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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물관리의 성공을 위한 제안
Ⅰ. 물관리일원화의 의미와 과제

염형철*

Ⅱ. 유역물관리의 원칙
Ⅲ. 유역 자치를 실현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제안
Ⅳ.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유역거버넌스 활성화
Ⅴ. 결론 및 과제

Ⅰ. 물관리일원화의 의미와 과제

화는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
약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지난 30년간1)의 논란을 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5호(2017. 5. 22.)였던 물

듭지은 것이고, 한국 물정책의 실패와 한계로 지적 받

관리일원화가 1년여 논란 끝에 국회의 『정부조직법』

던 물정책의 중복과 난립을 개혁하는 상징적 조치로 받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마무리됐다(2018.

아들여지기 때문이다.

5.28.). 여전히 농림식품축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

‘물관리일원화’가 국가개혁과제의 앞 순위에 놓인 이

부(이하 국토부) 등에 물관리 기능의 일부가 남았지만,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건설사업과 급기야4

주요 업무를 환경부에 집중시키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강 사업까지 나아간 ‘개발우선정책’이다. 세계 최고수

신설해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합물관리 체계의

준의 수도보급률(98.8%), 하수도보급률(93.2%), 하천

기본적인 틀이 완성됐다.

정비률(79.6%)2) 등을 달성했고, 댐 밀집도3)가 세계 1위

물관리일원화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인 상황이라 문제는 더욱 부각되어 보였다. 둘째, 사업

정책변화나 국토부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이전한 것으

의 타당성 미흡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실패 등에 의한

로만 이해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 마무리된 물관리일원

국민의 높은 불신과 저항이다. 수돗물의 음용율이 직간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물개혁포럼 공동대표, yumhc@kfem.or.kr
1) 1990년대 들어서면서 물관리 정책에서 수질에 대한 업무가 환경부(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 1994년에 다시 환경처가 환
경부로 승격)로 분리되면서, 이때부터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중앙부처에서는 수량과 수질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체
계가유지되어왔다.
2) 하천정비율은 국가하천 96.4%, 지방하천 80.2%, 소하천 44.2%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하천정비율은 높으며, 지자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들의 정비율은 낮은 편이다.
3) 댐 밀집도는 단위면적당 댐의 개수로 우리나라는 1,200여개소의 대형댐(국제대형댐위원회(ICOLD) 기준)이 있다. 1,200여개소
의대형댐에 대한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주로 농업용 관개용수댐 796개소(65.6%), 시·군·구 등 지자체
에서 367개소(30.2%)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홍수조절댐 등 총 30개소(2.1%)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지역별 발전주식회사 등은 발전목적의 댐 20개소(1.6%)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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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비율을 합쳐 겨우 30%에 머물고, 정부의 4대강 사업

사람과 생태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개발

추진에는 8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할 정도였다. 셋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황을 종료하고, 4대강의 자연성

물관리 정책 실패를 정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

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둘째는 중

할 만큼 심각해진 부처들의 이기주의와 자정능력 상실

복투자와 비효율적인 물관리를 지양하고 정책의 일관

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등장한 위기 요소들인 ‘기후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변화’, ‘수질에 대한 안전 담론의 확산’ 등에 대한 적응

물정책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

에 대한 한계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물문제

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방식의 물정책의 패러다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친화형 및 시민친

임 전환이 필요하였다.

화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수질 개선, 구체적

따라서 ‘물관리일원화’ 조치는 국회의 법률 제·개정

인 물환경 회복, 지역 현안과 갈등의 해소, 시민들의 신

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물관리일원화를 염원했던 시대

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

정신을 해석하고 이들을 구현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

야 한다. 결국 2018년 물관리일원화의 의미와 과제는

다. 그 방향의 첫째는 과거의 개발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자연성 회복’, ‘통합관리’, ‘유역관리’로 정리할 수 있다.

한강주요지점의 수질 현황(COD 기준)

연대별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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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지난 20년간 한강주요지점에서 수질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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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미경 의원실 발표 국감자료(2015)
주 : 급격한 ㎥당 원가의 증가 경향은 댐 건설의 경제성 상실을 역설

[그림 1] 지난 물관리의 한계 사례(수질 및 댐 건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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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97년 이후 전국 물 사용량은 정체한 반면에, 1991년 이후 물공급량은
약 35억㎥이며, 4대강 사업 확보 용수까지 포함하면 약 45억㎥로 총
공급의 약 20%가 증가함
출처 :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국토교통부,
2016)

[그림 2] 물 사용량 및 물 공급용량 변화 추이

유역물관리의 성공을 위한 제안

Ⅱ. 유역물관리의 원칙

/ 기획 특집 ●●●

기능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물정책 수립
및 수행은 중앙의 과도한 영향 아래서 지역과 현장의

최근의 물관리일원화 조치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

한 정부 계획은 새로운 물정책 방향이 ‘통합물관리’와

로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

‘생태회복’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를 비롯한 각 기관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 및 현

현장 중심과 시민 주체의 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

장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과 대표성

방향은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시민의 삶이 펼쳐

을 보장해야 한다.

지고, 지역의 갈등이 전개되고, 생태계의 역동성이 작

셋째는 유역차원의 물관리 기능과 역할을 실질화하

동하는 공간인 유역차원에서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는 것이다. 유역차원의 결정이 중앙에서 번복되거나,

물관리 계획이 미비한 것이다.

유역차원의 결정 내용이 지역에 대한 변화로 연결되지

특히 유역관리를 천명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시기

않는다면, 유역물관리는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가 2019년 6월로 밀려나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

따라서 유역차원의 의사결정과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해 작성하게 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2022년 6월로

재정적인 자립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역차원의 실질적

유보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법률상 추진시기

물관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분명하게 마련해

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유역물관리에 대한 사회의 강력

주어야 한다.

한 요구와 물정책의 논리적 필요성 때문에 대세가 되는
것까지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물관리일원화의 맥락과 물정책 추진 정황을 감
안하면, 유역물관리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가 되어야

Ⅲ. 유역 자치를 실현하는 유역물
관리위원회 제안

한다. 첫째는 물관리일원화로 대표되어 온 개혁 정신

『물관리기본법』에서 유역별 물관리의 범위는 한강,

을 유역 차원에서도 실현하는 것으로, 유역 내의 물순

낙동강, 금강, 섬진강과 영산강이다. 4대강유역은 『물

환, 행정절차 등 각각의 정책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관리기본법』 제정 이전 4대강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는 물관리기본법의 2장 물관리 기본원칙에서 천명한

단위이며, 환경부가 주도하고 광역지자체 등으로 구성

‘건전한 물순환(제9조)’, ‘수생태환경의 보전(제10조)’,

된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했던 곳이다. 수계관리위원

‘유역별 관리(제11조)’, ‘통합물관리(제12조)’, ‘유역 내

회는 유역별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수계관리기금

협력과 연계 관리(제13조)’, ‘물의 배분(제14조)’, ‘물수

을 만들어 주민지원, 지자체지원, 상수원지역 토지매

요관리(제15조)’ 등이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유역차원

수, 환경기초조사,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을 수행

에서 구체적 정책들을 통합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수계관리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손

동반할뿐더러, 물정책의 중심을 유역으로 옮기는 계기

에 꼽힐 정도로 형식적이었을 정도로 한계가 크다. ‘수

가 될 것이다.

량과 수질의 통합’, ‘광역과 지방 상수도의 유역단위 일

둘째는 유역차원에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물정책

원화’, ‘물 문제의 유역 기반 논의’, ‘조사평가정보 시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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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통합 및 연계 강화’ 등의 과제들을 두루 감당해야 하
는 새로운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지역과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 구별된다. 따라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수계
관리위원회를 넘어 더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이어
야 하며, 본격적인 유역자치를 실현하는 최초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역물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유
역물관리위원회가 행정권한을 갖추는 것이다. 『물관리
기본법』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해 규정한 바에 따
르면, 유역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
적 권한과 상대방 등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행정위원회
다. 그리고 유역계획 수립, 물의 배분 및 갈등 조정, 기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
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
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이하 생략)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타 현안 관련 심의의결의 역할을 맡는다. 수십 년 동안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물정책의 대부분을 중앙에 맡기고 단순 집행만 해 왔던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
의에 부치는 사항

과거에 비해 유역이 물관리의 중심으로 선다는 것은 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
의·의결하는 사항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핵심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물
사용 허가권과 예산의 분배권이 없고, 위원회를 지원할

[그림 3] 『물관리기본법』의 유역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사무국에 대한 규정도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분’,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의 조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항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각 국가

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관과 자치단체들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

그러므로 시대적 필요에 비해 법적 기반이 부족한 유

책을 협의토록 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

역물관리위원회 운영은 ‘의지와 협치로 제도의 부족함

을 것이다. 네 개 유역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을 메우는 자세’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4). 예를 들어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활용해야 한다. 물관

리에 관한 법』에 의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등과 통합

리기본법에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포함토록 한 ‘유역

해 이들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관리기본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

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무국 신설의 근거를 마련해

4) 김성수, <물관리기본법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통합물관리 권한에 관한 검토>, 2018 춘천물포럼 발

8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유역물관리의 성공을 위한 제안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 기획 특집 ●●●

용료를 부과하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자들

진정한 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위원장의 자율

에 대하여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운

성과 권한을 확보하고, 위원들의 지역 기반과 독립성을

영 권한을 갖춰야 한다. 하천수입금, 댐용수 사용료, 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부장관과 함께 공동위원

이용 부담금 등 유역관리와 관련된 각종 재원의 조달과

장을 맡은 민간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은 유역 자치의 상

집행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합한 통합

징이 될 것이므로, 전체 위원들의 공감을 얻는 이로 선

취수부담금을 도입해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체

임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역 물관리 문제에 대하여 가

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넷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장 민감하고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역 주민의 관

제고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은 제32조 제3항에서 공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 사용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익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물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

자들의 비중을 높여야 하다. 문제는 수많은 유역주민,

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

농업인, 사업자, 시민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누구를 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

떠한 방식으로 참여시킬 것인지인데, 물관리기본법 시

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토록 하는 등

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제2항).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이

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 대표성, 지역 대표성, 공공

들 조항을 제외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갈등조정 기능

성 등을 두루 갖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역들의 갈

을 정상화해야 한다.

등 공간이 되고 행정이 정치화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행정위원
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로는 미흡하며, 향후유
역물관리위원회가 다음 권한을 갖도록 『물관리기본법』

Ⅳ.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을 개정해야 한다. 첫째, 유역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위원회의 위상을 갖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

권한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물 관련 법령·계획, 물

화와 함께, 다양한 주체들의 유역물관리 참여를 촉진하

수급전망과 수요관리-공급계획, 물 재이용 및 순환, 수

는 유역거버넌스 확장은 앞으로의 또 다른 과제다. 유

질관리 계획 등을 유역물관리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이

역물관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간의 정책 결정 과정

다. 또한 하천관리체계, 상하수도 사업구조, 중앙-지

을 넘어 비제도적 영역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방 간 물 관련 부서의 기능 조정 등 물관리 조직을 개편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일상적 교류를 위

해야 한다. 둘째, 하천법, 지하수법, 소하천법 등에 따

한 틀과 관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민

라 분산되어 있는 물 사용 및 이용행위에 대하여 허가

사회란 정치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지역 주

권을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 물관리 관련 민간 기업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개

위원회의 권한을 구체화할뿐더러, 지표수와 지하수, 소

념이다. 그동안 물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하천에 대한 수량과 수질에 대한 통합관리를 실현할 수

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유역위원회는 물사용에 대한 사

여 향후 물정책의 주요한 동력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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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지지 속에서 물정책을 추진

리위원회와 시민사회를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연결하

하자는 것이다.

는 ‘유역정책협의회’와 ‘중소유역별 참여센터’를 검토해

OECD의 『물 거버넌스 원칙』5)에 따르면, ‘좋은 물 거

보고자 한다. 우선 ‘◯◯유역정책협의회’는 30-50명으

버넌스’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을 향유하기

로 참여의 폭이 제한적인 유역물관리위원회 외부에 보

위해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

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립

업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정

적이고 상설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유역정책협의회’는

치적·제도적·행정적 규칙과 관행 그리고 형식적·비

법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인 ‘유역물관리위원회’

형식적 의사결정과정과 실행과정 등 모든 분야와 과정

에 비교해 훨씬 근본적이며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

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동시에 ‘분명하고 지속가능한 물

다. 이는 유역 내 이슈를 발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여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규정하는 효과성(목적성)’, ‘최소

러 절차를 전개하고, 합의 사항의 실행력을 강화할 것

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물관리의 편익과 후생을 극대화

이다. ‘◯◯유역정책협의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

시키는 효율성’, ‘대중적 신뢰 형성과 민주적 운영을 통

결에 앞서 다룰 의제들에 대한 의견수렴, 사전적 전문

한 지속가능성’은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세 개의 기둥

가 검토, 사회적 대화 등을 할 수 있고, 유역물관리위원

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의 의결 후에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교육, 실

따라서 지방분권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유역거버

천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를 참조하고, 여

유역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양성과 현장성 등을 확보

러 정책과 환경들을 정비해야 한다. 정보의 투명한 제

하기 위해 유역물관리위원장이 지자체장을 비롯한 여

공, 신뢰성 있는 절차의 진행,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러 분야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

균형적인 태도와 상호존중, 시민들을 위한 교육 등 다

역정책협의회장 역시 여러 대표성을 가진 이들을 공동

양하고 다차원적인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으로 선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여러 분야와 연결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유역 공동체가 공유할 가치를 발

소통하는 망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이들 과정은 유

굴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물관련 문제의 개선뿐

역물관리의 실효성과 권위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

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

할 것이다. 그리고 유역정책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

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물정책 기능을 독점해 왔

기 위해 운영지원팀을 설치하거나 운영위원을 위촉하

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물정책 기능에 있어 무

는 것도 필요하다.

력했던 지역정부의 혁신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자발
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 더해져야 한다.
이러한 비제도적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역물관

다음으로 ‘중소유역별 참여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검
토해 보자. 한국 물정책의 발전 경로를 감안할 때, 이번
변화는 중앙 정부 주도에서 대유역별 물관리로 전환하

5) http://www.oecd.org/governance/oecd-principles-on-water-govern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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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소유역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유역물관리를 독립적

차원까지 자율성을 갖춰가는 것이 방향일 터다. 따라서

이고 자율적인 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셋째 의사결

생활권과 밀접한 중소유역별 참여센터를 만들어 중소유

정과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보

역 차원의 공동체성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교육

장하는 것이다.

을 담당하도록 하자. 낙동강 유역을 예로 든다면, 낙동

다음으로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새로 도입되는 유

강 상류 유역참여센터, 낙동강 중류 유역참여센터, 낙

역물관리위원회를 조기에 안정화해야 한다. 유역물관

동강 하류 유역참여센터, 남강 유역참여센터, 형산강·

리위원회는 ‘일정한 행정적 권한과 법적인 구속력을 가

태화강 유역참여센터 등을 세워, 중소유역의 정보와 자

지는 행정적 의사 결정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인데, 유

료의 관리, 주민 참여와 교육, 유역 안내 등의 기능을 맡

역계획 수립, 물의 배분, 갈등 조정, 기타 현안 관련 심

길 수 있다. 이들은 유역정책협의회와 유역물관리위원

의의결 역할을 맡는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가

회와 협력하면서 주민들에게 유역물관리의 취지를 보

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이양 받았다는 측면에서 큰 진

다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그림 4] 참고).

전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물의 허
가권과 예산의 분배권이 없고, 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국
도 없어 자칫 무력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유역거버넌스 체제
제도적 거버넌스
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자문

정보제공

사무국

비제도적 거버넌스

ΟΟ 유역정책협의회*
의견수렴

운영
지원팀

유역
참여
센터

참여, 실행

광역
거버넌스

광역
거버넌스
(소유역)

로컬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단일 하천)

(특정 구역)

[그림 4] 유역거버넌스 체제 구성안

부족한 부분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
완하거나, ‘수계관리위원회’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활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유역물관리 참여를 촉진하기
유역거버넌스확장을
확장을추진해야
추진해야한다.
한다.
유역물관리
위해 유역거버넌스
유역물관리가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간의
정책
결정
과정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간의
정책
결정
과정을
넘어서도

Ⅴ. 결론 및 과제

도록,
비제도적
영역인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일상적
교
록,
비제도적
영역인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일상적
교류
류를
위한
틀과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유역
를
위한
틀과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유역물

2018년 물관리일원화 조치는 한국 물정책의 발전의

물관리위원회와
시민사회를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연
관리위원회와
시민사회를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연결

큰 계기가 됐고, 향후 2-3년 간의 유역물관리체계 구축

결하는
‘유역정책협의회’와
‘중소유역별
참여센터’를
검
하는
‘유역정책협의회’와
‘중소유역별
참여센터’를
검토

과정은 새로운 물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거가 될 것

토 필요가
할 필요가
있다.
‘◯◯유역정책협의회’는
행정
할
있다.
우선우선
‘◯◯유역정책협의회’는
행정위원

이다. 이에 유역물관리의 원칙을 제대로 정립하고, 유

위원회인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비교해
근본적이며
회인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비교해
훨씬훨씬
근본적이며
다

역물관리(행정)체계를 안정화하고, 유역 거버넌스 구조

다양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유역
이슈를
발굴하고,
양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유역
내내
이슈를
발굴하고,
합

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를
도출하고,실행력을
실행력을강화할
강화할수
수있을
있을 것이다.
것이다. 또한
의를
도출하고,

우선 유역물관리의 성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원칙

‘중소유역별 참여센터’는 생활권인 중소유역 차원의 공

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물관리일원화 조치의 개혁정신

동체성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교육을 담당토록

(과잉개발 중단, 중복비효율 개혁, 통합관리 등)을 유역

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소통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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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에 있어 수생태·물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최지용*

Ⅰ. 수생태·물환경 보전 정책 변화
Ⅱ. 현재의 수생태·물환경 보전 정책 현황
Ⅲ. 부처 일원화하에서의 물환경정책 과제
Ⅳ. 물관리기본법 수립에 물환경보전 반영 방안

Ⅰ. 수생태·물환경 보전 정책 변화

1980년 환경청이 출범하여 착수한 첫 단계의 물환경
관련 사업으로 주요 하천에 대하여 1981~1983년까지

1. 물환경정책의 연대별 고찰

수질에 관한 기초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다른 한편으

한국은 1950~1960년대에는 수생태 및 물환경이 양

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호하여 대하천의 하류도 상수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주

환경정화사업 등 주요 하천별 수질보전대책 추진, 환경

요 하천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상수원 수질보호, 환경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개발정책으로 경제가 성장

염 중앙지도점검반 설치·운영, 하수처리시설·분뇨처

하고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공

리시설·공단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

장건설 등으로 하천이 미처리된 각종 오수·분뇨 및 공

였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환경기초

장폐수로 인하여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시설의 확충, 폐수배출규제의 강화 및 공중위생시설의

특히 1970년대 이후 도시개발 등에 따라 도심 내 대

관리 등이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부분의 지천이 복개되어 점차 도심에서는 하천을 구경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물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있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

의 하천이 직강화되고 건천화되는 등 생태적 기능을 잃

보전법」이 분법화되어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어 갔다. 수질관리도 환경청이 설치되기 이전인 1970

그러나,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우

년대에는 보건사회부가 환경위생 차원에서 공해업소를

리 사회에 수질문제와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

단속하였고 수질오염도를 조사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

을 일깨워 주었다. 이로 인해 1993년에는 ‘맑은 물 공급

고 있었지만 그 범위와 내용면에서 매우 미약하였다.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환경부를 주축으로 8개

* 서울대학교 교수, cjy2053@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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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립

2. 주요 물환경관리 대책

한 범부처적 수질개선대책으로서, 5년간 31개 수질개

1980년 환경청이 설치되고 주요 하천별 수질보전대

선 대책사업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94년 초에 ‘낙동

책을 수립하고자 1981년부터 3년간 전국 주요하천에 대

강 유기용제 오염사고’가 또 발생하여, 낙동강 하류지

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인 1981년에는 유역현

역 주민들의 중상류지역에 대한 불신이 대두되었다. 이

황 등 기초자료 수집,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수질관리

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정부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처가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2단계인 1982년도에는 수질조

중심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1994년에

사, 하천의 자정능력 평가, 수리수문학적 조사를, 3단

환경처가 환경부로 격상되었다.

계인 1983년도에는 장기적 목표수질과 연차별 달성목

2000년대에 와서는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

표를 설정하고 수질관리 최적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수

고자 유역관리 정책을 본격화하여 수질·수량은 물론

질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수준이었고 실제 집행에는 미

자연환경과 국토이용을 물환경 보전에 통합하는 정책

흡하였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수립한 최초의 수질보전

의 틀을 도입하였고, 수생태계 환경기준과 생태독성 통

대책은 1989년에 작성된 ‘맑은 물공급 종합대책’이었으

합관리 등 새로운 물관리 제도를 채택하였다. 특히 4

며 이 대책은 1993년 새로운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국

대강 물관리 종합대책(1996~2005년)은 한국의 물환경

가수질관리 기본계획의 역할을 하였다.

관리정책을 획기적으로 선진화하였고 이 대책에서 수

1990년대 중반까지 수질보전대책의 주류는 대형 수

질오염총량관리, 수변구역, 비점오염원 관리, 물이용

질오염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응대책이었고, 1998

부담금, 수계위원회 등 선진 유역관리제도가 도입되

년에 와서야 유역관리기법에 근거한 4대강 수질보전대

었다. 이후 이 대책을 바탕으로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

책이 수립되었다. 유역관리 씨앗은 1991년 전국을 수

계획(’06~’15)’ 및 현재의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계영향권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의 규

(’16~’25)’에 이르고 있다.

정에 따라 전국 수계를 4개 대권역과 11개 중권역으로

한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

구분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992년 처음으로 수계

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

영향권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1997년에 완성하였고,

약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제시하였고, 2017년 5월에는

1998년 부터 2000년까지 4대강 특별대책을 수립하였

‘물관리 일원화’ 시행을 지시하여 물관리 일원화가 탄

다. 2004년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대권역의 기

력을 받게 되었다. 이어 국회에서는 1년간의 논의를 거

본계획을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에

쳐 2018년 5월 ‘물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리던 「물관

따라 현재는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16∼2025

리기본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술 발

년)’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물관리기본

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환경부,

법 등 물관리 3개 법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인 유역별 통

2018a). 금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

합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추진되었다. 년대

자원국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초

별 주요 물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석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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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1993~1997년)

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음용수를 공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I~II급 이상으로 개선

급하기 위하여 1993년 환경처가 중심이 되어 건설교통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를 확보하

부, 내무부 등 8개 부처와 합동으로 수질보전, 수자원

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였고, 2005년까지 유역별로 하수

관리, 상수도 공급 등 물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

도보급률을 72.6~84.4%로 제고하도록 하였다.

는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은 5개
년계획으로 31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었고, 1997년까지

다.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년)

하수처리장 295개소와 광역상수도 건설, 고도정수처리

이 시기에는 그동안 추진하여 온 ‘4대강 물관리 종합

등의 상·하수도 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대책’ 등을 통하여 달라진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새로
이 드러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변화를 수용하여

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1996~2005년)

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996년에는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등 이·화학적 오염물질 관리 위주의 물환경정책에서

정부합동계획인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

탈피하여, 국민 건강과 생태계 건강성을 정책의 최우선

책은 정부의 물관리 장기계획으로 향후 10년간의 수자

에 두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

원확보와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수립하였다. 이 대책

전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10년간의 정책

은 수자원개발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기초시

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설을 확충하여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Ⅱ급수 이상으로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멱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 대책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하여

감을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한다’는 물환경정책의 목표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하여 하

아래 8개 부분의 주요 정책과제를 채택하여 단계별로

수도보급률을 80%로 제고하도록 계획하였다.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수생태계의 건강성 복원사업, 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은 그동안의 수질관리대책을 평

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가하고 수질관리 방식을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며, 상하

조성,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확대, 위해성 평가 및 생

류 지역간 갈등구조를 상하류 공영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

물학적 지표 도입, 호소 특성별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물관리체제를 참여와

적인 하구관리 모델 개발,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화합형 체제로 변환하였는데, 유

점오염원 관리 및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 선진국 수준

역 내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부차

의 하수도 보급률 달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관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되는 수계관리

우선 수생태계 중심의 물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였

위원회를 유역관리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하였고, 수

고,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

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수원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

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확대하여 유역중심의 수질관리

체를 지원하였다. 이 대책에는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도를 도

구역, 토지매수제도,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제도 등 선

입하고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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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확
대하였다. 환경기준 등급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

Ⅱ. 현재의 수생태·물환경 보전 정책
현황

화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총유기
탄소(TOC) 항목을 추가하는 등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

1. 물환경정책의 목표

였으며, 물순환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수도

물환경정책의 목표는 헌법이 규정하는 환경권의 실

관 개량, 물절약 등 물수요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이며, 국민들이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겪는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라.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16~2025년)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2015년 종료됨에 따

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라, 2016년부터 10년간의 물환경정책방향을 담은 ‘제

한 정책목표는 수질환경기준을 통하여 계량적 목표로

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을 수립하였다. 제2

제시되며, 국가는 이러한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유

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방방곡곡 건강한 물

지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오염배출

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제1차 기본계획의 추

규제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등 법제를 정비하며, 하·폐

진성과 및 물환경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0년간

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수질개선 투자를 하

(2016~2025년)의 정책방향을 담아 물환경정책의 청사

고 있다.

진을 제시하고 있다.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물환경정책 목표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 기본

인 수질환경기준을 처음으로 정하였는데, 하천과 호소

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추진 과정 전반을 지탱하는 가

를 4개로 나눈 수역과 해역에 대하여 생활환경기준으로

치 기준을 정립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상생, 환경과 경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

제의 선순환, 환경정의 세 가지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및 대장균군

하여 5대 핵심전략과 3대 기반강화 전략을 설정하고 다

수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을 설정하였고, 사람의 건강보

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호 기준으로 카드뮴·시안·납·유기인 등 9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2018년 현재, 한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
경기준은 하천, 호소 및 지하수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하천·호소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호항목
(20개 항목)과 하천(8개 항목)·호소(9개 항목)에 달리
적용되는 생활환경항목으로 구분하되, 생활환경항목은
수질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오염물
질의 이화학적 농도와 함께 수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

자료 : 환경부, 2016,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그림 1]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16-2025)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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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환경정책의 기본구조

국 2,423개 지점에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

가. 오염 사전예방 정책

며, 오염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0개소의 수

오염 사전예방 정책은 특정지역에 대하여 오염을 야

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퇴적물의 수질에

기하는 일정 행위를 제한하는 입지제한 정책이 대표적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수저퇴적

이다. 환경법제에 의한 것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현재 258개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점의 수저 퇴적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하천의 수

「4대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물환경보전법」에 의

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

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 있다. 이중 수변구역

다. 이는 하천과 공공수역을 수생태계 건강성의 관점에

지정제도는 규제지역을 최소화하면서 수질과 하천생태

서 평가·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분야를 이·화학적 수

계에 민감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

질 항목에서 하천 내외의 동·식물, 서식환경으로 확대

었다. 토지법제에 의한 것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한 것이다. 2016년부터는 그 동안 추진한 수생태계 건강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

성 조사·평가 사업을 생물측정망으로 확대 구축하였다.

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상수원
상류 일정거리 공장입지 제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
지·보안림 등이 있다.

3. 유역중심 물환경관리정책 추진
한국의 물관리정책은 「공해방지법」(’63), 「환경보전법」
(’77) 및 「수질환경보전법」(’90) 시기를 거쳐 현재 4대강

나. 오염물질의 지정과 배출기준의 설정

수계법(’99년 한강법, ’02년 낙동강법·금강법·영산강

공공수역 수질을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에 안전한

법)에 의한 유역관리 기반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유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

역관리 이전의 물관리정책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상 오염물질을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수질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차원에서 배출시설 허가, 배출허

오염물질로는 유기물질, 구리, 납, 니켈, 시안 등 55종

용기준의 농도규제, 배출부과금,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중금속, 페놀류 등 29종의 특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1990년 초 한강수계 팔당호 수

정수질유해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수질관리목표

질 악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91)와 유기용제 유출사

의 달성 수단으로써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등

고(’94)의 발생에 따라, 사후처리 위주의 수질정책을 사

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산

전예방적 물관리정책, 행정구역을 초월한 유역단위 차

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은 지역에 따라 ‘청정’지역(가장

원의 물관리정책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엄격), ‘가’지역(보통), ‘나’지역(느슨함), 특례지역 등 4

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수립

단계로 차등화하여 구분·적용하고 있다.

(’02)과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이 마련되었고 수
질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지정, 토지매수와 물이용

다. 모니터링 및 평가

부담금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조성, 수계관리위원회 운

공공수역 수질상태 조사를 위해 2016년 12월 현재 전

영 등 유역 중심 물관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17

●●● 저널 물 정책·경제 제31호
가.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서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물이용부담금제도는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 및 각종

준수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

그간 농도중심의 유역관리 만으로는 하천의 환경기

치단체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

준 달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오염부하총량을 적정하

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

게 관리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여 1999년 한강 수계를 시작으로 도입했다. 물이용부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

담금은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에

대책’을 수립하면서 한강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제가 처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의 최종사용자에

음 도입된 이후 1999년∼2000년 낙동강 등 3대강 종합

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물이용부담금의 톤

대책을 통해 3대강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

당 부과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 주기로 결정하

다. 이후 4대강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

며, 2018년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은 수계에 따라 ㎥당

을 구축하였으며, 2004년 8월 낙동강수계의 부산 및 대

160원~170원을 부과하고 있다(환경부·한강수계관리

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현재까지 전국 122개

위원회, 2017).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국립환경과학원, 2017)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수계관리기금은 1999년 8월 한강수계에서 최초로 설

제를 실시하고 있다.

치되었고 2002년 7월 3대강에도 기금이 설치됨으로써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계관리기금에 의한 수질개

다. 수변구역제도

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기금은 수질개

하천에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자정

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 상류지역 지방자치단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을 악

체의 수질개선사업비,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

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하천으로부터 주변 일정구

역 토지매수 등에 사용한다.

간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 음식
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등의 고농도 수질오

나. 오염총량관리

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천구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4대강수계의 토지는 총 1,196.7

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로 한강수계 186.9㎢, 낙동강수계 338.4㎢, 금강수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산정하여 유역에 속한 지방자

계 372.8㎢, 영산강수계 298.6㎢가 수변구역(환경부,

치단체별로 할당함으로써 각 구간 내에서 배출되는 오

2018b)으로 지정되어 있다.

염물질의 총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오염총량관리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할당된

라. 토지매수제도와 수변생태벨트 조성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개발사업

토지매수제도는 수변구역 지정 등 행위제한으로 불

승인·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별시설에 할당 지

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해

정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서 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하여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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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큰 지역과 수변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지역의 토

율적 관리를 위해 수계별로 설치되어있다. 환경부차관

지나 건축물을 매수하는 제도이다. 매수 토지는 기존

을 위원장으로, 수계별 관계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건축물 등 오염원을 없애고 생물서식지, 습지, 식생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물관련 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안, 수림대 조성 등 하천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연결

구성한다. 본 위원회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

하는 완충지대인 수변녹지(Riparian Buffer Forest)

감계획,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기금의 운용·관

로 복원하여 맑은 물과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

리,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계획 및 민간수질감시활동

데 이용된다. 한강수계는 2000년부터, 나머지 3대강수

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유역관리정책에 대하여

계는 2003년부터 토지매수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말

유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합의·조

기준으로 총 62,499천㎡의 토지를 매수하였고(환경부,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분권적

2018b), 이를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및 수변생태벨트를

의사결정 시스템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쌍방향 논의와

조성에 활용하였다.

합의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
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제도

서로 WIN-WIN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민지원과 지방자치
단체 지원으로 구분된다. 주민지원제도는 상수원관리
지역에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생

Ⅲ. 부처 일원화하에서의 물환경정책
과제

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보호에 적

1.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

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

가. 물관리 일원화 요구

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복지증진사업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

등 일반지원사업, 장학금, 주택개량사업 등 직접지원사

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

업으로 구분하되, 수계관리위원회가 토지면적, 행위제

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한정도, 주민 수 등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한다(환경부,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

2018b). 지난 10여 년간 실시해온 주민지원사업의 문제

체·학계까지 양분돼 25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다. 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접지원비 배분방식 변경, 특별

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관리 정책조정’도 물관리 주

지원비율 확대, 일반지원사업 광역사업 확대 등 지원방

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

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중이다.

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
패했다.

바. 수계관리위원회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

수계관리위원회는 4대강 유역관리를 위한 대표적 의

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사결정기구로서 다수의 자치단체에 걸치는 유역의 효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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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관리체계를 유지하였다.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나. 통합물관리 추진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통합물관리는 물순환 유지 및 회복이라는 물이 가진

및 연계 부족으로 야기되는 업무·조직·예산의 중복

본연의 기능을 통해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또는 인위적

과 비효율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더

영향과 같은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며, 물을

불어 중앙부처의 업무 분리는 그대로 지자체로 연계되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환경적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서 유

어 유사한 물관리 업무가 지자체의 환경부서와 국토부

역 내 물수지 균형 및 지역간·계층간 차별없는 물복지

서로 분산돼 각자 추진됐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된다(최동진, 2017).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환경용량이 열악해 일

홍수, 가뭄 및 수질오염과 같은 물문제들은 그 자체로

원화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었다. 수질문제

도 원인과 결과가 있으나 결국은 유역 생태계의 악화와

를 도외시한 수량관리와 수량과 연계되지 않은 수질관

토지이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유역 내 생태계를

리체제가 지속된다면 지식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시

정성스럽게 대하고 주변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

안전하고 건강한 물공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하는 등 녹색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량과

하류의 수질영향을 소홀히 한 댐관리 및 상류취수량 증

수질의 안전성 및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와 하천의 자정능력을 도외시한 하천관리는 물관리

물관리 목표는 하천 생태계와 유역생태계의 건전한 관

를 위한 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었

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유역 내 생태

다.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단위의 구간별 하천관리제도

자원을 보전·복원하고 보전적 토지이용과 아울러 하

는 지방자치시대에 편승한 지역개발과 이기주의 팽배

천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강물과 소하천이 막힘없이 흐

로 상하류간 갈등 및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르면서 범람원에 넘치게 하고 습지를 복원함으로써 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하천을 적정한 수질과 수량이 유지되어 흐르도록 관

과 물질순환이 유지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리하는 것이며 이는 수질과 수량을 통합하여 유역별로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통합물

관리해야만 가능하다.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수량관리·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

오염처리·수요관리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합리

관리기본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정목적에서 물의

적 물자원관리의 기본으로 이미 선진 각국은 통합관리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까지의

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예방,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구

각 사안에 따른 단편적 대책추진을 지양하고, 하천의 상

축 등을 물관리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

하류에 걸쳐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하였다. 그리고 물관리 기본원칙으로 물의 공공성, 물

를 구축해야 한다(최지용, 2017).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

순환 관리, 생태환경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물관리 등

서는 수량과 수질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지금까지의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관리 거버넌스 조직으로 국가

물관리에서 발생했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

있고 물관리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 물관리를 위한 계획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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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종합계획을 두도록 하였다. 국가물관리기본계

어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

획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

로 하는 진정한 통합물관리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 중앙

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되, 국

부처의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의 물관리 일원화

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유역물관리

가 시작점이 되는 협의의 통합물관리부터 우선 추진하

종합계획은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물관리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최지용, 2017).

기본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

2. 물관리정책의 국제적 논의 추세

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수자

효율적 물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해관

197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각국

계자가 물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의 물관리 선진화 논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사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회의 대표적인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 보고서

있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 등에 근거하여 국가 물

(UN, 2015)는 물관리 관련하여 “물과 위생이 지속가능

관리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처 간 물관리 업

한 물관리 및 물과 위생의 보편적 공급확보”를 목표로

무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과 2030년까지

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의 유역별 ‘유역물

세부목표를 제시해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통합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

물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규정하였다(환경부, 2018c).
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환경부.

OECD에서도 2016년 12월에 물관리는 ‘유역차원의

물관리기본법에서는 통합관리와 유역관리를 핵심 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수질과 수량 통합관리’, ‘경

관리 사항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통합물관리에서는 지

제·사회·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수요-개발-재해 연

표수와 지하수 등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

계 관리’, ‘구조적·비구조적 혁신 기반의 효율적 물관

도록 물순환 과정을 고려하여 수량확보, 수질보전, 재

리’, ‘수질과 수량, 재해관리, 거버넌스 강화’, ’지속가능

해방지, 자연환경,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재정과 투자’ 등을 권장하였다(OECD, 2016). 이를

종합적으로 유역단위로 관리하되 유역간 물관리는 조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 여건반영, 물수

있다(환경부,
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환경부.

요와 연계한 수질관리, 물사용의 효율성 제고, 적재적

2018c). 이는 일원화 이후의 물환경관리는 유역별로 통

소에 물공급, 모든 오염원의 관리, 물 거버넌스에 대한

합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뢰와 참여, 물서비스와 물기반시설, 수지원 관리, 수

통합물관리는 유역의 자원과 토지이용, 경제까지 포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등 통합물관리

괄하는 광의와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와 같은 협의로

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2017~2018년 동안 개발 중

해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광의의 통합물관리로 가기

에 있다.

위해서는 협의의 통합물관리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광

'물을 위한 자
2018년 세계 물의 날 주제(UN, 2018)는 ‘물을

의의 통합물관리만 고집할 경우 논의의 주제가 확산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Solutions for Water)’으
Water)'으
연기반 해법(Nature-based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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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는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물 문제에 대한 해

인 물관리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일원화 조치는 수질

답을 자연생태계의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관리와 수량관리로 이원화된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

수 있다. 앞서 말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에서도

체계를 일원화해 물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통합물관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건전하고 건강한 보전관리를 중

리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물

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고, 포괄적인 생태계

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는 다음과 같다.

자연생태계에 기반을 둔 물관리 전략은 현존하는 많은

첫째, 단순한 조직의 통합이 아닌 물관리 정책부서를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닌다는 점을

체계화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구축해야 한다. 물환

강조하고 싶다. 물은 지구 전체를 끊임없이 순환하며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관리 정부기능

다른 생태자원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열린

및 인적 자원의 총결집, 일사불란한 업무계통 확립과

계(Open System)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물관리는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 단일 책임체계 구성, 한정된 물

어느 한 분야나 지역의 단편적 접근이 아닌 통합된 생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체적 접근체계 구축, 행

태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조직의 간소화와 능률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물은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3. 물관리 일원화추진 정책과제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순환의 건전성

물관리는 일반적 물관리, 전략적 물관리, 창조적 물

을 확보하고 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

관리의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물관리란 현재

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관

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단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리, 수량과 수질의 종합적 고려, 유역단위의 통합물관

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전략적 물관리는 현재의 물문

리체계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물환경 계획 및 관리

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

에서도 사용자·주민·정책결정자 등의 다양한 참여를

점을 두고 있으며 창조적 물관리는 현재 및 미래의 물

강조해야 한다.

문제에 대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중점을 둔 물

셋째,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하천환경 특성을 고

관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물관리 수준에 머

려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지류지천은 제방위

물고 있어 수량이 부족하면 양적인 공급확대를, 수질이

주 관리에서 자연형 하천으로의 개선과 물 흐름 공간

불량하면 처리시설의 확충을 시도하는 등 각 사안에 대

확보 후 자연천이(自然遷移)를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해 단편적인 접근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었

그리고 기상이변 증가에 대비한 저류지, 천변저류지,

다(최지용, 2017).

홍수조절지, 방수로 등 대안적 방어수단을 다양화 하

일원화 이후의 물관리는 최소한 전략적 물관리부터
시작돼야 한다. 즉, 먼저 수량과수질의 물리적 통합관

는 등 유역특성에 적합한 하천관리 대책의 확대도 필
요하다.

리를 통해 현실의 여건에서 최적으로 물관리가 가능하

넷째,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물

도록 체계를 정비한 후, 최종적으로 통합적이고 창조적

관리 주무부서의 확정으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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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물관리기본법 수립에 물환경보전
반영 방안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지자체 간 및 상·하류 간의 수
리권(물배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중심

물은 인간과 자연 모두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의 물관리를 유역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유역중심

소중한 자원이자 공공의 자산이다. 물은 지구를 순환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유역중심 물관리는 단순한

면서 인간과 생태계의 생명을 풍부하게 만들고, 자연스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역 주

러운 물순환은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지

민이 관심을 가지고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간격을 넘어서도 계속 이어

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역관리위원회 하부

져야 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산업화이후 인간 중심, 도시

조직으로 소유역센터 또는 유역참여센터 등의 설치로

중심, 구조물 중심의 물관리와 호소관리로 인해 자연스

주민의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토록 하

러운 물순환은 왜곡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여야 한다.

해 물에 대한 기본적 인식, 물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칙,

다섯째, 개발·보전의 가치관 갈등, 물수급 정책 갈

물이용을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등은 참여와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을 제도화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물은 특정 집단이나 기관

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된 용수관리, 깨끗하고

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고 보

건강한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등 물재해에 강한 사회

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또한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에 깨

구축, 갈등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구축 등으

끗하고 풍부한 물을 전해주어야 할 무한책임이 있다1).

로 물관리의 효율성·환경성·형평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환경보전을 위한 관리방향 설정에서 일방적인 기
술적 결정보다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에

여섯째, 물관리 일원화는 목표가 아니라, 통합물관

의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물환경 건전성의

리와 창조적 물관리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까

근본인 물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

지 20~30년간 물기본법과 물관리 선진화 논의가 지속

엇보다 하천의 단절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하천의 자연

적으로 논의 되었지만 실패한 원인이 물관리 주관부서

생태적 기능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천관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금년 일차적으로 국토

리에 있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역사 등이 존

부와 환경부의 물관리가 일원화 된 것을 시작으로 하

중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여 명실상부한 광의의 통합물관리, 창조적 통합물관리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국회 물관리위원회, 2018)이 달

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개발과 개선을 추진

성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을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하여야 한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물관리비전 물기본법소위원회 내부자료 20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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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관리기본법 시행기반 구축

한 유역별 물관리공사로의 재편도 고려해야 한다. 치수

앞에서 고찰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관리의 경우 기상청과 홍수통제소의 홍수 예·경보의

2018년 6월 국회에서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앞

기능을 연계하여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홍수통제소와 물

으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마련시 물환경보전과 효율

환경연구소는 유역정보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홍수

적 물관리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경보, 수질 예·경보 등을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

가. 물관리 주무부처로의 기반 조성

다. 물관련 법령의 통합 정비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는 명실상부한 물관리 주

물환경 및 수자원 관련 법률과 계획들의 통합과 조정

관부처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을 주도하

이 필요하다. 물관련 법령들 마다 규정되어 있는 계획

고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반

과 사업들을 통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

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의 과학적 평

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물관리기본

가를 주도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의 평가를

법에서 언급한 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부합되도

기반으로 문제점과 갈등해소를 위한 주도적 기능을 하

록 물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반

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미 물관리기본법에서 국가물관

영해 개별 법령들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통폐합하도

리계획의 수립과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

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정계획도 연계 검토하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유역물관리 계획을 통
<표 1> 물관련 계획 현황

해 하나의 유역에 하나의 계획을 주관부처로서 수립과
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물관리 주무부
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관련법

법정계획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
한강수계법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낙동강수계법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법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적으로 단순 이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환경부의 유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역관리기능, 이수기능 등과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재이용기본계획

나. 물관리 지방 및 공공조직 체계의 개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의 수량관리업무를 기능

여야 한다. 정책과 계획의 수립, 유역종합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역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가 되도록 개편하

수도법
하수도법

여야 한다. 동시에 국토부 산하의 홍수통제소,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의 조직과 기존 환경
부 산하 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통합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물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관리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그 산하에 유역별 관리를 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구수역조성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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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마련시 가능하면 국가물관리위원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물은

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할 법정계획을 검토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

라. 물관리 재원의 통합관리

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유역별 관리 원

물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 댐용수 원수요금, 지하

칙을 제시한바 있다. 앞으로 국토부의 ‘수량’ 업무와 환

수 취수부담금 등을 취수부담금(혹은 취수세)으로 통합

경부의 ‘수질’ 업무 간의 일원화가 완전하게 이뤄내고

하여 유역관리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역별 관리를 시행

리고 수계관리기금의 유역관리 최적화를 위한 조정기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하천관리 관련 법률

능을 강화하고, 규제지역주민지원 강화, 지역간 물관리

이 국토부에 남게 되어 유역관리의 근간인 하천관리가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한다.

분리되어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 기
본 원칙 중의 하나인 ‘유역별 관리’를 시행하기에 어려

<표 2> 수자원 관련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움이 발생할 수 있다(김진수, 2018). 우리나라의 전체

관련제도

법령

하천수 사용료

하천법

댐용수 사용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6). 이에 따라 물관리 업무에서 하천

하천 점용료 등

하천법

의 개발·이용 및 보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지하수법

소하천 점용료

소하천법

공유수면 사용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등 4대강법과 새만금 특별법

것이다. 향후 하천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검토가

수자원 이용량의 약 90%는 하천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데, 하천이란 동일한 공간에 대하여 「하천법」을 기반으

필요해 보인다.

2.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
물관리 일원화 관련 물관리기본법 후속조치 이후에

나. 광의의 통합물관리 지향

도 하천관리의 통합,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농업용수

물관리 기본법 통과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토부

의 관리체계 개선, 주민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고려

환경부의 정부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기후

한 소유역관리까지 고려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과제들

변화 대응방안의 구축,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생활·공

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물관리기

업·농업용수의 관리체계 개선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본법 후속조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

를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이 필요하다.

물관리 체계에 적합한 법제도 및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가. 완전한 유역관리 추진
물관리기본법의 원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역별

물관리 일원화의 ‘범위’를 수량과 수질 이외의 물 분
야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합물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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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이수·치수, 환경, 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용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가뭄 등의 비상시에 적

하여 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적 시스템을 구

절하게 할당하고 배분하여야 하는데 농업용수 관리는

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수

통합되지 못해 국가 물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과

량과 수질의 통합도 불완전할 뿐더러, 방재·안전, 농

배분이 어려운 상황이다(김진수. 2018). 수질관리에 있

업용수, 연안·하구, 수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법률 및

어서도 주요 오염원인 비점오염원이 대부분 농업부문

조직 등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물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

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

만 통합하는 것으로는 녹조 등 새로운 물문제를 대응하

영됨에 따라, 다수의 부처별 업무 조정을 위한 법·제

기는 어려우며 농업용수의 관리, 소하천의 관리까지도

도적 기반은 일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물관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인 검토 및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조직

라. 참여형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를 개편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통합물관

우리나라 유역관리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리의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반까지 한강에 이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대
책수립을 통해, 현재 4대강 수질중심의 대유역 기반 유

다. 농업용수를 포함한 수리권 통합

역관리 정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유역

우리나라 용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

중심의 유역관리시스템은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는 내

관리에 대한 효율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

집 앞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이 미흡하

합수자원 관리와 물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기적인 모

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 참여를 이

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논의와 농업용수 및 생·공용수

끌어 내기 위한 소유역 기반의 참여시스템 구축이 필요

이용 및 배분과 관련된 수리권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

하다. 즉, 대유역-중유역-소유역까지 유역관리가 연

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생활·농업·공업용수

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및 환경유지용수에 대한 수량·수질의 통합관리 및 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실제

천의 유역별 관리를 위한 도랑, 소하천, 지방하천 및 국

이해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

가하천에 대한 관리 통합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 있

기 때문에 주민이 지역의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 국가-유역-소하천간의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이해

농업용수 관리도 원칙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범주에

당사자 참여를 제고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추진

포함시켜야 한다.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물이용량의 절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등이 직

못하고 있다. 18,000여개의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공

접 물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소유역별

사와 지자체 등이 분산하여 관리되고 있다. 효율적인

로 ‘유역참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역참여센터는

물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생·공용수 및 하천유지

주민, 시민단체, 기업체, 전문기관, 학교 등 다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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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자가 실생활과 연계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물관
리와 관련된 활동 및 교육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
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유역참여센터에 유역진단(환경
감시, 오염원 파악, 오염 원인분석 모니터링, 수질관리
등), 실천활동(하천 정화활동, 외래종 제거 등), 교육·
홍보(수질개선, 농촌비점, 오염원 저감 교육, 의식개선
등), 실천사업(비점오염원, 지천 수질개선) 등을 추진토
록 주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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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완성을 위한 과제와 주요 논점1)
- 농업용수 부문을 중심으로 김홍상*

Ⅰ. 머리말
Ⅱ. 기존논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과제 도출
Ⅲ. 농업부문 물관리 관련 물관리기본법의 내용 검토와 논의
과제 도출
Ⅳ.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물관리의 주요 과제와
논점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관리 일원화 3법’(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
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및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 제

어져 일단락되었다. 물론 하천법에 해당되는 내용의 일

기와 이의 실천을 위한 법 제정·개정 작업은 20여년 동

부는 국토교통부 업무로 남겨지고 농업용수 부문은 포함

안 지속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7년 5월

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 또는 통합물관

22일 환경부(수질관리), 국토교통부(수량관리)로 나뉜 물

리체계의 구축이라고 보기 힘든 한계는 있다. 그러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대통령 업무지시’가 발표

관리기본법의 내용은 유역단위 물 통합관리를 기본 내용

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적

으로 하면서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에 필요한

극 추진되고 물관리기본법 제정 작업도 구체화되었다.2)

주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규정을 담음으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은 정치권의
이해갈등으로 미루어지다가 2018년 5월 28일 이른바 ‘물

로써 물관리 일원화 및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skim@krei.re.kr
1) 본 연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작성된 김홍상(2018)의 “통합물관리체계(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부문의 과제와
주요 논점”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2) 통합물관리체계 구축과 물관리 일원화는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는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를 지향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환
경부 중심 물관리조직 통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을 같은 목적을 추구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3)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 제정과 개정이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 또는 통합물관리체계의 구축이라고 보기 힘든 한계는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선언적 형태의 물관리기본법만이라도 제정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여러 측면의 물관리
원칙과 통합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는 법 제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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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단위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실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화될 경우 농업용수 이

Ⅱ. 기존논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과제 도출

용과 관련하여 현행 관행수리권 체계의 한계, 농업인의
농업용수 이용료 면제 및 이에 따른 물 이용의 효율성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및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농

확보 곤란, 시설원예 확산에 따른 지하수 이용의 확대,

업부문의 과제에 대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논의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간의 물관

더불어 오랜 기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 왔다. 조

리 이원화 구조로 인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

진훈 외(2010)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체계를 기본 내

되고, 다른 한편 물관리기본법의 본격적 시행과 더불어

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논의가 추진되는 과정

수리권 조정 및 농업용수 관련 관행수리권의 체계적 관

에서 농어촌용수6)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문현

리, 새로운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관리조직 체계, 지방

주(2009), 박석두 외(2010), 김홍상(2011), 임영아 외

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의 역할 재편, 유역단위 농림축

(2017) 등은 통합물관리 및 기후변화 등 농업용수의 이

산식품부 조직 신설 문제 등), 물 이용 및 시설 관리 비

용·관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용수 수리권 조정,

용부담 구조개선, 관련 법 제도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농업용수의 수요관리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제기될 전망이다.

연구 진행 중인 맹승진 외(2018)는 물관리 일원화(통합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물관리 일원화 및 통합물

물관리체계 구축)를 전제로 한 최근의 물 정책 환경의 변

관리체계로의 개편을 지향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

화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선이 수자원 이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농

본 고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7)

업용수의 이용·관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진훈 외(2010)에서는 유역통합관리체제에서의 농

관련 과제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촌용수 관리방안과 물관리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농어

이 연구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를 강조하는 물관리기

촌용수분야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역통

본법의 시행이 본격화되기 전에4)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합관리체제 관련 농어촌용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유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과제와 주요 논

역통합관리체제에서의 농어촌용수의 위상 제고’, ‘농어

점을 정리하여 장래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관리체

촌용수 공급량 산정 사업 추진’, ‘농촌지역 비점오염저

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5)

감 방안 개발’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 등에 대비한 농어

4) 물관리기본법은 2018년 6월 12일 공포되었지만 1년간 시행이 유보되어 시행령 제정 작업과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작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5) 농업부문 물관리 정책의 변화과정과 현황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주요 논점을 정리하면서 농업부문 물관리의 문제점과 과제를
다룬다.
6)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용수와 농업용수라는 용어를 내용에 따라 혼용하여 서술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에 대응하여
농업용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책적 영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용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 사용과 관련된
논란과 재정립 방향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다룬다.
7) 특히 맹승진 외(2018)는 한국농공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본고 작성시 많은 참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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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용수 관리방안 수립’, ‘효율적인 농어촌용수의 관리를

업인의 참여 부족, 국가 부담 증대와 불안정한 재원, 지

위한 참여형 물관리방안의 도입’ ‘농어촌용수에 대한 개

자체 관리 시설의 낙후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수계단

념 정립’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관리

위 통합적 관리의 곤란 등의 문제점으로 인식된다”고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는 농어촌용수분야의 특성 반영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용수를 이수 중심으로 관리

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리권의 명확한 개

하고 있어 수량·수질을 함께 고려하는 것에 대한 준비

념과 기본원칙의 정립’, ‘신규수리권 허가를 위한 법체

가 미흡한 상태인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계 정비’,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검토’, ‘기

기존연구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역 중심 통합물관

본법으로서 농업용수 분야에 대한 지침 제시’ 등의 개선

리에 대한 농업부문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는 못하지만, 향후 검토해야 하는 주요 과제를 다양하

문현주(2009), 박석두 외(2010), 김홍상(2011)은 통합

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부문의 가장 중

및 유역단위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에 대응하여 농업부

요한 과제로 기득 관행수리권 형태로 유지되는 농업인

문 수리권의 조정, 용수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농어촌

의 수리권 조정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

용수 공급량 산정을 위한 사업 추진, 농업용수 이용·관

이냐의 관점에서 정리한연구이다. 문현주(2009)는 물의

리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 및 새로운 물관리체계 개편 방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관행수리권 형태로 관리되

안 모색, 이수 중심의 농업용수 관리의 한계 극복과 수

는 농업용수 수리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허가수

량·수질의 통합적 관리, 농업용수의 특성에 대한 이해

리권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현단계의 물관리

와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의 과제를 주요 검토 과제로

기본법 제정 등의 맥락 및 관점과 같다. 박석두 외(2010)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상의 국가[유역]물

및 김홍상(2011)은 통합물관리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농업부문

농업용수 수리권의 안정적인 보장방안에 대한 초점을

의 참여 조직 체계 문제 등의 논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둔 연구로서 농업용수의 특성을 반영한 수리권 조정 방

는 한계가 있다.

향에 대한 문제의식과 검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임영
아 외(2017)는 통합물관리 및 기후변화 등 물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용수 수요관리 강화와 농업

Ⅲ. 농업부문 물관리 관련 물관리기본
법의 내용 검토와 논의 과제 도출

용수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맹승진 외(2018)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1. 농업부문 물관리와 관련된 물관리기본법의 내용

의 농업용수 관리는 정책의 환경 및 여건, 운영 목표, 예

검토

산, 정책, 관리체계 등에서 현실적으로 수많은 문제점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단계 농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용수 이용·관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시설

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

물 관리구역간의 비용부담 및 서비스 질의 불공평, 농

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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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고 및 농업인 소득 향상 차원에서 농업생산성 증대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법 제1

위해 가능한 많은 용수원을 개발하여 충분한 용수 공급

조), 물의 공공성, 물순환 관리, 생태환경의 보전, 유역

(관개개선)을 농업용수 개발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

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함

업)의 핵심 목적으로 인식했던 정책기조를 새로운 여건

으로써(법 제8∼19조) 농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물관리

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물관리기

또한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에서 “① 누구든

본법의 내용 중 농업부문 물관리에 직·간접으로 영향

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

을 줄 수 있는 조항과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

는 것은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및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

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한 농업용수 부문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

것으로 판단된다.

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가. 총칙 조항 중 관련 내용

어 농업인들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총칙8)에서 농업부문의 물관리와 관련성이 큰 조항은

주어지지만, 농업용수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지속

제2조 기본이념 및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조항

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다.
제2조(기본이념)에서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

나. 물관리의 기본 원칙 조항 중 관련 내용

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식

물관리의 기본 원칙9) 관련 내용은 농업부문의 물관리

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법 제8∼10조의

관리함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등의

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

내용도 농업용수 이용·관리에 영향을 주지만, 농업부

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

문의 물의 이용·관리에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규

내용은 제11∼17조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협력과 연

정하여 농업부문에서 농업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물의

계 관리, 물의 배분, 물 사용의 허가, 비용부담 조항이다.

이용측면을 강조했던 기존의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

제11조(유역별 관리)에서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에서 물 환경의 보전·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체

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 식량 자급률 제

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8) 총칙은 법의 목적, 기본이념,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담고
있다.
9)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협력과 연계 관리, 물의 배분, 물
수요관리, 물 사용의 허가, 비용부담,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참여 등 많은 물관리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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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을 강조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관리와 이

행정단위도 아니며 유역단위도 아닌 형태로 농어촌공

수 중심의 농업용수 이용·관리 전반, 특히 농업용수

사 관리구역과 지자체 관리구역으로 나누어져 관리되

의 관행수리권 중심 수리권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

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서도 행정과 연

를 요구한다.

계된 지역 조직(지역본부, 지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

제15조(물수요관리 등)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유역단

수자원의 개발·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위 관리 차원의 조직 재편,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에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체계 개선 및 농어촌공사의 조직 재편 등이 주요한 과

통하여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

제로 제기된다. 이는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내용과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는

도 관련된다.

농업용수 절약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 농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용수이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농업용수에 대해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

수요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앞으로는

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더욱 강해질 전망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에서 “물을 사용하려는 자

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

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있어서 수량

하여 기본적으로 민법에 기초한 관행수리권 형태의 농

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

업용수 이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물관리기본법

지, 기후·토지·자원·환경·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

은 기본적으로 유역단위 통합물관리 및 허가수리권체

경,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

계로의 정비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 농업용수 관련

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농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간의 관계 정립이 중요한 과

업부문에서는 농업용수로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로 등장한다.

지하수 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더

제17조(비용부담)의 “①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불어 농업용수 이용·관리는 국가 전체 용수 이용·관

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

리와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제14조(물의 배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

다.”는 조항은 비록 농업용수의 농업용수이용료 면제의

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식물 등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

칙을 강조하고 있어 수리권의 안정적 보장과 맞물려 농

다”는 조항의 경우 물 이용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용수 이용자(농업인)의 비용부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물 배분 과정에서 제9조(건전한 물순환), 제

논란이 될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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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물 정책·경제 제31호
다. 물관리위원회 조항 중 관련 내용

나 환경부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유역환경청장 등의 직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

제가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관리 관련 조직이 불

치 등)에서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분명한 문제가 있다.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
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
를 둔다.”로 규정하여 물관리의 중요 사항을 국가물관
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다.

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분쟁의 조정, 물관리 정보화
등 조항 중 관련 내용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실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

앞서 지적한 물관리의 기본방향, 기본 원칙, 배분 계획,

제22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유역

분쟁 조정, 재원 지원, 민간 참여 등을 담고 있어 농업부

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문 물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물관리기본법에서 물분쟁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장

간 물 이동,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물관리위원회에서 물분쟁 조정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분쟁의

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향후 농업용수 이용 관

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

련 수리권 갈등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에 대한 평가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에서는 “① 국

그리고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제24조에서 유역물관리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

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합 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유역

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누구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등 많은 중요한 사항을 심

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의·의결한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부문 물관리 관련 정보의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생산과 공개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특히 농업용수 사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량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참여하도록 되

사용량 계측 방법이나 사업의 추진, 나아가 관련 정보

어 있어 농업부문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것이다. 그

의 공유가 중요해진다.

러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유역 관계 시·도
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2. 주요 논의 과제 도출

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림

가. 이해당사자별 영향과 검토 과제

축산식품부 조직 체계상 농업부문의 이해를 대변할 위

유역통합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물관리기

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담당자가 모호하다. 국토교통부

본법 제정, 정부차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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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작업(수량·수질관리 부처 일원화)이 구체화된 상

정부(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유역별 통합관리체제

황에서 전체 물 이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용수

에서 수리권 배분의 원칙 정립, 물관리에 대한 재원 조

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관리 방안 모색 및 합

달 및 비용부담 원칙 정립 등이 시급히 요구되며, 정부

리적 관리조직 재편 작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된

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책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 농

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물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

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정부

자체의 의무가 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통합물

등의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과제를 검토하면 다음

관리 추진에 따라 행정단위 중심으로 농업용수 개발 및

과 같다.

수리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던 것을 유역단위 관리로 전

우선 농업인의 관점에서 유역 중심 통합 물관리(물관
리 일원화)에 따라 농업 전용 수리시설의 기득수리권 또

환하기 위한 적절한 구역 설정 및 조직 재편의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는 관행수리권에 대한 허가수리권 체계로의 전환, 농업
용수의 절약과 타용도 용수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필

나. 물관리체계 및 방식 관련 검토 과제

요성, 농업용수 이용 과정에서의 수요관리 등의 압박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및 물관리 일원화를 핵심내용

이 강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농업용수 이용료가 면제되

으로 하는 물관리체계 개편 그 자체가 농업용수 이용·

어 있는 현재의 비용부담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타

관리에 대해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환경부 중심

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되었고, 하천수 사용 허가를 환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농업인의 기득수리권이 조정되

경부가 담당하게 되어 이수 측면보다 물 환경의 보전·

거나 물 이용상의 불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물

관리 측면이 강조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

관리 정책 방향, 물 배분 기준 및 물분쟁 조정 등의 일

의 안정적 생산 및 농산업 진흥을 위해 수질보다는 이

을 맡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의 이해를 대

수 중심의 농업용수 이용·관리체제를 유지하였는데,

변할 대표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향후 물 환경의 보전·관리 측면을 보다 강조하여 이수

로 제기된다.

중심의 농업용수 이용·관리의 틀을 재편하라는 압박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의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점에서는 농업 전용 수리시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

둘째, 현행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이 대부분 농업용

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관점

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만들어져 양적 관리에 중점

에서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 범위 조정과 안정적 재원

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농업용수 이용·관리

확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농업용수 및 수

가 지하수와 지표수의 물 순환, 농업용과 비농업용간

리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경우도 수리시설 관리

의 조화와 물 이용의 형평성, 농업목적(인간 중심)의

권의 내용 조정과 참여방식 개선 방안 모색이 요구된

이용과 자연생태 및 생물의 물 이용 사이의 조화 등을

다. 요컨대 농업용수 관리주체의 관점에서는 관리범위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게

의 조정과 비용부담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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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물관리 일원화 및 통합물관리가 추진될 경우

부의 물관리 조직 개편 작업이 구체화되고, 향후 농업

단일 목적의 공급 시설 비율이 높은 농업용수의 이용·

용수 관리 관련 정부조직, 농어촌공사의 조직 개편 등

관리의 고유 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도 요구될 전망이다. 그리고 전체 물관리의 합리화의

특히 농업용수 이용료 면제, 지자체 관리구역과 농어

관점,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관점에서는 통합물관리

촌공사 관리구역으로의 이원화 관리체계 등 정치·사

의 주요 거버넌스 구조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

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농업용수 이용·관리의 특성이

관리위원회에 농업부문의 참여 방식, 즉 농업인의 이해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를 대변하는 대표자의 구체화 방안이 주요한 과제로 제

넷째, 유역단위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환경

기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물관리 관련 지방

정책기본법상 Ⅳ등급도 허용하는 농업용수 수질 관리

조직의 신설, 농어촌공사 물관리조직의 유역단위 재편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수의 경우 인(P)
성분이 포함되어도 농업용수 이용에서는 작물 생육 과
정에서 흡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심각한 문제로 이해

Ⅳ.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물관리의 주요 과제와 논점

하지 않지만, 생활 및 공업용수 수질 기준에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이해되어 유역단위 통합물관리체계하에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물관리 일원화 및 유역단

서는 수질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이 제기될 가능성

위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경우 농업인의 농

이 커진다.

업용수 수리권의 안정적 보장 및 농업용수 관련 관행

다섯째, 유역단위 통합관리 및 생·공용수와의 조화

수리권의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새로운 형태의 통합

등이 강조되면서 하천 상류부에 설치되어 있어 수질이

적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관리체계 개편, 지방자치단

양호한 대규모 농업용 수리시설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체와 농어촌공사의 역할 재편, 유역단위 농업용수 관

환경용수,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리조직 신설 및 농업인의 물관리위원회 참여 활성화

전망이다. 즉 농업용수의 타용도의 전용 압박이 강해져

등), 농업용수이용료 면제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물

농업용수 수리권의 안정적 보장이 곤란해질 전망이다.

이용 및 시설관리 비용부담 구조개선, 농어촌정비법

이와 관련하여 관행수리권 형태의 농업용수도 허가수

등 관련 법 제도 정비 방향 정립 등이 주요 검토 과제

리권 체계로의 전환 등 수리권 조정 문제가 강하게 제

로 제기된다.

기되고,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문제와 농업인의 비용부
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 허가수리권체제로의 전환

여섯째, 농업용수 이용료 면제라는 비용 구조상의 문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및 물관리 일원화 추진시 지역

제 해결과 농업용수 이용·관리에서의 농업인의 참여

단위 물 갈등의 주요 내용으로 농업용수와 비농업용수

등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물 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개

간의 물 이용 갈등, 특히 관행수리권 형태의 농업용수

편 방향이 중요한 검토과제로 제기되는 것과 맞물려 정

수리권의 안정적 보장 문제가 논란 과제로 제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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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0)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는 농업용수 이용·관리

함”, “농지의 도시적 용도로의 전환으로 인한 농업용 관

의 효율화와 타용도 전용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행수리권 소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

특히 사용량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관행수리권의

적하고 있어 관행수리권 형태의 농업용수 수리권의 전

등록, 허가 절차 도입 등이 중요해지고, 농업용수의 이

면 재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통합물관리비

용량 확인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전포럼, 2018). 특히 주요 정책 추진방향 내용 중 “민법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

의 수리권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 물 사용 촉

들어진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의 2017년 활동 보고서인

진” 관련 “현 여건에 맞는 수계 내 모든 사용자의 합리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 2017년 보고서 -」(2018)에서

적 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허가수리권 체계 권고 조항

는 ‘수리권 제도 재정립 및 제정’ 관련 과제를 정리한 바

신설, 모든 물 사용에 대하여 물 사용료 징수를 통한 기

있으며, 이 부분에서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몇 가지 주

득물량의 자연스러운 허가수리권 체계로의 전환 유도”

요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전략 목표로 “하천수

(통합물관리비전포럼, 2018)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사용량 파악과 제도 개선을 통한 허가수리권 체계의 확

밝히고 있다.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의 활동이 향후 물관

립, 하천 관리 재원 확보 및 지역간 물 이용 형평성 제고

리기본법의 시행령 마련,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과정에

를 위한 취수부과금 제도 도입 추진”(통합물관리비전포

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위의 내용은 중

럼, 2018) 등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방향으로 “하천수

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용량의 지속적인 파악을 통한 허가수리권 체계의 확

이러한 수리권 조정에 대한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서

립, 민법의 수리권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 물

의 논의는 이미 문현주(2009) 등 기존 논의에서도 꾸준

사용 촉진, 장기적으로 취수부과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히 제기되어 온 과제이다. 문현주(2009)에서는 “공유의

하천관리재원의 확보 및 지역간 물 이용 형평성 확보”

희소한 물 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

(통합물관리비전포럼, 2018)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

기 위한 기본적 이용체계로서 수자원 이용에 대한 수리

고 현황과 필요성 부분 설명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수

권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리권에 대한 규정을

리권 개념(수리권의 주체, 성격, 내용, 범위, 한계 등)의

분명히 하여 물 자원 이용의 이해당사자간에 원칙에 순

불명확은 물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비해,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

수리권 규정은 단순하여 복잡하고 많은 분쟁과 갈등을

재 중복 및 상충 가능성이 있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리권 문제를 다루기에는 미흡

권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관행수리권을 점차 허

10) 물관리기본법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간 선언적인 형
태이고, 관행수리권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허가만이 아니라 관
행수리권에 대해서는 신고 및 등록 절차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될 지는 이후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
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물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 2017년 보고서 -」(2018)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면, 관행수리권 형태의 농업인의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하여 허가수리권 틀 속에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추진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수리권 확보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며, 이에 체계적인 제도 정
비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전용 수리시설에서 농업인의 독점적 용수 이용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보다 농업인의 수리권의 보장
이 불안정해지게 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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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리권 체계에 흡수하여 단일의 수리권 체계를 가지

(2009)에서는 “허가체계의 적용에 있어서 기득권에 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문현주, 2009)라고

한 저항이 예상될 수 있다. 전환된 기득 관행수리권에

주장한다. 그리고 관행수리권 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대해서는 허가기간, 허가갱신의 조건 등에 있어서 일반

위해 “수리권의 규정을 먼저 허가수리권체계에서와 같

허가수리권과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단계적

이 물의 사용목적, 사용량, 사용장소, 사용방법, 사용

으로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되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허가수리권체계에 존재하는 기득수리권

또한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중 일

보호 및 필요시 수리권 조정 및 제한 규정을 관행수리권

부 규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하며 수질이 양호한 경우

에 의한 기득수리권에도 적용한다. 최종적으로 관행수

생·공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의 공급원으로 활용하

리권에도 ‘허가’체계를 적용하여 허가수리권 체계로 단

고, 하류하천의 물을 농업용으로 사용하자는 논란이 제

일화한다.”(문현주, 2009)라고 지적하면서 농업용수의

기될 전망이다. 실제 영산강 유역의 사례에서 상류부에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

존재하는 장성호의 맑은 물을 하천에 내려 보내 하천

하면서 단계적 제도 개선이라는 전략적 접근방안을 제

의 수질을 개선하고 농업용수는 승천보 등의 물을 교차

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진훈 외(2010)에서는 “수리권

활용하고 농어촌공사의 하천유지용수 공급에 대해 인

제도 개선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

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수자원공사(K-water)측의 주장

심사였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사

이 최근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되기

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서 많은 논쟁이 있었

도 하였다.12) 또한 영산강 수계 광주천은 도심을 지나는

다.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

하천으로 수질이 나빠 상류부 농업용수의 공급을 통해

견이 강하지만,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농업수리권을

수질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는 데는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상류부 농업용 저수지에 물을

로 예상되며, 재산권에 대한 침해논란 또한 존재할 것

가두어 비관개기에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 하천

으로 판단된다”(조진훈 외, 2010)고 주장하며,11) 문현주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13)

11) 박석두 외(2010)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에 의한 수리시설 유형별 존재형태 분석, 국가수
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에 의한 하천법상의 하천에서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 존재 형태 분석 등
을 통해 개략적으로 전체 농업용 수리답 면적 중 허가수리권 체계로 관리되는 면적 비율을 추정하였는데, 약 1.5%만이 허가수리권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박석두 외, 2010 ; 106). 이러한 추정치는 현재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업용수 수리권의 극히 일부만이 허가수리권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허가수리권 체계로의 전환과정에서 대부분 기득 관행수리권
형태로 물 이용의 제약을 받지 않던 농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2) 농업용수의 하천유지용수로의 공급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경우 유역단위 통합물관리체계에서는 수계기금의 활용 문제와 연
계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룬다.
13) 이 문제제기는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하천의 보에서 물을 취수하여 관개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하천
상류부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직접 농지로 관개하여 농업용 수리시설과 하천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특성에서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이른바 ‘지역용수’ 개념이 강조되고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점과도 관련된다(조진훈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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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제기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확산될 전망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토지소유

이다. 앞으로 통합물관리를 강조하게 되면, 수리권 조

자로 한정되어 있다(김홍상 외, 2014). 2000년 이전

정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이용 방식의 재편,

농업용수 이용·관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용수 이

관리체계의 재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관리라는 전통적인 질서를 반영하는 농업인 조직

다른 한편 농업용수이용료 면제라는 틀 속에서 농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농업인이 스스로

인의 물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용수 절약분

수리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조직하여 비용을 부담

의 타용도 전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리권 거래제

하면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조였다. 물론 농

도 도입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농업인

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

의 반발 때문에 농업용수 이용료를 부과하기 힘든 현

어졌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인조직이 주요한 농업수리

실 속에서 통합물관리체계에서 농업용수 이용·관리

시설의 시설 설치자인 동시에 관리자였다.

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절약 분에 대한 경제

2000년 농지개량조합의 폐지, 농업기반공사(현 농

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요관리 방안을 모

어촌공사) 출범과 더불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다. 그리

서는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가 면제되면서 지자체

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 및

관리구역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나 농업인의 비

사용량 계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용수 사용량

용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이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의 방법상의 문제 등으로 거

이용·관리에 농업인의 참여가 줄어드는 등 농업용수

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이 원활

이용·관리체계가 크게 달라졌다(김홍상 외, 2014).

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과 더불어 농업용수도 허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은 국가(중앙정부,

가의 대상으로 삼아 사용량 계측을 구체화하자는 주장

지자체 포함) 중심의 관리체계라 볼 수 있으며, 농업

이 강해질 전망이다.

인 중심의 공동체적 관리의 전통은 거의 사라졌다고

요컨대 통합물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수리권 조

볼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정 관련 논란은 주로 허가수리권 체계로의 전환 논의와

의 관리주체와 수리권 주체간의 분리를 의미하며, 수

관련되며, 허가수리권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수리

리권 주체로서 농업인의 권리와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권 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및 이를 위한 사

문제로 연결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용량 계측과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검

법』에서는 농어촌공사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용수이용

토과제들이 연계되어 제기된다.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된 시행
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농업용수이용료를 부과하지

2.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

않고 있는 방식으로 면제조치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수리시설의 시설 설치자인 사업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 논란은 수리권의 주체로서의 농

시행자가 시설물 관리자로서 관리책임을 맡게 되어 있

업인의 지위보다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으며, 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위로 전환된 측면도 있어 논쟁이 될 여지가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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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업용수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관리주체로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김

서 농어촌공사의 역할 재편 및 관련 조직 재편의 필요

홍상 외(2004)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용수 및 수리시

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농업인

설 관리체계의 개편을 통해 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

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역단위 통합물관

키고 대 농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농업용수와 비농업용수, 농업용

를 위해 수리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

수 내에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지자체 관리구역간

의 편의와 안정을 높이도록 하되, 현재 관리체계가 안

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유역단위 통합물관리체계하

고 있는 불공평성 문제, 농민참여 부족에 따른 관리효

에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지자체 관리구역간의 통

율 저하 문제, 수계단위 통합관리 어려움의 문제 등을

합연계운영이 강조되는 한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

극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김홍상 외, 2004)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조직이

는 문제인식하에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① 수

구체화되어야 한다.

계단위의 통합관리 및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저하

또한 농업용수 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수 중심의

된 물이용의 형평성 제고, ② 농업인, 지역민 등의 참

농업용수 관리에서 수량만이 아니라 수질을 함께 고려

여를 통한 자율적 관리, ③ 수익자부담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의 농어촌공사

하되, 농업용수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분

와 지자체 중심의 농업용수 관리체계로서는 곤란하다.

담 원칙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김홍상 외,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

2004)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금도 유효하며, 통

촌공사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농촌

합물관리체계하에서 농업용수 관리의 기본 방향으로도

진흥청 등 토양환경관리 관련 전문조직의 참여, 환경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조직의 참여,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
로 한 새로운 관리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3. 농업용수까지 통합한 정부조직개편

수질관리까지 포함하는 유역단위 통합물관리가 강조

통합물관리체계에서는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되면서 유역의 이해당사자는 다양화된다. 더불어 최근

물관리 전문기관 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물관리기본

강조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실현으로 수량만이

법에서 물관리의 중요 사항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

아니라 수질 관리도 중요해지며 농업용수의 이용·관

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되어있어 국가 및

리에서 농업인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농업부

지고 있다.15)

문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의 참여가 불명확한 문제가

14)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 부담 면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비용부담 구조개선 과제 논의에서 다시 다루지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에서 농업용수 이용료 면제의 사회경제적 의의와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15) 이와 관련 물관리기본법 제44조(재정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물관리에 관한 교
육·홍보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용수 관리주체로서 농업인,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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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

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에서 제

품부장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시한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시 농업용수 관리

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를 포함한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될

참여하도록 되어있어 농업부문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용수 관리 주체로서

될 것이지만,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유역 관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계 시·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

있는 이해당사자 그룹의 인력양성과 확보가 필요하다.

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위원의 지위 및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조직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직

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체계상 모호하다. 농림축산

불제도의 개편, 지방분권형 농정의 확산 등과 연계하

식품부 조직에서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의 지방국토관

여 지방사무소가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지역조직

리청장, 유역환경청장 등의 직제가 없다. 즉 “해당 유역

을 지방청 조직으로 재편하고, 지방청 조직에서 농업

관계 시·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

용수 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공사

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용수 부문

의 조직도 지역중심 조직으로 재편하여 지역차원의 농

담당 직제 및 담당공무원의 지위가 모호한 문제가 발생

업용수 관리체계 재편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기 힘든

며, 농어촌공사의 유역 중심 조직 재편과 농어촌공사

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관리구역과 지자체 관리구역간의 통합적 재편도 검토

품질관리원(농관원) 조직이 있으나, 농업용수 이용·관

할 필요가 있다.

리와 무관하다. 통합물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부문

한편 농업용수까지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

의 물이용·관리의 특성을 반영할 물관리위원회의 위

부 조직 개편 작업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경우, 단기적으

원 참여 방식이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된다.

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방조직에 물관리 전담인력의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

배치로 대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부에 농업용

농민단체의 영향력이 크며16)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비한

수 담당국이나 과를 신설하고, 지역조직인 유역환경청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대신하는 시민

에 농업용수 담당과를 신설하며,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사회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농업용수

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조직을 수자원공사의 가칭 ‘농

에 대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상태이다. 이

업용수본부’ 조직으로 재편하는 등 물관리조직의 전면

와 관련하여 통합물관리에 대응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

재편 시나리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 유역위원회/소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질오염

는 농지 이용특성 및 농업인의 이해 등을 합리적으로 반

총량관리, 유역영향평가, 유역 자치모델개발과 보급 등

영하는 방안 등이 좀 더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6) 농업인단체들의 오랜 기간 농지개량조합비(수세) 인하 투쟁 및 폐지 운동이 반영되어 여러 번의 농지개량조합비 인하 조치와 농업
용수 이용료 면제 조치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농업인단체의 영향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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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부담 구조개선

의 지원방식으로 비용이 조달되고 있다. 다른 한편 지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자체 관리구역은 현실적으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아닌 지역으로 이해되는데, 수리시설도 소규모이고 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자체의 지원도 적어 실질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지지 않는 지역으로 이해된다. 수리시설이 상대적으로

기금법』에 따라 별도의 비용부담방식을 정할 수 있다.

양호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농업인의 농업용수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농업용

용료 면제로 인해 지자체 관리구역에서도 지자체에서

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에서는 “① 공사는 농

농업인의 농업용수 이용·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

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감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물관리체계가 되면 농업용수이용료 면제와 이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

인한 물 이용 통제 곤란 문제가 주요한 검토 과제로 부

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

각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는 갈수기

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

물 이용 배분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생·공용수 등의

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

배분 우선순위 논란이 제기되어 물 이용에 대한 농업인

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

의 비용부담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통

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농업용수

합물관리체계가 구축되면, 농업용수만 별도로 농업용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농

수이용료를 면제하는 구조가 지속되기 힘든 환경이 조

어촌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성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를 포함한 통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어 아직 농업인

합물관리의 추진과정에서 수리권 논란과 더불어 농업

들에게 농업용수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용수이용료 부과 시행과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의 농업인들은 농업용수이용료는 면제되어 있다고 인

가능성이 크다.

식하고 있다. 실제 당시 정부(농림부)는 농지개량조합

또한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재원 부담 관련 취수부

폐지 및 농업기반공사(현 농어촌공사) 출범과 더불어

담금으로 일원화하자는 논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

농지개량조합비(일명 ‘수세’)가 폐지되어 농업인의 부담

다. 농업용수이용료 면제에 따른 타 부분의 비용부담

은 사라졌다고 홍보하였다.

규모도 추산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농업인의 농업용수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의 관리구역이 이원화된 구조하

이용료 부담 방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

에서 농어촌공사관리 구역에서 농업인의 농업용수 이

가 있다. 또한 직접지불제 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접근

용료 면제조치로 인해 농업인의 비용부담이 실질적으

하는 등 농업인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

로 사라진 상태이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농업인 중

색할 필요가 있다.

심의 농지개량조합관리구역이 재편된 것으로 농업인의

한편 통합물관리체계 및 물관리 일원화와 더불어 비

비용부담이 사라지고, 농어촌공사의 자체 부담과 정부

용부담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단순히 농업인의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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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용료 면제 차원을 넘어서서 새롭게 제기되는 비용

물관리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주요 규정을 잘 이행하는

발생 요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업용수의 타

방향이어야 한다. 농업용수의 이용·관리에서 수리권

용도 사용 및 수리권 거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체계

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관행적·관습적 권리가 강조되

적인 농업용수의 사용량 계측 등 농업용수 관련 계측

는 이른바 ‘관행수리권의 틀’을 갖추고 있는데, 물관리

정보 DB화 및 물관련 정보 표준화, 유역단위 농업용수

기본법의 기본틀은 허가수리권의 틀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기초자료의 확보 등이 중요해지는데,17) 이와 관련

민법에서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등의 규정이 기

된 추가적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

본적으로 농업용수 이용·관리가 공동체적 용수 이용

가의 과제가 제기된다. 둘째, 상류부 저수지 등 농업용

이라는 전통적인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

수리시설에서 농업용수의 하천유지용수로의 공급 등과

이 점점 약화되는 분위기이다. 일정기간 농업용수의 관

관련된 추가적인 물관리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한 문제

행수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

도 제기된다. 셋째, 유역단위 통합물관리체계 구축과정

로 허가수리권의 틀로 재편하자는 주장이 강화될 전망

에서 수질관리 기준이 달라지면, 이에 따른 비용이 크

이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민법, 하천

게 증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도 논란

법 등의 개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이용·관

하천법 등은 민법에서 반영하고 있는 공동체적 용수

리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측면을 반영한 적절한

이용이라는 농업용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하천수 사용 허가 등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수

필요가 있다.18)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리권 관리, 수리권 조정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는 논의와 맞물려 농업용수 이용·관리의 공익적 가치

다. 물관리기본법도 물 사용의 허가 규정을 두고 있지

및 이를 고려한 적절한 비용부담 방식에 대한 심도 있

만, 농업용수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는 논의가 필요하다.

못한다. 다만, 물관리기본법에서는 ‘허가’라는 용어가
아니라 ‘허가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허가수리권 체

5. 법제도 정비 및 개념 재정립 관련 주요 논점과
과제

계 이외의 절차를 고려할 여지를 두고 있어 시행령 등에
서 농업용수의 특성을 반영할 기회는 있다.

가. 농업용수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과 주요 논점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구체적

통합물관리체계에 대응한 농업용수 이용·관리의 방

인 관리체계나 관리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국가 및

향은 기본적으로 통합물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명시

17) 기존 농업용수의 이용·관리에서는 이러한 농업용수 관련 정보 생산 및 갈등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 이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
되지도 않았다.
18) 김현영 외(2007)에서는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으로 식량자체의 경제적 가치 이외의 식량안보, 홍수조절, 하천유황안정, 수질 정
화, 지하수 함양, 경관보전, 생태계보전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농촌용수의 공공재적 기능으로 식량생산의 기본적 기능 이외에 홍
수조절기능, 하천유지기능, 수질정화기능, 지하수 함양기능, 경관보전 기능, 생태계보전기능, 휴식공간제공 기능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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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체계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물관리기본법과 농
어촌정비법간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물관리기본법

나. 농업용수 개념 재정립과 연계 및 협력 강화

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농업용수의 이용·관리 관련

일반적으로 용도별 물 이용의 구분은 농업용수, 생·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공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용수 등으로 구분하지만,

구체적인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관리의 내용은 농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업용수라는 용어 대신 농어촌용

어촌정비법 등 개별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

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에

다. 새로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존의 다양

서는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한 개별법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농업용수 이용·관리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위한 용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 법·제도 정비 방안을

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경지정

모색할 필요가 있다.

리사업 등 다양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을 규정하

농업용수 이용·관리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정비법만

는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용수라는 용어가 아니라 농

이 아니라 민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댐

어촌용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가

법 등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는데, 이를 물관리기본법을

농업생산기반정비, 용수개발사업의 추진 등에서 사업

기본법으로 이해하여 관련법에서 규정들간의 상충되는

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

농어촌용수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 환경용

본법이 외국의 기본법에 비해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되

수까지 포함되므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농

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통합물관리체계의 구축, 물

업용수 수요량 추정시 혼란을 야기하는 등 논란의 여

관리 일원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물관리

지가 많다.

기본법의 내용을 따르는 노력이 중요하다. 비록 물관리

통합물관리체계에서는 이러한 농업용수 및 농어촌

기본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농업용수 이용·관리와 관

용수라는 개념적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제까

련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농업용수 및 농어촌지

및 민법과 하천법 등의 개정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관

역 활동 관련 다양한 물 이용을 독자적으로 개발 및 이

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

용·관리하였지만, 통합물관리체계에서는 논란의 여지

되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수리권의 경우 수

가 많다.19) 게다가 최근에는 농촌 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리권의 생성, 소멸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통합물

관련된 농업용수 활용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지역

관리 체제에서 농업용수 수리권의 위치를 물관리기본

용수’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

19) 조진훈 외(2010)에서도 이와 관련 “농어촌용수에 대한 실체적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 용수, 환경용수에 대
한 개념, 용수간의 개념적 차이와 법적 지윈 등에 대한 법적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개념 및 법적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조진훈 외, 2010 ; 요약 p.3)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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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용수 개념이 확대 적용되고, 농촌지역의 다면적 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물관리기본법에서

동이 강조되고 있다(조진훈 외, 2010).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듯이 물 순환, 통합물관리의 관점이 검토되고 대

도 최근 비관개기에 지역의 축제 등을 위하여 농업용

안을 찾아야 한다.

수를 방류하여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농업용수의 활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역용수’

다. 농업용수이용료 개념 재정립과 관리구역 조정

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용수

2000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출범으로

의 다면적 이용으로 보고, 이러한 수요를 포함한 농업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는 비록 비용부담이 면제되어

용수 수요를 고려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의 개념

있지만 농업용수이용료 개념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

적 논란을 해소할 것인가 등에 대한 관점 및 개념 정립

인 지방자치단체 관리구역에서의 농업용수 개발·이용

이 필요하다.20)

관련 비용부담은 형식적이나마 과거 수리조합(농지개

농업용수 이용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량조합)의 조합비와 비슷한 수리계비 또는 노력비 부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농업용수 이용·관리상

강조되는 수계 및 수리시설간 연계운영체계 구축이 중

이원화된 관리체계하에서 다른 비용부담 방식을 유지

요하다. 이때 농업 전용 수리시설과 하천관리와의 연계

하고 있다. 통합물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농어촌공

만이 아니라 주요 하천주변 농업지역의 지하수와 지표

사 관리구역과 지자체 관리구역간의 농업용수 이용·

수의 연계운영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관리 비용부담 체계가 다른 것은 개념적 혼란을 불러

상대적으로 유량이 풍부한 하천의 물을 저수지 등 농

일으키게 되고,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더욱 부

업용 수리시설에 저류시켜 두었다가 활용하는 방식으

각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농업 수리시설의 이용·관

로 농업용수 이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

하천주변 시설원예 발달지역에서 지하수 과다이용으로

제가 있다.21)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야기되는 물 부족은 물 이용 갈등을 만들게 되므로 수

이용료의 개념을 수도요금과 다르게 이해하여야 하며,

막재배 등 과다한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제한 필요성도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의 농업용수 이용료 개념에 대한

20) 한국에서는 저수지 등 주요 수리시설에서 용수로를 통하여 직접 수혜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고, 주로 관개기에만 용수가 공급되고 있
는데 반하여 일본에서는 저수지에서 하천으로 물을 방류하여 일정구간 유하한 후 하류에 위치한 보에서 취수하여 농지에 물을 관
개하는 형태가 많다. 일본에서는 농업용수가 물의 이용·관리 과정에서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용수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수가 관개용수로 특화되어 있어 국민은 농업용수의 이용·관리에 대
해 무관심하며, 오히려 비관개기에 저수지로 유입하는 유량을 하천으로 전혀 방류하고 있지 않아 농업용수가 하천유지유량을 고갈
시키는 원인이라는 비판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위상은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조진훈 외, 2010 ; 11-12). 통
합물관리체계에서는 이러한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21) 농어촌공사가 수리권 주체도 아니고, 농업인단체도 아니며,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관련 정부의 위탁사업 주체도 아
니기에 비용부담 관련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정부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
무를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정부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비용을 정책사업비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공
사는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관련 재원조달을 자체 수익 사업과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농업인 경상비 보조 성격의 지
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관련 비용부담의 논거 등이 불명확하며, 나아가 농어
촌공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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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이 필요하다.22)

편 및 적정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소하천 상

기본적으로 농업용수이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강수

류에 존재하는 수리시설물도 전체 하천 유역의 공간에

량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을 인공적 수리시설에서 공

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급하는 보충수적 관점이 적용되고, 수시시설 이용도 특

농업용 수리시설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과

정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며, 농업용수

연계하여 방류 및 취수 등 물 이용·관리의 틀을 재편

의 수리권은 개별적인 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

할 수 있는 경우와 소규모로 특정 농지에 한정하여 공

천법의 수리권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급되는 경우와 구분하여 적정 규모의 농업용수 관리구

농업용수이용료는 수도요금처럼 물 이용서비스에 대한

역 설정과 적절한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할

요금 지불 개념이 아니라 농업 수리시설의 이용에 대한

필요가 있다.

비용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김홍상 외, 2014).23)
한편 통합물관리는 주로 4대강 등 큰 강의 유역을 전

라. 수리권 및 수리권 주체의 개념 정립과 제도 개선

제로 논의되는데, 농업용수의 경우 소하천, 실개천 및

앞서 지적했듯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용

그 상류에서 존재하여 농업용수를 포함한 통합물관리

수이용의 특성을 지닌 농업용수의 이용은 민법 등에서

를 논의 또는 추진할 경우 관리구역을 좀 더 세분화하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농

거나 적정규모로 재편해야 한다. 박석두 외(2010)처럼

업용수의 수리권은 개별적인 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

1.5%만이 허가수리권 체계로 존재하고, 대부분의 농업

는 하천법의 수리권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통

용수 이용·관리는 관행수리권 형태로 존재하여 실제

합물관리에 대응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 이

그 사용량을 파악하기도 힘들며, 배분의 우선순위 등

용·관리의 특성을 반영한 수리권 정립이 필요하다.

의 기준을 정하기도 곤란하다. 농업용수와 다른 용도

농업용수에 관한 한 수리권자는 분명 농업인이며, 농

의 용수간의 연계운영,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지자체

어촌공사는 수리시설의 관리주체로서 농업인을 대신하

관리구역간의 연계 등을 통한 이용·관리의 효율화를

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도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물 이용의 특성

농업용 수시시설의 개발과 관련 물 사용 허가를 신청하

이 지역마다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 힘

고, 용수 공급 서비스에 대한 농업용수이용료 부과 주

들다.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의 수리권의 다툼이 크

체로 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지 않은 저수지 관리 구역에서는 가능한 기존의 농업

의 규정을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물관리기본법 틀과 연

용수 관개구역을 수용하고, 다른 용도의 용수와 이용

계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 심한 대하천의 양수장 구역에서는 관리구역 재

그리고 농업용수 수리권이 대부분 관행수리권 형태

22) 지자체 관리구역에서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처럼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다.
23) 물론 점점 공동체적 특성이 점점 사라지고, 공동체적 이용 대상 범위나 구역이 명확하고, 사용량이 특정화될 수 있으면, 농업용수
이용료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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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되어 있어 수리권 개념 정립, 허가수리권 체계

서는 농업인도 일정 수준의 비용부담을 하면서 물 절

로의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허가수리권 체제

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동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로의 전면적 전환보다 수리권의 실태를 객관화하는데

질 필요가 있다. 농업인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담을 하

도움이 되는 수리권의 신고, 등록, 등기 및 공시하는 등

면서 비용부담의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가 활용될 수 있

의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24) 또한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 이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절약 및 수요
관리 강화를 통해 다른 용도의 용수로 공급하는 요구가

Ⅴ. 맺음말

늘어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기득수리권의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

농업용수 이용·관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물관리

리권 거래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을 강

및 물관리 일원화를 지향하는 물관리기본법의 틀 속에

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 은행, 물 시장의

서 합리적인 물관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현단계에

미발달 등 수리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환

서 중요한 과제이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도입이 쉽지는 않다. 그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과제와 논점이 드러날

러나 농업용수 이용·관리 관련 물 절약의 인센티브 제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검토과제와 논점을 객관화하고,

도의 도입 등으로 전체 물 이용·관리의 합리화를 도모

핵심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의식이 필요하다.

한다. 또한 농업용수이용료가 면제되고 농어촌공사 등

우선 물관리 일원화 및 통합물관리체계로의 이행과

의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수계기금 또는 취

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수부과금 재원 등을 통합관리에 활용하여 농업용수 절

없는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농업용수를 포

약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함한 물관리 일원화 차원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도 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용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비용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농

수 이용·관리의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인의 농업용수 절약을 유도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

둘째,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및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나 용수 이용체계를 개편하고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발

된 농업부문 물관리의 개선, 특히 허가수리권 체제로

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천유역단위에서 새로운 용수 이

의 전환 작업은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

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총론적인 분야

하여 수계기금 활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는 말처럼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마련에는 많은 어려움

24) 조진훈 외(2010)에서는 관행수리권의 현황 파악을 위해 허가수리권으로 전면 개편 이전에 기득수리권의 등기 및 공시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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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른다.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고 농업용수의 가치 증진 차원에서 농업용수 이용도 농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허가수리권

업용에 한정되지 말고 하천관리 등과 연계하여 용수이

체계로 전환시키고 하천이나 소하천 범위 밖의 소규모

용의 체계를 개선하여 전체 물 이용의 가치를 제고시키

수리시설의 수리권은 추후에 허가수리권체계로의 전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류부 농업용수 이용·관리와 하

을 도모하고, 일시에 허가수리권 체계로의 전환보다 신

류부 하천의 관리간의 연계성을 높여 물의 가치를 높이

고 및 등록 절차를 먼저 도입하고 허가수리권 체계로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계적 전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농업인의 기득수리권의 보호, 농업용수 절약

셋째, 농업인의 안정적 수리권 보장 및 농업용수 수

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및 수리권 거래제도의 도입 등 다

리권 조정, 합리적인 하천관리체계의 구축, 통합관리체

양한 제도 개선 등과 맞물려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등

제에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 비용부담 구조개선, 농

농업용수 이용·관리 관련 정보의 생산 및 관리체계 정

업인 및 지역 주민의 참여 등 다양한 과제들은 모두 서

비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근거자료

로 맞물려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

가 매우 부족하여 과학적인 정책 설계가 힘든 실정이

요하다. 물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

다. 농업용수 관련 기초자료의 확보가 다양한 제도 개

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

선과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

든 과제들이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통합물관리라는 관

제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점에서 연계되어 있어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컨

끝으로 물관리 일원화 차원의 정부조직 개편이 농업

대 수리권의 보장과 물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용수 부문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선적으로 도입하면서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 부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농업용수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관리 관련 지역 및 유역단위 조직신설만이 아니라 환경

사고가 필요하다.25) 넷째, 통합적 하천관리 체계하에

부에 농업용수 담당국 또는 담당과의 신설, 지역조직인

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이 강조될 것인데, 농업용

유역환경청에 농업용수 담당과 신설, 수자원공사에 가

수 이용·관리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객

칭 ‘농업용수본부’의 신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관화하여 수익자부담원칙 정립시 농업용수 이용·관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농업인 참여형

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따른 불특정 다

물관리체계의 구축 및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

수의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변하는 각 단위별 유역물관리위원회 참여 대표자 조직

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

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물

25) 이와 관련 농업용수 수요관리 강화와 농업용수의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적극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임영아 외, 2017). 농
업용수이용료의 면제는 합리성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된 측면이 있듯이 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물관리기본법에 따
라 농업인에게 농업용수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할 경우 농업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현실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수리
권 거래제도 도입, 수계기금을 이용한 농업용수 이용·관리와 하천관계 연계 강화 등의 노력이 농업용수 수요관리 강화와 연계되
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용수의 환경용수, 하천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수계기금
의 활용(실질적 수리권 거래, 기득 관행수리권 보장 등)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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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에서는 농업용수의 수량관리 측면만이 아니라
수질관리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농업인,
지역주민,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국가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물관기본
법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에서처럼 민간 참여 활성
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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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물관리와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20여 년간, 물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2018년10월12일(금)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회장최승일)는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물 분야 6개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이번 정부에서 그 첫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동안 수량과 수

(그랜드홀)에서 ‘국민을 위한 물 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

질로 각기 전문화된 부처 및 공공기관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데

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시각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와 정책적 시행착오를 최소

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과제를 도출하고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방향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이후 1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이날 전문가 세미나는 K-water 이학수 사장의 축사로 시작

것이다. 통합된 부처내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구개편이 필

되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3법 통과 이후 정책

요하고 앞으로 제정될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물관리기본법,

실현을 위한 필요 과제들에 대해 물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토

물산업진흥법, 정부조직법)의 시행령에 물관리 일원화 현안과

론이 있었다. 연세대학교 김성수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과제개선 해법이 담겨야 하며, 산하 기관의 중복기능 조정과 협

입법 정책적 과제’를 발표하였고, 고려대학교의 윤주환 교수는

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적의 조합 등이 담긴 구체적인 실행방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상하수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안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한 때이다.

경북대학교민경석교수가좌장을맡아패널토론이이루어졌으며,
고려대학교 최승일 교수 · 중앙대학교 박규홍 교수 · 서울시립
대학교 구자용 교수 · 국민대학교 손진식 교수 · 물개혁포럼 염
형철 대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본부장의 토론으로 세미
나의 열기가 더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올해 공공분야의 핵심 화두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립대학교 전봉걸
교수와 부경대학교 김창수 교수가 각각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포괄적 물 인권과 수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발
표하였다. 이후 건국대 김진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루어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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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는,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 · 배재대학교 김동건 교수 ·

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사회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박사 · 명지대학교 조성경 교수 ·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 물 에너지 활용 활성

K-water 양진식 실장이 물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미

화 및 물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량과 수질 통합은 물론,
지하수 · 재해관리 · 농업용수 · 물환경 · 소하천 등에 대한 통
합적 접근과 세심한 관리 · 적정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
며, 향후 정부 · 공공기관 · 전문가 ·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함께하

1세션 :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 방안
▒ (주제 발표1) 물관리 일원화 이후 입법정책적 과제
연세대학교 김성수 교수

는 참여형 거버넌스 및 협치 체계 수립 · 운영의 중요성도 강조
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물관리 일원화의 성
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물관리 일원화 실행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
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해 줄 것도 주문하였다.
이 후 본 고에서는, 이 날 논의된 주요 내용과 정책 제안을 정
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물관리 일원화 조치로 환경부는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는

▒ 축사
이학수 K-water 사장

물관리 일원화 주관부서가 되었다. 그러나 ‘하천관리’ 업무, 농
업용수 및 소하천 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지 않아 아직은
불완전한 통합이며, 향후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인 과제 해결이 요구된다. 한편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앞으로 모든 정책과제들이 동 법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여러 위원
중 한명이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권자이므로 법적인 기제

물관리 일원화 성과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깊이 연계되어 있

를 통해 통합물관리 필요 사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주요 사

다. 물은 인권 · 복지 · 안전 · 환경적 지속성 실현의 핵심 요소

항들을 선점하여 리더십을 가지고 과감하게 물 관리 정책과제

이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등 사회 가치 전반에 큰 영향을

를 추진할 수 있다.

마치기 때문이다.

다음은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water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실현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가와

민간 위원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

의 벌어지는 초유의 실험이며 매우 이례적이다. ‘선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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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독일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전국적으

는 입법자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

로 공기업, 사기업, 공 · 사 협동기업 등이 서로 경쟁하여 서비

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민간부분이 주도하는 공적

스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에 위헌적인 요소는 불식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
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실질적 기능

▒ (주제 발표2)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상하수분야 발전방향”

제공이 필요하며, 네덜란드의 경우 유역위원회에 물사용에 대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

한 허가권과 물사용에 대한 재원 징수권을 부여하였다. 향후 유
역물관리위원회의 적절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재원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
회가 물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환경분쟁조정법에서
도 환경피해 범위에 지하수의 수위 및 지하수 이동 경로의 변화
를 포함되어있다. 즉, 내년부터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2개
의 물 분쟁 갈등 조정 기구(유역물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
원회)가 존재하게 되므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갈등 조정 역할
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물은 세계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문제이다. 지역마다 독특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독립 법인이 아니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한 물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프라 발전은 국가 경

속한 유역별 국가조직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제 발전의 토대이므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물과 K-water

부 장관과 국가물관리위원장이 공동 추천하며, 환경부 장관은

의 역할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상하수도 발전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유역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어 유

방향을 위해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자.

역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축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물관

물 관련 통계에서 볼 때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높게 제시되나

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련 중요 정책 결정 기능을 담당하고, 정

물의 안전성까지 고려한다면 높지 않다. 2018년 9월 동경에서

책의 집행기능은 과감하게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위임할 필요

개최된 국제물협회(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의 세계물

가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활동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존중

회의(World Water Congress)에서는 기후변화의 최대 충격점은

할 필요가 있다.

물문제이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포집같은 비효율적인 탄

끝으로 ‘수도’는 인공적인 시설이고 사업이다. 물관리기본법

소절감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도시침수와 물안전문제에

에서 말하는 유역의 개념은 분수령(分水嶺)이 경계가 되는 물이

무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우수배제(하수) 시설 증설을 통

모이는 장소로 자연적인 개념이다. 수도는 유역하고 관련은 있

한 재해 방지 및 안전한 물 공급이 기후변화의 최대 정책과제라

으나 논리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

고 제안되었다.

‘수도’ 분야에 대한 정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

한편, 다수의 물 관련 공기업이 존재하므로 공기업에 대한

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잘되는 네덜란드도

논의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는 지자체 직영, 시

수도사업은 전국을 10개 단위로 나누어 공기업과 사기업 등이

장형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준시장형공기업(K-water),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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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집행형 준정부기관(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지방공기업

▒ 패널 토론

(지방공사, 공단), 기타공공기관(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

“물관리 일원화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 적정 투자·

협회, ㈜워터웨이플러스)과 사기업이 혼재되어 있으나, 21세

기술혁신·제도 필요”

기형 지배구조와 경영패러다임으로 변화와 진화가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최승일 교수

한편,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한 순간에 나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 부처 통

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먼

합이 아닌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

저 물환경이 개선되어 수생태가 개선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 것으로 실현 방안을 다음과 같

는 기술혁신과 효율화로 일자리가 창출되며 장기적으로는 물

이 제안한다.

값을 내지 않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품질 부분은 물 관

물관리 일원화 시대에 맞는 물

련 안전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점차 물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

서비스 공급과 국민의 높은 기대

망한다.
정부 조직은 상하수 4법(수도법, 하수도법, 물 재이용법, 물
기술산업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댐법의 조정 · 관리를 위해
정부 부처(환경부) 내에 물관리실 혹은 물관리담당 차관제가 필

수준 충족을 위한 환경부의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논리
등이 필요하다.
물 관련 조직과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합리적 · 효율적이
어야 하며, 물 전문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도 요구된다.

요할 시기(4~10년 이내)가 올 것이다. 물산업 관련 다양하고 방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최고 상위 기구로서 지자체 및 유역에

대한 업무 처리, R&D개발, 해외진출지원 등을 담당하는 물산

대한 통제 기능이 필요하며 물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업팀의 체계화가 시급하고, 물 관련 R&D에 대한 충분한 예산

필요하다.

지원과 투자로 물 분야 R&D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물산업 진흥
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물 관련 각종 정기행사는 매년 20회이고

전국 수리권 정비,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수도 기술 혁신, 적
정 비용부담 및 재원 배분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
조하고 싶다.

부정기 및 소규모 행사수는 약 30회로 추산되어 연간 총 50회
에 달한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 수준에 부

“속도가 다소 더디더라도 최상의 정책 실현 방안 모색

합하는 물 관련 행사로 재편될 것으로 본다.

도모 제안”

물관리 일원화는 물사업자(상하수도)의 선진화로 연계될 것

중앙대 박규홍 교수

이다. 중앙정부-공기업-161개 지자체-소비자로 이어지는 복

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선언

잡한 연결고리가 보다 단순화되고 유통구조가 선진화될 것으로

이후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 물

생각되며 물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도 수반

관리기본법 제정 등 중대한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있었다.
다만, 무언가를 급하게 만들어
내거나 개편하는 것보다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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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더디더라도 물관리 일원화 관련 최상의 실현 방안 도출
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로 합의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Bottom-up 형태의 논의 과정도 수반되어야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특별히, 하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수에 대한 상하수도

/ 기획 특집 ●●●

지방상수도 관련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군소 지지체
의 재정적 어려움 타개를 위한 극복 방안들도 법에 명시될 필
요성이 있다.
끝으로, 물관리기본법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 속
에서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빗물 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부담
체계 구축 및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보다 많은 관

“수질과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로의 실질적 전환 필요”

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국민대 손진식 교수
그간 한국의 물관리는 관료체

“물관리기본법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명확화

계의 특성(전문화 · 분업화)으로

필요”

관련 조직의 구조조정이나 업무
서울시립대 구자용 교수

이관에도 기능은 계속 존재하여

물관리기본법의 근본적 제정

수량과 수질 관리 이원화가 더 고

이유는 국민의 물 이용권에 대

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

한 서비스 향상이나, 현행법에는

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은 큰 정책 방향이나 패러다임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집행 기관

을 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상이한 결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3가지 방향을

과 초래가 우려되므로 향후 시행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질과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실현

령과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양자택일

있다.

이 아니라 ‘보다 좋은 수질의 광역상수도 이용’이나 ‘좋은 수질

공급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서술이 많아 국민의 의무만
강조되고 공급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술되었다고 판
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권한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기술과 개선을 제안하다.

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과 같은 방향 재설정으로 보다
혁신적 방안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과학 지식에 기반한 물 서비스 공급을 위해 보다 충분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포함된 것은 긍정적

끝으로 역량 강화이다. 예를 들어, 영세 지방상수도 통합으

이나 공공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도 민간인에 포함되어 국민주권

로 경쟁력 제고, 인력양성, 처우 개선, 시설 개선 등을 고려해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배제되고 위원

볼 수 있다.

회가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
절한 명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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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는 과거 패러다임의 탈피 및 시대적 이념

“우리 나름의 구체적인 물관리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정립의 상징”

있는 기술 확보 시급”
물개혁포럼 염형철 대표

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본부장

물관리 일원화의 의미는 단순

물관리 일원화를 오랫동안 많

히 정부 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기

은 분들이 노력하셨다고 하나, 통

존 물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합물관리 그 자체를 목표로 추진

로운 시대적인 이념을 정립하자

하다 보니 막상 통합되어도 이를

는 상징이다. 기존 물정책의 한계

위한 내실 있는 내용들은 미처 준

는 개발중심, 부처 이기주의의, 효

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율의 부족,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같은 신규 위협 대처 능력 부
족이라고 생각한다.

든다.
통합물관리 이후 시대적 가치를 위한 물관리 비전은 과연 무

앞으로 물정책은 ‘보존과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중앙부

엇인가? 통합물관리 그 자체가 비전은 아니었다. 시대적인 변화

처의 통합과 일원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

로 기후변화나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관리 분야에

과 4대강 사업 모니터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본다.

서 4차 산업은 단순히 개발 기술의 단순 적용은 아닐 것이다. 예

다음은 시민참여와 유역관리 강화이다. 시민들의 참여 보장

를 들면, 앞으로도 물을 무한히 공급할 것인지, 중앙 중심의 물

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고 이는 유역관리와 직결된다. 그간의 물

공급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아님 지역단위에 맞는 새로운 변

개혁 1차전이 중앙정부에 대한 것이었다면 2차전은 중앙의 권

화를 도모할 것인지 등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의 여

한이 유역(지역)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쪽짜리 물개

건과 미래를 고려한 새로운 방향 설정 및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

바람직한 비전 정립이 요구된다.

요하다.

또한 단순히 수량 · 수질 통합이 아니라 통합물관리 실행에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K-water의 변화를 주문하고 싶다. 4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현재 수많은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대강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현장중심의 정책 개

있으나 물 분야 기술 혁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후진

편에 적응하고 하천 생태 복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물 분야 R&D 분야의

물관리 일원화 완수를 위해서는 수도사업도 통합의 대상이

대전환이 있어야 통합물관리 실현이 가능하다.

되어 지역간 수도사업 불평등이 해소되고, 유역을 벗어난 수도

물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나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성은 부

이용을 지양하며, 유역별 수도요금 통합(단일화)이 달성되고,

족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비전이나 기술이 제대로 파악되지

하류지역이 상류지역을 배려하고 투자하면서 수질 개선을 요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 나름의 구체적인 물관리 비전과

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현실 속에서 나타나
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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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는 통합유역관리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민에게 물관리일원화 성과 제시 필요”

/ 기획 특집 ●●●

영국은 Public Service Act를 2012년 제정하였고, 미국은
2009년 ‘사회혁신청’을 설치하여 연방예산을 활용한 사회문제

경북대학교 민경석 교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열린정부 실행

패널토론에서 수량과 수질의

전략(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을 2012년 발표하

바람직한 통합을 위해 국민과 함

여 정부정책에서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께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

우리나라도 2012년 이후 ‘사회적경제 기본법’(2016), ‘사

과 적정 예산 확보의 필요성 등이

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

제시되었으며, 충분한 검토와 시

법’(201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2014)

간을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 실현

을 발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제도화에 노력

방안 도출 및 실행이 진행되어야 함도 강조되었다.
낙동강 지역의 경우 녹조나 유해화학물질 문제는 사전예방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
공조달 조례’(2012)를 실제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차원을 고려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유역단위의 통합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K-water는 선제적 ·

창출1)’을 포함시켰으며, 정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창출 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와 같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역별 통합

야’의 가중치를 확대시켜 공공기관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물관리 관점에서 비전을 정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시범 사업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물관리
일원화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부응하여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K-water는 2018년 초
‘사회적 가치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기업 최초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를 완료하였으며, 물산업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물

2세션 :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일자리 창출, 물산업 스타트업 육

▒ (주제 발표1)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
과거 산업화 시대 기업은 ‘양적

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으로 물관리전문기관으로 다양한 분야
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성장, 효율, 성과, 경쟁’의 가치에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단기적

기반한 기업 활동이 중심이 었으

으로는 기관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중 ·

나, 국가경제 발전과 시민의식 성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사회

숙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 (국정과제 8)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국정과제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국정과제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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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2) “포괄적 물인권 달성을 위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해법 필요”

이 캄보디아, 세네갈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물인권 보장을 위
해 활동 중이기도 하다.

부경대 김창수 교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들의 물 관련 사회적 요구는 지역, 사회적 배경
우리나라

1993년 메카프레이(Stephen

및 소득 등에
등에 따라
따라다양하다.
다양하다.예를
예를들어,
들어,상류지역
상류지역거주민들은
거주민들은‘

C. McCaffrey) 교수가 수자원의

강’의
‘강’의 경제적
경제적 개발을
개발을 중시하나
중시하나 하류지역
하류지역 주민은 ‘강’의 환경적

부족과 불공평한 분배 문제에 대

보전을 중요시
중요시하고
하고있다.
있다.이는
이는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여러
여러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

한 해법으로 ‘물에 대한 인권적 접

이
물을
통해
이루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
물을
통해
이루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을

근’을 제시하며 물 인권이 논의되

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일반화
하는
작업
시사한다.
따라서
수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일반화
하는
작업은

기 시작했다.

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사료된다.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사료된다.

UN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을 목표로 17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이

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였으며 이중 6번

란 틀 안에서 초기 계획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

째 목표를 ‘깨끗한 물과 위생제공 및 관리’로 선정하여 국제사

별 특수성을 고려한 해법 발굴을 위해 다양한 레벨의 거버넌스

회에, ‘물 인권’ 즉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식수 및 개선된 위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있다.
물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물의 사용에 대해 권리를 국가로

▒ 패널 토론

부터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자유권적 성격’과 국가에게 생존을

“사회, 경제, 환경 전 영역에서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위해 필요한 안전한 물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

이익을 달성하는 가치실현”

격’을 포함하고 있다. 물은 이동이 제한되고, 지역적 · 계절적 편

중앙대 김정인 교수

차가 있어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어렵다. 실제 아프리카와 아

사회적 가치의 핵심은 사회, 경

시아 지역 일부 국가는 물 부족이 심각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

제, 환경 전 영역에서 공동체 발전

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과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으

선진국에서는 ‘물 인권’ 보장과 물의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로 물분야에서는 기존의 공급중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질 오염 방지법’을 제정

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

하였고 오염 배출 제거 시스템과 빗물 최적관리를 위한 제도적

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 관리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럽은 국경을 넘어서는 강의 관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물환경

리를 위해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갖추고 ‘EU 물 관리지침’을

개선과, 창출된 자원이 지역에서 재순환 될 수 있도록 유역내 지

발효하였다.

역간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물 전문기관인 K-water는 협력업

우리나라도 물인권 보장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국
내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국가 차원의 정부개발원조
(ODA,)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여러 비정부기구(NGO)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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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위한 물관리와,
물관리와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을

“물관리 일원화와 물인권 강화를 위한 과제”
배재대 김동건 교수

/ 기획 특집 ●●●

“물 전문기관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도모”

물 인권은 기본권으로 국가를

명지대 조성경 교수

대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권리

사회적 가치는 문제를 근본적

이다. 국가는 국가 조직 및 산하

으로 찾고 해결하는데 있다. 그렇

기관을 활용해 물 인권을 보장할

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보편성

책임이 있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

보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할 수

로 수질 · 수량분야에 권한이 통

있다. 따라서 K-water처럼 물 전
문기관은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

합되었다. 이는 향후 물 관련 전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물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커졌음
을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의 물인권 보장과 강화를 위해, 즉 제
대로 된 책임수행을 위해 앞으로 K-water같은 물 전문 기업이
어떤 역할과 권한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인 부문보다 유수율로 낭비되는 자원 확보를 위한 노후관로 개
선 등 본연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주길 바라며, 관로 개선시 미
국에서 적용한, 수도관을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한 수력발전 등
경제적 가치와 균형을 이루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K-water만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바란다.

“물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논리적 접근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K-water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을 다할 것”

물 분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유리하다. 향후 물 분야의 공공기
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는 관련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 인권 보
장 및 취약 계층 해소를 위해 대상

K-water 양진식 실장
K-water는 지난 50년간 국가
발전과 국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국민 물 서비스 제공을 위
해 국가 물관리 일원화에 힘써 왔

지역이 농촌인지 섬지역인지, 발생원인으로 물 서비스 전달체

다. UN 지속가능목표(SDGs) 17

계가 문제인지 소득이 문제인지, 거버넌스 체계상의 문제가 무

개중 11개 목표가 물과 직 · 간접적으로 연계될 정도로 물은 우

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

리사회의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K-water는 2018년

인권,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필요

2월에 공공기관 최초로 ‘K-water 사회적 가치 실현 로드맵’을

한 재원 확보, 실천 거버넌스 등간의 논리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

수립하여 ‘국민 물인권보장, 건강한 안전환경, 일자리 창출, 국

다. K-water의 물 서비스 향상을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스

민중심 상생발전, 사회적 가치 경영체계 수립’ 등 5개 분야에

마트미터링 기반 수도 검침을 활용한 취약계층 안전 및 사회 복

15개 전략과제와 60여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사회적 가치 실

지망 구축 노력 사례 등은 좋은 시도이다.

현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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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가트랜드의 과학적 분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실패

바탕으로 모두가 누리는 물복지 실현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

(Failure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물

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위기(Water crises) 4개가 물과 관련되어있다. 또한 물은 인
권, 환경, 사회, 문화 다양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가

(좌장) 마무리 발언

치를 함의하고 있다. ‘물’이 우리 삶과 자연에 있어 중요한 것
건국대 김진욱 교수
세계경제포럼(WEF,

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World

K-water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지금까지 잘 해온 바와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같이, 재난·재해예방, 수돗물 품질개선, 취약계층 보호, 물산

2018년 영향력 기준으로 선정한

업 육성 등 물 관련 부문에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라

5대 글로벌 위기를 보면, 기상이

며, 본연의 임무 완수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

변(Extreme weather events),

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단순히 물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기능통합

한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남겨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세대

을 넘어서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

政·學·産·民·공공공기관이 하나가되어 물관리 일원화라는 중

화를 통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하여 물관리에 영향

대한 사명을 완수할 때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

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수질, 수량, 생태, 재해예방, 환

을 것이다.

경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권역단위 이

이제 겨우 한걸음 나아간 물관리 일원화 3법의 통과를 계기

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고, 물관

로, 우리나라의 물 관리 역량이 한 단계 높게 도약시켜, 국민이

련 기관간 협력체계, 시설간 연계, 기술·사업간 융합이 가능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전문

졌다. 이를 통해, 물관리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경제

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현안 과제를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 준비

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물 형평성이 제고되어 국민 물 복지

해 나아가자.

실현이 이루어지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 후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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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수준 진단을 위한 방법론
-K-water 사회적 가치 연구 소개문경호*

Ⅰ. 연구배경
Ⅱ. ‘사회적 가치 실현’은 ‘사회적 문제’ 파악에서 부터
Ⅲ. 기업의 ‘사회적 문제 해결’의 배경이 된 그간의
이론들
Ⅳ. K-water 사회적 가치 창출범주 설정
Ⅴ.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의 객관화
Ⅵ. 사회적 가치 산출방식
Ⅶ. 결론

요약
K-water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모토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공공
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고자, 현재 “K-water의 사회적 가치측정 Tool”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동 연구에서는 먼적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해
결해야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그
리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한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돌아보았고, 더불어 UN의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와, K-water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현행 근거 규정인 “대한민국헌법”, “한국수자원
공사법”과, 현재 의원발의 되어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안)1)” 에서 정한 부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K-water가 가치를 창출해야 할 8개 분야 64개 과제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64개 자료에 대하여 34인의 국제 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국민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목표인 산출대상의 계량화 작업을 통해, 향후
‘K-water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에 대한 척도, 연도별 수준 진단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리회계 차원의 경영 의사결
정 참고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K-water융합연구원 차장, mhk@kwater.or.kr
1) 2016년 8월(김경수의원 대표 발의)과 2017년 10월(박광온의원 대표 발의)에 각각 발의되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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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으로 증명했던 사례가 없고, 아울러 사회적 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계량화 경

1. 사회적 가치 수준진단 연구 의의

험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더불어 잘사

공공기관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계량화 또

는 경제’를 모토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

는 객관화의 작업은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기관’의 사회

기관’2)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으로 하

적 가치 실현 수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

여금 인권, 노동, 사회통합, 국민 삶의 질 향상, 고용 등

방향에 부합하며, 향후 공공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성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성 가치 복원에 선도적으로 나서

과 존재 의의를 증명하는 잣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가치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주제로 운영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공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연구에 의

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평가분야를 강화하는

미가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
한 기본법안3)’을 발의하여 제도화를 통한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가치는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과 이유

해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중 일부는 시

가 ‘공공성’ 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고, 실제로 다

장가격에 의해 환산이 가능”하다고 영국의 사회적 가치

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공기관을 운영해 왔

네트워크(Social Value UK)에서 정의하고 있다. 공공

는데, 정부 경영평가를 이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입안한 박

야 하는지에 대한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

광온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부에서 추진한 정부혁신국민포럼 조사결과4) 조사대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

의 44.3%가 정부혁신의 핵심키워드로 ‘국민의 삶 개

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설명하였다5). 유

선, 사회적 가치’를 선정한 바 있다. 그간 공공기관이

승민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안이유에 “고속성장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 방

이면의 양극화, 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 따뜻한 일자리,

향성과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 공동체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 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더불어 잘사는 경제 -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3) 2017년 10월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4)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핵심키워드 분석 조사결과(2,143명의 국민이 응답, 조사기관 : 2018.2.1. ~ 3.5간 조사)
5) ‘(입법예고) 박광온의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국회신문, 2017.11.9 (www.icouncil.kr/news/
articleView.html?idxno=4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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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
제적 활동”임을 지적하고 있다. 최현선(2018)은 공공기

/ 정책·산업연구 ●●●

Ⅱ. ‘사회적 가치 실현’은 ‘사회적 문제’
파악에서 부터

관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공동체성‘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1.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Lundberg(1954)는 사회적 문제를 ‘사회 통념상 한계

사회적 가치 = 공공성 + 공익성 + 공동체성 (형평성)
- 공공성 : 부처와 공공기관의 본래 임무
- 공익성 : 다수의 행복을 추구
- 공동체성 (형평성) : 배려와 책임이 함께하는 사회
출처 : 최현선(2018)

[그림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Horton and Leslie(1995)는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하
다고 생각하며 올바르게 변화하는 것을 바라는 현상으
로 설명하고, Frank(1949)는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고
치거나 제거되기 바라는 잘못된 상태”로 설명한다. 국
외에서는 주기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

정부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서 사회적 가치를

다. SIITF(Social Impact Investment Task Force)6)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고령화, 장애, 어린이 및 가

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설명하

족, 범죄, 실업, 건강, 주거, 교육7) 8개를 지적하고 있

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

고,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8)는 농

전을 위한 가치이자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업, 에너지, 환경, 금융서비스, 거시경제, 물과 위생,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

ICT, 건강, 주거, 교육9) 10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두

회전체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로 부연설명하고 있다. 사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사회적 문제는 ‘건강, 주거,

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법률적 가치 그리고 전

교육’ 3개이며, 서로 다르게 제시한 사회적 문제는 15개

문가 및 정부의 해석을 종합할 때, ‘사회적 가치’는 현재

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 및 공동체가 윤리,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과제도 다양하다는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적극적인

것을 시사한다(김은서 2018). 사회적 문제가 광범위하

행동의 성과로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한 상태에 있

게 분포하고 있고, 각 사회적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

을 때, 이전 상태와 나아진 상태의 차이만큼 발생한 성

적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는 점을 생각해보면,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6) 2013년 G8 의장국이었던 영국이 사회적 영향투자(SII, Social Impact Investment)에 대한 포럼을 주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태
스크포스를 구성하고, OECD에 사회적 영향투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바 있다.
7) Ageing, Disability, Children & Families, Criminal Justice, Unemployment, Health, Housing, Education
8) 2007년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소규모 투자자들을 모아서 고안한 네트워크이며, 2008년 전 세계의 40여개 투자자들
그룹이 합류하였고, GIIN은 2009년에 정식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9) Agriculture, Energy, Environment, Financial Services, Microfinance, Water & Sanitation, ICT, Health, Hous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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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분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정의’이다.

이 기업 활동의 목적이라 여겼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해지며, 기업 활동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2.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제도화 노력

노동, 경제적 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영국은 2012년 ‘사회적 가치법(The Public Services

Social Responsibility, CRS)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

(Social Value)
복지,
Value) Act)
Act)’제정을
제정을통해
통해노동,
노동,환경,
환경,
복

다. Bowen(1953)은 CRS를 ‘우리 사회의 목표와 가치적

윤리적
상생에
관하여
’사
지,
윤리적
상생에
관하여정리하였고,
정리하였고, EU에서는
EU에서는 ‘사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바르게 여겨지는

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Buying Social : A guide to

행동들을 따르고 의사 결정해야 하는 경영자의 의무’로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정의하였고, Carroll(1979)은 CSR를 경제적, 법적, 윤

procurement 2010)’ 수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노동권,

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4개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CSR

사회통합, 윤리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가

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엔론

치를 고려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이드를

(Enron) 사태10)와 나이키 베트남 공장의 어린이 고용문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당시 문재인의원

제11) 등으로 커졌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CSR 이슈에

이 발의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기본으로 박광온 의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경영진이 중심이

원이 일부 수정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

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CSR 활

한 기본법안’을 2017년에 대표발의 하였고, 유승민 의

동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

원은 2016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제표준인 ISO 26000이 공표된다.

서형수 의원은 2016년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의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공공부문

Be a good global corporate citizen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Do what is desired by global stakeholders

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Be ethical

Ethicial
responsibility

Do what is expected by global stakeholders

적 근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Obey the law

Legal responsibility

Do what is required by global stakeholders

Be profitable

Economic responsibility

Ⅲ. 기업의 ‘사회적 문제 해결’의
배경이 된 그간의 이론들

출처: Carroll(2004)

1. 이익 극대화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2. 전략적 CSR의 발전

Do what is required by global capitalism

[그림 2] 캐롤의 글로벌 CRS 피라미드

산업혁명 이후,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업이 본질적으

CSR은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로 이윤추구 노력을 통해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

개념과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10) 1990년대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으로 1996부터 2001년 6년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히는 등 건실한 기업으로 존
경받았지만, 2001년 수익을 조작한 분식회계로 파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1) 1996년 잡지 라이프에 계제된 어린 아이들이 바늘로 축구공을 꿰메던 나이키 베트남 공장의 사진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윤리적
인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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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K-water 사회적 가치 창출범주 설정

Conduct)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CSV는 2011년
Michael E. Porter와 Mark R. Kramer가 하버드 비

1. 물 관련 사회적 문제

즈니스 리뷰(HBR)에 소개한 개념이다. CSV는 경제 사
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며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

가. 글로벌 ‘물’ 문제

을 강화하는 기업정책 경영활동(Porter and Kramer,

영국의 회계감사법인인 PwC(Price Waterhouse

2011)이며, 기업과 커뮤니티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상

Coopers)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세계경제 변화’, ‘가

호의존 관계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

속화 하는 도시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기술의 발

이라고 정의된다. CSV는 CRS의 실행의 전략으로 받아

전’을 5가지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제시하였다. 이중 ‘기

들여지고 있다.

후변화’는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

한편, 경제혁력개발기구(OECD)는 RBC 개념을 소개

편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하며, 기업 활동이 경제, 환경,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매년 발표하는 국제 사회에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5

인 기여를 해야 하며, 기업운영, 제품생산, 서비스 제

가지 위험요인(Top 5 Global Risks)에 물 관련 문제가

공과정에 인권·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

지속적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1년에서 2018년 자료

생 가능한 부작용을 확인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

를 살펴보면 보면, 2015년 ‘Water crises’가 글로벌 사회

록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최고의 파급력을 가진 위험요소가 된 이후, ‘Extreme

(OECD, 2015). RBC 또한 CSV처럼 CSR의 실행을 위

weather events’, ‘Major natural disasters’, ‘Failure of

한 전략이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거버넌

climate-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등 ‘물’ 과

스(Governance)의 한 요소로 설명된다.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항목들이 상위에 선정되었으며

Philanthrop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Donations to
worthy social
causes

- Compliance
with community
standards

- Volunteering

- Good corporate
citizenship
- Sustainability

CSR

Creating Shared
Value (CSV)

- Addressing
societal needs
and challenges
with a business
model

●

Value: doing good

●

philanthropy, sustainability
Citizenship, philanthroipy,

CSV
●

●
●

Discretionary or in response to external
pressure
●

●

Separate from profit maximization
●

●

Agenda is determined by external
reporting and personal preferences
●

●

- Mitigating risk
and harm
- Improving trust
and reputation

limited by
Impact Limited
bycorporate
corporatefootprint
footprint
and CSR budget

Example: Fair trade purchasing

Value: economic and societal benefits
relative to cost
Joint company and community value
creation
Integral to competing
Agenda is company specific and
internally generated
Realigns the entire company budget

Example: Transforming procurement to
increase quality and yield

In both cases, compliance with laws and ethical standards and reducing
harm from corporate activities are assumed.

출처: Poter and Kramer (2011)

[그림 3] CRS에서 CSV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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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험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물’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적 특징

UN은 2015년 제70회 UN총회에서 경제, 환경, 사회

UN의 ‘SDGs 6. 깨끗한 물과 위생’의 세부목표를 살

전 분야에 걸쳐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국제사

펴보면, 6.1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

회가 추구하여야 할 비전과 지구공동체 변영 지향점으로

적 접근, 6.2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 6.3 유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화학물질 투기근절 미처리 하수비율을 절반으로 줄이

Goals) 17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모든 목표가 국

고, 6.4 물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수 저감 6.5 통합

제 사회가 보유한 문제에 해결되는 사항이며, 17개 중 11

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6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

개의 목표가 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

원 등이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11 ~ 2018

[그림 4] 세계경제포럼에서 영향력 기준으로 선정한 5대 글로벌 위기

출처 : UN본부 홈페이지(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html)

[그림 5]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물관련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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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DGs 6. 깨끗한 물과 위생 분야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
한 보편적 접근 달성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
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금지

6.
깨끗한
물과
위생

6.3. 2030년까지 오염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근절 및 배출최소화
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
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부족문제
를 해결하고 물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
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
태계를 보호 및 복원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구축지원을 확대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 공동체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일부 과제는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개선해야
개선해야할
세부목표 중 일부
할
문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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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준비한 K-water의
사회적 가치 실행 로드맵을 리뷰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
적 가치 8개 실현 범주를 설정하고, 향후 계량화 및 환
류(Feedback)체계를 계획하였다.

가. Value Circle : ‘물’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
K-water의 사회적 가치 창출 범주는 법에서 K-water
범위내로
에게 위임한 범위
내로‘준거’를
‘준거’를 설정하였다.
설정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사회적기본권 일반조
항과 이를 구체화한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조항 및 제11
조의 평등권 조항이다. ‘ 아울러, K-water가 50년 역사
속에 보유한 경험, 그리고 그동안 CSR 활동에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한 경영진의 철학과 비전을 더하여 ’사회적
기초를 잡았다.
잡았다.
가치‘ 창출 체계의 기초를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
차이를 보인다.
보인다. 이는
이는국제
국제사회에
사회에우리가
우리가당연시
당연시하는
식수’, ‘위생’
‘식수’,
‘위생’ 관련
관련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물 문제’가 공간적
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의 현재 상수
도 보급률은 99%로 대부분의 국민이 상수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과거엔 지하수 등 식수에 기인한 수인성
질병이 문제가 되었던 시간적 차이도 있었다. 결국 ‘사

나. Value Identity :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ⅰ) 물 관련 본연적 영역
K-water의 사회적 가치 창출 범주를 한국수자원공
사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내에서 ‘물’ 분야의 공공 이익
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적인 부문에 핵심가치
를 두었다.

회적 문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
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
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K-water의 사회적 가치 창출 8개 핵심분야 선정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브레인

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이행

스토밍 과정을 거쳐, K-water가 그간 노력해온 CSR

또한 입안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성과와 UN SDGs 및 물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 사

에서 정한 인권, 안전, 노동, 환경 등 사회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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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모든 활동 및 부정적 영향력을 발생할 수 있는

3. 8개 핵심분야 내 64개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 선정

부가적 사항으로 넓혀 기존에 K-water가 CSR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대

추구하던 기업의 책임 범위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전제 내에서 서두에 기 설명된, SDGs, 법률, CSR과

영역을 포함하였다.12)

K-water가 책임 있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64개의
사회적 가치 창출 항목을 선정하였다. ‘경영’부문은, 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전한 노사문화, 직원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이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

슈인 비정규직 전환문제와 조직의 윤리경영까지 모범

현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내부 관리체계와 관련된 사

한다.

항들을 정리하였다. ‘사람’ 부문은 국민의 ‘물 기본권’,
국민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과 ‘한국수자원공

다. Value Specification : 사회적 가치 창출범주 구체화

사법’ 등 준거기준과 K-water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

K-water의 경영활동으로 개선 가능한 사회적 가치

하였다. ‘상생’ 부문은 국내 인프라 확충으로 위축된 우

창출 범주를 구체화하기 위해 K-water 경영관리실에

리나라 ‘물 산업’분야에 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

서 정한 5개 범주 60개 항목에 대한 로드맵을 기반으

기업과의 동반성장 지원과, K-water의 기술, 경험 공

로 연구진이 추출한 핵심 키워드 8개(경영, 사람, 상생,

유를 통한 물분야 혁신기술 인큐베이팅을 통한 혁신 일

환경, 수질, 수량, 안전, 사회)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자리 창출 등의 가치 창출을 포함하였다. ‘환경’ 분야는
Value Identity

Value Circle
철학/비전
계량화, 매뉴얼화
- 의사결정 참고자료
- 전략/비전에 포함
- 성과측정 지표

Core Value

憲法, 사회적가치법

물, 신재생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법

친수공간, 환경

Social
Value

준거
K-water 브랜드

맑고 넉넉한 물, 공공복리증진
국민생활 향상, 국민 물복지
사업 영역

물, 신재생에너지,
공공복리,

50年 역사

친수공간,
환경
사회적 책임

리더십

사업성 + 공공성
안전, 노동, 환경, 경제발전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보호 등
Extended Value

Value Specification
윤리경영
노사상생
- 양성평등
윤리경영- 노사상생
- 양설평등
사람 - 물기본권 - 물복지

사람 - 물기본권 - 물복지

상생 - 중소기업지원 - 불공정관행

상생 - 중소기업지원 - 불공정관행
환경 - 친환경에너지 - 하수재이용

환경 - 친환경에너지 - 하수재이용
수질 - 조류/녹조 - 에코필터링

수질 - 조류/녹조 - 에코필터링
수량 - 넉넉한 물 - 취수원 다각화

안전 - 홍수/가뭄대응 - 시설개량
안전 - 홍수/가뭄대응 - 시설개량

사회
사회공헌
- 이해관계자소통
사회 --사회공헌
- 이해관계자소통

K-water 사회적 가치 창출 로드맵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그림 6] K-water ‘사회적 가치 측정대상’ 과제 선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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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고, 또한, 국가적으로 ‘동반성장’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

분야 항목을 포함하였다. ‘수질’ 분야는 건강한 물 생태

이나, ‘동반성장’ 실현이 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

계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는 K-water의 공공성 실현의 대표과제라 말할 수 없

된 조류 녹조에 대응, 또한 UN SDGs 목표인 유역 거

을 것이다.

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사회’ 분야는,
K-water가 기존에 해온 사회적 책임 노력과 국가 발

2. 국제 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전을 위한 항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 항목은 국

64개 항목에 대한
대한 검증과
검증과 객관화를
객관화를위한
위한노력으로,
노력으로,‘

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국제
물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
국제 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해, 영문 설문지를 작성하여 토목, 환경, 법 등 다양한
분야의 물 전문가 34인(아시아 16, 유럽 6, 아메리카

Ⅴ.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의 객관화

5, 아프리카 6, 호주 1)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설
문을 진행하거나, 2018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KIWW,

1. K-water가 선정한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의 한계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18 스톡홀름

(문제 1) 64개 지표는 연구진만의 생각.

국제물주간(The World Water Week in Stockholm

연구과정에서 ‘물’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

2018)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심층 대면 인터뷰를 진행

구진이 계획한 프로세스에 의해 64개 과제를 선정하였

하였다. 글로벌 물 전문가들의 ‘K-water 사회적 가치

으나, 어디까지나 연구진만의 생각일 뿐 대상 자체가

창출 범주’와 ‘해당 국가의 물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

객관적이라 주장하는데 무리가 있다. 일부는, 국민들

견 취합결과, 전반적으로 연구진이 선정한 8개 키워드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동의할 수 없

와 세부 64개 항목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

으며, K-water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어렵

단하고 있었다.

다. 아울러, 국민들이 진정 K-water에게 원하는 항목
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다.

주요 Keywords 평균
경영

(문제 2) 모든 항목이 등가(等價)가 될 수 없다.

환경

두 번째 문제는 모든 항목이 사회적으로 같은 가치
를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법률에서도 상위법 우선원칙

수질

5.40
5.30
5.20
5.10
5.00
4.90
4.80

사람

상생

이 있듯, 사회적 가치 창출 항목 내에서도 중요도가 큰
우선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 내부

수량

사회

의 문제인 ‘일과 삶의 균형’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이자, 국민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물 기본권’ 문제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

주 : 1(전혀 중요하지 않다) ~ 6(매우 중요함), 전체 평균값 5.2점

[그림 7] 주요 키워드에 대한 물 전문가 34명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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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문가들은 물 관리기관의 가장 큰 사회적 가

Resources Management)’실행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치로 ‘물 인권’ 분야와 ‘재난 안전’ 분야의 중요성을 강

인터뷰에서 진행된 각 개인이 생각하는 8가지 키워드

조하고 있으며, 특히 UN SDGs 6.1의 목표인 ‘물과 위

부문에서도 연구진이 실행해야 하는 세부 아이템으로

생’분야와 6.5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분류한 IWRM의 실행에 대해 키워드로 분류하여 문제
해결 과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공

7.0

공기관 자체 운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 분

6.0

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지적하였다.

5.0

인터뷰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K-water에서 제시

4.0
3.0

한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대

2.0

상 아이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주 : 1(중요도 매우 낮음) ~ 7(중요도 매우 높음),
개인별 평균값 5.2점, 최소값 4.3점, 최대값 5.9점, 표준편차 0.421점

[그림 8] 응답자(34명의) 중요도 평가 평균 기초통계

K-water 기본 연구사항에 대해 ‘강의시 많이 사용하
던 키워드’ 및 ‘체계적으로 잘 정리’ 되었다고 평가하였
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 ‘혁신’, ‘성평등’ 등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단어를 중요 키워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2> 주요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 결과
Gabriel Eckstein(미국), Professor of Law, Texas A&M Univ.
미국의 물 문제 : 물부족, 관리역량 부족, 기후변화 대응실패 등
물 관리 기관의 사회적 가치 핵심 키워드 :
① 수질, ② 수량, ③ 물 사용권, ④ 물 기본권, ⑤ 환경, ⑥ 해수담수화,
⑦ 가뭄, ⑧ 기후변화
Stephanie Kuisma(호주), Specialist, IWRA(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호주의 물 문제 : 가뭄(호주 대부분의 지역), 홍수 등
물 관리 기관의 사회적 가치 핵심 키워드 :
① 건강, ② 생물, ③ 안전, ④ 환경, ⑤ 물안보, ⑥ 발전, ⑦ 재사용, ⑧ 통합
Hans Dencker Thulstrup(덴마크), Senior specialist, UNESCO

3. 대국민 설문조사 시행
가. 대국민 설문시행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국민들이 판단할 때 64개 항
목([그림 6] 참조)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
에 대해 사전설문(Pilot Survey)을 수행한 후 본 설문조
사를 진행 중이다. 동 조사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받는
주요 대상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 가치 측정

덴마크 물문제 : 강우에 의한 홍수, 수질, 환경, 농업 등
물 관리 기관의 사회적 가치 핵심 키워드 :
① 안전, ② 평등, ③ 지속가능, ④ 지식, ⑤ 혁신, ⑥ 협력, ⑦ 통합, ⑧ 발전

을 위한 것이다. 한편 동일한 설문을 내부 직원을 대상

Mara Tignino(이탈리아), Facult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Water Law

창출 범주’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

이탈리아 물문제 :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영향
물 관리 기관의 사회적 가치 핵심 키워드 :
① 거버넌스, ② 관리, ③ 보호, ④ 인간 기본권, ⑤ 환경, ⑥ IWRM,
⑦ 이해관계자 참여, ⑧ 성 평등
Zhongjin Wang(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이탈리아 물문제 : 홍수조절, 물 부족, 환경적 발전 및 환경보호
물 관리 기관의 사회적 가치 핵심 키워드 :
① 지속가능, ② 수량, ③ 안전, ④ 사회, ⑤ 환경, ⑥ 수질, ⑦ 관리 ⑧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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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예정이다. 설문은 2018년 10월까지 내부직원 500
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 대국민 대상 사전설문 결과
국민들의 반응 확인, 설문에 대한 이해도 검증, 설문
항목의 적정성 확인 등의 차원으로 진행된 사전설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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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은
응답은 대상표본의
대상표본의 약
약16%
16%수준이었다.
수준이었다.다음으로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공공의이익과
이익과 공동체
공동체 발전에
발전에 기여하는 사
공공기관이 공공의
회적 가치를 선도해야한다”는 질문에 전체 표본의 95%
가 동의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하는 주
체에 대해서는 전체 표본의 37%가 ‘정부 및 지자체’를
지목했고, ‘일반국민’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 ‘공기
업 및 공공기관’이 주체라는 답변은 19%, ‘국회 및 정치
권’은 15% 수준으로 나왔다.
설문의 구성 : 총 18문항,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
2. K-water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 3. 응답자 일반 사항

[그림 9]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

[그림 11]에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할 사회적 가치’ 항
목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들의 중요도
중요도의견을
의견을1(중요하지
1(중요하지않음)~7(
않음) ~
7(매우
중요함)까지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를
가중
평
매우 중요함)까지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를
가중
평균

지역 인구수를 고려 전국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균하여
정리하였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재난과
사고
하여 정리하였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재난과
사고로

다. 사전설문 결과 표본의 98% 수준이 공공기관의 사

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를
6.19점으로
가
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를
6.19점으로
가장

회적 가치 내용 및 K-water의 사회적 가치 실천 세부

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뒤를
‘환경의
지속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뒤를
‘환경의
지속가능
보

사항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상으로 답

능
보전’(5.95점),
‘인권보호’(5.79점),
‘지역사회
활성화
전’(5.95점),
‘인권보호’(5.79점),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

변하여 설문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

와
공동체
복원’(5.79점)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동체
복원’(5.79점)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었다. 세부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인권,

K-water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항목에 대해, 사전설

안전, 보건복지, 노동·근로조건, 사회적 약자 배려, 일

문에 참여한 국민들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은 ‘전혀 중

자리 창출 등)에 대한 답변은 “대략의 내용만 들어 알고

요하지 않음(1)’ ~ ‘매우 중요함(7)’ 중 가중평균 약 5.5점

있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정책)까지 알고 있다”

정도이며, 전 항목 평균 5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공기업이 추구해야할 사회적 가치 항목들에 대한 이해도

K-water에서 선정한 ‘사회적 가치 창출 대상’에 대한 이해도
2.1

1.6

41.0

44.8

57.0

53.6

전혀 이해가 안된다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매우 잘 이해된다

전혀 이해가 안된다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매우 잘 이해된다

[그림 10]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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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답자수

매우 중요함

6

40.0

5

35.0

4

30.0

3

25.0

2

20.0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5.0
10.0

공공성 강화
공공성

시민참여
시민참여

환경

자발적사회적
사회적 책임
자발적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상생협력
일자리창출

사회적 상생협력
약자배려

노동근로조건
사회적
약자배려

보건복지
노동근로조건

인권
보건복지

안전

인권

0

5.0
1

[그림 11] 대국민 사전설문 결과

2

3

4

5

6

7
매우 중요함 → 7

1 ←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림 12] 문항(점)별 중요도 응답분포

81% 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다만, ‘매우 중요함(7점)’의 답변 스펙트럼은 크

보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있어 가장 중요

게 나타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중요

한 문제로 ‘안전’ 문제를 제시한 바와 같이 K-water의

도에 대해 다소 차이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대상’도 안전에 관련한 사항들이 개

사전설문결과는, 처음 우려와 달리, K-water에서

별적으로 5.8~9점 수준의 중요도를 응답을 받은 반면,

‘사회적 가치’ 측정 대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보통(4점)

개발적 색체를 보이는 ‘생태 휴양 벨트 조성’이나, 상대

이상의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K-water가 국

적으로 낮은 수준의 중요도 5.1 ~ 5.2점 수준으로 응답

민들과 소통을 한 결과로 보여 진다. 세부 항목을 살펴

하는 항목도 있었다.

수도시설 안정성
40.0
7 30.0
20.0
10.0

상
위

기존댐 시설개선

1

40.0
7 30.0
20.0
10.0

2

6

3

5

5.9

하
위

4

2

5.8

40.0
7 30.0
20.0
10.0

2

4

1

40.0
7 30.0
20.0
10.0

2

4

5.2
5.2
주 : 중요도 척도는 1(매우 낮음) ~ 7(매우 높음), 항목별 중요도에 대해 최소 5.1 ~ 최대 5.9점으로 응답

[그림 13] 주요 항목별 응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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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 진행 과정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 창출 대상 항목

2018년 10월말에 완료예정인 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들이 창출 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한 다이어그램 형태로

으로 K-water가 추진해야할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 및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소 분류를 통해

방안에 대하여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K-water

항목 간의 연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사내 직원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Ⅵ. 사회적 가치 산출방식

실제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이번 연구의 목표이자 가장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요구를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회적 가치

이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 작업이다. 사회적 가치의 금

창출 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사회적

전적 해석은 외국에서도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로 시험

가치창출 활동들을 분류 후, 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적으로 시도되는 단계이다. 국내의 경우도 SK에서 선

분류체계(Taxonomy)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도적으로 시도하여 많은 공공기관들이 SK의 경험을 배

분류체계(Taxonomy)분석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우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산출되는 K-water 사

에 기반하여 개별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들을 특성이 유

회적 가치 산출의 결과물이 절대적인 객관성 가질 수 없

사한 집단들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이

고, 실험적인 시도 자체에 연구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것이다. 산출되는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들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활동들 사이의 통계적 가

계량화를 위한 원칙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방법에 따

중치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라 측정을 시도하고자 한다.13)

설문조사전
전 (가중치
(가중치 미반영)
설문조사
미반영)

설문조사전
후(가중치
(가중치 반영)
설문조사
미반영)

[그림 14] 주요 항목별 응답 예

13) K-water의 ‘사회적 가치’ 계량화 연구는, 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부산대학교 조영복교수와 카톨릭대학교 라준영교
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치 창출 작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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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가치 측정 기본원칙

여 ‘이해관계자 회계원리’, ‘준거시장 기준의 원칙’, ‘보

가. ‘사회적
‘사회적가치’는
가치’는투입과
투입과활동의
활동의과정에서
과정에서발생하는
발생하는‘

수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추
정하여 산출한다.

결과’를
‘결과’를대상으로
대상으로한다.
한다.
조직의 활동이나 사업은 자원투입을 통해 과정, 산
출, 결과, 영향으로 가치창출을 구분하며 이 관계에서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게 된다(라준영 외, 2017).

다. 개별프로젝트 시행으로 실현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 순(純)편익 산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영향(Iimpact)’이
‘영향(Iimpact)’가 아니라 ‘결과’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편익(BC)분석에 사용되는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최종적 ‘영향’은 중·장기적인 결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하여, K-water의 개별 프로젝

과로서 측정이 어렵고, 기업 활동과의 인과관계 파악이

트에 대한 분석이 시도될 예정이다. 연구초기, SROI

어렵기 때문이다.

(Social Return on Investment)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는 재무장부상 기업성과가 사회적 창출 가치로 직접
연결되는 ‘사회적 기업’의 분석에 적정한 툴로써, 사적

<표 3> 투입 ~ 영향까지 개념 및 사례정리
①투입
Inputs

②활동
Activities

③산출
Outputs

④결과
Outcomes

⑤영향
Impact

개 조직 활동에
념 투입된 자원

경제적 사회적
활동으로 발
주요 활동의
변화의 장기적
가치창출을
생된 직접적
실제 활동 내용
간접적인 영향
위한 주요활동
변화

인력(물사랑
나눔단, 직원)
사 재화
례 (지원사업비)
장비 시설
공간 등

업무, 업무지원
마케팅
훈련/교육
사회공헌 활동
네트워킹
댐주변지역
지원

생산물
공급횟수
공헌활동 횟수
수혜자(인원)
소득증대(지역)
환경개선

지원금액(규모)
기술습득
소득증대(규모)
수질/환경회복
급수인원 증가
유수율 제고

장기적 성과
간접적(변화)
사회적 파장
생활환경 개선
제도변화(의
도적/비의도
적) 등

인 기업활동과 공공 복리증진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시
행하는 공공기관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편익 산출은 향후
K-water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BC 분석 결과가 1.1이 나왔던
사업이 사회적 편익을 더하니 0.9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
지 못할 수도 있고, BC 분석이 0.9가 나온 사업도, 우리
사회에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줄 수 있다는 결과로 사회적
편익을 더한 BC분석값이 1.01이 나오게 되는 경우, 해당

나. 가치 계상의 기본원칙
K-water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으로 기재된 사
항에 대해서는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K-water 또
는 관련社 장부상 비용(인건비, 기부금 등)으로 계상
되었음에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된 부문에
대해서는 가치창출 성과(편익)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내부수익

외부수익

ⓐ 재무적 수익

ⓑ 경제적 수익
+

ⓓ 사회적 가치

잠재비용
ⓒ 경제적 비용
-

ⓔ 공공이익

수익 발생 범주

純 편익

=
ⓕ 사회적 손실
비용 발생 범주

BC(ⓐ+ⓑ-ⓒ)
+ 사회적 손익
(ⓓ+ⓔ-ⓕ)

[그림 15] 사회적 순(純) 편익산출

K-water가 정부정책에 부합하게 당해 연도 청년 채용
규모를 확대한 부문에 대해서, 청년 구직자의 소득증가

2.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 및 매뉴얼화

효과를 해당 ‘인건비’ 집행부문(결과)을 기준으로 계상

K-water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로드맵, 연구원 자체

할 수 있다. 또한 SK DBL의 3가지 기본원칙을 적용하

선정한 문제해결 대상에 글로벌 물 전문가와 국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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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수렴하여 성과창출 대상 최종선정 후, 지표에 대한

준까지의 측정은 영향이 사회 전 분야에 복잡하게 미치

정의로 가격측정방법(직접가치/상대가치)을 적용하여

고 있으며 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항목이

산출 후, 현업 담당부서와 소통으로 사회성과 계산시 초

‘성과(Outcome)’를 중심으로 측정이 되게 되어있다(라

기값을 도출하여, 가치사슬을 분석한다. 이후 기여분을

준영 외 2017). 다른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회

배분하여, 최종 성과를 산출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

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객관성

탕으로 사회적 가치 산출방법을 매뉴얼화 하여, 연도별

을 담보해줄 공신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검증할 방법이

성과를 쉽게 계산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개선도

없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IFRS

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중기적으로 변화하

(국제 회계기준) 등 장부에 기재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가치 지표 변경시 탄력적

본 연구는 관리회계 측면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등 경

인 적용이 가능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 참고자료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여러 난제
가 있지만, ‘각 분야별 업무담당자’와 ‘사회적 가치 추진

Ⅶ. 결론

담당부서’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계량
산식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2018년 5월 연구를 시작하여 글로벌 물 전문가 및 일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대상이

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회적 가치 산출 대상’을

되는 ‘물 관련 사회적 문제’가 변화할 수 있고, 기후변화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연구는 ‘계량

영향에 따른 공간적(지역적) 물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산식 도출’과 ‘매뉴얼 작성’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

성과 측정에 기본이 되는 ‘대리변수(Proxy)’ 설정 및 ‘성

정이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데 두 가

과측정 프로세스’ 기반에 집중하여 향후 물 환경 변동시

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영향’ 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림 16] K-water의 사회적 가치측정 Tool 연구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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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환경의 문젯거리로 대두되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등 식음료 전반에 걸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인류의 편리
한시중에서
삶에 일조했던
플라스틱의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등
얼마
전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천일염에서도
판매되는
생수 등 환경문제가
식음료 전반에
걸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인류의
편리한 삶에
일조했던
플라스틱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있었다.
인체에
영향을천일염에서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발견되었다는
유해성 확인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보도가
부각되고
있다.미세플라스틱이
얼마 전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미세플라스틱이
을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시행이
고에서는
미세
보도가
있었다.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유해성 시급한
확인을 실정이다.
위해서는 본
검증이
필요하며,
플라스틱 오염현황과
미세플라스틱
위해 어떠한
하고
주요
국가의 관련 오염현황과
정책 방향 및
관리방
앞으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를오염
위한방지를
대책시행이
시급한 노력을
실정이다.
본있는지
고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
안에 오염
대해 방지를
정리하였다.
스틱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 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Ⅰ. 서론

해양과 해안 서식지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한 대기 및 물에 존재하는 잔류성 유기독성물질은 플라

유엔환경계획의 2011년 연차보고서에서는 ‘플라스틱

스틱에 잘 흡착되는데, 이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

해양쓰레기’를 새롭게 부상하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한 생물체의 독성물질 축적에 영향을 끼친다. 플라스틱

선정하였고, 또한 유엔은 2018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

미세화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해양생물종류가 증

를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로 정하고, 플라스

가하면서 플라스틱에 흡착되어 있던 유해물질이 생물로

틱 제품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전이된다. 생물이 섭취한 플라스틱은 소화기를 막거나

이에 대한 과세를 권고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햇빛 차

소화기 계통을 손상시키며, 때로는 포만감을 유발하여

단, 표면 손상 등을 통해 해양 서식지 변형 또는 붕괴 등

생물을 굶어죽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해변의 플라스틱

* K-water 융합연구원 물정책연구소 차장, monster@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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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및 해양에 부유·침적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국
가별 막대한 비용 지출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1차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제품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들어감

플라스틱 제품

UV, 파도에 의해
작게 부서짐

먹이사슬을 타고 미세 플라스틱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옴

더 큰 물고기에게
잡아 먹힘

이에 미국을 선두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로 운

플랑크톤 먹이로 오인

동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최초로
2022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플라스틱 프리도시 도
전에1) 나선 바 있다. 또한 관련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들

2차 미세 플라스틱

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심각
성을 인지하고 법적 규제 방안,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음

자료 : 그린피스 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2016.7.6)

Ⅱ. 미세플라스틱 발생 및 오염현황

[그림 1] 미세플라스틱의 여정

스틱을 물고기
물고기등이
등이섭취하여
섭취하여결국
결국먹이사슬의
먹이사슬의
최고점
최고점에

1.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에
있는
인간에게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
있는
인간에게도
해가해가
될 수될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해양으로 유입된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었다.
오스트리아
환경청(EAA,
실제로실제로
오스트리아
환경청(FEA,
Fedral Environment

분해되지 않고 해류와 바람에 의해 화학적 변형을 일으

Agency
Austria)과
빈 의과대학(Medical
University
of
Agency)과
빈 의과대학(Medical
University
of Vienna)

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이 2차 미세플라스틱이

Vienna)
유럽, 러시아,
등 총 지원자
8개국 지원
연구팀이연구팀이
유럽, 러시아,
일본 등일본
총 8개국
8명

며,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져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자
채취하여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한
결과,
의 8명의
대변을대변을
채취하여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한
결과,
8

을 1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한다.

8명
전원의대변에서
대변에서미세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한
발견한 사례도 있
명 전원의

[그림 1]과 같이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과정에서 걸

다.2)2)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람의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

러지지 않아, 바다로 유입되고 바다로 유입된 미세플라

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인체유입의 공포

<표 1> 플라스틱의 분류
이름

크기

메가플라스틱

1m 초과

세계 각국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비율(%)

세계 평균 : 83%

예시
어구, 통발, 그물, 밧줄, 선체 등

25㎜ 초과,
메크로플라스틱
비닐봉지, 포장지, 낚시찌, 부표, 풍선 등
1m 이하
메조플라스틱

5㎜ 초과,
25㎜ 이하

병마개, 조각 등

미세플라스틱

5㎜ 이하

1차 미세플라스틱 : 생활용품, 화장품의 원료
2차 미세플라스틱 : 플라스틱 조각

나노플라스틱

1㎛ 미만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

자료 : GESAMP(2016) 및 Miller.et al.(2016) 재구성, 안대한(2018) 재인용

자료 : 경향신문(2017.9.7)3)

[그림 2] 세계 각국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비율

1) 서울시 보도자료(2018.9.20,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2) ‘미세플라스틱의 역습…인체유입 공포’, 아시아경제, 2018.10.25(오스트리아 환경청 발표, www.umweltbundesamt.at)
3) ‘전 세계 마시는 물 미세플라스틱 오염’, 경향신문, 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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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머지-어웰강
인천-경기해안

캐나다 세인트로런스강
낙동강 하구
퇴적물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
강변
호수
해안
해양

표층수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강

최대농도
(paticles / ㎡)

호수
해안 및 하구

10만

1만

1000

100

10

1

0.1

0

해양

세계에서 가장 미세플라스틱으로오염된 지역 1~10위(1㎡당 미세플라스틱 개수)
강변 퇴적물

해변 퇴적물
0.01

호수 퇴적물
0.1

자료: 네이처지오사이언스, 영국일간 텔레그래프
1

10

100

1000

1만

10만

영국 머지-어웰강
한국 인천-경기 해안
한국 낙동강 하구
캐나다 세인트로런스강
독일 라인-마인강
홍콩 주강 하구
이탈리아 키우시 호수
이탈리아 볼세나 호수
스위스 호수들
이스터섬 해안
자료 : 경향신문(2018.4.28.)4)

[그림 3] 전 세계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현황 및 순위

4) ‘미세플라스틱이 식탁에 오른다. 인천해안, 낙동강 하구 최악 오염’, 경향신문, 20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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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산되었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더욱 커

며, 점점 플라스틱 미세화로 섭식하는 해양생물 종류가

지게 만들었다.

증가하여 플라스틱 흡착 또는 첨가된 오염물질이 생물
로 전이된다. 섭식된 플라스틱은 소화기를 막거나 소화

2. 해양생태계 내 오염현황 및 문제점

기 계통 손상, 포만감 유발로 생물이 굶어죽기도 한다.

얼브미디어(Orb media)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또한 해변, 부유 및 침적 해양쓰레기 처리에 국가별

(University of Minnesota)와 공동으로 14개국 수돗물

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

159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83%가 미세플라

다. 이 외에도 바다 경관을 해쳐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

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5) 이번 조사 결과

칠 수 있으며 선박의 추진기에 얽히거나 냉각계통을 막

로 인하여 해산물뿐만 아니라 마시는 물도 미세플라스

아 선박의 운항과 안전을 위협하며 유령어업으로 수산

틱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미세

자원을 감소시키며, 그물에 걸려 수산활동에 피해를 주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미세

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바다, 갯벌 등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도 이젠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도 심각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인천·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

<표 2> 연도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및 수거비용 현황(국내)
년도

2013

2014

2015

2016

수거량(톤)

49,090

76,936

69,129

70,840

수거비용(백만원)

40,983

55,017

51,196

52,019

자료 : 2017 해양쓰레기 연차보고서(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 3번째로 높은 곳
이라고 한다.6) 이에 확산경로에 대한 연구 및 대응책 마
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일본, 브
라질, 포르투갈, 미국의 해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플라스틱은 대기 및 수층에 존재하는 잔류성 유기독

났다. 조사결과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스티로폼 부

성물질을 흡착해 생물체 독성물질 축적에 영향을 끼치

표에 의한 것이며, 국내 해변쓰레기 분포량은 유럽 북
해에 비해 1.3배 높은 수준이며, 5mm 이하의 미세플라
스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
국 18개 해변에서 조사된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의 풍
도(abundance)는 외국과 비슷하나, 스티로폼 알갱이로
인하여 소형 플라스틱 쓰레기 풍도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

자료 :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www.malic.or.kr)

[그림 4] 플라스틱 생물 피해

타이어, 합성섬유, 선박도색, 미세플라스틱 포함 세정

5) 얼브미디어, 미국 미네소타대 공동 조사(14개국 도시 500㎖ 수돗물 샘플 159개 대상)
6)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네이처지오사이언스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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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국가의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1,000,000
100,000

1. 미국

10,000
0.33-1.00㎜

1.01-4.75㎜

7.76-200㎜

일리노이주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최초로 금지하

1,000

>200㎜

100

였고(2014.7), 주별로 생분해성 및 제품범위에 대한 차

10

이는 있지만 여러 주들이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하

1

고 있거나 입안 중에 있으며, 오바마 정부시절 미세플

주 : 플라스틱 크기를 4개 그룹(1그룹 0.33~1.00㎜, 2그룹 1.01~4.75㎜,
3그룹 4.76~200㎜, 4그룹 200㎜이상)으로 나누어서 밀도를 색깔로 표시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7.12.27.) 플라스틱 오염현황과 시사점

라스틱 청정해역 법안이 통과되어 개인 위생용품에 사
용을 금지하게 되었다(미국연방법, Microbead-Free

[그림 5] 전세계 바다에 표류하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밀도

제나 화장품 등 상당부분 육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역

Waters Act, 2015.12).
<표 3> 미국 주별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 현황

별로 살펴보면 합성섬유의 세탁 중에 유출되는 미세플
주

법 현황

생분해성
플라스틱 규제

세척형 제품에
국한된 규제

되는 타이어 분말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해양 유입 비중

일리노이, 콜로라도, 뉴저지,
메인, 인디애나, 위스콘신

제정

NO

YES

은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높게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

코네티컷, 매릴랜드

제정

YES

YES

처, 2017). 지역별 오염원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대응방

캘리포니아

제정

YES

NO

매사추세츠, 미시건

계류중

YES

NO

미네소타

상원통과,
하원계류중

YES

NO

오레곤

하원통과,
상원계류중

YES

YES

뉴욕

도입

YES

NO

라스틱 비중은 아시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운전 중 마모

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단위: 비율(%)

인도 및 남아시아 15.9 1.1

0.3

북미 2.6 11.5 1.9
유럽 및 중앙아시아

4

0.1

0.8

0

15

1

0.1

0.1

12

8.6

2.4

0.6

0.2

0.1

중국 10.3 2.5

1.3

1.2

0.5

0

자료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2016)

9

<표 4> 미국 규제 조치 현황

6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6.3

5.3

1.6

1.5

0.3

0

남미 2.9

5.1

0.9

0

0.2

0

3.2

0.6

0.4

0.5

0

아프리카 및 중동

4

타이어

합성 섬유

선박 도색

도로 표시

TIRES

SYNTHETIC
TExTILES

MARINE
COATINGS

ROAD
MARKINGS

개인세정제품 플라스틱 알갱이
PERSONAL
CARE PRODUCT

PLASTIC
PELLETS

시기
3
0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7.12.27.) 플라스틱 오염현황과 시사점

[그림 6] 미세플라스틱 지역별 오염원

2017. 7. 1 이후 마이크로비즈 가 포함된 세정용 화장품의 생산금지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세정용 화장품의 상업거래 금지
2018. 7. 1 이후 처방전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품으로 분류되는 세정용 제품
의 생산금지

도시 먼지
CITY DUST

내용
6)

2019. 7. 1 이후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되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세정제
품의 주간 상업거래가 단계적으로 금지

자료 : Microbead-Free Waters Act., 2015, H.R.1321.No.114-114,
안대한(2018) 재인용

7)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는 생산할 때부터 5㎜ 이하로 작게 만들어진 1차 마이크로 중 치약, 세안제 등 생활용품이나 화장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일컫는다(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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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식업소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류 제품 사용을 전면 금

최초로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법을 공표

지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Le project de loi pour la reconquete de la biodiversite,
de la nature et des paysages, 2016.8)하였으며, 미세

4. 영국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제품 판매금지, 일회용 식탁용품,

영국은 2018년 1월 미세플라스틱 제조금지 조치에 이

네오니코티노이드8)를 함유한 살충제, 플라스틱 면봉 등을

어 2018년 6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및 퍼스

판매금지할 예정이다(2020).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니레

널케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도 시행하였다. 영국정부

버, 로레알 등 화장품기업들은 점차 관련 제품 생산을 줄

의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테레사 메이총리가 2018년 1

이고, 대체제품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에 발표한 25개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 실천의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및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2042년까지

3. 캐나다
개인 위생용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계획
을 발표하였고(Microbead Monitoring and Elimination
Act, 2016.11), 최근에는 독성물질 목록9)에도 포함해 캐
나다 전역에서 법적 규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벤쿠버 시의회는 2019년 6월부터 모든 요
<표 5> 캐나다 규제 조치 현황
시기

내용

박피, 세안에 사용되는 화장품을 포함하여 마이크로비즈를
2017. 12. 31
함유한 개인위생용품의 제조 및 수입 금지
까지
* 일반의약품, 천연건강기능식품 제외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완전 제거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하고 있다.
<표 6> 25개년 환경계획 중 플라스틱 관련 내용10)

- (생산단계)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시키고, 포장
및 자재 포맷에서 플라스틱을 더 쉽게 재활용하고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 (생산단계)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시키고, 포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적인 플
및 자재 포맷에서 플라스틱을 더 쉽게 재활용하고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라 스틱 개발 장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적인 플라
- 스틱
(소비단계)
소규모 소매점까지 비닐봉지에 대한 5펜스 요금부과 확대 등
개발 장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유통되는 플라스틱 양을
- (소비단계) 소규모 소매점까지 비닐봉지에 대한 5펜스 요금부과 확대 등
축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유통되는 플라스틱 양을
축소
10)

[그림 7] 25개년 환경계획 중 플라스틱 관련 내용

이 외에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를 도입

박피, 세안에 사용되는 화장품을 포함하여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개인위생용품의 판매 및 유통금지
2018. 12. 31 * 일반의약품, 천연건강기능식품 제외
까지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일반의약품과 박피, 세안에 사용되는
천연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수입금지

면봉의 판매도 금지(2018.4)하였다. 또한 Tesco, Asda

2019. 12. 31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일반의약품과 박피, 세안에 사용되는
까지
천연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및 유통금지

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시스템의 변화와 해양환경 보

자료 : Girard.N et al.(2016), 안대한(2018) 재인용

(2018.3)11)하였고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대를 사용한

등 대형마트와 Nestle, Coca Cola와 같은 식음료 기업

존을 위해 자선단체가 주관(WARP)하는 플라스틱 협약

8) 니코틴계의 신경자극성 살충제이다(위키백과 참조).
9) 캐나다는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특정 독성물질 금지규정(Prohibition of Certain Toxic
Substances Regulations, 2012)에 따라 독성물질목록(List of Toxic Substances)에 등재된 물질이나 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제공 또는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0) http://www.gov.uk, 2018.1.11, A Green Future : Our 25 Year Plan to Improve the Environment
11)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의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후 수거하여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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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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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민간 환경단체가 있으며, 현재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표 7> 협약에 가입한 기업들의 2025년까지 4가지 목표12)

- 플라스틱 포장은 100% 재사용, 재활용, 퇴비 가능,

- 플라스틱
효과적으로
재활용
또는재사용,
퇴비로재활용,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비율 70%
포장은
100%
퇴비 가능,
달성
- 효과적으로 재활용 또는 퇴비로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비율 70%
- 모든
달성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30% 달성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것으로
- 모든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30% 대체
달성
-[그림
불필요한
것으로 대체4가지 목표12)
8] 일회용
협약에포장재를
가입한제거하거나
기업들의다른
2025년까지

정책방향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2008)에 근거한 법
정계획으로 해양 쓰레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유
입 사전예방,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한편 유엔에서는 국제협력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나

SDGs) 17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이행노력을 촉구

그릇 등 일회용 제품을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하고 있는데, 이중 목표 14(SDGs 14)로 ‘지속가능발전

음용을 위한 플라스틱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믿고 마

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

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안하였

용(Life Below Water)’을 설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

고, 회원국들이 공공빌딩 및 장소에 수도시스템을 설치

동아시아 해양 조정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해양오염

하고, 취약 계층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쉽

예방 및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 감축 의무(2025년까지)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하는 곳 근처 어디서라

에 따라 동아시아 바다와 해변의 폐기물 감축에 합의하

도 식수를 찾을 수 있는지, 질은 어떤지 등에 관한 정보

는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뉴질랜드는 2019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

법적 규제로는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및 인체 위해 우
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 사용 제한 요구 증가13)에

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인도는 2022년
8> 국내 해양쓰레기 주요기관 현황
<표 6>

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모두 퇴출시키기로 하였
다. 케냐는 전세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만9천달러
의 벌금이나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한다.

Ⅳ. 국내 관리 현황

구분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지방행정기관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전라남북도, 제주도, 경상남북도, 울산,
강원 및 76개 연안 시·군

유관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조사원,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공공기관단체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민간환경단체

국내 플라스틱 문제관련 담당기관으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

내용

녹색연합,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해양구조
단등

자료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모델 개발(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원, 2016.12)

12) A Green Future : Our 25 Year Plan to Improve the Environment, 2018.1.11(http://www.gov.uk)
13)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화장품에만 추진 지적(김광수의원, 2016.10월),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의원발의(강병원,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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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9>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 개정사항
구분

현행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생략)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미네랄 울
관한 규제 신설
바륨염(바륨셀페이트 및 색소레이크희석제로
사용한 바륨염은 제외)
(생략)

개정안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생략)
미네랄 울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신설)
바륨염(바륨셀페이트 및 색소레이크희석제로 사용한 바륨염은 제외)
(생략)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56호

구분

현행

제9조(원료약품 및 그 분량) ①~②
의약외품 품목허가· (생략)
신고·심사 규정 개정
고시안
1. ~4. (생략)
<신설>

개정안
제9조(원료약품 및 그 분량) ①~②
(생략)
2. ~4. (생략)
<신설>
5.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호 가목 1), 4) 및 자목
4)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는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3호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를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올리

관한 규정 개정고시(2017.1.11)로, 미세플라스틱 사용

는 재활용 폐기물관리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8.5)

을 제한14)하고 있다.

이 추진된다. 2020년까지 모든 병물·음료수 등 유색

해양수산부도 해양유입 방지부터 해양에 유입된 플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라스틱 수거 및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

은 생산단계에서부터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모든

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

한 연구과제 실시,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정 개정

제2차 해양쓰레기 기본계획(2014~2018) 수립 등을 통

을 추진한다.

해 해양쓰레기 발생원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며, 더불

또한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제에 대한 재활용

어 해양폐기물법15) 제정(2017.6 발의)을 통해 해양폐기

의무도 확대 강화되며, 더불어 유통과정에서 비닐, 스

물 등의 전주기적(발생–수거·처리–유효활용-모니

티로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

터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고 전자제품 택배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할 계획

정부부처 합동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50%

이며, 소비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14) 국내 제조 및 수입 화장품 적용(2017.7월~), 기 제조된 상품의 판매 또한 중지(2018.7월~)
15) 해양배출 금지,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해양오염 퇴적물의 실태조사·수거정화 및 유효활용,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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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 (생산) 2020년까지 (관계부처
무색 페트병으로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합동,전환,
2018.5.10.)

- (소비)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플라스틱 컵 보증금 도입, 택
배포장2020년까지
기준 신설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 (생산)
- (소비)
(배출) 대형마트·슈퍼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플라스틱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 보증금
도입,시택
범사업기준 신설
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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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18.8.2부터 40일간)도 이루어졌다.
2018년 9월에는 재활용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포함
하는 상위개념으로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10년 단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표준계약서
보급 도우미 시
- (수거)
(배출) 아파트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및아파트
분리배출
범사업
-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에 대한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위의 국가전략으로 수립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 (수거)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국무회의(2018.9.4)에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의 일회용

[그림 9]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에 대한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관계부처 합동, 2018.5.10.)

품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플라스틱 빨대가 포함이 되
었으며,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

대체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10년 이

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

내에 퇴출한다는 내용이다.

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
용부담 등 관련법령을 2018년 내에 개정하고, 전용 수
거함 정비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플라스틱 컵 재질 단
일화 도 추진할 예정이다.
16)

그동안 만연했던 과대포장을 줄이고, 대형마트와 슈

<표 12>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
(관계부처 합동, 2018.9.4.)
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 마련
027년까지 폐기물 원단위
감축,
순환이용률은
70%에서
- 2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발생량
과정에서20%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
82%까지
향상
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 마련
- 2027년까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은 70%에서
[그림 11]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주요 내용
82%까지 향상

(관계부처 합동, 2018.9.4.)

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일회용
품 사용을 크게 저감할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Ⅴ.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 및 시사점

<표 11>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환경부,
감량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018.8.2.)
* 1인당 연간 사용량 한국(414개), EU(198개), 핀란드(4개)
ⓛ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감량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
* 1인당
연간 사용량
EU(198개),
핀란드(4개)
㎡~3,000㎡)
1회용한국(414개),
봉투 사용금지,
제과점 유상으로
판매
- 무상제공금지
대상 비닐장갑,
업종인 식품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5종을
슈퍼마켓(165
②
세탁소 비닐, 1회용
포장용랩 필름 등 비닐
생산 자
책임재 활용제도(EPR,
Responsibility)
㎡~3,000㎡)
1회용 봉투Extended
사용금지,Producer
제과점 유상으로
판매 품목에 추가
③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생산자
분담금을
② 세탁소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랩
필름위해
등 비닐
5종을
생산
인상(분담금
: 307원/㎏→326원/㎏,
지원금 :Responsibility)
271/㎏→293원/㎏)하고
자책임재
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품목에 추가재
활용의무율을 상향(66.6%→90%)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③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④ 인상(분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지원금
지원금: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 307원/㎏→326원/㎏,
271/㎏→293원/㎏)하고
재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
활용의무율을 상향(66.6%→90%)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원금은 연간 약 173억원 증가 예정
④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
[그림
자원재활용법
원금은
연간10]
약 173억원
증가 예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환경부, 2018.8.2.)

한국리서치가 그린피스의 의뢰로 수행한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7)(2016.6월) 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기업주도의 자율적 규제가 부족하다
고 답변한 것을 보면 정부의 강제성 있는 규제와 미
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위해성 연구 확대가 필요하
며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제품 사용을 의무
화하는 등 추진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제
품생산과 자원 재활용의 선순환구조를 수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16) 폐플라스틱의 경우 여러 가지 재질이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재질에 따른 분류과정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플라스티컵의 재질이 단일화된다면 향후 플라스틱 재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17)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 패널 활용 웹인터뷰, 신뢰수준 85%, 표본오차율±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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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물
물 정책·경제
정책·경제 제31호
제31호
●●● 저널
71%는 마이크로비즈 제품을
제품을
71%는 마이크로비즈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부대응 부족
부족하며
99
% 정부대응이규제
필요
99% 강제성 있는 규제
가 필요하다 답했다.
이
강제성 있는

하며
가
하다 답했다.

1%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1%
71
%
86%
86%

기업의 자율적 규제로는 부족하다 답했다.
기업의 자율적 규제로는 부족하다 답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자료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홈페이지
자료 ::(http://greenpeace.org/korea)
그린피스
홈페이지
자료
그린피스동아시아
동아시아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
홈페이지(greenpeace.org/korea)
(http://greenpeace.org/korea)

[그림
미세플라스틱 관련
관련 인터뷰
인터뷰 결과
결과
[그림12]
7] 미세플라스틱
[그림 7] 미세플라스틱 관련 인터뷰 결과

1. 위해성 관리기준 마련
1. 위해성 관리기준 마련

미세플라스틱은 하천이나 바닷물 속의 녹아있는 오
미세플라스틱은 하천이나 바닷물 속의 녹아있는 오
염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하는 등, 다른 화학물질을 끌
염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하는 등, 다른 화학물질을 끌
어당기는 특성18)으로 일단 환경 속으로 배출된 플라스
어당기는 특성18)으로 일단 환경 속으로 배출된 플라스
틱은 유독물질로 간주하는 등 유해물질 지정이 필요하
틱은 유독물질로 간주하는 등 유해물질 지정이 필요하
며, 더불어 우리나라 주요해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며,
더불어
주요해역의
오염도
평가,
주요 우리나라
유입원 분석,
확산 및 미세플라스틱
이동경로 파악,
생물

한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한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줄이고,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
또한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
수나 음료수 등은 무색 패트병으로만 제조해야 하며, 다
수나 음료수 등은 무색 패트병으로만 제조해야 하며, 다
른 색깔이나 재질이 섞인 것들은 제외해야 한다. 즉, 실
른 색깔이나 재질이 섞인 것들은 제외해야 한다. 즉, 실
질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재질에 대
질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재질에 대
한 기준을 만들어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해야한다.
한 기준을 만들어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해야한다.
특히 재활용이 시급한 부분은 어업용 플라스틱이다.
특히 재활용이 시급한 부분은 어업용 플라스틱이다.
국내 해안쓰레기의 70% 이상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
국내 해안쓰레기의 70% 이상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이의 저감을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어
고 있으며, 이의 저감을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어
업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회수하여 재활용 하는 것이 무
업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회수하여 재활용 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필요하다.
엇보다도 필요하다.

3. 법적 규제 강화
3. 법적 규제 강화

미세플라스틱은 세탁, 타이어 등에 의한 배출도 심각
등에그에
의한맞는
배출도
심각
한미세플라스틱은
상황, 배출원을 세탁,
정확히타이어
파악하여
규제
적

평가,
주요
유입원 분석,
및 이동경로
파악, 생물
내 축적
및 독성평가
실시 확산
등이 필요하며
해양환경
위해
내
및 위한
독성평가
실시 마련도
등이 필요하며
해양환경 위해
성 축적
저감을
관리기준
필요하다.

한
상황,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여규제
그에정책과
맞는 규제
적
용이
필요하다.
현재
미세플라스틱
연구조
용이
현재 미세플라스틱
규제 이에
정책과
연구조
사는 필요하다.
해양과 생활용품에
한하고 있다.
어민들이

성 저감을 위한 관리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사는
해양과부표
생활용품에
한하고
이에 어민들이
쓰는 어구,
등도 규제
대상에있다.
반영하여
관리하는

2.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확대
2.엘렌
플라스틱
정책MacArthur
확대
맥아더재활용
재단(Ellen
Foundation)과

쓰는
어구,
부표 등도
대상에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모든규제
종류의
고형 반영하여
미세플라스틱
사용

엘렌 앤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과
맥킨지
컴퍼니(Mckinsey
& company)의
2016년 보

금지
등법적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화하는
규제방안
강화가 오염원에
시급하다.대한 규제를 강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의
2016년
보
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재는
전 세계적으로
14%만

화하는 법적 규제방안 강화가 시급하다.

것이
모든 종류의오염원에
고형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꼭
등 필요하며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대한 규제를
강

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재는
전 세계적으로
14%만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14%),
매립(40%),
나

4. 거버넌스 강화 및 주관부서 명확화

머지 폐기물은
해양으로
유입(32%)된다고
한다. 이처럼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14%), 매립(40%),
나

민간단체,
연구기관,
정부기관
전문가
등 현안에 대
4. 거버넌스
강화 및
주관부서
명확화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머지
폐기물은
해양으로
유입(32%)된다고
한다. 이처럼

한민간단체,
협의 등을연구기관,
통해 정책과
법제도,전문가
사업 현황과
성과에
정부기관
등 현안에
대

이에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을
위해서는 과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극히
적다고줄이기
할 수 있다.

대한
공유·평가,
재활용
분야
등 현황과
정책의 효과성
한
협의
등을 통해예방,
정책과
법제도,
사업
성과에

이에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

대한 공유·평가, 예방, 재활용 분야 등 정책의 효과성

18)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등 석유화학 물질로
주변 유해화학물질 흡수
18)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등 석유화학 물질로
주변 유해화학물질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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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일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며, 현

자산관리체계(Asset Management) 구축도 필요하다.

재 환경부는 육상 플라스틱 오염을 포괄하고 있고, 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하수도 인프라 보급이 상당히

수부는 해양오염에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의

보급되었고, 노후화로 인한 대형사고 시 많은 사회적·

약품안전처는 화장품과 식품을 관할하고 있다. 향후 미

환경적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후 유지관리 개념에

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관부서 확정 등을

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 개념의 자산관리 체계

통해 정부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하다.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 명확화도 필요하
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 구
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1회용품 줄이기 적극 참여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는 생물, 관광, 수산업 등에 피
해를 끼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전 지구적으로 분포

5.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리 강화
정수처리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정수처리 최적화 및
미량 유해 물질을 포함한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
유해성 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돗물 수질 상시 공개로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19)할 필요가 있다. 예르들어 장
기적으로 원수에서부터 수돗물 공급과정별 주요지점에
수질자동측정기의 설치를 확대하여 수질 정보를 실시간
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정수장·먹는 샘물 대상 미세플라스틱

하며, 독성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먹이망을 통해 전
이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플라
스틱 저감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사용을 하루빨리 금지하고 플라스틱의 재
활용을 최대화하도록 정부와 기업, 시민이 노력하는 것
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앞으로는 해양 쓰레기 유입 자
체를 줄이는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한다.
더 이상 쓰레기의 양이 늘지 않도록 발생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

검출원인 규명 및 검출원인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관리

제점 인식,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노력 참여와 홍보 및

방안 마련과 미량, 미규제 화학물질 등 하수도 유입 증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대국민 캠페인 공익광고

가에 대비한 수질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매체 활용과 국민참여 실천운동으로 전국민이 플

또한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노후시설 개량 및 자산관

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동시에 청소년, 주민

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며,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량

등 대상 맞춤형 환경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어업

을 위한 인프라 관련 조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인의 교육과 인식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 탁도, 잔류염소, PH, 철, 동, 망간 등 주요 성분 기준 한도 초과여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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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슈를 리드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만 해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양쓰레기 대응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갈수록 커지면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

운영 등에 적극 참여 및 지원을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해

라스틱 줄이기에 앞장서는 분위기이다.

양환경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세계적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는 플라스틱 쓰레
기 감소를 추진할 비영리 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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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 목표치를 25%까지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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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비용, 대응 방안별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논
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
계 바다를 떠다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
응노력이 필요하다. Science 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양으로 유
입시키는 지역을 아시아로 지목하고 있다(Jambeck et
al., 2015). 우리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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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수재해 관련 위성 기술동향 및 개발현황
정수은*·황의호**·채효석***

Ⅰ. 머리말
Ⅱ. 기술개발 현황 및 동향
Ⅲ. 수자원·수재해 전용위성 개발 방향
Ⅳ. 맺음말

요약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수재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와 물
위기 대처를 위해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속적 감시뿐만 아니라 물산업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양 및
기상, 지형관측을 위한 위성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나 수자원관리 적용 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
및 K-water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적인 국토 및 수자원관련 인자를 관측하고 산출할 수 있는
수자원·수재해 전용 위성 개발 및 운영”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자원·수재해 위성이 개발되면
홍수와 가뭄관측, 수자원시설물 변동, 녹조·적조 감지, 해양환경 감시, 농작물 생육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
하며, 통합물관리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머리말

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범위한 관측 및 정확한
예측, 즉각적 대처능력 확보를 위한 재해관리기술이 필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가뭄과 홍

요한 시점이나, 우리나라의 지형특성 및 북한 접경지역

수 등 물관련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

의 수문정보의 부재로 수자원관리의 제약이 있어 원격

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광역

탐사 자료를 활용한 수재해 대응기술은 무엇보다 중요

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기상특성의 변화로 자연

하다고 할 수 있다.

재해가 꾸준히 발생하여 피해복구 등 막대한 예산이 투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와 물의 위기에 대처하

* K-water융합연구원 차장, sejung@kwater.or.kr
** K-water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ehhwang@kwater.or.kr
*** K-water융합연구원 소장, chyos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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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개발 현황 및 동향

기 위하여 수자원과 물관련 재해에 대해 인공위성을 이
용하여 지속적인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물안
보 확보에 필요한 인공위성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물

1. 위성기술 개발 동향

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저궤도

우 해양 및 기상, 지형관측을 위한 위성이 개발되어 운

발사체 자력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시장에

용 중이나, 주로 기상관측, 해양환경 모니터링, 통신

서 경쟁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지난 5년

및 방송서비스, 지형공간정보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간(‘08~’12) 세계 우주경제 활동규모가 37% 성장하여
간(’08~’12)

개발되어 수자원관리를 위해 적용하고 이용하는 데 있

3,043억불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추세를 나타내

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자원

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위성을 토대로 수문현상에 대한

분야에서 위성 활용 사례는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

정보를 습득하고 위성영상자료와 모델링을 직접 연계

고 있으나, 수자원관리, 홍수 및 가뭄 모니터링, 해외

하여 수자원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위성기술을 토대

물산업 지원 등을 위한 위성 인프라 및 관련기술이 미

로 전지구적 관측자료를 습득하고 수자원 환경 및 기상

진한 실정으로 수자원위성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연구, 재난 대응 등을 위하여 고정밀 영상정보 등을 활

라 할 수 있다.

용·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지궤도와 저궤도 기상위성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을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여 예보 적중률 향상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토·자원관리, 재해 재난대
응을 위해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공공분야 관
측수요 적시대응 및 관측주기 단축을 위한 차세대중

<표 1> 국외 수자원·수재해 관련 위성 현황
센서명

국가
유럽

발사일

적용분야

‘14.04.25

전지구 재해, 해양, 지형 등 변화
관측

형위성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환경

Sentinel-1A

부, K-water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일환으

RADARSAT-1 캐나다

‘95.11.04

전지구 기후변화 감시 및 지표면
변화 탐지

RISAT-1

인도

‘12.04.26

자연재해관리, 농업계획, 홍수예
측·예방을 위한 관측

SMAP

미국, 캐나다 ‘15.01.29 전지구 토양수분 측정

Terra

미국, 캐나다,
‘99.12.18 미국, 캐나다, 일본의 공동 지구 관측
일본

GPM

미국, 일본

‘14.02.28 기후변화 및 물순환 변동 분석

GRACE

미국, 독일

‘02.03.17

중력장 모델링을 위한 고정밀 중력
측정

8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4억원)을 투입하며,

AQUA

미국

‘02.05.04

물순환 및 대기, 해양, 육지분야 등
지구 환경변화 연구

올해 7월 1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SMOS

EU

‘09.11.02

토양수분 분석 및 해양 염분 분포
조사

Landsat-8

미국

‘13.02.11

다중분광 영상 및 열적외 영상을
통한 전지구 관측

로 “365일 주야 및 기상조건에 상관없이 홍수 및 가뭄
등 수재해·수자원 감시에 필요한 광역적인 국토 및 수
자원관련 인자를 관측하고 산출할 수 있는 수자원·수
재해 전용위성 개발 및 운영”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사업은
2025년 발사를 목표로 총사업비 약 1,384억원(환경부

후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가우
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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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효석 외(2017). “수자원·수재해 감시 위성 개발 방안과 전망”.
물과미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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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후변화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물관련 위성을 개
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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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성 선진국의 경우, 위성자료를 활용한 수재
해 대응 기술개발은 자료동화기술을 적용하여 수문현

현재 51개국이 약 1,000기의 인공위성을 궤도상에서

상에 대한 지식과 모형 기술 및 관측 자료의 최적연계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이 우주발사 능

가 가능하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일본, EU를 중

력을 보유하고 있다. 위성기반 관측·통신·항법은 현

심으로 지상관측망과 원격관측망을 이용한 기상-수

대사회를 유지하는 주요 인프라로써 기후변화 관측, 미

문현상의 이해가 개선되면서 수문관련 연구가 활발

래 에너지 및 자원확보, 재해·재난 대응 등에 필수적

히 추진 중에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인 요소로, 이수, 치수, 생태환경 등 물관리 분야에 있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은 토양수분

어 광역적 범위의 실시간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가능

측정 위성(SMAP, Soil Moisture Active-Passive)을

한 솔루션으로써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2015년 발사하여 MSFC 알고리즘을 이용해 물의 표면

예상된다

광도와 유량모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토양
수분 흡수량을 통해 수량을 예측하는데 위성을 사용하

2. 수자원·수재해 위성 활용 현황

고 있으며, 기상예측, 홍수와 가뭄예측 개선, 농업생산

국내의 위성정보 기반 물관련 분야 활용 현황을 살펴

성 및 기후변화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홍수관측

보면, 기상청의 경우 천리안 위성에서 강수관측이 이루

의 경우,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위성기술, 레이

어지고 있으나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적외선 센서의 관

더 기술, 위성자료 처리기술, 알고리즘 연구가 이루어지

측한계로 인해 관측 정확도가 매우 낮아 위험기상 감시

고 있으며, 다중위성(GPM, DMSP, AQUA, NOAA, 정

및 초단기 예측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AWS(Automated

지궤도위성)을 이용하여 강수량(TMPA, Multi Satellite

Weather Station)는 남한 강수자료 축적과 레이더 강

Precipitation Analysis)을 산출하여 보다 정확도를 높

수 등의 편차보정 등에 활용 중에 있다.

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향후 NASA에서는 프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3호를

스와 SWOT(Surface Water & Ocean Topology) 위성

이용하여 한반도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지역에 대한 위

을 2020년 발사할 예정이며, 이 위성을 통해 강, 저수지,

성정보를 촬영 중이지만, 2013년 8월 발사한 다목적실

호수, 습지의 수위 감시에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용위성 5호의 경우 X-밴드 SAR(Synthetic Aperture

일본의 경우 TRMM, GPM 위성 등을 통해 관측한

Rada) 영상을 이용하여 구름에 영향을 받지않고 수자

강우관측 자료와 MODIS, AMSR-E 등을 통해 관측

원 및 홍수지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지만 물관련 기관

한 육상관측 자료를 통합해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료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이 미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한 실정이다. 해양위성센터에서 운용 중인 GOCI 위성

eXploration Agency)는 우주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의 경우 한반도 지역에 대한 식생지수 산출을 통한 가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면서 설립된 Sentinel Asia(아시

뭄모니터링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나 이를 위한 검·보

아-태평양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정 기술개발이 개발 중에 있다.

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모니터링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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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JAXA는 NASA와 공동으로 TRMM 위성 개

사폭1)이 70km 인 5대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발과 운영에 참여하여 GPM 위성에 듀얼 강우레이더

륙규모의 수자원관리에도 적합한 위성영상을 제공하고

개발 및 알고리즘 공동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임무를

있다(공간해상도 : 5m, 분광정보 : Blue, Green, Red,

다한 AQUA 위성을 대체하기 위해 GCOM-W1 위성

Rededge, NIR)

을 발사하였다.
유럽에서는 홍수관리를 위하여 JRC(Joint Research
Center)에서는 AMSR-E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전세계

Ⅲ. 수자원·수재해 전용위성 개발
방향

홍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홍
수발생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농업에 특화된 독일의
RapidEye는 2주만에 한반도 전역 촬영이 가능하며, 주

1. 수자원·수재해 전용 위성 개발 추진 전략
수자원·수재해 전용 위성은 주야(晝夜) 및 기상조건

가. SAR 영상을 활용한 홍수지도 제작

나. 미국의 가뭄지수 지도(NDMC)

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녹조감시

라. 아리랑 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설분석

[그림 1] 위성기반 수자원·수재해 감시 활용 사례

1) 주사폭(swath width) : 인공위성 센서에서 획득되는 대상물체의 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센서 해상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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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관없이 홍수 및 가뭄 등 수자원·수재해 감시에

관측인프라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물산업 선도를 위

필요한 광역적인 국토 및 수자원관련 인자를 관측하고

한 수자원·수재해 전용 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국제

산출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된 위성으로 정의할 수 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

다. 수자원·수재해 위성은 수문인자별 관측 가능한 탑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재체의 특화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기후변화 관측, 홍

수자원·수재해 위성은 수재해, 재난, 해양, 농림, 물

수와 가뭄 감시 등 수자원과 수재해 대응에 활용이 가

산업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한 탑재체를

능하여야 한다.

기획하였으며, 영상레이더 탑재체 개발은 환경부, 행안

수자원·수재해 감시를 위한 위성의 기능적 필요사
항으로는 크게 공간해상도는 10m 이상(하천폭, 지형변

부, 해수부, 농진청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협력사
업으로 추진된다.

화 등 고려), 시간해상도는 2회/일(수재해 실시간 광역
모니터링 고려), 분광해상도는 주야, 악천후 등 투과가

2. 수자원·수재해 전용 위성 기술개발 로드맵

능 센서(홍수, 가뭄, 지표면 특성 등 관측) 등이 요구된

물관련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응에 필

다. 이러한 수재해 특성을 고려하고 물관리 분야에 활

요한 다양한 소스의 정보들이 요구되며, 태풍, 폭설, 홍

용하기 위해 수자원·수재해 전용위성 탑재체는 관련

수, 가뭄, 유류 유출 등과 같은 물관련 재해는 시·공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영상레이

적인 특성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재해의

다 위성 탑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특성상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조사

독립적·주독적 관측인프라 및 분석 체계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비
물안보 확보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물안보 확보

지
향
목
표

기후 변화 대응

해외 물산업 진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물 관련 재해 경감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과 책임 이행

물 산업 기술 및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반영

물의 재이용
(Water recycling)

ODA 지원국으로 국가 위상
제고

전략국가에 대한 적시
물 정보 생산 및 제공

국제 수자원위성
프로그램 참여

물 분쟁(Water Dispute)
대비

물정보 HUB 구축을 통한
글로벌 물산업 Leading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술분석 시스템화

관련산업 육성 및 활성화

물로부터 안전한
국토 관리

핵
심
요
소

선진국 위상 강화

물정보에 대한
독립성 확보

글로벌 물 시장
점유 확대

미래를 위한
재도약 준비

기반기술 (강우, 식생, 토양수분 및 지형 등)

분석기술 (수문인자, 수재해 및 사업타당성 등)

원천기술 (위성탑재체 및 위성운영/활용 기술 등)

시스템기술 (물정보 HUB 및 사업지원 S/W 등)

[그림 2] 수자원·수재해위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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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재 체) 주야간 및 악천후에 상관없이 지표면의 변화 관측 가능한 영상레이더 탑재체
(관측특성) 중저해상도 광역 감시, 반사판 기반 수동형 영상레이더
탑재체 사양
탑재체 사양
채

널

관

측

폭

해

상

도

차세대중형위성6호(영상레이더)

•C-band SAR
•5.4GHz
•≈120km
•≥10m×10m
•x-band 전송속도 : ≥ 320 Mbps
on-board 자료저장 : ≥ 512 Gbits

중요 규격
탑재체 무게

•‹150kg
•Ant. ØØ : ≈3m×1.2m
•≈5.2kwpk(TBD, RF 전력), ≈500Wavg(TBD, Op. 소비전력)
•‹2.5%(150 sec.)
※전송시간 : ‹10분
•562km
•≥4년

탑재체 부피
소비 전력
Duty Cydle ROI
운영 고도
운영 기간

[MCSAR]
기
타
유사탑재체
사
례

[CoReH20]
반사판

다중급전기

※ 상세 개발규격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임무, 시스템 설계 등을 고려하여 확정

[그림 3] 수자원·수재해위성 탑재체

수자원/수재해 중형 위성은 주 활용부처(환경부), 공동 활용부처(행안부, 해수부, 농진청) 참여
주활용분야 (홍수, 가뭄, 물안보, 해외사업) 및 공동활용분야(재난, 해양, 농림)로 구분하여 활용방안 정립
세부 활용 분야
현행업무

주

수자원/

요

수재해

활

(홍수,

용

가뭄

분
야

공
동
활
용
분
야

물안보,
해외사업)

재난

개선방안

•대하천 지점수위 활용 홍수 예경보

•면단위, 국지/광역 홍수감시 및 예보시스템 구축

•전국홍수피해조사 및 보상 한계

•전국홍수피해조사 시스템화

•악천후, 주야간 감시 및 관측 불가
(피해액) 피해 약 80% 발생 및 연평균 피해액 1,300억

시간

공간(m)

관측폭(㎞)

•한반도 전체 피해구역도 준실시간 제작
(목표) 피해액 20% 경감(3년 운영시 경제성 확보)

2회/일

≤10m

≤120㎞

•지점관측 자료 기반 가뭄예경보

•면단위, 지자체 및 유역단위 가뭄 예보시스템 구축

시간

공간(m)

관측폭(㎞)

•가뭄피해조사 및 감시 한계

•전국가뭄피해 조사 시스템 구축

1회/일

≤10m

≤120㎞

•북한 접경지역 수자원변동관측 한계

•북한 물안보 상시 감시스템 구축

•해외 미계측유역 수문정보 확보 제약
(피해액) 정밀도 下, 연평균 피해액 750억

•전략국가 수문정보 독자생산 및 사업지원
(목표) 신뢰도 90% 향상, 피해액 20% 경감

•기름유출 및 확산, 폭설피해 등 국가 재난감지 시간 지연
*피해규모 최소화를 위한 지능화된 감지스스템 미비

•국가 스마트 재난감지시스템 구축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 구축
(목표) 분석 신뢰도 80% 향상 및 대응 latency 70% 향상

시간

공간(m)

관측폭(㎞)

해양

•해양재해/재난(선박사고, 기름유출 등) 탐지 대응 시스템 부재
*해양환경 변화 감시 및 대응에 필요한 정밀도 下

•해양 재난대응 시스템 및 녹조/적조 사전감지 시스템 구축
(목표) 대응시간 70% 향상 및 정밀도 1㎞ → 10m 향상

농림

•농/산림 관리를 위한 광역, 정밀 토양수분 관측시스템 미비
*농산림 지역의 광역 정밀 토양수분 자료 신뢰도 下

•농산림 정밀 경작모니터링 및 농작물 수재해 피해 감시시스템 구축
(목표) 광학위성 보완 및 연계활용 30% 향상

[그림 4] 수자원·수재해위성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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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일

≤10m

≤120㎞

시간

공간(m)

관측폭(㎞)

2회/일

≤10m

≤150㎞

시간

공간(m)

관측폭(㎞)

2회/일

≤10m

≤150㎞

수자원·수재해 관련 위성 기술동향 및 개발현황

/ 사례연구 ●●●

보다는 위성, 무인기,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난대응을

위성’을 국내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자원·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중에서 위성은

수재해 위성 개발 및 활용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가장 효율적인 관측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시·공간 관

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측특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광 센서의 조합을
통해 재해유형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재해정보를 획득하
게 해준다. 따라서, 수자원·수재해 전용위성은 다양한
탑재체와 조합 및 연계운영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로
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수자원·수재해 위성의 임무는 공공안전 확보를 위
해 ① 아시아지역 재해정보 파악 ② 정확도 높은 홍수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물 관련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관리
및 물안보 확보
•독자적인 위성기반 재난·재해 감시, 평가 및 예측시스템 구축을 통
한 선진국 위상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과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물관리
기술 개발 및 해외 물산업 진출 지원
•선진국 위주의 우주기술의 독자개발을 통한 미래 국가 발전 및 성
장 동력 기반 마련
•북한 수자원 현황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상시 정보체계 구축

예보 ③ 재해 전조감시(홍수, 가뭄, 지진, 산사태, 해양
재난 등) ④ 재해발생 시 국민 안전보장 ⑤ 광역국토 정

앞으로 위성 개발과 발사 등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보의 축적 등을 목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2회/일 영

및 인력을 감안할 때, 본 사업 착수 전 탑재체 등 기술

상데이터 취득 및 수재해 관련 주제도를 생성하여 제공

자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

하는 것이다.

료된다. 미래에는 독자적인 위성확보 뿐만 아니라 위성

이를 위해, 수자원·수재해 전용 위성 기반 융합형 수

기술 선도를 통해 전 지구 차원에서의 기후변화와 이상

재해 정보플랫폼 개발 및 위성망과 지상관측망 연계 시

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스템 구축, 지역 맞춤형 물관리 및 수재해 통합대응형
물관리 솔루션 확보 등을 목표로 중장기 수자원·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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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물산업 육성전략
- 물산업플랫폼센터 신경진*·배대현**

Ⅰ. 서론
Ⅱ. 물산업 창업 현황
Ⅲ. 물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요약
글로벌 물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솔루션 수요 증가로 매년 4%의 고속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4
차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창업, 육성, 성장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물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제도
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물 분야 스타트업은 300여개 내외로 부품·설비 중심의 제조업이 대부분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의 원천기술을 물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창구 등 창업관련
제도적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K-water는 물산업 분야의 인적, 시설 자원을 활용한 오픈 플랫폼 기반의 물산업플랫폼센터
를 개소하여, 스타트업 지원 및 사내벤처 운영 등 물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인공지능, 센
서, 사물인터넷, 드론, 고도 수처리 등 20여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였고, 전문가 멘토링과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 스타
트업의 시장 초기 진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K-water의 전문성을 살린
6개의 사내 벤처팀을 발굴하였다. 앞으로 공공주도의 보수적인 물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하
고 스타트업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자금지원 등 생태계 마련과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Ⅰ. 서론

국내기업간 거래가 46.4%, 해외수출이 1%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공공시장이며, 물순환 전과정의 생산, 관리을

2016년 국내 물산업은 매출액 기준 37조원 규모로 국
내 산업의 1.0% 수준이며, 물산업 통계조사가 시작된

위하여 제조업, 건설 및 시공업, 운영관리업, 설계 및 컨
설팅 등 복합적인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4년도 31조원에서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물

글로벌 물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7,252억 달러(한

산업의 가장 큰 수요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47.8%,

화 약 870조원) 규모로, 2030년에는 1조2천억 달러 규

* 물산업플랫폼센터 차장, kjshin73@kwater.or.kr
** 물산업플랫폼센터 차장, daehyun_bae@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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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달하며 연평균 4.0%의 고속성장이 예측되는 거대

업이 활발하다. 대표적인 물산업 강국인 이스라엘과 싱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Global Water Intelligence,

가포르는 국내 물관리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

2017)1). 기후변화에 의한 국지적인 가뭄, 홍수, 태풍 등

가나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물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수자원공사(Mekorot)

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

는 2004년 최초의 물산업 액셀러레이터1) 와텍(WaTech)

데이터, 인공지능, 센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을 설립하였고,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는 WaterHub

Things)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의 하이테크 산업

를 설립하여 자국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기술을 보

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표 1>의 GWI에서 발표한

유한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글로벌 R&D 기관을 유치하

협의의 물산업의 규모를 분석한 수치로, 농업용수와 수

고 있다. 이 외에도 GE, 베올리아, 수에즈 등 글로벌 물

력발전, 수상태양광, 수열 등 물을 매개로 하는 에너지

기업들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잠재적 벤처기업 투자와

분야와 친수사업 등 광의의 물산업을 포함시 시장규모

함께 첨단기술 스카우트를 위해 물분야 스타트업 발굴육

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과 관련된 국제 행사 및 인큐베이팅2),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VC)3) 등에 직간접적인 파트너 자격으로 참

<표 1> 글로벌 물 시장 전망
(단위: 억$)

여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도 초기 단계의 기술 개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30

발 위험을 줄이고, 물관리 기술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

합 계

7,252

7,555

7,840

8,184

8,520

12,032

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

상수도

2,908

3,018

3,121

3,237

3,349

4,588

음을 보여준다.

수자원개발

195

214

229

246

262

405

해수/기수담수화

44

49

53

54

60

217

하수도

2,750

2,878

2,975

3,114

3,234

4,582

황을 보면, 창업이 가장 활발했던 2013년에 물산업에

산업용수

1,354

1,397

1,461

1,533

1,615

2,241

특화한 전문 민간액셀러레이터가 14개였으나 2017년에

구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창업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현

는 26개로 증가했다. 물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총 투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전통적인 제조업의 변화를 이끌

금이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65~70%로 수준으로 감

고 있는 글로벌 요인으로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했음에도,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과 미시건 주 플

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다. 물

린트시의 납 오염 수돗물 공급사건, 기후변화, 인구증

산업도 예외가 아니며,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지리적으

가 등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관리 문제에 대한

로 심각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들을 선두로, 창업문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기 스타트업의 엔젤

화가 발전한 미국을 중심으로 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창

투자 현황에서도 37천여개 스타트업중 물에 특화한 스

1) 초기 창업자를 발굴,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실시하는 기업, 기관
2) 아이디어 단계의 기술을 개발, 마케팅 등 벤처회사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전, 물적 지원하는 업무
3) 벤처기업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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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문 액셀러레이터 미국의 ImagineH2O 파트너십]
Utility & Agencies

Industrial sector

Alliance Partners

출처 : www.imagineh2o.org

[그림 1] 물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현황

타트업은 500여개에 불과하나, 전체 스타트업의 평균

가장 많다. 이는 국가별 물 관리의 특수성과 산업계의

기업가치가 420만달러임에 비해 물 스타트업의 가치는

니즈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5만

$530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물분야 창업에

개 이상의 지자체로 물관리 주체가 분절되어 있고, 보

대한 관심과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적인 산업 특성으로 인해, 혁신기술의 실험적 도입

물 스타트업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경우

이 어려운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이스라

상하수도처리와 관개용수 분야가 가장 많은데 비해, 미

엘은 수처리 중심의 기술 스타트업이, 환경 문제에 민

국은 모니터링과 예측, 오염원 관리와 하수처리 분야가

감한 미국은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기기와 하수처리 설

이스라엘 물 스타트업 사례

미국 분야별 물 스타트업

ISRAELI WATERTECH COMPANIES BY SUBSECTOR
180+ innovative water companies*

Liquid/liquid, liquid/gas separations
4%

Pumps & valves
2%

Other
2%

Scalant & corrosion control
4%

Water & Wastewater Treatment
Irrigation
Water Systems
Water Network Management
Desalination
Domestic Use
Water Quality Detection

Reuse & nontraditional sourcing
4%
Leak repair, pipe replacement
5%

Disinfection
10%
Metals or organics
removal/recovery
16%

*Some companies innovate in multiple subsectors

출처 : https://www.StartupNationCentral.org

Desalination
5%

Monitoring,
forecast, & control
25%

Organic, nutrients,
& solids treatment
24%

출처 : Forbes (Lux Research,Inc 보고서 인용)

[그림 2] 물산업 스타트업 기술창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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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심의 스타트업이 발달하고 있다. 다만, 전세계 공

Government), B2B(Business to Business) 중심의

통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관

특수성과 혁신기술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보수적인 입

망 내 누수관리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이 점차 증가

장으로 시장 초기 진입이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

하는 추세이다.4)

2. 국내 물산업 창업 현황

Ⅱ. 물산업 창업 현황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부터 물산업의 성장 가능성
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있

1.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다. 2016년 환경부 주도로 발표한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

창업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하이테크 산업

략은 대구시에 위치한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소

의 일자리 증가분의 60%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기여

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

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일반 스타트업

표로 기술경쟁력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에 비해 2.76배의 높은 연봉을 지급하여 경제와 일자

물산업 진흥법 및 전담기관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

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산업 육성전략에서 보고된 국내 물산업과 기술혁신 한계

있다. 미국에서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기술기반 산업

점의 원인으로, 시장의 아이디어와 니즈가 R&D와 연계

에서 전년대비 고성장을 이룬 업력 10년 이하의 업체

성이 떨어지고, 개발된 기술도 실증시험의 수행 한계로

로 정의된다. 특히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작은 고용 규

해외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아 지식기반 하이테크 일자

물산업 육성을 위한 강소 중소기업 육성과 R&D 활성

리 창출면에서 고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면에

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혁신적인 기

서도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가 장

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창업 중심의 글로벌 물산

려되고 있다.

업 트렌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태이다. 물

국내의 경우 창업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7%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2014년부터 물산업 통계

씩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지원금도 2017년 기준 2.7

조사가 시작되었다. 2016년 물산업 통계를 근거로 전체

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

12,000여개 물 기업의 3.5%는 벤처기업5)인증을, 이노

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힘입어 물산업 분야도 창업 사

비즈6)인증은 4.6%를 지정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력

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물산업의 B2G(Business to

기준 10년7)이내 기업이 전체 30.8%으로 나타났다. 이를

4) Katie Fehrenbacher, Silicon Valley Wants to Solve Our Water Problems, http;//wwwbloomberg.com/news, 2017.12.8.
5) 벤처기업이란 첨단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인증
하는 제도로, 예비창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유효기간 2년
6) 이노비즈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설립 후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 혁신성,
사업성, 경영능력, 경영성과, 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 유효기간 3년
7) 업력에 따른 스타트업 구분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지원 기준은 7년, KOICA의 스타트업 지원사업 기준은 10년
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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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물 관련 스타트업은 대략

기존 사업단지

150~300여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최종 수요처로

통합물관리사업

물관리를 위한 기업 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농업, 식품,

건강한 물공급사업

바이오, 헬스케어 등 물을 매개로 하는 인접 산업군내

청정에너지사업

포진한 기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IT, 센서, AI, 빅
데이터, 신소재, 스마트 기계부품 등 원천기술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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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사업단지
기존

생명을 지키는 물
Water
Circle
Cirde

물순환

가치를 만드는 물
Water
Value
가치창출
Water
Platform
플랫폼

수변사업
해외 · 북한사업

경제를 키우는 물

Circle
※ Water Cirde(수자원+수도),
Water Value(수변도시+에너지), Water Platform(물산업 육성)

하면서 물 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피봇팅(Pivot)8) 활동
을 수행중인 스타트업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K-water의 물산업 육성노력

출처 : K-water 내부자료 (2016.11.15. K-water 이사회 의결)

[그림 3] K-water 전략사업단위(SBU) 신설

은 결국 우리나라의 물산업 생태계(Water Industry
Ecosystem)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창업에서부터 해

1967년에 창립된 K-water는 2017년에 창립 50주년
을 맞이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
후 K-water의 미래 50년을 만들어나갈 비전을 수립한
바 있다. K-water는 앞으로 메가트렌드가 가져올 미
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요구
를 반영하여 3가지 지향점을 설정하였는데, 자연과 인
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Water Circle, 물의 가치를 극대
화하는 Water Value, 물산업과 혁신기술의 융합을 촉
진하는 Water Platform이다. 이에 맞추어 K-water

외진출까지 물산업과 관련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water는 Water Platform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9월 기존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제도
를 확대 개편하여 [그림 4]와 같이 물산업 중소벤처기
업에 대한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중소기업에 테스트
베드와 성능검증을 위해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 제도 운
영,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지원 업무 강화를 통하
여 물산업플랫폼센터를 개소하였다.

는 기존의 사업단위를 3개의 전략사업단위(Strategic
Business Unit, SBU)로 개편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Water Platform 사업단위로서, 국가 물산업 육성의 앵

단위 플랫폼

개방 · 공유 · 소통 프로그램

① 동반성장 플랫폼

· 성과공유제, 민관공동
민관공동기술개발,
기술개발,구매조건부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
· 본사 및 권역별
권역별 ‘중소기업
'중소기업 원스톱
원스톱 종합상담창구’
종합상담창구'개소
개소

② 혁신기술 플랫폼

· K-water 111개 실증 Test-bed
Test-bed 제공
제공및
및기술
개술··지식
지식이전
이전
· 국내외 물산업
물산업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허브와
허브와협업체계
협업체계구축
구출

③ 벤처창업 플랫폼

· 사내외 혁신 스타트업 육성, 발굴 지원
· 물산업 혁신창업 공간 및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④ 해외수출 플랫폼

· 해외시장 심층조사 및 국가별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新시장 개척

커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Water Platform 사업전략은 스타트업 등 하이테
크 물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
아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물시장에 우리나라의 스
타트업 및 중소벤처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K-water의 이러한 Water Platform 전략

[그림 4] K-water 물산업플랫폼센터의 단위별 프로그램

8) 피봇팅이란 스타트업이 기존 사업모델과 목표시장을 전환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설정하는 활동이나, 본고에서는 기존 사업영역의
확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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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벤처창업 플랫폼은 4차산업혁명과 원천기술을

협력 스타트업이 보유한 원천기술의 특성을 보면 인

보유한 사외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물산업 분야 진입을

접한 산업군간에 융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한 피봇팅과, 스케일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

예를 들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수제어설비와 상수

그램과 물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내벤처팀을 발굴·지

도 급배수관망 제어설비는 용처가 상이할 뿐, 근본적으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고에서는 물산업플랫폼센터의

로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제약 및 식음료산업

적극적인 국내 물산업육성의 방안인 스타트업 지원과

에서는 미생물 오염 여부를 감시하는 센서와 딥러닝 기

사내벤처 지원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술의 수처리공정 단계별 미생물 활성화 여부를 감시 장
비로써의 활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 4>에 20개 스

가. 혁신 스타트업 육성·지원

타트업의 기술·제품 특성과 검토되고 있는 물산업에

물산업 분야 적용이 가능한 혁신 스타업을 발굴하여

서 적용방안을 정리하였다.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는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
사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 방식으로 관계자
들과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주선하고 있다. 또한
K-water는 2018년 8월까지 총 20여개의 유망 스타
트업을 발굴하여 2년간의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표 4> K-water 협력 스타트업의 보유기술
기술명
실시간 중금속 모니터링 시스템 (LIBS)
정수 및 하수처리 데이터 처리 플랫폼

혁신기술

물산업 적용

센서, 빅데이터 수질모니터링
AI, 빅데이터

스마트워터그리드

농업용 스마트 원격 관수·관비 제어 시
스템

IoT-밸브, 센서,
관망감시제어
저전력

간 발굴된 스타트업들을 산업기술체계에 따라 분류하

음용수내 박테리아 실시간 검출 시스템

센서, IoT, 빅데이터 수질모니터링

면 IT, 기계, 부품 설비 위주의 스마트 팩토리(Smart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Factory)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시스템

센서, IT
드론,영상처리
플랫폼

건설관리
건설현장,
하천댐 모니터링

이물질 제거가 간편한 원터치 스트레이너 IoT, 스마트밸브 수처리 설비 자동화

<표 2> 보유기술 업종에 따른 스타트업 구분
구분

AI/빅데이터 지능형센서

기업 수

4

3

스마트공장
7

안전

에너지

4

2

막히지 않는 금속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
계

비소 정수처리 시스템

20

IoT 네트워크 자가망 솔루션 구축
인공지능 영상처리 통합 시정계 시스템

물산업의 분야별 수요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상하

사용자 중심 IoT용 HW, SW

상하수도

수자원 관리

건설관리

에너지

계

기업 수

12

4

1

2

20

126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설비 자동화

광학기기, 센서,
환경측정장비
IoT
IoT, 센서

수처리 설비 자동화

태양광패널

신재생에너지

고전압 이용 물 클러스터 해리 전처리장비

고도수처리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나노분광센서 제작 원천기술

나노센서

全산업군

수중구조물 안전점검용 수중드론

구분

소규모 수처리 설비

IT

고효율 태양광 모듈, 슈퍼 커패시터 에너
지저장장치(ESS)

정, 감시 모니터링, 제어 등 플랜트산업의 특성으로 인

<표 3> 물산업 수요처에 따른 스타트업 구분

고도수처리

건설관리,
하천 모니터링

장체공, 고속비행 드론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수처리 설비 자동화

드론

수도가 12개사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처리공

한 공정단계별 관리항목이 많기 때문으로 해당 산업의

신소재

드론

수중시설물 관리

고효율 오존용해 TOD시스템

오존설비

분산형 소규모
수처리 설비

1kW 이하 모듈형 소형 수력발전시스템

수력발전

보급형 소형
수력발전설비

K-water
K-water물산업
물산업육성전략
육성전략

/ 사례연구 ●●●

20개 스타트업의 일반현황을 보면 설립기준 3년 미

후속지원의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창업공간 제공, 분

만 7개사, 3~7년이 12개사, 10년 미만이 1개사로 7년

야별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테스트베드 제공, 국내

미만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CEO는 40세 이하가

외 주요 해외 컨퍼런스와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간

6개사, 40세 이상이 14개사로 기술창업의 일반 특성과

접적인 투자지원 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술력 확보측면에서 살펴

협력 스타트업 제도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가장 큰 니

보면 70%가 벤처기업 등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

즈는 테스트 베드 제공에 의한 기업의 기술·제품 성능

든 기업이 자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검증 기회 제공이다. 테스트베드 제공은 <표 6>과 같이

특히, 8개 기업은 대덕연구단지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R&D 기관들의

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

연구 성격의 데모 플랜트 시험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었

다. 평균 임직원수는 6인으로 스타트업 창업 초기단계

으나, 제품의 실제 생산라인인 실증 플랜트 제공을 통

로 CEO가 개발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를

해 제품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일반적

테스트해볼 수 있다. 반면 잠재적 수요자인 K-water

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는 혁신적인 제품의 성능을 사전에 테스트 해볼 수 있

K-water의 스타트업 지원사항은 크게 발굴, 육성,

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기존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일
환인 성과공유제와 유사한 성격이나, 성능이 입증되면

<표 5> 단계별 물산업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구분
발굴

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

·SNS, 포털 등을 활용한 공개모집 및 추천 등

스타트업 선정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협약 체결
창업공간 제공
진단 멘토링

육성
(2년)

후속
지원

세부내용

계약으로 바로 연결되는 성과공유제와는 달리 테스트
베드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은 원하는 기업이 일정 조
건 충족시 심사를 거쳐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는 데 의
의가 있다.

·육성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간 협약(2년)
·입주사무실 제공(본사 또는 현장)
·기업의 단계결정,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개별
미팅

<표 6> 테스트베드 제공 시설 현황
구분

지원사항

현장 시설견학

·댐, 상하수도 등 현장 시설견학 제공(월1회)

모형플랜트

테스트베드,
기술성능확인

·K-water의 전국 현황 및 연구시설을 활용,
참여기업의 실·검증 우선 참여(기업당 1회)

모형플랜트(2,000㎥/일) 3개소, 진단장비 41종 56대,
성능평가장비 101종

실증플랜트

분산형 테스트베드 101개소, 유량계 21백여대,
수질측정기 19백여대

국외 전시회,
·국내외 EXPO, 바이어 미팅 및 프로모션 기회
비즈니스미팅 등
제공

관망설비

관망시설 모형플랜트, 누수탐사 시험장,
누수센서 등 16종 28대

데모데이

·우수 선발팀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 및 참가지원

K-water
중소기업 지원

·운영중인 중소기업대상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원
(성과공유제, 민관공동투자 등)

네트워킹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마련하여 협력 스타트업
에게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증진 기회제공

Value-up 지원

·우수 선발팀을 대상으로 Tips 프로그램과 연계,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Value-up 지원

접적인 투자지원, 성과공유제 등 공동 R&D 수행 등에

·창업관련행사, 협력 사업 등 정보 수시 공유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제공

수질분석장비

수질연구센터 및 6개 수질검사소, 수질 정밀분석장비
140종 710대

그 외, K-water의 직접구매를 통한 판로 확보,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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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동반성장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나. K-water의 사내벤처 육성

사업목적

사업내용

1) 사내벤처 지원제도 마련

K-water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민관공동투자 으로 협력펀드 조성자금 활용하여
기술개발 사업 기술개발 지원
*수의계약 3년

최대 2년, 10억 이내
총사업비 75%이내 지원
(K-water 37.5%, 정부
37.5%)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K-water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중기부에서 매칭
자금 지원
*수의계약 3년

최대 2년, 5억
총사업비 75%이내 지원
(K-water 10%, 정부
65%)

성과공유제

K-water와 중소기업간 공동혁신
활동으로 기자재 원가절감, 품질향
2년간 수의계약 가능
상을 도모하고 성과 공유
*수의계약 2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창업 현황을 살펴보
면 물산업과 관련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2015년에 국내 스타트업 1,635개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Mobile App 분야 12.2%, IoT/웨어러블 분
야 9.1%, 빅데이터 분야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현황 조사를 살펴봐도

그러나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업력 7년 미만으로 기

정보통신, 일반제조, 생명공학 분야로 나타났다(2015

술성숙도 평가에 의하면 T2(실험단계)~T3(시작품 단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2016.1). 이와 같은 스타트

계)로 동반성장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이 시제품의 신뢰

업 관련 조사 및 통계가 물산업 분야를 특정 카테고리

성 평가 또는 인증단계인 T4(실용화단계)에 불과한 점

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

을 감안시,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선정 혜택을 받

려우나 물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히 전개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지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사항으로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최소기능제품(MVP,

물산업 자체는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성장잠재력

Minimum Value Product) 제작을 통한 시작품 제작 단

을 가진 것으로 빈번히 조사·보고되고 있는 반면, 물

계 최소화, 물산업 현장 이해도 제고를 통해 보유기술

관련 국내 스타트업 창업이 아직까지도 기대만큼 활발

의 다양한 피봇팅 탐색 기회 제공, 스타트업간 네트워

하지 않다는 불일치에 있어 K-water의 고민이 있다.

킹 유도로 신제품 개발 기회 제공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물

9단계
8단계
7단계
6단계

사업화

5단계

시제품 인증

4단계
3단계

시제품 성능평가

2단계
1단계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기본성능 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개념정립
기초실험
T1

T2

T3

T4

T5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양산단계

[그림 5] 단계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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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라는 도메인(Domain, 분야)이 가진 특성에 기인

특히 사내벤처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장 3

하는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물산

년의 창업휴직제를 도입하였고(2017년 12월), 나아가

업은 공공부분(국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

창업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

도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물 관리·공급 분야의 문제

였다(2018년 6월).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의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창업이 활발하지 않았다. 또

수 있었던 배경은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

한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기술 기반의 산업 특성은 도메

한 K-water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경영진의

인 외부의 전문가 또는 혁신가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공감대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스

한편 K-water의 사내벤처 추진에 때마침 정부의 지

타트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해당 산업의 도메인 전문

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

가(Domain Experts)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

다. IoT·센서, 빅데이터, AI(Artificial Intelligence,

리 창출을 위해 「2018년도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력을 보유한

사업」을 마련하고 동 지원사업의 사내벤처 운영기업9)을

솔루션 전문가들과 산업 분야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축

모집하였다.10) 동 지원사업은 운영기업이 발굴하여 추천

적한 도메인 전문가들의 결합은 딥테크(Deep Tech) 스
타트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K-water는 창립 50년을 넘어선 물 전문 국가공기업
으로서 물관리 도메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다수의 전

- 물산업 스타트업 지원 및 사내벤처 운영 업무 전담부서(물산업플랫폼센터
창업혁신부) 신설
- 벤처기업 지원 업무기준 마련(`17.11)
- 물산업 혁신창업 지원방안 수립·이사회 보고(`17.12)

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에서부터 수처리 및

- 창업보육공간인 ‘K-water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17.12)

용수공급과 하수처리에 이르는 물 순환의 전 과정에서

- 사내벤처를 통한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휴직제 도입(`17.12)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4천명 이상의 기술·연구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K-water는 물산업 분야
의 혁신창업 생태계에 도메인 전문가를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천이라 할 수 있다. K-water가 사외에서
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내벤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배경
에는 이와 같은 고민과 의지가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K-water는 사내벤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
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다([그림 6] 참조).

* 창업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18.6)
- 민간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인 ㈜컴퍼니비와 업무협약 체결(’18.2.27)
- K-water 정부의 사내벤처 지원사업 운영기업 선정(`18.5)
- 「K-water 이노베이션 2.0」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통한 사내벤처 창업교육
수행(`18.4~7)
- K-water 사내벤처 내부선발(`18.6~7)
- 중소기업벤처부 「2018년도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에서 K-water
사내벤처팀 6개 최종선정(`18.9)
- 「2018년도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 전담기관(대·중소기업·농
어업협력재단), 6개 사내벤처팀 및 운영기업(K-water) 3자 간의 협약 체
결(`18.9)

[그림 6] 사내벤처 지원 현황

9) 정부와 협력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1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50호(2018.1.31.), 동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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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내벤처팀을 정부가 심사·선정하여 사업화 및 분

업부에 추천하고, 7개 팀의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정

사(Spin-off)·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

부 대면평가 대비를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12)의

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사내벤처팀당 1년간 최대 2억

2018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제1차 사내벤처팀

원(정부지원 1억원, 운영기업 1억원)이다.

선정결과, 18개 운영기업의 총 41개 사내벤처팀이 최종

K-water는 사내벤처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
으로 물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선정되었으며, K-water가 추천한 7개 팀 중 6개 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실행계획, 민간창업 기획사(액셀러레이터)인 ‘㈜컴퍼니

K-water 제1기 사내벤처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비’와 함께 설계·운영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등을

되어 추진된다. 최종 선정된 6개 사내벤처팀과 운영기

높게 평가받아 2018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 휴맥스 등

업(K-water), 그리고 동 지원사업의 전담기관(대·중

21개 기업과 함께 사내벤처 운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3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내벤처 운영기업 선정을 통해 K-water는 사내벤처

(2018.9). 동 협약은 사내벤처 지원사업의 성실한 수행

팀 육성계획과 지원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을 위한 주요사항(재원 출연, 사업기간 1년, 사업수행

라 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사업에 사내벤처팀을 추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018년에 최종 선정된 K-water 사내벤처 6개 팀
의 팀명과 사업아이템은 <표 8>과 같다. 사업아이템

2) 사내벤처 선발 및 향후 추진계획

은 대체로 사내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2018년 K-water는 기존 내부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물 관리 및 공급 분

인 ‘창의·혁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처음으로 ‘사내벤처

야에서의 관망 관리, IoT 센서, 에너지 절감, 시설운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K-water 이노베이

영 안정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최근의 환경정책(1회

션 2.0」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운영하였다. 창업 전
<표 8> K-water 제1기 사내벤처팀

문가를 초청하여 사내벤처 창업에 필요한 다양하고 필
수적인 정보와 지식을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전과정의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실시
한 13주차 과정을 통하여 참가직원들은 관련 지식을 습
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아이템을 구체화하고 비

팀명

사업아이템

Career Chain

상수관망 감시 및 누수 분석을 위한 유속(流速) 발전기 내
장형 실시간 원격 관망 감시 장치 개발

세종강우

국제기준 ‘0.1㎜’ 정확도에 맞춘 전도식(顚倒式)과 무게식
혼합형 강수량 측정시스템 개발

Water-Friend

1회용 컵 사용규제에 따른 오염분해형 초음파기술과 살균
형 플라즈마 기술을 융합 적용한 텀블러 자동세척기 개발

펌프케어

대규모 장치산업(250kW이상)용 대형펌프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현장맞춤형 임펠러 조정장치 개발

워터아이즈

상수도의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수압 등 다항목 측
정을 위한 관로 부탁형 멀티센서의 IoT 기반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 개발

Water-Tech

펌프-관로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충격 장치 진단
시뮬레이터 개발

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완성까지 빠른 시
간에 준비할 수 있었다.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사내벤처팀 내부선발을
진행하였는데, 「K-water 이노베이션 2.0」 프로그램 참
가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13개 신청팀 중 7개 팀을 발
표·면접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여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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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water 내부자료

K-water
K-water물산업
물산업육성전략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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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컵 사용규제)에 부응하는 아이템도 보인다. 각 팀

로 집중되어있으며, 과학기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

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팀의 총 참여인원

화관광체육부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은 14명이다.

의 창업지원 직접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물산

K-water의 6개 사내벤처팀은 팀별 여건에 따라 10

업 육성관련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창업관련 투자 및 융

월초에서 12월에 착수할 예정이며, 착수일로부터 1

자 예산으로 환경산업육성융자(34억), 미래환경산업펀

년 간 인사발령을 통해 사내벤처 업무에 전념하게 된

드(130억)를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물산업 분야에 창

다. 활동기간 동안 사내벤처팀원은 직원 신분을 유지

업을 유도하고 혁신기술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

하며 운영기업인 K-water가 마련한 창업보육 공간

기적인 공모전과 창업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등 정책적

(K-water 스타트업 허브 등)에 입주하여 사업화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2억원)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등 분사·창업을 준비

또한, 스타트업, 투자자, 기업가, 언론, 일반 대중들

한다. 동 기간에 운영기업인 K-water는 사내벤처팀이

이 한자리에 모인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

이 요구된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한 선진국의 경

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3개월 주기로 진행상황에 대한

우 관계자들의 기술개발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비즈니

평가를 실시한다. 1년간의 사내벤처 기간의 종료 시점

스 모델 구상, 시장 현황 파악, 공급자와 수요자간 네

에서 사내벤처팀은 법인을 설립, 분사하며 사내벤처팀

트워킹 주선을 위한 글로벌 전시회 개최와 참여가 활성

원은 최장 3년의 창업휴직을 할 수 있다.

화 되어 있으나,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당 평균적

K-water는 2018년 제1기 사내벤처를 시작으로 매년

인 글로벌 연결고리는 2.1개로 세계평균 6.3개와 비교

제2기, 제3기의 사내벤처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육성

하여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물산업 스타트

해 나갈 계획이다. K-water 사내벤처는 이제 막 시작

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해외시장 진출임을 감안하면 국

하려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사내벤처 운영의 궁극적인

내에서도 대규모의 전시회, 피칭대회, 멘토링, 워크숍

목표는 사내벤처팀이 분사하고 성공적으로 고속성장하

외에도 소규모, 비정기적인 오픈 네트워킹 행사를 활발

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 분야 또는 사회의 문제

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가치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글로벌 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로는 미국의 TechCrunch,
유럽의 Web Summit, Slush 등이 알려져 있으며 2013
년 182개에서 2017년 3,730건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Ⅳ. 물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물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중 정부의 자금지원확대와 기업간 정보교류를 위
한 네트워킹 활성화가 아쉬운 상황이다.
현재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중소기업벤처부

<표
부처별 창업
창업지원사업
지원사업
<표9>
9>’18년
‘18년 중소벤처기업부 외 부처별
부처

농식품부

문체부

과기부

고용부

분야

농식품벤처 공모,
판로개척, 인턴제 등

관광벤처 및
콘텐츠 공모전

ICT특화

소셜벤처
창업 지원

연간 예산

48억원

37억원

131억원

182억원

대표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관광공사

정보통신산업 한국사회적
진흥원
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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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
아 지역내 스타트업 이벤트도 2013년 1.6%에서 2017년
11.0%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술교류의
당초 목적과 함께 투자유치를 수반하여 창업 활성화 측
면에서 물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컨퍼런스나 액셀러
레이터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국내에서 시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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