를 단독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형태의

(자연재해대책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시
설기준을 제정하고 운영에 대한 규정
·자연대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종류,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 관련이 있음

LID 모법 제정을 제안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LID

(빗물이용시설 정의)
·시행령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규정, 시행규칙에서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음
(물환경보전법)
·법률에서는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과 함께 강우유출수,
불투수층 등을 정의하고 있으나 주요 목적은 사업으로 발생하
는 비점오염원 저감임
·시행령에서는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등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와 법적근거를 제
시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 장치형)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수질

녹지

하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와의 마찰을 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의 ‘수환경분야’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환경
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의 수질 부문에
서 빗물관리 관련사항을 다룸

특별법(가칭)은 국가차원에서 LID 기본계획을 수립해
야하며, 각 지자체는 LID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LID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LID 우선지역 및 개발위험지구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LID 목표량과 분담방안에 관한 사항
4) LID 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LID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둘째, 공간계획 관련 지침 및 제도는 LID계획을 반드
시 연계해야 한다. 계획 초기부터 LID가 적용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함께 제시해야 한
다. 또한 LID의 인증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활성화

(수질오염총량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관리방향 및 저영향개발 접근방법, 비점오
염원 관리시설 종류(생태면적·빗물이용시설·침투시설·여과
시설·저류시설) 및 설치기준, 비점오염관리계획의 수립 및 삭
감부하량 산정방법,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 예 등을 제시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개발계획과 밀접한 관계까 있기 때문에
공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이 가능함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LID는 토지이용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평가시 원형보전토록 협의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
침이 마련됨
·물, 녹지, 개발 등에대한 환경적 오염 및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
기 위한 선제적 방식의 내용 및 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전 과정에서 LID 관련 계획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과정의 전 단계에서 고려한다.
이는 LID 관련 계획과 제도를 고려하는 상호보완적 계
획수립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간계획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LID의 적용에 있
어 상위계획에서는 LID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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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LID 편익의 정량적 분석
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 참고문헌
김동현, 최희선 (2013) “수변지역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 (LID)

위계상에서 공간계획을 상세히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

적용을 위한 계획과정 도출 및 모의효과”, 환경정책

에 LID의 구조적·비구조적 기법을 모두 고려할 수 있

연구, 12(1), 37-58.

다. 게다가 상위계획의 계획 방향성과 LID 관련 계획을
수용할 수 있으며 법적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셋째, LID의 구조적·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
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이
러한 분석을 통해 계산된 편익들이 계획과정에 반영되
어 적절한 LID 배치와 용량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영운, 백종인, 한경민, 손철희 (2016) “구조적 LID 기술의 지
구단위계획 도시설계요소 적용가능성 평가”,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1(2), 111.
서혜정, 김
 동현 (2015) “그린인프라 기법 적용을 위한 토지 적
정성 평가 연구”, 국토계획, 50(3), 91-108.
이미홍, 한양희, 현경학 (2014) “저영향 개발(LID) 관련 지방정
부 법제도 현황 및 LID 시범 적용 방안”, 한국수자원학
회지, 47(12): 22-28.
Cirillo, C. and Podolsky, L. (2012) “Health, Prosperity and

Ⅳ. 맺음말
법·제도로서 LID는 환경규제가 있는 지역에 특별

Sustainability: The Case for Green Infrastructure
in Ontario”, Green Infrastructure Ontario Coalition.
Clements, J., St Juliana, A., Davis, P., &Levine, L. (2013)
“The green edge: How commercial property

한 의미를 지닌다. 환경규제는 개발로 발생하는 환경

investment in green infrastructure creates

오염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역 경제발전의 저

valu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해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지역주민들은 환경규제가 지

De Sousa, D., & Harders, S. (2012) “Regulatory gaps and

역의 낙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환경규제에 대

barriers to alternative water sources in Victoria.
In WSUD 2012: Water sensitive urban design;

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김동현, 2013). 이에 정부

Building the water sensitive community”, 7th

는 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sensitive urban

는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오히려 환경정책의 실효성

design (p.875). Engineers Australia.

을 떨어트리는 저해 요인이 됐다. 그러나 LID의 적용
은 환경적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재생을 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개발, 기후변화 등에 따른
도시환경의 문제점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더
욱 증대될 것이다. 도시환경의 변화 속에서 LID에 대
한 필요성과 요구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LID의

European Commission (EC) (2012) “The multifunctionality
of green infrastructur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Grant, J. and Gallet, D. (2010) The Value of Green
Infrastructure: A Guide to Recognizing It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Center for
Neighborhood Technology: Chicago, IL, USA,
2010.
Prince George’s County (1999) “Low-impact development
design strategies: An integrated design approac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체계적 접근과 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모색이 필요

Programs and Planning Division”, Prince George’s

한 시점이다.

County, Maryland.

24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저영향 개발(LID) 적용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 기획 특집 ●●●

Son, C. H., Hyun, K. H., Kim, D., Baek, J. I. and Ban,
Y. U. (2017)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Low Impact Development (LID)-Based District
Unit Planning Model”, Sustainability, 9(1), 145.
Tzoulas, K., Korpela, K., Venn, S., Yli-Pelkonen,
V., Kaźmierczak, A., Niemela, J. and James, P.
(2007) “Promoting ecosystem and human health
in urban areas using Green Infrastructure: A
literature review”,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1(3), 167-178.
Weitman, D., Weinberg, A., and Goo, R. (2009) “Reducing
stormwater costs through LID strategies and
practices. In Low Impact Development for Urban
Ecosystem and Habitat Protection” (pp. 1-10).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25

물 정책·경제 제30호

Journal of Water Policy and Economy
Vol. 30, April 2018 : pp. 27~39

상수도시설관리 성과지표로서의 유수율(%) 검토
김성한*·최효연**

Ⅰ. 서론
Ⅱ. 유수율 지표정의 및 활용현황
Ⅲ. 해외 물 손실 관리 지표정의 및 활용
Ⅳ. 물 손실관리 성과지표 재정의 제안

요약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에 따른 물 부족현상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손실되는 물을 절약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어
지고 있다. 유수율(%)은 우리나라에서 개별 지자체의 물 손실 수준과 수도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과지
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물 손실저감을 위한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물 손실저감을 위한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
의 서비스 수준 측정과 품질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나, 백분율(%)로 표시
되는 유수율은 성능추적과 기술성능 비교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지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고에
서는 국내외의 물 손실관리 지표 정의와 활용에 대한 차이점을 논하였다. 유수율 지표가 수도시설 관리 외적요인인 물 소
비수준, 즉 물 사용량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유수율 수준에 따라 물 손실저감 목표량이 달라지는 한계점을 제시하
였다. 향후 물 손실 성과관리 지표는 유수율 사용을 지양하고 단위당 손실량, 즉 급수전 밀도에 따라 급수전당 손실량(ℓ/
connection/day) 또는 급수관 길이당 손실량(㎥/㎞/day)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개별시스템 성
과 추적과 시스템 간 상호비교가 가능한 기반시설 손실지수(Infrastructure Leakage Index, ILI) 사용을 권고하였다.

Ⅰ. 개요

심화되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운문댐의 수위가 저하
되어 대구시 급수를 위하여 금호강에서 비상취수원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상황은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강원도 속초시와 전라남도

상수도 운영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15년의

완도군은 가뭄에 따른 취수원의 수량부족으로 인한 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이어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한급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 K-water융합연구원 원장, shkim@kwater.or.kr
** K-water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hyoyeon@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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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고, 손실을 나타내

물 절약과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물 손실량 저감이 강

는 성과지표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도사업자에게 유수율(有收率)

제기되고 있다(환경부 등, 2015). 더욱이 유럽과 미국

수준은 물 손실과 수도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나타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퍼센트로 정의되는 유수

내는 주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로 인식

율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

되고 있다. 또한 K-water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용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과 환경부에서 역점사업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상수도의 주요 성과지

으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도 유수율

표로 사용되고 있는 유수율(%) 지표의 정의와 활용현

이 중요한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황, 그리고 한계점을 논의하고 해외에서 표준적으로 사

해외 수도사업에서도 누수를 포함한 물 손실관리
(Water Loss Management)가 중요한 상수도 경영이

용되고 있는 지표를 소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슈가 되고 있으며, 운영관리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
다. 물 손실관리 방법은 크게 1) 물 손실량을 계량화하

Ⅱ. 유수율 지표정의 및 활용현황

는데 초점을 맞춘 물 손실량 평가방법, 2) 물 손실이 주
로 발생하는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 3) 효율적이고 효과

1. 유수율 지표정의

적인 물 손실제어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물 손

가. 국내

실을 관리하고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국제적으로 통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유수율은 급수량에 대

용되는 건전한 지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수도사업

한 유수수량의 백분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 식과

의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발하여 효

같이 나타낸다(환경부, 2016).

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IWA, 2012).

유수율(%) =

유수수량
연간 총급수량

× 100

(1)

수도사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

유수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총량을 연간

되는 성과지표는 정책수행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운영

총급수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총급수량을 구성하는

관리 효율성과 효과성,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

세부항목별 분석을 총괄 수량수지 분석이라고 한다. 유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사업체간 성능을 비교

수율 산정 및 물 손실관련 지표를 구성하는 주요 용어

평가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정지표

및 체계는 <표 1>과 같다.

를 성과지표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

유수율 산정식 (1)의 분모에 해당하는 연간 총급수량

한 성과지표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은 개별 시스템에 대

은 당해 연도 수도사업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공급한

한 연도별 성능 추적과 다른 시스템과의 기술성능 비

총 수량으로서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된 정수량과 정수

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상수도 손실의 성과지표

수입량의 합이다. 유수수량은 유효수량 중에서 요금으

로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로 표시되는 유수율은 이

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 즉 요금이 부과된 수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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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총괄 수량수지 분석
계량요금
수량

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

미계량
요금수량

계량기로 계측되지 않은 채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수량

분수량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분수하는 수량

기타
부과량

공공 공원 녹지 용수, 공중변소용수 등 타 회계로부터 요금징수로 수입이 있는 수량

계량기
불감수량

사용되었으나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징수가 되지 않는 수량

수도사업
용수량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수량

공공수량

소방용수 및 운반 급수량 등으로 요금 수입이 없는 수량

부정
사용량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사용, 급수업종 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
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무효수량

누수량

송수시점 이후 급수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된 손실수량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 되는 수량

조정감액
수량

이취미, 오염 등으로 수도사업자의 귀책사로 인해 요금 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
액 대상이 된 수량

유수수량
수도요금으로 또는 타
회계 등에서 수입이
있는 수량
총급수량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급한 총수량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된 량 + 정수
수입량)

유효수량
사용상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유효
무수수량
유효수량
중 수입이
없는 수량

무수수량
수입이
없는 수량

계량 요금수량, 비계량 요금수량, 분수량, 기타 부과량

측정 및 품질평가를 통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

의 합을 말한다.

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유수율 지표는 다음과

식(1)은 단순하지만 <표 1>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같다(상하수도협회, 2006).

분자와 분모의 지표들이 모두 복잡한 변수들로 구성되
지표유수율(%) =

어 있다. 연간 총급수량은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의 합

연간 유수수량
연간 생산량

× 100

(2)

이며, 여기에서 유효수량은 유수수량과 유효 무수수량
이 식에서는 분모항의 용어가 식 (1)과 상이한데, 이는

의 합이다. 그리고 무효수량은 조정감액수량과 누수량
의 합이다. 이 변수들은 대부분 측정하거나 예측해야

상수도통계 용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기 때문이다.

할 변수들이므로 측정오차 등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의 상수

나. 일본

도통계 발전방향 연구(환경부, 2014)에서는 조정감액

일본의 유수율 관련 지표정의는 일본수도협회(Japan

수량의 옥내 누수 감액 사례, 계량기 불감율의 오차율

Water Works Association, JWWA)에서 2005년 제정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여 2016년에 개정한 일본수도협회 규격 수도사업 가

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2007년 상하수도서비

이드라인 Q100(JWWA, 2005)에 근거하고 있다. 2016

스 국제 표준제정(ISO 24510/24511/24512)에 따라 이

년 개정된 업무지표(Performance Indicator)1)는 1) 안

에 대응하고 국내 상하수도 사업의 서비스 수준 평가

전한 양질의 물(17개 항목), 2) 물의 안정적 공급(57개

1) 일본에서는 Performance Indicator를 업무지표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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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리고 3) 건전한 사업경영(45개 항목)의 3부분

에서는 재무관리-생산원가절감 시책 추진실적의 일환

으로 구분되어, 총 1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으로 원정수구입비 절감을 위한 시책추진 실적 및 원

중 유수율 지표는 물의 안정적 공급 부분의 세부항목 중

가절감효과로서 유수율 제고 또는 요금부과율 제고를

a) 경영관리의 시설관리 항에 B110 누수율, B111 유효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

율, B112 유수율로 선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수율 지

서 경영효율화-재무관리(6점)에 유수율 지표가 포함

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되어 있다.

유수율(%) =

연간 유수수량
연간 배수량

× 100

(3)

나.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여기에서 연간유수수량은 연간 요금징수의 대상이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를 위한

된 수량 및 타 회계에서 수입이 있었던 수량을 말하고,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환경부 훈령 제

연간 배수량은 연간 해당 급수구역에 급수한 실적수량

2012-974호)」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관리

을 말한다. 또한 지표해설에 의하면 ‘이 지표는 배수량

분야(31점), 수질관리분야(26점), 대국민서비스분야(17

(급수량)에 대한 유수수량의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시

점), 경영 및 운영분야(16점), 기타(10점)의 5가지로 구

설의 가동상황이 그대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

분된다. 유수율은 경영 및 운영분야의 중요한 평가지표

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유수율 지표

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영 및 운영분야 16점 배점 중 유

가 해당 수도사업체 급수수익의 판단을 위주로 하는 지

수율 개선에 8점을 할당하고 있고, 개선율에 따라 A-D

표임을 설명하고 있다.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지표에 대한 관계식은 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표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용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지표해설에서 시
설의 가동과 수익에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

음과 같다.
유수율개선율 =

평가연도유수율 - 평가전년도유수율
평가 전년도유수율

× 100 (4)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 국내 유수율 지표 활용현황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이물질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제도는

유입 예방 등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누수저감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이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블록 및 유지관

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 목적은 지방상수도

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 구축을 주

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해야 할 지표설정

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환경부, 2016).

과 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현재 유수율이 70% 미만인

영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있다(대한상하수도학회,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목표는 각 지자체

2015).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2016)

의 현 수도사업 관련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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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사업 급수구역의 유수율을 85% 이상 달성하는

에서 2015년 84.3%로 10년 동안 4.3%p가 상승하였다.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실태, 현재 유수율 수준 등을 고려한 목표의 재설정에

는 유수율 향상 폭이 컸으나, 2012년 이후에는 정체 상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에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0.5%p가 하락하였
다가, 2015년에 0.6%p 증가하여 2013년 수준으로 회

라.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복되었다.

K-water는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2017년 청

<표 2>는 2015년 상수도통계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송군까지 총 23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방상수도 업

별 유수율 분포이다. 2015년 지자체별 유수율 분포현황

무를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다. 시설 운전 및 이력관리,

을 분석한 결과 지방상수도 161개 수도사업자의 유수

수량 및 수질관리, 누수탐사 및 복구, 운영관리 직원 교

율은 최저 36.82%에서 최고 96.20%로 상당히 높은 편

육 등 상수도시설 운영 업무와 노후시설 개대체 및 이력

차를 보이고 있다. 유수율 구간별로 살펴보면 80∼90%

관리, 관망정비,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 업

범위에 가장 많은 수도사업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무, 고객·요금관리, 미보급지역 급수확대 등 지방상수

나타났으며, 특히 시(市)규모 이상에서는 이 구간에 38

도 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운

개 지역으로 이 구간 전체(46개 지역)의 84.4%를 차지

영성과를 평가할 때 유수율 제고 수준을 중요한 지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 규모의 수도사업체는 60∼70%

활용하고 있다. 사업대상 지자체 대부분의 유수율 평가

범위에 30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기준은 80% 수준이다.

규모별로 유수율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0∼70% 구간과 80∼90% 구간의 두 곳의

3. 유수율 지표의 한계점

첨두 분포를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

가. 상수도통계 분석

<표 2> 지자체 유수율 분포(2015년 상수도 통계 기준)

환경부의 2015년 상수도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
라의 최근 10년간의 전국 평균 유수율은 2006년 80.0%

(단위 : 개)
유수율(%)

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특광역시
유수율(%)

전국평균 연도별 유수율

시

85

군

84

제주·세종

83

계

82

1

4
10

1

5

11

14

34

3

23

30

12

8

28

41

26

46

1
1

3

5

1
14

81
80

상수도통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물 손실지

79
78
77

표 중의 하나인 급수전당 무수수량(ℓ/급수전/일)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그림 1]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유수율 현황

분석한 결과 2015년 현재 최저 74.8(ℓ/급수전/일)에
서 최고 1732.0(ℓ/급수전/일), 그리고 평균 366.7(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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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일)로 이 지표 또한 지자체별로 상당히 큰 편

1) 물 소비수준에 따라 기초 유수율 수준 결정

차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이 지표는 국제적 표준으로

유수율은 물 소비수준에 따라 기본적인 수준이 결정

사용되고 있는 물 손실량 수준을 지표중의 하나로서,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2015년 상수도통계 분석에

낮은 수치일수록 손실이 작음을 나타낸다.

의하면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충북 진천군이 유수율 수

<표 3>은 2015년 상수도통계에 나타난 지방자치단

준이 가장 높다. 2015년 기준 유수율이 86.04%로 161

체별 급수전당 무수수량 지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개 수도사업자 중에서 35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

이 표에 의하면 유수율 지표와 달리 특광역시에 속해도

나, 1일 1인당 사용량 또한 465.6(ℓ/인/일)으로 전국평

평균보다 높은 급수전당 무수수량을 나타낸 곳도 있으

균 282.0(ℓ/인/일)보다 1.65배 높은 수준의 1인당 물 소

며, 시와 군 단위의 지자체는 개략적으로 정규분포 형

비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물 소비수준이 높은 것은

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 총급수량의 47%를 차지하는 상수도에서 공
급되는 공업용수 물량에 기인한다. 진천군과 유사한 무

<표 3> 지자체 급수전당 무수수량 분포(2015년 상수도 통계 기준)
(단위 : 개)

수수량 수준을 가진 두 지자체와 비교하면 <표 4>와 같

급수전당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000
무수수량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ℓ/전/일)

다. 즉, 손실량이 대부분인 무수수량(총급수량-유수수

특광역시

1

한 유수수량의 차가 커서 유수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시

1

군

3

2

1

6

10

12

12

10

6

6

3

3

10

12

22

10

8

6

4

4

2

제주·세종
계

5

2
2

9

23

26

35

20

14

12

7

4

량)은 세 지자체가 비슷하나 1인당 소비량의 차이에 의

는 것이다. 진천군과 평창군을 비교한 경우 유수율은
17.36%p 차이가 있다.

9

<표 4> 2015년 상수도통계상의 일부지자체 유수율과 1일 1인당
사용량 비교

나. 유수율 지표의 한계점
상수도 운영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위탁관

구 분

총급수량
(㎥)

유수수량
(㎥)

무수수량
(㎥)

유수율 1인당 사용량
(%)
(ℓ/인/일)

진천군

11,760,835 10,119,607 1,641,228

86.04

465.6

리업무의 성과측정지표로 사용중인 유수율(%)은 상수

횡성군

5,471,544

3,829,780

1,641,764

69.99

306.8

도시설 관리자의 의지와 무관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

평창군

5,217,379

3,583,467

1,633,912

68.68

280.8

우가 많아 물 손실 효율성 측정지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한상하수도학회, 2015).

2) 소비수량 증감에 따른 유수율 지표 변화

상수도시설 관리 외적 요인인 물 소비수준, 즉 물 사용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인구증가, 신도시나 공업단

량 변화에 따라 유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 유치 등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유수율 계산에서 유

한 유수율은 관망에서 물 손실의 주체가 되는 관 길이,

수수량이 증가되고, 이는 곧 유수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급수전 수, 관망 내 수압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관리자의 노력과 관

술성능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이 폭넓게 인식

계없이 물 사용량이 증가하여 유수율이 향상되는 결과

되고 있다(GIZ, 2011).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대한상하수도학회, 2015).

32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상수도시설관리 성과지표로서의 유수율(%) 검토

A시 유수율 현황

(단위 : ㎥)
12,000,000

물 절약 전의 총급수량은 100단위(=80+20)가 되어
90%
85%

10,000,000

80%
8,000,000

75%
70%

6,000,000

65%

4,000,000

60%
2,0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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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율은 80%(=80/100)이나, 수도사업자의 노력으로
물 소비량을 10% 절약한 후 총급수량은 92단위(=72
+20)가 되므로 유슈율은 78.3%(=72/92)로 줄어들게
되어 손실량은 20단위로 변화가 없음에도 유수율이

55%
50%

1.7%p 떨어지는 효과를 주게 된다. 즉, 절수운동을 통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량

유수수량

무수수량

해 소비량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면 유수율은 오히려 떨

유수율(%)

[그림 2] A시의 유수율과 급수전당 무수수량의 상관성

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유수율

[그림 2]는 혁신도시 유치에 따라 연간 총급수량이 증
가하고 있는 A시의 유수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손실을 나타내는 무수수량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2017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유수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유수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20%p가 상승하였다.
물 소비량 증가와 반대로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물
절약, 인구감소 등에 따른 물 소비량 감소 또한 유수율
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3]은 연간 소비량이 80단위
(units)이고 물 손실량이 20단위인 단위 구역에서 물 손
실량은 변함이 없고 물 소비량의 10%를 절약하였을 경
우 유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EU, 2015).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의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유수율(%) 수준에 따라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저감량
상이
유수율의 또 다른 한계점은 소비량이 일정하게 유지
될 때 유수율 수준에 따라 달성해야 할 저감량이 달라진
다는 것이다. [그림 4]는 유수수량이 5,000㎥인 구역에
대하여 유수율 50%부터 95%까지의 유수수량과 무수수
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60%에서 65%까지 유수율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수수량(손실량)을 661㎥ 저
감해야 하는데 반해, 80%에서 85%까지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358㎥를 저감시키면 된다. 이 경우 60%와 같은
낮은 유수율에서는 낮게 달린 과일과 같이 물 손실수량

유수율 별 급수량 및 무수수량
(유수수량이 5,000㎥일 경우)

(㎥)
12,000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S

S

S

S

S

S

S

S

8,000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6,000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0,000

4,000

연간 소비량 = 80units
연간 손실량 = 20units

연간 소비량 = 72units
연간 손실량 = 20units

(a) 물 절약 전

(b) 물 절약 후

주: C는 소비량, L은 손실량, S는 절약된 수량을 의미

[그림 3] 소비량의 10%를 절약하였을 경우에 대한 유수율 변화

2,000
0
50%

55%

60%

65%
70%
75%
급수량
유수수량

80%
85%
무수수량

90%

95%

[그림 4] 유
 수수량이 5,000㎥일 경우 유수율에 따른 유수수량 및
무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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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 물 손실량을 저감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많

분과(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은 양을 저감해야 유수율을 5%p 향상시킬 수 있다. 반

water system specialist group)에서 개발한 성과지표

면에 80%에서는 전체적인 물 손실수량이 적어 손실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IWA에서 권고하는 상수도운영측

을 저감하기 어렵지만 60%에서 유수율 개선을 위해 저

면의 물 손실지표는 <표 5>와 같다(IWA, 2012).

감해야 했던 물 손실량의 약 56%만 저감하면 목표 유
수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퍼센트로 성과
목표를 정할 경우 달성해야 할 양과의 관계로 인해 효
과성이 저하될 수 있게 된다.

<표 5> IWA Operational water losses PI
OP23 – 급수전당 물 손실량 (단위 : ㎥/connection/year)
급수전당 연간 총 손실수량(명목 + 실질손실)으로 표시
도시 관망시스템에 적합한 지표
OP24 – 배수관 길이당 손실량 (㎥/㎞/day)
관로 길이당 일별 총 손실수량(명목 + 실질손실)으로 표시
급수전 밀도가 낮은 관망시스템에 적합한 지표

4) 유수율과 무수율의 항상 일정한 합(100%)
앞에서 언급한 유수율의 한계점은 유수율과 무수율
의 합이 항상 100%가 되어야 하는 퍼센트(%)의 문제점

명목손실

에서 발생한다. 총급수량 중 손실의 비율(%)이 증가하
면 소비 비율이 감소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이는 시소게임과 같이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Ⅲ. 해외 물 손실 관리 지표정의 및 활용
1. 해외 물 손실 관리 지표정의

실질손실

OP25 – 명목손실 (단위 : %)
외부 분수량1)을 제외한 유입량의 명목손실 백분율
도시 관망시스템에 적합한 지표
Op26 – 시스템 유입량의 명목손실 비율 (단위 : %)
외부 분수량을 포함한 유입량의 명목손실 배분율
급수전 밀도가 낮은 관망시스템에 적합한 지표
OP27 – 급수전당 실질손실 (단위 :ℓ/connection/day)
급수전당 일평균 실질손실
도시 관망시스템에 적합한 지표
OP28 – 배수관 길이당 실질손실 (단위 :ℓ/㎞/day)
배수관 길이당 일평균 실질손실
급수전 밀도가 낮은 관망시스템에 적합한 지표

OP29 – 기반시설누수지수 (Infrastructure Leakage Index, ILI)
실측 실질손실 대 예측 최저 실질손실의 비율

이 지표의 특징은 명목손실(apparent losses)을 제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후변화 등에 의한 물 부족

한 지표는 단위 양으로 표시하였으며, 기반시설누수지

에 대응하기 위한 상수도 정책으로 물 손실제어(water

수(Infrastructure Leakage Index, ILI)는 무차원으로

loss control)가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나타내었다. 또한 급수전의 밀도 20전/㎞를 기준으로

있으며, 운영적인 관점에서부터 적절하게 물 손실을 모

높은 밀도에서는 급수전당 손실량으로 나타내었으며,

니터링하기 위하여 적정한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낮은 급수전 밀도에서는 배수관 길이당 손실량으로 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

물 손실에 관한 지표의 최근 경향은 국제수도협회

최근 해외의 많은 수도업계에서는 기반시설누수지수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IWA)가 표준으로

(ILI)를 물 손실 관리 지표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ILI

삼고 있는 도시 수도시스템 전문가 그룹의 운영관리

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이 부족한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으로 타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 판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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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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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

EPA)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장의 대안으로서 물 절약

여기에서 CARL은 현재 연간 실질손실량(Current

과 물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먼저 미국수도협

Annual Real Losses), UARL은 피할 수 없는 연간 실

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에

질손실량(Unavoidable Annual Real Losses)을 의미

서 국제수도협회의 방법론에 따라 만든 물 감사(Water

한다. UARL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Audit)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물이 생산되어 소비될 때까지의 물수지에 대한

UARL(ℓ/service connection/day) = (18Lm+0.8Nc+25Lc) × P

(6)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ILI는 현재의 운영 수
압에서 얼마나 관망시스템 내 손실을 잘 관리하고 있

여기에서 Lm은 배수관 길이(length of water mains, 단

는지를 계량하는 최상의 성과지표라고 평가하였으며,

위 : ㎞), Nc는 급수전 수(number of service connections),

수도 시스템별 ILI 수준에 따른 물 손실저감 목표설정

Lc는 Nc와 Lp(사유지에 매설된 수도미터까지의 급수관

에 취수원측면, 운영측면 및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침을

평균 길이, average length of underground connection

제공하고 있다(EPA, 2016).

up to the meter on the private side, 단위 : ㎞)의 곱

Laneuville 외(2017)는 물 손실 저감을 위한 지표의

하기이며, P는 시스템 내 평균 수압(average pressure

목표를 1) 개별 시스템에 대한 성능추적과 2) 다른 시스

in the system, 단위 : m)이다.

템의 기술성능과 비교로 구분하고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지표인 퍼센트 유수율(%), 관로 길이당 손실

2. 해외 물 손실 관리 활용현황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에서는 개별

량(㎥/㎞/day), 급수전당 손실량(ℓ/connection/day),
그리고 ILI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수도시스템에 대한 물 손실의 목표설정과 추적을 위한

첫 번째, 퍼센트로 표시되는 유수율 지표는 1) 소비

핵심지표(Key Performance Index, KPI)로 「Volume/

수준에 따라 지표가 좌우되고, 2) 손실과 물 절약을

year, ㎥/km of mains/day, liters/connection/day」의

동시에 지표에 나타낼 수 없으며, 3) 대규모 수용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 지표들의 활용은 개별 시

가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지표

스템의 급수전 밀도, 개별 사업체에서의 전통과 익숙함

의 두 가지 성과지표 목표에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간 내부 또는 외부 누수실태의 비교를 위

두 번째 관로 길이당 손실량(㎥/㎞/day)으로 나타내

한 KPI로는 「UARL, ILI, 평균수압, 누수단가, 누수수

는 지표는 첫 번째 목표인 개별 시스템의 성능추적에는

리 빈도」 등으로 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U, 2015).

우수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를 위한 지표로는 급수

[그림 5]는 Lambert 등 (2014)에서 발표한 5개 유럽국

전수가 20전/㎞ 이상인 시스템은 우수하나, 이 지표가

가의 83개 수도사업체에 대한 ILI를 EU (2015)에서 재

급수전 수에 따라 변동되어 다른 시스템과 비교에는 다

인용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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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Leakage Index (ILI)
20,0

19,0

18,0

17,0

16,0

ILIs for 83 Water Utilities in 15 European Countries, circa 2012 : data set at 28 Feb 2014 (source : Global ILIs)

출처 : EU, 2015

[그림 5] 15개 유럽국가의 83개 수도사업체에 대한 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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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급수전당 손실량(ℓ/connection/day) 지표

Laneuville 외(2017)는 ILI의 개별시스템에 대한 성

는 관로 길이당 손실량 지표와 유사하게 개별 시스템

능추적의 사례로 Canada Halifax 시(市)의 평균, 서쪽

성능추적에는 우수하나, 급수전수가 20전/㎞ 이상인

지역, 동쪽 지역, 및 중앙 지역의 연도별 ILI를 [그림 6]

시스템에서는 다른 시스템과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하

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연도별 물 손실

고 있다.

수준의 변화와 함께, 시의 지역별 편차와 그 추세도 확

마지막으로 ILI 지표는 성능추적에는 우수하고 다른
시스템과 비교를 위한 최상의 지표라고 언급하고 있으
며, ILI 수준에 따른 국제적인 성능은 2 미만일 경우

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7]은 Canada의 33개 수도사
업체에 대하여 2003년에서 2014년까지의 ILI와 수압
범위에 대한 수도사업체별 수준을 명시하였다.

최상의 상태, 2 이상 4 미만을 좋은 상태, 4 이상 8 미만
을 열악한 상태, 그리고 8 이상은 아주 비효율적인 시스
템 운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등급화하고 있다.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였
을 때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의 달성도를 양적 또는 질적

Comparison of sectors ILIS in Halifax

INFRASTRUCTURE LEAKAGE INDEX

14

Halifax Water
West
East
Central

12
10
8

으로 제시하는 지수를 말하며, 목표가 명확할 때 성과
목표는 구조화되고, 구조화된 성과목표에 따라 성과지
표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목표 달성기준을 구

6

체적, 체계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대한

4
2
0

3. 유수율 지표 재정의 및 활용부분에 대한 시사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Year

또한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서비스 수준 측정과 품

Soure : http://www.leakssuite. com/global-ilis/canadian-ilis

질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출처 : Laneuville 외, 2017

[그림 6] Canada Halifax시 연도별 ILI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측정
과 관리를 통해 현재 수준의 평가가 가능한 지표가 되

ILI and Average Pressure for 33 Canadian Utilities (2003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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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학회, 2015).

Utility

어야 하며, 상수도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Very High
Averag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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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essure
50 ≤ Pav ＜ 60m
Moderat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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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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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e : http://www.leakssuite. com/global-ilis/canadian-ilis

출처 : Laneuville 외, 2017

[그림 7] Canada 수도사업체들의 ILI 및 수압

Very Low
Pressure
Category
Pav ≤ 30m

지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상호 비교 검토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수도분야의 성과지표는 수돗물공급 목적
달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량화된 지
표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상하수도학회(2015)에서 언
급한 성과지표 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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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는 목적 또는 목표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일 것.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어떤 지역에서 수행되는 실제의 업무수준 표현이 가능할 것.

그러나 앞에서의 국내외 사례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되는 유수율은 재무분야(경제성) 등에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
하여 보다 향상된 물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적이 가능하고 비교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수도사업의 성과평가는 운영관리에
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좋은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 시스템에 대한 목표달성 여

따라서 상수도사업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는 국제적

부와 서비스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추적해야 하

으로 통용되는 건전한 체계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에서의 성과평가를 위한

효과성과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지표로는 사업시행자의 의지와 무관한 여러 가지 제한

데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

요소가 발생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수도 사업의 물 손

리나라의 경우도 유수율 사용보다는 주요 선진국에서

실에 관한 성과지표에 대한 재정의를 위하여 다음의 사

채택하고 있는 단위당 손실량 또는 ILI와 같은 무차원

항을 제안한다.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적과 타 시스템과

1) 퍼센트로 나타내는 유수율은 물 손실에 관한 성과

비교검토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필

지표로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상수

통용되는 성과지표가 마련되기까지 참고용으로 사

도통계를 기반으로 지표가 작성되고 관리되고 있다. 상

용하고, 이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통계는 작성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사하고 작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에 맞추어 단기적으로는

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취합하여 발간하는 체계로 구성

개별 수도시스템의 성과 추적을 위해 단위당 손실

되어 있다. 대한상하수도학회(2015)에서는 상수도통계

량, 즉 급수전의 밀도에 따라 「ℓ/connection/day」

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

또는 「㎥/㎞/day」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데이

선방안을 바탕으로 통계작성의 절차, 항목, 그리고 정

터 표준화를 통해 개별시스템 성과 추적과 시스템

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간 상호비교가 가능한 기반시설 손실지수(ILI) 사
용을 권고한다.

Ⅳ. 물 손실관리 성과지표 재정의 제안

3)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성과지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의 업무수행능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ILI와 같은 경

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적정한 성과지표를 사용하

우 구역별로 급수관 길이, 급수전 수, 구역 평균 수

면 서비스 품질과 사업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

압 등의 자료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데이터가 정

할 수 있고, 목표의 비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행

비될 수 있도록 통계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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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와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성과지표 채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
수도 운영관리 현황이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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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장기적 관점의 국내외 환경변화 예측, 미래사회 대응 기술개발 도출을
위해 지하수·환경 분야 관련 2050년 미래상 및 미래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5회 과학기술
예측조사(2016-2040),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의 제10회 일본 과학기술예측조사(2015-2045)에서도 일부 기술에
대해 2050년의 장기적 관점의 미래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기술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래사회 예측
관련 문헌 및 기존 미래사회 도출 모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능정보기술 진화, 도시화 확대, 기후변화 지속, 환경질
저하를 중심 이슈로 2050년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2050년 미래상을 바탕으로 지하수·환경 분야의 미래 기술
수요를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지질환경·생태 관리, 대기·토양·지하수 오염인자 정밀제어, 지능형 자원순환 및 지질
환경·생태 그리드 기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제시하였다.

Ⅰ. 서론

합동(2016)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업 구조 및 고용 구조의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변화와 함께 가정기기의 로봇화, 질병 진단·치료 정확

장기적 관점의 환경변화 예측, 미래사회 대응 기술 도

도 향상, 언어장벽 해소, 보안·교통 향상, 맞춤형 교육

출을 위해 2050년 미래상 및 지하수·환경 분야 기술의

등에 따라 삶의 모습·환경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능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관계 정부부처

정보 경쟁력 확보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

*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요사업 ‘지질자원 표본·기초학술연구와 탈추격 R&D 정책개발(GP2017-004)’로 수행되었습니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 eyahn@kiga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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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

금속자원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채택된 UN

안전망이 확충되어 생활이 안정되며 질병 예방·생활

Summit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의해 2050년은

환경 개선·사고 감소 등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1) 환경·기후 보호, 2) 공정한 가치·개발(책임성있는

Product, GDP)으로 계산되지 않는 소비자 후생이 증

자원개발), 3) 투명성과 인권, 4)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관계 정부부처 합동, 2016).

기본적인 원칙을 가진다고 보았다(WEF, 2015).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등

2050년 지속가능한 세계에서 광업 및 금속자원의 변화

에 따라 미래에 대한 정책 및 새로운 기술개발의 중요

원인을 환경, 기술, 사회, 지정학, 지리학적인 것으로

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고, 공급운영 측면에서 자원기반, 전략운영, 기술혁

2020년, 2030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 인력, 외부관계 및 수요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관점에서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 ‘정부는 주기적으

근에도 지속되는 대기 환경질 저하 등 지역적, 전지구

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

적 환경문제 및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

Development Goals, SDGs) 등 국제적인 노력에 따라

다’에 따라 1994년을 시작으로 5년 마다 1999년, 2004

지하수·환경 분야의 미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

년, 2011년, 2016년에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시행하고

므로, 미래사회 예측에 기반한 종합적 관점에서 지하

있다(이승룡, 2016). 한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환경 미래기술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에서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를

Ⅱ. 연구 방법

실시하였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
구소(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원(Commonwealth Scientific

Policy, NISTEP)에서 1971년 제1회 기술예측조사 이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은 에

후로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였다(일본 과

너지, 광업, 재료, 제조, 환경, 식품·복지, 교통, 천

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5). 최근에 발간된 일본

문·우주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연구소로, 해당 기관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의 제10회 일본 과학

에서는 2050년 경제활동, 자원사용, 환경성과와 생활

기술예측조사는 예측기간을 향후 30년으로 2045년까

양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에

지 해당되나, 분석 결과 2050년까지의 모습도 담고 있

너지-식량-수자원 복합문제와 글로벌 시나리오(전력,

다.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당시 급

세계경제, 기후변화), 국내 시나리오(에너지, 경제, 국

격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토이용, 생물다양성, 재료, 수자원)에 의해 2050년을

Technologies, ICT) 발전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

예측하였다(CSIRO IMPACT SCIENCE, 2015).

워크·서비스 관점을 새로 도입하였다고 한다.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트렌드에 주목하여

Forum, WEF)의 2050년 지속가능한 세계에서 광업 및

2040~2050년 지하수·환경 관련 분야를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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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품 등에 부착된 센서와 이를 연결하는 무선인터넷, 근거

그리고 해당 중심이슈별 2050년 미래상 도출을 위해

리 통신 등으로 가능해진다. 물리적 세계(실제 세계, 현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래사회 예측 관련 문

실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사이버 세계(가상 세

헌 및 기존 미래사회 도출 모델을 분석하였다. 이때 미

계)에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제와 가상을

래사회 변화 트렌드 관련 자료는 국제기구, 연구기관,

매개하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컨설팅업체, 시장조사업체 등에서 발표한 국내 및 국외

CPS)이 중요해진다. 사이버-물리 시스템에서는 가상

문헌과 다양한 온라인 뉴스 자료이다. 이러한 2050년

세계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상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 수요를 구체화하고, 미래

데이터를 수집·축적·해석한 이후 실제 공간에 작용기

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지하수·환경 분야의 서

(Actuator)로 피드백하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는다.

비스 또는 제품을 구성한다. 미래기술 관련 자료 또한

박동(2017)은 클라우스 슈밥(2016)의 내용을 정리하

국제기구, 연구기관, 컨설팅업체, 시장조사업체 등에

여 물리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의 융합을

서 발표한 국내·외 문헌과 온라인 뉴스를 수집하였다.

제시하였다. 물리적 세계에서 센서에 기반을 두는 무
인운송수단·3D 프린팅·첨단 로봇공학·신소재 기

Ⅲ. 지하수·환경 분야 미래상

술, 사이버 세계에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빅데이터·인공지능의 디지털 기술, 인간과 사

1. 지능정보기술 진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물·인공지능과의 연결을 위한 유전공학·합성 생물학
기술이다.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정보화인 3차 산

PwC(2017)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망에서 생물

업혁명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학 분야로 광유전학 기술(Optogenetics), 차세대 유전체

사회로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혁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학, 미생물의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원하는 생

(홍형득, 2017). 이전 산업혁명은 제품을 만드는 물리

명체를 설계해 유용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인 시스

적인 힘이 중시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제품에 지능

템대사공학(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생물정

을 넣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 소프트파워가 중요하

보학(Bioinformatics), 뇌공학기술(Neurotechnologies),

다고 하였다(홍형득, 2017). 이재홍(2017)은 자동화, 지

줄기세포, 합성 생물학, 개인화 의약품, 나노입자

능화, 연결화의 4차 산업혁명 특징을 제시하며, 일방향

(Nanoparticles)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분야

에서 양방향의 능동성,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성, 데이

에서 가상현실과 실제환경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터 영역이 확대된 연계성, 실시간 처리하는 민첩성, 이

(Digital Twins), 가상현실,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

상 상황을 예측하는 신뢰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2017)는 앞으로

분석, 산업 사물인터넷, 3D프린팅, 퀀텀 컴퓨팅을 제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이 증가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분야로 차세대 배터리,

한다고 했다.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은 부품, 반제품, 제

신소재, 나노소재, 무인자동차, 나노기계, 웨어러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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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나노위성, 생체 마이크로칩을 제시하였다.

응,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한 지역문제해결에 초점을 두
고 센서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인프라 스트럭쳐에 대

2. 도시화 확대

한 사이버 보안 투자, 지능형 수송 시스템 등의 기술개

19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가 도시에서 거주하

발 투자를 강화한다. 일본은 2011년 3·11 대지진 이

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54%

후, 10개 도시가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

로 상승했으며 2050년 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

며, 국제적으로도 인도를 대상으로 델리-뭄바이 산업

며,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

화(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 사업

티가 2014년 28개에서 2030년 41개로 증가할 것으로

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에 참여하여, 2015년

예측된다(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상반기부터 세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Affairs의 Population Division, 2014). 또한 인구증

이승룡 외(2016)는 2043년 전 세계를 잇는 도로 인프

가율은 감소하지만 세계 인구가 2015년 중반 73.49억

라가 완성되고, 2050년 최대 시속 6천㎞의 초고속 열차

명에서 2050년 97.25억 명, 2100년 112.13억 명이 될

와 초음속 항공기, 미국-알래스카-러시아 해저터널 등

것으로 예측된다(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이 완성되면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Social Affairs의 Population Division, 2015). 정보통

Monighan(2016), 최은수(2016)의 삼성 SmartThings

신산업진흥원(2015)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인구 고령

영국법인의 퓨처 리빙 리포트(SmartThings Future

화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인구 부족 문제가 대두

Living Report)에서는 2116년의 미래 건축은 정보를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인구의 급격

입력받은 모바일 로봇 팔과 드론이 공사를 하므로 구

한 증가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도시 인

름 위나 땅속으로 깊이 올라가거나 깊이 내려가는 수

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퍼 마천루(Super-Skyscraper)와 지하 마천루(Earth-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도시행정, 교육, 복지 등

scraper)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Schilling(2014),

다양한 도시 부분에 ICT의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

Crockett(2016), 최영준(2016)에 의하면, 멕시코 BNKR

형 도시로, 우리나라는 서울, 청라·송도 국제도시와

건축의 어스스크래퍼(Earthscraper)는 초고층건물이라

영종 하늘도시, 세종, 부산 등에 스마트시티를 구축 중

는 뜻을 가진 스카이스크래퍼(Skyscraper)에 대비되는

이거나 구축 예정이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

건축물로 지하의 초고층건물 혹은 지하도시의 형태이

평가연구원, 2015). 프로스트 앤 설리반(2013) 등의 예

다. 멕시코 BNKR 건축의 어스스크래퍼(Earthscraper)

측에 따라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0년 1.5조 달러에 달

는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도시로 300m

하고, 2025년까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26개 지역이

깊이까지 자연채광 하는 목표를 가진다(최영준, 2016).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20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5) 또한 초대형 지하 신

에 따르면, 미국은 총 1.6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도시 프로젝트인 Earthscraper 2020을 제안했다.

(Smart Cities)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Earthscrapaer 2020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하공간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

환경 유지, 인간 중심형 지하빌딩 건축, 지하 교통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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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은 2.0℃, 3.7℃ 상승, 평균해
수면은 30㎝, 63㎝ 상승할 것이며, 2100년 2℃ 상승으
로 억제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2100년 기준 450ppm의
탄소집약 농도를 목표로 하는 감축경로(RCP2.6)를 요
구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 영향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
는 한계값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구 기후·생태계
회복 불가한 것으로 칸쿤총회에서 목표가 채택되었다
고 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1), 2015; 최한
창, 2015).

출처 : 최영준(2016)에서 BNKR Arquitectura 그림 인용

<표 1> 21세기 중-후반 지구 평균 표면 온도의 변화 및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 상승

[그림 1] 지
 하의 초고층건물 혹은 지하도시 형태의 어스스크래퍼
(Earthscraper)

워크 확보, 지하 메가스트럭처 구조 확보, 유형별 방
재시스템 확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및

시나리오

지구 평균 표면
온도 변화(℃)

지반영향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핵심 융합기술 개발을
2020년에 완료하고 2040년까지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3. 기후변화 지속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 상승(m)

2046-2065년

2081-2100년

평균

가능범위

평균

가능범위

RCP2.6

1.0

0.4-1.6

1.0

0.3-1.7

RCP4.5

1.4

0.9-2.0

1.8

1.1-2.6

RCP6.0

1.3

0.8-1.8

2.2

1.4-3.1

RCP8.5

2.0

1.4-2.6

3.7

2.6-4.8

RCP2.6

0.24

0.17-0.32

0.40

0.26-0.55

RCP4.5

0.26

0.19-0.33

0.47

0.32-0.63

RCP6.0

0.25

0.18-0.32

0.48

0.33-0.63

RCP8.5

0.30

0.22-0.38

0.63

0.45-0.82

출처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2015)

과학적 사실로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명백하며, 기후
시스템에 대한 인류의 영향 또한 명백하다고 한다. 지난
133년(1880-2012년)간 지구의 평균기온 0.85℃ 상승,
해수면 높이는 지난 110년(1901~2010년)간 0.19m 상
승하여 해수면 상승가속화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한다.

출처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2015)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RCP8.5) 2065년

[그림 2] 평균 해수면 높이의 변화(1986-2005년, 2081-2100년)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2014년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기상청에서
번역한 자료이며, 원본의 보고서는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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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창(2014)의 한반도 기후변화 자료에 따르면, 현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후변화는 폭염 스트레스, 폭우,

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RCP8.5) 2065년,

내륙과 연안 지역의 범람, 산사태, 대기오염, 가뭄과 물

2100년에 각각 2℃ 및 5.7℃씩 기온이 상승하고, 강

부족, 해수면 상승 및 폭풍 해일 등을 통해 도시 지역의

수량은 121% 및 11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

주민, 자산, 경제 및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한다. 비 도

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수준의 시나리오

시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민감한 부문은 수

(RCP4.5) 기준으로는 2065년, 2100년에 각각 2.3℃,

자원 가용성 및 공급, 식량 안보, 기반시설, 농촌 수익

3℃씩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은 113%, 120% 증가할

이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2015).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2015)에 따르면 호우

4. 환경질 저하

빈도가 감소하는 육지 지역보다 증가하는 육지 지역이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대기,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2016)의 수자

토양, 수자원 등 환경질 저하를 고령화, 국제관계 변

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서도 지하수위는 강수

화, 기후변화와 같이 장기적인 리스크 트렌드로 보고

량, 사용량 등에 따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전반적

있다(WEF, 2016; WEF, 2017). 환경부에서 번역한

인 수위 변동은 2009년까지 소폭 하강 추세이고, 이후

OECD(2012)의 2050년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의

상승 경향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2020년의 4.0억㎥

약품, 화장품, 세제, 항미생물 잔류물 등의 미세 오염

의 물 부족 전망 또한 과거 최대 가뭄발생 시를 기준으

원에 의한 수중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로 한다.

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오

기온이 상승하면 대개 위험 수준 또한 증가하며 일부

염물질들은 대개 암과 기형아 출산 및 기타 발달장애

경우 온난화의 속도, 해양 산성화의 정도 및 속도, 해수

를 유발하는 내분비계(호르몬) 교란을 통해 인간을 포

면 상승 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여러 측면들과 직접적으

함한 유기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에

로 상호 작용하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전 부문과

의해 유발되는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침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주요 위험들은 1) 폭풍 해일, 해

적물에 저장된 오염물질들의 재이동이 야기될 수 있

수면 상승, 연안 지역 범람, 내륙 홍수, 폭염이 야기하

다고 한다.

는 심각한 질병 및 생계 지장의 위험, 2) 극한현상이 사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2000-2015년 밀레니

회기반시설 네트워크와 핵심 공공서비스의 와해를 야

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기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 위험, 3) 빈곤 계층에서 발

를 종료하고 2016-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생하는 식량과 수자원 불안정 및 농업·임업 등의 수입

를 새로 시작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류의

손실의 위험, 4) 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계 재화, 생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태계 기능 및 서비스 손실로 제시한다(기후변화에 관한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수

정부간 협의체, 2015).

자원,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또한 도시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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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이수형, 2016; UN지원SDGs한국협회 ASD,

복원률 95%를 달성한다. 또한 2016년 중국 국무원은

2017). 이수형(2016)에 의하면,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

2050년까지 중국 토양 수준을 현격히 개선하고자 농지

목표(SDG) 3인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에

를 갱생하고 제초제, 비료로 인한 토지 오염을 방지하

서 사망률 감소, 질병 퇴치, 보건 증진 등의 목표와 함께

는 토양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환경경영정보

2030년까지 유독 화학물질, 대기·수질·토양오염 및

포털, 2016).

환경오염으로부터 야기되는 질병과 사망의 실질적 경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또한 2050년 미래사회에

감(3.9 세부목표)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4차

서 해결해야 할 이슈이다. 김유홍(2017)은 2024년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해당 유독 화학물질, 대기·

후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

수질·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야기되는 질병과

를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사망의 실질적 경감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가 보완될 필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2053년까지의 지

요가 있다고 보고있다(이수형, 2016).

질자원 분야에서 수행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층처

European Geosciences Union (EGU)의 연구결과에

분 기술개발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질자원 분야

따르면, 식량 생산과 에너지 사용이 현재 수준에서 계

에서 2027년까지 처분장 부지평가, 2032년까지 심부

속된다면 대기질이 2050년에도 악화될 것이며, 이산화

처분 시스템개발 및 통합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2053

질소, 이산화황 및 PM2.5와 같은 미립자 물질과 오염 물

년까지 지하연구실험실 구축 및 실증에 대한 계획을 포

질의 수준은 2050년에도 동아시아에서 지속된다고 하

함한다(김유홍, 2017).

였다(Earthzine, 2012). 현재 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OECD 수준보다 훨씬 높으며 황산화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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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화물, 미립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생태계, 인체
건강 및 지구·지역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에 주목하

앞서 다양한 국내·외 미래사회 예측 자료 분석을 통

여, 210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추정 결과,

해 지하수·환경 분야와 관련한 2050년 미래 모습으

저오염 연료 사용의 지속가능한 시나리오에서는 2050

로 지능정보기술 진화, 도시화 확대, 기후변화 지속,

년 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2050년 OECD 수준

환경질 저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래상을 기반으로

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석연료를 계속 사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2050년의 미래사회에서는 기후

용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현재의 OECD 수

변화와 환경질 저하, 도시화 확대에 대응하여 예측되

준보다 높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조정가능한 자연환경 관리와 수퍼 마천루(Super-

다(Raoa et al., 2017).

Skyscraper)와 지하 마천루(Earth-scraper) 등 높이

중국 국무원은 경작지의 19%, 녹지·산림의 10%가

와 장소에 제한 없이 확대된 인간 삶의 터전을 구축해

오염지역으로 나타난 2014년 토양 평가 조사를 바탕

야 할 것이다. 해당 미래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

으로 토양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시행하여 2020년 경작

는 기후변화 지속, 환경질 저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의 90%를 인체 무해 수준으로 복원, 2030년 경작지

지능정보기술의 진화를 기반으로 지질환경·생태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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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물 정책·경제 제30호
터링 및 관리, 대기·토양·지하수 오염인자에 대한 정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조합에 따른 극심한 기상재해(이

밀제어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복원이 요구된다.

상 기상) 발생 메커니즘 해명(기술적 실현 2025년, 사회

또한 수퍼 마천루와 지하 마천루 등 하나의 도시 형태에

적 실현 2028년), 공간 정보에 의한 생태계 서비스 평

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수자원-에너지-식량을 연

가 기술 등으로 2) 생태계 기능에 근거한 기후변화와 재

계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생활환경 구현이 필요하다.

해의 완화·적응 통합 기술(기술적·사회적 실현 2030
년), 지하수를 포함한 물 순환 모델화 및 물 환경 연속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지질환경·생태 관리

성과 생물 서식 환경의 관계 파악으로 3) 생물 서식 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제5차 평가 종합

경 유지와 물 순환 건전화를 양립시키는 인프라 정비

보고서(2015)에는 다음과 같은 취약성 및 노출저감, 적

기술(기술적 실현 2025년, 사회적 실현 2030년) 등이다

용, 변형의 기후변화 위험 관리를 위한 적응 방법을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5).

제시하였다. 재해위험 관리에서 조기경보체계, 위해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에서는 관련 미

(Hazard) 및 취약성 도식화, 수자원 다양화, 배수 체계

래기술로 고고도(10㎞ 이상) 광역 자연환경 및 시설물

개선, 태풍과 폐수 관리 등을 제시하고 생태계 관리에

의 통합 감시 시스템(국내 기술적 실현 2028년), 다종

서 생태계 위협 요인 및 서식지 분절화 방지 등 구조적

위성의 원격탐사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연속 재해 모니

물리적 기술적 방법으로 위해 및 취약성 지도화·모니

터링 기술(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 해양산성화, 토양

터링, 조기경보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태계 기

오염 등 대상; 국내 기술적 실현 2026년), 환경, 감염

반 적응으로 생태학적 복원, 토양 보전, 사회적 정보 대

병, 재해 등 전지구적 이슈를 상호 연계·분석하는 통

안으로 위해 및 취약성 도식화,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

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기상, 해양, 환경,

외에 체계적 모니터링 및 원격 조정, 기후 서비스, 토

생태계, 전염병, 경제, 사람의 움직임 대상; 국내 기술

착 지역의 기후 관측 자료 사용, 통합 평가 등을 제시하

적 실현 2030년)를 제시하고 있다. 이승룡(2017)은 중

였다. 제도적 국가·정부정책·프로그램으로 국가·

요도는 높으나 기술경쟁력이 낮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지자체 적응계획, 도시 개선 프로그램, 도시 수

투자가 필요한 상위 20개 기술로 고고도 광역 자연환경

자원 관리 프로그램, 재해 계획 및 예방, 통합수자원관

및 시설물의 통합 감시 시스템, 생태계 기반 자원 통합

리, 통합연안지역관리, 생태계 기반 관리, 공동체 기반

평가·감시 시스템, 저비용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

적응 등이 제시된다. 지질환경·생태 관리 및 모리터링

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서 살펴보고 대기·토양·지하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의 대기, 해양

수 오염인자에 특정하여 정밀제어하는 부분에서는 다

조성, 생태계, 물질순환 지구환경 예측 모델(기술적 실

음절에서 살펴본다.

현 2025년, 사회적 실현 2028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다음과 같

정밀 위성 관측, 슈퍼 컴퓨팅 기술, 데이터 수집 및 해석

은 기후변화 관련 미래기술과 해당 실현년도를 제시하

ICT 등의 세부 내용을 제시한다. 단순한 위성 등을 활용

고 있다. 고공간 분해능 지상 관측망 정비 등으로 1)

한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사이버-물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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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위성 관측
- 인공위성을 이용한 광역-밀도 계측 기술
-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관측 데이터 광역·고빈도 모니터링 기술
- 각 지역의 물질 순환 모니터링 기술
- 각 지역에서의 미세 기상 관측 기술

/ 정책·산업연구 ●●●

2. 대기·토양·지하수 오염인자 정밀제어
국토교통부(2016)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에서는 물관리 R&D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연구과제
로 1) 가뭄 대응을 위한 지표수 연계 기반 지하수자원

•비선형 모델링, 고도의 병렬 계산, 슈퍼 컴퓨팅 시스템 기술

확보 및 활용 기술 개발, 2) 물자족·물순환 도시건설

- 지구 환경 물리적 모형 고정도화, 지구 환경 수치 모델 개발

을 위한 초연결 지능형 도시 수자원 인프라 기술 개발,

- 대기 화학·에어로졸 모델링 향상
- 파라미터 분류 방법 확립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계측 기기의 데이터 수집 및 해석 ICT기술
(저전력, 자율성 내장형 디바이스 및 대규모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플랫폼)

3) 스마트 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조사 최적화 드론 시
스템(River Drone) 기술 개발, 4) 골든타임 확보를 위
한 유역 시공간 상세 홍수 예보 기술 개발, 5) 수자원·

- 데이터 동기화 기술 개발

수재해 전용 위성시스템 기술 개발, 6) 물-에너지-식

- 데이터의 통합화 시스템

량 연계(Water-Energy-Food Nexus) 기술 개발 등

- 각각의 전용 센서 개발과 관측, 데이터의 특징 추출과 통계 처리 기법
개발

이다. 미국에서도 수자원 관리 관련하여 개별 주에서

•생물 화학 과정에 대한 실험·관측

물관리 재정전략, 보전지역 계획 확정, 지표수 유역

•물리·화학·생물·계산기학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 분야 기술

간 이송, 환경용수 확보, 수자원 보호, 법적 절차 개

•모델의 출력 결과에 대해서 이들 예측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적절
하게 사회에 정보 발신하는 기술
출처 :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

(CPS)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기상재해 조정·대응 기
술 개발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무인로봇, SNS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타 분
야 기술과 융합하고 있다. 이경미와 최성록(2016)에 의
하면 재난안전 분야는 대형 피해 저감을 위한 상시 모니
터링과 예보·제보 및 피해 발생 시 위험 최소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ICT가 기반기술로 활용된다. 슈퍼컴퓨터를

선, 수자원의 재이용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국토교통
부, 2016). 지질환경·생태 관리 및 모리터링에 대해
서는 이전 절에서 살펴보았다. 해당 절에서는 대기·
토양·지하수 오염인자에 특정하여 정밀제어에 대해
서 살펴본다.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염해 농경
지 토양 간이·신속 복구 기술 개발(기술적 실현 2023
년, 사회적 실현 2025년), 물·토양의 방사성 물질을
확실하게 제염하는 기술(기술적 실현 2025년, 사회적
실현 2029년), 조류 등 순환가능한 소재 기술 실현화를
통한 농어촌의 자연자원 복원·보전과 도시환경 부하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기술적 실현 2025년, 사

이용한 홍수, 지진해일 등의 재난의 경보 뿐 아니라, 미

회적 실현 2033년)의 토양재생 관련 미래기술과 해당

국 군용로봇 Packbot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투입 및 유

실현년도를 제시하고 있다.

럽 공동연구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FP)의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지하수 흐

무인항공기와 무인차량을 이용한 구조기술을 개발하는

름 제어 등 폐기물 처분장의 지하 수맥 차단 기술 및 주

프로젝트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변의 방사선 환경(대기, 토양, 수계)의 상세 실시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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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제어 기술을 포함하여, 100만kW급 원자로 폐로

적인 분해반응이 가속화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일

기술·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 확립에 대해서는 기술

반적으로 토양습도 감소로 인한 농축효과와 화학종 및

적 실현은 2029년, 사회적 실현은 2035년으로 제시하

활용도 변화, 토양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에 의

고 있다. 그리고 세부 기술로 방사선 환경(대기, 토양,

해 오염물질의 독성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

수계)의 상세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기술을 포함하여,

타난다(Gonzalez-Alcaraz and van Gestel, 2016). 또

고정밀 방사선 탐지 기술 개발, 로봇 등에 의한 원격 조

한 기후변화는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이

작 기술, 높은 방사선 하에서 시공을 용이하게 하는 방

용양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화학물질의

사선 차폐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사용량과 배출량 변화는 생태계 및 환경에 변화를 가져

이승룡(2017)에서는 고신뢰성 심지층 고준위 폐기물

옴으로써 과거 위해인자로 인식되지 않았던 토양과 수

영구처분기술(국내 기술적 실현 2032년)을 제시하고

계의 미량 오염물질에 의한 새로운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항생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환경호르몬,

있다(박정규·신용승, 2011).

화학물질, 안티몬 등 다양한 자연물질이나 신종 화학물

신경희(2016)는 인간활동의 기반과 생태계의 일환으

질의 분석 및 수질오염 제거 및 제어처리(국내 기술적

로서 토양 자체의 환경적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

실현 2025년), 오염물질 처리용 생체모방형 신소재(국

적 및 질적 상태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계

내 기술적 실현 2029년) 등을 제시한다.

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하였다. 앞서 제시한 OECD의 2050년 환경전망보고

대책에서는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변화 전망으로 오염

서(2012)와 같이 내분비계(호르몬) 교란 물질, 미세 플

물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발생지를 예측하고

라스틱 등 인공·자연 오염물질의 퇴적층 탐지·제어,

오염원을 차단·예방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의 환경 지

항생제·환경호르몬·방사성 물질 등 지하수 용존 극

킴이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미량 물질의 초정밀 측정·제어가 요구된다. 대기·토

중금속 또는 화학물질과 같은 토양 오염물질은 기후변

양·지하수 연계 오염물질 및 토양·지하수 생태계 건

화 영향으로 물리적인 노출정도의 변화와 함께 생물학

강성 평가·제어 또한 필요한 기술이다.

적 활용도, 이동도, 독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
게 된다(Gomiero and Viarengo, 2014). 기후변화에

3. 지능형 자원순환 기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구현

의한 대기오염, 산성비, 염류집적, 사막화 등의 환경변

호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수자원 및 에

화는 토양환경에서의 기계적인 교반, 토양의 생성과 이

너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지원하여, 호주

동, 가스상의 침착, 액체의 분산 및 기타 오염물질의 거

프리맨틀 지역 내 전력 및 수자원을 블록체인으로 관

동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

리·거래하고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수자원 공급 및

며, 이와 같은 변화는 인간의 생활과 토지이용에도 영

처리,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향을 주게 된다(박정규·신용승, 2011). 오염물질의 거

(Power Ledger, 2017).

동변화 측면에서 기온상승에 의한 생물학적 또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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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절에서 지질환경·생태 관리 및 모리터링, 대기·

지하수·환경 분야 미래상과 미래기술

/ 정책·산업연구 ●●●

(국내 기술적 실현 2032년), 재생에너지 및 다중 취수
Electricity Grid

EV Fast Charger

Residential Buildings

원을 활용한 물 자립형 도시 구축 기술(국내 기술적 실
현 2027년), Zero-Waste 도시 구현을 위한 생활폐기

Solar Farm
Blockchain

Rain Water Storage

Precinct Size Battery
Big Data Analytics
Commercial
Buildings Solar

물 수집·이송·분류 시스템 및 자원화·에너지화 공
정개발(국내 기술적 실현 2024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WastewaterTreatment

Mains Water

출처 : Power Ledger(2017)

[그림 3] 블록체인 기술 기반 수자원·에너지 플랫폼

(이승룡, 2017).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다음과 같
이 도시재생 및 관련 구조물 기술 등의 미래기술과 해

토양·지하수 오염인자 정밀제어에 대해서 살펴보았

당 실현년도를 제시하고 있다. 비파괴 검사에 의한 열

다. 본 절에서는 지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수자원-에너

화 개소 조기 감지 및 일시적으로 기능을 대체하는 가

지-식량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생활환경 구현에

설물 구축 기술 등으로 다리·댐·터널 등 구조물을

대해서 살펴본다.

이용하면서 재생하는 기술(기술적 실현 2023년, 사회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자연재해

적 실현 2025년), 안정 물질 센서, 영상·음향 신호 처

대응 도시정비를 포함한 소도시(인구 10만 명 미만)의

리 기술, 비접촉으로 원격 검사 기술, 해양 구조물 부

100%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실현(기술적 실현 2025

식·감모·축적피로 지속 모니터링 기술, 원격 보수

년, 사회적 실현 2028년), 토지활용 최적화 및 자원공

기술 등으로 현재보다 적은 인원으로 인프라 손상 지

급시스템을 포함한 소도시(인구 10만 명 미만)의 에너

점을 찾아 복구하는 기술(기술적·사회적 실현 2025

지 자급자족, 연료전지·자연에너지·빗물 등의 완전

년) 등이다.

순환의 클로즈드 사이클 실현(기술적 실현 2025년, 사

조용호(2017)에 따르면 무인화 및 인공지능 보편화,

회적 실현 2030년), 물질·에너지 흐름의 실시간 모

가상현실 기술활용 증가와 함께 도시문제 해결형 융복

니터링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물질·에너지 흐

합 스마트 기술 발달, 초연결 사회 도래에 대해 다음

름 및 리스크 평가에 근거한 스마트 도시 시스템 설계

과 같은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뿐

(기술적 실현 2020년, 사회적 실현 2025년)를 제시하

아니라 스마트워터그리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토관

고 있다.

리 구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연결 기반 SOC(사회간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에서는 극단적

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관리 및 재난 관리

인 해수면 증가 등으로 인한 국토 면적 및 거주공간 축

기술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2016)의 수자

소에 대비하여 인구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

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의 가뭄 대응을 위한 지표

시 규모의 에너지자급형 메가 빌딩 건축을 위한 설계

수 연계 기반 지하수자원 확보 및 활용 기술 개발, 물자

및 시공기술(국내 기술적 실현 2026년), 초고층 건물 또

족·물순환 도시건설을 위한 초연결 지능형 도시 수자

는 지하 대공간 내부 통행을 위한 3차원 그물망형 궤도

원 인프라 기술 개발, 수자원-에너지-식량 연계 기술

네트워크와 이를 따라 운행하는 수평수직 엘리베이터

개발 등도 본 분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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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결
과 분석 및 다양한 국내외 미래사회 예측 자료 분석을
통해 지하수·환경 분야와 관련된 2050년 미래 모습으
로 지능정보기술 진화, 도시화 확대, 기후변화 지속, 환
경질 저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하수·환경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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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산업 생태계 현황 및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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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 물산업 생태계 진단
Ⅲ. 결론 - 국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요약
본 원고는 2017년 수행한 “물산업 현황 진단을 통한 물산업 생태계 지도 작성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국내 물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물산업의 범위를 물순환 체계 및 그와 연관된 분야로 확대하여 설정하고, 물산업 통계
조사를 위한 분류 체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 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물기업
들간의 거래 관계를 살펴 물산업 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조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물기업들의 경쟁력과 애로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Ⅰ. 서론

실태조사를 위한 물산업 특수 분류 체계(안)을 작성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물 관련 기업 현황을 파

본 연구는 국내 물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의 설정,
물산업의 주체인 국내 물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현황 진

악하고, 주요 기업들간의 거래 네트워크 현황을 보여주
는 물산업 생태계 지도를 작성하였다.

단, 사업 분야별 기업간의 거래 네트워크 특성 등 물산
업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하수도 중심으로 간주되어온 물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여, 수자원의 개발·확보에서 사

Ⅱ. 본론 - 물산업 생태계 진단
1. 물산업의 정의 및 분류 체계

용 후 처리까지 물 순환의 전 과정과 그 연관 분야, 물

‘물산업 통계 특수분류체계 마련연구’(환경부, 2008)

을 매개하여 이용되는 물 에너지 등 물과 분리될 수 없

에 따르면, 물산업은 협의의 물산업과 광의의 물산업

는 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물산업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협의의 물산업은 물을 최

자 하였다. 나아가, 확장된 물산업의 범위에 따라 물산업

종적인 재화로 제공하는 산업과 물을 최종적인 재화로

* K-water융합연구원 부장, nsmiss@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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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한 중간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

정화, 산업용수 운영 등을 포함하며, 간척산업은 건설

로 상하수도, 먹는 샘물, 정수기, 해양심층수, 산업체

(Water Construction), 관리(Water Conservation),

용수 산업 등을 의미한다. 광의의 물산업은 물이 최종

친환경(Water & Green) 부문으로 세분된다. 건설은

적인 재화가 되는 협의의 물산업을 포함하여 물순환

준설(Dredging), 댐 및 홍수방지 시설 건설, 연안 개

의 전체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간재와 서비스

발·관리·간척, 하천계획, 항만 개발 및 관리, 오프쇼

혹은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

어 건설 엔지니어링 등이며, 관리는 상시침수지역 관

으로 도시 등 물공급, 태풍·홍수시 재해방지, 수력발

리, 도시 수자원 관리, 지반침하 및 염류화 관리, 수질

전, 수상운송, 레크레이션, 환경, 어류, 야생동식물을

오염관리 및 정화를 의미한다. 친환경 부문은 식량 관

위한 물 공급 등으로 정의된다.

련 수자원 생산성, 간척지 생태관리, 대안적 수자원 개

매년 글로벌 물시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Global

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맥

Water Intelligence(GWI)는 Global Water Market

킨지&컴퍼니가 2009년 여러 물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물시장, 각 국가별 물시장 및

발표한 보고서 ‘Charting Our Water Future’에 따르

분야별 물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GWI의 글로벌 물시

면, 물 분야(Water Sector)는 전통적으로 상하수도 분

장은 주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원개발, 건

야(산업용도 포함) 위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EPC

설, 운영관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기후변

(Engineering, Planning, and Construction), 기술

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한 하천관리, 도시 강

(펌프, 파이프, 밸브, 필터, 멤브레인 등) 등을 포함한

우 배수시설 건설관리, 생태환경관리, 농업용 관개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본 투자와 운영 비용으

수지 개발 및 운영관리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

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농업 생산성, 제도적 지원, 비

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는 해양, 간척, 수처리 관련

소모성 물관리(홍수조절, 수력발전 등)는 포함되어 있

산업까지를 물산업에 포함시키는 광범위한 정의를 사

지 않다. 이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분야 적응

용하고 있다. 수처리산업은 상하수도를 비롯해 폐수

사업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연계되어 점차 그 규모가

기존의 물산업

해수담수화
사업

물산업 범위 확장

농업
용수

먹는물
사업

수도사업

하천관리

수도사업
폐수처리
사업

하수도
사업
지하수 사업,
먹는샘물

먹는샘물

[그림 1] 물산업의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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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water Development
view
aid view
Category of expenditure
Non-consumptive resource
management
Upstream resource abstraction
Distribution
Agriculture

Industrial

On-farm use
Treatment
Treatment

Downstream
water supply
& sanitation

Distribution
& use
Sanitation &
treatment

Institutional support

Sub-categoris

Water resources
view (this report)

Capital Operating Capital Operating Capital Operating

• Dedicated hydropower dams
• Hydro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 Dedicated flood control infrastructure
• Watershed management
• River restoration / protection
• Desalination plants
• Multi-purpose dams / reservoirs
• Wells, groundwater abstraction
• Irrigation system rehabilitation
• Irrigation system development
• On-farm / irrigation technology (e.g., sprinklers)
• Yield-increasing practices (e.g., no-till)
• Yield-increasing inputs (e.g., fertilizer)
• Water treatment
• Wastewater treatment

7

12
33

40~45

10~15

9

·
24

~7

• Water treatment plants, technologies
• New distribution networks (urban)
• New distribution networks (rural)
• Existing distribution network rehabilitation
• Packaged water
• End-user technologies (e.g., plumbing fixtures)
• Sewer networks
• Wastewater treatment
• Wastewater re-use
• Other sanitation

13
430
10~153

14

10~153

1

• Capacity building; institutional support

출처 : Charting Our Water Future(2009)

[그림 2] 물산업의 새로운 접근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불구하고, 국내 물산업에 대한 현황 및 조사와 관련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물은 필수불가결한

체계적인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 가

요소로써 물의 공급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공

장 큰 이유는 물산업이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산업

공재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기술과 산

분류체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의 발달에 따라 양질의 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물산업 현황을 진단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 시장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

수 있는 물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가치사슬 단계를 중심

고 있다. 영국의 글로벌 물 전문기관인 GWI의 조사에

으로 건설 및 시공, 시설운영, 시설유지보수, 설계·컨

의하면, 2017년 세계 물 시장의 규모는 약 7,252억 달

설팅 및 진단, 정화 및 청소, 장치제조, 약품, 먹는샘물

러(한화 약 870조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

및 정수기, 수변레저를 포함하는 친수사업 등 총 9개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물 사용량의 증

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대분류 하부에 사업별 구분에

가는 물 시장의 규모와 산업적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따른 35개의 중분류를 정의하였으며, 중분류 하부에는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기준으로 69개 소분류를

이처럼 물 시장 및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구분하였다. 각 소분류에 대하여는 총 96개의 한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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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산업분류(KSIC) 항목과 연계하여, 물기업을 분류해

2. 국내 물산업 생태계 현황

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분류에

이러한 범위와 분류체계(안)을 기준으로, 총 17천여

해당하는 기업 중 기업의 주요 상품을 기준으로 물산업

개로 파악된 우리나라 물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 종사

연관 기업을 추출해 내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상하수

자 수, 수익성, 거래네트워크 등 국내 물산업 생태계를

도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외에 수자원, 상하수도, 물에

분석하였다.

너지를 포함하여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병물, 약

국내 물기업은 총 17,348개1)로 추정되며 전체 물기업

품, 장치, 설계, 컨설팅 및 진단, 정화 및 청소 등은 기

의 97.9%가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0.9%, 중견기업은

존 연구에서의 분류와 동일하다. 다만, 분뇨, 오니수집

1.2%이다2). 이는 ‘15년 기준 통계청 자료(영리법인기업

및 운반, 슬러지 처리 등은 그 성격이 유사한 정화 및

체 행정통계)에 의한 국내 全산업의 대기업 비율(0.8%),

청소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확장적 정의에 따라 물을

중소·중견기업 비율(99.2%)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단으로 이용하는 수변레저 등 친수관련 사업을 새로
운 대분류로 채택하였다.

물기업 수는 가치사슬별은 건설시공, 장치제조 분야
가 전체의 77.2%를 차지하며 사업분야별로는 상수도
(72.7%), 하수도(9.2%), 댐사업 분야(6.2%), 물에너지
분야(5.4%) 순으로 물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

<표 1> 물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안)
코드
1

기존 분류체계안

금번 물산업 분류체계안

대분류(중분류)

대분류(중분류)

사되었다.
<표 2> 사업분야별 물기업 현황
(단위 : 기업수)

병물(먹는샘물, 해양심층수) 건설 및 시공(수자원, 상하수도, 물에너지)

2

약품(Chemicals)

시설운영(수자원, 상하수도, 물에너지)

3

장치(Equipment)

시설유지보수(수자원, 상하수도, 물에너지)

4

건설 및 시공

설계, 컨설팅 및 진단

5

상하수도 시설운영

정화 및 청소

6

상하수도 시설유지보수

장치(Equipment)

7

설계, 컨설팅 및 진단

약품(Chemicals)

8

수질시험 및 분석

먹는샘물 및 정수기

9

분뇨, 오니수집 및 운반

친수(수변레저 등)

10

정화 및 청소

-

11

슬러지 처리

-

하천
정비

댐

해수
물
하수/ 먹는샘물/
지하수
상수도
친수
정수
담수화
에너지
재이용

266 1,076 68
448 932 12,605 1,598
(1.5%) (6.2%) (0.4%) (2.6%) (5.4%) (72.7%) (9.2%)

328
(1.9%)

27
(0.2%)

<표 3> 기업 규모별·유형별 현황
(단위 : 기업수)
기업규모별

기업유형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여성
경영기업

장애인
경영기업

158
(0.9%)

201
(1.2%)

16,989
(97.9%)

2,602
(15.0%)

1,648
(9.5%)

87
(0.5%)

1) 기
 업신용평가회사(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기업데이터베이스 2017년 자료(2016년 결산)를 근거로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속한 기업 중 물산업과 관련된 품목의 생산·서비스 기업을 분류함
2) (대기업)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과 매출액
1,500억원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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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치사슬별 물기업 현황

계컨설팅 16.9% 등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
(단위 : 기업수)

건설
시공

시설
운영

시설유지 설계·
보수
컨설팅

7,126 735
(41.1%) (4.2%)

1,318
(7.6%)

798
(4.6%)

정화
청소

장치
제조

/ 정책·산업연구 ●●●

약품
제조

면, 국내 全산업 매출이익률은 21.7%, 제조업 17.7%, 건

먹는샘물/
정수기

344 6,270 445
(2.0%) (36.1%) (2.6%)

설업 12.2%, 전기·가스 12.3%, 대기업 19.3%, 중소기업

312
(1.8%)

24.9% 이다.
2016년 기준, 물산업 전체 종사자수는 150,577명

2016년 기준, 물산업 총 매출액은 약 37조 5,827억원 규

으로 추정되며, 상수도 분야(50.3%)와 건설시공 분야

모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全산업 매출액의 약 1.0% 수준

(38.4%)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였다. 기업규모

(전기업의 40%, 가스·증기업의 80%, 통신산업의 25%

별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이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매출이익률은 약 16.8% 수준이며, 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중은 대기업

치사슬별 이익률로 건설시공 17.8%, 시설운영 18.3%, 설

12.6%, 중견기업 8.3%, 중소기업 79.1% 이다.

사업분야별 매출비중

가치사슬별 매출비중

친수
1%

먹는샘물/정수
5%

약품
1%

하천정비
4% 댐
13%

하수/재이용
15%

먹는샘물 및
정수기
4%

해수담수화
1%

지하수
4%
물에너지
9%

시설유지
정화 및 설계,
보수
청소 컨설팅 및
11%
진단
6%
9%

시설운영
3%

가치사슬별 이익률

기업규모별 이익률

20%

19.0%
17.5%

17.5%
16.4%

16.0%

17.1%

17.7%

18%
15.1%

1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68%

사업분야별 이익률

18%

대기업
18%

건설시공
33%

장치제조
33%

상수도
48%

20%

기업규모별 매출비중

16%

25%
17.8%

18.3%

18.2%
17.1%

16.9%

17.0%
19.3%

20%

15.1%

17.5%

14%

14%

12%

12%

15%
10.2%

9.4%

10%

11.9%

10%

8%

8%

6%

6%

4%

4%

2%

2%

10%

5%

0%

0%
하천정비

댐

해수담수화 지하수 물에너지 상수도

하수/ 먹는샘물/ 친수
재이용 정수기

0%
건설시공 시설운영 시설유지
보수

설계·
컨설팅

정화청소 장치제조 약품제조 먹는샘물/
정수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림 3] 매출액 및 이익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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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산업 생태계 네트워크 특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물산업 및 물산업의 세부 사업 분

물산업 생태계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야는 허브기업이 뚜렷이 존재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Network)3) 형태로서, 플랫폼 형성기업(Keystone Player),

유형에 해당한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거래관계의 특

중핵기업(Flagship Firm), 협력기업4)으로 구성된 계층

징에 따라 계층성과 개방성을 통해 그 구조를 분석할

적 구조 형태이다. 산업 내 플랫폼 형성기업이 중핵기

수 있다. 계층성에 따라 단층적 구조와 계층적 구조로

업 및 다수의 협력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를 형

구분 가능하다. 단층적 구조는 선도 기업이 다수의 1차

성하고 있었다.

협력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이며,

[그림 4] 물산업 거래 네트워크도

3) B
 arabasi(2002)에 의해 제시된 산업생태계 유형으로 연결수가 많은 허브들이 대다수의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많은 연결
수를 가진 기업(HUB)가 존재하며 네트워크가 위계적 특성을 가짐
4) 플랫폼 형성기업은 매입거래만 발생시키는 최종 생산기업, 중핵기업은 매입과 매출거래의 선도(앵커)기업, 협력기업은 매출거래 위주의
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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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적 거래네트워크 구조
(한국전력공사의 거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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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거래네트워크 구조
(삼성전자의 거래 네트워크)

출처 : 홍장표 외(2016)

[그림 5] 단층적, 계층적 거래 네트워크 구조

계층적 구조는 선도기업이 1차, 2차, 3차 등으로 서열화

지방공기업, 한국환경공단 등이 해당되며, 중핵기업은

된 다수의 협력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

현대건설(주), GS건설(주), 대림산업(주), ㈜도화엔지

고 있는 형태이다. 개방성은 전속성과 개방성으로 구분

니어링,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엔지니어링

가능하며 전속성이 높을수록 산업 내 허브기업을 중심

(주) 등 다수 건설 대기업이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물

으로 한 위계적 구조가 강하게 나타난다.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며, 물산업 내

계층적 구조의 척도없는 네트워크 유형에서는 상위,
중위, 하위 각 단계에 속한 기업들을 그 특징에 따라 플랫

에서도 여러 사업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다수
의 협력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폼 형성기업, 중핵기업, 협력기업으로 구분 가능하다. 물

한편, 최근 3년이내 창업기업은 전체 물기업의 약

산업은 플랫폼 형성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허브-스포크

6.8%이다. 이는 국내 全산업 평균 32.6%(영리법인기업

(Hub-spoke)형 연결망이 발달되어 있다. 산업생태계의

체 행정통계[통계청, ’17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최종 생산물이나 서비스는 일련의 연속적인 판매-구매

물기업의 신생 및 창업 등 생태계 활력성은 타산업에 비

거래를 통해 완성되며 최종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분야 거래비중(판매·수

공급하는 최종 수요 기업을 정점으로 계층적 생산구조

주계약 방법 중 조달청 입찰이 일반기업과 구매계약에

를 취한다. 중핵기업의 다수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이고

비해 1.5배 높음)이 높아 공공투자 정체시 활력 상실로

협력기업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짐에 따라, 수자원·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포화가

물산업의 플랫폼 형성기업은 K-water와 지자체,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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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업 연령별(설립 이후 경과 년수) 기업 비중
구분

3년 이하

3~6년

6~10년

10년 이상

물산업

6.8%

10.4%

15.6%

67.2%

全산업

32.6%

20.2%

16.2%

31.0%

주 : 기업 연령은 기업설립 이후의 경과 년수로 계산하였으며, 전체
기업수 중 해당 연령의 기업수 비중을 나타냄

및 매출액이 비교적 큰 기업을 포함하여 맵핑하였다. 가
장 바깥 레벨의 원에는 각 사업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협력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등 매출규모가 중간레벨 기
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을 배열하였다. 생태계 맵은 플랫
폼 형성기업 및 중핵기업 등을 중심으로, 민-관, 민-민
협력이 필요할 경우, 협력 가능한 기업들을 파악하고 각

4. 국내 물산업 생태계 맵

분야별 및 분야 간 파트너십 구축 및 국내 기업 간 커뮤

물산업 생태계 맵([그림 6])은 플랫폼 형성기업(K-water,

니티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산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업계에 새로운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맵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배열하고, 플랫폼 형성기업

등에게도 시장의 경쟁 및 협력자들을 파악하는데 유익

주변으로 물산업에서 매입과 매출 발생이 높은 중핵기

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업을 배열하여 작성하였다. 중간 레벨에서는 여러 분야

나아가 생태계 맵은 산업 생태계의 가치사슬의 생성,

중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활동 비중이 높으면서 거래

변화, 퇴화 등의 추이를 보여줄 수 있으며, 생태계에서

[그림 6] 물산업 생태계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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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중요도 또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어 산업의

사업분야별로는 해수담수화 분야와 지하수 분야, 물에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의

너지 분야, 먹는샘물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산업 관련 기술개발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투자계획
없음’이 85.8%, ‘전년수준 유지’가 11.1%, ‘전년대비 확

5. 국내 물기업 설문에 따른 현황 진단 및 애로사항

대’가 2.7% 등으로 나타났는데, ‘시장 수요가 없어서’이

물산업 생태계 진단 과정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거나, ‘개발하더라도 사업화가 어려워서’가 기술개발 투

설문은 물산업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자를 꺼리는 사유로 선택되었다.

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진

해외 진출 경험 부문에서 ‘경험 없음’은 94.8%, ‘경험

행되었다. 종사자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전수층, 50인

있음’은 5.2%이다. 해외진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 장치

미만 사업체는 종사자 규모에 따라 표본층을 구성하여

분야 및 약품분야, 먹는샘물 및 정수기 분야가 높게 나

총 3,315개 기업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의하

타났고 사업분야로는 물에너지 분야, 먹는샘물 및 정수

면, 물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물기업의

기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51.7%가 ‘상위 30% 이하 ~ 하위 30% 이내’로 인식하

가치사슬분야로는 약품 제조 분야, 장치 제조 분야가

고 있다. ‘상위 5% 이내’, ‘상위 10% 이내’라고 응답한 기

상대적으로 해외진출 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해외 사업

업은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해당 국가의 진입장벽’이 가

로 나타났다.

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외사업 추진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

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이 꼽혔다. 이는 해외사업 진출

식 조사 결과 ‘거래처 다변화 및 시장확대’가 가장 필요

시 진출 국가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전문인력을 양성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술개발 및

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해외수

기술사업화’, ‘재원 및 자금확보’, ‘경영혁신’ 순이었다.

출 계획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진출 계획 없음’이 전체의

한편,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체되어 있는 국내 물산업

97.2%로, 많은 사업체들이 해외진출 계획이 없는 것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술경쟁력, 가

인식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유지·향상을 저해하는

격경쟁력 확보로 해외진출 계획의 의지가 더 높은 것으

요인으로 ‘국내기업 간 과다 경쟁’이 가장 심각한 문제

로 나타났다.

인 것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술투자 및 개발의 어
려움’, ‘인력난 등이 문제로 응답되었다.

국내 물시장은 전반적으로 공공분야 거래비중이 높아
공공투자 환경에 따라 물분야 매출이 크게 좌우되어 과

’14~’16년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기업은 전체의 14.9%

감한 기술개발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즉, 국내 물시장

이며, 85% 이상의 대부분 물기업이 최근 3년간 연구

은 공공프로젝트 유무에 따라 물분야 사업진출이 결정

개발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되는 구조로 물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혁신 유인

로는 중소기업이 가장 낮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

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물기업이 해외진출보다

수록 기술개발비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편이다. 국내 물기업은 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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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체되어 있는 국내 물산업

국내 물산업에서는 기술경쟁력이 아닌 가격경쟁력 중심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으로 입찰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하기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

도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여도 실

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충분한 투자 자금의 확보가

적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공공 부문에서 구매

뒷받침되어야 한다.

적용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발주처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담당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 적용을 장려할 수 있는

‘국내기업간 과다 경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책임제가 요구된다. 신제품의 구매적용 기피는 기

그 다음으로 ‘기술투자 및 개발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

업입장에서 실적 또는 경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다. 이는 물산업 관련 기업들의 발전 및 성장에 대해 겪

신제품의 적용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일

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로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한 과다

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외 현

경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 사업 및 발주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인적·물적

공공성이 높은 ‘물’의 특성상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소

자원을 여유롭게 보유하고 운영하기 어렵다. 현재의 기

기업의 상생 노력이 필요함에도 각각 개별 전략에 의존

업 지원제도는 全산업 차원의 정책지원 제도에 의존하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낮다.

고 있으며, 물산업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제도, 기관, 재

이는 공공 거래의 특성상 입찰 등을 통한 저가의 단기

원 등은 체계가 미흡하다.

계약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은 계약된 기간

이러한 물산업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산

동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수준에 집중하고 있

업의 전략 방향을 크게 Share-Up(개방·공유), Smart-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물산업에서 중소기업

Up(융합·혁신), Scale-Up(해외 진출·시장확대)으로

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역량

제안한다.

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물산업 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 국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3,315개 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물 분야 산업·시장·기술 정보 및 통계, 프로젝트 및
사업 계획, 입찰정보, 수자원 시설물 운영에 관한 데이터
국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3S – 業(UP)전략

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대다수의 물기업이 기술개발

나타났다.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범용기술
보유 기업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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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공분야에서 생산·관리되는 정보의 대외 개방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물산업 특화 R&D 펀드를 조성하

공유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고,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등 유망 분야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제품의 검중, 인증, 판매, 폐기,

간 협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 연구기

재이용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개

관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별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

국내 시장을 넘어선 새로운 시장의 창출, 글로벌 물

율을 높일 수 있다. 플랫폼 이용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물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소

성과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는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

명 하에, 국내 물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우

공공분야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우선 타겟 시

선적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민

장 지역의 타겟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쌓

간의 참여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아 나가야 한다. 타겟 국가가 선정되면, 해당 국가의 언

4차 산업 혁명과 기후변화는 모든 산업에서 혁신과

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현지 문화

융합을 요구한다. 물산업에서도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함께 지역전문가를 육성할 필요

용한 물관리, 종합 솔루션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시범도

성이 있다. 이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진행시의 부담을

입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벤처

완화할 수 있도록 중핵기업-협력기업 등 기업 간 협력

기업이나 이노비즈5) 기업의 창업 및 경영 활동이 보다

을 유도하여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공공 분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생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R&D 투

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

자 지원 및 대규모 R&D 프로그램으로의 초대 등을 장

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분야에

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물산업 분야

서 전문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이러한 물산업 육성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더

정부간
MOU

사무공간
공유

많은 물기업 특히 중소 물기업들이 물산업 생태계로 진

민·관 협력
글로벌
Test-bed
금융지원

기술 이전

창업지원

Test-bed

국제공동연구

전문인력
육성

개방형 혁신

정보공유

입하는 동기가 되며, 경쟁력을 키워 선순환의 생태계가
동반진출

공동 R&D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향후에도 국내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분석과,

지속가능

동반성장

문제해결

경쟁력 강화

물산업 플랫폼

[그림 8] 물산업 오픈 플랫폼

유망시장의 선정 및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유망 시장에
서의 포지셔닝 진단을 통해 해외 진출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이
 노비즈란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비즈니스의 합성어.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3년이상 중소기업이 온
라인 자가평가,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청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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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분야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물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산악지대가 많고, 하천의 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과 계절별 강우 변동성이 큰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물관리 효율
성이 중요하다. 이에 댐 등의 수자원시설을 통해 지리 및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홍수 방재 및 수자원 확보 등의 물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물관리기관이 홍수방재, 농업용수 관리, 생·공용수 관리, 수질관리 등 목적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어 통
합적인 수계 내 물관리가 어려워 물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일 수계 내에서 수력댐과 다목적 댐
에 대한 관리 이원화를 들 수 있다. 2016년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동일 수계 내 댐 관리 일원화로 관리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홍수 관리, 용수 확
보 등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기관별 핵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력댐 관리 일원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해외의 통합물관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댐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Ⅰ. 서론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대응책들이 필요하다는 것
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삶에서 필수 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지구온

소인 물 관련 재해(가뭄, 홍수 등) 및 정책(공급 및 피

난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그 원인과 영향, 대응에

해 저감 등)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반도

대한 규명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 및

미래 기후변화 전망(기상청, 2012)에 따르면 과거 30

정책입안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다양한 부문

년간의 관측자료에서 나타나는 온난화 경향이 2100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박사과정, imsyeon@seoultech.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shyoo@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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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극한기후(폭염,

이용에 한계(제약)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정

아열대, 호우) 일수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

적인 물 공급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 등이 우려되

다. 따라서 향후 물관리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고 있다. 최근(2017년 7월)에 발생한 수력발전 전용댐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건강한 삶까

인 괴산댐의 홍수대응의 문제는 이러한 분절적 물관리

지 위협할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

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2).

체(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2016년

IPCC)에서 발표한 「제5차 종합보고서」(2015)1)는 기후

이를 개선하고자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변화의 심화로 물관련 영향이 인간의 사회 경제적 및 생

기능조정 일환으로 댐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후변화로

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여러 연구

인한 물관리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기능조정의 내용은

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물 관련 재해가 증

수력발전 전용댐 10개3)를 다목적 댐 관리기관인 한국

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기상청, 2013; 국립환경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여 일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과학원, 2014; 임광섭·채효석, 2014). 따라서 이에 대

고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전력분야에서의 수력발전

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의 발전비중 축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위험성 및

현재 우리나라는 물관리에 있어 불리한 지리적·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후적 조건을 보완하고자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확보

비해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고4) 수력발전이 차

하고, 홍수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댐을 통해 확보된 물

지하는 비중이 ’60년대 40%에서 현재 0.4%로 대폭 축

은 농업, 공업, 생활, 발전, 친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

소되는 등 수력발전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에 가뭄,

용되고 있으며, 각 목적별 기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중요성은 증가하고

이러한 목적별 수자원 관리의 다원화는 동일 수계 내에

있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동일 수계

서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장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관

내 댐 관리 일원화를 추진함으로써 관리 기관의 유사·

리 효율성을 저하시키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이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관리, 용수확보 등 물관리

러한 결과는 최근 극한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진 상황에

의 효율성 제고 및 기관별 핵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서 물관리 어려움을 증대시켰고, 신규 수자원 확보에도

수력댐 관리 일원화 정책을 수립하였다5).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정부가 추진하는 댐 관리 일원화 정책은 예기치 못한

1) IPCC에서는 2014년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를 발표하였으며, 기상청에서 동 보고서를 번역하여 2015년 발표
하였다.
2) 발전전용댐인 괴산댐은 발전의 효율을 위해 가장 높은 수위까지 운영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에 대처하지 못하여 상하류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댐관리 주체의 댐운영의 목적이 상이하여 효율적으로 재해에 대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3)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섬진강댐, 보성강댐, 괴산댐, 안흥댐, 도암댐
4) 정부는 최근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서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5) 기획재정부, 2016년 6월 14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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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경제

댐, 다목적 댐,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과거

적으로 발생되는 편익6)을 기대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

경제개발시기에는 각 부처의 목적에 따라 수자원을 개

서 정책수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국민경제

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으나 최근의 기후변

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할 필

화 등으로 인한 물관리 여건의 변화는 통합물관리로의

요가 있으나 본 고에서는 해외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후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7)은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2절에서는 댐관리 현황 및 최근 이슈에 대하여 언급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각 부처가 수행하는 유사업무를 일

다. 3절에서는 국외 댐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책 사례

원화한 후 통합운영하면 추가 재정확보 등 그 파급효과

에 대하여 제시하고, 마지막 절은 결론으로 할애한다.

는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7). 또한 한국정책학
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로 관련부처 이원화에 따른 상

Ⅱ. 댐관리 현황 및 최근 이슈

수도, 하천사업 등 예산 낭비요소 통합 조정 효과 약 5조
4000억원, 물 수요관리 강화 등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1. 댐관리 현황

편익 10조 3000억원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 이라고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

발표했다. 특히, 다목적댐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수자

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그 역할이

원공사)-발전댐(한국수력원자력)간 실시간 통합운영’

다원화되어 있다. 환경부는 수질 및 하수처리 관련 업

으로 6조3000억원, ‘기존 시설 효율화, 지방상수도 현

무를 담당하며, 국토교통부는 하천수자원, 다목적댐,

대화 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로 6조3000억원, ‘중수

공업용수도, 광역상수도, 지하수 등을 관리한다. 농림

도·빗물이용·절수 등 물 수요 관리 강화’로 8,000억

축산식품부는 저수지, 하구둑, 농업용 시설과 지하수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8).

등을 담당하며, 국민안전처는 소하천과 자연재해 대책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댐, 소
수력 개발을 담당한다.

2. 댐관리 일원화의 이슈
지난 2017년 7월 16일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발전

마찬가지로 댐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한국수력원자

용 댐인 괴산댐에 월류 위기가 발생하여 수문을 모두

력,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발전용

개방하는 등 발전전용댐인 괴산댐의 운영수위조절

6) 물관리 체계 개선에 따라 현재 수준보다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의미함(예를 들어, 홍수 및 가뭄피해 저감, 용수 확보, 하천의
수질개선 등)
7)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별로 추진중인 하천사업을 일괄 추진할 시 최소 6조 3천억원의 개선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국토부와 환경부간 유사·중복 사업만 줄여도 23%를 아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8) 물관리 일원화하면 30년간 경제효과, 15.7조원(중앙일보, 2017.11.20.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1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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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 결과로 인근
지역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Ⅲ. 국외 댐관리 일원화 관련 정책
및 연구사례 조사

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다9).
괴산댐의 운영실패는 댐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치적,

1. 통합물관리 정책

사회적 이슈를 발생시켰다. 인근 지역구 의원들은 괴

통합물관리는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해 수량, 수

산댐 방류를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주장

질, 생태, 문화·주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물관리 효

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충북도의회

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역단위로 수자원을 통합

는 2017년 8월 29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물관리 패러다

서 괴산댐 개선안 마련 촉구를 요구하였으며, 국회에

임은 국가별 물관리 상황에 따른 시대적 이슈에 따라

서는 발전수익 위주의 댐 운영을 위해 기상청 예보위

서 변천한다. 이미 전 세계 국가의 68% 이상이 통합물

험을 무시하고 홍수통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 ‘댐보

관리를 도입중에 있고 미도입국가로 확산이 되고 있다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K-water, 2016). EU의 경우 ’50년대부터 물기본법을

초과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10).

국가별로 제정(독일 ’57년, 프랑스 ’64년, 영국 ’73년, 스

이와 관련하여 지역신문인 충청매일은 2017년 10월

페인 ’85년, 이탈리아 ’89년)하고 2000년에는 물기본지

12일자 기상에서 ‘예보와 상관없이 초과 수위를 운영

침을 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

한 한수원은 당일 오전 8시 수문개방을 시작했고, 낮

을 마련하였다.

12시 수문을 전면 개방해 초당 2천643톤의 물을 급히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

방류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당일 수해로 114억

한 원칙과 목표가 세워져 있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물

원의 공식피해를 입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다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확보, 수질개

고 기사화하였다.

선, 홍수 및 가뭄 저감 등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주로

괴산댐의 운영조절 실패로 인한 홍수피해발생은 댐

포함하고 있다.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하는가에 대한 사회
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물재해에

가. 미국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새로운 댐관리 정책이 필요함을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전략인

인식하게 된 사건이었다.

‘국가 물 프로그램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9) 괴산댐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괴산댐의 홍수대비를 위한 수위조절에 실패하여 수해를 입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
들은 ‘수위 조절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방류를 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댐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의 판단이 오늘의 엄청난 수해를 불러
왔다’, ‘괴산댐 당사자들의 늦장대응, 운영미숙, 관련 장비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기에 명확한 인재’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괴산
댐 수해대책위에서는 한수원을 상대로 36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0) 박덕흠 의원은 한수원이 집중호우 전날인 7월 15일 오후 10시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총 9시간 동안 기상예보에 대비한 추가방류
없이 134m홍수기 제한수위를 55㎝ 초과 운영하였으며,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 운영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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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물관리의 효율성 및 기후변화 관리능력을 증진시

수질과 생태를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협의회

키고자 하였다(US EPA, 2008).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

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2014년에는 물순환기

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물관리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

본법을 제정하여 댐 통합운영 협의체 및 유역계획 위

처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통합수자원관리를 확대하

원회, 유역 협의회, 환경 협의회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였다. 즉, 물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물공급, 물이용,
수질개선, 홍수관리 등 각 분야별 전략을 세워 실천하

라. 독일

고 있으며 주별로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로드맵을 수

라인강 보존 국제위원회를 통해 국가적인 협력을 도

립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모하며, 이를 위해 1963년에 국제협약을 제정하였고,
1999년에는 새로운 총회가 구성되면서 개정되었다. 위

나. 영국

원회의 회원국은 스위스,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

영국의 경우 국가 물관리 전략으로 ‘Vision for 2030’

덜란드 등 유럽연합이며, 참관국은 오스트리아, 리히

을 세우고, 기후변화의 영향아래 지속적인 물공급, 물

텐슈타인, 벨기에(Wallonia 포함) 등 총 9개 국가 또는

환경 개선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단체이다. 위원회는 국제정부기구(Intergovernmental

환경청이 발표한 수자원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탄력

Organization)이면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물 환경 대책을 수립하였다.

Organization)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위원

특히 영국은 유럽의 물관리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지

회의 주요 역할은 각 나라별로 라인강 유역을 관리하

침을 제시하였는데, 수량과 수질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

는 기관간 의견조율 및 각 나라 유역관리 기관의 업무

인 유역관리 및 수자원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역관리계획에는

있다(최홍식·이용희, 2013).

치수계획(홍수예방 및 방지), 이수 및 환경계획(지하수
보호, 용수사용을 위한 수질 및 생태계의 개선)이 모두

다. 일본

포함되어 있다. 특히 치수계획은 총괄적인 유역관리계

일본 역시 미국과 영국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

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으나 시행계획(Action Plan

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물이용

on Floods)은 따로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오혜정·

및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종합적인 수량·수질관리,

김영일, 2010).

위급상황의 안정적인 물공급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
다. 특히 수량·수질의 통합관리의 세부내용을 살펴보

마. 프랑스

면 종합적인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

프랑스는 수자원 및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보 및 취수·배수계통을 재편하였다(한국환경정책평가

유역단위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1964년에 제

연구원, 2011). 예를 들어 일본 요도가와는 ’97년 하천

정된 수법(Water Law)에 의해 지역의원이나 다양한

법을 통하여 홍수조절, 용수공급, 환경을 통합하는 법

물 이용자(농업, 공업, 어업, 운수, 수력발전, NGO)

체계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하천과 유역을 통합하여

대표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공공의 성격을 가진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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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청(water Agency)11)을 만들었다. 각 관리청 산

8개댐을 통합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에 공무원, 물 사용자,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사람으

수질사고, 지진, 가뭄 등 재난시 방류량을 조정하는 비

로 구성된 물 의회(water Parliament) 또는 유역위

상대응 댐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원회(basin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2000년 유

한편 일본 시즈오카현 텐류에 위치하고 있는 사쿠마

럽연합(EU)에서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댐은 발전 전용댐으로 홍수조절을 위해 발전용량 일부

Resources Management, IWRM)를 위한 물관리 기

를 홍수조절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이

본 가이드라인인 WFD(Water Framework Directive)

계획이 수립되면 국토교통성에서 직접 댐 수문을 조작

를 제정함에 따라 2003년 WFD를 프랑스의 새로운 수

할 예정이며, 일본에서 처음으로 수력발전댐을 다목적

법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오혜정·김영일, 2010).

화하는 사례가 된다. 즉, 기후변화 등을 대비하여 물관
리정책이 변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발

2. 기후변화 대비 댐관리 정책

전 전용댐에 홍수기능을 추가한 다목적화 사업뿐만 아

가. 일본

니라, 발전댐도 하천관리를 위해 홍수조절 대책을 수

일본 토네가와는 전체 물 수요량의 90%를 댐에 의존

립하여 하천기능 유지와 방류량 조절을 위한 저수용량

하고 있는 지역으로, 매년 태풍 및 호우 발생이 빈번한

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력

지역이다. 토네가와는 관리주체가 상이한 8개 댐을 댐

발전댐의 다목적화(홍수조절량 확보)는 댐의 재개발 및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통합사

신설 등에 대하여 경제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다.

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댐은 이·치수 상황에
따라 4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

나. 프랑스

째는 수문자료 관측단계이며, 두 번째는 홍수기(강우예

프랑스 댐의 대부분은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보다

측 등을 통해 댐 유입량 예측)와 이수기(공급량 조정)

는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주로 수상레저

를 구분하여 댐 방류량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등의 친수 측면에서 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는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끝

프랑스 Rhône강의 경우, 본류에 위치한 댐은 총 20

으로 댐 운영을 하는 단계로 시행된다. 특히 댐 운영은

개이며, 이중 19개 다목적댐은 [그림 1]과 같이 프랑스

평상시에는 발전을 병행하여 방류를 실시하고, 융설 및

CNR(Compagine Nationale du Rhône)12)에서 1개(수

호우시에는 수문방류를 시행한다. 그리고 국토교통성,

력발전댐)는 전력공사인 EDF(Electricite de France)13)가

수자원기구 등 관리주체가 다르고, 댐별 특성이 상이한

운영하고 있어 이원화가 문제되어 왔다.

11) Seine-Normandy, Artois-Picardy, Loire-Britann, Adour-Garonne, Rhone Mediterranean-Corsica, Rhine-Meuse의 6개
유역에 물 관리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2) Rhône강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재생 에너지생산 기업이다.
13) 프랑스 전기 생산 및 공급하는 전력회사로 세계최대 전기생산 기업이다. Rhône강에는 1개의 댐을 운영중이지만, 듀량스강과
베흐동 강내에 17개 댐 및 30개 수력발전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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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NR 홈페이지(https://www.cnr.tm.fr/en/the-cnr-model/who-we-are/history/)

[그림 1] CNR에서 운영하고 있는 Rhône강의 수력발전댐 1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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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14)에서는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댐관리 일

재해대응, 여가, 주운 등 다목적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

원화를 추진하였으나, EDF의 반대로 무산되곤 하였다.

하고, 수력댐의 다목적 활용 프레임워크 SHARE를

그러나 최근 2015년 4월 제7차 세계 물포럼에서 기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오염 악화를 우려한 EDF가

수력댐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확대활용하고, 다목적 기

수력발전댐의 다목적 활용 아젠다를 제시하며 효율적

능간 역할도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탄력적 적응이 필요

인 물관리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함을 보여준다.

지난 2015년 4월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WWC
와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수력발전 댐의 이수, 치수,

3. 수력발전댐의 다목적 활용 사례
[그림 3]과 같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통과하는

The multipurpose water uses of hydropower reservoirs

도나우강은 과거 다지형의 하천이었으나, 1870년대
하천정비를 통해 직선화되었다. 하천의 상하류로 나

Shared Vision, Shared resource,
Shared responsibilities, Shared rights and risks,
Shared costs and benefits

Concept

The muitipurpose water uses of
hydropower reservoirs
Atleast one of the purposes is hydropower

S
H
A
R
E

누어 상류에 4개댐, 하류에 5개댐이 통합운영 중이며,

ustainability approach for all users
igher efficiency, equity among all sectors
daptability for all solutions
iver basin perspectives for all
ngaging all stakeholders

 (Subtainability) 물 이용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목
표에 대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의 통합 모델 필요
 (Higher efficiency and Equity) 물 이용의 효율성과 공평성
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편인(이수, 치수, 관개, 주운, 레크리에이션 등)
고려 필요

하천정비사업 전 다지형의 도나우강

 (Adaptability) 저수기의 全 생애 주기동안 사용 목적 사이에 자유
롭게 물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연성과 적합성이 담보되어야 함
 (River basin perspective) IWRM 관점에서의 유역통합적 관
리가 필요하고, 댐 상·하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 및 운영이
필요
 (Engaing all stakeholders) 저수지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
하기 위해 다양한 물이용과 관련한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와 공평성, 투명성, 책임성 구현 필요
자료 : K-water(2016), 내부자료

[그림 2] SHARE의 개념도 및 요소별 내용

14) CNR과 EDF는 동일한 업무미션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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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6)

[그림 3] 도나우강의 하천정비사업 전·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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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센터는 상하류 최하단 댐(유역의 주요댐)에

평가하였다. 댐(€37,389) 및 주변 완충지대(€111,991)

위치한다. 수문조작은 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자를 통

의 총경제적 가치는 €149,380로 계산되었다. 또한 댐

해 모니터링 및 운전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오스트리

의 통합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제도에 대

아의 여러 댐 중 Verbund社의 Freudenau댐은 지역

한 지불의사는 €0.31에서 €7.69 사이의 범위에 있었

의 요구에 따라서 기존 수력발전댐을 용수공급, 레

으며, 53.4%의 응답자는 연간 평균 €1.54를 지불할

저공간 활용 및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

의사를 밝혔다.

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57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주

나. 유역관리 개선에 따른 개선된 물 공급에 대한 가치

정부에 물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16개 주정부별로 ‘수법’

Calderon et al.(2006)는 필리핀 마닐라 주민들(수도

을 제정하고 독자적으로 물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 지역)의 유역관리 개선에 따라 개선된 물 공급의 가

루르강유역의 8개 다목적댐을 건설 및 운영중에 있는

치를 추정함에 있어,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루르협회는 용수공급 및 홍수방지를 목적으로 댐을 건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설하였고, 이후 친수공간, 수력발전 등 다목적으로 활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보장하기

용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다목적댐에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의 중요성에 대한 마닐라 주민의 인식 수준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다.

을 평가하고, 해당 유역의 관리개선에 대한 지불의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물 사용자가 개선된 유역관

4. 댐 운영개선 편익 추정연구 사례
가. 베냉 북부의 Sakabansi 댐 통합관리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편익

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였다. 설문조
사는 2,232명에게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약 60%는 유
역관리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밝혔다. 결정의 주요

서부아프리카 공화국 베냉 북부지역의 댐은 지역사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물공급(43%), 유역의 환경 서

회에 다양한 문화서비스 및 생태계 서비스 등을 제공

비스의 지속적인 제공(16%),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하고 있다. Sakabansi 댐은 지역사회의 생태계 종다

물공급 제공(13%)이었다. 기타의견으로 정부가 이 일

양성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믿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혜택을

10년 동안 농지의 대규모 증가와 댐 완충지대(Buffer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Zone)에 대한 압박으로 관리가 점점 어려워졌다.

하였다.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Baba et al.(2015)은 댐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지불할 여유가 없거나(9%), 유역관리가 정부의 책임이

경제적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라고 생각하거나(9%), 물관세가 이미 높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댐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4%). 기타의견으로 추가적인 지불로 인해 유역관리

시장가격법과 회피비용평가법 등을 적용하여 화폐가

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정부를 신뢰

치로 산정하고, 식량·담수·원료 공급, 토양비옥도

하지 않거나, 지불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의

유지 및 침식방지 등 지역사회가 얻은 혜택을 토대로

견도 있었다. 가구평균 월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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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WTP)은 USD 0.56(PHP 29)에 해당했다. 이 가

다.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와 발전에 대한 편익

치는 현세대와 미래의 세대 모두를 위해, 유역이 다양

Carig et al.(2016)는 [그림 4]와 같이 필리핀 Barobbob

한 환경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역관

유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발전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

리를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지불하고자하는 금

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

액으로 계산된 것이다.

다. 설문조사는 Solano와 Bayombong의 345명을 대

Carandang et al.(2008)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

상으로 실시되었다. 지속적인 유역관리와 개선(발전)에

하는 지역주민(수도권 시민지역) 대상으로 유역관리

대하여 63.8%가 지불의향을 밝혔다. Logit Model을 적

개선(유역의 생산적 기능을 개발하고, 보호해야 할

용하여 추정한 가구평균 월 지불의사액은 USD 0.76로

기능을 유지)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2004

산정되었다. 응답자는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적

년 2,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약

인 유역관리를 통한 물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지불한다

40%가 신탁기금을 만들어 신탁기금으로 지불의사를

는 의향을 밝혔다. 향후 유역관리 개선에 대한 인식개

밝혔다. 유역관리 개선을 위한 가구평균 월 지불의사

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저자

액은 WTP는 USD 0.46(PHP 24)~0.56(PHP 29)로

는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역관리

나타났다.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 비율과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자료: Carig et al. , 2016

[그림 4] 필리핀 Barobbob 유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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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는 매우 광범위하
며,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통한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의 협력이 매우 중
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원화된 부처별 업무
로 인해 댐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외에도 수자원 관리에 불
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
발 및 공급하기 위하여 댐 건설 위주의 정책기조를 유
지해왔으나, 댐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노후화 등과 같은 물관리 여건의 변화로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진수, 2017). 물은 인

/ 정책·산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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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댐 관리의 안정적, 체

최인호 (2017) 통합물관리 일원화 필요성과 법제화 과제,

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수자원의 공급 및 계속되고

물관리 일원화 효과 분석 정책보고서, 워터저널, 2.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
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안에
는 현재 동일 수계 내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수력발전
댐 관리를 일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
html?idxno=39313)
최홍식, 이웅희 (2013) 국내외 물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유역통
합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수자원학회 2013년도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PP. 737-742.
한국개발연구원 (2008) 도로,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물관리정책과 수력댐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동향을 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 Ⅱ.

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동일 수계 내 댐관리 일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정부가 시
행하는 정책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공적인 가치
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수력댐 관리일원화에 대한 관리주체간의 다양
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국민적 관점에서 정책적
합의를 찾아 국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정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로드맵 연구.
K-water (2010) 수자원사업의 환경적 가치추정 연구.
Baba, C. A. K., Osunmadewa, B. A., Mohammed, M. R. A.,
Aralova, D., Hassan, T. and Csaplovics, 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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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섬을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특히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은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자원 이용에 제약이 많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관리가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해안 및 도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국가들은 어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Ⅰ. 서론

허리케인·해일 발생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취약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바다와 인접

니라 강우 및 폭풍우로 인한 지표 유출(runoff), 홍수,

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가뭄, 수질 저하 문제도 도서 지역의 물 관리 및 생활환

히 대부분의 도서 국가는 규모가 작고, 고립성이 높기

경 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응1)

이미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국토의 상당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 태풍·

부분이 침수되는 등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도 존재한다.

* K-water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hjchoi@kwater.or.kr
** 前 K-water융합연구원 연구원, itspoppy@live.com
1)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파악, 대비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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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Tuvalu)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전체가 수몰

부문이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IPCC, 2008).

될 위기에 처하면서 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뉴질랜드로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3,000개의

이주한 상태이다(해양환경관리공단, 2010). 남태평양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에 위치한 도서국가인 피지(Fiji)는 최고풍속 325㎞/h

우리나라의 섬 총 3,348개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유

사이클론 윈스턴(Winston)으로 인하여 29명이 사망하

인도는 472개이다3). IPCC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고 코로섬 주민 4500명 중 절반인 2,000명을 비롯하여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파괴, 폭염관련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2). 또한 2015년 바누아

사망, 가뭄관련 물·식량 부족이 미래의 주요한 기후변

투(Vanuatu) 공화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팜(Pam)은

화 위험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의 약 70%에 큰 피해를 입혔다(환경산업기술원,

의 섬은 규모가 작고 고립적이며, 수자원 공급도 원활

2017). 몰디브는 2100년경 전 국토가 바다 속으로 가라

하지 않다.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해안 지

앉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은 도서 국가

역을 비롯하여 도서 지역은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

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가 존립 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도서해안에 미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에서는 어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5차 평가보고

떠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서(2014)에서는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미래의 주요 위

한다.

험 요소들로 (1) 해수면 상승, 연안 홍수 및 폭풍 해일
로 인한 생명·재산피해, (2) 홍수로 인한 재해 및 질

Ⅱ.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

병, (3) 사회기반시설과 핵심 공공 서비스의 와해, (4)
극한의 장기간 혹서로 인한 취약 도시인구의 사망, 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병 및 기타 재해 위험, (5) 농업생산성 저하 및 식량 불

있다는 사실은 IPCC 등 다수의 국제 기구 등을 통하

안정 등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IPCC는 동 보고서에서

여 보고되고 있다. IPCC(2014)는 지난 133년간(1880~

연안 및 저지대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으로 2100년까

2012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85℃ 상승한 반면 지난

지 연안 홍수로 인한 토지유실로 수억 명이 이주할 것

10년(2003~2012년) 동안에는 0.78℃ 상승하여 최근

으로 미래 위험을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작은 도서 국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일수록 지리적 제약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해수온도는 1971~2010년 사이에 표층에서는 0.11℃

지역 수자원은 거의 강우량에 의존하고 있어 물관리

상승하였고, 해수면도 과거 110년간(1901~2010년) 19㎝

2) 경향신문, [2016.2.23.] ‘태풍 오고, 섬 가라앉고...’ 기후변화 최전선 ‘태평양 섬들의 비극’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1712351&code=970207)
3)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시스템(http://uii.mof.go.kr), [2018.4.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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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다. 최근(1993~2010년) 해수면 상승률은 연

물리적 시스템, 생물학적 시스템, 인간과 관리시스템

평균 3.2㎜로 1901~2010년 동안의 전 지구 연평균 해

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기후변화 영향의 크기를 나

수면 상승률인 1.7㎜보다 높아 최근 해수면 상승이 빠

타내고 있다. 가뭄·홍수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

르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현재 추세로 감축 없이 온실

고 자연시스템과 인간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이

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말(2081~2100년)에는 전

모든 대륙과 해양에서 관측되고 있고 있음을 [그림 1]

지구의 평균기온이 3.7℃, 해수면은 63㎝ 상승하는 것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여러 지역에서 강수

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은 현재보다 더 크

량의 변화를 가져왔고, 눈과 빙하의 융해로 수자원 환

고 광범위하게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경에도 여러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뿐만 아

따라 육상, 담수 및 해양 생물 종의 분포와 범위, 계절

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그림 1]은 기후

활동, 이주 패턴, 개체 수, 생물 종의 상호 작용에도 변

변화의 영향이 물관리, 식량생산, 건강, 생태계 등 전

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식량 생산과 건강 부문에 있

영역에 걸쳐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신뢰도를

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관측되고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영향을

극지방(북극 및 남극)

북아메리카

유럽

군소도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남아메리카
오스트랄라시아

기후변화
원인규명 신뢰도
매우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낮음
높음
신뢰도
범위 표시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영향들 중 부문별로 관측된 영향
물리적 시스템

빙하 눈, 얼음
및/또는 영구동토
강, 호수, 홍수
및/또는 가뭄
해안 침식
및/또는 해수면

생물학적 시스템

인간과 관리 시스템

육상 생태계

식량 생산

야생

생계, 건강,
및/또는 경제

해양 생태계

테두리만 있는 기호 = 작은 기후변화 기여도
색이 채워져 있는 기호 = 큰 기후변화 기여도

자료: IPCC(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그림 1]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광범위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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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가 해안·도서에 미치는
영향 및 변화

(2014)에서 예측하고 있는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시
나리오는 <표 1>과 같다.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
에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 온

1. 해수면 상승

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RCP

가. 해수면 상승 및 전망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8.5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해수

는 2018~2100년 중 해수면의 상승은 연평균 8~16㎜

면 상승이다. 1901~2010년 기간 동안 전 지구 해수면

로 예측하고 있다.

은 0.19㎜/년 상승한 반면 1993~2010년 기간 동안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는 연간 3.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다 최근에 해

아니다. 국립해양조사원(2014)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1971~2010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평균

은 2.64㎜로 동기간 전 지구 평균값(2.00㎜)을 상회하고

해수면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IPCC

있다. 해역별로는 제주도를 포함하는 남해 3.12㎜/년,
동해 2.48㎜/년, 서해 1.74㎜/년 상승으로 남해안이

200
150

<표 1> 1986-2005년 대비 21세기 중, 후반의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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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PCC(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그림 2] 전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190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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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기온·강수량 및 해수면 고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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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이 상승했다. 21세기 말(2071~2100년)

특히 삶의 터전이 붕괴되면서 다른 국가로 이주해야

에는 남해안과 서해안 해수면은 65㎝, 동해안 해수면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월드워치연구소

은 99㎝ 상승이 전망되고 있으며, 동해안 상승폭은 동

(Worldwatch Institute) 기후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기간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폭(88.5㎝)의 1.1배 수준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기후난민(Climate Refugee)

(RCP8.5 기준)이다. 기후변화 저감 대책이 상당히 실현

이 2050년까지 1억5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4).

되는 것을 전제로한 RCP4.5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기후난민은 환경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난민을 일컫

말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수면은 53㎝, 동해안의 해수면

는 용어로써, 기후변화나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생태

은 7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난민을 포함한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 몰디브, 키리바시 등은 국토의 수몰 위

나. 해수면 상승이 도서해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로 인하여 국민들이 인접 국가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

기후변화가 도서해안지역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에 처해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지대 범람, 습지
손실, 하천으로 해수 유입, 조석 및 파동 변화 등의 피

다. 기후변화로 인한 도서해안 지역의 피해사례

해이다. 계속되는 수온 상승은 빙하를 녹이고 해수를

태평양의 도서 국가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

팽창시켜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해수면 상

한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하나이

승은 저지대에 위치한 국가의 영토를 상실시킴으로써

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평양에 산포되어 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붕괴시킨다. 나아가 경제 발전

으며 총 토지면적은 528,090㎢로 대부분의 도서국은

을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1,000㎢ 이하 면적의 소국가이며 이 중 파푸아뉴기니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IPCC(2007)에 따르

가 전체 토지면적의 88%를 차지하고 나우루는 최소국

면 2020년 연안 침식 및 범람 위험에 처할 인구 수는

으로 22㎢에 불과하다.

15만 8,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적

태평양 지역은 역내 다수 도서국으로 인하여 세계 연

손실을 예측한 결과도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안선의 3%를 차지하는 25,000㎞ 길이의 연안선을 보

2100년에는 연간 최대 2조8천2백억불(전 세계 GDP의

유하고 있으며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안선으로

약 0.5%)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터 1.5㎞ 안쪽에 거주하고 있어 홍수와 폭풍 위험에

(ADB, 2017).

노출되어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중의 하나는 해

박한산 외(2014)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태평양 13

수면이 상승되면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침수에 따른

개 도서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안 재해의 현황, 분포,

거주민의 사망, 부상, 건강 악화 및 생계의 붕괴이다.

횟수와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지난 50여 년 동안

4) 미국 CBCN, [2017.8.13.] ‘Refugees of a different kind are being displaced by rising seas-and governments aren’t ready’
(https://www.cnbc.com/2017/08/11/climate-change-refugees-grapple-with-effects-of-rising-se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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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태평양도서국가의 지리적 지형적 특징
태평양
도서국

총 175회의 연안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해수면 상승 속

면적
(㎢)

지형적 특징

도가 높아지는 1970년대 이후로 연안 범람 및 폭풍 해
일의 발생 횟수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발견하였

쿡제도

240

△15개 섬(7개 섬은 북부의 저지대에 위치하며 8개는
고지대에 위치)
△낮은 인구밀도 △산호섬 △대부분의 인구는 비옥한
화산섬에 거주

피지

18,270

△332개 섬 중 110개에 인구거주
△대부분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산

811

△대부분 저지대 산호섬으로 광대한 산호초 지역 보유
△33개 섬 중 21개에 인구 거주
△Banaba(Ocean Island)는 태평양의 3대인 광석섬
중 하나

181

△2개의 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30개의 산호섬과
1,152개의 섬 존재
△저산호 석회암과 모래가주토질성분

마이크로
네시아

702

△크게 4개의 섬 그룹으로 구성되며 총607개 섬 존재
△높은 산악지대부터 저지대 산호섬까지 다양한 지형적
특징보유
△폼페이, 코스래, 축주에는 화산노두(volcanic
outcropping)가 존재

나우루

22

△태평양의 3대 인광석 섬 중하나 △좁은 연안지대를 가
진 융기석회암섬
△섬 가장자리는 모래해변과 산호초지대가 상승되어있
으며 섬 중앙은 인광석고원

458

△크게6개의 섬 그룹으로 구성되며 총300개 이상의 섬존재
△높은 산악지대부터 저지대산호섬까지 다양한 지형적
특징 보유하며 저지대 산호섬 가장자리에는 주로 광
대한 보초지역 존재

키리바시

마셜제도

팔라우

다. EM-DAT(Emergency Event Database)5)의 자료
를 13개 국가에서 발생한 연안 재해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재해의 유형별로 보았을 때 폭풍이 총 130회, 홍수가
총 35회, 쓰나미가 총 10회로 폭풍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풍 가운데 사이클론은
13개 국가 모두에서 총 123회가 발생하여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 중에서는 일반 홍수의 빈도가 가장 많았고 파푸아
뉴기니와 피지에서 홍수 발생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박한산 외(2014)는 이들 국가의 섬들이 상대적으
로 면적이 넓고 해발고도가 높아 지형성 강수가 가능하
고 하계망6)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유역에서 집
중호우가 발생하면, 하류의 범람원이나 연안의 저지대

파푸아
뉴기니

△대부분 산악지대로 연안 쪽은 저지대이며 완만한 고원
으로구성
462,840
△인도네시아와 뉴기니아섬을 공유 △남서연안에 세계
최대 규모 급의 늪지대

사모아

△두개의 주요 섬(Savaii, Upolu)과 소규모 섬 및 무인도 존재
2,944
△좁은 연안지대와 내륙에 화산활동으로 구성된 바위산

가는 피지이며, 총 47회의 연안 재해가 기록되었고 다

솔로몬
제도

28,450 △대부분 바위산과 몇몇 저지대 산호섬

음으로는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총 27회, 솔로몬 제도에

동티모르

228

△말레이 군도의 일부 △산

통가

718

△169개 섬 중 36개 섬에 인구거주 △대부분 융기된 산호
형성으로 석회암토질
△여타지역은 화산지대위로 석회암지대 형성

투발루

26

△매우 낮고 좁은 산호섬

바누아투 12,200
총계

△Y자목걸이 모양의 4개 주요 섬과 80개의 소규모 섬
으로 구성
△그 중65개 섬에 인구 거주 △몇몇 섬은 화산활동 중

528,090

자료 : 아시아개발은행(2013)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과
외교통상부(2014) 태평양 도서국 개황을 재구성

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
였다. 국가별로는 살펴보면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국

서는 총 25회의 연안 재해가 발생하였다.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태평양 도서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풍 및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하여 물
적·인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국
토의 침식 및 바닷물의 지반 침투로 인해 식수 및 식량
보급이 어려워지는 것에 있다.

5)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에서 제공
6) 하나의 유역에서 본류와 이에 합류하는 수많은 지류로 구성된 하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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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난 수십 년간 적도 태평양 국가의 연안 재해 현황

국가명

재해
종류

팔라우

폭풍
홍수

파푸아 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주택유실자
(명)

총이재민
(명)

피해액
(천 USD)

사이클론

1

0

0

0

0

0

일반 홍수

11

9

0

50,000

297,893

70,228

연안 홍수

1

0

0

0

75,300

0

5

219

40

22,500

209,680

1,500

쓰나미

2

2193

668

0

9,867

0

홍수

연안 홍수

1

0

0

0

0

0

폭풍

사이클론

5

53

159

1,375

8,834

6,500

돌발 홍수

1

0

0

0

4,836

0

일반 홍수

3

23

1

0

33,244

0

연안 홍수

1

0

0

0

0

0

사이클론

14

323

10

62,040

278,475

20,000

폭풍

1

0

0

0

0

0

지진

쓰나미

5

324

9

0

5,713

0

홍수

일반 홍수

2

0

1

0

3,951

0

사이클론

23

171

23

10,895

242,573

205,250

폭풍

1

0

0

0

0

0

지진

쓰나미

1

100

0

0

0

0

폭풍

홍수

연안 홍수

1

0

0

0

600

0

폭풍

사이클론

1

0

0

6,000

6,000

0

홍수

연안 홍수

1

0

0

85

85

0

폭풍
폭풍

홍수
피지

사이클론

1

3

0

0

700

0

사이클론

4

6

0

550

1,550

0

폭풍

1

0

0

0

0

0

돌발 홍수

2

5

0

0

600

7,000

일반 홍수

9

32

0

0

246,225

162,747

연안 홍수

1

4

0

0

0

0

사이클론

34

513

1367

36,772

831,804

412,486

폭풍

1

0

0

0

0

0

사이클론

11

12

20

50,200

191,591

80,100

폭풍

1

0

0

0

0

0

지진

쓰나미

1

9

7

0

500

9,500

홍수

돌발 홍수

1

0

0

0

0

1,500

폭풍

2

250

0

0

1,000

0

사이클론

8

53

4

28,000

390,707

627,338

폭풍

통가

부상자
(명)

사이클론

폭풍

키리바시

사망자
(명)

폭풍

솔로몬 제도

마샬 제도

발생횟수
(회)

지진

홍수

바누아투

재해 세분류

폭풍

사모아

폭풍
지진

쓰나미

1

143

310

0

5,585

150,000

니우에

폭풍

사이클론

5

1

2

500

6,502

41,541

폭풍

사이클론

쿡제도

총합계

11

25

216

0

6,454

25,000

175

4,471

2,837

268,917

2,860,269

1,820,690

자료 : EM-DAT,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www.emdat.be)
재인용 : 박한산 외(2014)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적도 태평양 도서 국가의 연안 재해 발생과 분포”, 한국지형학회지 제21권 제2호, pp 97~110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85

●●● 저널 물 정책·경제 제30호

2.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산성화가 진행되면 향후, 100년 내에 해양생물 및 해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가장 우려되는 기후변

양생태계 영향이 증가하여, 결국은 해양에서 받는 대

화 리스크로 해수면 상승과 함께 해양산성화(Ocean

부분의 서비스와 자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였

Acidification)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해수는 pH는

다(SCBD, 2014)7). IPCC(2014)도 해양산성화가 21세

8.1~8.2 사이로 약 알카리성 상태를 보이지만, 해양에

기까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면 pH가 낮아져 해수의 pH

해양표면의 pH는 RCP2.6에서 0.06~0.07, RCP4.5

가 중성(pH = 7.0)에 접근하는데 이 현상을 해양산성

에서 0.14~0.15, RCP6.0에서 0.20~0.21, RCP8.5에

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양산성화는 대기의 이산화탄

서 0.3~0.32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소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이다. 바다는 대기 중의

해양의 산성도 변화는 유기체의 생리학, 행동 및 개체

이산화탄소를 연간 24억톤 가량 흡수하고 있는데, 해

군의 역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CP4.5

양이 이를 흡수할수록 산성화가 된다.

와 RCP8.5에서 개체의 종이 받는 영향이 증가하고 종

2014년 평창에서 열린 12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서 해양산성화가 해양

집단 내 영향을 받는 종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IPCC(2014)는 전망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종합적으

SCBD(2014)는 해양산성화가 해양생물 가운데, 탄산

로 분석한 기술보고서(CBD Technical series no. 75)

염 골격을 가지는 생물에 치명적이며, 어류나 무척추동

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 해

물의 생리 반응을 변화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게

양의 산성도는 26%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속도로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해양산성화에 따른 산호
초 파괴 및 어패류 자원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향

지구 해양 표면 pH의 변화

2081~
2100년의
평균

8.2

RCP2.6
RCP4.5
RCP6.0
RCP8.5

(pH)

였는데, 이 가운데 1조 달러는 산호초 파괴, 3천억 달러
는 어패류 자원 감소에 의한 금액이다8).

8

7.8

7.6
2000

후 100년 이내에 약 1조 3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

2050

2100

연도

자료 : IPCC(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그림 4] 지구 해양 표면 pH 변화

우리나라 주변 해역(동해)의 해양산성화의 경향은 10
년을 기준으로 pH 0.04 감소로 세계 평균(pH 0.02 감
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렬,
2010). 이와 같이 산성화 속도가 빠른 이유는 남쪽의 따
뜻한 바닷물이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와 식는

7) SCBD(Secretariat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2014), 유옥환(2016) 「국내 해양산성화에
따른 관리방안」에서 재인용
8) SCBD(Secretariat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2014), 유옥환(2016) 「국내 해양산성화에
따른 관리방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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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기체 용해도가 높아져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하지 못하여 주로 농업, 어업이 대표적 생계 수단이 되

녹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해의 활발한 해수 움직

는데 염수 유입은 산업 활동에 까지 지장을 주게 된다.

임이 바다 식물의 광합성을 증진시켜 더 많은 이산화탄
소가 필요하게 되자 바다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해

Ⅳ. 도서국가 및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사례

에 녹아 있는 산소량은 표면에서 심해까지 1950년 초반
보다 20% 가까이 감소하였고, 특히 바닷물의 순환이 일

1. 도서국가 및 해안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책

어나는 속도가 줄면서 울릉도 남쪽 심해에서는 산소가

도서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책은 이주

거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박영규(2012)는 해

(Retreat)와 방어(Protection), 수용(Accommodation)

양산성화는 대양의 특성을 갖는 동해에서 빠르게 진행

조치로 대별된다.

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해양산성화와 함께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양자원

토지나 구조물을 포기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점진적으

의 분포와 양이 달라지고 있다. 도서 국가들은 식량공

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다. 이 조치는 해수

급을 해양자원의 의존도가 높은데 어업, 해초, 어패류

면 상승에 따른 적응 대책 중에서 인간의 피해를 가장

의 분포가 달라져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주에 따

수온도 상승으로 급증한 독성 해양 물질인 해파리가 생

른 직접비용은 2050년 기준 국가별로 GDP의 0~3%로

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예상되고 있다(ADB, 2017).

는 해일이나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 해
양 자원의 분포와 양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토 침식이 활발히 진행 중인 몇몇 도서 국
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정책을 그대로 실
행하기 어렵다.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역에 이미 많

3. 염수의 유입

은 산업 기관 및 생활 시설이 들어서 있을 경우,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강우량 감소는 해수

시설 전체를 이주시키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역류의 증가로 이어져 토양 염분 증가 및 염수화 지역

에 따라 침식 위험 지역에 해안 침식을 유발하지 않는

확산의 원인이 된다. 이는 해안 및 도심지역 담수자원

개발 사업 및 계획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의 염도를 변화시켜 수자원 공급에 지장을 준다. 산호섬

침식 취약 지역에 주택이나 산업시설보다 주차장과 같

과 석회암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는 표층수 또는 내

이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륙 수류(水流)가 전혀 없다. 따라서 수자원의 공급을 빗

구조물을 건축하거나, 양식장이나 염전과 같이 해수와

물 및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해수면 상승, 해

밀접한 시설물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수용전략이 필요

일 등으로 지하수에 염수가 유입되는 경우 물을 마실 수

하다. 수용전략 이행시 경제적 비용은 구체적으로 계량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다. 더욱이 도서 국가들은

화하기 어려우나, 새로운 토지 사용 용도, 자산가격 변

영토가 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이 발달

동,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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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계획, 재해 영향에 대한 회복력 향상 활동의 중요성을

방어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침식 적응 대책으

인식하고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서명

로, 방파제나 방어벽 설치, 제방건설 등 해수면 상승을

하였다. 피지와 같은 군소 도서 개발국(Small Islands

직접적으로 막아내어 살던 곳을 지키는 전략을 말한다.

Developing States, SIDS)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

아시아개발은행은 다른 대응전략 대비 직접적 비용이

년 수립된 모리셔스 전략(Mauritius Strategy)과 1994

가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방어 전략을 채

년 시작된 바베이도스 활동 프로그램(Barbados Plan

택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of Action)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중요한 변화를 겪고

제언하고 있다(ADB, 2017).

있다. 피지는 국가기후변화정책의 이행을 통해 2014년
사모아에서 열린 군소 도서 개발국 회의의 결과물인 사

2. 도서국가 및 해안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사례

모아의 길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가. 피지

Pathway)의 이행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피지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총 면적 18,272

(UNESCO, 2013). 한편, 지역수준의 2006-2015 태평

㎢ 규모의 섬나라이다. 피지 322개의 섬 중 대부분은

양지역 환경 프로그램(Pacific Island Framework for

화산섬이며, 전체의 2/3는 무인도이다. 소규모의 개발

Action on Climate Change 2006-2015)은 지역사회

도상국인 피지는 지구 평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성을 구축하는

0.04%에 불과함에도 해안침식, 강둑부식, 물 부족, 수

것에 중점을 두었다.

산자원 고갈, 식량 생산량 감소, 홍수의 빈번한 발생 등

피지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

하고 모든 공동체의 삶 개선을 위하여 농업, 토지이용,

화는 피지의 해안자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

임업, 수산업, 수자원분야와 같은 필수 부문의 현행법

고 있으며 특히 해수면 상승, 수온 상승, 태풍 양상의 변

과 정책의 검토 및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있

화로 인하여 산호와 같은 생물다양성 및 어업, 침수 피

다. 특히 정부는 국가의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해가 진행 중에 있다.

효과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

2016년 2월, 남반구에서 역대 가장 강한 사이클론인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UNEP, 2014).

윈스턴이 피지를 강타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피지와

최근 열린 제23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서 피지의 설탕생산자들은 전 세계 정상들이 온실가스

및 이에 관한 회복성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

감축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UNFCCC, 2017). 기

다. 그러나 피지는 여러 비슷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후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계절 변화에 지장을 주고,

제한된 기술, 인적 자원, 재정 능력으로 인해 기후변

해안 홍수로 바닷물이 오염되어 농지가 파괴되고, 일

화에 관한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

부 해안 지역에서는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

고 있다.

붙였다. Bainimarama 총리는 민간 부문을 통한 기후

피지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및 관련된 정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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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유역 및 수자원 관리당국

다고 약속하였으며, 새로 심을 나무에 탄소를 저장할

창설과 같은 제도적 조치는 수자원 관리 개선 능력 향

수 있도록 재조림 정책을 채택하였다.

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UNFCCC, 2015a, UNFCCC,

피지에서는 공공사업부(Public Works Department,

2015b)9).

PWD)의 수자원 부서가 피지 전역에 56여개의 수위기
록소 및 100여개가 넘는 우량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하

나. 영국의 템스강 하구 사례

수도의 경우 공공사업부의 상하수도 부서가 상하수도

영국 런던의 템스강 하구는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이다.

의 건설, 운영, 정비를 책임지고 있다. 이 부서의 최우

1953년 템스강 하구 지역에서는 대홍수 및 해수 범람

선순위는 첫째, 농촌의 상수도 시스템을 확장하고 각각

으로 30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런던시는 1974년부

의 종합계획에 명시된 주요 도시 및 농촌지역의 수자원

터 10년간 약 1조원을 들여 템스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계획을 업그레이드 및 확대함으로써 도·농 모두를 위

이동식 하구 둑을 건설하였다. 템스 배리어(Thames

한 안정되고 적절한 수도를 공급한다. 둘째, 위생적이

Barrier)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평상시에는 열려 있

고 환경 친화적인 하수도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피

다가 만조와 홍수가 겹칠 때는 닫혀 바닷물의 침입을

지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홍수 통제 및 농경지 보

막도록 고안되었다. 2009년 영국 역사상 최고의 강우

호 부문을 다루기 위하여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완성

량을 기록한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런던시는 이 구조물

하였다.

덕분에 극심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비록 4만8,000

기후변화 대응 관련 수자원 관리는 크게 세 가지 범

가구가 침수되긴 하였지만 인명 피해는 13명에 그쳤다.

주로 분류된다. 첫째, 극한 강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영국 정부는 '템스강 하구 2100년 프로젝트'를 통해 템

로 수로 변경, 보 건설, 수로 차단, 유역 및 댐 저류, 하

스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홍수의 주요 원인을 해수면 상

천 정비 사업(예: 수로 확장, 제방 건설 또는 하천 굴착)

승으로 인식하고, 해수면 상승·폭풍·해일 예측 및 하

을 실시한다. 둘째, 가뭄 완화 조치로 수자원 관리 (예:

천 수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미래의

누수 저감), 수법 재검토,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

해수면 상승 폭을 전망한 기상변화 예측시나리오를 적

발, 지붕을 통한 빗물 집수, 물 사용에 관한 요금 청구를

용하여 하구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재식림(Reforestation), 토지이

어있다(채여라, 2012; 장석원, 2013).

용 통제, 습지 보호 및 토양 보호와 같은 유역관리이다.

한편 영국 요크셔 주의 이스트라이딩(East Riding) 연안

홍수로 인한 피해는 범람지 개발 제한과 방수형 건물 설

지대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서부 유럽에서 해안 침식이

계를 통해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Community)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주

의 다양한 활동은 물 보전 및 비상 대응에 관한 인식을

요 관광지인 캐러번파크의 캠핑카 사업이 타격을 받게

9) Fijian Government. Press Releases. [2017.8.28]. Small Islands leading the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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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캐러번파크 소유주들은 영국 환경청(Environment

인한 피해복구 금액이 8파운드(약 1만4,260원) 절약되

Agency, EA)과 공조해 캠핑카 공원을 해안 침식의 위

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리하여 영불해협 쪽으로 흐르

협이 없는 내륙으로 옮겼다. 공원 이전에 앞서 정부와

는 노리치 브로드밴드 지역의 여러 하천은 제방 대신 넓

캐러번파크 사업체들은 이 공원 이전이 불러올 올 변화

은 갈대밭을 조성하여 자연적인 범람원 지대로 만들었

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상세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였

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러한 자연적인 범람원 조치를

다. 환경의 질을 높이면서 해안 관광에 의존하는 주민

영국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해 보자는 원칙하에 이루어진 공
원 이전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현재 이스트라이딩 연안

다. 필리핀

공원의 이전 정책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약 1억명의 인구를 가진 필리핀은 기후변화와 자연

of Environment, Food, Rural Affairs, DEFRA)의 홈

재해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다. 필리핀

페이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성공

은 Germanwatch가 주관하는 글로벌 기후 위험 지수

적인 적응 사례로 꼽히고 있다.

(Global Climate Risk Index, 이하 CRI)에서 1994년부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400만 채를 포함하여

터 2013년까지 장기기후위험지수(CRI)와 관련하여 전

약 500만개의 건축물이 홍수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

세계 5위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 CRI의 경우 기후의

다10).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영국은 홍수가 일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

(권율 외, 2015).

안선이 매년 후퇴하고 있으며,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에
서는 홍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는 농업, 축산업, 수자
원 관리와 같은 경제 성장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이와 같은 자연의 위협에 맞서 영국 환경청과 지방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필리

자치단체들은 하천관리방안으로 제방의 후퇴와 강변의

핀 정부는 2009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였다. 기후변

갈대밭 조성을 제시하였다. 제방을 높이 쌓아도 홍수위

화법을 기반으로 기후변화기본계획 및 국가기후변화실

가 올라가면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

행계획의 개발과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기후변화위원회

고, 자연의 힘에 홍수 조절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

(National Climate Change Commission, 이하 NCCC)

정책은 홍수와 같은 재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를 설립하고 적응과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기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근간으로 한다.

관들 간의 융합과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기후변화 적

영국보험협회가 2010년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홍수

응 및 완화에 관한 내각 클러스터(Cabinet Cluster on

방지를 위해 1파운드(약 1,782원)를 투입하면 홍수로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를 창설

10) 경향신문. 과학환경. [2015.10.2]. (커버스토리-해외 기후변화 적응은?) 영국, 제방하천 사이 갈대밭 조성…홍수조절 ‘자연’에 맡겨.
11) 경향신문. 과학환경. [2015.10.2]. (커버스토리-해외 기후변화 적응은?) 영국, 제방하천 사이 갈대밭 조성…홍수조절 ‘자연’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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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하였다. 2012년에 개정된 기후변화법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들의 적응 정책의 참여를 위하여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국민생존기금(People’s Survival Fund)’을 도

남태평양의 일부 국가(투발루, 몰디브 등)는 기후변

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재해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재

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거주민

해 발생 시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재해 리

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이들 국가는 수자원의 공급

스크 감소 및 관리 법」을 제정하였다.

을 대부분 지하수나 빗물에 의존하면서 기후변화로 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관련하여 2012년 4월 NCCC

한 폭풍, 홍수와 같은 재해나 해수면 상승이 발생했을

는 UNDP 및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Project Climate

때 물을 원활이 공급받지 못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었

Twin Phoenix’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였다. 이

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로 필리핀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관련 자연

주, 방어, 수용 조치를 통하여 해수면 상승 위험에 대

재해 리스크로부터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역량을

비하고 있다.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강수 시나리오별 홍수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

위험 지도를 제작하여 홍수에 관한 예상 강우량 증가 분

다. 기후변화 속도도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

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섬을 갖

필리핀 해안과 주변 지역은 본래 세계적인 산호초 지

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특히 해안지역과 도서

대이면서 몇 백 년 동안 이어온 맹그로브 숲을 간직한

지역은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청정해역이었다. 그러나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상당

다. 즉, 도서 및 해안 지역은 평균 기온 상승, 홍수와 가

수의 산호초가 백화 현상을 보이며 집단 폐사하였고,

뭄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과 해수면 상승의 위험

맹그로브 숲은 1918년과 비교해 현재 절반 이상 줄어들

에도 노출되어 있다. 해수면 상승은 영토 침식 등으로

었다. 맹그로브 숲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업을 위한 양

인한 인프라 파괴 및 산업 활동 피해뿐만 아니라 염수

어장이 들어섰다. 일부 필리핀 과학자들은 무분별한 양

유입 등 지하수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식 및 양어장 개발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상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해안지역 침수(해안선 후

으로 필리핀의 해양환경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퇴)로 인하여 해안대수층 및 용천수의 이용에 악영향

필리핀은 이 청정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맹그로브 숲

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관정이나 용천수 수원

을 복원하거나 재조림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들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가

침식에 대비해 기존의 둑, 방파제 등을 강화 또는 증설

능성이 높다.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해양 기후변화 적응

따라서 도서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류(Tidal Current) 측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수나 빗물

소를 추가로 설치해 조류뿐만 아니라 해양 기후변화에

의존도가 높은 도서 지역에 인공함양을 통한 지하수 함

대한 다양한 관측예측 활동을 펼치고 있다(해양관리공

양량 유지,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

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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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지속가능발전과 유네스코 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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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요약
물 안보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본 고는 물 안보의 개념을 알아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 안보 도전과제들을 검토하여 개도국의 물 안보 전략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에 설립된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
연구교육(International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i-WSSM)센터의 역할과 비전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서는 물을 사회·경제·환경의 측면에서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해 글로벌 물 안보를 증진하고 물
관련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 간 협정에 의해 설립된 i-WSSM 센터는 물 안보 지원체계 및
협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안보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Ⅰ. 서론

물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전 세계의 값비싼 물을 판매
하고 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 안보

물을 마실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제도적으

물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

로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 선포하고 주변국의 협조를 요

프랑스에는 한 병에 최소 20달러가 넘는 100여 종류의

청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일어난 홍수가 호주의 가뭄

다양한 물을 갖춘 워터바(Water Bar)가 등장해 고급

을 해갈하지 못하듯, 물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

* 유네스코 i-WSSM 연구개발팀장, kslim@unesco-iwssm.org
** 유네스코 i-WSSM 전문관, judy4520@unesco-iwss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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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2010).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

세계인구의 13%인 약 7억 명은 안전한 음용수를 이

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인 합의된

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36%인 약 25억 명은 기본적

목표인 SDGs가 마련된 것이다. SDGs는 17개 목표 및

인 위생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WHO, 2014). 또

169개의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의 실

한, 2011년 아프리카 가뭄, 태국의 대홍수, 중국의 가

현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지속가

뭄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큰 경제적 손

능발전의 세가지 핵심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

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재해

게 통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 인해 심각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

SDGs에는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이 기후변화 대

에는 인구증가, 기후변화, 도시화 및 산업화의 영향

응을 비롯하여 빈곤 경감 및 인간 정주의 모든 삶의 영

으로 물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경

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이는 곧 기후변화 적응,

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한

특히 물 안보 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

Global Risks 보고서에 따르면 물 위기가 영향력 측면

각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7개의 SDGs 중 6번

에서 2015년에는 1위, 2016년과 2017년에는 3위로 선

째 목표(SDG 6)는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

정된 바 있다. 물 관련 문제 이외에도 순위권에 포함된

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Ensure availability and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 이변 등도 물 안보와 밀접하게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연관되어 있다. 영향력 측면에서 물 위기가 높은 순위

for all)’이다. 유엔(United Nations, UN)은 SDG 6를

의 Global Risk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물 위기가 기존

통해 안전한 수자원 확보·공급 및 하폐수 처리 등 위

의 ‘환경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생의 중요성을 전 세계의 공동목표로서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에너지-식량-건강-생태-문

직접적으로 물을 언급한 SDG 6 외에도 빈곤의 근절

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물

(SDG 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 2)

위기가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도 물 분야가 직·간접적

이처럼 물 위기 해결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은 국제사회

심화되는 물 관련 재해로부터 회복탄력성(Resilience)

의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SDGs 전반적인 기

맞이하는 해였다.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조에서 물 안보 확보가 세계 공동의 목표인 것을 알 수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있다(박지현·홍일표, 2016).

WSSD)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따라서 물 분야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

추진해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개발목표

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

동반성장 지원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사

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

회·환경 현안에서 발생하는 물 관련 문제도 함께 해

보전 세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결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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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 안보 개념 및 의의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중반이며, 이후 1980년대까지는

많은 보고서는 물 위기를 전망하고 있다. 유엔 미래

주로 군사·지리적 차원에서의 안보 확보방안이 논의

보고서에서는 2025년 세계인구의 절반 수준이 물이 부

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도

족한 생활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였고(Jerome et al.,

래하면서 학계에서는 주로 군사용어로 사용해 온 전통

2011), OECD는 2050년에 세계인구의 40% 이상이 심

적 안보 개념을 개인 생활의 안전과 안위까지 고려하는

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환경, 에너지, 식

고 있다(Marchal et al., 2012). 또한 Palaniappan과

량,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인류의 위협요

Gleick(2009)는 피크 오일(Peak Oil) 개념과 유사한 피

소들을 자각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위기에 주목하

크 워터(Peak Water)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현재 전

게 된 것이다. 즉, 안보 개념을 단지 군사·지리적 차원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

의 대응이 아닌 보다 다차원의 위기 대응 개념으로 발

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09년 WEF에서

전시킨 것이다(박지현·홍일표, 2016).

도 1970년대 석유파동(Oil Shock)과 같이 이제는 물 파
동(Water Shock)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2) 물 안보 개념의 등장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물의 공급, 안전하고 깨끗한

안보의 개념은 비폭력적인 위협에서 인간의 생존과

물의 공급,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공급은 인류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더

난제이다. 주요 국가들은 물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노

넓게 정의되고 있다(박한규, 2007). 유엔개발계획의 인

력하고 있으며(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2010), 기후

간개발보고서(UNDP, 1994)에서는 인간안보를 ‘개인이

변화와 세계 인구증가 등의 원인으로 국제사회는 물을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고질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국가적인 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

확보하고,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에서 갑작

시하고 있다.

스럽게 겪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간안보의 범주를 경제, 식량, 건

1) 전통적 안보

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안보 등 7가지로 제시하였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 개념은 국가 차원

다. 이중 환경안보는 국가 내의 환경적 위협이며, 이중

에서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전제하는 말

에서 큰 위협이 물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

로 그 영역이 전쟁, 무력도발, 국경분쟁 등과 같은 사

제사회에서는 물 부족이 점차 민족 분쟁과 정치적 긴장

안에 국한되어 국가안보 개념으로 통용되어왔다. 자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의 증가로 위생

모 루치아니는 국가안보란 국외 타 국가로부터 침략을

상태가 악화되어, 안전한 위생시설 이용의 제약도 큰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Giacomo, 1989).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물 안보

즉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은 주로 군사적 수단에 의한 폭

(Water Security)’ 개념이 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사

력행사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세계물파트

안보 이슈가 학문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너십(Global Water Partners, GWP)과 세계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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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ater Council, WWC)는 물 안보를 전체적인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사무총

물 관리와 수자원의 보호 및 이용 사이의 균형에 대한

장 Michel Jarraud의 말을 통해서도 물 안보의 중요성

복합적인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적응능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물 안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안보
(security)

·안보(security) : 고전적 의미에서 안보란 한 국가가 외
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주권, 국민,
영토를 수호하는 것(정치적 측면)
·이후 ’90년대 이후 탈냉전화와 지구화의 발전 ▶ 안보
내용과 범위에 큰 변화
▶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 등장
인간안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
1. 기아, 질병, 억압 등의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인간안보
(1994,
UNDP)

물 안보(UN Water, 2014)
생계유지, 인간의 행복,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자가 오염(water-borne
pollution)과 물 관련 재앙을 예방하며, 정치적 안정과 기후적인 평화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과 질을 갖춘 물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류의 능력

2. 가정, 직장, 사회 등의 일상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
- 인간안보는 전쟁과 무기보다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관심
- 인간안보의 7가지 영역을 규정하고 각 분야별 위험에 대처
해야 한다고 강조(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

·환경안보 : 국가 내의 환경적 위협으로, 그 중에서도
큰 위협이 물에 대한 것
·물 안보의 등장 :
물 부족, 환경오염 ▶ 민족 분쟁과 정치적 긴장 요인 ▶ 물을 자국의
안보로 인식하기 시작

[그림 1] 물 안보 개념의 등장

UN Water(2014)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 안보에서 알
수 있듯이 물 안보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영위를
위한 좋은 물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
수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의 인간의
안전 확보 및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속적
인 구조적·비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계를
고려한 인간과 생태계의 물 분배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

3) 물 안보

야 한다.

물 안보는 제한된 수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발생하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안보의 개념들과 직접 연관된

는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즉, 물

물 안보의 특수성이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물 위기가 글

안보 확보는 환경보호 및 공유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여

로벌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 5위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또한

이내에 지속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관리방식

물 관리 접근을 위한 공동언어로 물 안보 개념을 활용할

으로는 물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

수 있다고 인식되면서부터, 물 안보의 개념은 정책입안

한다. WEF의 2013년 Global Risk 보고서를 살펴보면,

자, 기관·기구, 개인 등을 통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 위기는 단일 위험요소로써는 향후 10년의 경제에 가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위협에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층 더 물 안보

대응하고 인간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 안보가 필

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및 지구

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수자원은 정치, 경제, 보건,

환경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되

식량, 에너지, 개인, 환경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포괄하

면서 양 시스템 모두에 충격이 발생할 때 전 세계가 심

는 광범위한 안보의 정의에 잘 부합하며 이들을 연결하

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WEF, F.

는 중앙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세계기상기구

E. 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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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후변화와 물 위기, 경제발전

관계를 맺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자원의 대응력 강화가

물은 식량, 에너지, 보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

가 간, 분야 간에 고도로 연계된 사회에서 한 나라의 수

공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는 기

자원 위기는 그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

후변화로 인한 수온 변화와 가뭄 및 홍수 등 심각한 수

장이 다른 지역과 다른 분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문 사상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였다(Bates, 2009).
특히 극한 수문 사상의 변화로 인한 물 가용성, 안정성,

2. 물 안보 도전과 과제

접근성 및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 증가하

물은 인체에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간의 생존

고 있다. 물 확보 및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

에 있어 필수적이며 인간에게 식량, 에너지, 경제적 혜

라 식량 및 에너지 등 물 집약적 자원들의 생산도 함께

택을 제공하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과 불가분 관계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물은 식량 및 에너지 생산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로 인한

과 같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필요충분 요소로, 전 세

물 위기의 심화는 그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물 위기는

계 모든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각 국가의 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리

치고 있다.

적 특수성, 국가 발전도, 사회 및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2014년 OECD에서 발간한 CIRCLE(Costs of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재

Inaction and Resource scarcity: Consequences

해방지 및 하천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관련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보고서에 의하

지원요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나 사회

면, 2060년에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총샌산

가 직면한 물 위기를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0.7%에서 2.5%의

을 시사하며, 특히 물 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기

우 이를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처할 수 없다.

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은 2050년에 북아프리카, 중앙아

이제는 개별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이다. 21세기 최대의 물 위기를 맞이

Business
as usual

한 현시점에서 물 위기가 인간의 활동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위기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인간의 경제
활동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들을 검토해보고,
물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한계도 살펴보도

Efficient
water
policies
+6%
+2%
+1%
-1%
-2%
-6%

록 한다. 특히 ‘물 인권’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과 물 안
보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2050년 물 부족으로 인한 GDP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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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일부 지역의 GDP의
6%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OECD, 2014).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인구증가, 도시화, 산
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향후 더 악화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발간된 UN 세계물개발보
고서에서는 인구 증가 및 도시화의 가속화로 2050년까
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식량생산의 60%, 농업의존도
가 높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100%를 추가로 생산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에 필수요소
자원인 물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Connor, 2015).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는 앞으로 신흥
성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용
수 수요가 2050년에는 2000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Connor, 2015).

[그림 3] 물 안보와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Sadoff et al., 2015). 이렇

즉,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

듯 오늘날 물 안보는 인류가 직면한 물 위기를 해결하

는 물 수요라는 상충된 상황에서 수자원의 ‘안정적 공

기 위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

급 및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물 위

가능개발을 위한 핵심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SDGs 이행을 방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통합적인

해할 수 있다(Connor,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

이행체계구축이 전 세계 물 안보 개선 및 증진을 위해

사회는 기존에 단일적으로 수행되어왔던 물 위기 대처

필수적일 것이다.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해 물 공급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물

나. 지속가능한 물 위생, 물 인권

안보를 새롭게 인식하고 현시대의 주요 과제로 정의하

1990년대부터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의

고 있다([그림 3]).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식수원에

2016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세계물주간(Stockholm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

International Water Week)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현재 세계인구의 90% 이상

(OECD) 사무총장 Angel Gurría는 ‘전략적으로 물 안보

이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그림 4]).

에 투자하는 것은 매년 전 세계 경제성장에 최소 5천억

하지만 2015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6억3

달러를 기여하는 것’이라고 OECD/GWP Task Force

천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서

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물 안보 증진이 경제성장에 미치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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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억 명)

1.5
Other regions combined

2012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50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약 2억4천만 명이 여전히 안전한 식수원

1.0

에 대한 접근성을 갖지 못할 것이며, 그 대부분이 농어

East Asia & Pacific, urban
East Asia & Pacific, rural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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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uth Asia, urban
South Asia, rural

Sub-Saharan Africa, urban
0.0 Sub-Saharan Africa, rural
1990
1995
2000

(OECD, 2012). 또한, OECD(2012)는 국제적으로 개발
2005

2010

2015

자료원 : World Development Indicator(http://datatopics.worldbank.org)

[그림 4]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의 수

아프리카 지역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도상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물에 대한 수요가 현
재보다 약 55% 정도 증가할 것이며([그림 6]), 이는 안
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취
약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가진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이러한 점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특히 이 지역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

Goals, MDGs)에서 SDGs로의 이행은 전 세계 개발도

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국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MDGs는 안

우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인구비율이

전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를 반으

75%에 달하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획일적이고 단순한 목표를 설

25% 이하만이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것

정하여 “접근성(거리, 시간, 재정)”에 대한 경제, 사회,

으로 나타났다(WHO, 2015). 또한, 사회·경제적 인프

지형, 기후와 같은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지 못했다

라가 부족하고 공공부문 거버넌스가 취약한 개발도상

(이지은 외, 2015). 그뿐만 아니라 MDGs는 목표달성에

국의 경우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인구의 비율

있어 ‘평균수치’에 치중하여 “대륙 간, 국가 간, 국가 내

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olden,

지역 및 계층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

2007).

다(Bac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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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BRIICS = 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and South Africa ;
RoW = rest of world

[그림 5] 2015년 안전한 식수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그림 6] 국제 물 수요 : 비교 시나리오(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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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MDGs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유엔회원국들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식수와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결의하고, 2002년 유엔 경
제사회이사회의 일반총평 15 (General Comment No.

Ⅱ. 본론 - 지속가능발전과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 교육센터
(UNESCO i-WSSM)

15)에서 논의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Sufficient)

최근 들어 기후변화 등을 비롯한 전 지구적 차원의

안전하며(Safe) 수용가능하고(Acceptable) 물리적으

환경변화는 수자원 분야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의 주제

로 접근 가능하며(Physically Accessible) 지불 가능한

이며, 해결이 시급한 당면과제들의 새로운 출현과 심화

(Affordable) 물에 대한 권리”인 물 인권에 관해 재확인

로 인해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및 확보, 관리에 대한 중

하였다. 이를 통해 SDGs는 인권을 기반으로(Human

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Rights-based Approach) 한 접근방식을 개발계획, 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 분야에서 인류의 지속적 번

책, 개발과정에 통합시켜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

영 추구를 위한 안정적 물 확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

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 향상을

해 극한 홍수와 가뭄, 지진 해일과 같은 물 관련 재해에

지향하고 있다(UN-HR, 2010).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 등에 있어, 다소 포괄적이고 그
개념과 범위가 절대적이지 않은 물 안보 개념이 대두되

물에 대한 인권(Right to Water)

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수자원 현안

모든 사람이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 가능하며,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해결을 위한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여유 있도록 해주는 물의 국내 이용
출처: 유엔의 물 인권 관련 지침서 NO. 1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언약(ICESCR)

2011). 특히 개발도상국의 불안정한 식수 공급과 위생,
물 관련 재해, 생태계 파괴, 비효율적인 치수 관리, 물
분쟁 등은 물 안보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SDGs를 통해 1970년대부터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이며, 이는 곧 개발도상국의 물 분야의 SDGs를 달성하

물 인권은 식량권, 주거권,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에

는 데 있어 가장 큰 이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르기까지 다른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각국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

요소로써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들에게 물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물 안보 증

이러한 현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

진을 위한 전략과 연구·교육을 통한 개도국으로의 이

에 대한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

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SDGs를 달성할 수

근성을 확보하여, 물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물 안보를 증진시켜 전 세계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국제사회는 각 지역 및 국가

사람들이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물에 대

의 정책적 아젠다로 물 안보를 상정하여 양질의 거버

한 형평성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

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

역사회,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

하여 국내에서도 분야별 물 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수

제적인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100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유네스코 i-WSSM 역할과 미래 비전

변화 및 수자원관리에 대한 물 안보 확보방안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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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국토해양부, 2011), 국제
적인 추세 및 지역 협력 동향을 파악하여 위기관리, 거
버넌스 구축 등 전 지구적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
화 및 정책적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안보 현황

•개발도상국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
연구체제 구축
•실증사례 및 현장 지향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물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을 진단하고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물 안보를 증진하

i-WSSM 센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UN 시스

고 SDGs를 달성하고자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

템의 보호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물 안보 및 수자원의

센터(International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제언과 물 관련 분야

Management, i-WSSM)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에 있어서 역량개발 및 지식 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해
UNESCO 정부 간 프로그램인 UNESCO IHP의 목표

1. UNESCO i-WSSM

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 IHP

유네스코는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64년

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부터 국제수문개발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IHP 한국위원회 및 기존 물 관련 연구센터의 핵심 업

Program, IHP)을 추진 중이며 국제연구교육센터 운영

무로, 센터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업

및 후원1)으로 개도국의 인적 자원양성, 기술전수, 글로

무이다.

벌 네트워크 구축 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K-water는 지난 2011년에

2. UNESCO i-WSSM의 물 안보 사업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수자원 불균형 해소, 물산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물 문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유네스코에 물 안보 국

해수 온도 상승, 집중호우, 대형 태풍, 돌발홍수 발생에

제연구 교육센터의 국내 유치를 제안하였고, 2013년 11

따른 피해 경감 대책 수립과 가뭄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

월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안이 승인되었다. 이후

는 인구로 인해 발생되는 물 부족 해결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간 협정서 체결(2016년 12월)에 따라 유네스코 카

이는 근래에 들어 제기되고 있는 ‘물 안보’ 개념과 맞물

테고리Ⅱ 센터 설립이 확정되었다. 현재 i-WSSM 센

려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물 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터는 국가 간 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구이며 유네스코와

연구와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홍일표 외, 2011).

독립된 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예산을 통해 기본 운영자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넥서스(Nexus) 기반 미래 국가경

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K-water에서는 센터 운영을

제, 자원안보에 대한 기술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과

위한 인력파견(3명) 및 현물(사무소)을 지원하고 있다.

감한 투자 및 전략적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1) 직접 운영 1개소(네덜란드 IHE), 후원 센터 총 36개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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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G20 국가로서 그 위상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훈련

에 맞는 국제적 기여와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고유의 물 관리

도국의 물 관리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물 안보 확보에 기여

UNESCO-IHP 8단계 사업을 이행할 책무를 지니고 있

-교
 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가 해당 조직 및 지역, 나아가 국가의 발전

다. i-WSSM 센터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도국의 수요와 현황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고 교육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어 UNESCO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교육·글로벌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

•글로벌 협력플랫폼
-개
 발도상국에 신뢰성 높고 실용적인 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온·

다. 이를 통해 i-WSSM 센터는 전 지구적 수자원 불균

오프라인 정보 플랫폼 운영 및 전 세계 물 전문가들에게 토론의 장 제공

형 및 물 부족 등 물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세
 계 물 관련 기구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최신 물 안보
정보 전달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물 관
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보급·확산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i-WSSM 센터는 개도국의 물 관련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연구와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
응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 안보 전략을 제공하
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i-WSSM 센터는 해외 유수 기
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
여 인류의 공평한 물이용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도 이
바지하고 있다.
i-WSSM 센터는 아래와 같이 연구, 교육 및 글로
벌 협력플랫폼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지

3. UNESCO i-WSSM의 물 안보 추진전략과 과제
SDG 6 달성을 위한 물 안보 분야의 해외 선진국 사
례를 살펴본 결과, 물 관련 전반을 포괄하여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우선적으로 기본원칙과 목표를 설
정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세부 대응정책을 제시하고 있
다. 원칙설정에서는 공통으로 통합적인 수자원관리 체
계, 수자원의 균형적인 공급, 재해에 대한 대비, 생태계
회복을 통한 탄력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물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 안보 확보
를 위한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물 안보 전략을 지원
하고 있다.

물 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수자원의 통합,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부처 간 협력

•통합적 문제해결 연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및 제도적
영향력을 고려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물 안보를 향상
시키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
-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연구 시스템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인간과 생태계 모두를 위한 물
•환경 정의(Justice) 확립
•기후변화 대응 회복탄력성
: 생태계 탄력성 확보를 통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

•기후변화 대비 물 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에 적용함으로써 해당국의 지속적인 물 안보 향

•생태계 서비스 확보

상을 도모

•인간보건 및 화학적, 생태적 물의 우수상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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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NESCO-IHP 8단계 사업 주제
사업 주제

세부 사업 주제
Ⅰ-1 세계적인 변화의 적응에 관한 위험관리

Ⅰ. 물 관련
재해 및
수문학적
변화

Ⅰ-2 인간과 자연이 결합된 프로세스 이해
Ⅰ-3 지역 및 세계적인 지구 관측시스템을 통한 혜택

부간위원회에서는 ‘물 안보 강화 : 지역, 국가 및 국
제적 난제에 대한 대응’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로 예정된 8단계 사업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UNESCO-IHP 정부간위원회는 인구 증가, 물 부족,

Ⅰ-5 극한 수문 사상에 대한 수문학적, 과학적 근거 개선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지구적 물 문제 및 물 안보 등을 주요 주제로 선정

Ⅱ-2 대수층의 함양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Ⅱ-3 대수층에서 기후변화 영향의 적응
Ⅱ-4 지하수 수질 보호의 장려
Ⅱ-5 국경지역 대수층의 관리 증대
Ⅲ-1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할당, 관리, 계획, 관리 방식을 개선
Ⅲ-2 현재 물 부족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수자원 관리 계획전략
수립

Ⅲ. 물 부족과
수질 평가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제20차 UNESCO-IHP 정

Ⅰ-4 불확실성 해결 및 의사소통 향상

Ⅱ-1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강화
Ⅱ. 환경변화
로 인한
지하수의
중요성

/ 사례연구 ●●●

하여 6개 주제(<표 1>)에 대해 30개의 핵심영역(Focal
Area)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UNESCO-IHP 8단계 사
업 주제를 바탕으로 현재 i-WSSM 센터에서 물 분야
SDGs 이행을 위해 수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

Ⅲ-3 수자원 기관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도구 개발 촉진

다. 센터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연구·교육·글로벌 협

Ⅲ-4 IWRM 프레임 워크 내에서 수질 및 오염 문제를 해결
– 법, 정책, 제도, 인간의 능력을 향상

력플랫폼 분야 모두 지속가능개발의 3대 축인 경제, 사

Ⅲ-5 상수도의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수자원
오염 관리
Ⅳ-1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Ⅳ-2 통합 관리 방법에 대한 시스템 변경
Ⅳ. 미래의
물과 인간 Ⅳ-3 도시 물 관리 통합을 위한 기관과 리더십
활동
Ⅳ-4 개발도상국의 신생 도시화의 기회

회, 환경 분야에 맞추어 적절한 수량 확보(Adequate
Water), 적합한 수질공급(Acceptable Water), 재해
및 분쟁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 접근성(Access Water)
과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3A” 물
안보 추진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그림 7]). “3A” 물 안

Ⅳ-5 농촌 정착의 통합 개발
Ⅴ-1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 - 잠재적인 위협 식별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기회
Ⅴ-2 생태계 가능성 향상을 위한 유역 생태 구조 형성 생물의
생산성과 다양성

Ⅴ. 지속
가능한
Ⅴ-3 생태 수문학계의 해결책과 물, 생태계 회복과 생태계 서비
생태수문과
스의 향상을 위한 생태공학
공학의
조화
Ⅴ-4 도시 생태수문학 - 잠재적으로 삶의 건강과 질적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에서의 우수의 정화 및 유지관리

보 추진전략은 어느 지역이나 국가가 지속가능한 환
경(Sustainable Environment) 속에서 안정된 사회
를 이루고(Stable Society) 건전한 경제성장(Sound
Economy)을 유지해 갈 수 있는 “3S”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이다.

Ⅴ-5 해안 연결 및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생태수문학의 규정
Ⅵ-1 물 부분에서 제3차 물 교육 및 전문 능력 향상
Ⅵ-2 물 교육자의 직업 교육 및 훈련 접근
Ⅵ. 물 안보를
위한 교육

Ⅵ-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물 교육
Ⅵ-4 비공식 물 교육을 통한 물 문제의 인식 증진
Ⅵ-5 국가 간 물 협력을 위한 교육

* 출처: 수자원학회(2014)

<표 2> 3A 물 안보 추진전략 의미
3A

의미

Adequate
Water

모두가 필요한 만큼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물”

Acceptable
Water

모두가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수질의 물”

Accessible
Water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환경적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위치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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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수자원에 관한 국제적 이슈들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며, 국가 혹은
지역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과정을 체
계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나 국제
기구로부터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며, 수자원과 관련
된 국가적 혹은 지역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
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국가나 국제기구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제적 물 문제 해결에
i-WSSM 센터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림 7] 3A Water Security Conceptual Diagram

나. 교육사업(맞춤형 현장중심 교육·훈련)
가. 연구사업 : 통합적 문제해결 연구

교육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 및 SDGs 달

i-WSSM 센터의 연구 분야에서는 ‘SDGs 실현을 위

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혜국의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한 통합형 문제 해결 연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넥서

i-WSSM 센터 고유의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체

스 연계기술2)을 통한 개도국의 물 안보 개선 연구 과제

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과정과 사례·현

를 발굴하고 수행하고 있다. 특히 i-WSSM 센터는 글

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한 문제해결형 역량개발 지원

로벌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실현

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석·박사 학위과정

하는데 필요한 분야, SDGs 등 국제사회 아젠다를 실

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제적인 물 전문

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다학제 간 융합적인 연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다.

구접근이 필요한 분야, 물 관련 공적 원조사업(Official

i-WSSM 센터는 수자원에 관한 지역 및 개발도상국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 개발도상국의 물

의 역량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지속적인 개

안보 관리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발, 이용 및 보존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지속

또한, i-WSSM 센터는 국내외 학계 및 국제기구와의

적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해당 국가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과감한 연구투자 및 전략적 실행계획

기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연구 개발 및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 대학과 기관들, 국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증진할

2) 각각의 자원을 생산, 공급하기까지 소모되는 타 자원의 현황을 정량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물-에너지-식량 등과 같은 자원의
생산, 공급, 소비를 한눈에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결과를 통해 국가별, 지역별 정책 시나리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자원의 이용 및 분배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각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계기술이고 이를 물(Water)과 에너지(Energy) 그리고 식량(Food)에 접목하여 통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W-E-F Nexus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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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구
SDGs 실현을 위한
통합형 문제해결 연구체제
•N EXUS 기반기술을 통한 개도국의
물 안보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연구분야 : 개도국 자국의 경제성장을
실현시 필요 분야, SDGs 등 국제사회
아젠다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다학제간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에 대응하여
개도국 물 안보 관리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거나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시급
히 해결할 분야

/ 사례연구 ●●●

2017년 연구사업 성과
•아시아 국제물주간(AIWW) : 개도국 물 안보 특별세션 세미나(’17.09.22)
- 주제 : 아시아 국가의 물 관련 도전과제
- 아시아 물관리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및 국가별 물 안보 이슈 공유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 세션(’17.12.01)
- 주제 : SDGs 실현을 위한 물과 적정기술: 이행과 협력
- SDGs 실현을 위한 물과 적정기술 논의, 적정기술학회와 향후 협력
•i-WSSM 센터 운영전략 수립연구(’17.07-’18.01)
- 센터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비전, 전략목표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i세계물개발보고서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7 한국어판 요약보고서 발간(’17.12)
- 주제 : 하·폐수 미개발 자원
•Smart Water Management 파주 사례집 발간(‘17.12)

[그림 8] 2017년 연구사업성과

수 있을 것이다. i-WSSM 센터는 전 지구적 수자원 불

다. 협력사업(글로벌 협력 플랫폼)

균형 및 물 부족 등 물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마지막으로 i-WSSM 센터를 세계적 수준의 물 관련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연구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가 모이는 거

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물 관

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플랫폼’ 운영을 통

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보급, 확산시킴으로써 국제사

해 물 관련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UNESCO-IHE의 PoWER 등 국제적인

개도국의 물 안보 전반에 걸친 역량개발을 지원하

연구·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여 물 관련 글

기 위하여 기술 분야 및 정책분야를 연계하여 구성한

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

기본 교육과정 구성은 [그림 9]와 같으며 교육과정의

적 수자원 불균형 및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추진지원 체계

커리큘럼은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변경 및 운영이 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물 안보 이슈 발생 시 효율적

능하다.

인 물 안보 전략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2. 교 육
사례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 도국의 물 문제 해결 및 SDGs
달성을 지원
•수원국 수요 고려함과 동시에 센터
고유의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 및 운
영체계 구축운영
•맞춤형 과정 및 사례 및 현장중심의
교육과정과 문제해결형 역량개발
지원에 역점
•장 기적으로는 석·박사 학위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국제적인
물 전문 교육기관으로 도약

2017년 교육사업 성과
•중남미 5개국 및 미주개발은행(IDB) 국제교육(’17.06.25-7.1/10명)
- 기후변화를 대비한 스마트 물 관리 방안
•아시아 물 안보 개선을 위한 아시아 전문가 국제교육(’17.09.17-09.26/10명)
•미래 세대 물 교육(’17.10.25-26/오산초 150명)
•중앙아시아 스마트 물 관리를 위한 초청연수(’17.11.19-11.25/8명)
- 상하수도 분야 강의 및 현장학습
•캄보디아 현지진단 및 문제해결과정(’17.11-’18.03)
- 메콩강 삼각주지역 홍수관리사업 기초조사
- 전문가 파견, 현지 정밀 기술진단 통한 문제해결 및 ODA, 사업연계

Gender
Equality

UNESCO-IHP 사무총장 Ms. Blanca Jimenez
- Priority : Gender equality & Africa
- 여성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고려한 사업(여성 비율)

[그림 9] 2017년 교육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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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협력
물 안보 글로벌 협력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 강화
•세계적 수준의 물 관련 연구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가 모이
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 관련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노력
•UNESCO-IHE의 PoWER 등 국제적인
연구ㆍ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연계 강화
•물 안보 이슈 발생시 효율적인 물 안보
전략지원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2017년 글로벌협력플랫폼(네트워크) 성과

기관교류

•국내 Cat2 센터 초청 간담회 개최(’17.04.20)
•K-water 연구 및 교육 협력방안 구축 세미나 개최(’17.04.27)
•i-WSSM 센터 개관기념 「물 안보」 국제 세미나 개최(’17.05.12)

네트워크
•아시아 국제물주간(AIWW) 부스 운영(’17.09.20-09.22)
•아시아 물위원회(AWC) 가입 및 이사기관 추진(’17.09.21)
•제8차 세계물포럼 세션 코디네이터 채택(’17.10)
- Capacity : ‘How to expand suppor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to achieve SDG6’
•유네스코 Apia 물 안보 컨퍼런스 참석 및 향후 연구, 교육 협력방안 논의 (’17.10.23 ~ ’17.10 .25)
•IHP 제25차 아태 지역별 운영위원회 활동 및 성과보고(’17.11.13)
•일본 ICHARM 석박사 운영과정 벤치마킹 및 협력논의 (’17.12.24 ~’17.12.26)
•충남대 국제수자원연구소 MOU 체결(’17.05.26)

체결 등

[그림 10] 2017년 글로벌 협력플랫폼(네트워크) 성과

i-WSSM 센터의 연구·교육·글로벌 협력사업의 성

넘어 지속가능한 통합적 수자원관리, 폐수, 수질, 형

과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역량 강

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

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 i-WSSM 센터의 연구 및 교

다. 그뿐만 아니라 SDGs는 수자원관리를 위해 정부,

육 활동을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i-WSSM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촉

센터가 세계적인 물 관련 정보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구하고 이로써 효과적인 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i-WSSM 센터는 현재 운

을 지향한다.

영되고 있는 기존 IHP 센터, UNESCO-IHE 및 UN 등

이러한 국제적 맥락에서 유네스코 i-WSSM의 설

국제기구들과도 활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국제적

립은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국제사

물 문제 해결 및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를 공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이다3).

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센터의 설립은
앞으로 글로벌 물 안보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Ⅲ. 결론

기여하고 물과 관련된 국제적 아젠다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국제적 자산을 확보하였다는 것에서 큰

기후변화, 인구증가,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등이 심

의미가 있다.

화됨에 따라 물은 빈곤감소,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i-WSSM 센터는 앞으로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물 안

환경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

보 지원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연구·교육·글로벌 협

라 SDGs에서 물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을

력 기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위한 핵심이 되었으며, 단순히 ‘접근가능성과 위생’을

등 물과 관련된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3) 자세한 i-WSSM 센터의 활동 사항 및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www.unesco-iwss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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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i-WSSM 센터는 다양한 물 관련 국내외

확립을 위한 녹색 ODA 활성화 방안 (Establishing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 물로 인한 빈곤, 불평등, 재

the green ODA vitalization policy for the human

해 등을 해소하는 물 안보 연구·교육·협력의 중심역
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오랜 경험
을 통해 축적된 물관리 기술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i-WSSM 센터가 구체적인 사업 지원체계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물 안보 증진뿐만 아
니라 유엔의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
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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