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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에서는 물관리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물관리와 관련
한 기본법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조 내지 제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량’, ‘수질’, ‘수재해’로 나뉘

26조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어 각각 관리되어 왔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뿐만 아니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물관리에 대한 최고

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다수의

의 기관임을 전제로 부처 간 물관리 업무의 유기적 추

부처가 물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 왔다. 이처럼

진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관리를 유역단위로 한

물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7조

부처별 업무 간의 연계부족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

내지 제31조에서는 물관리기본계획을 규정하면서 이

의 수립ㆍ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다원화된 물관

법의 기본계획이 다른 모든 물관리 기본계획의 근간임

리 업무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물

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32조 내지 제34조에서는 물

관리일원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소관법률을

관리 분쟁조정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물값, 댐용수 등 물관련 분쟁을

마침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기본법」이 의결되고, 2018년 6월 12일 공포되었다. 이

겪어 왔던 사회상황에서 분쟁조정으로 돌파구를 찾으
려는 시도로 보인다.

물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은 물관리일원화에 초점을 맞

전체적으로 기본법으로서의 내용과 위상을 갖추고

추어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8조 내지 제19

있고,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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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정 등에 있어서

준입법기능, 준사법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

는 물관리위원회의 위상에 맞지 않는 기능이 부여되어

이 원칙이다.1)

있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비추어볼 때 형식적인 기관
으로 자리매김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2) 자문위원회

몇몇 법적 공백을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다. 이하에서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는 이러한 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

고자 한다.

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이다. 자문위원회는 성격에 따라

Ⅱ.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협의의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로 세분된다.
협의의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

1. 행정위원회로서의 물관리위원회

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위원회로 다시 순수자문위원회

가.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와 심의조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순수자문위원회는 행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위원회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되

정기관에서 상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의결의 형

며 특정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실

태를 띠더라도 그 결과로서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하

과 목적에 대해 복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행정기관의

는 위원회이다. 심의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신중하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고 공정한 권한행사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

이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
다. 다만 의결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행정

1) 행정위원회

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는 위원회이다. 이는 법령상 ‘심

행정위원회는 위원회 중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

의ㆍ자문’, ‘심의ㆍ조정’, ‘평가’, ‘조정’ 등으로 명시된

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

경우가 많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다. 행정위원회는 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

그리고 의결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

행정기관이므로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산하

으로 기속하는 위원회로 법령상 ‘의결’, ‘결정’, ‘재결’,

에 보좌기관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판’, ‘심사’, ‘분쟁조정’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2)

행정위원회의 기능은 각 행정위원회에 따라 다르지

행정기관의 법령상 행정권한 사항 중 법령에서 위원회

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신중성, 창의성 및 중립성을 확

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그 의결

보하기 위하여 합의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적 구

의 결과로서 행정기관에 대해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사

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집행기능,

실상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 Ⅱ」, 법문사, 2010, 55면.
2) 김명환ㆍ강제상ㆍ김동현,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호, 한국국정
관리학회, 2008. 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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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년 6월 말 기준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

다.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행정안전부가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

1) 기능 측면

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총 19개이며,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등 2개의 행정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

●●●

행정위원회로 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법령에
서 직접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4)
그렇지만 법에서 직접 행정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을

원회 등 17개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표 1>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18. 6월 말 기준)3)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립근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3ㆍ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제13조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우주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제12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회기본법 제23조

정책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3)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https://org.mois.go.kr/org/external/about/CommiteeIntro_sub04.jsp)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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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제정안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을 살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임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유역물관리위원장은 환경부

앞에서 행정위원회로 분류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장관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행정기

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면서 안

관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경우 행정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위원회 기능으로서 강제력, 집행기능, 결정권한, 처
분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물관

제21조제4항과 안 제23조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위원
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경우 위원장의
위원회 대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
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
임’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음.

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애매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22조5)의 기능을 보면 강제력이나 결정권한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로 봐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많이 참고가 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

특히 제22조 규정 가운데 제3호인 ‘수계별 유역 범위

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인데 기능의 해석에

의 지정’과 제4호인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의해 행정위원회로 분류된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

이동’에 대한 심의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면에서 볼 때 행정위원회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입법 취지 측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물관리기본법 검토보
고의견서」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F8M0V5K2K4N1H8X0N1O1F8I5Q6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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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보는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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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상의 물관리위원회의 단점

근거로는, 무엇보다도 제2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관리위원회는 종래 다

부ㆍ처ㆍ청이 제정하는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심사분

른 물이나 환경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석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

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래의 관념에 입각하여 조직이 설계되고 다른 자문위원

이나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도 의미심

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장한 중요한 의결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위원

왜냐하면 법령 규정 형태로 볼 때, 이 위원회는 종래의

회로 봄이 타당하다.

민ㆍ관 합동위원회의 조직형태, 즉 종래의 자문위원회
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

2. 위원회의 권한 범위ㆍ기능에 있어서의 장단점

문이다.

가. 물관리위원회의 장점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

1)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 측면

직속의 법정위원회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유

물관리위원회를 법정 상설기구로 설치한 것은 큰 진

사한 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종전에 물에 관한 이

전이지만,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각부장관 및

와 같은 전문적인 위원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각계의 민간대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이 기구가 명실

및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국제적

공히 상설기구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

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창설된 위원회이다. 이에 앞으로

까 생각한다. 우선 국무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7개 부

담당할 역할을 감안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처 장관 및 각 기관의 장 등이 이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

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상

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위기관으로서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의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2명 포함,

특히, 중앙물관리위원회를 보면 물과 관련한 중요 부

30명 이상 50명 이내이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

처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

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의 정합성 때문에 30명 이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

상으로 부득이하게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

위원장 4명, 기상청장, 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장,

다. 그러나 30명의 위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회의가

한국수자원공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수력원

과연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

자력주식회사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각 유역별 물관리위원

물관리 현안을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반영할

회도 동일하게 위원장 2명 포함 30명 이상 50명 이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면 여러

인데, 여기에서는 중앙물관리위원회와 같이 당연직 공

관계 부처의 의견으로부터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기 때

무원 위원이 많지 않은데도 굳이 30명 이상으로 인원을

문에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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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2호

이토록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상당히 많은 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필요한데, 국가의

먼저, 입법 발의 당시에는 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중요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제33조 제5항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을 두었다.

민간위원을 물관련 전문가가 아닌 언론계나 학계, 시민
단체 등 각계 대표하는 인사들로 형식적으로 구성할 경

물관리기본법 제33조(조정의 처리)

우에는 행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⑤ 제4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

은 난망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의 기능 측면
행정위원회는 기능면에서 볼 때 법적 구속력 있는 결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 당시 다음과 같은 이유
에 의해 삭제되었다.7)

정권은 물론, 집행기능, 준입법기능, 준사법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자
문위원회는 법령에서 심의, 자문, 평가, 조정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신중하고 공정한 권한행사를 위하여 위원
회에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가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한다.
물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기본계

안 제33조제5항은 물분쟁 당사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조정 조
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분쟁조
정만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의 위원도 다양
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
정 조서의 효력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재판청구권

획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을 제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 삭제의견을

만 가지고는 행정위원회로서의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

제시하였음.

다. 그러나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이나 ‘물의 적정배
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그러나 준사법적 기능에 해당하는 위 조정기능에 대

와 같은 기능은 행정위원회로서의 중요한 기능으로 볼

해 다른 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가 아

수 있고, 이것을 동위원회에 부과한 것은 그 위상 측면

닌 ‘민법상 화해’로 간주하여 거의 유명무실하게 한 것

에서 매우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은 행정위원회의 위상에 맞지 않는 매우 아쉬운 입법적

다만 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 등을 볼 때 조정제도에 상

하나가 물분쟁 조정이고, 물관리와 관련한 물관리위원

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다른 위

회의 기능에는 분쟁 조정이 필연적으로 부합할 수밖에

원회에서의 조정이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을 감안할 때

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F8M0V5K2K4N1H8X0N1O1F8I5Q6X8 「물관리기본법 검토보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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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까 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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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조정의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법

한편 행정위원회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심의

정계획들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지켜 수립되어

등에 앞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르고 내용이 다소 다를 수

행 법률에서는 조사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

밖에 없는데, 각종 보고서9)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

은 한계가 있다.

여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보고서10)에서는 아래의 <표 3>과 같은

Ⅲ. 물관리기본법과 다른 법정계획
과의 관계

문제점을 지적한 후, 물관리기본계획(신설), 수자원ㆍ물
환경보전계획(신설), 댐건설장기계획(존치), 수도정비기
본계획(폐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폐지), 전국수도종

1. 물관련 주요 법정계획 현황

합계획(존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존치) 등 계획별로

현 정부 들어 정부조직 업무 조정 결과 물과 관련한

존치해야 할 것 그렇지 않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상당히 많은 업무가 환경부 소관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한 계획연도를 2021년~2030년 등으로 조정하고, 타

물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농

부처와의 물관리협의조정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통합

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화를 주장하였다.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물관련 법정계획을 규정하고 있
는 물관련 법률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위의 법정계획들은 모두 법에 따라 반드시 두
어야 하는 의무규정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법률상 중

비록 물 분야가 사회 전반과 정부의 업무기능에 미

요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동안 물관리 기본원칙 혹은 물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서로 의미가 있는 다른 내용을

관리기본법의 부재 속에서 이처럼 많은 법률이 물 정

기본계획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책과 연관되어 있고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

이것을 폐지하거나 일치시키거나 하는 데에는 무리가

점은 가히 놀랄만하다. 각 부처별 법정계획 현황은

따를 수밖에 없으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매우 힘겨

<표 2>와 같다.

운 문제가 발생한다.

2. 법정계획의 남발 및 충돌에 관한 문제

3. 입법적 해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량-수질-수도와 관련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최근 입법경

어 수립되어 있는 법정계획도 각각의 기간을 달리하여

향에 따라, 물관리기본법에서 기본계획을 통합ㆍ조정

수없이 많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복으로 인해

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물관리기본법

8) 예를 들어, 김익재 외,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KEI정책보고서, 2017; 이기영 외,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
리적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2013.
9) 김익재 외, 전게 보고서, 2017, 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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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관련 법정계획 현황10)
법정계획 종류

관련 법령명

해당조항

관할 부처

제25조

국토교통부

제26조

국토교통부

제17조

환경부

제18조

환경부

제4조

환경부

제6조

환경부

제6조의2

환경부

제14조

환경부

제17조 제1항

환경부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제23조의2

환경부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제24조

환경부

제27조의2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제53조의3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제4조 제1항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하천시설비상대처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지역지하수관리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복원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지자체)

환경부
지자체

수도법

전국수도종합계획

제5조

환경부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제6조

지자체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제4조 제1항

환경부

제4조의2 제1항

환경부

제5조 제1항

환경부

물재이용 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환경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부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환경부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환경부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환경부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환경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온천발전종합계획

온천법

제3조의2 제1항

행정안전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

행정안전부

제6조 제1항

행정안전부

제7조 제1항

행정안전부

제8조 제1항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소하천정비법

10) https://www.water.or.kr/law/law/law02.do?seq=423&p_group_seq=161&menu_mode=3 에서는 개정전 법률에 따라 현황
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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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량-수질-수도 국가(법정)계획 현황
구분

근거법

계획 연도

비교(주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법

2001~2020 (2016~2020)

20년/1970년 시행, 1999년부터 법정계획

하천유역 치수계획

수자원법

신규
(유역치수종합계획)

10년/5년,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대상

댐건설장기계획

댐/지원법

2012~2021

10년/5년

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법

2012~2021

10년/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2015~2025

10년/5년, 수자원공사법(광역상수도/공업용수)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수법

2016~2025

10년, 대권역/중권역/소권역관리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법

2016~2025

10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법

2007~2016 (2017~2020)

최초 물절약종합대책(2000~2006) 수요관리목표제로 전환

국가하수도종합계획

하수도법

2016~2025

10년

지하수수질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2013~2022

지하수법 내용의 수질관리/정화계획(환경부장관 수립)

물재이용기본계획

물재이용법

2011~2020

10년

수질오염총량제도

4대강법

1~3단계

유역별/지역별로 상이(정부 물관리계획과 지자체 행정제도 따로)

제27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다른 물

이러한 입법방식은 물관리기본법이 국가의 물관리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관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법임을 감안할 때 매우 타

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며, 나아가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

까지 받아야 한다.

에 있어서만큼은 물관리위원회가 상위의 심의기관이

나아가 제4항에서 보듯이 물관리위원회가 심의 과정

자 행정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서 다른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보통 기본계획의 심의만 가지고는 행정위원회로 볼 수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고, 관계 기관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기속됨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신법 우선의 원칙, 기본법 우선의 원
칙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도 국가물관리기본
계획이 가장 우선하는 기본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
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나 위원회 심의까지 받도록 하기 때문에 모순될 일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법률 시행 이후 다른 관계 중앙행
정기관이 물관리 관련 계획 수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모순되면 효
력이 없을 것이다. 또한 모순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변경을 요구하면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불일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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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다른 기본계획의 비교 분석

되는 사항 및 정책방향을 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기본계획의 방향성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가장 심플하게 기본적

물관리기본법이 물과 관련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인 정책 방향만 기본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법령의 기본

라는 위상을 감안할 때,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기타

계획에서 이를 쉽게 반영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 반

물과 관련한 다른 법상의 기본계획의 기본이자 근간이

면, ② 한편으로는 기본계획에 들어갈 만한 많은 사항

되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3항에서, 다른 물

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종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 국가계

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획과의 부합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이 점
을 반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에

나. 일본 물순환기본법 기본계획과의 비교

서 물관련 기본계획을 열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물순환기본법을 2015년 9월 11일 제정ㆍ공

상황이 이렇다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그 내용면

포하고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

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포섭할만한 기본적이고 근간이

계획에 대하여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표 4>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일본 물순환 기본계획의 비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일본 물순환기본계획(水循環基本計 )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ㆍ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ㆍ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
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
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
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부는 물 순환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 순환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이하 "물 순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정하여야 한다.
2 물 순환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一. 물 순환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二. 물 순환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
야 할 시책
三. 제2호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물 순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내각총리대신은 물 순환 기본계획안에 대해 각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물
순환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물 순환에 관한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물 순환에 관한 시책의 효과
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대체로 매 5년마다 물 순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
여 필요한 변경을 한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물 순환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7 정부는 물 순환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도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그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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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를 우리 물관리기본법과 비교해보면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자칫하면 기본계획이

음과 같다.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흘러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위 조문의 규율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기

못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 어떤 사항을 정할지 애매할

본계획에 대해 굉장히 기초적인 사항 3가지, 즉 ① 기본

수 있으며, 다른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못하

적인 방침, ②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는 있으나마나 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우리

할 시책 ③ ‘②’ 이외에 물 순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나라에서는 국가의 물관리 관련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

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

면서 종합계획으로서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가이드라

하고 있다. 더구나 ①과 ②는 방침과 시책인데 비하여,

인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과는 달리 보다 종합적인 계

③은 기타 여러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일반

획으로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항이다. 이 경우 장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고생

한편 일본에서 물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물

이 덜하며 다른 기본계획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순환기본계획의 구조와 우리 기본계획을 비교해보면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량권을

<표 5>와 같다.

<표 5>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일본 물순환 기본계획의 구조 비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ㆍ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ㆍ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상황 평가계획

일본 물순환 기본계획 내용
<총론>
물순환과 우리들의 관계
물순환기본계획의 중요성, 대상기간과 구성
<제1부> 물순환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 방침
1. 유역에서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관리
2. 건전한 물환경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구조의 적극적인 추진
3. 물의 적정한 이용 및 물의 혜택 향수의 확보
4. 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건전한 물환경의 유지
5. 국제적 협조 하에서의 물순환에 관한 구조의 추진
<제2부> 물순환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1. 유역연대의 추진 - 유역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관리 구조
(1) 유역의 범위
(2) 유역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관리의 고려방법
(3) 유역 물순환협의회의 설치와 유역물순환계획의 책정
(4) 유역물순환계획
(5) 유역물순환계획의 책정 프로세스와 평가
(6) 유역물순환계획 책정ㆍ추진을 위한 조치
2. 저류ㆍ함양 기능의 유지 및 향상
(1) 삼림 (2) 하천 등 (3) 농지 (4) 도시
3. 물의 적정하고 유효한 이용의 촉진 등
(1) 안정된 물 공급ㆍ배수의 확보 등 위기적인 갈수에 대한 대응책
(2)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보전과 이용 추진
(3) 물 인프라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ㆍ갱신 등
(4)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효이용
(5) 물환경
(6) 물환경과 생태계
(7) 수변공간
(8) 물문화
(9) 물순환과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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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일본 물순환 기본계획의 구조 비교(계속)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일본 기본계획 내용

-

4. 건전한 물순환에 관한 교육의 추진 등
(1) 물순환에 관한 교육의 추진
(2) 물순환에 관한 보급계발활동의 추진
5.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6. 물순환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필요한 조사 실시
(1) 유역에서의 물순환의 현상에 관한 조사
(2) 기후변동에 의한 물순환에 대한 영향과 적응에 관한 조사
7. 과학기술의 진흥
8. 국제적인 연대의 확보 및 국제협력의 추진
(1) 국제연대
(2) 국제협력
(3) 물비즈니스의 해외 전개
9. 물순환에 관한 인재의 육성
(1) 산학관이 연대한 인재육성과 국제인적교류
<제3부> 물순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 물순환에 관한 시책의 효과적인 실시
2. 관계자의 책무 및 상호 연대ㆍ협력
3. 물순환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의 공표

다. 다른 법령상의 기본계획과의 비교

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대부분의 기본계획

그렇다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시행령에서

에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인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의 기본계획을 얼마나 포

재육성’ 등에 관한 사항도 없다.

섭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기본계획은 5년,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한번 정할 때

를 살펴보기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과 관련성 높은 다

미래의 상황까지 예측하여 잘 수립하여야 하며, 차후

른 기본계획들을 몇 가지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변경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절차

물관리기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기본

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령에 일반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형으로만 규정해 놓고 있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 때문에, 이 이외의 사항을 임의로 기본계획에 포함
시킬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
만 다른 물관리 법령 기본계획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

Ⅳ. 물관리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는 용수의 이용과 배분 등에

1. 조정제도의 문제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물관리기본계획에는 수리권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물관리위원회의 중요한

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포함시킬만

역할 중 하나는 물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이다. 그런데

한 근거규정이 애매하다. 참고로 일본은 기본계획에서

물관리기본법은 조정에 대한 효력을 정하고 있지 않다.

“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건전한 물환경의 유지”라는 내

당초 법률안에서는 제33조에 조정의 효력에 대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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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관련계획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ㆍ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ㆍ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
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
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ㆍ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ㆍ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시행령(입법예고)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제10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의 “대통령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기본홍수량(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4.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상황 평가계획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流況)의 개선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
가시키는 것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
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하천시설비상대처계획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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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2호

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이

유사한 대부분의 조정제도에 있어서는, 조정에 아무

삭제된 것이다. 이 경우 일반 원칙에 따라 민법상 화해

런 효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힘겹게 조정절

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차를 진행하고도 당사자가 곧바로 입장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는 건

제33조(조정의 처리)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제32조제5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린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관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
었을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물
 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
 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수도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
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2012년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제35조 제3항에서 「제2
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후
조정신청 사례가 현격하게 많아지게 되었다.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해당 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당
 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물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
서를 작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조정 조서
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수
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
략할 수 있다.
⑤그
 밖에 물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위
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물분쟁 관련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와의 관계
가. 다른 물관리위원회와의 관계
물과 관련한 위원회는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
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국
가 수자원정책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아

물분쟁 조정제도는 유연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한 분

울러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25조 제4호에서 ‘수자원 관

쟁의 신속한 해결, 피해사실 입증에 있어 기술적, 경제

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도

적 부담의 경감, 비용과 시간의 절약, 전문성과 과학적

록 하고 있다.

인 지식ㆍ정보의 활용, 당부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을 보면

합리적인 해결책 도출 등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상당부분 포함되는 내용

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으로 되어 있다. 종래 물과 관련한 기본법이 없을 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조서에 강제집행을 위한

부여된 기능이기 때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

당하던 기능은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국가물관리위원

로 가해자가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도

회가 다룰 수 없는 수자원 관련 세부사항으로 조정되

강제할 수 없고 새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본질

거나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정과 관련한 사

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이와 같이 분쟁해결의 궁극적인

항은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전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면, 조정제도는 자칫

담해야 할 것이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규

소송제기 등을 위한 전 단계로 단지 승소가능성을 예측

정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하는 수단으로써만 활용될 소지가 있다.

률 시행령 제27조의 관련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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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
 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동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관계
물도 환경이므로 환경에 관한 중요한 분쟁조정 기능
을 가지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관계가 문제
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관사무로 하는 조정 전
문 국가기관이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2002년에는
지방위원회에 재정기능을 부여하였고, 2008년에는 동
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지하수 등에 대한 분쟁을 염두
에 둔 규정이 있듯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물과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
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
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
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6조(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4.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조정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

관련한 분쟁의 조정도 조정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

정사무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물관리기본법에서 조정기능을

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
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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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2호

에 비추어, 물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은 물관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가 간 정책 결정과 관련한 조

리위원회에서,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쟁 조정은 환경분

정을 담당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중복을 막는

이에 반하여 물관리위원회는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용하고는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간 등에 있어

의 조정 사례를 보면,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

물관리 정책으로 인한 다툼 등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에 대한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고 분쟁 건수도 상당히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재판소의 물과 관

많다. 물과 관련한 분쟁은 드물며, 수질오염으로 인한

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루는 사항 등이 주요 조정대

피해사례이다.11)

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인이나 단체인 사인간 물관리

권리침해가 현실화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재판의 대

와 관련한 분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거의 전

상으로 하지만, 물관리위원회의 조정은 보다 융통성을

담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갖고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

조정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다음과 같이 재

여 정책 조율에 관여할 때에도 그 기능을 발휘할 것으

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굳

로 보인다. 즉 재판외 분쟁해결수단 차원으로서의 조정

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관리위원회에 조

이 아닌 보다 폭넓은 조정 개념이 그 주된 대상으로 되

정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물과 관련한 분쟁
이더라도 개발행위에 대한 위법, 적법 여부가 전제가

Ⅴ. 개선사항

되어 그것을 다투는 분쟁에 대한 조정만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환경 분쟁에

1.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대한 조정권한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가. 향후 법률개정으로 보완할 사항

고 하더라도 역시 개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전제로 한

1) 조정조서에 대한 법률상 화해 효력 부여

분쟁조정이 그 권한대상으로 될 것이다. 환경분쟁조정

물관리기본법의 규정체계로 볼 때,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

분쟁조정이다. 그런데 분쟁조정의 효력에 재판상 화해
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
제가 있다. 즉 조정에 있어 어느 일방이라도 응하지 않

음으로써 성립된다.

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법적인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

구속력이 없어 조정합의의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 이

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

11) http://ecc.me.go.kr/jsp/mediation/medExamList.jsp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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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즉 조정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기능의 형해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
라, 위원회의 위상마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집합건물
법의 대개정을 통해 야심차게 준비한 집합건물분쟁조
정위원회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 그 역
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는 법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다. 처음 입법 발의 당시에는 재판상 화해
를 추진하지만 대부분 국회 검토의견에서 물관리기본
법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조정기능을 부
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는 경우가 많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
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
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정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분쟁조

5.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정만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의 위원도 다양
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
정 조서의 효력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재판청구권

법률에 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고, 제26조에

을 제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 삭제의견을

서 단순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위

제시하였음.

원회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위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개정

위 내용이 지적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조정 결정임에도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따라

시에는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5장 제32조 이
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서 이 점에 모순이 없다면 조정조서에 재판상효력을 부
여해도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원에 다양한 경력과

제5장 물분쟁의 해결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판상효력을 부여

제32조 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에 물관리분쟁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조정의 취지에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1.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을 갖는 다른 위원회를 볼 때, 반드시 법조인의 경력을

2.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3.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분쟁

다만 분쟁조정만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설치된 기관
이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 이 기관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할 만큼

화해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물과 관련한 분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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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국가 및 유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서 시
행령으로 규정하는 형식이 아닌 법률상 독립된 기관으
로 규정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므로, 만약 구분
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참조
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제3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
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
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
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
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
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조사권 관련
위원회가 분쟁 조정이나 유역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의ㆍ조정할 모든 사안을 위해 조사권한을 의견청취권
한과 함께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 근거가 시행령 등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이와 관련하여 제34조에서
자료의 요청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정

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을 받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
한 경우 해당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
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
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에 물관리기본법에도 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는 조정에 있어
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물관리위원회
의 기능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34조에 규정하
여 조정에 국한시킬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제31조의

그러나 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는 단순히 자료제출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 조
사 등을 할 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조사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한편 물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행
정위원회 중 하나인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회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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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
회는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
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물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언 / 기획 특집

나. 시행령에서 보완할 사항
1) 기본계획 관련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
함될 사항을 제1호 내지 제10호에 열거적으로 규정
해 놓고 그 이외의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11

●●●

<전자거래기본법>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다시 열거형으로만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중

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

요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물관리 법령
기본계획을 모두 참조하여 그 근간이 될 내용을 기본

현재 물관리위원회의 조정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

계획으로 하도록 열거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와 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행 초기에는 매

향후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만 타진하기 위해 하는

우 어려운 일이므로 우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경우에는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

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조항을 두는 것은 어떨까 제안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는 것이 바

해본다.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10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생략)
5. 그 밖에 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운영규정에는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
다. 따라서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2) 조정의 거부와 중지 규정

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지만,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은 절차와 관련하여 제20조에

가운데 시행령에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운영규정에

서 조정의 종료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조정의 거부

규정하여야 한다.

와 중지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통 조정에 있

운영규정안에는 제21조에서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어서는 이 이외에도 불필요한 조정 절차 진행을 막기

있는데, 이것은 법률상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위해 거부나 중지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

당사자의 권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규정만 가지고 효

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전자거래기본법을 보면 처음

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단순히 절차적

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법개정을 통해

인 조사로 간주하여 운영규정에 일단 포함시킨 것은 공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제34조의2에서 조정의 거부와

백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중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제22조에서는 제5항에서 중지에 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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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것 역시 법령상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할

3. 재판상 화해 효력이 없는 물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것이 아니라, 심의 중지 또는 거부로 하여 별도로 규정

가. 물분쟁조정의 형해화에 대한 대응방안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본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위

현재 물관리기본법에서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

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 위원회의
위상 저하 및 분쟁조정의 형해화가 우려된다. 이 효력

나. 서류의 송달절차

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조정은 이해의 충돌이 있는 당사자가 개입하는 분쟁

시행령이나 운영규정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

해결절차이므로 법원에서의 재판절차와 유사하게 서류

일반적으로 조정을 나타내는 ADR(Alternative Dispute

등을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제

Resolution)은 운영 주체에 따라, 사업자 단체나 NPO

26조 제3항에서는 서면으로만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의 민간 부문이 설치ㆍ운영하는 민간

데 이 경우 특히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가 중요하다.

형 ADR, 사법부가 설치ㆍ운영하는 사법형 ADR 및 국

한편 시행령(안) 제7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자

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행정 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료 또는 의견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행정형 ADR로 구분된다. 행정형 ADR이 중심이 되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는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형 ADR이 중심

규정하고 있지만, 역시 통지절차가 운영규정에 마련되

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형 ADR

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절차적인 사항으로 운영규정에

인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미

포함시킬 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분쟁조

국에서는 ADR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

정법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로 미국법에서는 권리의 집합적인 행사인 클래스 액션
(Class Action)이나 고액이 되기 쉬운 징벌적 손해배상

제2조(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

(Punitive Damage)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환

의한 배상액 산정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이나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ADR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는 취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지를 명시적으로 사전에 정해둠으로써 클래스 액션이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형 ADR을 취할 경우 문제는 ‘강제력’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인데, 미국에서는 매우 실효성 있는 조정제

다. 수정할 사항

도로 정착되어 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시장에서의

운영규정안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직무윤리

평판이라는 저변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친숙한 분쟁해

서약서(제3조제8항 관련)로 표시하고 있는데, 제2조제

결 수단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는 제도로서 경영개선협

8항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회(Better Business Bureau, BBB)가 있는데, 수많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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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두고 있어, 만약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를

한 자가 일정한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거부하거나 하면 이에 관한 그 기업에 대한 평판을 회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기준을 따

원들에게 고지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강

질 필요 없이 기각이나 각하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물

제한다. 그러나 물관리에 관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평판

관리위원회에서의 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을 통한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이다. 특히

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헌법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형 또는 사법형 ADR에 익숙해 있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이 점을 제일 먼저 판단

기 때문에 법률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

한다.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9.

이외에 다른 방법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판결에서는 옹진
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

나. 조정에 대한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은 점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권한쟁의심판

1) 조정을 신청할 권리 침해 존부의 판단

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 달리 방안도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

마련하기 쉽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 결

여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론에 대해 신뢰를 얻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있다. 즉 조정에서 지게 되면 재판에 가더라도 결국 질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수 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12) 만약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

그러한 관점에서 운영규정 제22조 제7항에서 「물관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없는데도 조정을 신청한 것이

리위원회는 별표의 물분쟁 조정 심의기준에 따라 심

라면 더 이상 조정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의ㆍ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에 물분쟁 조

없이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 심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규정 수준에서 마련할 수

2) 헌법재판소 판단기준 참조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국가

[별표]에서는 기준을 열거형으로 제시하지만, 보다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

논리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의 논

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들고

리 전개와 유사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그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라는 원칙을 채택하

으로 보인다.

고 있다. 주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채

먼저 [별표]에서는 심의 단계에 들어가 심의할 사항
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조정을 신청

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12)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헌재 1998. 6. 25. 94헌라1, 판례집 10-1, 739, 751-752；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판례집 16-2상, 404,
416；헌재 2006. 8. 31. 2003헌라1, 판례집 18-2, 319, 327-32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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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

는 합당성을 가지는지 여부”, “주민들의 편익, 지방

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단의 적합성은, 입법수

단체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대한 종합적 고려”, “형

단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경

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16)

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입법자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위헌법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

률심판과 비교할 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

요건과 관련된 것이 많다.

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별표] 물분쟁 조정 심의기

것이다. 법익의 균형성이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

준도, 먼저 청구인 적격성을 전제로 한 뒤, 법률적 합치

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

성과 제도적 합치성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다른 심의기

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

준들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
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은 없지
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사무
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

3) 구분단위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별표]를 보면 안정성, 공
공성, 효과성, 정당성으로 구분을 한 후 각각의 항목에
다양한 심의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참고로
다음과 같은 분류방법을 제시해본다.

무인지 여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조정신청의 적격성

조정신청 대상이 신청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반 사정 고려”, “입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예산 및

적법성

법률적 합치성, 제도적 합치성, 절차의 적법성, 정책적 수용성

인원의 낭비가 발생할 우려”14)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기술적 실현성, 재정적 가능성

형평성

당사자 수용성, 이익의 균형성, 논의의 객관성, 논의의 공정성

공공성

물관리 연계성, 결정의 공익성, 결정의 보편성, 결정의 지속성
(효과의 지속성과 관리의 지속성은 유사한 내용으로 파악됨)

귀속주체를 고려…”13)
- “사회통념, 지리적 위치,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 제

- 각종 계획이나 행정행위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이
익과 주민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반해 사업시행권이 회수됨으로 인
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간접
적 불이익“15)
-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

13)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14)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3
15)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1헌라1
16)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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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열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기준을 시행규칙

칙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정도로 이해한다면, 법령이라는 단어에 포섭되는 개념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에서는 하

이므로 별도로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단의 박스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조하여, ‘결정의 보편성’
항목의 내용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보편적

나. 법정계획의 심의ㆍ조정 절차 마련

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합당성을 가지는 결정인지 여부”

법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는 적

로 하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절한 세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령의
내용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관리운

4. 법정계획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적절한 세부절차

용절차로서 SOP(Standing Operating Procedure)에

가. 다른 심의ㆍ조정절차 비교 분석

는 가능한 한 법령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현재 행정규칙으로써 기본계획을 책정할 때의 심의

것이 일반적이다. 즉 법률 시행령의 절차와 관련한 내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몇몇 심의

용을 모두 포섭하고 그 각각의 세부내용을 SOP에 규정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에 관해서만 행정규

하여,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률과 시행령을 대조해보

Ⅱ.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1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나 위원의 해임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사항은 건축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위원회 구성시 공모 방법, 위원 선정시 요건, 전문가 비율, 심의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
서 절차와 요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원회 개최 및 회의공개
5.1 위원회는 위원 참석 및 예측 가능한 심의 등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회의 및 서면심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5.2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여러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
는 사례를 지양한다. 다만, 6.2.1 다목에서 규정한 구조안전 심의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5.3 심의 안건 작성 요령 등 세부기준은 심의시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 범위내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
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제공)이 있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
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5.5 2.3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가급적이면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6. 위원회 심의대상
6.1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
항 등)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6.2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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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2.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
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7. 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7.1 6.2에서 정한 심의 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까지 신
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심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7.2 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7.3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제출도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서를 포함한다)는 〔별표 1〕과 같다.
7.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2〕와 같다.
7.5 심의사항에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7.3에서 정한 제출도서 외에 적용완화를 받고자하는 내
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
8.1 심의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는 다음에 준하여 운용한다.
구분

절차 등

① 심의 신청
신청인 → 허가권자

개최 25일 전
○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개최 25~15일 전

② 심의 건 검토
허가권자

비고

○ 관리부서, 기관 협의
- 관계규정 검토
-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 보완사항 보완

개최 12일 전

③ 심의 상정
허가권자 → 위원회

○ 상정 안건 작성
○ 내부 결재(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 등)
○ 개최계획 알림
- 위원 및 신청인 등
○ 위원에게 안건배부

개최 12일 전
개최 10일 전
개최 7일 전

ㆍ안건은 개최 7일 전 송부하여 검토
※ 필요 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

개최 당일

④ 위원회 개최
허가권자, 위원회

개최 2일 전

○ 안건개요 보고 - 당해업무 담당
○ 위원회 개최
- 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 참석
- 안건 설명 : 당해업무 담당, 건축주, 설계자 등
○ 위원회 회의록 작성

⑤ 개최 결과 정리
허가권자

○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내부보고)

개최 후 7일 내

○ 심의결과 통보(문서시행)
○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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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도 SOP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

정적 용수체계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훨씬 효율적으

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의 내용

① 국가 물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물관리기본

에 비추어 볼 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정에 관하

법 제27조 제2항 이하의 규정, 시행령 제11조, ② 유역

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조정 기능을 중시하고 있

물관리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제29조와 시행령 제13

는 입법취지에 비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조 등이 심의ㆍ조정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규정이다. 따

을 부여하지 않아 그 조정결정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

라서 그 각각의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을

된다. 기본계획에서는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설명하고, 회의 진행절차도 설명해 놓는 형식으로 SOP

있어, 모든 물관리 관련법상의 기본계획에 대해 기본법

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으로서 포섭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
이 되는 점이 있다. 한편 물관리위원회의 인원수와 인

Ⅵ. 맺음말

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과정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추후 법 개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산사

정이나 합리적 운영방안의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야만

태, 가뭄 등 재해 등의 빈발화ㆍ극심화, 중국 등 아시아

물관리위원회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것

국가의 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의 국제화, 국내 어려운

이고, 나아가 국가 물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재정 여건, 공공 투자의 다기화, 환경에 대한 의식의 고

것이다.

양 등 우리나라의 물 관련 행정을 둘러싼 정세는 크게

물관리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물

기관이 되어야 물관리기본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과 관련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만 이러한 정세

아무쪼록 국가물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인 물관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하천 행정, 수

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 물관리의 안전과 혁신을 이

자원 행정 및 하수도 행정을 일체적ㆍ종합적으로 추진

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는 체제 구축으로 호우의 빈발 등에 대응한 종합적인
침수 대책, 하천과 하수도가 일체가 된 물 환경 대책, 유
역을 일체로 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물 관련 기술 혁
신을 통한 물 사업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정세에 대응한
물 관리 행정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뒤늦은 감은 있지만 물관리기
본법을 마련하여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야 말
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행정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물안전 확보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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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언**
조만석*

Ⅰ. 지방상수도사업의 현 실태
Ⅱ. 지방상수도 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Ⅲ. 정책 제안 및 향후 과제

Ⅰ. 지방상수도사업의 현 실태

통해 지역 간 격차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지방상수
도사업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를 환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 추세에

경부 상수도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 향후 지방 시ㆍ군의 인구 축소가 확실시 되고 있
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 재원조달 및 관

1. 일반 현황

리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만약 20년~30년

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추이

후를 내다본다면, 그간 구축된 많은 상수도 설비와 관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의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로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유지ㆍ관리 및 교체 비

대표적인 지표는 평균단가(요금) 대비 총괄원가의 비

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 유의하게 진행된 기

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이다. 현실화율이 낮으면 징

후변화 역시 수량ㆍ수질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수된 요금이 상수도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분히 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도시보다는 인구감소와 재원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족에 지금부터 이미 시달리고 있는 군지역에서 더 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3년 89.3%를 최고점으로,

게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 간 격차는 앞으로 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기준 76.1%까지 떨어

화될 가능성이 크다.

졌으며 80% 내외에서 정체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지방상수도사업의 현 실태 분석을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mjo@krihs.re.kr
**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 수시과제 18-09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조만석,
2018)을 바탕으로 보완ㆍ확대한 것임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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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고 총괄원가는 물가보다 더 높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76.1

2001

74.0

가조사, 2016), 상수도요금 평균단가는 물가보다 낮게

환경부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2001-2016 기간 동안
상수도 보급률이 87.8%(2001년)에서 97.5%(2016년)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2-2017)로부터 재구성

[그림 1]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추이(단위: %)

로 증대되었고, 2016년 기준 취수장 이용률이 55.9%,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보면, 2016년 기준 인천광역시
가 102.9%로 현실화율이 가장 높고, 강원도가 57.6%
로 가장 낮아 2배 가량의 격차를 보였으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현실화율이 125.5%에 이
르는 반면, 경상북도 의성군은 현실화율이 14.5%에 그
쳐 8배에 달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환경부 상수도
통계, 2017).

정수장 이용률이 64.1%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시
설확충과 상수도 시설 중복ㆍ과잉투자가 원가 상승률
의 피치 못할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제 비교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이 알려진 자료인 OECD(2009)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상수도 평

의 결과를 다시 상기하면, 세금 등을 포함한 가정용

균요금 상승률보다 총괄원가 상승률이 크기 때문이다.
상수도 평균단가(요금)는 2001년에서 2015년까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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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2-2017)로부터 재구성

[그림 2] 평균단가 및 총괄원가 추이(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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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정용 상ㆍ하수도 요금 국제 비교(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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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 요금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0.82$/

FIXED CHARGE

㎥으로 멕시코보다는 높으나 이외 OECD국가보다

TOTAL CHARGE DRINKING WATER

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처분소득 내
상ㆍ하수도 지출 비중 역시 0.3%로 아이슬란드, 이탈
리아, 멕시코보다는 0.1%p 높으나 나머지 국가보다 낮
았다. 소득 하위 10%의 상ㆍ하수도 지출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1%로 0.6%인 아이슬란드보다는 높았으
나,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슷하고 나머지 국
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최신의 자료인 IWA(2017)을 살펴보아도 우리
나라의 낮은 수도요금 수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비교대상 170개 도시 중에서 물 소비
량은 가장 많은 반면, 상수도 요금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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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 가정용 상수도 요금 수준 및 구성(단위: USD)

우리나라 도시들은 1인1일 물 소비량에서는 최상위권
(20위권 이내)에 위치한 반면, 상수도요금에서는 최하위
권(30위권 이내)에 위치하여 있다. 이러한 극단적 경향성
을 보이는 곳은 대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 지역 간 격차 실태
지방상수도의 지역 간 격차 분석을 위하여, 특ㆍ광역
시, 시지역, 군지역의 세 가지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였
다. 특ㆍ광역시의 경우, 말 그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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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WA(2017), 그림 상단부분 생략

[그림 4] 가정용 상수도 1인1일 물 소비량(단위: ℓ)

600

중 특ㆍ광역시를 의미하나, 그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는 상수도사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동일선상
비교가 힘들어 세종을 제외한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
천ㆍ대전ㆍ광주ㆍ울산의 7개 특ㆍ광역시를 비교하였
다. 시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자치시를 의미하
며, 군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자치군을 의미한다.

가. 상수도 요금 관련 지표의 지역 간 격차
상수도통계로부터 지역별 평균단가 추이를 급수량
기준 가중평균을 하여 지역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교
결과, 특ㆍ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간 지방상수도 지표
차이가 크며, 특히 군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지표 추이
가 더 나빠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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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별 평균단가 추이(단위: 원/㎥)

[그림 8] 지역별 요금현실화율 추이

먼저, 평균단가(요금)의 경우, 특ㆍ광역시와 군지역

도 보급 사업이 근래 군지역 중에서도 상수도보급 경제

간에 약 200원/㎥의 요금 격차가 큰 변동없이 지속되

성이 낮은 소외지역 위주로 지속 수행되고 있는 것의

고 있으며 군지역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더 비싼 상수도

영향으로 판단된다.
총괄원가의 극명한 차이에도 평균단가의 차이가 적

를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괄원가의 경우 특ㆍ광역시 지역의 평균 총괄

은 것은, 상수도요금 결정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원가는 약 686원/㎥, 시지역은 약 876원/㎥, 군지역은

이상 총괄원가와 같이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가지기 힘

약 1,821원/㎥으로 그 차이가 극명하였다. 특히 총괄원

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은 곧 요금

가 변화 추이에서 특ㆍ광역시나 시지역과 달리, 군지역

현실화율의 격차로 이어져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지역

의 평균 총괄원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의 현실화율이 더 낮고 더 급격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있다. 이러한 군지역의 총괄원가의 급격한 상승은 상수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요금현실화율은 2015년 기준 44.9%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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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역별 총괄원가 추이(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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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도 설비ㆍ운영의 지역 간 격차
우리나라의 상수도 관로의 총 연장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시ㆍ군 지역의 지속적인 상수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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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경우 누수율이 20%
를 넘어 누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과 동시에 사고

[그림 9] 지역별 상수관로 총연장 추이

위험성 역시 큰 상황으로 판단된다.
대에 의한다. 7대 특ㆍ광역시의 경우 이미 10년 전인

주로 관로노후화가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연장에 거의 변동이 없는데,

나, 지역별 경년관 비율과 누수율을 비교하면 군지역

이는 특ㆍ광역시의 상수도 설비 확충이 완료되었기 때

의 누수율은 노후화와 별개로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시ㆍ군 지역은 상수관로

다. 이는 기본적으로 군 지역의 상수도 관로 설치 여건

연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수도 설비 투자가

이 특ㆍ광역시에 비해 매우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된다. 시설물 간의 표고, 지형, 지세 등에 따라 관로

이렇듯 특ㆍ광역시의 상수도 보급이 훨씬 일찍 완료

의 유수율은 공학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군 지역

되었음에도,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경년관 비율은

의 경우 취ㆍ정수지에서 배ㆍ급수지까지의 거리가 멀

특ㆍ광역시가 가장 낮으며 시지역이나 군지역이 훨씬

고 고저차가 심한 경우가 많아 유수율 제고가 근본적으

높게 나타났다. 특ㆍ광역시의 경우 충분한 예산을 바탕

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노후관은 누수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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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2-2016)로부터 재구성

[그림 10] 총 관로연장 중 경년관 연장 비율 추이 (단위: %)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2-2016)로부터 재구성

[그림 11] 누수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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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하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교체보다는
부분 정비ㆍ부분 복구가 더 효율적일 것이며, 유수율을

소멸 고위험 지역
소멸 위험 진입 지역
소멸 주의 지역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 수압관리 시
스템 구축, 불량 계량기 정비, 누수탐사, 누수관정비, 부
정사용 정비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실제로 유수
율 제고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지역별 블록시
스템 구축 현황을 보면, 특ㆍ광역시의 100% 대비, 시지
역은 49.7%, 군지역은 52.1%만이 블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2016).
즉, 군 지역의 경우 자연적인 여건의 불리함에 더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으
므로 누수율이 높으며, 특ㆍ광역시는 지속적 재정 투
입으로 누수율 저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지속가능성 평가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2017), 한국고용정보원(2018)을 토대로 재구성

가. 인구감소와 지방상수도사업 지속가능성의 관계

[그림 12]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40% 이하 지역의 소멸위험지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의 대부분은 인
구감소ㆍ소멸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은 인구가 줄어도 크게 감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바

구감소는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

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멸고위험 지역일수록 인구학

게 되므로, 인구감소 지자체의 상수도사업 재정여건은

적 쇠퇴 위험이 큼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상수도요금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현실화율 40% 미만 지역 33개 중 무안군을 제외한 32
개 지역이 모두 소멸위험진입 이상의 단계에 접어든 것

나. 지방상수도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 평가

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멸 고위험 지역 11개 중 7개

지방상수도사업의 세입은 크게 자본수입과 보조수입

(64%) 지역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0% 미만(2015

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수입은 수도요금징수액을 비

년 기준)이었다. 이 중에서도 경상북도 의성군은 소멸

롯하여,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수탁공사비(급수

위험정도가 가장 크고(0.15), 현실화율도 14.5% (2016

공사비), 과년도이월금,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

년 기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입은 국고보조, 도(광역)보조, 교부세, 일반회계보

인구감소는 상수도 지속가능성의 가장 큰 위협요소

조금으로 이루어진다. 자연히 보조수입보다 자본수입

로 매몰비용이 큰 상수도사업 특성상, 이미 투자된 상

이 커야 지방상수도사업의 독립적 지속가능성이 높다

수도 설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ㆍ유지하기 위한 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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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6-2016), 지방재정365로부터 재구성

[그림 13] 지방상수도 세입 항목별 비중(2015년 기준)

2016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6-2016), 지방재정365로부터 재구성

[그림 14] 지자체 세출결산 상 상하수도ㆍ수질 부문의 비중 추이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별 세입을 비교해 본 결과,

질관리 부문이 지자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특ㆍ광역시의 상수도사업 세입에는 수도요금 등 자본

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상수도부문의 재무

수입이 대부분인 반면, 군지역은 요금수입보다 보조

적 불안정성이 일부 시ㆍ군 지자체의 전체 회계에 큰 영

수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상

다. 특ㆍ광역시는 수도요금의 세입 내 비중이 71.5%

수도사업의 자체 수입보다는 일반회계 등 지자체의 타

로 상수도사업의 재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재원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 있으나, 군 지역의 경우 수도요금의 비중은 23.2%

상수도사업의 재무적 위험이 지자체 전체 재정에 무리

에 불과하며 국고보조 및 광역보조가 18.3%에 이르

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고,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조가 32.1%에 달해 상수도사
업이 지방재정여건에 상당한 무리를 주고 있는 것으

Ⅱ. 지방상수도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로 판단된다.
또한 군지역에 할당되고 있는 보조액은 전국 총계의

1. 법ㆍ제도 현황

58%에 달하고, 일반회계보조액은 전국 총계의 63%에

가. 관련 법 현황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에 대한 기본 법률은 「수도법」

급수인구 기준 16%, 총 급수량 기준 7.4%만을 차지하

이며,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제12조)과

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환경부

공급규정(제38조) 등을 통해 상수도사업 구조 및 요금

상수도통계, 2016).

산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특ㆍ광역시와 달리 시ㆍ군지역에서는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은 합리적인 원가산정

상수도부문이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

에 따른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물 사용 절약, 비용 보

중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세출결산 상 시ㆍ군지역에서는 상하수도ㆍ수

대부분의 지방상수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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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전략)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

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후략)

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전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
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후략)

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제22조(요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

금)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요금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

부담 및 적정 원가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을 제
공하고 있다.
2001년 이전에는 업종별 차등 부과 등을 위해 조례
로 일일이 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상수도 요금 산정
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전문성 부족, 형평성 문제 발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
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
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생 등으로 민원이 많아 2001년부터 현행과 같이 지방
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하고 있

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도의 시ㆍ군 단위 기초지방자치

다. 지방상수도 사업자 162개 중 (2013년 기준) 116개

단체는 자체적으로 수도급수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71.6%)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6개는

특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구

비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군지역이

수준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수도급수조례

다(환경부,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 2016).

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
공기업법」 제22조, 「지방자지법」 등에 의거한 ‘표준급

나. 총괄원가의 산정

수조례’를 제정하여, 각 지자체가 수도요금의 요율, 업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안전부, 2013)에 따

종 구분, 징수ㆍ납부ㆍ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어느 정

르면 요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의해 이

도 일관된 수도급수조례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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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상 요금산정기준
기준

내용

원가보상원칙

서비스의 생산ㆍ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함

기업유지의 원칙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함
요금의 형평성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함

요금의 적정성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가치
를 고려함

●●●

화 목표율을 곱하여 당해연도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하게 된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요금수익의 15% 이
내가 되도록 조정하나, 높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단계적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요금 개정안이 작성되면 지방물
가대책위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2. 현행 상수도요금의 제도적 문제점

출처 : 행정안전부(2013)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근거한
것이며, 「수도법」 제12조의 내용에도 부합된다. 수도요
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 (기획재정부훈령 제345호)
도 따라야 하는데,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사실상 원
가보상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법을 종합해 볼
때 원가보상 원칙이 최우선 원칙이 됨을 알 수 있다따.

가. 문제점 분석
무엇보다도 일단 요금체계에 대한 법률상 구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요금
산정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성에서는 부족하
여 구속력이 약하다. 그나마 지방공기업법의 원칙이 구
체적인 편이나 일본 수도법 및 시행규칙의 구체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은

행정안전부에 따른 요금 산정 절차는 크게 [그림 15]
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총괄원가는 영업비
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을 더한 값에 영업수익과 영업
외수익을 제한 값으로 정의되며 이는 전년도 회계결산
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산정된 총괄원가에 요금현실

일본 수도법 제14조 (공급 규정)
제14조 수
 도사업자는 요금, 급수장치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기타 공급 조
건에 대하여 공급규정을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공급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一 요금이 효율적인 경영 상 적정한 원가에 비추어 공정하고 타
당할 것
二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써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三 수도사업자 및 수도 수요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급수장치

총괄원가의 산출
전년도의 회계결산을 기초로 총괄원가를 산출

공사의 비용의 부담구분 및 금액 산출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하
게 정해져 있을 것
四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을 것 (후략)

당해년도 급수수익 징수목표액 산정
당해년도 요금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

일본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법14조 적용을 위한 기술적 특성)
(전략) 一 요금이 대략 3년간 재정의 균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정될 것
二 요금이 이하 ‘가’와 ‘나’의 합산액에서 ‘다’의 금액을 공제하여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의 확정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을 확정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 설
정될 것
가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수선비, 수수 비용, 감가상각비, 자산감
모손실, 기타 경영비용의 합산액

총요금 배분 및 요금표 작성
총요금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배분하여 요금표를 작성
출처 : 행정안전부(2013)의 ‘IV. 단계별 산정요령’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지불이자와 자산유지비의 합산액
다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을 공제한 금액
三 요금이 수도 수요자 상호 간의 부담의 공평성, 물이용의 합리성
등 수도사업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설정될 것

[그림 15]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에 따른 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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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과

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상수도요금 산정 시에도 미래

같이 「수도법」에서 명확히 제시하는 편이 상수도사업에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야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

서 요금의 법적구속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요금체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산정요령에서 자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 요금산정원칙인 4가지 기준이 있음에도, 원

나. 요금산정 관련 참고 해외 사례

가보상원칙과 기업유지원칙 이외에는 구체적 내용을

1) 일본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3번째 원칙인 지역

앞서 간략히 소개한 일본의 사례를 조금 더 심층적으

간 요금 수준 형평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자체의 수도요금 산

산정요령이 없으며, 광의적으로 지역 내 형평성까지 고

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 일본수도협회(2015)

려해도 업종별 차등제, 누진제 등에서 특별한 제도적

가 수도요금산정요령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

배려를 찾을 수 없다.

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총괄원가 산정 원칙, 기본

4번째 원칙인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수요자의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나 서비스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 이부요금제 설정 방식, 구간
누진제(체증요금) 설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산정기준은 마련된 것이 없다. 두 번째 원칙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요금 산정 기간을 3

기업유지의 원칙의 경우에도 넓게 보아 총괄원가를 재

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산정을 기준으

무제표에서 도출하는 것에 적용될 뿐이며, 구경별 정액

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수요자의 일상생활

요금이나 사용요금을 기업유지에 더 유리하도록 연동

의 안정성과 경영의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 3년 이상

한 내용은 없다.

이 타당하며, 다만 수요 동향과 경제 추이의 불확실성 때

일본의 경우, 고정비 중 기본요금 산정에 사용할 항목

문에 5년 이하가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예외 사항으로

과 종량요금 산정에 사용할 항목을 구분하며 가변 비용

사업계획의 중대 변경, 경제환경 및 재정상의 큰 변동이

은 전액 종량요금 산정에 사용하는 등 구체성이 있다.

있을 경우에는 산정기간 이내라도 요금 개정이 가능하

반면, 우리나라는 구경별 정액요금의 비중을 15% 내에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관점 요금산정은 향후

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 것이 전부로 보인다.

총괄원가의 지속상승과 요금수입 축소가 우려되는 우리

현행 총괄원가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재무제표 및 손

나라에서는 원가보상률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할 것이다.

익계산서 등의 단순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한 단기 지표

일본은 또한 과거 실적, 도시계획, 지역계획 등을

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일

감안하여 인구 및 산업 경향을 상정한 급수수요예측

본의 경우, 재무지표 이전에 총 공급량, 유수율, 시설이

을 원가 산정에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용률, 최대가동률 등 사업지수 등을 먼저 확인할 뿐만

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비용ㆍ수익 산정 후 재정수지

아니라 최소 4~5년의 사업지수 및 재무지표를 확인하

계산을 통해 최종 요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급수수

며, 경영ㆍ재정계획 등도 총괄원가 산정 시에 반영한

요 예측 역시 축소도시의 경우 더 늦지 않게 반드시 수

다. 또한 미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

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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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DB(2008)

[그림 16] 수도요금 설정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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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DB(2008)

[그림 17] 상ㆍ하수도 사업을 위한 경제적 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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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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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및 분석, 최적 사용량 분석, 대체 기술 평가, 최소

이외에 기타 요금 관련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일

비용 분석, 장기평균증분원가 분석, 편익 분석 등이 필

본은 특정 시기 관광지의 숙박업소 사용 등 특수 사용에

요하다. 이를 통해 원가보전을 위한 요금 설정 및 보조

대해서는 피크 요금 등을 도입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

금 설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 경제적ㆍ재무적

능하다. 또한 업종별 차등요금제는 기본적으로 배제하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등 사후 분석 체계 마련

고 있으며 균일한 단가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차등요

도 가능하다.

금제가 가능하기는 하나 ‘특별 조치 사항’으로 분리되어

ADB뿐만 아니라 수도 사업의 경제학적 분석을 다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가와 요금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룬 연구는 70년대부터 꾸준히 있어왔으며, 연구 결과

하기 위해 조정된 비용을 부문별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도 방대하게 이미 구축되어 있다. 현실적인 여건과 분
석 결과의 신뢰성 문제상 모든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것

2) 아시아개발은행

에는 무리가 있으나, 일부 검증된 방법론부터 적용하는

ADB(2008)는 개발도상국의 수도사업 합리화 및 선

것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ㆍ하수도 가격 설정 체
계의 단계적 발전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3. 상수도요금의 경제학적 산정에 대하여

이 체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격산정 체계는 2단

상수도요금은 재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경제학적

계 정도에 불과하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필

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총괄원가 산정방

요한 ‘장기계획 반영’, ‘WTP 분석’ 등은 행해지지 않고

식은 사실상 완전히 재무적, 회계적으로만 결정되고 있

있다. ADB 제안의 최종 단계는 한계사용자비용, 한계

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요금원칙 중 요금의

환경비용, 장기평균증분원가 산정 등을 모두 포괄하고

형평성, 적정성, 물절약제고 능력 등을 달성하기 위해

있다. 그러므로 요금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장기평균

서는 재무적인 분석으로는 부족하며, 경제학적 편익 및

증분원가 산정, 환경비용 산정, 시장 실패 요소에 대한

외부비용 등을 전부 고려해야 가능하다.

정량화 등 경제학적 요소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증분원

미시경제학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경쟁시장에

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사업자의 경영비효

서의 가격은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율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과 달리 최적 효율을

나타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은 전형적인 자연독점 시

가정하고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영국, 호주, EU 일

장으로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는 높은 지점에서 형성

부 국가 등 선진국은 장기증분원가를 중심으로 원가를

되게 되어 있다. Griffin(2016)에 따르면 경제학적으로

이미 산정 중에 있다.

최적의 물 가격은 다음 식에 따라야 한다.

ADB(1999)는 상ㆍ하수도 사업을 경제학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체계를 이미 마련한 바 있다.
위 그림에서 회색 음영처리 된 부분이 모두 경제학적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계비용을 따라야 하나, 물이 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며, 중요한 것 위주로 보면, 수요

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Marginal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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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VW)와 초과 설비에 따른 자본비용(Marginal

이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도부문

Capacity Cost, MCC)만큼 상승여지가 있다. 물의 사

만의 관행으로, 학술적이고 중립적인 원가보상률 또는

회적 가치인 MVW는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수

원가회수율로 단어를 환원시킬 필요가 있으며 원가보

도 있으나, 수리권 유지에 따른 비용, 갈수기 시 물 절

상만이 요금 현실화율 달성의 모든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약을 위한 요금 상승 필요액 등을 반영하여 정량화하는

해야한다. 일본과 같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상수도 원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 절약을 위한 요금 상승액

가 구성의 복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요금조정 당위성과

은 물의 수요탄력성(Demand Elasticity) 분석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근거가 도출될 수 있다.

목표절수량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가격 상승 필요분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무적 원가
이외에 외부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물의 비용 산정 시에는 공급비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지방상수

경제학적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Rogers et al., 1998).

도 권역별 통합 등의 논의 시에 상수도사업 비용 및 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물의 특정 사용으로 인

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논의 테

해 대체 사용에서 잃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며, 예를

이블에 고려하는 편이 다양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합

들어 물이 부족할 때 불가피한 가정용수 사용으로 공

의점을 찾는데 유리할 것이다. 총 경제적 가치 관점에

업용수를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경제적 외부비

서 접근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가 가능한 한 고

용(Economic Externalities)은 특정 물 사용이 다른

려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물 사용에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예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 상류에서의 물 사용이 오염, 염화, 과용 등으

먼저, 현 수도사업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또는 사업

로 하류에서의 수량 확보 및 수질 정화 비용에 영향을

구조개편안에 의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비용

미칠 때 발생한다. 환경적 외부비용(Environmental

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간, 용도 간 수도사

Externalities)은 물사용에 따라 보건 및 생태계에 영향

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기회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을 미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경제적 외부비용이 물의 생

상수도사업의 구조로 인한 수질, 수생태 등 환경적 영

산 및 소비에 대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의미하는 것과

향에 대한 외부비용도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달리 물의 비시장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로는 물의 고유 자원 가치와 물공급 및 물절약의 사회

요금조정, 요금구조개편, 광역 통합 시 요금개편안

적 편익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련 등 상수도 요금체계 관련 정책 수립 시 주민 및 이
해당사자 설득력 제고를 위해 총 경제적 가치 관점 접

Ⅲ. 정책 제안 및 향후 과제

근이 필요하다. 단기ㆍ현행 재무자료 중심 총괄원가 산
정은 지자체의 현실인식을 왜곡하거나, 상수도 통계 등

1. 정책방향 제안

에서 나타나는 원가보상률, 지자체 격차에 대한 판단

지역 간 요금 격차해소, 지방상수도사업 지속가능성

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가보상률을 ‘현실화율’

제고,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을 위한 상수도요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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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처(20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2016), 기획재정부

다만 권역별 통합을 고려할 경우, 시설의 통합, 시설

(2016) 등 다양한 기존 문헌 및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의 폐기, 통합 시설 신축 및 그에 따른 공학적 문제점 등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광역권 통

먼저, 상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

합 시 취수원 통폐합에 따라 미사용 취수원이 발생될

도사업 성능 및 품질 관리를 최소 수준 이상 유지하기

때 이러한 폐지 취수원의 향후 관리 방안이나 취수원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권역별 통합 논의는 지속될 것

통폐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비용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이다. 주민들 입장에서 권역별 통합 시 가장 중요한 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합

려요소는 요금 변화일 것이며, 권역 내 요금형평성보다

리적인 통합 방안 및 요금체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는 각 지역별 주민의 상수도요금 인상여부 및 인상폭이

경제적 외부비용, 기회비용, 환경적 외부비용 등의 산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역 주민 설득 및 지역 간 형평성

정 역시 관련 비용의 합리적 산정에 대한 세부 연구결

제고가 가능한 합리적인 요금구조 설계가 필요하며, 이

과가 함께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러한 요금구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요

아울러, 「수도법」 개정 등을 통한 요금체계의 법률상

<표 2> 정책방향 제안내용 요약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수단

요금 격차 해소 수단

■요금산정방식 개선
- 중ㆍ장기 전망을 고려한 요금조정안 마련을 통해 지자체 요금조정 동력 제공
■요금산정원칙 재정립
- 다년간(예: 3년단위) 고정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충격을 완화하고
- 최상위 법령에서부터 구체적인 요금산정 원칙 마련
요금정책 일관성 제고
- 요금산정 원칙 중 요금의 적정성, 요금의 형평성 관련 규정 마련 및 장기전
- 자산관리 도입, 관망진단등 시설진단 및 데이터화, 경제학적 원가산정 도입 및
망ㆍ사업계획 반영
표준 분석방법 마련
-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상수도의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설득력 제고
■요금산정방식 개선
- 중ㆍ장기 전망을 고려한 요금조정안 마련을 통해 지자체 요금조정 동력 제공
- 다년간(예: 3년단위) 고정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충격을 완화하고
요금정책 일관성 제고
- 자산관리 도입, 관망진단등 시설진단 및 데이터화, 경제학적 원가산정 도입 및
표준 분석방법 마련
-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상수도의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설득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등요금조정에따른 사회적 충격완화 및 물복지 제고
- 고령자, 영세농ㆍ어민 바우처 지원 등으로 인구감소 취약지역 집중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등요금조정에따른 사회적 충격완화 및 물복지 제고
- 고령자, 영세농ㆍ어민 바우처 지원 등으로 인구감소 취약지역 집중 지원

■권역별 통합 추진
- 규모의 경제성 달성을 통한 비용절감 도모
- 권역 통합 시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구조 및 요금결정 체
■상수도기금 설치
계 마련
-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징수
■권역별 통합 추진
- 지역 간 요금격차해소를 주목적으로 활용
- 규모의 경제성 달성을 통한 비용절감 도모
- 권역 통합 시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구조 및 요금결정 체
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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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강화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시에는 지역 간 격

취ㆍ정수시설 및 관로 자산관리 규정 신설, 유동자산

차 해소와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및 비유동자산 등 관리 의무 부과 규정 신설 등이 개정

원가보상의 원칙뿐만 아니라 지역 간 요금의 형평성 제

내용에 담겨 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총괄원

고, 수요자(특히,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력 고려, 원가

가 산정은 더욱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

산정 시 미래전망 및 사업계획 내용 고려, 중기적으로

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요금구조 및 수준 유지 등이 반영되어야 할

이러한 자산관리 고도화와 함께 시설 노후도에 대한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 재정건전성을 고

재정의, 통계수집, 원가산정 반영이 필요하다. 관로의

려하여 전반적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

경우, 현재로서는 ‘노후관’으로만 정의하여 통계가 수

로, 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구체화 될 필요 있

집됨으로써 개별 구간 관로가 교체가 필요한 수준인지,

다. 물은 사람 생활 영위의 필수조건으로서 저소득층의

보강이 필요한지, 세척 등으로도 충분한지 식별이 불가

생존을 보장하고 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이 반드

능하며 이에 따라 원가산정, 실태파악, 정책수립도 곤

시 필요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을 부여하

란한 상황이다. 선진국과 같은 관망진단의 적극적ㆍ본

는 것은 간단한 방식이나, 이러한 차별 요금이 한 번 도

격적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화하여 데이터를 수집

입되면 향후 공공요금 인상억제의 사회적 당위성을 형

하고 정책개발 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은 낮으나 바우처나 쿠폰

요금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수도요금 인상, 지역

등 간접지원 형태가 적합하며, 고령자 및 영세농ㆍ어민

간 격차해소, 권역별 통합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수

을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 취약지역에 대한 간

요자 충격 완화를 위해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상

접적 지원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에 적용되는 현재 관련 기금으로는 현재 물이용부
담금과 수도사업자 출연금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2. 추가 검토 사항

든 수도요금에 포함되고 있다. 기금의 구체적인 형태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 문제는 결국 요금과 함께 현

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전국 수도

재 구축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신규 투자가 앞으로도

요금에 일정부분 공통 부과되어 대도시에서 부과된 기

가능하겠는가에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노후관로에 대

금이 중소도시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한 내용연한 기준의 구체화 및 현실화, 관로의 장수명

기금은 특ㆍ광역시 등 요금현실화율이 높고 평균단가

화 전략 도입은 총괄원가 정확성 제고 및 향후 시설 유

가 낮은 대도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손해로 여겨질

지ㆍ관리 투자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규모 지자체의 수도사업 악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자산관리 도입을 위한 법 개

화로 대도시가 통합관리 역할을 맡게 될 경우에 사전

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공기

대비하는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다. 기금 설치를 통하

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지방직영기업

여 수도사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

자산의 유형별 분류 및 각 유형 자산 관리 시 고려할 사

는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 대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

항의 구체적 명시, 미수금 관리를 통한 회수율 제고,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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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금 설치는 더욱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 확

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기금

보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ㆍ운용이 가능하다.

을 상수도사업에 직접 재투자하는 방식은 지방상수도

이러한 내용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지방

의 사업재정 실태 및 열악화, 유지ㆍ관리의 어려움을

상수도 사업자는 법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기금은 장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적인 수도요금 인상에 의한 수요자 충격 완화 및 광

기반시설관리법에는 이 외에도 생애주기비용의 최소

역권 통합 시 주민 간 요금격차를 장기적으로 완화하

화, 성능평가 시행, 유지관리/성능개선기준 설정 등 정

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물

량적ㆍ합리적 관리를 장려하는 방향 방안들이 담겨 있

이용부담금과 같이 수도사업을 위한 기금의 법적 근거

다. 다만,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효

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타 공공사업도 비슷

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하며, 지방상수도

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을 포함

품질 유지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최적 방향이 더

한 지자체 인프라관련 기금을 지방공기업법에 명시하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통과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

3. 향후 과제

시설관리법)’도 주목해야 한다. 기반시설관리법은 지난

본고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상수도요금체계를 분석

’18. 12. 31.자로 제정되었으며, 2019년 중에 시행령이

한 연구로서, 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마련되고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기반시설

도출하였으나, 물복지 측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ㆍ관

기존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

리계획 수립, ②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

요할 것이다.

선기준 설정 및 실태조사 수행, ③ 국가ㆍ지자체의 유

예를 들어, 환경부는 주로 물복지 제고 측면에서 지

지관리/성능개선비용 지원, ④ 기반시설사용부담금 징

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열악한

수,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설 개량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루어져 있다.

도모하고 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

지방상수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 중에 있다.

제2조 제6항 다목에 해당되는 기반시설로 기반시설관

물관리일원화 등의 정책적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연

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기반시설관리법의 내용을 볼

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논리에 더하여 취약 지자체의 식

때, 향후 법이 시행된다면 상수도 인프라 재원 확보와

별 및 적절한 재원 분배, 요금상승 억제 필요 지역 및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에 기반시설관리법이 일정 역할

계층의 정의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

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 내용 중에서 지방공기업

요할 것이다.

등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사용
료(요금)의 10% 범위에서 부과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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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 연구
이승호*

Ⅰ. 서론
Ⅱ. 물관리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와 발전과정
Ⅲ. 물 관련 거버넌스 운영 원칙 및 조직 현황
Ⅳ. 물 관련 거버넌스의 역할 및 운영
Ⅴ. 물 관련 거버넌스의 효과 및 정책적 함의
Ⅵ.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을 위해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
로 운영해 온 프랑스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
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1992년에는 중앙의 유역물관리체제 감독을 강화하면서 유역별 물관리계획 수
립을 의무화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2006년 물법 개정을 통해 6개 대유역을 13개 유역
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
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중의 유역물관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과 운영 체계를 수립해
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 기반 물관리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논의하고 적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의 부재 시 각종 현안을 논의할 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유역 조직의 독립적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경우, 6개 유역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취수세와 오염세을 통한 보조금과
대출금,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덕분에 물관리 사업에 대한 튼튼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적
인 유역물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물관리기본법, 유역물관리체제, 프랑스, 거버넌스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seunghole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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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시 프랑스의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체제의 수립과 운영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2018년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 연구는 프랑스의 물관리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제

2019년 6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물관리기본법(이후

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물관리 거버넌스

‘기본법’) 시행에 앞서 더 효율적인 법 집행과 관련 제

의 운영 원칙 및 조직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물관리 거

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해외 물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시

버넌스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 후 물관리

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거버넌스의 효과 및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의 가장 근간이 되는 유역물관리를 시행함에 앞서 프
랑스의 유역관리 체제를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한다.

II. 물관리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와 발전과정

한국의 물관리기본법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물관리
운영체제는 유역기반 통합물관리체제이다. 유역(River

프랑스의 물관리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구

Basin)은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ㆍ경제

체적인 논의에 앞서 프랑스 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적 이해관계나 필요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획을 정한 것

검토를 하고자 한다. 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는

이 아닌 하천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연 네트워크 영역이

1964년 이전, 1964년 이후부터 1992년, 1992년부터

다. 이것에 기초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에

2006년까지, 그리고 2000년 유럽연합 물관리지침 도

따라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하면

입으로 인한 2006년 물법 개정과 이후 발전과정 등 4

서 각 유역, 지역 혹은 마을별 주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단계 발전 과정을 거쳤다.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역물관리 시행을 위해서

제1단계, 즉 1964년 이전의 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

는 유역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는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없었는데 19세기 중반부터

(governance)를 유역물관리 기본 원칙으로 삼고 관련

상수도 분야에 민간기업이 진출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정보의 공유, 이해당사자 참여 등을 보장하는 정책 실

시작되었다. 초기 민간기업의 상수도 서비스 참여방식

행이 필수적이다.

은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면서 건설 및 운영

프랑스는 1964년 6개 대유역 기반 유역관리 체제를

을 민간회사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1940년대까지 민간

수립하고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공사를 중심으로 통

기업은 프랑스 지방정부의 25%에 약간 못 미치는 지역

합물관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후 1992년

의 상하수도 공급 서비스를 담당하였다.

및 2006년 물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유역관리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를 통해 1950-60년대 빠

관련 권한을 강화하고 2000년 수립되어 유럽연합국

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경험하지만 그 여파로 프랑

에게 적용되고 있는 유럽연합 물관리지침(EU Water

스 전역의 하천, 호수 및 저수지 수질이 악화하고 수자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프랑스의 유역물관리

원을 남용하는 등 물 문제가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 차

체제의 변화가 있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역

원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물환경 관리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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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

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에는 총리 직속 국

승호ㆍ김승, 2008).

가물관리위원회(National Water Committee)를 수립

제2단계 시기는 1964년 물법을 기반으로 한 유역물

하여 전국의 물관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수상에게 자

관리체제의 수립과 운영이다. 1964년 물법은 프랑스

문하게 했는데 이 기구는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회의를

전역을 6개 대유역으로1)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위원

소집하기에 순수 자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림 1은 프

회와 유역관리공사를 설치하였으며 유역별 물관리계

랑스의 6개 대유역 상황을 보여준다.

획 수립과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

제3단계 발전 시기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로, 취

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물관리 사업관련 중앙정부의

수세 및 오염세 징수의 효율성 문제, 지역별 물수요량

재정난을 해소하고 신규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 급격한 증가로 물수급 문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유역관리공사(Agence de l’eau)를 설립하고 세수를 확

음용수질 문제가 대두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
한 대응으로 1992년 물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1992년
물법의 핵심 변화는 1960년대 이후 유역 및 지방의 물
관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느슨하게 하고 있던 중앙정
부가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등장하면서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공사로 하여금 각 유역에 유역물관리계획(6개
유역 SDAGE)과 지역물관리개선계획(소유역 및 지역
SAGE)을 수립하게 하여 물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물환
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던 점이다.
제4단계는 2006년 물법 개정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이다. 2000년 유럽연합 물관리지침 수립이후 프랑스
는 물관리지침을 국내 물관리 체제에 적용하기 위해
2006년 물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물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좋은 수질(good
status)’에 적합한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6개 대유역에
서 중유역 기반 13개 유역을 설정(5개는 해외 유역)하

출처: Ministry of Ecology, E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ea (2010).

였으며 이해당사자 참여 제도화와 체계화를 시도하였

[그림 1] 프랑스 6개 대유역 구분

다(EC, 2012). 2006년 물법 개정의 다른 중요한 변화

1) 6개 유역은 Adour to the Garone, Artois to Picardy, the Loire to Brittany, the Rhine to the Meuse, the Rhone to the
Mediterranean Sea and Corsica, and the Seine to Normandie 이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51

●●●

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2호

는 수질관리 관련 중앙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물환경청(ONEMA)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를
주관하는 중앙정부의 부처로 유역조정관(River Basin

Ⅲ. 물 관련 거버넌스 운영 원칙 및
조직 현황

Coordinator 혹은 Prefect)을 설치하여 각 유역의 물

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의 원칙은 2000년 도입한 유

관리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었

럽연합 물관리지침의 원칙, 즉, 주요하천, 호소, 저수

다(Richard et al., 2010).

지 등의 수질을 좋은 상태(good status)로 유지하고 이

프랑스 정부는 2014년과 2015년 지방자치를 강화
하기 위한 일련의 법을 통해 소규모 지방정부를 단위

해당사자 참여(14조)를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2006년 물법 개정부터 준용하고 있다.

별로 묶어서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고 물관리 관련 지방

유럽연합 물관리지침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연합 회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종다양성법

원국의 담수뿐만 아니라 국제하천, 호수와 같은 담수,

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해양, 생태, 종다양성 등 환

해안 주변 바다 및 지하수까지 모든 수체(水體)를 보호

경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프랑스 종다양성청(French

하고 양질의 상태를 유지 및 보존하여 정치, 경제, 사회

Biodiversity Agency)을 설치하였고 프랑스 물환경청

및 환경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달

(ONEMA)의 조직과 기능을 흡수하였다(Colon et al.,

성하는 것이다. 수질의 구체적인 목표는 2000년부터

2017). 그림 2는 유럽연합 물관리지침에 따라 전국을

2015년까지 모든 수체의 수질을 ‘좋은(Good)’ 수준으

13개 중유역으로 구분한 내용을 보여준다.

로 개선하는 것이고 달성 전략은 다음과 같이 7가지이
다(EU, 2000).

1) 수자원 보호: 지표수 및 지하수 포함
2) 2015년까지 EU의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좋은
상태 도달
3) 유역물관리
4) 배출 한도 및 총량 기준 근거 통합수질관리
5) 합리적 가격 설정
6) 대중의 정책 참여
7) 물관리 관련 법령 통합 및 체계화

이와 더불어 프랑스 합의 기반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운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수립 및
운영되고 있다(Colin et al., 2017):

출처: EC (2012).

[그림 2] 프랑스 13개 중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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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역관리공사가 주요 역할을 하는 자치적인 물관리
정책
2) 유역에 기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물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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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vironment)를 설치하고 유역관리공사와 함께 음
용수질 및 기타 수질오염 및 환경관련 규제를 시행하
고 있다.
프랑스종다양성청(French Biodiversity Agency)은

3) 정부 규제

2016년 8월 종다양성, 자연 및 경관 관련 법에 따라

4) 물 사용자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중

수립한 중앙의 종합 환경규제기관이다. 이 기관은 기

참여 과정

존의 물관리 관련 조직인 프랑스물환경청(ONEMA)의
기능을 흡수하고 해양보호청(AAMP), 프랑스국립공원

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 체제의 최상위 조직은 수상

청(PNF) 및 자연지역 기술워크숍청(ATEN) 등 총 4개

및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이다. 국가물관

의 환경 관련 기관을 흡수, 통폐합하여 탄생한 총 인원

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수상에게 자문하

1,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기관이다. 해당 업무는 육지,

는 역할을 하는데 상설조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소집

물환경 및 해양의 종다양성 관련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

되는 비상설기구이다. 주요 역할은 물관리 정책 전반

수립, 계획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및 재정

에 대해 자문하고 특히 물관리 관련 법안과 규제에 대

적 지원을 한다.

한 표현 검토한다. 이 위원회는 물관리 관련 구체적인

또한, 종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지식 축적과 전달, 생

계획 및 집행의 권한은 없고 생태포용변화부의 수자원

태계 보호 및 관련 기관의 정책 추진을 돕고 관련 범

부가 사무국 역할을 대신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

법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종다양성청의 탄생

성하는 위원은 2012년 현재 82명으로 소비자, 지방정

은 2015년 파리협약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관

부, 각종 협의회, 유역위원회, 환경단체, 국회 대표 등

련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 표

으로 구성되어있다(이승호ㆍ김승, 2008; Ministry of

현이고 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물과 관련된 환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port and

경 영역을 벗어나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기타 환경 분

Housing, 2012; Nion, 2009).

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생태포용변화부(Ministry of the Ecological Solidarity

(Government of France, 2017).

and Transition)는 프랑스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조

유역관리공사(Agence de l’eau)와 유역위원회는 프

정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1971년 수립된 이후 부서

랑스 유역물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다. 이 두 조

명을 환경, 생태, 에너지 등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여

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상하수도 민간회사가 프랑

러 번 바꾸었고 조직 내에 물관리를 전담하는 수자원

스 유역 물관리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들인데 여기에 대

국(Direction de l’eau)이 있어 물관리계획, 관련 프로

해서는 Ⅳ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그림 3은 프랑

그램 입안, 물관리 관련 법률 초안 작성 및 6개 유역

스의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그림

관리공사를 관리한다. 1992년 물법 개정으로 프랑스

인데 파란색 상자는 6개 대유역에서 유역물관리에 직

전역 22개 지역에 환경과(Directions Regionales de

접 관여하는 조직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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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총리

고 이 범주의 회원은 총 위원의 40%를 차지한다. 범

생태포용변화부

주 3은 중앙정부의 대표 위원(중앙 공무원)으로 총인
원의 20%를 차지한다. 유역위원회는 범주 1과 2 회원

종다양성청
French Biodiversity Agency

의 투표로 선출된 위원장이 이끌어 가는데 2006년 물

유역조정관
River Basin Coordinator
유역위원회 6개 유역
지역물위원회

유역관리공사
6개 유역

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유역조정관(River
지방정부 Regions
Departments Communes

상하수도 사업자
Veolia, Sue, Saur

출처: 이승호, 김승(2008), Colon et al., (2017) 및 Nion (2009) 기반 수정.

[그림 3] 프랑스의 물관리 거버넌스 체제

Basin Coordinator)이 유역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한다.(Colin et al., 2017; Lanfranchi, 2008; Nion,
2009).
유역위원회는 6개 대유역에 1개씩 설치되어있지만
담당하는 유역이 광범위하여 지역 사무소 격으로 지역
물위원회(Local Water Commission)를 2006년부터

Ⅳ. 물 관련 거버넌스의 역할 및 운영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의 위원 분포를 보면, 중앙정부
및 비정부조직 위원이 25%를 차지하고 지역에서 선출

여기에서는 프랑스 유역물관리 거버넌스의 역할

된 대표위원이 최소한 50%를 차지한다. 지역물위원회

과 운영에 대해 유역위원회, 유역관리공사, 지방자치

는 지역물관리개선계획(SAGE)을 논의하고 최종적으

단체 및 상하수도 민간회사 등 관련 조직에 대한 구

로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Jager et al., 2016; Richard

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유역위원회를 살펴

et al., 2010). 유역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사

보기로 한다. 유역위원회(Comite de Bassin)는 유역

하게 현안이 있을 때 구성되는 비상설조직으로 위원은

관리공사와 함께 프랑스 유역물관리 체제의 근간을

정기적 급여 혹은 기타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루는 조직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물 의회(Water

유역위원회 조직을 보면 지방정부가 유역위원회 내

Parliament)’로서 다양한 직군의 대표들이 물관리

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여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물관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낸다. 유역위

리 사업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원회 위원의 일부는 유역관리공사의 이사(Board of

있다. 이러한 체계는 유역관리공사의 재정지원 체계와

Directors)가 되어 유역관리공사 운영에 대해 직접적

함께 지방정부와 유역물관리 조직과의 연계성을 강화

으로 관여한다.

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토지계획과 이용을 책임지는

유역위원회 위원들은 3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유역물관리 조직이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범주 1은 광역자치단체(Region), 중간단계 자치단체

통합물관리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좋은 사례를 보여

(Department) 및 기초자치단체(Commune)를 대표

준다(이승호ㆍ김승, 2008).

하는 위원들로 총 위원의 40%를 차지한다. 범주 2는

유역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취수세 및 오염세율을 결

가정용 물 사용자, 전문가 조직, 환경 NGO, 농업, 어

정하고 유역관리공사의 이익분배에 대해 논의를 한다.

업, 전문가 등 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

또한 유역물관리계획(SDAGE)을 유역관리공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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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작성하는데 유역물관리계획은 6년마다 수정

로 향후 15년을 대비,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및 보완한다. 이 계획의 예산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최

이다. 지역물관리개선계획(SAGE)은 유역 내 지역을 단

종 결정된다(Jager et al., 2016; Nion, 2009).

위로 하천, 호수, 저수지 및 기타 지방의 물관리, 이용

유역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시민사회 계층의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1997년까지 첫 단계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역 민주주의 실현의

로 이행사항, 제도, 조직 등 준비를 하여 2000년 유럽연

구심점이 된다. 2000년 유럽연합 물관리지침이 도입

합 물관리지침 도입과 시행 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

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명문화하면서 각 유럽연합 회

었다(이승호ㆍ김승, 2008; Colin et al., 2017).

원국들의 이해당사자 참여 제도화 과정에서 진통이 있

또한 물관리정책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일반시민의

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유역위원회 제도가 이미 정

이해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유역물관

착한 후라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이 연착륙했다고 평

리계획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책임을 맡고 있

가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다(이승호ㆍ김승, 2008; Nion, 2009).

를 정책에 반영하고 유역 내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유역관리공사는 취수세 및 오수세를 징수하고 이를

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물관리 관련 사업 재정을 지원

수 있다.

해 주는 ‘상호금고(Mutual Bank)’ 역할이 1964년 설

유역관리공사는 1964년 물법 도입으로 전국의 6개

립 목적이었다. 이러한 단순한 성격의 유역관리공사의

대유역에 설치되었고 본 조직은 25명으로 구성된 이

정체성은 1992년 이후 유역물관리계획과 지역물관리

사회가 운영한다. 8명은 지역사회의 대표, 8명은 다양

개선계획 설립 업무를 부여받고 2006년 이후 유럽연

한 범주의 물 사용자 대표, 8명은 중앙정부를 대표하

합 물관리지침에 따른 물환경관리 규제 강화, 2014년

는 이사들이며 1명은 유역관리공사를 대표하는 이사이

과 2015년 지방자치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 물관리

다. 이사회의 의장과 공사 사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규제강화, 2016년 종다양성법 수립으로 인한 환경전반

(Nion, 2009).

에 대한 업무 추가부여 등을 통해 종합환경규제기관으

주요 업무는 유역별로 취수세 및 오수세를 징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지방정부에 보조금과

로 거듭나게 되었다(이승호ㆍ김승, 2008; Colin et al.,
2017; Lanfranchi, 2008).

대출금을 제공하여 물관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다. 종

유역관리공사 재원 확보 방식은 취수세와 오수세를

다양성청과 함께 환경보호 및 규제 역할을 하고 환경

각 유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가정, 산업체,

보호, 조사 및 연구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기타 물 사용자들에게 자동 부과하고 직접 징수하는 것

진행하기도 한다. 1992년부터는 유역위원회, 지방자

이다. 공사가 징수하는 세금의 대부분은 가정의 물 사

치단체와 함께 유역물관리계획(SDAGE)과 지역물관

용자로부터 징수하고 보통 가정의 1㎥ 사용비의 20%

리개선계획(SAGE) 수립을 주도한다. 유역물관리계획

정도를 물세로 납부한다. 2006년 물법 개정으로 유역

(SDAGE)은 유역위원회 및 광역자치단체(Region)의

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물관리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이

환경과(DIREN)가 유역관리공사와의 협의를 바탕으

7개로 세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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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2호

1) 수질오염세
2) 하수배관 체계 현대화 사업세

(5개 해외 위치).
2006년 물법 도입을 통해 유역조정관(River Basin

3) 비점오염세(농업관련)

Coordinator)을 중앙정부에서 도입하여 Region

4) 취수세

과 Department의 물관리 관련 규제 집행을 원활

5) 갈수기 담수세

하게 하고 있다. 각 대유역에는 보통 2~3개 정도의

6) 하천방해물세

Department가 속해 있고 Region은 대부분은 하나

7) 수생태보존세

의 유역에 속하나 Bourgogne과 Poitou-Charentes
는 2개 유역관리공사의 관할권 안에 있다(Ministry of

이러한 세금은 다양한 환경비용을 통합하기 위한 것
으로서 물 사용자의 취수 혹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행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port and
Housing, 2012; Richard et al., 2010).

위를 줄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

또한,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로 1789년에 수립된

성되었다(International Office for Water, 2009; Les

Commune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시, 군 등과 유사하

agences de l’eau, 2018).

며 현재 약 36,000여 개가 존재한다. 2014년 및 2015

2018년 현재 6개 유역관리공사는 약 22억 유로(한

년에 도입한 지방자치 강화 관련법에 따라 프랑스 정

화 2조 8,000억 원)의 물세를 징수하였고 이 중 85%

부는 15,000명 이하 주민이 거주하는 Commune을

(약 2조 3,800억 원)를 가정 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통합하여 향후 2,000여 개까지

다(Les agences de l’eau, 2018). 유역관리공사는 유

그 수를 줄일 예정이다. 이밖에 파리, 리용, 마르세유

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에서 물관리 관련 사업

와 같은 3개의 특수자치조직이 있다(Richard et al.,

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보조금 및 대출금을 제공하는

2010).

데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지원한다. 2013

이런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년부터 2018년까지 유역관리공사가 물관리 사업에 지

선출하면서 강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

원한 금액은 13억 3,000만 유로(한화 16조 5,200억

자립도는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다수의 소규모

원)에 이르고 대부분은 도시 및 농촌지역의 하수처리

자치단체는 물관리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만큼 재

및 취수원 보호에 배정되었다(Richard et al., 2010).

정이 튼튼하지 못하다. 현 프랑스 법에 따르면 지방자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지역 크기에 따라 Region,

치단체는 건물세, 비도시지역세, 주택보유세 및 사업

Department, Commune으로 분류한다. Region은 광

세 등 4종류의 지방세 징수 권한이 있는데 물관리 사업

역자치단체, 한국의 여러 도를 합친 듯한 크기로 2016

을 위한 재정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관리 사

년 이전에는 22개였으나 행정효율화를 위해 2016년

업 재원이 부족한 경우 상급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이후 13개로 축소, 통합하였고 Department는 중간

받기도 하는데 최대 80% 정도까지 사업 보조금을 받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한국의 도와 유사하고

유역관리공사를 통한 보조금과 합쳐 재원을 마련한다

1790년 수립되었으며 2019년 현재 101개가 존재한다

(Richard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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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조건을 포함하지만, 상하수도 관련 시설의 소유권
은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하였지만 최근 들어 비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상하수도 서비스 민간회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및 사우어(Saur) 등 대규모 물관리 회사가 시장을 장악

직접적인 계약 및 사업 관계를 맺고 있지만, 유역관리

하여 서비스를 반독점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2009

공사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역관

년 파리시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민관합작 투자형태에

리공사의 주요 세원은 취수세와 오염세지만 이를 징

서 공공으로 전환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 추세

수하기 위해서는 민간회사 시설의 적절한 운영과 관

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리가 중요하다. 유역관리공사와 상하수도 민간회사

민간회사의 경영 및 관리 기법, 금융조달 능력 및 기

는 유역물관리계획(SDAGE) 및 지역물관리개선계획

술력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회사와의 밀접

(SAGE)과 같은 물관리계획 수립 관련 혹은 하수처리

한 관계는 계속될 전망이다(Colon et al., 2017; Strat.

기술 관련 기술 자문 시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

2011).

다. 또한, 프랑스 유역물관리 체제의 해외 홍보 경우에

프랑스의 상하수도 서비스 민간기업 참여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지방정부의 수요 증가에 따라 양

도 공동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이승호ㆍ김
승, 2008).

여(Concession) 및 운영(Operation & Maintenance,
O&M) 계약 형태로 민간기업 영향력이 증대되었
다. 프랑스 대표 물기업인 제너랄 데죠(Compagnie
Generale des Eaux, 현재의 Veolia)가 1853년에 설

Ⅴ. 물
 관련 거버넌스의 효과 및
정책적 함의

립되었고 리요네즈 데죠(Lyonnaise des Eaux, 현재

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 과정과 관련

의 Suez)가 1880년 수립되어 민간기업의 본격적인 상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 및 시사점을 도출

하수도 서비스 시장 진출이 시작되었다. 2013년 현재,

할 수 있다. 첫째,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공사를 중심

프랑스 전체 인구의 61%가 지방정부와 계약한 민간

으로 한 유역물관리 체제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이

상수도 사업자에 의해서 음용수 공급 서비스를 받고

다. 유역위원회는 ‘물 의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

있고 하수도 서비스의 경우는 41%이다(Colon et al.,

앙 및 지방정부, 비정부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

2017).

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유함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서비스 공급계약 형태

으로써 하천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계약 기

유역관리공사는 유역물관리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간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양여, 즉 독점운영계약, 둘

시키고 중앙의 물관리 사업 관련 재정부족을 효과적으

째, 계약 기간 13년 이하의 일괄도급 계약, 셋째, 계약

로 해결한 일등 공신이었다. 유역관리공사는 환경규제

기간 10년 이하의 일부 도급 계약 등이다. 프랑스 민관

의 역할보다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지방의 물관

합작 경영 혹은 투자의 특이점은 비록 다양한 계약 기

리 사업의 금융조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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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물관리 관련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며 관련 정

업무의 통합시행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책임 있는 관

책 수립과 시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6년 수립된 프

련 부처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랑스종다양성청(FBA)과 유역관리조직의 협력은 유역

(Colin et al., 2017).

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물환경 관리에서 환경 및 종다

Ⅵ. 결론

양성까지 확대시켰다.
둘째, 1960년대 이래 프랑스의 물관리 거버넌스 체
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점차 유역 및 지방자치 방

한국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적 조건 중 하나는 유

향으로 변화하였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유럽의 다양한

역물관리 체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행이다. 프랑스의

물관리 및 환경관리 규제지침을 수행하는 중앙 규제기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에서 도출한 교훈은 다음과 같이

관으로 재탄생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유역위원회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유럽연합 물관리지침의 대중

유역관리공사와의 밀접한 관계와 협업을 통하여 점진

참여 원칙과 같이 4대강 유역의 유역위원회는 일반 시

적으로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민들의 유역물관리 관련 정보와 계획에 대한 접근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개선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물관

셋째, 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 발전 과정의 특징은

리 정책 수립과 운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각 유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 속에 대중 참여를 확대한 것이

역위원회 내부, 4대강 유역 간, 중앙과 유역 혹은 지방

다. 그 결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일반 대중, 특히 관

정부 사이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및 이해충돌이 발

련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해당

생할 경우,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사자 참여가 증가할수록 다채로운 의견 개진과 논의가

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는 작

활발하여졌다. 따라서 물관리 계획 역시 일반 대중과

업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 수요에 맞는 눈높이 정책 제안과 발의가 이

둘째,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물관리 정책 수립과

어졌고 이에 상응하는 계획과 금융조달 방식을 개발하

이행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행 단계에서 각

고 추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논의하고 적

참여 속에 물관리 정책의 공동책임 수립과 이행이 제도

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화되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않고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각종 현안을 논의할 때 혼란

이러한 3가지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프랑스 물

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참여

관리 거버넌스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단계적으

하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각자의 책임소재는 명

로 변천하여 진화했고 그 진화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

확히 하도록 한다.

적이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와 참여 속에 이뤄졌

셋째, 유역물관리의 실질적 걸림돌 중 하나는 유역의

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 체

독립적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경우, 6개 유역관리공

제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조

사가 징수하는 취수세와 오염세을 통한 보조금과 대출

정과 협의 체제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고 환경 관련

금,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덕분에 물관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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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튼튼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

Grund, W., Hedelin, B., Hernandez-Mora, N.,

으로 모범적인 유역물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Huesker, F., Huitema, D., Irvine, K., Klinke, A.,

수 있었다. 한국 유역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은 독립재정
의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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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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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선행문헌 및 정책동향 분석
Ⅲ. 대국민 하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Ⅳ. 맺음말

요약
시민인식은 하천관리를 포함한 공공정책 수립에 결정적 요소들 중 하나로 점차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하천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문의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우리나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하천의 이용과 관리
및 정책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 향후 하천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하천의 이용, 관리(주체),
정책,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시민인식 조사의 대상은 전국 남녀 4,500명(10대~60대)
이었으며 패널 참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크게 3대 주제(하천 이용, 하천 관리, 그리고 하천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천 관리와 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의 우선 순위는 수질, 물공급 관리, 그리
고 생태계 복원의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현재와 미래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깨끗한 수질과 생태서식 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록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관리 정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시민인식 기반
의 하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핵심어 : 하천 정책, 하천 관리, 시민인식 조사, 물관리일원화

Ⅰ. 서론

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
화로 인한 불규칙적이고 빈번한 기상현상은 하천의 물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를 저해하는 불

이동 및 저장의 허용치를 급격히 변동시켜 하천의 근원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ijkim@kei.re.kr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choihs@kei.re.kr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hekwak@kei.re.kr
**** 본 원고는 KEI에서 수행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방안」(K-water, 2019) 연구결과의 주요 연구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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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

재정적으로 정부부처 중심으로 수립 및 이행되어 왔

나는 예측범위를 빗나가는 태풍의 이동과 영향권 그리

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가장

고 단시간에 발생되는 집중폭우와 돌발홍수는 통상적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하천관리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하천관리 의사결정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홍수피

장기간 강수량 부족에 따른 물부족은 국소적으로 지역

해는 저감되었으나 높아진 제방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

적으로 습윤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서 경제적ㆍ환

성은 물론 관심도 낮아졌고, 지역에 따라 과도한 용수

경적 손실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폭염이나

공급ㆍ배분과 이용으로 하천 건천화와 지하수 고갈이

한파 때문에 계절성을 파괴하는 하천과 호소 수온의

심화되었다. 또한 지표수 중심의 상수원과 수질 확보

변화는 수질오염 거동은 물론, 수생물 서식을 교란시

는 상하류간 취수원과 수질오염과 같은 문제로 인한

켜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과 종 다양성 감소를 가중

반복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지속적 물분쟁으로 이어지

시키고 있다.

는 실정이다. 비록 시민들의 참여가 물문제의 기술적

근래 국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에 대한

대안으로 진화하고 전문 지식정보의 축적에 기여함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소득 증가, 지식정보 발달,

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천정책의 의사결정

삶의 질 제고 등의 요인으로 건강한 하천에 대한 국민

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

적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구절벽, 저성

는 것이 사전예방적이면서도 사후대안적 관점에서 수

장 시대의 도래 등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도 미래 하천관

용성 있는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리와 물관리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내외부 요인으로 성과

이와 같이 기후 및 사회경제의 변화는 홍수에서 수질오

가 낮을 때에도, 시민의 인식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

염, 물부족,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이 하천 생태계 지속

었고 합리적 절차로 수립된 당시 계획의 문제점보다는

성 보전과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사회적 의견이 집중되어

는 것이다. 특히 2018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물관

갈등과 소모적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파급효과도 확

리일원화 이후, 하천관리 정책의 변곡점에 따른 국민

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전

들의 새로운 하천 수요 분석도 필요한 시점이며 하천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하천 인식 조사의 결과를 분석

발원지부터 하구와 연안까지의 연속적 하천 공간에 대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 수량-수질 통합관리, 기후변화 영향, 인구축소와 행
동변화, 물인프라 시설의 투자와 유지비용 등을 아우
르는 정책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매우 높다. 또한 물관
리일원화를 시작으로 수량ㆍ수질 통합관리 기반의 하
천관리가 시민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는 유역 물거버넌
스와 밀접하게 발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하천 관리 정책은 공간적,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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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문헌 및 정책동향 분석
1. 선행문헌 분석
수리, 수질, 수생태 등 하천의 모니터링에 관한 국
내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하천 이용자 인식 조
사, 하천환경 가치분석, 하천 이용과 관리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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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하천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는 상대적으

수가 많을수록 정주의식 및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조

로 부족한 실정이다. 배영(2002)은 서울 양재천과 여

사되었다. 그리고 하천복원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의도 샛강, 2개소의 이용자 총 195명(남자 131명, 여

가장 큰 효과는 하천정비 효과, 경제적 효과, 삶의 질

자 64명)을 대상으로 하천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조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천 방문의

사하였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 만족도는 샛강

횟수를 높이는 방안이 하천복원사업의 기본 사항이라

이 더 높았으며,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의 이용 만족도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는 양재천이 높고, 하천수량, 수질, 자연생태 관찰시

앞선 연구에서는 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하천을 대상

설, 친수시설의 만족도는 샛강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으로 한 내용이었으며, 하천의 접근 용이성이 효과 개

이 결과는 하천관리 정책과 복원 사업의 목표에 지역

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공

적 특성 및 방문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

통적이었다. 하천복원사업 후 수질 개선, 수량 확보 등

다면, 그 파급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

과 같은 시각적이고 정량적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결

할 수 있다. 이규찬(2008)은 도심 복개하천인 성북천

과가 구체적으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혹은 해

주민 230명을 대상으로 복개하천으로 인한 지역 이미

당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긍정적으로 조성되는 사회

지 영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주민을 대상으

적 효과가 있었다. 다만, 위 연구들의 대상 하천이 도

로 한 성북천 이용 목적 및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살

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숲이나 계곡을 이용

펴보았으며, 지역 주민은 긍정적 선호도가 높고, 하천

하는 인근 하천의 이용형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공간 구성의 다양성, 생태적 안전성, 이웃과의 교류 등

볼 수 있다.

의 비물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환경부(2007)에서 실시한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인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와 30대는 운동, 20대는 문화,

식조사2)는 환경부에서 복원사업을 완료한 하천의 지

40~50대는 생태적 복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조사되

역 주민 500명, 일반 국민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

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이용자의 연령별 기대와 이용목

로 도심하천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자연형 하천에 대

적에 부응할 수 있는 하천복원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한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 시민은 자연형 하천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의 하천이 길 바라며,

김남수 등(2011)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던 서울 성내천 방문자(124명)을

국민의 92.2%가 자연형 하천으로부터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으로 방문 목적 및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

강형식 등(2014)은 2007년~2011년까지 준공된

문조사1)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내천을 방문하는 횟

12개 하천복원사업3)을 대상으로 해당 하천 인근의 지

1) 설문조사 기간: 2007.6.7, 2007.6.9
2) 설문조사 기간: 2007.4.9~2007.4.24
3) 공촌천, 무심천, 당진천, 매곡천, 논산천, 전주천, 삼천, 서창천, 학장천, 태화강, 광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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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 1,200명과 담당 공무원 100명의 인식조사를

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 회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천사업 인지도가 높을수

복 중심의 하천관리를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간

록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주민이 하

의 통합 및 협력적 노력에도 정책적 비일관성과 비효

천사업에 관심이 높지만 인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다

율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4) 그러나 지난 2018

양한 하천사업의 정보제공과 홍보, 참여프로그램이

년 5월과 6월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물관리일원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

화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보면, 공무원들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의결 및 공포됨

과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을 지향

에 따라, 이번 일원화 성과의 승패는 하천관리의 효과

하였고, 지역주민은 2가지를 포함하여 ‘지역 축제 및

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단정 지어도 지나치지 않을 정

공동체적 활동’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보전’을 위

도로 수량과 수질 및 물이용 관리기능의 통합은 우리

한 하천에도 관심이 높았다. 하천관리의 주체에 대하

나라 물관리 역사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

여 공무원은 정부(50%), 관련 업체(11%), 전문가(9%)

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

순으로 선택하였으나, 지역주민은 정부(20.8%) 외에
<표 1> 물관리일원화 관련 3개 법령과 시사점

도 지역 주민 및 관련 업체 전문가들을 20% 이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계획
수립에서 유지관리까지 하천사업 전 과정에서 이해관
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큰 비중으로 반영될 필요

법령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업무지시로 추진된 물관리

「물관리
기본법」2)

ㆍ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 - 물관리 최상위법 제정; 기본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기
원칙(통합관리,유역별관리등)
본원칙을 제시
적용 필요
ㆍ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기 - 가/유역 계획 중심의 정책수
본적인 사항(국가물관리
립 및 이행필요
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 - 하천관리체계는 미정립된
합계획 등)을 규정
상태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ㆍ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 물기술산업진흥기본계획(국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
과위 심의)수립과 국가/유역
산업의 진흥에 기여
계획과의 연계 필요
- 「하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가 물기술산업의 범
위에 있음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 및 물이용(광역ㆍ지방상수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정부부처 기능을 환경부
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수량, 수질, 물이용(광역ㆍ지방
상수도)은 하천 기능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에도 24년 이상 물관리 행정체계는 분산화되어 정책
의 비일관성과 관리의 비효율성이 커져 왔다. 특히 국
토교통부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치수 중심의 개선을, 환

4)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2017)장천, 태화강, 광주천

64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시사점

「정부
조직법」1)

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하천관리 정책 동향

주요 내용

ㆍ 환경부가 수자원의 보전 - 수량(재해예방)-수질-수도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통합관리 시행의 신속-체계적
를 관장하여 지속가능한
준비를 위한 전문적 검토 필요
물관리 체제 수립
- 「하천법」 업무 중 일부만 이
관사항

주 : 1) (시행) 2018. 6. 8,
2) (제정) 2018. 6. 12, (시행) 2019. 6. 13,
3) (제정) 2018. 6. 12, (시행) 2018. 12. 13
출처 : K-wate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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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조

따라서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향은 수자원, 수질, 상

직법」 개정에 따라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국토교통부

하수도, 수생태, 하천시설물 등과 같은 국토교통부와

가 소관하던 수량(수자원) 관련 5개의 법률5) 및 하천

환경부 소관 사무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반

관리와 관련한 11개 계획6)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

드시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

다. 그러나 「하천법」 기능 중 국토교통부의 사무는 하

각된다. 또한 발원지에서 중소하천과 대하천의 하천

천시설물 관리, 하천 정비공사를 담당하고 하천수사용

연속성(stream continuum) 개념의 관리와 하천토지,

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ㆍ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

하천수, 하천시설물, 골재자원 등과 관련된 법률과 계

용ㆍ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하천의 수량관리 기능

획의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하천관리가 시작될 것으

은 환경부의 책무로 이관되었다(환경부, 2018). 즉 물

로 예상된다. 특히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

관리일원화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하천법」

칙 12개 중 협력과 연계관리8), 물관리 정책참여9)에 대

의 법적 기능이 이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한 원칙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시민들의 관심

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

및 요구를 어떻게 하천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유

획(국가하천, 지방하천) 수립의 주무부서이나, 하천기

역 거버넌스의 보편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본계획은 환경부 소관 「수자원법」에 따라 수자원장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
<표 2> 하천관리와 관련한 계획 현황

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총 4개의 계획에 근거
하고 있다. 특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7),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수준으로 환경부와 국토교
통부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변형된 하천기본계획
의 수립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법령

환경부

계획

법령

계획

ㆍ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조사ㆍ계획 및
ㆍ지역수자원관리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ㆍ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5)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 5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
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6)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 11개 물관리 관련 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
역치수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7)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
립하여야 한다.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
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8) 「물관리기본법」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
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ㆍ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9) 「물관리기본법」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
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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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
 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 조사계획의 수립
선행연구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하천관리 혹은 하천
사업에 있어서 시민 인식조사는 개인 혹은 하천 인근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긍정적으로 조성되는 사회적 효
과가 있었으며, 하천의 접근용이성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사회적 효과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관리의 주체
에 대한 설문에서도 계획 수립부터 하천 사업의 유지

<표 3> 설문조사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목 하천 이용 및 관리 인식 조사
기간 2019년 2월 13일 ~ 2월 14일 (2일간)
방법 온라인 패널(스마트폰) 설문조사
총 4,500명 (남: 2,290명, 여: 2,210명)
대상 - 인구비율: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반영(지역별 가중치)1)
- 연령비율: 20대~50대(각 20%), 10대(10%), 60대(10%)
총 26개 (일부 중복 답변, 보기 무작위 정렬)
문항
- 이용(7개): 하천 이용 일반 현황 조사
구조
- 관리(6개): 하천 관리(관리, 접근성, 기후변화, 미래상 등)
및
- 정책(11개): 하천 정책(물관리일원화, 관리주체 등) 인지도/관심도
개수
- 응답자통계(2개): 직업, 거주위치(도심, 비도심, 경계지역)
주 : 1) 제주도는 미포함하였음
출처 : 저자 작성

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또
는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2. 하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
하천에 관한 시민인식을 조사한 본 연구의 주요 결

본 연구에서는 “하천 이용 및 관리 인식조사”의 제

과는 하천 이용(방문), 하천관리, 하천 정책 부문별로

목으로 전국 일반시민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정리하였고, 각 부문별 주제의 설문 문항과의 연관성

를 계획하였다. 대상연령은 10대부터 60대까지이며,

을 파악하고자 결과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심화된

20대~50대는 각 20%, 10대와 60대는 10%로 구성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하천관리에

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패널 조사형태이었다. 설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하천관리체계

문의 구성 및 기본내용은 시민인식을 인지와 관심도

의 정립 및 정책을 계획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입장에

(awareness/interest), 만족도(satisfaction)를 알아보

서 인지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 위하여, 크게 3개 주제로 구분되었다. 먼저, ‘하천
이용’에 관한 일반 질문 7문항, 다음으로 ‘하천관리’

가. 하천 이용(방문) 부문

의 중요도 및 개선사항 등 6문항, 그 다음으로 물관리

하천 이용 및 방문 부문의 설문결과를 보면, 설문자

일원화를 포함한 ‘하천관리 주체와 하천정책’ 등 11문

4,500명 중 약 85.5%는 1년 동안 최소 1회 이상 하

항, 끝으로 응답자 통계를 위하여 직업 및 거주지를 포

천을 이용(방문)하였으며, 이 중 약 26.8%는 매주 하

함하는 2문항으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

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문내용 중에서 하천의 분류, 물관리일원화 등과 같은

하천의 본류를 방문하는지, 지류 또는 도심의 하천, 중

전문적 용어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추가 설명을 제

소하천, 소하천을 방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

공하였다.

여 이용하는 하천의 종류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주
방문(이용)하는 하천(강)10)은 중하천(43.0%), 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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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소하천(16.4%), 도랑이나 개울(18.5%),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경인 아라뱃길, 호
수공원, 바닷가, 저수지 등으로 응답 하였다.11)

하천 방문(이용) 횟수
기타

0.4

1~2회/1년

17.5

1~2/분기(계절)

하천 이용(방문) 목적으로 운동, 친수활동, 생태학

1~2회/월

습, 축제 등을 포함하여 질문한 결과, 조깅 및 걷기 등

1~2회/주

의 산책이 가장 높았으며(44.8%), 휴식 및 스트레스 해

●●●

21.4
23.7
17.5

거의 매일

5.4

지난 1년간 하천 방문...

14.1

0.0

소(25%), 운동(12.2%)의 순이었으며, 우선순위 1~3순

5.0

10.0

15.0

20.0

25.0

응답 비율(%)

위 누적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천 이동
하천 이용 만족도

수단은 도보(59.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가용
(23.4%), 자전거(7.9%)의 순위이었으며 택시 및 기타
는 0.2%로 가장 낮았다. 하천 이용시 동행자 유형은 가
족(47.2%)이 가장 높았으며, 친구 및 연인(28.3%), 혼
자(18.0%), 반려동물(4.4%)의 순위로 응답하였다. 하
천 이용 체류시간은 1~2시간 이용응답이 38.2%, 1시

5.3

매우 만족함

52.2

만족함
35.8

그저 그렇다
5.5

불만족함
1.2

매우 불만족함

0.0

20.0

30.0

40.0

50.0

60.0

응답 비율(%)

간 이하 이용응답이 37.1%로 2시간 이내 이용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10.0

출처 : K-water(2019)

[그림 2] 하천 이용(방문) 및 이용 만족도 결과

하천 이용의 전반적 만족도는 5개 척도형으로 질문
한 결과,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함이 57.5%로 절반 이

나. 하천 관리 부문

상을 차지하였고, 반대로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함

하천 관리 부문은 하천이용에 따른 만족 및 불만족

은 6.7%로 나타나, 시민들의 하천 이용 만족도가 높은

사항, 개선사항, 하천의 미래상 등을 포함한 질문으로

것을 알 수 있다. 하천 이용 부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하천관리 대상에 대하여, 앞서 이용

정리해보자면, 일반시민들은 하천을 산책, 휴식, 운동

하는 하천의 문항과 동일하게 대하천, 중하천, 소하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도심에 가까운 중하

마을과 주변에 흐르는 도랑이나 개울 등 4가지로 분류

천, 대하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에 도착

하여 이에 대한 관리의 우선순위를 질문하였다. 이에

하는 이동수단은 도보(59.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대하여 일반 시민들은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하는 1

타나, 대다수는 근린형 하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

순위 하천으로 대하천, 중하천, 소하천, 도랑이나 개울

할 수 있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2순위 선택 결과는 중하천

10) 대(大)하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등중(中)하천: 양재천, 온전천, 신천, 굴포천, 갑천, 전주천, 광주천, 무심
천 등소(小)하천: 이나 계곡 가까이 있어서 하천의 폭이 넓지 않고 길이가 짧은 하천
11) 일반 시민들에게 어려운 하천의 분류(대ㆍ중ㆍ소하천, 도랑이나 개울)은 그림 및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67

●●●

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2호

과 소하천 순이었으며, 3순위로는 소하천, 4순위로는

계(갈대, 새, 물고기 등) 관리, ⑤ 친수시설(산책로, 자

도랑이나 개울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

전거도로, 징검다리, 야외수영장 등) 관리, ⑥ 하천정보

는 대부분 시민들이 중하천을 이용하지만, 관리의 대

(수위, 수질, 생물종 등) 공개, ⑦ 접근편의성(계단, 주

상으로 시각적 인식이 높은 큰 대하천의 중요성을 먼

변 도로, 하천제방), ⑧ 악취, 쓰레기 관리, ⑨ 기타로 동

저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ㆍ소하천에 대한 관

일하게 보기를 구성하였다. 시민들은 만족하는 사항으

심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 접근 편의성(28.4%), 친수시설 관리(24.2%), 수질관

다음으로 현재 하천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리(9.9%)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하천관리 중 불만

에 관한 결과이다. 먼저 만족도 및 불만족 사항에 대하

족하는 사항은 수질관리(27.4%), 악취 및 쓰레기관리

여 ① 홍수관리, ② 물공급 관리, ③ 수질관리, ④ 생태

(25.5%), 생태계 관리(11.3%), 하천정보 공개(9.5%) 순
으로 나타났다. 접근 편의성 및 친수시설에 대한 만족
도는 높으나, 수질악화, 악취 및 쓰레기 관리 불만족이

하천관리 만족하는 사항
접근편의성(계단, 주변 도로, 하천제방)
친수시설(산책로, 자전거도로, 징검다리, 야외수영장 등) 관리
수질관리
악취, 쓰레기 관리
물공급 관리
생태계(갈대, 새, 물고기 등) 관리
홍수관리
없음
하천정보(수위, 수질, 생물종 등)공개
기타

30.0 28.4
24.2

20.0
15.0
9.9

10.0

6.4

4.4

0.2

27.4
25.5

25.0
20.0
응답 비율(%)

시설 등 불만족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정화 시설에

3.6

0.0

15.0
11.3

10.0

과, 휴지통 등 쓰레기시설, 수질 개선 시설, 악취 저감

6.3

5.0

30.0

하천관리의 개선해야 할 시설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

응답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9.6
7.1

추가 및 개선사항과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하천관리를 위한 개선시설

문항

2500

하천관리 불만족하는 사항

2000

수질관리
악취, 쓰레기 관리
생태계(갈대, 새, 물고기 등) 관리
하천정보(수위, 수질, 생물종 등) 공개
없음
홍수관리
물공급 관리
접근편의성(계단, 주변 도로, 하천제방)
친수시설(산책로, 자전거도로, 징검다리, 야외수영장 등) 관리
기타
9.5

8.3
6.3

5.0

4.8
3.0

3.0
0.8

0.0

문항

주 : 우선순위 1순위 선택 결과
출처 : K-water(2019)

[그림 3] 하천관리 만족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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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선택 수

응답 비율(%)

25.0

52.9%로 매우 높았으며 불만족한 사항들은 하천 시설

1500

2363

2235
1902
1532

1399

1329
1141
964 945

1000

816 769

650
487 437

500

332 275
50

0
문항
휴지통 등 쓰레기 시설		

수질개선(하수처리장, 습지 등) 시설

악취저감 시설			

녹지경관시설(숲, 잔디, 식물, 폭포 등)

휴식편의시설(매점, 벤치, 정자, 화장실 등) 관리

안전ㆍ안내시설(가로등, 야광안내판 등)

하천정보(수위, 수질, 생물종 등) 안내시설

친수시설(산책로, 자전거도로, 징검다리, 야외수영장 등)

수생물서식시설			

홍수예방 시설(제방 등)

접근시설(계단, 주변 도로, 하천제방)

운동시설(농구장, 운동기구 등)

문화시설(공연장 등)		

수량확보를 위한 시설(보 등)

역사문화시설(옛하천사진, 문화관 등)

강변 모래사장 시설

기타

주 : 최대 5개 중복 선택 결과
출처 : K-water(2019)

[그림 4] 하천관리를 위한 개선 시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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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재 하천관리 정책 부문에 대하여 일반

(17.7%), 물부족(취수장, 수돗물 등)에 대비하는 유량

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

확보(15.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천정책으로 전체의 29.6%가 수질보호(녹조, 오염물

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정책은 물의 재이용 및 유량확

질 등)를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악취ㆍ쓰레기 관리

보에 집중되어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깨끗한 하천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실제 정책과 일반 시민들의 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정책

30.0

식차이를 알 수 있었다.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

수질보호(녹조, 오염물질 등)

35.0

악취, 쓰레기 관리

한 답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정책 답변과 유

물부족(취수장, 수돗물 등)을 대비하는 유량확보

29.6

하천 마름(건천화) 방지를 위한 지하수 관리
홍수예방
하천정보(침수알림, 수질모니터링, 생물모니터링 등)의 강화와 홍보확대

25.0

수생물(물고기, 개구리, 물새 등) 보호를 위한 유량확보

응답 비율(%)

다음으로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하천(22.9%), 다

하천생물종 다양성 보호

20.0

기타

17.7

사하게, 깨끗한 수질의 하천(36.1%)이 가장 높았고, 그

양한 동ㆍ식물의 생태서식공간(14.6%)로 순으로 나타

15.1

15.0
9.7

10.0

9.1

났다. 시민들은 깨끗한 환경(수질, 쓰레기, 악취 등)의
7.5

6.3

하천에 가깝고 쉽게 접근하여 하천을 이용하고, 생태

4.9

5.0

0.1

0.0

계와 공존할 수 있는 생태서식공간으로서의 하천을 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항

주 : 우선순위 1순위 선택 결과
출처 : K-water(2019)

다. 하천 정책 부문

[그림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 정책 결과

하천 정책 부문은 하천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
바람직한 하천의 미래상
40.0

깨끗한 수질의 하천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하천
다양한 동ㆍ식물의 생태서식공간
경관이 아름다운 하천
홍수에 안전한 하천
가뭄에 안전한 하천
물놀이(수영장, 강변 모래사장 등)를 즐길 수 있는 하천공간
지역 축제 및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물문화 하천
동호회 등 생활체육 공간
수상레저(보트 등)를 즐길 수 있는 하천공간
기타

36.1

35.0
30.0
25.0

22.9

응답 비율(%)

20.0
15.0
10.0

14.6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질악화(79.9%), 하천 수
생물 훼손(49.6%), 정부 부처 간 협력부족(37.6%) 순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높은 수도요금(9.3%), 낮은
수도요금(3.8%)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부
여하였다.12) 이는 앞서 하천관리 부문의 불만족 및 개

7.1

5.0

5.7

선사항, 바람직한 하천 미래상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

5.2
3.2

2.4

1.5

0.0

문항

주 : 우선순위 1순위 선택 결과
출처 : K-water(2019)

[그림 6] 바람직한 하천의 미래상 결과

1.2

0.1

던 깨끗한 환경(수질, 쓰레기, 악취 등)과 연관된 결과
로, 일반 시민들은 하천 관리 및 정책에 대하여 일관적
으로 깨끗한 환경에 대한 필요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12) 1~3순위 누적 선택한 결과로 1순위 및 부적조사의 결과와 동일한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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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정책의 문제점

80.0

수질악화(오염물질, 녹조발생 등)
하천 수생물 훼손(물고기, 식물, 물새 등)
정부부처간 협력부족
가뭄 피해
수자원시설(댐, 저수지 등)의 부족
하천 상류와 하류 지역의 물이용 갈등
정부부처간 중복투자
홍수 피해
높은 수도요금
낮은 수도요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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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60.0

응답 비율(%)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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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정부의 물관리 및 하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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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27.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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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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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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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습지 등 생태적 하천 복원
가뭄 예방을 위한 물 절약, 빗물재이용 등
정부부처간 물관리 협력
산책로,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 확보
홍수예방 등 재해관리
물 확보를 위한 댐건설 등
지역간 물갈등(물분쟁) 조정
기타

22.9

20.0
17.6

15.0

응답 비율(%)

90.0

10.0

8.4
6.8
5.7

5.0

5.2

5.0
2.6

9.3

10.0

3.8

2.4

1.7

0.0

0.1

0.0

문항

주 : 우선순위 1순위 선택 결과
출처 : K-water(2019)

[그림 7] 우리나라 하천관리 정책의 문제점

문항

주 : 우선순위 1순위 선택 결과
출처 : K-water(2019)

[그림 8]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정부의 물관리 및 하천 정책

하천 정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설문

물관리 및 하천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질관리

결과13), 하천 개선사업 모니터링 참여(51.6%)가 가

(46.0%), 물공급관리(17.6%), 생태계 복원(8.4%)의 순

장 높았으며, 하천관리 불만족 사항에 대한 민원제기

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수질관리는 오염물질, 녹조

(43.0%), 하천관리 공청회 및 토론회 참여를 통한 의견

등 하천과 하ㆍ폐수관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현

제기(37.3%), 하천관리 개선사업 평가 참여(33.5%),

재와 미래 하천에 대한 가장 높은 시민들의 수요는 깨

하천계획 수립 참여(22.7%) 순서로 선택하였다. 즉 시

끗한 수질과 생태서식공간이었으며, 이는 향후 하천 정

민들은 하천 정책 참여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 참여 및 문제점에 대한 의사 표출에 대한 관
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하천

라. 설문조사 주요 주제의 교차분석 결과

관리 개선활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 하천관리 이용자 및 정책의 문제점 인식도

는 총 응답자 중 70.8%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하천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심화된 결과를 알아보고

였다. 이것은 시민 참여를 강조한 하천관리 개선활동

자 지역별 하천이용자와 하천 관리 정책의 문제점에

및 정책이 반영된다면, 다수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국 각 지역 모두 수

여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질악화가 하천관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46.2%)이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향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할

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하천 수생물 훼손 12%,

13) 1인당 최대 2개 선택한 결과이며, 총합 189.4%이고, 시민들의 역할은 필요없다라는 의견 0.6%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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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협력부족이 11.9%로 나타나, 하천의 수

<표 4>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하천관리 주체 인식 결과
(단위 : 명, %)

질 및 수생물의 보호와 정부 부처의 협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가 높았다. 하천관리 정책별로 지역별

●●●

하천관리주체

하천 이용자의 문제 인식도는 각 지역에서 경험한 물

응답자수(명)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피해의

중앙정부

경우 전체 응답자 중 7.5%가 선택한 것에 비하여, 충

지방자치단체

총

성별
남

연령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500 2,290 2,210 450 900 900 900 900 450
6.8

9.1

4.5

6.9

7

7.7

7.6

6.6

4

20.7 22.1 19.2 11.1 16.6 18.9 22.6

27

26

남은 12.1%, 강원은 9.7% 순으로 높았다. 홍수피해의

물전문기관
31.7 29.9 33.6
(수자원공사 등)

40 44.1 33.2 23.3 25.1 25.3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 중 4.7%가 선택한 것에 비하여,

시민단체(NGO) 17.9 17.2 18.7

24 16.6 17.4 20.8 15.2 15.3

충북이 10.4%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경

지역주민

험한 물 문제에 따라 하천 관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

기타

1.2

1.4

여 우선순위가 달랐으며, 각 지역별로 하천관리 정책

총계

100

100

의 필요성에 관한 인지도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지역 및 유역의 의견 또는 여건에 따른 하천관리 정
책이 필요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하천관리 주체 인식도
하천을 가장 잘 관리할 것 같은 주체에 대한 설문 조
사 결과, 물관리 전문기관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주민(20.3%), 지방자치단체(22.1%),
NGO(17.2%), 중앙정부(9.1%)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중앙정부와 물전문기관의 협력 필요, 하
천 전문가의 전문적인 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응답하였
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역
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시민단
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하천관

21.7 20.3

23 17.1 13.9 21.1 25.1 25.3 28.7
1

0.9

1.9

1.7

0.7

0.8

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K-water(2019)

3)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하천관리와 정책 인식도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할 물관
리 분야에 대한 응답과 하천관리 정책의 부분에 대하
여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문항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상수도 및 하ㆍ폐수관
리, 하천의 수질관리 등 수질 및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하천 정책이 정부 부처 간 중복 투자 및 협력 부족, 수
질 악화 문제점과 연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간 물 분쟁은 낮은 수도요금과
물이용 갈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민들은 그동안의 하천관리 정책에 있어서 부
처 간 중복 업무에 대한 해소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고,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

리 주체 인식도를 살펴보면, 시민들은 하천관리 기관

로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물관리일원화 이후 하천관리

이 가져야할 역량으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

기관이 담당해야 할 내용과 하천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중앙부처는 가장 낮

깨끗한 수질, 생태 서식 공간, 수량 확보에 따른 가뭄

게 나타나는데, 이는 유역기반의 하천관리 정책에 있

에 안전한 하천 등 일관성 있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어서 선순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종합적으로 시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을 바란다

있음을 의미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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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부의 집중 하천관리 정책과 하천관리 정책의 문제점 결과
(단위 : 명, %)
정부
정부
하천
수자원 물이용
낮은
높은
부처 간 부처 간
수생물
시설부족 갈등 수도요금 수도요금
협력부족 중복투자
훼손

가뭄
피해

기타

217

344

26

16.6

18.4

15.4

19.2

18.6

22.2

30.4

17.7

34.6

4.6

2.8

3.7

6

8.7

3.8

7.6

3.1

9

8.4

4.1

17.2

-

13.1

4.4

4.6

4.8

2

2.8

4.9

-

17.9

9.7

13.9

16.9

19.3

19.2

12.9

15.7

15.4

4.1

6.1

7.4

7.6

12.3

6.9

5

6

4.7

-

5.7

3.9

5

6.9

5.1

12.3

6.2

12.1

7.8

5.2

3.8

2.4

0.9

1.4

2.6

2.3

7

9.2

4.1

3.2

4.1

3.5

-

물고기, 습지 등 생태적 하천 복원

8.4

5.2

7.1

17.6

8

6.3

9.2

8.3

7.4

7.4

7

15.4

기타

0.1

-

0

0.2

-

-

-

-

0.2

-

-

7.7

문제점

전체

홍수
피해

수질
악화

응답자 수(명)

4500

212

2080

541

175

158

65

145

537

깨끗한 먹는물 등 상수도관리

17.6

19.8

18.2

15.9

16.6

18.4

15.4

20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 하ㆍ폐수관리

22.9

15.6

24.7

23.3

16.6

24.1

12.3

홍수예방 등 재해관리

5

19.8

3.6

2.6

9.1

5.7

가뭄 예방을 위한 물절약, 빗물재이용 등

6.8

7.1

4.7

6.8

10.3

물 확보를 위한 댐건설 등

2.6

5.2

1.1

2

오염물질, 녹조 등 하천 수질관리

23.1

13.2

31.2

산책로,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 확보

5.2

7.5

정부부처간 물관리 협력

5.7

지역간 물갈등(물분쟁) 조정

하천정책

출처 : K-water(2019)

<표 6> 하천관리기관의 집중 하천관리 내용과 하천관리 정책의 문제점 결과
(단위 : 명, %)
하천의 미래상

기타
(직접
입력)

응답자 수(명)

4500

1623

655

236

256

318

1030

54

144

110

69

5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

38.9

51.4

32.5

31.8

30.5

30.2

36.1

7.4

25

21.8

27.5

20

8

7.6

6

15.3

12.9

7.2

7.4

11.1

5.6

10

4.3

-

다양한 동ㆍ식물의 생태서식공간

11.6

9.4

26.1

10.2

9

7.9

9.4

7.4

9

6.4

7.2

40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10.5

6.7

7.3

7.6

6.3

14.5

17.3

14.8

16

16.4

14.5

-

안전한 방재/홍수 예방 공간

6.8

5.2

5.2

13.6

19.9

6.6

5.9

14.8

4.9

4.5

5.8

-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수변 놀이공간

1.4

0.7

0.6

3

0.8

0.9

0.9

9.3

5.6

5.5

8.7

-

지역 축제 및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복합문화공간

2.5

1.3

2.6

2.5

2.7

4.1

2.4

5.6

7.6

7.3

4.3

-

동호회 등 생활체육 공간

1.8

1

1.1

1.7

0.8

5

1.7

5.6

1.4

7.3

10.1

-

역사ㆍ문화 공간

1.7

1.2

1.1

0.8

2

3.1

0.9

9.3

4.2

7.3

8.7

-

하천의 기능, 하천환경, 생태 관찰, 하천역사
등의 교육

8.3

7.1

8.9

5.9

8.2

11.6

9.4

7.4

9

7.3

4.3

20

지역주민의 하천환경 개선활동 참여 활동 지원

8.2

8.2

8.5

7.2

6.6

8.8

8.4

7.4

11.8

6.4

4.3

-

안정적 수량확보

출처 : K-wate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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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홍수에
안전한 안전한
하천
하천

물놀이를 지역 축제
동호회
즐길 수 및 공동체
등
있는
활동
생활체육
하천
물문화
공간
공간
하천

전체

하천관리기관의
하천관리 내용

생태
서식
공간

휴식과 수상레저
산책
하천
하천
공간

깨끗한
수질의
하천

경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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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

주기적인 인식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본 연구에서는 하천관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지

시민 참여형 하천 모니터링 및 하천환경 개선 프로그

도, 관심도, 만족도를 조사하여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로 물관리일원화 후의

다각적으로 활성화되고, 정부 정책의 선순환 관리체계

바람직한 하천관리 정책방향 수립을 목표로 두고, 하

구축과 시민참여 기회 제공과 더불어 시민과 연계되는

천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펴보았다. 인식조사 결과, 매주 하천을 이용(방문)하는
시민들은 약 27%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1시간 혹은 2
시간까지 체류하는 비율은 78% 로, 이는 지속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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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민이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역할은 아직까지 부족하므로,

개시”. 환경부 보도자료(2018.6.5.).
K-water. 2019.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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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의 특성과 법적 규율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로 확장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물의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비단 국내에서 뿐

소유와 관리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논의는 역

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다. 1976년 2월 베네수엘라의

사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물은 끝없이 순환한다는 수문

카라카즈에서 개최된 국제수법학회 제2회 회의에서는 각

학적 물 개념에 따를 때, 인간은 물을 일시 점유하면서

국 정부 및 각종 국제기구가 취해야 할 입법정책 등에 관한

이용할 뿐 물을 소유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69개조의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물 정책에 관

렇지만 물은 경제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의

하여 각 정부는 물에 관한 국가의 소유를 확립하거나 그렇

이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

지 않을 경우 국가차원이 아니더라도 통합적인 물 관리에

최근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2019.6.13 시행)은 기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수자원관

본 이념(물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물의 공공성을 규정

리를 위하여 법제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질적, 양적으로

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물관리기본법

적절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자원을 공공의 것으로 해야 할

제8조)과 물의 순환성을 강조하여 생태계 유지와 인간

것, 그리고 합리적인 수자원 행정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의 활동을 위해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물관리기

임무와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법 제9조)되어야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

이와 같이 물에 대한 국내ㆍ외 입법 사례들은 물을 이

리나라는 물을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

용하는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

가 물 순환 전체의 관점에서의 보호의 대상을 인간사회

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K-water연구원 물관리정책부장, woosang@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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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수리권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

1. 수리권 제도

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유하천

가. 민법상 수리권 제도

용수권이 토지에 부종한다는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농

일반적으로 수리권이란 하천의 물을 계속적이고 배

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용수를 사용하는데 장애가 될

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리권은 물을 소유

수 있다. 만약 공유하천용수권을 독립의 재산권으로 파

하는 권리가 아니고 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악한다면 토지소유권은 유보하면서 용수권만을 양도

수리권에 의하여 마치 물을 소유한 것과 같이 보이는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리권의 본질이 아니
라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나. 하천법에서의 수리권

우리 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하천수의 이용에 관

현행 하천법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

한 법적규율은 전적으로 관습법에 맡겨져 있었다. 그

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후 민법은 판례가 관습법상으로 인정하였던 이른바 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유하천용수권을 성문화 시켰으나 농촌지방의 용수관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하천법 제50조)을 두고 있어 하

습 전반을 입법화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다. 왜냐하

천수의 사용에 관해서는 허가를 함으로써 이른바 허가

면 관습은 지역에 따라 각양 각색이었으며 신뢰성 있는

수리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민법은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

공유하천용수권(민법 제231조)을 규정함과 동시에 각

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

지방의 용수관습이 공유하천용수권에 우선하는 규정

한다(하천법 제2조 8호). 하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

을 추가로 규정(민법 제234조)하였다. 전자를 공유하

면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

천용수권, 후자를 관행수리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도 하지만 용수관습을 성문화하였다는 의미에서 모두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

를 관행수리권이라고도 한다.

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하천용수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

환경부 장관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권으로부터 독립된 물권(독립재산권)이라는 견해와 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

웃 토지 소유자간의 용수조절을 위하여 인정된 상린관

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

계, 일종의 상린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독립재산권설에 따르면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이를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하천법

양도할 수 있으나, 상린권설에 따르면 용수권을 토지로

제50조 제8항, 제34조), 그 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

부터 분리시켜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

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재산권설을 취하면서도 용수권을 토지로부터의 분리를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하천법 제50조 제8항,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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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허가는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댐사용권에는 댐법에 특별한 규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하여 주는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

것으로서 공물의 특허사용, 즉 하천수의 특별사용에 해

용한다.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의 포괄승

당한다. 특히 하천수의 사용허가는 하천의 특정 지점에

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서의 하천수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목적, 사용량, 취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수지점, 사용기간 등이 특정되어 행해지는 대물적 특
허처분(대법원 2011.1.14. 선고 2009다21058 판결)

2. 수리권의 분쟁조정

이다. 따라서 취수지점이나 취수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가. 현행법 규정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철회하고 새

수리권의 분쟁조정에 대해 현행법 체계는 개별법에

로운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하천으로부터

따라 다양한 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천법 제54

취수되어 관개용 수로에 수용된 물은 일반적으로는 하

조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천관리자의 지배범위에 있지 않지만 그 사용은 하천수

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피해에 수질

사용허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

오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

다. 예를 들면 관개용수로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법

할 경우에는 관개목적을 위한 하천수 사용에는 어떤 변

제2조, 제4조, 제5조).

경이 생기지 않지만 발전을 위한 하천수 사용이라고 하

뿐만 아니라 물관리기본법은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는 목적이 새롭게 더해지게 되므로 그 발전에 대해서의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물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

하천수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의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관리위원회는

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의한
댐 사용권
댐사용권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에 중대한 피해
를 야기하는 물분쟁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
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물관리기본
법 제32조).

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목적댐 건설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

나. 현행 조정제도의 비교

담할 경우에는 댐건설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일

먼저 조정의 대상에 대하여 하천법 상의 조정은 하천

반 국민들이 댐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다목

수만을 대상으로 수질, 수량, 수재해를 가리지 않고 있

적댐의 건설로 혜택을 보는 자에게 댐 건설비를 부담

으며, 환경조정법 상 조정은 모든 물을 대상으로 하면

시키는 방법이다.

서 그 중 ‘수질오염’과 관련된 분쟁만으로 조정대상을

법규정상 댐사용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댐사용권자는

제한하고 있다. 반면 물관리기본법은 ‘모든 물’의 ‘모든

사용권을 설정받은 범위 내에서는 댐의 저수를 배타적

분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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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제도간에 배타성이 없어 하천수의 수질오염과 관

자 미국 동부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섰고 종전의 연안

련된 물 분쟁은 현행법 상 하천법에 따라 국가수자원위

권은 다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827

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물관리위원회 중 당사자가

년 미국 대법원은 모든 연안권자가 하천에 흐르는 물

원하는 기관 어느 곳이라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을 사용할 동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모든 연안권자는 물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하천법은 제56조 4항에서 “각

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합리적 이용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

(Reasonable use)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는 연안권

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 다른 연안권자의 합리적 물이용을 저해해서는 안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환경조정법은 광의의 조정(調整)

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 알선의 효력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의의 조정(調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물 부족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

停)에 대해서는 제35조의2에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

에 연안권 시스템을 포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

해와 동일한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관리기본

요가 생겼다.

법은 별도로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물을 공유 또는 사유 재산권이 아닌 일종의
공적 재산으로 취급하는 데 기초를 둔 새로운 법체계를

따라서 환경조정법이 가장 강력하게 조정에 재판상

발전시켜왔는데, 이것이 규제하의 연안권(Regulated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강제집행력까지 포함한

riparian)이라고 불리는 법체계이다. 규제하의 연안권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과 기본법은 단

은 토지와 물 사용을 분리함으로써 연안에 위치한 토지

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수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소유자의 물 사용 우선권을 폐지하고, 하천의 물을 사

뿐이어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가 있다.

특히 도시의 물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규제하의 연안권이 보통법

Ⅲ. 외국의 수리권 제도

적 연안권과 다른 점은 주 정부의 허가없이는 하천으로
부터 물을 취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 사용자

가. 미국

의 권리는 연안권적 속성이 아니라 허가에 의해 결정된

1) 연안원칙(Riparian doctrine)

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동부지역은 연안권(Riparian Rights)을 바탕으
로 수리권이 발전하였다. 연안권은 다른 사람의 이용에

2) 선점원칙(Appropriation doctrine)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물가의 토지소유자는 물을 합리적

미국 서부는 광물 등 많은 천연자원이 있었으나 물

으로 사용(Reasonable use)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동

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외에 하

부는 강이 많았고 강수량이 풍부해서 물 걱정을 할 필

천에서 떨어진 광산지역에서도 물에 대한 수요가 많았

요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물을 뽑아 쓰는데 별

다. 따라서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 금광지역에서는

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

물을 처음 끌어 온 사람이 물을 우선적으로 독차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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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원칙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이 선점

는데, 선점권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신탁에

권(Prior Appropriation, Appropriative Right)의 유

따른 공익수호의무가 이에 우선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래이다.

이 판결은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발전되어 오던

미국 서부 17개 주는 선점권을 실정법으로 제정하였

연안원칙과 선점원칙과 같은 수리권 이론의 제한원리

지만, 주목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수리권의 몰수조항

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데 의

(forfeiture provision)도 동시에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미가 있다.

몰수조항은 규정된 기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
점권 보유자의 수리권 포기 의사가 없이도 선점권을 몰

나. 호주

수하는 조항이다. 이는 수리권은 재산권이 아니라 용익

호주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 및 효율적인

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법원이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수

이용’을 정책적 목표로 삼아 관련 수리권 체계를 정비

리권 조정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

하였다. 호주에서 주요 하천은 물 사용허가가 이미 기

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준갈수량을 초과하여 배분되어 있어 더 이상 신규로 배
분할 수 있는 수량이 없다. 그러므로 물의 신규 사용이

3)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

나 추가 사용은 물 시장을 통한 거래를 통해 이루어 지

공공신탁이론은 고대 로마법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고 있으며 또한 물 사용 허가시에 환경기준을 강화하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자원 중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여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물사용을 보장하는 방향으

필수불가결한 어떤 것들은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로 이동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물 시장은 매매시장과

신탁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토지 등 일정한 재

임대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상

산의 소유자는 그것이 공공을 위하여 국가나 주에 신탁

은 물사용권이 아닌 물사용자격(entitlement)이다. 호

된 재산임을 인정하고 국가나 주는 신탁된 목적에 따라

주에서의 수리권은 연안 토지소유권과 별도의 용익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아니라 해당 토지소유권의 일부이며 하천부지 소유

이러한 공공신탁이론을 수리권에 적용한 판결로는 캘

권과 일체화된 권리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니아 모노페이크 판결이 있다.

또한 호주의 수리권에 있어 주목할 것은 19세기 말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정부가 기존에 유수전용권을

빅토리아 주에서의 수자원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관

허가하였고, 해당 허가가 공공신탁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법(Irrigation Act)을 통해 수자원 국유화를 단행했

볼 때 당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

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호주는 보통법 국가들 중 최초

재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종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로 수자원을 국유화한 국가가 되었다. 국유화를 통해

판단되면 그에 기속되지 않고, 종전 결정을 변경할 수

국왕(주 정부)에게 수자원의 자유로운 할당권을 부여했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캘

고,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LA시가 선점권에 근거하여 물을

호주가 수자원의 국유화를 단행한 것은 수자원이 개

사용하였던 것을 공공신탁이론을 적용하여 제한하였

인의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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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수자원은 사회의 존재와 운영에서 필수적인 자원

원이 신법우선의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며 이동성 및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서의 불확실한

이와 반대로, 신법우선의 원칙보다 일반법인 하천법

유용성 등으로 인해 절대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의

에 대해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과 관행수리권이 특별

통제 대상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호주의 법원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은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자원에 대한 국유화의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의미는 소유권에 대한 것보다 사회적 목적에 따른 후견
적 선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입법체계에서는 하천법상의 하천점용
허가에 의한 수리권, 민법 제231조에 의한 공유하천용

그러나 공공성을 위한 수자원 국유화의 필요성에 대

수권, 민법 제234조에 의한 관행수리권 등이 동시에 존

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 없

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리권 사이에서 공유

이 재산권적 성격의 연안토지소유권에 부종하는 수리

하천용수권보다 관행수리권이 우선하며, 민법과 하천

권을 국유화 한데 대해서는 기존 수리권자들에 대한 많

법의 수리권은 원칙적으로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은 저항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성문법적 연안토지
소유권에 따른 수리권(Statutory Riparian Right)의 인

2) 수리권 일원화의 필요성

정이다. 비록 보통법에 따른 연안토지소유권의 원칙은

민법과 공법에 따른 이원화된 수리권을 일원화해야

폐지되더라도 통상 사용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의 연안

하는 필요성은 수자원의 공공성, 효율적 이용과 공평한

토지소유권은 용인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고, 장기간의 심각한 가뭄

Ⅳ. 수리권의 발전을 위한 제언

시에 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 수리권 체계의 정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느 정도까지 수자원

1) 민법과 하천법 상의 수리권의 관계

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 수자원에 대한 통제와 분배

하천법상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민법상 공유하천용수

권한의 국가에 대한 귀속하는지, 국가는 어떤 경우에

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특

해당 권리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히 하천수 사용허가권과 공유하천용수권이 상충되는

법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관계에 있는 경우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상호 배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기준과 절차의 수립은 관

청구가 가능한지 등의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

행수리권(공유하천용수권을 포함한다)의 폐지를 전제

요하다

로 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호주에서도 관행수리

민법과 하천법의 관계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의 국유화, 수리권의 국가적 통제 등의 제도적 조치

하천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판례(대

를 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를 살펴보면 법

민법에 따른 관행수리권은 하천법에 따른 허가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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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합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물관리기본법

다면 헌법의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에 대한 주장이 자

(2019. 6. 13. 시행)은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

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 또는 손

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물관리기본법 제16조)

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고 하여 물 사용의 허가제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볼 수 있으나 위헌성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래
서 방법론적으로는 수자원의 공공성, 국가 관리의 필요

3) 관행수리권 실태파악

성 등 법철학적 논리의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

수자원 효율적인 관리와 적절한 배분은 수자원에 대

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하고 가능

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범위 내에서의 공법적 기득수리권의 인정하여 국가

소유권을 비롯한 사용권의 종류와 절차, 내용이 명확해

배상 또는 손실보상 논쟁을 완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

야만 해당 권리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이 원활히 이루어

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주권적 차원의

질 수 있는 것이다.

우선적 수리권을 설정하면서 기존 관행수리권 등을 후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행

순위 수리권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국가의 우선적 수리권이 인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

수량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축적되

위 수리권이 제한되며, 국가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통제

내에서 우선적 수리권을 행사하되 그에 따르는 국가배

를 위해서는 관행수리권의 존재 여부, 시기, 수량, 현재

상 또는 손실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사용 상태 등에 대한 국가 관리의 등록제가 선행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관행수리권을 주장하

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개선
1) 수리권 허가체계의 보완

는 자가 본인의 인적사항, 수리권의 위치와 성격, 수리

지자체의 새로운 취수원 확보나 기존 취수원 이전이

권을 주장하는 강 또는 유수, 수류권의 시작일, 수자원

과잉투자와 타 지자체에 비용 전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을 사용한 일자와 수량, 기타 위와 관련된 자료를 의무

는 점에서 현행 하천법에 규정된 수리권 허가, 변경, 분

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쟁 조정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지침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수리권 허가나 변경을 신청하는 당사

4) 수리권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

자에게 수리권 내용, 영향,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검토

공유하천용수권 및 관행수리권의 확정되고 나면 국

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수리

가가 수자원에 행정적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권 승계 과정에서 기 허가수리권 유지의 적절성을 검토

개선해야 한다. 즉, 기존의 민법상 수리권을 폐지하

하고 규모의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하천법 중심의 허가수리권 제도로 일원화되

여야 한다. 수리권을 승계하는 통합 지자체에게도 수리

어야 한다.

권 내용과 유효성을 검토하게 하고 수리권의 변경, 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법에 따른 수리권이 폐지된

모의 증감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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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허가수리권을 풍수년, 평수년, 갈수년을 구분하

여 향후 인구전망과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계

여 유수사용허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에

획량을 환수하여 재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환수된 댐 용수를 환경개선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로

댐이 있는 하천의 경우 하천의 생태 및 수질개선을 위
한 하천유지유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

전환할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설정된 댐사용권에 대
한 보상 등의 합리적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면 하천수의 유수사용허가를 억제하고 댐용수의 사
용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하천의 물순환이 이루어지

(2) 하천수 사용허가의 갱신 및 평가 기준 마련

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댐이 있는 경우 댐용수계약

기득수리권을 포함한 모든 하천수 허가량에 대해서

을 통한 물사용을 유도하여 댐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 사용허가 갱신시에 재평가를 거치게 함으로써 불필

유도하는 동시에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

요한 용수사용과 환경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갱신 시에 허가기간 동안의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정확한 신고 및 평가 절차를 거

2) 합리적 용수배분을 위한 허가기준의 정립
(1) 댐 건설 전ㆍ후 물량에 대한 재배분

처 허가를 연장하여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수리권자에게 자신의

댐 건설이전에 배분된 생ㆍ공용수 사용허가는 서울

용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

시 등 일부 지역에 편중 배분되어 되어 있다. 이러한 불

로 기존의 용수사용을 재평가하는데, ‘수자원조절위원

평등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은 합리적인 물 배분을 저해

회’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용수사용을 강

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따라서 유역 차원의 형평성을

제로 재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호주에서

고려한 재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상ㆍ하류간의 합리적

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허가 수리권

용수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ntitlement)을 발급하였어도 매년 강우사정에 따라

해결방법으로는 댐 건설 이전에 배분된 물량을 회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수량을 조절하여 물을 취수하도록

하여 재배분하는 방법과 하천수와 댐 용수 간에 동일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천수 사용허가의 갱신 시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장ㆍ단

에 문제가 되는 허가량에 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점을 비교ㆍ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미

의 심의를 거처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

배분된 하천수를 모두 회수하여 재배분할 경우에 기득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리권을 보유한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

또한 이미 취득한 허가수리권에 대해 생활용수, 공업

이 예상됨으로 모든 용수에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별로 평가기준과 평가방

댐용수와 하천수의 차이점을 없애는 방향을 정책을 추

법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통계

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월별 및 연간 물사용량 자료

또, 댐건설 이후에 지자체에 배분된 댐용수 사용 계

의 시계열자료 구축을 통한 합리적 물 사용 구간의 설

획량에 대하여도 적정 주기별(10년)로 재평가를 통하

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 허가 갱신 등에 활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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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하천수 사용조정은 수량에 대한 측면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고 하

에서만 규율하고 있으나 수질저하로 인해 하천수 사용

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서 판결의

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하천수 사용량을 조정하거나

주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

댐 용수로의 한시적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아 여전히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를 개정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허가량 또는 사용량 인지

3) 상수도 광역화 및 통합화에 따른 허가량 검토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천수 부과체계를 보

현재 상수도 부분의 만성적 적자와 지자체간의 요

다 명확하게 하고 납무 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

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상수도의

고할 수 있다.

광역화나 통합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경우에
도 하천수와 댐 용수의 허가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

다.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요하다.

1) 조정제도의 일원화

특히 현재 서울시나 대전시에서와 같이 인접 지자체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모든 물’에 관한 ‘모든 분

에까지 수돗물 공급을 확장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쟁’을 물관리위원회가 조정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과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확대나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하천법과 환경분쟁조정법

면밀히 살펴본 후에 지자체에 대한 하천수 허가 범위를

상의 조정제도는 물관리기본법 체계내로 일원화 하는

해당 지자체의 용수사용량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위를 확대하여 특정 지자체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입법을 통해 물관리기본법 상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허가량을 설정할 것인지 둥에 대

의 조정제도만을 남기고 하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상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 조정을 삭제하거나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물관리기
본법이 다른 법률에 따른 조정을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

4) 사용료 분쟁 해소를 위한 부과기준의 명확화

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하천수 사용료에 대
해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2) 조정절차의 보완

제16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1) 심문, 사전조사 제도 등의 도입

사용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가기준이 허가량

물 분쟁은 필연적으로 법률적인 측면 외에 수량, 수

인지 또는 사용량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질 또는 수재해 등 기술적인 측면의 쟁점을 포함하고

지 않다.

있다. 이러한 점은 매우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대법원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동안 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쟁점을 파악하고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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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먼저 검토하여야 할 문제는 조사관, 심사관 제도의 도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은 제34조에서 간략하게 당사

입이다. 최근의 물 분쟁은 집단민원으로 발전하여 그

자에 대한 자료요청권, 당사자나 참고인의 의견진술,

주장이 법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물

떠나서 지역 이기주의와 감정대립의 형태를 보인다. 따

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출석요구, 사전검토 절차만

라서 물 분쟁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사법보좌

을 규정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쟁점을 효과적으로 판단

관과 유사한 조사관, 심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감정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인의 감정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이에 반해 하천법은 제54조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해 볼 필요가 있다.

권, 사전검토를 위한 서류 등 열람권 및 현장출입권 등
을 보장하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70조와 제71조

(2) 참가(參加) 제도의 도입

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를 규정

물관리위원회에 신청된 물 분쟁에 관하여 조정 신청

하고 있다

인 또는 조정 피신청인으로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또 환경분쟁조정법은 알선을 제외한 조정, 재정, 중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재 등 제도에 관해서 조정위원회의 조사권(제32조), 당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를 원용할 여지는 충

사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제32조의 2), 심문(제37조),

분하다.

재정위원회의 조사권(제38조), 증거보전(제39조), 절
차의 준용(제54조의 3)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조정(調整) 통칙인 제20조에서 참
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동일한 원인에 의한 여러

결론적으로 물관리기본법은 단지 의견진술권 및 자

이해관계자의 분쟁을 획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료요청권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위

였다.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은 참가의 형태나 효력에

원회가 물분쟁 조정을 하면서 심문, 사전조사, 감정의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관리기본법에는 이

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실질적인 참가의 효과를 예상할

먼저 심문제도는 물관리기본법 제34조 2항에서도

수 있을 것이다.

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3) 증거보전, 사전처분, 원상회복 제도의 도입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증거보전이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

더군다나 물관리기본법 상의 조정은 물관리위원회가

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리 증거

표결로 조정안을 의결하는 방식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사전처분이란 조정 전에 현

충분한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승복

상 변경 등을 금지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하며 원상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으

이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피해의 복구를 명하는 경우

로 할 필요가 있다.

를 가리킨다. 특히 사전처분은 조정 기간 중에라도 피

사전조사나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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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사전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물 분쟁은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침해나 피해 이전의 상태를 회

취지의 기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

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

상 조정조서에 분쟁종결의 효력, 기판력(旣判力)을 부

신하여 당사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제도의 도입을

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당사자가 동의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 않은 경우 무익한 규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통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인

3) 조정의 법률적 효력 강화

정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판례로써 물관리기본법 상

앞서 언급하였듯이 물관리기본법은 조정의 법률적

조정이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인정받는 선례가 널리 인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지 ‘당사자

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의 합의’ 수준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

Ⅴ. 결론

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물관리기본법 상의 조정은
강제집행력을 가지지도 못하고 양 당사자가 이미 성립
된 조정조서와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리권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이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심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

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펴보았다.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법을 개정함으로써 환경조정

물관리일원화의 목적은 분절된 수량, 수질, 수생태

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

계 등을 통합한 물관리를 통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

는 물 공급과 건강한 수생태계를 확보하는데 있다. 따

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사이의 물 분

라서 합리적인 하천수의 배분체계의 개선을 통한 지속

쟁에 대해서는 수립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분쟁종결

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수리권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

의 효력이나 기판력(旣判力), 집행력을 인정하는 협정

가 있다.

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
는 먼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

수리권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치단체 상호 간에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첫째,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 또는 관행수리권을 하

규정한 물관리기본법 제38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수리권으로 일원화함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실체적인 관계의 규율인

로써 허가수리권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용수배분

데 반하여 조정조서의 효력 규정은 절차적인 관계의 규

을 도모할 수 있다.

율이라는 점에서 물관리협정 규정을 근거로 기판력이
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의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조정조서에 동일한 분쟁으로

둘째,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위한 허가기준을 정립함
으로써 기 허가수리권의 재배분, 대규모 시설투자한 댐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하천유지용수를 확보, 사용료의
분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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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물 관련 분쟁조정을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수리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원회로 일원화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조정의 법적 효

C. L. McGuinness, The Water Situation in the U.S. with

Special Reference to Ground Water, 1951

력을 보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
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과 물 배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
서 제시한 다양한 수리권 개선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리행정이 있어야 한다. 물관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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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onflicts in the Mekong River Basin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Eunhwa Choi*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Mekong River
Ⅲ. Conflicts in the Mekong River
Ⅳ. The Methods of Conflict management
in Transboundary River Basin
Ⅴ. Institutions in the Mekong River Basin
Ⅵ. Implication
Ⅶ. Conclusion

Abstract
The Mekong River has gone through several disputes related to water use because six riparian countries in the
Mekong River Basin have different interests on the river. Regarding a major cause of water conflict, numerous studies
pointed to China’s dam-building. Cooperative actions such as agreements and treaties among stakehold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alleviating conflicts. Understanding of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sses,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and having a binding force is vital components of the conflict resolution. Especially,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has been agreed as an effective method of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The Mekong River Basin has
three institutions; the Greater Mekong Subregion(GMS), the Mekong River Commission(MRC), Lanchang-Mekong
Cooperation(LMC). These institutions have helped to reduce regional conflicts and optimize benefits in each country.

Ⅰ. Introduction

water conflicts in the Mekong River. Here, the
meaning of “institution” is a consultative body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how river basin

that discusses issues between countries. Water

institutio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aling with

conflicts in international rivers have occurred

* K-water Institute, Researcher, ceh45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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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the river flow. Transboundary rivers flow not

Petersen et al. (2017)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nly high and low over the terrain but also affect

institutional capacity, in that it is able to provide a

different economies, ecosystems, jurisdiction, and

platform to resolve problems while simultaneously

sovereignty of the countries. Given the details of

serving as a good strategy for preventing water

the conflicts, the disputes occur due to scarcity,

conflicts by signing agreements and treaties.

poor distribution, sharing, over-utilization, and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Mekong River

misuse in the transboundary river basin (Kliot,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transboundary

Shmueli, and Shamir, 2000). Because water is a

rivers. This river showcases the power imbalance

vital resource for human life and there are many

that follows the river flow. Six riparian countries

uses for it, such as drinking, irrigation, fishing,

in the Mekong River are China, Myanmar, Laos,

navigation, hydropower generation, recreation,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These six

and tourism, countries that share the same water

countries have very different socio-economic

resources tend to secure more water. Therefore, it

systems, cultures, and environmental features

is difficult to meet all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based on their geographical position and

pursuing the resources of the same river.

reserves of natural resources. Geographically,

Wolf, Stahl and Macomber (2003) argue that in

China became a hegemon for utilizing the water

order to address water conflicts in transboundary

resources of the Mekong River, and they also

rivers, cooperative action is very important. These

knew how to use their geographical advantages

actions have manifested themselves as treaties and

well. The Chi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Studies also claim

10 hydropower projects in the main stream.

that a pre-adjustment between stakeholders,

Currently, eight dams are complete and two dam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capacity

are planned. This unilateral behavior has become

in the form of agreements, treaties, or informal

a major cause of the conflicts (Lee, 2013; Wolf,

working relationships can help reduce the

2007; Onishi, 2007).

likelihood of conflicts (Wolf, Stahl and Macomber,

In this situation,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2003). In terms of two countries, bilateral contrac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conflicts

are helpful in resolving disputes, but when multiple

when multiple countries are involved. The six

countries are involved in water conflicts, the

countries in the Mekong River Basin have create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capacity to gather

several platforms to facilitate conversation. The

different interests from stakeholders and to mak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Greater Mekong

conversation would be a more effective solution.

Subregion (GMS), sponsored by Asi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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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Table 1> Country Areas in the Mekong River Basin
Area

created by four lower Mekong riparian countries;
and the Lanchang-Mekong Cooperation (LMC),

Bain

As % of As % of
Area of a
Countries
the total the total
% of
country in
Southeast included Basin(㎢) area of area of the
the basin country
Asia

㎢

launched by China and the lower Mekong countries

China

in 2016. Three institutions have their own reasons
for being established and are similar in that they

Mekong 795,000

38

tr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rough collective
programs and initiatives. Therefore, this study will

●●●

165,000

21

2

Myanmar

24,000

3

4

Lao PDR

202,000

25

85

Thailand

184,000

23

36

Cambodia 155,000

20

86

Viet Nam

8

20

65,000

Source: FAO (2012).

compa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initiatives, find how they work, and discuss
what roles they play resolving the disputes.

2. Geopolitics
Geography

fundamentally

influences

the

political balance of power surrounding water

Ⅱ. Overview of the Mekong River

conflicts. In the case of the Mekong River, China
is the main beneficiary. China is located in the

1. Geography

uppermost region of the Mekong River, so China

The Mekong River is the longest river in

harnesses their geographical power control of

Southeast Asia and the 10th longest river in the

the water way. The narrow gorges provide a

world. This river descends from Mount Tanghla

good location to build dams. Especially, western

on the Tibetan plateau, passes through narrow

regions, such as the Yunnan and Guangxi

gorges in South-western China, the so-called

Provinces, where the river starts, have been left

Lancang River, and flows through Myanmar,

behind compared to other provinces in China.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It is

Myanmar has only 4% of the total area within

4,880 kilometers long and it covers a catchment

the Mekong River Basin and contributes only 2%

area of over 795,000 ㎢. The volume of the river

of the total flow to the river. This geographical

per country is as follows: 21% in China, 3% in

feature limits all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Myanmar, 25% in Laos, 23% in Thailand, 20% in

and for this reason, Myanmar engages only a

Cambodia, and 8% in Vietnam (Table 1). This river

small role in the governance of the Mekong

basin is categorized as the Upper Mekong Basin,

River Basin (Backer, 2007). Laos has 97% of its

such as Yunnan and Myanmar, and the Lower

territory within the Mekong River Basin. It gives

Mekong Basin from Yunnan downstream to the

Laos a central position in the future use of the

South China Sea (FAO 2012).

water in the Mekong River Basin (Back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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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makers in Laos have become the

3. Environment

“Battery of Southeast Asia” by using their land-

The climate of the Mekong River Basin is

linked location and hydropower potential. Thus,

dominated by monsoons in the southwest from

Laos is interested in securing foreign investment

May to early October, and it corresponds to the

for hydropower development. Thailand has

flood period in the Mekong River Basin. When the

approximately 36% of the Mekong River Basin.

dry season begins from mid-October to March,

Following the river, the terrain is flat and the

water shortages arise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resources are a relatively lack to supply enough

the Mekong Delta and lead to seawater intrusion,

power. It indicates that Thailand also has small

severe acid sulfate, saline soils, and upstream

hydropower capacity. Hence, Thailand focuses

deforestation. The Mekong has become known

more on trading electricity instead of building

as having the second-highest levels of aquatic

hydropower plants. Vietnam is sensitive to

biodiversity after the Amazon. 2,000 species are

changes in water volume, due to its large rice

living under the water, including endangered

paddy areas in the Mekong Delta (Lee, 2013). The

species (Pingali and Xuan, 1992; Villamayor-

geography of the Mekong Delta is dominated by

Tomas, 2016; White, 2002).

flat flood plains and the soil of the lower Delta
consists mainly of sediment from the Mekong

4. Socio-Economic Status

River and its tributaries. Therefore, it creates a

The total population of the Lower Mekong

very fertile environment for agriculture, so rice

countries was approximately 242.8 million in

production and the total agricultural output in

2018

the delta account for 50% and 40%, respectively

topics/population-and-censuses/). The annual

(Lee, 2013). Cambodia is located at the end

population growth rate was 1.12% on average

of the river and directly linked to Lake Tonle

from 2010 to 2016. The population density in

Sap, which is called the heart of agriculture

this region 125 people/㎢ in 2015, a little less

and fisheries production in Cambodia. 50% of

than China (146 people/㎢). The population has

national GDP relies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tripled since 1980 (UN Population Division, 2015).

forests, and the lake is a main source of the water

However, one-third of the population lives on

supply in Cambodia. Because both Vietnam and

less than US $2 per day and lack access to basic

Cambodia highly depend on water from the

government services (FAO, 2012). Urbanization is

Mekong River, securing enough water quantity is

occurring in all Lower Mekong countries, but still,

a primary agenda in both countries.

about 85% of the population lives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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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60%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countries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stakes in the

working in water-related occupations.

Mekong River. Therefore, these factors generat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conflicts in the Mekong River Basin. The next

Basin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chapter will discuss the conflicts surrounding

decades. The average economic growth rates

water use in the Mekong River.

have been in the 5-8% range (WWF, 2016). The
economy of the Lower Mekong countries shows
similarities in GDP composition. An average of

Ⅲ. Conflicts in the Mekong River

45% of GDP comes from the service sector, 22%

Water quantity and infrastructures are mentioned

from agriculture, and 33% from industry. The WWF

as major causes of the conflicts, and water quality

report (2016) especially highlights agriculture,

issues are very minor compared to other conflicts

irrigation, fisheries, aquaculture, and energy as key

(Eleftheriadou and Mylopoulos, 2017). Regarding

economic sectors in the Mekong. This is because

the root of the conflicts in the Mekong River, Nadia

it is the main source of employment in Lower

(2018) demonstrates that unequal competition for

Mekong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agricultural

freshwater raises disputes about water use.

sector, between 38% in Thailand and 74% in Laos
of the labor force make a living in agriculture.

The flashpoint of the conflict in the Mekong
River Basin is China’s dam-building. The

This fact implies two points. First, an increase

liberalization of China's economy, population

in population and GDP will require more water

growth, demand for increased agriculture yields,

in the future and further development. Secondly,

growing household demands for water to use

if the water supply does not catch up with water
demand, it would create significant problems
in terms of food security. Food security here
means that people can physic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access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when needed (FAO 2002). However, the
current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in the Lower Mekong Countries make
it difficult to secure an adequate food supply.
Geography and geopolitics,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signify that six riparian

100%
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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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quality
Infrastructure
(dams, canais, etc.)

Other
Joint
management
Hydropower

60%

Waterquality

50%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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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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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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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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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Source : Earle A. (2017).

[Figure 1] The major causes of transboundary water conflicts
and types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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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nsumption and sanitation, and shortages

risk and uncertainty in long-term planning of the

of electricity have led to developing the upper

development of hydropower in the basin.

Mekong basin. In this situa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its geographical
advantages, such as a mountainous terrain
characterized by rivers and canyons in the
Yunnan and Guangxi Provinces, where the

Ⅳ. The

Methods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Transboundary River Basin

policy makers in China have expected that

1. Understanding of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sses

hydroelectricity would help establish regional

Numerous studies have agreed that basin-wide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is the optimal solution to the conflicts

so they have undertaken the development of

of managing international basins. Simply, the

hydropower generation in the upper Mekong,

answer of conflict resolution is a cooperation

known as the Lancang-Jiang River in Chinese

(Wolf, 2007; Petersen, Veilleux, and Wolf, 2017). In

(Wolf and Newton, 2007).

order to produce cooperation, policy makers and

Mekong River begins. By using these advantages,

This resulted in a decrease in water quantity

stakeholders should know about the status quo

in the Lower Mekong countries, because China's

(Zeitoun and Mirumachi, 2008). Understanding

dam-building was conducted without basin-

the situation is related to following a sequential

wide consensus or cooperation. It affected both

order. International politics introduces a roughly

international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sequential order of prevention, negotiation, and

countries and the ecosystem, including aquatic

problem-solving workshops, mediation, and post-

life, animals, birds, and vegetation by blocking

accord peacebuilding (Anthony and Suzanne,

of the flow of sediment and changing the river

2014). Sadoff and Grey (2005) demonstrate the

flow in the downstream countries (MRC, 2003;

order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as unilateral

Onishi, 2007). Regarding environmental impact,

behavior leading from coordination, collaboration,

MRC (2010) estimated that suspended sediment

and joint action. UNDP (2006) stresses that

in the Mekong River will be decreased by as much

cooperation has an order; coordination, such as

as 50%. This loss will have critical implications

sharing information; collaboration by developing

for the transport of nutrients, which naturally

adaptable national plans; and joint action,

fertilize the floodplains across Cambodia to the

including joint ownership of infrastructure assets.

Mekong Delta. Climate change also adds more

This sequencing is not always linear i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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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amir (2000) divided most of the rules for

2.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The institutions in the transboundary river basin

international water law into the two categories:

play a critical role in reducing and preventing

treaties and international customs. According to

water conflicts (Zeitoun and Mirumachi, 2008;

the study, treaty-based rules are signed relatively

Wolf,

Wolf,

easily, but international norms are more difficult

2017). Thus, numerous literature stresses the

to establish. In other words, treaties can be often

importance of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violated but international laws are hard to be

through signing agreements and creating a

infringed upon. Also, international law provides

river basin organization. Building institutional

the normative framework and the procedures

capacity implies not only effective management

for coordinating behavior, controlling conflict,

on the river but also adaptable management.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achieving values

Cooperative water management institutions help

(Kliot, Shmueli, and Shamir, 2000). It implies that

to anticipate conflicts and solve disputes while

the sustainable conflict management requires

reducing potential conflicts. The role of institutions

international norms rather than treaties.

2007;

Petersen,

Veilleux,

and

is to provide a negotiation table that allows each
party’s interests to be considered during decision-

4. Types of Agreements

making processes. The institution includes a joint

Kliot, Shmueli, and Shamir (2000) categorized

management structure with flexibility, public input,

the practices of conflict management in three

basin priorities, new information and monitoring

way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

technologies, clear allocating of criteria among

1) Agreements stopping short of allocating water

riparian countries, equal distribution of benefits,

between riparian states; 2) Agreements allocating

and detailed 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water between states; 3) Agreements for joint

(Giordano and Wolf, 2003; Petersen, Veilleux,

management of internationally shared waters.

and Wolf, 2017).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disputes and conflicts could be alleviated.

1) “Agreements stopping short of allocating
water between riparian states” concentrates on
addressing one of the shortcomings of narrowly

3. Need of a Binding Force

defined legal regimes. So, when one shortcoming

Kliot, Shmueli, and Shamir (2000) emphasize

was internationally founded in the shared river, it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exerts a binding force,

can be resolved through cooperative agreements.

making member countries follow rules to maintain

Navigation through the river is closely relat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Kliot, Shmueli,

to this case because sovereignty often becomes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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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bstacle to effective trade via the river. 2)

for negotiation with stakeholders. Thirdly, a

“Agreements allocating water between states”

binding forc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eventing

is related to the cooperative actions on water

and solving water conflicts in the river basin,

quantity and pollution management. This stresses

and it helps ensure further agreements for mor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equity,

effective management.

fairness, and no harm to either party (Kliot, Shmueli,
and Shamir, 2000) .” This type of agreement is
applied in the conflict between the upper river
basin and the lower river basin. Thus, institute

Ⅴ. Institutions in the Mekong
River Basin

regional agreements help to ease the tension

This chapter will present what kinds of initiatives

between the stakeholders. The limitation is that

launched in the Mekong River Basin and how these

this type does not consider public participation

institutions assist in preventing and addressing the

and basin-oriented institution-building, which

conflicts. Each institution was established with

characterizes an ideal transboundary cooperative

different purposes and goals within the programs

framework. 3) “Agreement for joint management

of institutions. However, if we had to summarize

of internationally shared waters” highlights the

their main objective in one phrase, it would b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transboundary

international cooperation.

river basin. This includes domestic and municipal
use, agriculture and livestock, electric power,

1.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industrial use, navigation, fishing, hunting, and

A. Outline

other beneficial uses.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The GMS program began in 1992 under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sponsorship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When aggregating these points of views for

(ADB). The GMS countries include the Guangxi

transboundary conflict management, it can be

and Yunnan Provinces in China, Myanmar, Lao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cute recognition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The GMS

of the status quo leads to following the order

program’s goal is "fostering regional cooperation

of conflict resolution, even though the order is

to contribute to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nd

not always the same in reality. Second, building

to address the provision of regional public goods"

institutional capacity generates more effective

(ADB 2012). The quoted statement implies that

conflict management in the transboundary river

regional cooperation is produced by economic

basin because it becomes a sustainable platform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nd it reflec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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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thrusts, the GMS program designs specific
subordinate programs. Thus, this program covers

B. Objectives and Outcome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matters.

The GMS program does not directly focus on
resolving the Chinese dam-building issue, which

C. Limitations

is the cause of international conflicts. Instead of

Under this program, various bilateral contracts

that, this program aims to maximize the benefits

and agreements have been signed in each field of

of cooperative ac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thrusts (ADB, 2012). The GMS is meaningful

and it alleviates tension by sharing benefits. Thi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because it

program sets up the five strategic thrusts and the

embraces all the countries in the Mekong River

flagship programs following the five strategic

from the headwater to the mouth. Hence, it

thrusts (Table 2). This program was divided into

implies that it can strengthen their capacity by

five different strategic thrusts: Strengthening

implementing more active programs, since all

infrastructure linkages; facilitating cross-border
trade, investment, and tourism; enhancing

<Table 3> Three institutions and general features in the
Mekong River Basin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competitiveness;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hile promoting sustainable
use of shared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Established in

1)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linkages

MRC

LMC

1995

2016

Member
countries

China, Cambodia, Cambodia, Lao PDR,
Lao PDR,
Thailand, Vietnam
Myanmar,
Thailand, Vietnam

China, Cambodia,
Lao PDR,
Myanmar,
Thailand, Vietnam

Major
Purpose

ㆍE
 conomic
cooperation
ㆍR
 egional
integration

ㆍ Water
management
ㆍ Sustainable
development
ㆍ Economic
development
ㆍ Environmental
management

ㆍE
 conomic
development
ㆍS
 ocial
development

Sponsorship

ADB

ㆍ Member countries China
equally
ㆍ International
community
ㆍ Other sources

Agreement
Features

ㆍ Fostering
regional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nd
to address the
provision of
regional public
goods

ㆍ Well reflect
ㆍ One of the
hydrological cycle
projects of
(dry-wet season)
China’s one
ㆍ More focusing on
belt one road
the environment
initiative
ㆍ Mainly consider
ㆍ South-south
water resource and
cooperation
its management
ㆍ A rule of water
utilization and
Inter-Basin
diversions

<Table 2> Five strategic thrusts and the flagship programs
in the GMS program
The North-south Economic Corridor,
The East-West Economic Corridor, The
Southern Economic Corridor

GMS
1992

The telecommunications backbone
Regional power interconnection and
trading arrangements

2) Facilitating 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 and tourism

Facilitating 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
GMS tourism development

3) Enhanc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competitiveness

4) Developing human resources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d skills
competencies

A strategic environment framework
5)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promoting the sustainable Flood control and water resource
use of share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Source: ADB (2002; 2012)

Source: ADB (20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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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s can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B. Objectives and Outcomes

Through covering various interests each country

This commission covers major issues of water use

pursues, this program provides checks and

in the Mekong River Basin. Through this program,

balances among countries. It means that this

navigation, fisheries, hydropower programs, the

benefit-sharing mechanism prevents unilateral

basin development plan, the water utilization

behavior in that they see the common goals.

program, and the environmental plan have been

However, this program has been criticized by

implemented. According to Backer (2007), MRC

saying that it concentrates only on economic

cooperation is focused on water-sharing, not on

sector and neglects environmental areas. Also,

sharing benefits. Various studies show that the

this program does not have a binding force, so

MRC programs have contributed to great successes

some of programs could be ignored by member

in environmental programs and the fisheries

countries based on their own priorities.

program. The fisheries program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fish ecology and in documenting

2. Mekong River Commission (MRC)

and draw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A. Outline

fishery. Under the environmental program, the

The Mekong River Commission was established

water quality monitoring project sampled about

in 1995 by Cambodia, Laos, Thailand, and

20 parameters in monthly intervals and produced

Vietnam signing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reports, information, and data that can be shar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with member countries.

Basin. China and Myanmar took observer positions
and were not involved in this program. It started a

C. Limitations

process for a Basin Development Planning in 1997

However, the MRC has not been effective i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all people in

preventing conflicts and resolving the issues on

the basin, particularly the poor and those who

the Mekong River, because it has been used as

rely on water resources for food and income. The

a technical advisory agency that only manages

MRC has also developed a consulting process that

projects on the main stream of the Mekong. Also,

allows riparian countries to have input on a range

the programs in the MRC have not been reflected

of possible development scenarios, including

in national policies. Another weakness is that

hydropower schemes and the effects of climate

the role of the MRC has not been made clear,

change (http://www.mrcmekong.org/).

because this commission carries out the projects
as environmental protector and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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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es

of people,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both technical decisions and value judgments, so

between the countries, and supporting ASEAN

the roles of the MRC collide with each other. In

community-building, as well as promoting the

addition, this commission does not have binding

implementation of the UN 2030 Agenda for

force for member countries. This means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dvancing South-

differences and disputes cannot be addressed by

South cooperation (http://www.lmcchina.org/

the MRC but instead, they would be addressed by

eng).

negoti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ithin a
timely manner. Even though there are cooperative

B. Objectives in Doubt

mechanisms, this feature of the MRC makes it

It is too early to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easy to violate the agreements.

LMC, because it has launched in 2016. In this
program, China was supposed to provide a

3. 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combined loan and credit package worth $11.5

A. Outline

billion for Mekong development projects, ranging

The Chinese name of the Mekong River is the

from railways to industrial parks. Currently, China

“Lancang River.” Thailand suggested an initiative

has offered $200 million to fund poverty-redu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ancang-

initiatives and another $300 million for regional

Mekong Sub-region, and Thailand got a positive

cooperation and to set up a water resource center

response from the Chinese side. The Chinese

over the next five years. However, some studies

Premier, Li Keqiang, proposed the establishment

poin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and

of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 Framework

analyzed China’s strategies under the program.

at the 17th China-ASEAN Summit in 2014.

Firstly, the LMC is established based on “Belt

Five different Mekong countries welcomed this

and Road” program, so researchers believe this

suggestion. In 2016, the meeting held with its

program focuses on Chinese development, not

theme, “Shared river, Shared future” and the LMC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six riparian

initiative was officially launched. Based on the

countries in the Mekong River. According to

introduction written on the website, LMC claims

Nguyen (2018), China’s strategy is to promote the

to support pragmatism and high efficiency by

development of China’s western territory through

concentrating projects. The goal of LMC is to

this program. The western region, including

bolste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Guangxi and Yunnan, accounted for 77% of the

the subregion countries, enhancing the wellbeing

national average in 1999 and had only risen to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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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China sees this region can be developed

harm the establishment of the Belt and Road

with connection to South and Southeast Asia

initiative in China as well. Hence, China’s

(Nguyen, 2018).

government tried to improve the Chinese image

Second, China is attempting to expand the

through LMC programs. Regarding this, China’s

market for Chinese products to absorb Chin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okesperson stated,

excess capacity. Chinese production is not fully

“LMC sends a strong signal to the world community

consumed in the domestic market, so China is

demonstrating China’s desire to maintain a

worried about the cost of overproduction. To

constructive dialogue and create mechanisms of

address this problem, China has signed a joint

cooperation with Mekong River countries and to

statement with 27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facilitate the alleviation of tension between the

ASEAN, on industrial capacity cooperation.

China and Vietnam.” (Nguyen, 2018).

Under this situation, the LMC issued a joint
statement on production capacity cooperation.

C. Limitations

The LMC countries agreed to develop key

This program has been solely sponsored by

infrastructure projects to build a comprehensive

China, and the countries that belong to this

network of highways, railways, waterways, ports,

program a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and air linkages in the Lancang-Mekong region to

the sponsor. China’s favorable policies could

expedite the construction of a network of power

be adapted in the LMC, and even China can

grids,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in

force to adapt their plan to member countries.

order to implement trade facilitation measures,

For example, China is interested in transferring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and facilitate

outdated technology to Mekong countries, and the

business travel. These projects expect to increase

lower riparian countries should inevitably adapt

regional trade where China has an advantage

the technology to keep the financial aid from

with overproduced and cheap products (Nguyen,

China. In this circumstance, China can divert the

2018).

development scheme in their purposes. In some

Third, it is to repair China’s image in Southeast

investment projects, Chinese investors bring their

Asia countries. This is because China and some

own workers instead of employing local labo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dispute territorial

This is not a full investment for the lower riparian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nd dam-building

countries because it is not contributed to creation

in the upper Mekong Basin. Their behaviors

of jobs in the local area. Also, the economic

undermine China’s good neighbor policy and

dependency of China would hinder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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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herefore, LMC should have

programs to deal with conflicts and optimize

balance among the riparian countries through

benefits (see Table 2; Table 3).

pertinent programs.

GMS programs cover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sponsored by the Asian

Ⅵ. Implication

Development Bank. This program is evaluated
as successful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in

In Chapter 4, The Methods of Conflict

the Mekong River. Firstly, this program includes

Management in the Transboundary River Basin,

all countries in the Mekong Basin from the

this research aggregates the methods of conflict

headwater to estuary. Second, this program covers

management by exploring related literature.

all the interests of the development, such as the

This chapter also deployed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through infrastructural development,

general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building

as well as environment and human resource

institutional capacity, need of a binding force, and

development. However, this program is often

the types of agreements. In light of the methods,

criticized because it has neglected environmental

the Mekong River countries have also complied

areas. Practically, even though “protecting the

with the sequential order of coordination,

environment and promoting the sustainable use

collaboration, and joint action.

of shared natural resources” has been planned

The six riparian countries built institutional

by the GMS programs, this program has fallen

capacity, such as GMS, MRC, and LMC, and these

behind on the implementation compared to other

initiativ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evention,

programs.

negotiation,problem-solving,mediation,andpost-

The MRC program has tried to manage programs

accord peacebuilding. Each program comprise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sustainable

multiple plans by coordinating and collaborating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Under

on all the interests, such as agriculture, fishing,

the MRC, fisheries and environmental programs

energy, industry, navigation, and infrastructure.

are evaluated as successful, because it contributes

And each of them implemented joint action under

to sharing data and information among member

the agreements with stakeholders. When looking

countries. This data and information sharing

at the types of agreement, these three initiatives

directly helped secure food security and work

are relevant to 3) Agreement for joint management

with national fishery departments. However, it

of internationally shared waters, because the

does not have any binding force so that politically,

institutions claim to advocate for comprehensive

program compliance can be easily neg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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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stitution is composed of only four riparian

there are three major institutions: the Greater

countries, except for Myanmar and China. It

Mekong Subregion (GMS), the Mekong River

means that comprehensive agreements on the

Commission (MRC), and the Lancang-Mekong

conflict situation is hard to produce and there

Cooperation (LMC). According to Kliot, Shmueli,

may not be a consensus on its validity.

and Shamir (2000), as well as Anthony and Suzanne

LMC, which is sponsored by China, comprises

(2014), these institutions can help to reduce future

diverse programs as much as GMS and MRC have.

disputes and resolve the current problematic

However, LMC superficially considers sustainable

situ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vulnerabilities

development. In this program, China intends to

in the institutions. For further cooperation, three

develop relatively underdeveloped western areas,

institutions should achieve three things. First, all

expand the market to Southeast Asia, and repair

stakeholders in the conflicts should be included.

their negative images. Hence, many researchers

Second, if the institution to handle the conflicts

claim that this program was designed for China’s

exists, binding force would be necessary. Third,

benefit and no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within the institutions, all the programs should be

Southeast Asia. The project budget is funded

evenly implemented.

solely by China, and the development plans are
controlled by China. So, this program is not
suitable for resolving the conflicts in the Mek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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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랑스의 지방상수도사업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꼬뮌(Commune)으로 3만 6천여 개에 가까운 꼬뮌의 수만큼
수도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사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비효율적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꼬뮌 통합과 동시에 수도 통합을 법과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10년 재공영화와 통합을 동시에 이룬 파리시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 과정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점차 커
지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인구수 감소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市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지자체들과 수도 광역화
시도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인구수와 지자체의 규모면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과 차이가 있으나 분절된 수도공급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따라서 파리市 사례는 향후 수도 통합 및 광역화 모델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연구배경

2018년 6월, 분절되었던 물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
서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에 대한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비효율의 문제점을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비효율적 운영이 누적되어, 지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도 통합 모델의 개발이 필요

방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

한 상황이다.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수도 사업자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 공급의 책무

를 통합하거나 광역화하는 등 경영효율화 사업을 시도

는 지방정부(지자체)에 있다. 꼬뮌(commune)이라고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불리는 지자체의 분열로 수도 서비스의 분절이 초래되

* K-water연구원, 연구원, avecje@kwater.or.kr
** K-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 hjchoi@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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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프랑스 또한 대도시로의 인구 편중이 심한 편이
고 인구 밀도가 낮은 꼬뮌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수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표 1> 프랑스의 상하수도 사업 현황(2015)
전체

구분

개수

서비스 인구

합계

33,221

-

분절된 꼬뮌을 통합하고 동시에 수도 통합을 위해 법과

상수도사업

13,072

60.9백만 명

제도로 지속적으로 유도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도사업

20,139

57.3백만 명

따라서 우리 정부의 수도 통합 정책 수립이나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해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2010년에 재공영
화와 통합을 동시에 이룬 파리市를 중심으로 통합 과
정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도 광역화 사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출처: A
 FB(2015)
주: AFB는 Agence Fran aise pour la Biodiversit (프랑스생물다양성국)
의 약어

[그림 1]과 같이 10만 명 이상의 꼬뮌의 서비스 수(%)
는 1%에 불과하지만, 천 명 이하의 꼬뮌의 서비스 수가
전체 서비스 수의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도서비스 공급은 꼬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작은 꼬뮌일수록 수도서비스 질이

Ⅱ. 프랑스 꼬뮌과 수도 서비스 분절
1. 프랑스 꼬뮌의 분절과 수도 서비스

낮을 가능성이 크다.

10만 명 이상

프랑스의 행정체계는 13개의 상위 행정구역인 레

5만 명 ~10만 명

지옹(r gion), 하위 행정구역인 99개의 데파르망

만 명 ~ 5만 명

(d partement)과 이를 이루는 기초지자체인 35,317개

3천5백 명 ~ 만 명

의 꼬뮌으로 구성되어 있다(INSEE1), 2017). 꼬뮌이 상

천 명 ~ 3천5백 명

수도 공급자로 법에 의해 명시된 것은 ‘꼬뮌행정에관

천 명 이하

한 1837년 7월 18일 법률(Loi du 18 juillet 1837 sur
l’administration communale)’ 제 31-10조에 의해서

42

1
12

1

25

9

인구(%)

12
13
7

서비스(%)

21

2.4
0

55
10

20

30

40

50

60

출처: AFB(2015)

[그림 1] 꼬뮌 인구 수(%)2)에 따른 상수도 서비스 수(%)

이다(박우경, 2017). 프랑스는 2015년 기준 22,208개
의 꼬뮌(꼬뮌 연합체 포함)에서 33,221개의 상ㆍ하수

더불어, 10만 명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진 꼬뮌은 대

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서비스 인구

도시 중심으로 수도서비스 통합의 정도가 높은 반면 1

와 서비스 수를 나타내고 있다(프랑스 꼬뮌의 인구 규

만 명 이하의 인구 규모가 작은 꼬뮌은 통합의 정도가

모는 부록 참조).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tudes conomique: 프랑스국가경제통계연구소
2) 전체 인구 수 100에 대한 꼬뮌 규모별 인구 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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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제정된 ‘2015년 새국가영토조직법(Loi

2. 꼬뮌 간 협력 시도
프랑스 정부는 꼬뮌으로 세분화된 행정체계는 산업

NOTRe: Nouvelle Organisation T rritoriale de la

화 시대의 행정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정

R publique)’은 꼬뮌연합체의 인구를 5천명에서 1

옥주 재인용, 2000).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효율적 국

만5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가운영을 위해 꼬뮌 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3)을 시도하

다. 동 법으로 산악지역이나 인구 저밀도 지방도 최

였으나 꼬뮌 체계에 익숙한 주민들의 반발로 통합을 이

소 오천명 규모로 확대ㆍ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루지 못하였다.

(Le gouvernement.fr5), 2018). 더욱이 꼬뮌이 가지고

이에 정부는 꼬뮌 단위를 유지한 상태로 공통

있는 상ㆍ하수도 서비스 공급 권한을 2020년 1월 1일

된 사안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꼬뮌 간의 협

까지 꼬뮌 연합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력법인( tablissement

coop ration

있어 수도 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intercommunale 이하 EPCI)이라는 조직을 만들

<표 2>에 꼬뮌 간의 통합을 유도하는 법안을 정리하였다.

public

de

어 꼬뮌 통합을 유도하였다(정옥주, 2000; 권세훈,
2013). 특히 ‘1982년꼬뮌, 데파르망, 레지옹의 권한과
자유에 대한 법(la loi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 s
des communes, d partements et r gions)’의 제정
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EPCI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되기 시작한다. 최초의 EPCI는 재정권을 갖지 못
한 일반적인 조합(Syndicat)4) 형태였지만 고유한 재정
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권이 있으며 독립적인 관할권

<표 2> 지자체 통합 유도 법안
지자체 통합 유도 법안

법안 내용

1982년 꼬뮌, 데파르망,
레지옹의 권한과 자유에 관한 법

지자체로의 권력분산, 꼬뮌 연합체의
역할과 권한 강화

1995년 국토정비 및 개발 법

도심과 주변 농촌지역을 통합

1999년 슈벤느망
(Chev nement)법
2015년 새국가영토조직법

꼬뮌 연합체에 조세권 부여
ㆍ꼬뮌 연합체의 인구 확대
ㆍ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권한을 2020년
1월 1일까지 꼬뮌 연합체에 이관

을 가진 EPCI 형태로 발달하였다. EPCI는 1999년 ‘지
방자치단체 결합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

AFB(2015)에 의하면 꼬뮌 연합체에 의해 상수도 서

하는 슈벤느망법(loi Chev nement)’의 제정으로 그

비스를 받는 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75%(인구기

성립이 활발하게 되었다(권세훈, 2013).

준)로 집계되고 있다6)([그림 2]).

3) 프랑스의 광역주의는 원래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기됨. 특히 60년대 프랑스 정부는 공공권한의 경제적 행위에 부합되는 새
로운 광역적 영역을 찾는데 주력함. 70년대 프랑스 정부는 정치적, 행정적 관리조건의 향상에 부합되는 광역적 영역에 관심을
집중함.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토의 합리적 관리라는 이름하에 시읍면(꼬뮌)의 통합을 통한 지역개편을 단행함(최진
혁, 2012)
4) 단일목적을 갖는 조합(syndicat)의 형태(syndicat intercommunal vocation unique 이하 SIVU)와 꼬뮌뿐만 아니라 다양
한 공적인 법인(EPCI)이 결합하여 만든 협력 조직인 복합조합(syndicat mixte, 이하 SM), 복수의 목적을 갖는 조합(syndicat
intercommunal vocations multiples 이하 SIVOM) 등이 존재(정옥주, 2000).
5) 프랑스 법률, 행정 등에 관한 정보 공시 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action/la-reforme-territoriale, 검색일
2019.03 19)
6) 그림 상에서 꼬뮌에 의한 서비스 비중이 높은 이유는 꼬뮌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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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서비스(%)

25

꼬뮌

EPCI(조합)

EPCI(독자 재정 보유)

10

도 서비스 변화를 본 연구에서는 총 네 개의 시기로 구

45

분하여 분석하였다.
30

6
0

심으로 재공영화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어 프랑스의 수

70

24

2019; Bauby, 2019)9). 2010년 이후에는 대도시를 중

20

30

40

50

60

70

80

출처: AFB(2015)

[그림 2] 꼬뮌과 꼬뮌 연합체의 상수도 서비스와 인구 점유율(2015년)

1. 시대별 수도 서비스 운영 형태 변화(~2010년)
가. 민영화의 번성과 쇠퇴
프랑스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1853년 시행된 이래

프랑스 정부는 꼬뮌 간의 협력을 장려할 목적으로

15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확대ㆍ발전되어 왔다.

EPCI에 연간 경상비종합교부금(Dotation Globale de

185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는 민간이 전적으로 투자

Fonctionnement)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협력을 유인

하는 양여계약 형태로 일부 꼬뮌이 상수도를 민간에 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9년 슈벤느망법

탁하였다. 1938년까지 민간의 상수도 공급비율은 17%

에 의해 도입되었다. 꼬뮌 연합체 교부금은 인구수, 연

에 불과하였으나, 꼬뮌이 도시화에 필요한 자금부족을

합체의 법적 형태7), 세수잠재력, 조세통합 수준에 따라

겪으면서 상수도 민간위탁이 확대되어 1954년 31%까

배분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DGCL, 20188)).

지 높아졌다(Pezon, 2009).
당시 재정이 취약하여 수도망 건설과 같은 많은 자본

Ⅲ. 프랑스 수도 서비스 운영 형태 변화

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던 꼬뮌들

프랑스의 수도 서비스 공급 주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공급의 책무는 있지만 공공음수대를 관리하거나 수도

같이 개별 꼬뮌 또는 EPCI가 담당하고 있다. 꼬뮌 또는

회사를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하였고 공급망 설립은 민

EPCI는 수도 서비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직영

간에 맡겨졌다(Bauby, 2009). 따라서 최초의 수도 공

체제로 선택할 수 있는데 시기별 우세했던 운영 형태에

급망은 민간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것이 민간 기업에

따라 프랑스의 수도 서비스 역사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의한 위탁 사업의 시초가 되었다. 이때 설립되었던 수

프랑스의 수도 서비스는 2010년까지 세 개의 시기,

도회사가 오늘날의 베올리아인 제네랄데죠(Generale

즉, 민영화의 번성과 쇠퇴, 공기업 시대, 민간위탁

des Eaux, 1853)이며 오늘날의 수에즈인 리요네즈데

(affermage)의 재활성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Pezon,

죠(Lyonnaise des Eaux, 1880)이다. 꼬뮌은 이들 회사

은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또한 꼬뮌에게 수도

7) 조합(Syndicas)t, 도시지구체(Districts), 도시형 공동체(Communaut Urbaines), 도시공동체(Communaut s de Ville), 꼬뮌
공동체(Communaut s de Communes) 등이 존재(정옥주, 2000)
8) DGCL(Direction Generale de les collectivites locales(지자체연합국) 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
dotation-globale-fonctionnement-dgf-des-etablissements-publics-cooperation-intercommunale-epci-a-fis
9) 두 학자간 정확한 연도를 구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나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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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 시설 설립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수도공급의
독점권을 주었고 꼬뮌은 위탁을 통해 채무없이 투자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2009 : Pezon, 2009).
첫째, 물 생산과 공급은 곧 공중위생과 직결되어 있
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깨끗한 물과 위생
에 대한 니즈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5

나. 공기업(r gie simple)10)의 시대

년과 1980년에 발표된 EU 강령(Directives)13)에 의해

1880년 이후 수도 공급의 위생 문제 등이 사회적 이

위생에 대한 기준과 수질에 대한 기준도 점점 강화되었

슈로 부각되면서 수도관을 관리하는 공공서비스로 인

다(Demestre, 2007). EU 강령에 따르면 수처리 공장

식되기 시작했다. 1884년에 시장선거가 직선제로 개정

의 설립이 물 공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으나

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상하수도 서비스 접근성

중소 도시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

향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부 지자체가 수도 서비스를

운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민간에 의한 위탁운영을 통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Pezon, 2009).11)

하면 지자체의 제한된 예산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투자

수도공급망 건설에 대비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수도

문제를 민간 투자 유치로 대신할 수 있었고 완전한 민

전문 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1908년에는 이러한

영화라는 부담 없이 시설은 여전히 지자체 소유로 남

형태로 수도 공급을 하는 지자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

겨둘 수 있어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었다고 할

하였다, 1939년에는 공기업에서 수도 공급을 받는 인

수 있다.

구가 75%에 달했고, 해당 서비스 수는 9,789개였다.

둘째, 물 수요 증가와 함께 하수 처리 과정의 기준 강

민간위탁에 의한 서비스 수는 817개였는데, 공기업에

화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 요금 인상의 원인이

의해 도시에 공급되는 물의 31%가 무상이었고12) 이 비

되었다. 위탁운영 방식은 당시 시장직선제로 선출된 시

율이 농촌 지역은 58%에 달했다(Pezon, 2009).

장에게 요금 상승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민간

다. 민간위탁 사업의 활성화 시기

위탁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위탁업체 입장에

이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 형태의 운영

서도 위탁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시장을 독점

비율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 1973년에는 민간위탁과

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Bauby, 2009).

공기업 형태의 운영 비율이 동등해 지는 등 1960∼80

셋째,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1982년

년대 사이 위탁 운영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지방분권화법’은 위탁 운영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Bauby,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1980년에 프랑스 물시장의

10) 독자적인 재정이 없는 공기업 형태
11) Christelle Pezon, 2009, Organisation et gestion des services d’eau potable en France hier et aujourd’hui, Revue
d’ conomie industrielle
12) 지자체에 의한 수도 서비스는 무료였으나 위탁 체제로 전환 후에는 가입자에게만 제공됨(Pezon, 2009)
13) 오염예방, 재활용, 하수처리를 위한 적절하고 단계적인 지침 요구, 재정의 투명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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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를 점유했던 민간 기업이 9년 후에는 73%로 큰 폭
으로 상승하였다.

서비스(%)

69

70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위탁 운영은 기술혁신을

60

유도하고 유연한 운영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

50

는 운영 방식으로 여겨져 프랑스 상수도 부문에서 민

40

간위탁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auby,

30

2009). [그림 3]은 1938년부터 1993년까지 위탁업체
와 공기업 형태로 수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인구수를

인구(%)

80

59

41
31

20
10
0
직영

위탁

나타낸다.
출처: AFB(2015)
운영 형태에 따른 급수 인수

[그림 4] 프랑스 상수도 서비스 운영 형태(2015)

(단위: 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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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탁업체 또는 공기업 형태로 수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
수(1938~1993)

2. 2
 010년 이후 수도 서비스 운영 형태 변화: 공영
화로의 회귀

721,500
12,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처: Blanchet et Herzberg(2017)

[그림 5] 프랑스 내 상수도 공영 서비스를 받는 누적 인구수
(2000~2016)

[그림 5]에서 2009년까지는 약 72만 명 규모가 공

프랑스 물 시장은 여전히 민간기업에 의한 위탁 서비

영화된 상수도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2010년을 기준

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2010년을 기준으로 재공영

으로 공영 서비스를 받는 인구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

화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리시의 수도 서비스가

기준 위탁 운영 형태의 상수도 서비스 비중은 31%이며

재공영화되면서 2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통계에 반영

(인구 기준 59%) 지자체에 의한 직접 운영은 69%(인구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이전까지는 중소규모의

기준 41%)로 집계되었다([그림 4]).

도시들 위주로 재공영화하였으나14) 2010년 이후에는

14) 2001년 그르노블과 2007년 생폴 시의 재공영화 사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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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외에도 브레스트(2015년), 렌느(2015), 몽펠리
에(2016), 바스티아(2015)와 같은 대도시들이 재공영
화를 주도하고 있다(Blanchet and Herzberg,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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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리시 수도 재공영화 및 광역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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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리시 수도 재공영화 및 통합 사례
가. 재공영화 배경 및 과정
프랑스의 수도 민영화는 Ⅲ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사업의 활성화 시기에 이루어진다. 파리 상수
도의 민영화가 결정되기 이전인 1975년과 198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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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ur des Comptes(2014)

[그림 6] 재공영화 전 파리 수도 요금 상승 추이(1980~2007)

발표된 EU강령은 상위 강령으로서 회원국의 수질 기

계약 기간 동안 파리시는 물 공급과 요금에 대한 통제

준 확립의 준거가 되었다.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고되었다(Eau de Paris17),

수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전문

2014). 실제로 위탁 기간 동안 상수도 요금은 298% 상

기관에 수도 서비스를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

승하였고 먹는 물 요금도 174% 상승하였다. [그림 6]은

식이 널리 확산되었다(Desmettre, 2007).

파리의 수도 가격지수와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자체의 예산으로 인프라 투자가

수도 민영화 이전 시기인 1980년보다 2007년 파리의 물

부담스러웠던 자크 쉬락 파리시장은 1984년 수도서비

가는 100에서 240.2로 상승하였으나 파리의 수도 가격

스의 민영화를 결정하였다. 1985년 파리시의 수도서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100에서 668.2로 상승하여 수도

비스는 센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은 Compagnie

요금이 평균적인 물가보다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Generale des Eaux15)(CGE, 현 베올리아)가 공급

파리시에서 수돗물 공급을 CEP와 EFPE에 민간위탁

하였고, 왼쪽 지역은 Eau et Force Parisienne des

하면서 수도 서비스에 관여하는 기관은 파리시, 수질

eaux(EFPE, 현 수에즈)가 담당하였다. 이렇게 두 개의

관리연구소, 수돗물 생산과 두 민간기업에 대한 감시

회사로 나눈 이유는 두 회사의 경쟁을 촉진시켜 수도서

기능을 가진 파리수도관리주식회사(Soci t anonyme

비스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초의 취

de gestion des eaux de Paris: SAGEP)18)로 구분되었

지와 달리 투자는 미진하게 이루어졌고16) 25년의 장기

다(<표 3>).

15) 이후 파리지역의 사명은 꼼빠니데죠드빠리(Compagnie des eaux de Paris, 이하 CEP)로 변경
16) 실제로 공장이나 수도관에 대한 투자는 시가 70%의 지분을 가진 SAGEP(Soci t anonyme de g stion des eaux de Paris,
파리 수도 관리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17) Eau de Paris(오드파리), 파리수도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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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합 전 파리 수도서비스 조직 구분

가속화되었다. 2008년 11월 지역공공서비스 자문위원

파리시청 : 수도 정책 결정, 서비스 관리

회(CCSPL: Commission Consultative des Services

CRECEP(수질관리연구소):

수질분석과 관리 담당

SAGEP(파리수도관리주식회사):
수도 생산과 민간기업 감시

Compagnie
des eaux de

Paris : 센 강 오른쪽 지역 공급

Eau et Force(Parisienne des
eaux): 센 강 왼쪽 지역 공급

출처: Eau de Paris(2014)

Publics Locaux)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수도관리의 재
조직이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파리시에 제출하였다.
타당성을 얻은 파리시는 2009년 1월 Eau de Paris 라
는 사명으로 공기업을 설립하였고 2009년 5월 물의 생
산과 수송에 대한 업무를 시작으로 SAGEP와 CRECEP

<표 3>과 같이 수도서비스 조직이 다원화되면서 문

의 직원이 Eau de Paris로 흡수되었다. 2009년 파리시

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요금을 낮추기

의회는 위탁업체의 업무를 이관하고 직원들의 고용 승

위한 노력도 어려워졌다. 이는 소비자의 주요 불만과

계를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2009년 12월 31일

비난의 대상으로 작용했다(Eau de Paris, 2014). 상하

두 민간기업과의 25년 계약이 종료되면서 2010년 1월

수도 서비스를 다시 파리시가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Eau de Paris는 통합된 수도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

위와 같은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 되었다. Eau de Paris의 조직의 통합과정을 <표 4>

(LeBlanc, 2010).

에 정리하였다.

재공영화를 위한 움직임은 2001~2003년 수자원전
<표 4> 파리 수도 조직 통합 과정

문자문위원회19)가 설립되면서 시작된다. 동 위원회는
파리시의 수도서비스가 질과 비교하여 요금이 너무 높

(2001~2003) 수자원전문위원회 설립

게 책정되었다는 자문20) 결과를 파리시에 제출하였다.

(2003~2007) SAGEP의 두 민간기업 감시기능이 파리시로 이관

파리시의 수도 요금은 당시 75~106유로로 프랑스의

(2009) Eau de Paris라는 사명의 공기업 설립

평균 요금인 30유로, 영국의 55유로(Ville de Paris,

- 파리 수도요금이 실제 원가보다 25~30% 높다는 분석

- 2009.5월 물 생산 및 수송 업무 시작, SAGEP와 CRECEP 직원이 오드파리로
흡수

2003)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 파
 리시의회, 위탁업체 업무 이관 및 직원들의 고용 승계 인정 법안
가결

2003~2007년 SAGEP이 담당했던 두 민간기업에 대

(2010.1) 통합된 Eau de Paris로 기능

한 관리 감독 업무가 파리시의 업무로 이관하면서 파

출처: Eau de Paris(2014)

리시는 부분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되가
져오게 되었다.

Eau de Paris의 ‘파리의 수도 공영화로 회귀’21)라는

2008년 3월 재공영화를 공약한 후보가 파리시장으

보고서에서 직급, 임금체계와 보상체계 등이 다른 네

로 당선되면서 파리시의 수도 서비스 재공영화는 더욱

개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

19) 수자원전문자문위원회는 최고의 서비스와 최적의 요금설정을 위해 물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됨
20) 시는 두 민간기업이 제출한 서비스 요금이 실제 원가보다 25~30% 높다고 분석
21) L’eau Paris retour vers le publi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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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au de Paris의 급여 및 보수체계 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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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자문을 담당하였던 기술진을 제외시켰다. 이로
인하여 오드파리는 고위급 경영진과 기술 부분을 외부

(2009. 6. 3) 협상 선결 조건에 대한 합의 (협상 일정, 협상주제)
- 협상 개시-

인사로 충당해야 했고 이로 인해 출범 초기에 어려움을

(2009. 12) 상여금 체계와 관련된 합의
(2010. 6. 15) 근속 수당, 연차, 특별 휴가와 관련된 두번째 협의

겪었다(Eau de Paris, 2014).

(2010. 6. 15) 조합의 권리에 대한 조정 협정 :전 직원 적용 상여금 협의안
통과(2010~2013년까지 유효)
(2011. 3. 16) 의료 공제 제도, 퇴직전 휴가, 병가일수 등 협의

나. 재공영화 효과

(2013. 6. 30) 직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성과금 조정 협의

Eau de Paris는 재공영화 이후 시민들에게 가장 불

출처: Eau de Paris(2014), 송유나 외(2015)

만이 높았던 수도 요금을 8%를 인하하였으나 최종적으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협상을 위한 협상 선결 조건(협
상 일정, 협상 주제 등)이 2009년 6월 합의된 이후 지
속적인 협상을 통해 출신지에 따른 보상체계를 도입해
통일된 임금체계를 만들어갔다(송유나 외, 2015). <표
5>에 Eau de Paris의 급여 및 보수체계 협의과정을 정

로는 재공영화 이전과 비교하여 상하수도 요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프랑스 정부는 EU의 WFD22)에 따
르기 위해 정화 부문의 요금을 6% 인상하여 하수도 요
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개발, 위생, 환경적
인 개념에 대한 인식과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앞으로
의 수돗물 생산ㆍ공급 비용의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전

리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Eau de Paris는 CRECEP와
SAGEP에서 642명의 인력을 흡수하였고 파리시청에
서 14명, CEP 155명, EFPE 73명의 인력이 이동했다.
그러나 CEP와 EFPE는 이동되는 인력에 고위급 경영진

망되고 있다(Bauby and Similie, 2014).
재공영화 이전에는 SAGEP는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담당하고 두 민간기업은 시내 수도망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였다. 이 기관들에서 2003년 이전까지 수도망
의 유지ㆍ보수 사업에 평균 연간 1천1백만 유로를 투자
하였다. 이 금액은 Eau de Paris가 마스터플랜[2011-

파리수도관리주식회사

수질연구센터

2016년]에 따라 파리시의 수도공급망을 현대화하는 사

55명

642명

CGE

14명

업에 연간 7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것과는 크게 차
이나는 규모이다(Bauby and Similie, 2014). Eau de

155명
EFPE
73명

Paris는 실제로 2012년 7천5백만 유로, 2013년에는 6
천5백만 유로를 각각 집행해 초기 계획의 80%의 금액

출처: Fran ois Leblanc(2010) 재인용

[그림 7] Eau de Paris의 조직ㆍ인력 통합 과정

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약 7천1백만 유로를 투자
하였다(Eau de Paris, 201723)). 이밖에도 Eau de Paris

22) 2000년 10월 23일에 채택된 Water Framework Directives
23) Rapport annue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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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소득층의 수도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기금24) (Fonds de Solidarit pour le Logement: 주
거연대기금)에 2011년~2017년 매년 50만 유로의 자
금을 제공하였다. 재공영화 이전에 민간 기업이 지원
한 금액은 연간 17만5천 유로에 불과하였다(Eau de
Paris, 2019).
재공영화 이후 길거리에 무료 음수대를 1,200여 개
설치하면서 파리의 시민들의 물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 [그림 8]은 파리시내의
무료 이용가능한 음수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Eau de Paris(2019)
주: 빨간색 부분이 Eau de Paris로부터 수돗물 공급받는 외곽 지역의
코뮌

[그림 9] 파리의 수도망

루드노(Saint Loup de Naud) 등 5개 꼬뮌이 Eau de
Paris에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림 9]은 파리의 수
도망과 수돗물 생산 공장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Eau de Paris는 수돗물 생산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파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드프랑스 레
지옹의 수도공급조합인 SEDIF(Syndicat des Eaux
d’ le-de-France: 일드프랑스 수도조합)25)의 수도망을
출처: Eau de Paris(2019)
주: 빨간색은 수리 등으로 이용불가한 음수대를 표시

연결하여 비상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도
광역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림 8] 파리시내 이용가능한 음수대 위치

재공영화 이후 Eau de Paris로부터 수돗물을 공급

2. 파리시의 수도 광역화 시도

받는 지역이 확산되었다. Eau de Paris의 수도망이 지

파리시의 면적은 로마의 12분의 1, 베를린의 8분

나는 파리 외곽 지역 꼬뮌들이 Eau de Paris의 수도

의 1로 서울의 6분의 1 수준으로 도시면적이 상대적

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해왔다(송유나 외, 2015).

으로 작은편이다. 따라서 파리시로의 인구, 주거, 교통

현재 외곽 지역의 꼬뮌 중 빌메흐(Villemer), 느무르

등 지역편중이 심해 균형 잡힌 발전계획이 필요한 상

(Nemours), 레쉘(L chelle), 모흐터리(Mortery), 생

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 정부는 파

24) 수도세가 월별 가계 지출에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OECD에서 권고한 지침을 따르기 위해 시 예산을 마련함
25) SEDIF는 베올리아에 일드프랑스지역의 수도공급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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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와 그 주변의 3개의 데파르망과 일드프랑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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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파리시 구획
EPT

의 7개 꼬뮌까지 총 131개의 꼬뮌을 그랑파리(Grand

상수도 공급 현황
상수도 공급 담당/사업자
SEDIF / 베뮬리아 얼드프랑스

Paris: 광역파리시)로 통합하였다. 그랑파리는 2016년

파리시 / 오드파리
SMGSEVESC / 수에즈

1월 1일 출범하여 EPCI 형태에 있다가 2020년 1월 1

SDPG / 수에즈
상수도조합 / 베올리아
상수도조합 / 베폴리아

일 이후 완전한 지자체로 기능할 예정이다(Direction

베리-샤띠옹 / 오데락드레손느(공기업)
상수도 조합 / 수에즈

de l'information l gale et administrative, 2018).
프랑스 정부는 2014년 ‘지역공공행정현대화및광역
도시추진법’(Loi MAPTAM26))으로 파리시의 광역화

꼬뮌 벨 /수에즈

출처: Chambre r gionale des comptes, le-de-France(2016)

[그림 10] 그랑파리의 하위행정구역(EPT)과 수도회사의 점유상태

계기를 마련하였고 2015년 ‘새국가영토조직법’에 따

[그림 10]은 그랑파리의 구획과 12개의 하위행정구

라 그랑파리의 구획을 12개의 하위행정구역인 EPT

역(T1~T12)별 수도회사의 점유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tablissement public territorial)로 나누고 수도

2016년 Chambre r gionale des comptes, le-de-

공급 권한을 EPT에 이전할 계획이다(Direction de

France가 일드프랑스지역 회계감사원 ‘그랑파리의 식

l'information l gale et administrative, 2018).

수 공급’28) 보고서에서 수도서비스 재편에 따른 장점 및

현재 그랑파리의 수도 공급은 SEDIF, Eau de

단점을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센 강 유역의 주변

Paris, SEPG(Syndicat des Eaux de la Presqu’ le de

지역은 규모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프

Gennevilliers) 3개의 기업이 90%를 담당하고 있다.

랑스 인구의 1/4의 식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표 6>에 3개 기업의 서비스 현황을 비교 및 정리하

2012~2030년 사이 인구가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였다.

됨에 따라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와 점점 커지는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파

<표 6> 그랑파리(광역파리시)의 수도 공급 3개社 비교
SEDIF

Eau de Paris

SEPG

리시를 관통하는 센 강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유량이

합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센 강의 하류는 1천4백만 명29)에

꼬뮌수

150

1

10

161

인구수(백만명)

4.4

2.2

0.6

7.2

의해 오염되고 있는데 낮은 유량으로 인하여 오염에 대

연간수도판매량(백만㎥)

244

1772

33

443

한 회복이 매우 취약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가입자 수(명)

570,000

93,400

관로길이(㎞)

8,400

2,000

59,000 772,406
990

11,390

출처: L’alimentation en eau potable de la metropole du grand
Paris1(2016)

[그림 11]은 프랑스 내 주요 강과 비교한 센 강의 1
년간 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따르면 센 강은
다른 강과 비교해 유량이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

26) Loi de la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territoriale et d’affirmation des m tropole du Grand Paris)
27) L’alimentation en eau potable de la metropole du grand paris
28) L’alimentation en eau potable de la metropole du Grand Paris , Chambre r gionale des comptes, le-de-France, 2016
29) 센 강 하류에 사는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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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7월~10월이 갈수기이다. 갈수기로 인한 수질 오

있다. 하지만 그랑파리 내 3개수도회사의 자연재해와

염, 물 공급 부족 등과 같은 문제는 인구 증가와 기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은 차이가 있으며 투자규모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

도 회사에 따라 다른 상황으로 일괄적인 대응이 이루

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랑파리의 인구 규모에

어지지 않고 있다(Chambre r gionale des comptes,

적합한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선결 과

le-de-France, 2016). 따라서 회계감사원은 지속적인

제로 보고 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수도 조직 보다
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이 그랑파리의 홍수 위험 예방

3,000

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라인 강

유량(㎥/s)

2,500

그랑파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3개 기업의 상수도

론강

2,000

수원이 센 강, 마른 강, 우아즈 강으로 동일한데31) 각각

1,500

의 수돗물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수도망을 설치ㆍ관리

루아르 강

1,000

함으로써 과잉 생산과 수도망의 중복을 야기하고 있다.

센강

500

3개 기업이 생산하는 수돗물 양이 약 120만㎥으로 그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출처: Chambre r gionale des comptes, le-de-France(2016)

[그림 11] 프랑스 내 주요 강의 월별 유량

랑파리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양이며 다른
지자체로까지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일드프
랑스 회계감사원은 3개 기업을 통합 운영할 경우 수돗

반면 지속적인 홍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
으로 꼽히고 있다. 2014년 OECD가 수행한 연구30)에

물 과잉 생산과 수도망 중복을 막을 수 있어 요금 인하
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르면 일드프랑스 지역 센 강의 평균적인 홍수로 인

3개 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4억4천5백만㎥에 대

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2억5천만~5억 유로로 추

한 수도 요금을 청구하여 총매출은 5억5천1백만 유로

정되었다. 또한 홍수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1910년

를 기록하여 평균요금은 ㎥당 1.24유로로 산정되었다.

수준의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가 30억

더불어 그랑파리라는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통합됨에

~300억 사이로 추산되었다.

따라 동일한 수도 요금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

하지만 OECD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홍수

했다.

대비 투자규모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평균 수준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개 수도기업의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을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

통합이 필요하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

한 회복력을 높이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 또는 정부 차원의 주

30) 일드프랑스지역내센 강유역의홍수위험관리연구(Etude de l’OCDE sur la gestion des risques d’inondation: la Seine en
le-de-France, 2014)
31) 실제로 우아즈 강은 수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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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Chambre r gionale des

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파리시가 그 대표적인 사

comptes, le-de-France, 2016).

례이다.
파리시의 수도 서비스는 1985년 민간기업에 위탁운

Ⅴ. 요약 및 결론

영 되면서 공급과 생산 영역으로 분할 운영되어 왔다.
생산은 SAGEP(파리수도관리회사)가 공급은 센 강을

프랑스는 가장 하위 행정단위인 꼬뮌에 수도 공급 책

기준으로 오른쪽 지연은 CEP(現 베올리아)가 왼쪽 지

무가 있다. 꼬뮌 수가 3만5천여 개를 상회하고 있어 수

역은 EFPE(現 수에즈)가 담당해왔다. 2010년 재공영

도 서비스도 매우 분절되어 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

화가 결정되어 Eau de Paris가 수도 생산과 공급 기능

은 꼬뮌일수록 분절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앞서 살

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재공영화와 통합이 함께 이

펴보았다.

루어진 파리의 수도서비스는 상수도 요금의 인하가 시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경제 정

행되었고 민간회사에 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도

책 시행을 위해 1950~70년대 꼬뮌 통합을 시도해왔으

늘어났다. 또한 요금 미납자에 대한 단수를 금지하고

나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공공 서비스와 같은 공

저소득층의 수도세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

동의 사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EPCI의 설립으로 꼬

중에 있다. 또한 Eau de Paris의 수도망이 지나는 파

뮌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EPCI

리 외곽의 5개 꼬뮌에도 물 공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파

형태로 상수도 서비스를 받는 인구 비율이 약 75%에

리를 둘러싼 일드프랑스 지역의 수도조합인 SEDIF와

달하고 있는데 이를 견인한 결정적인 요인에는 정부의

협약을 맺어 공급 부족 시 SEDIF로부터 물을 공급받

보조금 지급이 있었다. 더불어 2015년 제정된 ‘새국가

을 수 있도록 수도망을 연결하여 수도 광역화의 계기

영토조직법’(La loi NOTRe)은 2020년 1월까지 EPCI

를 마련하였다.

에 상ㆍ하수도 서비스 공급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내

한편 프랑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2016년에 파리

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도 통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시와 주변 3개의 데파르망, 일드프랑스 지역의 7개 꼬

전망된다.

뮌을 묶은 그랑파리를 출범시켰다. 그랑파리에서는 수

이와 같이 프랑스의 수도 공급의 대표적인 형태는
EPCI이나 관리 형태는 위탁과 직영으로 구분된다. 개

도 서비스도 통합 시도 중에 있어 수도 광역화의 실현
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별 꼬뮌이나 그 연합체인 EPCI에 위탁이나 직영 관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수도 통합을 위해

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어떠한 관리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 하

형태가 우세하느냐에 따라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프

고 있다. 특히 지자체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랑스 수도 서비스역사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

교부금 제도가 지자체 통합을 이끌고 있으며 결과적으

탁 운영 번영기’, ‘공기업 시대’, ‘민간위탁 재도래’와 같

로 지자체 간 수도 통합을 이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세 개의 시기로 나누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민영

고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 통합 시 지자체 간

화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도시를 위주로 재공영화

의 불협화음을 중재해주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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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프랑스는 점차 커지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인구
수 감소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국외문헌
AFB. 2016: Observatoire des services publics d’eau et

위해 수도 광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
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절된 조직에 의
한 각각의 대응보다는 통합된 조직에 의한 일관된 대
응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Chambre r gionale des
comptes, le-de-Fra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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