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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관리 위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사례 및 시사점
- 농업 및 축산 비점오염원 중심 김이형*

Ⅰ. 서론
Ⅱ. 영양염류 기원 유역 토지이용 변화 및 물환경 현황
Ⅲ. 유역 농축산 비점오염원의 물환경 영향
Ⅳ.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사례 및 관리방안
Ⅴ. 시사점

요약
국내 4대강 주요 지점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역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질산
성질소(NO3-N)와 용존질소(DTN) 등의 함량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활동이 시작되는 봄∼여름 사이에 하천의 질소농도가 상
승하는데 이는 농업지역으로부터 발생한 기저유출과 여름∼가을 강우기에 유입된 유기질소의 분해로 인한 영향이다. 질산성질소
는 농업지역 경작지의 토양 내 과잉양분 및 축산지역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주로 배출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녹조발생의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선진국의 농업 비점오염 관리정책은 기후변화, 환경(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오염)을 고려하면서 농업소득
을 보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농업 비점오염이 축산 비점오염과 연계되어 있기에 지역특성과 사
육방식을 반영하는 가축분뇨 관리기법 적용, 농지 최적 살포량, 작물별 살포방안, 자연기반 자연기반해법(NBS)에 근거를 둔 최적
관리방안(BMPs) 적용 등의 다양한 정책적 및 기술적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농업 및 축산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및 녹조발
생 저감을 위해서는 축사와 경작지의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현장관리(site control), 배수구역 규모의 지역관리(regional
control)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요한 정책 및 기술로는 농지 및 수계 환경용량을 고려하는 축산 및 농업 비료관리, 농업
BMPs 확대 적용, NBS 기반 블루-그린 연계 수변생태벨트(Blue-Green-Network Ecobelt), 세천과 연결된 국토 하천구조를 고
려하는 축산정책 도입, 밭 경작지 토양유실 저감기법 등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오염원관리 프로그램, 교차 의무와 연계되는 주민지
원 프로그램, 주민 소득 연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의 다각적 적용도 필요하다.

Ⅰ. 서론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
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

1. 상수원 및 친수활동 보전을 위한 조류경보제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에서는

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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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8조(수질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댐, 보 또는 저수지

오염경보)는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를 조류경보(藻類警

등의 방류조치, 조류제거 시설의 설치, 조류제거 물질의

報)와 수질오염 감시경보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조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경보는 맛, 냄새, 탁도, 시각적 영향, 부가적 영향 등으로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방류수 수질

항상 국민들의 관심에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의2항에서는 ‘조류경보제’에 대한 구체적 발령대상,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발령주체 및 대상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조류경보는 상
수원 및 친수활동 구간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2. 남조류와 녹조현상

는 지역에 대해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단

조류(algae)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로 지

계(1,000 세포/㎖ 이상), 경계단계(10,000 세포/㎖), 대

구 대기 중 산소의 2/3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생명

발생 단계(1,000,000 세포/㎖ 이상)로 발령이 이루어지

체이다. 조류 중에서 담수조류는 강이나 호수가 상수원

고 있다. 남조류 세포수는 주 1회 측정(경계단계 이상 발

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차

령시 주 2회 측정)하고 있으며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회

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담수조류는 규조류, 녹조

연속 발령기준 초과 시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

류, 남조류, 기타 조류로 구분되며, 규조류는 갈색, 녹

령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에서는 조류

조류는 옅은 녹색, 남조류는 남색을 띄는 색소를 많이

<표 1> 유해남조류 4종
마이크로시스티스
(Microsystis)

아나베나
(Anabaena)

오실라토리아
(Osillatoria)

아파니조메논플로스
(Aphanizomenon)

단위세포 형태

길이 4∼8 ㎛
구형 혹은 타원형

길이 7∼15 ㎛
구형 혹은 타원형

직경 4∼6 ㎛,
길이 2.5∼4 ㎛ 원통형

직경 4∼6 ㎛,
길이 5∼15 ㎛ 원통형

군체 형태

수백-천여개의 단위세포가 모여
군체를 형성

세포가 염주형태로 직선,
혹은 나선형으로 연결

단위세포가 실모양으로
일렬로 연결

단위세포가 실모양으로 일렬로
연결, 군체 형성

생활상

세포내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수표면에 부유하면서 성장

세포내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수표면에 부유하면서 성장

세포내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수표면 혹은 수중에 부유

세포내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수표면에 부유

최적 성장온도

25℃~35℃(고온성)

20℃~25℃

20℃ 이하

20℃ 전후

발생시기

늦봄-늦가을

봄, 초여름, 가을

봄-가을

봄, 가을, 초가을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아나톡신(Anatoxin)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아나톡신(Anatoxin)

삭시톡신(Saxitoxins)

영향

간독소, 곰팡이냄새ㆍ흙냄새

간독소ㆍ신경독소 곰팡이냄새ㆍ
흙냄새

간독소ㆍ신경독소 곰팡이냄새ㆍ
흙냄새

신경독소 곰팡이냄새ㆍ흙냄새

구분

현미경 사진

출처 : 환경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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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담수조류는 영양물질의 양, 일사량, 수온

냄새의 원인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메틸이소보

등에 따라 각각 최적 성장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수

르네올(2-MIB)은 몇몇 남조류가 엽록소를 합성하는 과

온이 10℃ 이하인 겨울에서 봄철까지는 규조류가 증식

정에서 생성된다. 환경부는 독성물질을 배출하여 유해

하고 10∼20℃인 봄에서 초여름철에는 녹조류가 증식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조류 4종(마이크로시스티스, 아

하며 20℃ 이상이 되는 여름철에는 남조류가 주로 증식

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을 유해 남조류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환경부, 2016).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

남조류는 광합성을 위한 색소가 세포 전체에 흩어

스틴(Microcystins), 아나톡신(Anatoxin), 삭시톡신

져 있으며, 세균류와 같이 세포 내에 핵이 없어 남세균

(Saxitoxins) 등의 독소를 생성한다. 조류독소 중에는 마

(Cyanobacteria)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남

이크로시스틴이 가장 대표적이며 70여 가지의 변종이

조류의 크기는 1∼50 ㎛ 정도이며 무성생식이나 포자

있으나, 마이크로시스틴-LR의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로 증식한다. 일부 남조류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 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류독소를 포유류가 흡수할 경우

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남

간세포나 신경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

조류는 세포 내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 상하로 수

조류는 평상시에는 독소를 세포 안에 가지고 있을 뿐 배

직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성장에 필요한 양의 햇빛과

출하지 않지만, 죽거나 포식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및

영양물질을 얻기 위하여 이동할 수도 있다(Schindler,

다른 조류와 경쟁을 할 때 독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

2012).

져 있다(Schindler, 2012).

일반적으로 녹조현상이라 불리는 조류대발생 현상

남조류를 포함한 조류의 증식과 사멸에는 다양한 환

은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systis), 아파니조메논플로

경요인들이 관여한다. 물리적 요인으로는 온도, 빛, 체

스(Aphanizomenon), 아나베나(Anabaena), 오실라

류시간, 물의 유동 및 혼합 등을 들 수 있고, 화학적 요

토리아(Osillatoria), 포르미디움(Phormidium), 노스톡

인으로 먹이가 되는 질소, 인, 규소, 철 등의 영양물질,

(Nostoc) 속의 남세균들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이들은

pH, 용존 이산화탄소, 염분, 유기물, 부유물질 등이 있

주변 환경에 아주 적은 양의 질소와 인이 존재하더라도

으며,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물벼룩과 같은 포식자와 세

최대로 흡수 활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균, 바이러스 등의 분해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이러

있기에 증식이 시작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여 군체

한 다양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

를 형성한다. 남세균의 증식으로 수중의 이산화탄소 소

로 작용하여 영향을 끼치면서 조류의 증식과 사멸, 계

비량이 급속히 증가하면 물속의 pH가 상승하게 되는데

절 천이, 녹조와 같은 대발생을 야기한다. 녹조는 하천

남세균은 이런 환경에서 더욱 잘 증식하는 특성을 가지

에서 인간 활동이 많은 미국, 호주 등에서 두통, 구토

고 있다(환경부, 2016).

및 피부발진 등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일부 남조류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의 경우 유역에서 기인한 원인, 즉 농업지역, 도시지역,

분해하는 대사작용의 결과로 미량의 냄새물질과 독소

축산단지 등에서의 오염물질 유출에 의한 조류 대발생

를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물에서 나는 흙냄새나 곰팡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김이형, 2019a;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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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
 양염류 기원 유역 토지이용
변화 및 물환경 현황

후 2010년 이후 연간 약 43만톤 정도로 안정화 단계에

1. 유역 농업환경 변화

도로 유지되고 있다. 단위면적당 비료소비량은 1990년

있다. 2005년 이후 질소비료 소비량은 연간 약 25만톤,
인산비료는 연간 10만톤, 칼리비료는 연간 11만톤 정

일반적으로 하폐수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영양염류

대 최대 457㎏/ha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현재 250㎏/

유출은 2000년대 총인 처리시설 도입 이후 크게 낮아진

ha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비료 소비총량의 감소는 농

상황이다. 그러나 녹조발생 및 어류폐사 등은 매년 증

업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경작지 감소 및 축산분뇨로 만

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축산 및 농업 비점오염원으로

든 유기성퇴비 사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농업지역

알려져 있다. 2018년도 기준 전국 지목별 면적율 중에

경작지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쌀 생산면적은

서 논과 밭은 각각 11%와 8%를 차지하고 있으나 단위

그 동안 120만 ha 정도로 유지되다가 1990년 이후 감

면적당 연간 농작물 생산량의 증가로 과잉 비료에 의한

소하여 현재 약 80만ha(쌀생산량은 약 390만톤)에서

수질영향은 증가하고 있다(e-나라지표, http://www.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과실류 재배면

index.go.kr/). 농업지역의 퇴비, 비료 등의 양분보급

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에 약 280만

량 확대와 시설재배지, 수막재배 등의 선진적 농업기

ha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만톤의 과실류가 생산

술은 경작지의 토지효율성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잉여

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과실류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

양분은 수질과 수생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김이형,

을 살펴보면 사과와 복숭아는 증가한 반면 배와 포도는

2019b). 특히 시설재배지의 수막재배 및 높은 수리답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0년간 채소류 생산량도

율(2018년 기준 약 83%)은 농업용수 사용을 크게 증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작물별 재배면적

시키면서 지하수위 저하, 하천 생태용수 부족 및 수질문

및 생산량의 변화는 도시화, 농촌고령화, 경제작물로의

제 등을 유발시킨다. [그림 1]은 1970년 이후 연간 화학

작목전환과 같은 농업구조 변화 등이 큰 영향을 주었으

비료 소비량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화학비료 소비총량

며 경작형태의 변화는 유역의 물환경 및 수질에 큰 영

은 1990년대에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급격하게 감소한

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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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학비료 소비량 및 쌀과 과실류 생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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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기원 퇴비는 유기성 비료로 인정되면서 상수원 보

2. 유역 축산환경 변화
1970년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축산업은 크게 증가하

호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작지에 살포되고 있다. 그

고 있다. 특히 돼지는 1970년에 약 120만 마리였으나 현

러나 유기성 퇴비의 부숙도 문제를 고려한 적정 시비량

재 1,100만 마리를 넘어서 50년간 약 9배의 성장률을 보

문제로 무기질 화학비료(질산, 인산, 칼리 등)와 동시에

이고 있다. 한우 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00

살포되면서 경작지의 과잉양분을 초래하여 지표 및 지

만마리를 넘었으며, 젖소도 꾸준히 증가하여 20만 마리

하유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발생 등의 문제를 유발

를 넘어서고 있다. 닭은 1970년대 약 3천만 수에서 급속

시키고 있다. OECD 농업환경효율보고서(2013)에 의하

도로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약 1억 8000천 수를

면 한국의 경작지 토양 내 질소(N) 수지는 OECD 국가

넘어서고 있다. 축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축산 호수는

중에서 가장 높고, 인(P)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이

크게 줄고 있음에도 사육 마릿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

러한 토양 내 높은 양분량은 가축분뇨 기원 유기성퇴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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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축산업의 변화

와 액비 등으로 만들어져 경작지에 살포되고 있다. 가축
<표 2> 가축분뇨 관리현황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가 수(호)

233,355

212,794

213,607

194,824

192,982

201,745

197,026

가축 사육두수(천두)

224,208

235,144

240,176

236,846

252,196

258,492

261,477

가축분뇨 발생량(㎥/일)

177,110

173,052

175,651

172,870

177,393

176,434

185,069

정화처리

9,012

6,726

9,837

8,181

9,868

8,692

10,373

위탁처리

30,464

31,116

36,387

46,370

36,486

40,635

43,805

자원화

137,634

135,210

129,426

118,319

131,039

127,108

130,461

해양배출

0

0

0

0

0

0

0

정화처리(%)

5.1

3.9

5.6

4.7

5.6

4.9

5.6

위탁처리(%)

17.2

18.0

20.7

26.8

20.6

23.0

23.7

자원화(%)

77.7

78.1

73.7

68.4

73.9

72.0

70.5

해양배출(%)

0.0

0.0

0.0

0.0

0.0

0.0

0.0

가축분뇨
처리현황

출처 : 환경부(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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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다한 무기성비료의 사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특

나. 연 평균 영양염류 농도 변화

히 국내 가축분뇨 기원 유기성퇴비는 경작지에서 필요

유역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질소와 인 등의 영양

로 하는 연간 총 양분량을 초과할 정도로 배출되므로 농

염류는 하천에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녹조발생에 큰 영

업 및 축산지역 비점오염 대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향을 준다. 영양염류를 유출시키는 유역 주요 비점오

실정이다.

염원은 농업 및 축산 비점오염원이다. 4대강 주요 지
점의 총질소(TN) 농도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순

3. 하천 물환경 현황

을 보이며 0.6-2.7㎎/L의 농도범위를 보이고 있다. 광

가. 연 평균 유기물 농도 변화

합성을 하는 생물 및 식물에게 활용성이 높은 용존질

유역의 높은 하수도 보급률(2018년 기준 93.9%)과

소(Dissolved TN, DTN)의 농도는 2002년 측정이 시

하수관로 보급률(81.8%)로 인하여 4대강 주요지점(팔

작된 이후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당댐, 물금, 대청댐, 주암댐)에서의 생화학적 산소요구

보여 유역의 농업지역 기원 기저유출이 원인으로 평가

량(BOD)은 크게 개선되었다(환경부, 2020). 그러나 유

된다. 특히 한강과 금강의 용존질소 농도가 총질소의

역 비점오염원(농업지역, 축산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에 유역의 용존질소 관리대책

인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증가로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 절실하다. 용존질소 중에서 질산성질소(NO3-N)의

(COD)과 총 유기탄소(TOC) 농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

함량은 한강, 낙동강 및 금강에서 약 81%를 보이며, 영

세이다. 환경부의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환경

산강에서는 약 6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

부, 2012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4대강 유입 BOD 부

대강 수계에서 암모니아성 질소(NH3-N)의 농도는 크

하량의 약 68.3%가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

게 줄었으나 용존질소의 높은 함량은 향후 유역의 질

사되었으며, 2020년에는 약 72%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소관리 방향설정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인자이다.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없이는 4

4대강 주요지점 중에서 낙동강의 총인(TP) 농도가 심

대강 수질의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한 상태였으나 2000년에 수행된 총인처리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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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2020b)

[그림 3] 4대강 주요 지점의 연간 유기물 농도 변화(한강은 팔당댐, 낙동강은 물금, 금강은 대청댐, 영산강은 주암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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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대강 주요 지점의 연간 영양염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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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2020b)

[그림 5] 4대강 주요 지점의 연간 TN/TP 변화

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속적 하폐수 관리

다. 계절별 영양염류 농도 변화

로 40∼70의 범위로 안정된 값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4대강 주요 수계의 녹조는 봄철∼가을철에 발생하기

되었다. 그러나 유역내 인 관리가 일정부문 한계에 도

때문에 계절별 영양염류 농도변화는 녹조관리에 중요하

달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유역에서의 질소 관리가 4대강

다. 영산강 지점을 제외한 3대강 수계에서의 질소 농도

녹조관리에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는 여름∼가을보다 겨울∼봄 기간 동안 농도가 크게 상승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11

●●●

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3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역에서 농업활동이 시작

점오염원으로부터 주로 배출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면서 농업지역의 기저유출 및 여름∼가을 강우기에

녹조발생의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수계

유입된 유기질소의 분해로 인한 영향으로 평가된다. 4

에서 용존질소 문제와 함께 용존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대강 주요 지점에서의 총인 농도는 강우기인 여름철에

있어 여전히 유역에서 용존인의 발생원 관리가 필요한

높게 나타나 강우시 유출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것으로 나타났다.

대강 주요 지점의 용존질소의 비율 또한 매우 높아 녹조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용존질소 발생원 관리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존질소 중에서 질산성질소가 가

Ⅲ. 유역 농축산 비점오염원의 물
환경 영향

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산성질소는
유기질소 및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화 과정을 통해 전

1. 농업지역 경작활동으로 인한 물환경 영향

환된 물질이며 지표 및 기저유출로 수계로 배출되는 전

농업지역 경작지는 작물 수확과 생산에 필요한 자연

형적 비점오염 기원 오염물질에 해당한다. 질산성질소

적인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질 화학비료나 유기

는 농업지역 경작지의 토양내 과잉양분 및 축산지역 비

질 퇴비 등의 인공적 질소 자원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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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4대강 주요 지점의 용존인 중 질산성 질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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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으로 공급된 비료와 퇴비에서 유출된 질소와 인은

나. 뉴질랜드

주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질소와 인 등의 영

뉴질랜드는 토양은 자연적으로 산성이기 때문에 경작

양물질은 강우시 유출수와 함께 지표 수역으로 흘러들

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산염 및 기타 미량 원

어 부영양화를 야기시키며 조류 및 수생식물의 성장에

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작 활동 시 인산염과 칼륨

영향을 준다(Jarvie et al., 2013; Ribaudo et al., 2011,

비료 및 질소비료 등의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Su et al., 2013).

이다(Fertilizer Association of New Zealand, 2018).
농업 경작지에서 침출되는 질소는 조류의 번식과 수생

가. 미국

태 악화를 초래한다. 또한 농업 경작지에 관행적으로 살

미국은 3억 3천만 에이크 지역에서 농업이 이루어

포되는 살충제와 농약은 쉽게 용해됨으로써 토양 침투

지고 있으며, 주요 하천과 호수가 농업에 의한 양분

및 수계유출 과정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에 큰 영향을 준

유출로 수질악화 및 녹조발생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Waikato Regional Council, 2020).

US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농

수질악화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업에서 사용되는
질소, 인, 칼륨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한 화학비료 및 유
기질 퇴비 등은 유출 시 조류 번식과 식물 과다성장을 초
래하여 수생태계 균형을 훼손하는 물질이다(Sharpley

Leached nitrogen, million kg

업에서 발생하는 지표 및 기저 유출수가 수자원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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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2014; US EPA, 2020).

출처 : 김이형(2019c)

Year

[그림 7] 뉴질랜드 경작활동 발생 질소 침출량(1990-2010년)
<표 3> 경작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례(미국)
지역

주요 영향

저감 대책

뉴욕

- N과 P의 다량 유출로 조류
발생 및 식생 고사

- 퇴적물 및 영양 관리를 위한 BMPs
(Best Management Practices)
적용

다. 캐나다
캐나라에서는 과잉 비료살포로 인하여 수확기 이후 축
척된 잉여양분이 지표 및 기저유출 과정을 통해 물환경에

뉴욕,
-농
 업과 하수의 영향으로 - 하수도 시스템 개선 및 비점오염원
롱아일랜드 영양염 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
및 코네티컷 - 영양염 영향으로 DO 낮아짐 - 농업용수 저감시설 설치

영향을 주고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잉여양분에 의한

- 토지이용 계획, 모니터링, 질소
측정
위스콘신 - 농업 활동으로 인한 NO3-N
- 작목전환 통한 질소 농도 저감
증가로 지하수 오염
Waupaca
- 지역주민과 농부에게 교육서비스
제공

고 있다. 캐나다의 경작활동에 따른 질소 사용 추세는 [그

캘리포니아, - 농약과 관련된 화합물 발생
- 경작활동에 사용되는 비료의 종류와
콜로라도, - 생
 태계 교란 및 오염문제
양 규제
워싱턴 등
발생

지에 투입된 질소의 약 20~40%가 잉여양분으로 토양에

출처 : 김이형(2019c)

수 및 지표수 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AAFC, 2016).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를 운영하

림 8]과 같으며, 2011년 캐나다의 토양 잔류 질소는 중간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30년간 농

축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질산성질소의 유출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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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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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축산활동으로 인한 물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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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이형(2019c)

[그림 8] 캐나다 경작활동 시 사용 질소량(1981-2010년)

장과 함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가축분뇨와 부산물을 발
생시키고 있으며, 가축분뇨에서 유출되는 영양염류(질소
와 인), 고형물, 침전물, 부유물질 등에 의한 하천 및 호소

라. 유럽

의 수질오염, 지하수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 및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

부산물로 생산되는 퇴비의 경작지 과잉살포는 경작지 토

에 의하면 유럽은 토지의 약 39%가 경작지로 사용되고

양 내 양분 과잉축적을 유발하여 농업 비점오염원 형태로

있다(EEA, 2011). 유럽의 농경지 면적은 농업구조와 생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으로부

산량에 따라 달라지나, 농식품 소비의 증가는 경작지

터 농업으로 전환된 양분의 이동경로를 볼 때 환경적 관

의 비옥화를 초래한다. 경작지의 비옥화는 토양 내 질

점에서 축산업과 농업분야는 더 이상 분리된 분야가 아니

소와 인의 농축과 이송의 원인이 되면서 수질과 수생태

다. 특히 우리나라 발생 가축분뇨의 약 70.5%(2018년 기

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중부 및 북서 유럽은 높은 인

준)가 자원화정책을 통해 유기성 퇴비로 생산되어 경작

구밀도와 집약적 농업으로 인한 과잉 화학비료와 유기

지에 살포되고 있기에 지하수 및 지표수 수질관리 기관

비료 사용으로 지하수와 지표수의 인한 오염이 높은 상

에서는 유역의 농업과 축산 기원 오염물질 관리에 역량

황이다. 2015년도 EEA는 유럽 수계의 암모니아 배출

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축산부문의 환

량의 약 94%가 농업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경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설, 가축분뇨

(EEA 2015).

퇴비화 시설지원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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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럽 국가별 농작물 질소 및 인 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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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가축분뇨 부산물의 토양환원 과정에 환경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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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사례 및
관리방안

고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산악국가인 한국은 어
느 곳에서나 하천으로 연결되는 세천을 가지고 있어 수

1.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 외국 사례

질오염 관리에 취약한 국토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가. 미국

규제는 국토의 환경여건이나 지역의 농지 환경용량에

미국의 대형 폐쇄 축산농가는 청정수법(Clean Water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특성과 사

Act, CWA)에 근거하여 폐수 방출 허가를 받아야 하지

육방식을 반영하는 가축분뇨 관리기법 적용, 농지 최
적 살포량, 작물별 살포방안 등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근거를 둔 다양한 최적관리
방안(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이 적용되
지 못한 것도 가축분뇨 기원 환경오염의 원인이다(김
이형, 2019a).
특히 가축분뇨 기원 퇴비는 유기질 비료로 화학비료
인 무기질 비료와 양분의 균형을 고려하여 경작지에 살
포되어야 하나 양분으로서 퇴비의 부숙도에 대한 농민

만, 많은 축산농가가 법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미허가로 운영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오염원이 다양
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주된 관리 책임이 주
정부에 맡겨진다. 주정부는 규제 조치 등 각종 통제 계획
을 개발해 놓고 있지만 농업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자
발적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미국의 농업부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는 미국 농업개선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을 근거로 하여 법적인 규제가 아니
라 지원금을 통한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 보존휴경사
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보전관리

의 불신으로 과잉살포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축분뇨는

사업(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환

비료자원으로 농업생산에 기여하지만 과잉살포는 토양

경개선지원사업(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및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특히 경작지에 축적되

Program, EQIP)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존

는 양분 중에서 인(phosphorus)은 화학비료보다 가축

휴경사업(CRP)은 토양침식에 취약한 농경지를 10-15

분뇨로 생산된 유기질 퇴비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년간 휴경할 경우 정부에서 농경지 지대에 해당하는 금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농업 비점오염원으

액을 지불하는 정책으로,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로 작용하여 4대강의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of Agriculture)의 전체 프로그램 중 연간 지출액의 1/3

것이 현실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는 지자체에

을 차지하고 있다. 보전관리사업(CSP)은 지속적으로 추

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농업 비점오염원 관

진되고 있으나 재정지출이 감소하면서 면적 제한이 재

리에 이러한 농업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최지용,

정제한으로 대체되었다. 환경개선 지원사업(EQIP)은 두

2016).

번째로 재정 지출이 많이 소요되는 경작농지 프로그램
으로 축산 및 작물 생산자가 농지의 보존 및 환경개선
을 목적으로 토양, 지표 및 지하수, 공기의 질을 향상
시키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경우 기술지원,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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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

습지나 경작지를 보존하거나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

보존 완화사업(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된 영농을 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환경농촌개발

Program, ACEP)과 지역보전 파트너십사업(Regional

(environmental rural development)도 환경적 효과가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에 대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토양침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USDA, 2020). 미국에

식을 막기 위해 농경지를 목초지로 전환하는데 보조금

서 경작으로 인한 물환경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5대호

을 지원하며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로 유입되는 지역인 중부와 북부지역이며 농업 비점오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단작(single crops)에 대한

염관리사업의 많은 부분이 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도 지원한다.
EU의 CAP의 9개 목표 중에서 3개 목표는 환경 및 기
후변화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환경과 기후변화
행동에 연결되는 3가지 목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기여, 물ㆍ토양 및
공기와 같은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 촉진, 생물 다양성 보호, 강화된 생태계 서비스 및

[그림 10] 2
 017년도 기준 미국 보존휴경사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등록현황(USDA, 2020)

서식지와 경관 보존에 기여 등이다. 유럽위원회는 CAP
에 있어서 좋은농업 및 환경조건(GAEC), 법정관리 요구
사항(SMR)과 상호준수를 소득지원 그리닝으로 점차 대

나. EU
유럽위원회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 각국이 공동의 농업분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 정책이다. 1980년
대 농산물 과잉 생산문제가 발생하고 농업이 환경에 미

체하고 있다. 향후 CAP는 에코 스킴 (eco-schemes)이
라는 혁신적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별 요구와 상
황에 따라 환경 및 기후관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럽위원회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에코 전략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하며, 농부들의 자발적 참여도 가능하다. 에코

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전이

(cross-compliance)는 재정지원 없는 의무사항에 해당
하며, ‘좋은 농업 및 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 ‘법정관리 요구
사항(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 SMR)’
을 포함한다. 그리닝(greening)은 작물 다양화, 영구적

ADDED ENVIRONMENTAL BENEFITS

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작되었다. 상호준수
ENVIRONMENTAL
MEASERES UNDER
RURAL DEVELOPMENT

GREENING

CROSS-COMPLIANCE
(environmental SMRs and GAECs)

인 녹지, 생태중점지역을 포함한 그리닝 규칙 (greening
rules)을 따르는 토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이며 환경적 효과가 높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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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CA(2018)

[그림 11] EU 공동농업정책(CAP)의 환경수단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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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킴은 매년 ‘한 번에 하나씩(one-year-at-a-time)’ 약

시책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면서 농업분야에서도 환경보

속이 포함되어 있기에 농부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 농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국토의 80%가 산악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제도는 중단할 수 있

지역이기 때문에 경사지 경작에 의한 수질오염이 지속

도록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에코 스킴은 회원국이

적으로 문제되었다. 따라서 경사지 밭의 토양유실을 저

조건부 환경 및 기후 성과 도출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많

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은 수질개선에 큰 효과

은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를 가져왔다.

2. 농업지역 비점오염 최적관리기법(BMPs, Best

다. 일본
일본은 1970년 수질오탁방지법 제정을 통해 점오염

Management Practices)

원을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문제가

농업 기반 오염원은 점오염원 관리와 다르게 넓게 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1978년 비점오염원 검

포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한다. 최

토회를 설치하였으나, 최근까지 비점오염에 관련된 국

적관리기법(BMPs)은 개발로 인한 오염의 영향을 최소

가 차원의 법이나 지침은 미흡한 실정이다. 1994년 ‘환

화화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며, 농업지역의 오염원 관리

경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환경보전에 관한

를 위해 기후, 작물상태 등에 따라 구조적 및 비구조적

(a) 밭두렁

(b) 식생수로

(c) 완충지역

(d) 인공습지
[그림 12] 유럽의 농업 BMP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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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강창국 외, 2010; 김이형

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하천유출을

외, 2008). 미국에서는 경작지에서 질소와 인의 과잉사

차단하기 위한 인공습지,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설치 등

용을 줄이고, 배출을 줄이면서 하천유입을 저감하기 위

의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여 다양한 BMP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경작에 의한
수자원의 수질영향이 있는 주에서는 농업지역 오염물

V. 시사점

질 유출저감 매뉴얼을 제작하여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 BMP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관리하

농업지역의 퇴비, 비료 등의 양분보급량 확대와 시설

는 회피전략, 발생 후 유출을 저감하는 통제 및 관리전

재배지, 수막재배 등의 선진적 농업기술은 경작지의 토

략, 하천유출을 차단하는 포집전략 등 3단계로 구분된

지효율성을 증향상시킨 반면, 잉여양분으로 지하수 및

다. 뉴질랜드는 자연환경이 국가의 주요한 경제 축이기

지표수 수질에 대한 악영향을 증가시키고 있다. 농업적

에 축산업을 위한 목장과 밭 경작에서 배출되는 양분, 농

토지이용과 축산업의 변화는 농업용수 사용과 오염물질

약 및 토사유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 추진되

배출을 증가시켜 수질오염과 함께 녹조대발생, 어류폐사

고 있다. 목장의 경우, 방목되는 가축이 하천변에 접근하

등의 다양한 수생태 문제를 야기시킨다. 미국, 캐나다,

(a) 경사지 개선(옹벽)

(b) 식생수로

(c) 저류지

(d) 식생 밭두렁
[그림 13] 일본의 밭 경사지 완화 및 토양유실 저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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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외 BMPs 처리를 통한 저감 효과
Phosphorus reduction Nitrogen reduction Sediment retention Pesticide reduction Flow reduction
(%)
(%)
(%)
(%)
(%)

Location

BMP

Texas, USA

Filter strips

N/A

N/A

N/A

19-22

N/A

Mississippi, USA

Vegetated ditch

N/A

N/A

N/A

97-99

N/A

Maryland, USA

Restored wetland

24

15

13

N/A

N/A

Ohio, USA

Constructed wetland

56.2

40.2

N/A

N/A

N/A

Italy

Buffer strips

56

44

6500 kg/ha*

N/A

78

France

Buffer strips

22-89

47-100

87-100*

44-100

43-100

Norway

Constructed wetland

N/A

N/A

N/A

15-41

N/A

Belgium

Constructed wetland

N/A

56-65

N/A

N/A

N/A

France

Constructed wetland

N/A

23-86

N/A

N/A

N/A

Denmark

Riparian buffer

N/A

30-99

N/A

N/A

N/A

EU-27

Riparian buffer

64.6

33

N/A

N/A

N/A

Quebec, Canada

Constructed wetland

33

91

N/A

N/A

N/A

Quebec, Canada

Buffer strips

46

40

59

N/A

N/A

Quebec, Canada

Veg. buffer strips

85-86

30-57

85-87*

N/A

35-49

Hamilton, NZ

Wetlands

12-74

12-75

N/A

N/A

N/A

*total suspended solids
출처 : 김이형(2019c)

뉴질랜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농업비점오염원 관리

작목전환 등) 등은 농축산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

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선진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될

국의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은 기후변화와 환경(지표수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 오염원관리 프로그램, 상호의무

및 지하수 수질오염) 영향에 대항하고, 농업소득 보전으

와 연계되는 주민지원 프로그램, 주민 소득 연계 일자리

로 농업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

창출 프로그램 등의 다각적 접근도 필요하다. 유역의 농

다. 농업 및 축산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경작지와

업 및 축산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오염원관리

축사의 오염원 현장관리, 배수구역 규모의 지역관리 등

에 수면관리자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4대강 수계법, 물

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농지 및 수계의 환경용

환경보전법 등)이 필요하며 이는 수량, 수질 및 수생태가

량을 고려하는 가축분뇨와 농업비료 관리, 적정 부숙도

연계되는 물관리 일원화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를 고려하는 양분살포 지침의 적용, 유역별 필요 양분양
을 고려하는 적정 퇴비생산 등은 농축산 비점오염원 관
리에 대안이다. 이와 함께 NBS 기반 수질보전을 위한 수
변구역 확대 및 수변생태벨트(ecobelt) 조성, 밭 경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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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과실류, 채소류, 유지작물 및 특용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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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BMPs 처리 방법
기법
토양검정시비
완효성비료
물꼬조절장치
볏짚거적 지표피복

내용
토양의 상태를 미리 검정하여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에 맞춰 적정한 비료사용을 유도하고 과잉시비를 방지함으로써 비점오염 저감효과
완효성비료는 일반비료와는 달리 알갱이가 코팅되어 작물의 생육시기에 따라 필요한 성분량만큼 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며, 농작물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음
논의 배수량 조절을 통해 비점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로 논에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 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배출저감
비가 올 때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양이 수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 밭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의 양을 줄임으로써 비점
오염 저감

침사구 조성

밭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웅덩이에 한번 고이게 하여 포함되어 있는 토양 알갱이와 오염물 질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비점오염 줄임

초생대 조성

경작지 경계에 따라 밀도 있게 조성되는 띠 모양의 식생대로 토양유실을 저감시켜 비료나 농약으로 인해 오염된 유출수를 저감

실트펜스 설치

본래 밭에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밭 가장자리에 둘러놓는 휀스를 말하나 야생동물의 접근 뿐 아니라 농업비점오염원 유출 저감 효과

출처 : 김이형(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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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통합 방안 연구
김창수*

Ⅰ. 서론: 4대강 수계 물 갈등 해결의 중요성
Ⅱ. 이론적 배경과 해외 물 갈등 조정시스템
Ⅲ.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사례 분석과 유형화
Ⅳ.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방안
Ⅴ. 결론: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통합의 과제

요약
이 연구는 낙동강 수계를 둘러싼 6가지 물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낙동강의 물 갈등은 대부분 복합 갈등의 성격이
강하고, 갈등이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정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유역 주민들이 상호 교류
를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지속적 만남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2년부터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수계 기금 배분을 통해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심각한 갈등에 대한 사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2019년
8월 27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17일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낙동강을 둘러싼 갈등 조정과 해
소 방안이 제시되면 나머지 4대강 수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롭게 구성된 분쟁
조정기구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공정한 비용부담의 원칙을 토대로 갈등 조정의 원칙을 구성하여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수계 갈
등 조정의 시금석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Ⅰ. 서
 론: 4대강 수계 물 갈등 해결의
중요성

으며, 특히 광역상수원을 둘러싼 갈등은 수리권의 변화

4대강 유역 현장에서는 제한된 수자원으로 인해 배분

4대강 수계의 물 갈등 양상을 살펴보면, 낙동강 수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만한 갈등 해결이 중

에서 가장 심각한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갈등

요하다. 4대강 수계에서 물 갈등은 거의 고착화되어 있

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없이는 매듭을 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csookim@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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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의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기업과 지역주민
의 갈등은 환경부의 개입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
다. 그러면서도 보현산댐과 같이 지역주민과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 가는 경우

Ⅱ. 이론적 배경과 해외 물 갈등 조정
시스템
1. 이론적 배경

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할

가. 물 갈등의 개념

수 있는 지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009)에

수자원 이동이나 배분 갈등은 가장 심각한 경우이다.

따르면, 공공 갈등이란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

남강댐의 물을 동부 경남과 부산으로 이동하는 사안이라

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령

든지, 구미 상류의 물을 대구로 이동하는 사안과 같이 광

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ㆍ사업계획을 수립하거

역상수원을 둘러싼 갈등은 가장 풀기 어려운 갈등으로 판

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

단된다. 4대강 수계특별법에 따른 총량규제가 작동함에

의된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란 현실적으로 이익 갈등뿐

도 불구하고 상류 지역에 급격하게 산업단지와 오염원이

만 아니라 가치 갈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 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지자체와

등 관리(public conflict management)란 사회적 갈등

지역주민들의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해결

가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Stephenson and Pops, 1989:

문화재와 울산시민의 식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그것

463-473).

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문제와 농사 피해 등이 심

수자원 갈등(water resource conflict)이란 물을 둘러

각해지면서 보 해체 논쟁이 등장하였고, 낙동강 수계에

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서도 함안보 상류의 ‘광암들’, 합천보 상류의 ‘연리들’

단체 간,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 상호간, 정부와

과 같이 농민들도 보 해체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로

지역주민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공공기관과

인해 찬반 논쟁에 가세하면서 복잡한 갈등 양상을 초

지역주민 간, 지역주민 상호간에 수자원을 둘러싼 활용

래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이전 갈등의 경우 이해관계의

에 관련한 정책ㆍ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

충돌은 물론 가치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이러한 갈등 현장에 대한 적실성 있는 해답을 제시하

정의할 수 있다. K-water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

지 못할 경우 국민이 원하는 통합 물관리의 과제는 풀기

한 업무 기준(안)」에 따르면, 갈등이라 함은 K-water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4대강 수계, 특

정책ㆍ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또는 시설

히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갈등 주체ㆍ갈등 성격ㆍ갈

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과정에서 K-water와 국가, 지방

등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물 갈등을 유형화한 후, 합의 형

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집단 간에 발생하는 이

성 조건을 제시하고 맞춤형으로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

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하고자 한다.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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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에서 관련 정책ㆍ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

Dayton(2016)은 갈등 출현, 갈등 증폭, 갈등 완화, 갈

는 과정 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과정에서, 국

등 종결 등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갈등의 단계

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집단

들이 연속적인 선후관계로 단일한 과정으로만 진행되

간에 발생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거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나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거의 불가능하다(유영성, 2008). 이 연구에서는 갈등의
발단 단계, 상승 단계, 위기 단계, 그리고 갈등의 절정

나. 물 갈등의 원인과 유형

에 도달하고 나면 소강상태에 빠지거나 극적으로 해결

물과 관련한 갈등은 하천의 기능과 관련한 이수ㆍ치

되어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소강상

수ㆍ환경적 측면의 갈등 유형, 수리권 규정의 불명확성

태에서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 갈등이 다시 증폭

등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갈등 주체에 따른 유형 등 다

될 수도 있음을 전제하였다. 그러므로 갈등의 생명주기

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한국물포럼, 2007). 한편 갈등

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자

성격에 따라 갈등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한국지

하는 경우 소통의 부재로 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수도

방행정연구원, 1999; 박태순, 2006; 권경득ㆍ우무정,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 크게 보면 이익 갈등과 가치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과 관련된 이익 갈등은 주로 댐 건설ㆍ관리

2. 해외 물 갈등 조정시스템

와 피해 보상 측면과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ㆍ해제와 수

가. 네덜란드의 지역물관리청의 통합과 협력 시스템

질 보전 대책 측면, 그리고 광역상수도 건립ㆍ운영과 물

네덜란드는 지역물관리청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뽑은

이용권 및 사용료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유형화

주민대표가 지역물관리청위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단체의 개입으로 갈등 양상이 복

여 부담금 결정에 참여하며, 선출된 지역주민들이 다수

잡해질 경우 개발 가치와 보전 가치의 충돌로 인해 발

를 차지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이해관계자들이 비용을

생하는 가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불하고 발언권을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95%에 가까

이익 갈등과 가치 갈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복합 갈

운 비용회복을 이룬다.

등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갈등의 성격별로 접근하여 갈

네덜란드에서 지역정부, 지역물관리청, 시정부는 물

등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경우 담당자가 매뉴얼을 바탕으

관리를 책임지는 삼각편대로 평가받는다. 수질ㆍ수량관

로 갈등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도출하기가

리, 하수처리 등은 상호의존성이 높기에 지역정부 산하

용이하지 않다.

시정부와 지역물관리청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

많은 학자들이 갈등을 전개 과정에 따라 여러 단계

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이 끊

로 나누어 설명한다. Pondy(1967: 296-320)는 잠재

임없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시스템을 유지하

적 갈등, 인지된 갈등, 체감된 갈등, 표명된 갈등, 갈

고 있다.

등 여파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Kriesberg and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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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 유역위원회

<표 1> 네덜란드 지역물관리청위원회의 구성

프랑스의 경우 부담금 납부자인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이해관계자
지역물관리청

지역주민

Aa en Maas

21

4

4

1

30

Amstel, Gooi en Vecht

23

3

3

1

30

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프랑스 6개 유역위원

Brabantse Delta

21

4

4

1

30

회는 지방정부(40%), 물이용자ㆍ전문가(40%), 중앙정

Delfland

21

4

4

1

30

De Dommel

22

3

3

2

30

Frysl n

18

3

2

2

25

제외하고 지방정부, 물이용자 및 전문가 그룹이 구성하

Hollands Noorderkwartier

23

3

3

1

30

는 80%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된다(Colon, Richard

Hollandse Delta

21

4

4

1

30

& Roche, 2018: 127).

Hunze en Aa’s

16

4

2

1

23

Noorderzijlvest

16

4

2

1

23

Drents Overijsselse Delta

21

4

3

2

30

면, 우리나라도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민주적 대

Rijn en IJssel

22

3

3

2

30

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잘 구축해야만 유역 주민들로

Rijnland

21

4

4

1

30

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ivierenland

22

4

3

1

30

Limburg

21

4

3

2

30

Scheldestromen

21

4

4

1

30

Schieland

21

3

5

1

30

Stichtse Rijnlanden

23

3

2

2

30

Vallei en Veluwe

22

3

3

2

30

Vechtstomen

20

3

3

1

27

Zuiderzeeland

18

3

3

1

25

합계

434

74

67

28

603

미개발지 기업 자연지역
합계
소유자 관계자 소유자

자료 : Dutch Water Authorities(2017: 31~32)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발달하여 주민대표가 직ㆍ간접

부(20%)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중앙정부 관계자를

[그림 1]의 세느-노르망디 유역위원회 운영과정을 보

(심의) 의견 제시

승인

심의결과 채택

물관리이사회(Water Agency Board)
35명 구성

유역위원회(River Basin Committee)
185명 구성

ㆍ의장 1인
ㆍ선출직 11인
ㆍ이용자 11인
ㆍ행정대표 11인
ㆍ집행기구 대표 1인

ㆍ지역공동체 선출직 대표 74인(40%)
ㆍ이용자(산업, 농업, 협회 등) 74인
(40%)
ㆍ국가행정대표 37인(20%)

5년 단위 계획수립
및 예산 결정
유역물관리청
(500여명 인력)

프로그램과 요금 자문

심의결과 집행

자료 : International Office for Water(2009) 재구성

[그림 1] 세느-노르망디 유역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과정

<표 2> 프랑스 6대강 유역위원회의 구성
Composition of River
Basin Committees in
continental France

Group of local authorities

Group of users
and specialists

Group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s

Total of
members

Regions

Departments

Municipalities

Total

Adour-Garonne

6

20

28

54

54

27

135

Artois-Picardy

3

12

17

32

32

16

80

Loire-Brittany

8

29

39

76

76

38

190

Rhine-Meuse

3

16

21

40

40

20

100

Rhone-Mediterranean

5

27

34

66

66

33

165

Seine-Normandy

7

29

38

74

74

37

185

자료 : International Office for Wat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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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유역공동체위원회

장관협의회는 주 정부 유역관리 담당 장관들로 구성되

호주의 경우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기관

며, 주 정부 간 물 배분 및 공동사업의 기금조달에 대한

인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Murray-Darling Basin

결정권을 지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는 유역공

Authority, MDBA)와 MDBA에 대한 통제ㆍ보고ㆍ자문

동체위원회(Basin Community Committee)는 장관협

역할을 수행하는 5개 기구로 유역관리 거버넌스를 구성

의회와 MDBA에 조언하며,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제

하고 있다(최흥석ㆍ김창수ㆍ심준섭ㆍ김철회ㆍ남태우,

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원장 1인과 이해관계자를 대표

2018, 118~119). 머레이-달링 유역관리 거버넌스는 호

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4대강 수계관

주의 물기본법(Water Act 2007)에 근거하고 있다.

리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된다.

MDBA는 유역관리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MDBA를 통해 유역계획 결정권을 행사한다.

3. 분석틀과 분석기준

MDBA는 유역계획의 집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유역

물 갈등을 갈등 주체, 갈등 성격, 갈등 진행단계 등 분

수자원을 계획 및 관리하고 공동정부를 대표해 머레이

석기준에 따라 유형화한 이후 맞춤형으로 갈등 조정 기

강을 관리하며, 장관협의회에 보고 및 조언을 담당한다.

준을 제시하고 갈등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출처 : https://www.mdba.gov.au

[그림 2] 머레이-달링 유역관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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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풍제련소 갈등조정 진행과정

분석기준
갈등 주체
갈등 성격

추진일정
갈등 사례 유형화

맞춤형 조정방안
ㆍ협상
ㆍ조정과 중재
ㆍ재판

갈등 진행 단계

[그림 3] 분석틀

진정한 담론의 조건을 토대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와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사례 분석과
유형화

추진내용

2018년 2월 안동댐상류환경관리협의회 1차 회의 실시
2018년 4월

경상북도, 영풍제련소에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 및 영풍제련소
경상북도 상대 취소소송 제기

2018년 4월 안동댐상류환경관리협의회 2차 회의 실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2018년 4월 영풍과의 전면투쟁 선포 및 40일간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 및
로프 시위
2018년 5월 안동댐상류환경관리협의회 3차 회의 실시
2018년 6월

공동대책위,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기 위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상경집회

2018년 7월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공동대표를 13인
으로 확대함

2018년 7월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 4차 회의 실시
2018년 8월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 5차 회의 실시

1.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사례
가. 낙
 동강 상류의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기업과 지역주

2018년 11월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 6차 회의 실시
2019년 8월

민의 갈등
영풍 석포제련소는 1960년 이후 비철 금속을 생산하

대구지법,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영풍제련소의
청구를 기각

출처 : 부산ㆍ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2019) 자료를 토대로 저자
수정ㆍ보완

는 독점 기업으로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대표적인 환경
오염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원인 공
동조사, 토론 등을 통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정보격
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영풍제련소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졌고, 2017년
영풍제련소와 안동댐 중간지점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며 문제가 공론화되어 상생협의체의 일환으로 낙동

방출하다가 적발되자, 4월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처음으
로 조업 중지 20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영풍제련
소의 폐쇄 및 이전을 위해서는 봉화군의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일자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풍제련
소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낙동강의 개
발과 보전을 둘러싼 가치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힌 난제
로 분석된다.

강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지역주
민 및 민간단체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협의회 산하에 민

경상북도

법원

환경부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

관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영풍제련소는 48년간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문제를
야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 2월에 영풍제
련소가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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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반대지역주민

경북봉화군청
신뢰관계
대립관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NGO

찬성지역주민

[그림 4] 석포 영풍제련소 갈등지도의 구성

중립 관계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통합 방안 연구 / 기획 특집

나. 보
 현산댐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K-water의 갈등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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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다(대구지방환경청ㆍ
K-water, 2018).

2010년 7월 보현산 다목적댐이 착공되자 이 지역의
34가구 주민들은 댐 건설을 반대하다가 댐 상류 및 하류

다.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싼 경남과 부산의 갈등과 협력

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2015년 5월 담수 시작 이후, 녹

진주시ㆍ사천시 등의 생ㆍ공 용수 공급 및 홍수피해

조발생이 심각하여 2015년 11월에 상생협의회를 구성
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상생협의회에는 영천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기
술지원과, 화북면장이 참여하고, 보현산댐 상류 7개 마
을 대표가 주민대표로 참여하며, K-water 사업팀, 시설
차장, 환경담당 과장이 참여한다(부산ㆍ경남생태도시연
구소 생명마당, 2019).
영천시청에서는 환경지도점검, 가축분뇨 및 수계관
리, 하수도 계획 및 관리, 친환경농업 추진, 수질개선사
업 협조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민들은 유역 내 오염행위
감시 및 예방, 주민홍보 및 계도, 수질개선사업 실행을
맡는다. K-water에서는 협의회 주관, 수질개선사업 추
진, 댐 주변지역 지원, 저수지 수질관리 및 모니터링, 사
후환경 영향조사, 댐 주변 청결지킴이 운영을 맡아 활
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시민단체와 대구지방환경

방지를 위해 축조된 남강댐은, 추가개발을 원하지 않는
상류 서부경남 주민과 개발을 원하는 하류 부산시민 간
갈등을 내재한 공유자원이다. 정부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안전한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해 남강댐 물을
부산은 물론 경남 창원시(마산과 창원, 진해), 양산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강댐
을 통해 더 많은 수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면 추가 여수로
건설에 따른 피해가 사천만 주민에게 집중된다(김창수,
2010). 반면, 구미ㆍ대구라는 거대도시 오염벨트 지역
하류에 상수원이 위치한 부산의 경우, 1991년 구미 두
산전자 페놀 방류사고 이후 낙동강 원수 악취사고, 대구
위천공단 지정 논란 등 끊임없는 사건으로 남강댐 상류
에 소규모 댐 및 광역상수도를 설치함으로써 부산지역
의 식수난을 해결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청 등 참여 기관이 확대된 ‘보현산댐 물환경관리협의회’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경남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우

가 새롭게 발족하였으며, 기존의 상생협의회와 병행 운

려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최근 부산시는 진주 남강댐 물을

영되고 있다. 격식을 갖춘 물환경관리협의회와 주민 참

부산지역 식수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

여가 편리한 상생협의회를 병행 운영하는 체계는 갈등

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남도의 협조를 전제로 낙동강 취수
원 다변화를 통해 대체수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

대구지방환경청

K-water

보현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의회

보현산댐
물환경관리협의회

게 녹아 있는 것이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9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가 참

상류주민

보현산댐

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

하류주민
신뢰관계
대립관계

영천시청

화북면장

[그림 5] 보현산댐 갈등과 협력 지도의 구성

중립 관계

한 하류지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산시민의 경
우 대체상수원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언제든지 서부경남
과 대립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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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K-Water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15년 이상 지속되

국무총리

며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나,
중ㆍ상류 지역에 오히려 오염원이 증가하고 수질이 악
서부경남주민

부산시민

화되면서 하류지역 주민들은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정한
신뢰 관계
대립 관계
NGO

중립 관계

[그림 6]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 지도의 구성

라. 상
 류지역과 하류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간의 물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급격한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혼란과 갈등을 고려하
여, 먼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환경기초시
설 설치ㆍ운영비를 폐지하거나 감액하고 주민지원사업
과 오염에 민감한 수변생태벨트 토지매수사업 등을 유

이용부담금을 둘러싼 갈등
1990년대 중반부터 낙동강 중ㆍ상류지역 대규모 산

지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업단지 조성에 따른 상ㆍ하류 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
하고 낙동강 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
고자, 2002년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마. 반구대 암각화 문화재와 울산시민의 식수 확보를
둘러싼 가치 갈등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류지역 시민들이 안전하고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 상류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오염

에 있는 문화재로서,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설치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이후 겨울 갈수기를 제외하고 연중 약 8개월간 암각화

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 수면 아래에 잠겨 침식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진행

하지만 오염총량관리제도 역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

되어 왔다. 문화재청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사연댐

지 못했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낙동강 상수원에 산

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해 왔으나, 울산

업단지가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 개연성

시가 태화강의 식수원 부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며 약

이 높아졌다. 또한 미량 유해물질과 독성 조류 출현이 잦

10여년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장현

아지며 다른 수계에 비해 상수원으로서 적정한 관리가 되

주ㆍ정원옥, 2015).

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낙동강 또한
상수원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부

물이용
부담금

경상북도

경상남도

국무조정실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여 가변형 임시 물막이에 대한 합의안을

국무조정실

K-Water

환경부

신뢰 관계
대립 관계
중립 관계
신뢰 관계

부산지역주민

울산지역주민

문화재청

대립 관계
중립 관계

[그림 7]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갈등지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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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그림 8] 반구대 암각화 보전을 둘러싼 갈등지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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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그러나 가변형 투명 물막이 공사의 실현이

국무조정실

K-water

●●●

환경부
신뢰 관계

어려워지면서 최근 다시 갈등이 재 점화되고 있다. 국보

대립 관계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가 2019년 7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다시 물에 잠기자 그 원인인 사연댐의 수문을
설치하여 수위를 조절하자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환

광암들
●

낙동강 보
해체 및
개방

 위상승 혜택
수
(수막재배 )농민

연리들
●

중립 관계

수위상승 피해 농민

[그림 10] 낙동강 보 해체와 개방을 둘러싼 갈등 지도의 구성

경부는 2019년 4월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

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자천ㆍ타천을 통해 참여 주민 7

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반구대 암각화

명으로 구성되었고, 물 환경에 관련한 주민들의 기억을

를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도에 표현하고 4대강 사업 전후의 물 환경을 파악하
였다.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 대처 방안에 대

바. 4대강사업에 따른 보 해체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

해 공동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제안한 방안은 기대 이

함안보 상류의 ‘광암들’은 함안보 수문 개방에 따른 수

상이었는데, 현장을 자연스럽게 관찰해 온 주민들은 지

위 저하로 수막용수가 부족해 동해피해가 발생하여 주

역전문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에 적극적

민들의 분노가 높았다. 합천보 상류의 고령군 ‘연리들’

이었던 연리들 주민들은 합천보 개방 쟁점에 대해 협력

주민들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수위 상승으

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며, 새로 형성된 수
위를 고려하여 재배 농작물을 전환해 가는 단계에 있었
다. 그런데 합천보 개방에 따라 다시 수위가 낮춰져 다
시 4대강 사업 전의 재배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안에 대
한 논의가 있다.
2018년에는 합천보 담수 이후 농민 피해를 조사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촉진자가 되어 물 환경 공동조사단을 구성

2. 물 갈등 사례의 유형화와 복합갈등의 입체적 이해
가. 갈등 주체에 따른 갈등 유형 분류
첫째, 정부가 지자체와 갈등 관계에 직면하는 유형이
있다.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를 보전하고자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개발이익이 있
기 때문에 갈등에 직면하고 있었다. 둘째, 정부가 지역
주민과 갈등 관계에 직면하는 유형이 있다. 정부에서 녹
조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재자연화 관점에서 보를 해
체하고자 하자, 수막재배 등으로 이익을 보던 농민들이
반대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 관계에 직면
하는 유형이 있다. 남강댐에서 광역상수원을 확보하고
자 하는 부산광역시와 이에 반대하는 진주시ㆍ사천시
등 서부 경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나타났다. 넷째,
낙동강 상류 아연 공장인 영풍제련소로 인해 수질오염

출처 : 부산ㆍ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2019: 88)

[그림 9] 연리들 공동체의 경계

이 심화되면서 지역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고,
K-water와 유역주민들이 갈등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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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갈등 주체에 따른 갈등 유형 분류
정부

지자체

남강댐 광역상수도
갈등
물이용 부담금 갈등
(Ⅲ 유형)

높음

낮음

높음

영풍제련소 갈등
반구대암각화 갈등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갈등
(Ⅰ 유형)

영주댐 갈등
(Ⅱ 유형)

낮음

남강댐 광역상수도 갈등
물이용 부담금 갈등
낙동강 보 개방 및 해체와
연리들 및 광암들 갈등
(Ⅲ 유형)

보현산댐 갈등
(Ⅳ 유형)

가치

영풍제련소 갈등
(Ⅳ 유형)

기업
주민
(NGO)

이익

주민(NGO)
낙동강 보 개방 및
해체와 연리들 및
광암들 갈등
(Ⅱ 유형)

반구대 암각화와
사연댐 갈등
(Ⅰ 유형)

정부

지자체

공기업

<표 5> 갈등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보현산댐 갈등 낙동강 기수생태계
영주댐 갈등
복원 갈등
(Ⅴ 유형)
(Ⅵ 유형)

갈등 상황을 주민들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공동체로 소
개되었다.

하는 유형도 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

셋째, 보현산 댐의 경우 댐 형성기에 K-water와 유역

지는 못했지만, 내성천 상류 영주댐을 둘러싼 갈등은 환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으나 협의체를 형성하여 갈등을

경단체와 공기업인 K-water가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으로 전환하고 있어, 가치 갈등과 이익 갈등의 수준

있고,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갈등은 농민과 어민들이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환경부, 2018).
다. 갈등 주기에 따른 갈등 유형 분류
나. 갈등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첫째, 갈등이 발단 및 상승국면을 지나 위기국면에 접

첫째, 영풍제련소의 경우 환경보전과 개발의 가치에

어든 사례로는 영풍제련소 사례와 낙동강 보 해체를 둘

대한 환경단체와 기업의 갈등이 치열하면서도 유역주

러싼 갈등 사례를 들 수 있다. 위 두 가지 사건은 집단 간

민들의 생업 유지와 연매출 1조원을 넘는 기업의 이익

갈등의 위기ㆍ절정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충돌하여 복합갈등의 성격이 강하다. 문화재청은 반

둘째,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수자원 확보와 문화재 보

구대 암각화를 보전하고자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수자원

전 사이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데, 투명 물막이 공사를 통

을 확보해야 하는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복합갈등의

해 합의 형성이 이루어졌으나 기술적 문제로 실패하면

성격이 강하다.

서 갈등이 다시 점화된 상태이다.

둘째, 남강댐 광역상수도 갈등은 복합갈등이지만 희

셋째, 보현산 댐은 형성기에 K-water와 유역주민 사

소한 공유자원인 물이 주는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이의 갈등이 있었으나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협력으로

익 갈등의 성격이 매우 강한 사례이다. 낙동강 보 해체

전환함으로써 갈등이 결말단계에 이르렀다. 부산은 경

도 이익 갈등으로 분석되었지만,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남도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남강댐 물을 요구하지 않겠다

통한 보전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 간의 충돌도 나타나는

고 하여 남강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일단 결말단계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리들 사례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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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정도

ㆍ영풍 제련소 갈등
ㆍ낙동강 보 해체와 광암들-연리들 갈등
ㆍ영주댐 갈등
ㆍ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갈등

3단계 위기 및 절정

A

1단계 발단

5단계 결말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해소방안은 조정
과 중재이다(Frijters & Leentvaar, 2002: 16~18).

4단계 소강
2단계 상승

●●●

ㆍ보현산댐 갈등
ㆍ남강댐 광역상수도 갈등
ㆍ구미광역상수도 갈등
ㆍ영양댐 갈등

갈등 진행 과정

[그림 11] 갈등 주기에 따른 갈등 유형 분류

첫째, 조정(mediation)은 분쟁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
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를 조정자로 선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게 하는 방안으로 신속하고 비용이 저
렴하다. 그러나 제3자가 조정을 강제할 수 없고 조정안
이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Ⅳ.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방안

둘째, 중재(arbitration)는 분쟁 당사자들이 객관적이
고 중립적인 중재자 앞에서 증빙자료를 갖고 각자의 주

1. 합의형성의 조건과 물 갈등 조정방안
가. 합의형성의 조건

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 법적 구속력 있는 결
정을 내리는 방안이다.1)

갈등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등 관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분쟁이 증폭되는 경우에

리의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갈등 사전 예

는 불가피하게 법원에 의한 합의강제를 통해 분쟁해결

방 원칙, 일회적인 선호 취합방식의 시민참여보다는 선

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호전환적인 숙의 기반 합의형성의 원칙, 당사자를 배제
하지 않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당사자 주의 원칙 등을 반

2.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한 물 갈등 조정

드시 고려해야 한다(강성진 외, 2019: 162~167; Fox

가. 유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된 위원회의 구성

and Miller, 1995: 111~159).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ㆍ운영되며 수계

나. 맞춤형 갈등 해결방안의 모색

관리 실무위원회, 시ㆍ도 실무국과장회의, 자문위원회,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적인 노력으로 갈등 영향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낙동강 수계관리

분석이 중요하며, 사후적인 노력으로 조정과 중재 등

기금이다.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검토가 중요하다(강성진 외,
2019: 167~168).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3

나. 기금을 통한 갈등의 사전 조정

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협상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

(negotiation)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보류하고

등의 매수, 주민지원사업, 수질 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

1)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9월 변모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K-water를 상대로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 신청을 일부(8억 원) 받아들였다고 2019년 5월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양측에 결정문을
송부한 상태라며 분쟁조정법상 60일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발생하나 불복 시에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피해배상 결정은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기한 17억 원대의 피해배상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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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율적 해결

ㆍ 보현산댐 갈등 협의
ㆍ 고령군 연리들 갈등 협의

정책분쟁

재판

소송에 의한 해결

ㆍ 보현산댐 갈등 협의
ㆍ 고령군 연리들 갈등 협의

제3자 개입 해결

조정과 중재

소송 대체적 해결

ㆍ남강댐 광역상수도 갈등 조정
ㆍ반구대 암각화 갈등 조정
ㆍ수계위 통한 물이용부담금 갈등 조정
ㆍ영주댐 갈등 조정
ㆍ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갈등 조정

[그림 12] 갈등 해결 유형

3.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한 물 갈등의 조정
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안건
1) 위원회의 구성
최근 2019년 9월 17일 낙동강의 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공식적 거버넌스인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
회’가 구성되었고, 더불어 비공식적인 거버넌스인 ‘(가
칭)낙동강 유역정책협의회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정
책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역주민대표, 공무원, 시민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함으로써

체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지역협의체로서 의제 발굴,

갈등을 예방한다. 하지만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며 안건

상호 소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기능을 수행

제출은 소속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 갈등 예방 및 해소에

할 수 있다.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낙동강 유역과 같이 수질문제가 심각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의 경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다. 이해관계의 형식적 조정

이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을지 의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비용을 지불하는 유역주민

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유

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양한

역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자문ㆍ심의기구를 활용하지만 명실상부한 의사결정 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로 보기는 어렵고, 형식적인 회의를 거치고 있으며 회
의록 또한 비공개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2)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안건 조정ㆍ배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기본법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안건이

<표 6>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기구
수계관리위원회
(10인)
수계관리실무위원회
(13명)

구성
위원장: 환경부차관
위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관, 산림청 산림자원조성국장,
6개 광역 시ㆍ도지사(부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

사무국

오염 물질 삭감 종합계획
물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낙동강 유역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 국장, 6개 광역 시ㆍ도 관련 국장,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위원회 상정안건의 실무적 검토ㆍ조정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상임이사 등

시ㆍ도 실무국과장회의 낙동강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6개 광역 시ㆍ도 관련 과장 등
자문위원회
(24명)

기능

근거
낙동강 수계
특별법 제37조
위원회규정
제6조

상정안건 사전 협의ㆍ조정 및 위원회 관련 업무협의

광역시ㆍ도의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산업계 대표, 환경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
관련 전문가 각 1명

낙동강 수계
특별법 제37조

낙동강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및 총무과 일부 직원을 사무국 직원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
으로 겸임 발령

낙동강 수계
특별법 제37조

출처 : 낙동강 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s://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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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어 있으나, 유역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2) 소
 유역 거버넌스와 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와의 관계

따라 안건 배분이 문제될 수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역물관리위원회 외에 유역

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므로 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심의 및 안건 필터링 루트

가위원회와 유역위원회를 병렬구조로 만들고 국가위원

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국무총리 훈령인 운영규정에

회는 계획만 수립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국가위원회

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둘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

및 유역위원회의 구체적 배분주체와 기준의 부재로 운

이나, 환경부 장관이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적극 검토

영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원회 관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에 훈령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

사전 검토ㆍ배분하도록 ‘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안되었

제할 수 없다.

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내에 유역위원회 지
원조직이 설치되나, 조직적ㆍ기능적 독립성 보장을 위

3) 심의ㆍ의결을 위한 판단기준

한 장치는 미흡하므로 독자적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정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ㆍ전문적 판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법

단, 논의의 균형성 및 민주성,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결

률 개정이 필요하다.

론 도출을 위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되기 때문에 특정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나. 갈등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갈등이 쟁점이 될 경우 2~3개 집단 간 대리전이나 갈등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물관리위원회-분과위원회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간 바람직한 의사결정체계

그러므로 이성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합리적 결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위원회가 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

쟁조정만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재판

은 의미 있는 일이다. 낙동강 유역정책협의회에서 소속

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

위원들이 심의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기된 안

정에는 합의 효력만 존재한다. 더구나 다수결 원칙에

건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이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

따르기 때문에 심의 기능이 약하고 구속력도 없다는

정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한계가 있다.
물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적ㆍ집단적 이해관계가 반

4) 분
 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될 것이기에 불만족스러운 결정에 대해 불복할 가능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분과위를 ‘계획관련, 물분쟁

성이 높다. 시행령 제12조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

조정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특정분야(수도, 수자

을 거쳐 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규정 제정근거를 두고

원, 하천, 생태 등)를 대상으로 하는 타 법정계획에 대한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실험을 장려하는

심의의 경우, 분과위에서 전문적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

방안이 필요하다.

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그 밖의 분야’를 전문분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35

●●●

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3호

Ⅴ. 결
 론: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
통합의 과제

■

참고문헌

강성진 외
 , 2019.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위한 제언, K-water.
강신택, 2002. 행정학의 논리. 박영사.

낙동강의 물 갈등은 대부분 복합 갈등의 성격이 강하
고, 갈등이 생성된 이후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정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유
역 주민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지
속적 만남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이 많은 것
으로 판단된다. 2002년부터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의

강영진, 2009. 갈등해결의 지혜. 일빛.
권경득ㆍ우무정, 2013. “수자원관리와 갈등관리”, 제24회
물 정책경제 포럼 자료집, 2013. 9. 26.
김성수, 2
 01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 물관리 법적 거
버넌스 구축방안”, 물 거버넌스, 피어나.
_____, 2019. “마이어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2019년 3월
29일 한국행정법학회 기조발제.
_____, 2018. “물관리일원화 이후 입법정책적 과제”, 열린

수계 기금 배분을 통해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심각

통합 포럼: 국민을 위한 물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

한 갈등에 대한 사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2019

(사)한국물학술단체협의회.

년 8월 27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17
일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낙동강을 둘러
싼 갈등 조정과 해소 방안이 제시되면 나머지 4대강 수
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새롭게 구성된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과
정을 통해서 공정한 비용부담의 원칙을 토대로 갈등조
정의 원칙을 구성하여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수계 갈등
조정의 시금석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
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유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 넓은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루지 못한 내성
천 상류 영주댐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K-water 및 정부

김창수, 2
 008.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갈등과 협력의 대위
법, (주)한국학술정보, 2008.
_____,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주)한국학술정보, 2010.
_____, 2019,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통합”,
국민을 위한 통합 물관리, 도서출판 피어나.
_____, 2019.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유형과 조정방안”, 워터
저널 2019년 12월호.
대구지방환경청ㆍK-water, 2018. “보현산댐 물관리협의회
발족”, 2018. 11. 22.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 분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5. 5. 17.
박태순, 2
 006. “수자원관련 갈등유형과 해소방안: 갈등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자원정보, 통권39호(가을호).
박영세, 2
 007. “환경분쟁의 소송대체적 해결기제(ADR)에

의 갈등이라든지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을 놓고 어민

관한 연구: 한ㆍ일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들과 농민들의 갈등은 깊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환경

지방정부연구 11(1).

부, 2018)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현재 낙동강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만남

부산광역시, 2017.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정명희의원 설명자료, 2017. 4. 10.
부산ㆍ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2019. 낙동강 참여형

과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름이 다툼이 되고 있는

물환경 공동조사 및 유역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상황이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다름이 다툼이 아닌 도움

K-water. 2019. 5.

과 협력의 원천이 되도록 설계하여 유역통합과 협력 가
능성이 증대할 것을 기대한다.

36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유영성, 2008. 미국의 물 갈등 관리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시욱, 2
 009. “남강댐재개발사업 및 부산ㆍ경남권 광역상
수도사업(요약)”,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통합 방안 연구 / 기획 특집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18.

장현주ㆍ정원옥, 2015.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를 통해서

International Office for Water, Capacity building for

본 정책변동: 반구대 암각화 보존 갈등사례를 중심으

better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water

로”, 한국행정논집 27(4).

management in France, 200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 환경분쟁조정기능강화 등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최병선, 1993. 정부규제론, 법문사.
최흥석ㆍ김창수ㆍ심준섭ㆍ김철회ㆍ남태우, 2018.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K-water.
한국물포럼, 2007. 물분쟁 사례분석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K-water, 2013. 수자원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국정
책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행정자치부.
환경부, 2018. 환경백서.

Kriesberg, Louis and Bruce W. Dayton, Constructive
Conflicts: From Escalation to Resolution, Fifth
Edition, Rowman & Littlefield, 2016.
OECD, Water Governance in OECD Countries: A
Multi-level Approach, OECD Studies on Water,
2011
OECD. W
 ater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Fit for
the Future? OECD Studies on Water, 2014.
Olson, M.,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Colon, Marine, Sophie Richard & Pierre-Alain Roche,

Ostrom, Elinor,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The evolution of water governance in France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from the 1960s: disputes as major drivers for

University Press, 1990.

radical changes within a consensual framework”
Water International, 43(1), 2018: 109~132.
Dutch A
 ssociation of Water Boards. Success Factors

Pondy, L
 . R.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
296-320, 1967.

in Self-financing Local Water Management: A

Rydin, Yvonne, Conflict, Consensus and Rationality in

Contribution to the Third World Water Forum

Environmental Planning: An Institutional Discourse

in Japan 2003.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Dutch W
 ater Authorities. Water Governance: The Dutch

Stephenson, Max O, Jr, and Gerald M. Pops, “Conflict

Water Authority Model. Opmeer BV, Denhaag, 2017.

Resolution Methods and the Policy Process,”

Dutch Water Authorities. Dutch Regional Wat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 463–473,

Authorities, The Hague, 20th of February, 2018.

September/October 1989.

Farmer, David John,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5.
Fox, C. J. & H. T. Miller.,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rse, Sage Publications, Inc., 1995.
Frijters, Ine D. & Jan Leentvaar, Rhine Case Study,
UNESCO, 2002.
Hardin, G.,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Havekes, Herman. The Governance and Finance Structure
of Dutch Water Management, Presented 13th April
2018 in Dutch Water Authorities, The Hague,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37

물 정책·경제 제33호
Journal of Water Policy and Economy

 | 기획 특집 |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본 물정보화의 현재와 미래방향
이주헌*ㆍ정승권**

Ⅰ. 서론
Ⅱ. 물관련 데이터의 종류
Ⅲ. 우리나라의 물정보화의 성과
Ⅳ. 통합물관리에 따른 물정보화의 미래
Ⅴ. 결론

요약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장벽으로 남아있던 통합물관리의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조직의 일원화에 이어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물관련 법의 정비가 완료되고 있으며, 물관련 국가전략계획
도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수량과 수질이 하나의 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물정보화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작단
계에 있으며, 산재되어 있는 물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의 정비 및 지식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한 수량/수질 정보의 통
합이 아닌, 미래 지능형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정보의 지식화 과정에 필요한 사업과 연구의 투자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분야이던 관련분야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1. 데이터와 정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로 인하여

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연구실의 경쟁력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진실인지 또는 거짓인지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데이터(data)”와 “정보(information)”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진실

를 혼용하고 있지만, 사실 정보와 데이터는 약간의 차

된 정보라 하더라도 조금도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

이가 있다. 즉, 데이터란 현장에서 관측된 원시자료 그

라는 확신을 갖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

자체를 의미하며, 수문학 분야로 국한하여 설명한다면

다. 특히, 정보와 데이터라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우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에서 매시간 관측되는 강우

*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leejh@joongbu.ac.kr
**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연구위원, skjung67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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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수위자료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정부에서 매년

2. 측우기, 수표와 함께 시작된 수문조사와 물정보화

쉬지 않고 수행하는 수문조사 사업은 수문분야에서 활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수문, 기상, 환경 분야 정보

용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관측하고 생산하는 중요

들은 그동안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기상청 등

한 사업인 것이다. 반면에 “정보(information)”란 이곳

물관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정부부처와 공기업이 중심

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이 되어 조사되고 정리되어 왔다. 하지만 그 시작은 매

한곳에 모으고 데이터베이스화(DB화)해서 정보를 관

우 오래전인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

리하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자 또는 국민이 사용

가야 한다.

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역시 수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세종 23년

문학 분야로 국한하여 설명한다면 강우와 수위 등의 데

(1441년)에 측우기(測雨器)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에

이터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저

서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관측하는 장비가 개발되었으

장되어 수문정보의 하나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며, 그 이듬해인 세종 24년에는 측우기 설치를 전국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물관련 정보(수문, 기상, 환경, 생태

확대하여 전국에 350개소에 이르는 강우관측망을 구성

등)는 우리나라 국가수자원 및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였다. 측우기와 함께 세종 23년에 개발된 또 다른 수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에 와서는 제

문관측 장비로서 수표(水標)가 있다. 수표는 그 당시 한

공되는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강과 청계천에 설치되어 하천의 수위변화를 관측하였으

절차(관측, 가공, 보완 등)가 표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며, 지금의 수위관측소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

수문조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로서 우리 선조가 얼마나 일찍이 부터 수문조사 사업의

(http://www.kihs.re.kr)”을 설치하여 수문조사 업무를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전문화된 분야로 인정하여 국가가 중심이 되어 발전시
키고 있는 상황이다.

측우기와 수표에 의한 수문관측 사실보다 더욱 놀라
운 점은 관측된 데이터의 정확도이며, 또 다른 놀라운

청계천 수표교 앞에 설치된 수표 모습

측우대위에 설치된 금형 측우기 모습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1] 측우기 및 수표의 원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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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데이터를 정보화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의 가

우선 강우량 측정단위 차이인데, 현대는 1㎜까지의 강

장 중요한 역사서 중 하나인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우량을 측정하지만 조선시대는 척(尺)ㆍ촌(寸)ㆍ분(分)을

측우기에 의한 강우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승

측정단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장 작은 단위를 현대

정원일기에는 단순한 강우량이 아닌 강우 강도의 형태

로 환산하면 2㎜ 정도로서 그 이하 강우량을 관측하지

로 수문정보화되어 강우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한다(조

못했던 것이다. 또한 겨울철의 강설량을 관측하지 못했

하만 등, 2015).

기 때문에 2㎜ 이하의 연강수량과 겨울철 강설량을 포함

1818년(순조18)년에 간행된 「서운관지」에는 측우기

한다면 연평균 강수량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

에 의한 우량 관측규칙이 소개되어 있으며, 하루 종일 비

단되어 그 당시 우량관측의 정확도를 새삼 실감할 수 있

가 오면 하루를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그리고 다음 날

다(Lee et al. 2018).

새벽까지 두 구간으로 나누어 우량을 관측 보고하도록

이렇듯, 장기간의 정확한 수문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

했다. 정조 때는 이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하루를 세 구

은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시도할 수 없는 고기후(Paleo

간으로 나누어 우량을 측정하도록 규정하여 우량관측

climate)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며,

의 정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전종갑 등(1997)

역사적인 홍수와 가뭄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에 의해서 복원된 측우기 강우기록을 통계학적으로 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와 정보

석해보면 그 당시 우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측했는지

의 힘이고 중요성을 의미한다.

를 알 수 있다.
<표 1>은 측우기에 의해 관측된 일강우량을 연강우량
으로 환산하여 기상청 서울관측소의 관측된 연강우량과

Ⅱ. 물관련 데이터의 종류

비교한 것으로서, 연강우량의 최대값과 표준편차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련 데이터의 과거 수량과 수질이 분리

큰 차이가 없으며 최소값과 연평균강우량에서 다소 차

되어 관리되었던 체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량과 관련

이를 보이고 있다. 최소값이 매우 작게 나타난 것은 조

된 수문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했으며, 수질 및 수

선말기에 발생했던 대가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생태 등의 물환경과 관련된 자료는 환경부에서 주관하

연평균강우량이 200㎜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여 관측하였고, 농업용수 관련 자료는 농림부, 기상자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의 원인을 예상할 수 있다

료는 기상청, 재해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

(장호원 등, 2017).

고 관리하였다.
2018년 물관리일원화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부

<표 1> 서
 울지점의 측우기 관측우량과 기상청 관측우량의 통계적
특성비교
구분

관측기간
(년)

최솟값
(mm)

최댓값 표준편차 연평균강우량
(mm)
(mm)
(mm)

측우기 우량기록 1777-1907 368.3 2,566.1

392.0

1,133.4

현대우량계 기록 1908-2015 623.5 2,355.5

347.6

1,339.9

출처 : Lee and Kim(2018)

조직법이 개정되었으며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수문조사 업
무 역시도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물정보화의 시작은
물관련 데이터의 조사이며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관련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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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망은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1. 수문자료 조사
우리나라의 수문조사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환경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며, 강수량, 수위, 유량, 유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총 706개의 강수관측망과 733

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등 총 6가지의 항목을 한강

개의 수위관측망이 운영되고 있다. 수문관측망의 대부

홍수통제소가 주관하여 측정망을 설치, 운영 및 관측업

분은 홍수통제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내에 “한국수자원조

있으며, K-water가 강수와 수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사기술원”에서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등

환경부
(총괄)

의 수문자료에 대한 측정을 전담하고, 강수량을 포함한
각종 수문자료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망 설치 및 운영)

기 때문에 측정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최고수준
수질
(하천, 호소)

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량측정
(단위유역)

자동측정
(수질경보)

퇴적물

생물
(수생태계)

방사성물질

비점오염
물질

환경청
환경청
물환경연구소
국립환경
환경청
시ㆍ도(보건 유역환경청
과학원
물환경연구소
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K-water
시ㆍ도(보건
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총괄)
한강홍수통제소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출처 :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2018)

[그림 3] 물환경측정망 운영체계 및 항목별 조사기관
강수량
홍수통제소
K-water
기상청
수력원자력

수위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홍수통제소
K-water
수력원자력
환경부

홍수통제소
K-water
환경부

홍수통제소
K-water

홍수통제소
K-water

홍수통제소
K-water

출처 : 환경부, 2017 한국수문조사연보(2018)

<표 3> 물환경자료 조사기관별 측정망 운영현황
구 분

합계

수질측정망

총량측정망

자동측정망

총계

2,239

1,936

337

70

소계

506

372

64

70

한강

132

53

64

15

낙동강

40

33

-

7

금강

68

56

-

12

영산강

68

59

-

9

원주

95

86

-

9

대구

66

49

-

17

[그림 2] 수문조사 운영체계 및 수문조사 항목별 조사기관
<표 2> 수문자료 조사기관별 수문관측소 운영 현황
구 분
총계

강수량 수위

유량 유사량

토양
증발산량
수분량

706

733

501

22

8

8

147

170

62

3

2

2

137

138

66

5

-

-

71

139

42

3

-

1

부 영산강홍수통제소
국립환경과학원

70

84

41

3

-

3

-

2

262

-

-

-

K-water

186

156

28

8

6

2

기상청

80*

-

-

-

-

-

한국수력원자력

15

7

-

-

-

-

한국농어촌공사

-

37

-

-

-

-

한강홍수통제소
환 낙동강홍수통제소
경

금강홍수통제소

* 기상청에서 관측한 강수량 자료(80개소)는 수문자료 공인대상이 아닌
참고자료임
출처 : 환경부, 2017 한국수문조사연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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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환경청

물환경연
구소

새만금

38

36

-

2

소계

336

167

273

-

한강

81

67

62

-

낙동강

117

51

93

-

금강

72

27

61

-

영산강

66

22

57

-

시·도

331

331

-

-

K-water

111

111

-

-

한국농어촌공사

955

955

-

-

출처: 환경부, (2018)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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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관측을 위한 관측망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나. 국가정보화 비전 및 목표

수 있다.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을

2. 물환경 자료 조사

활용하여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친 지속가능한 정치ㆍ경

물환경과 관련된 자료로는 [그림 3] 및 <표 3>과 같이

제ㆍ사회적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의 정부를

수질, 퇴적물, 방사성물질, 수생태계 생물 및 비점오염물

추구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발현할

질로 구분되며, 수질자료는 하천 및 호소, 총량관리 시행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로의 적극적 전환을 통한 혁신성

유역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경보를 위한 수질자

장 동력을 확충하며, 신뢰 중심의 지능정보 인프라 기반

동측정 등으로 구분된다.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

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민 모두에게

기본법”에 따라서 물환경 자료의 조사가 시행되며 환경

기회와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부에서 총괄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중심이 되어 측정망

또한 4대 목표를 통해 ①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능
국가, ②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재도약, ③함께하는 디지

의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진다.

털 신뢰사회, ④안전한 지능망 인프라를 제시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물정보화의 성과

2. 환경정보화 현황
가. 환경정보화 방향 및 목표

1. 국가 정보화 현황

환경정보화는 환경 데이터의 개방, 공유 확대를 통해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경과
그간 정보화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 단계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정부와 국민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ㆍ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화

간 쌍방향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의 패러
비전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다임을 뛰어넘는 초연결 지능화의 거대한 환경변화에

목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정보화 정책의 질적 도약을 추진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능국가

경제재동약

지능화

법제도,
초고속망 구축

●

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96~’00)
2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99~’02)


정보화 촉진,
전자정부 구현
●

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03~’07)


시스템 연계, BcN
구축, 정보자원통합
●

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법제도,
(’08~’12)
초고속망구축



’18~

’13~’17

’08~’12

’03~’07

’94~’02

●

연계ㆍ
통합

분야별
고도화

기반
마련

융합ㆍ
확산

KCBM, 융합,
창업활성화
●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3~’17)


●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8~’22)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지능망
인프라

4대 전략 및 13대 과제
지능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으로
성장동력 발굴

ㆍ공공부문 지능화 기반 구축
ㆍ국민 체험 기반의

초연결, 초지능

함께 하는

행복서비스 제공
ㆍ지속가능한 국가사회
안전체계 확립
ㆍ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생활 기반 마련

ㆍ데이터 경제 활성화
ㆍ지능화 기반 사업 혁신
ㆍ중소ㆍ벤처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ㆍ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조성
ㆍ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시민양성
ㆍ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
ㆍ지능정보사회문화 창달

지능화 기술 경쟁력 제고
신뢰 중심의 지능화 기반 구축

ㆍ지능정보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망 구축
ㆍ사이버 안전 국가 기반 확충

출처 : 관
 계부처 합동, 지능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지능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

[그림 4] 국가정보화 정책경과

[그림 5] 국가정보화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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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사시스템 간 기능통합을 통한 중복투자를 방지

환경 분야 신성장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맞

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규 정보기술을 적용한 의

춤형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축도

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구된다.

3. 물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나. 환경정보화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환경부는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환경 현안 문제를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시스템은 그 관련범위를 어디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환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70여 개의 정보시스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환경정보 종합 빅데이터 플

템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기상청 및 산하 공

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환

기업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물관리 정보시

경데이터를 연계 및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마트를

스템들은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과 물

지속 확대하고 공간 정보기반의 분석결과 시각화 서비

관리기관의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분석

스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분석 기반을 고도화할 계획이

시스템 등 2가지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특히, 조직 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문화 정

<표 4>는 70여 개의 물관련 정보시스템 중에서 기관

책을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데이터 활

별로 대표되는 물관련 정보시스템의 종류와 기능에 대

용 아이디어 공모전, 분석과제 발굴, 환경 정책 추진 활

해서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2번의 국가수자원정보

성화를 위한 업무 규정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시스템(WAMIS)은 수문 및 수자원분야 모든 정보를 종

일 예정이다.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고, 3번의

기후, 대기, 생활 환경 등 환경 복지에 대한 국민수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은 물관련 기관별로 생성

가 증대되고 개별 환경 매체 중심에서 환경매체 간 또는

되고 관리되는 물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

타 연관 매체 간 융합을 통한 환경 서비스 고도화가 요

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다른 모든 물정보화 시스템

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탄력적으로 대

을 대표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0번

응하고 환경정보의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해 환경정

의 물환경정보시스템(WEIS)은 물환경 기초자료의 수집

보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추진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지

및 정보시스템으로서 수질, 수생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

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고가치의 환경 정보화를 통해

를 제공하고 있다.

1차(1997~2001년)
정보화 촉진기

2차(2002~2011년)
정보화 확산기

기본 환경IT 도입
●
●

기
 초인프라 도입(LAN, 전자결재 등)
단
 위업무 정보화
(물환경,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 등)

IT공동 활용 기반 구축
●

●

공동활동 기반 구축(정보화종합설계도

및 환경포털 등)
환경업무 전반으로 정보화지원 확산

3차(2010~2014년)
정보화 성숙기

4차(2017~2021년)
신lCT 기반 고도화기

IT자원 공유ㆍ활용 도입

차세대 환경ICT 기반 조성
●

●

●

 경 분야Green IT 구현
환
 위정보 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단

연계ㆍ통합 도입

출처 : 대한민국 정부,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2019)

[그림 6] 환경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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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학적ㆍ선진적 환경관리를 위한
지능형 환경정보체계 구현
국가사회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ICT 융ㆍ복합 환경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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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물관리 기관별 물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순번

시스템명

구분

운영기관

1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지방국토관리청

2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IMS)

정보관리

3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정보관리

4

하천주제도관리시스템

수자원(하천)

5

홍수지도관리시스템

수자원(하천)

6

통합홍수예보시스템

수자원(하천)

7

하천유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

수자원(하천)

8

하천유수사용허가관리시스템

수자원(하천)

9

지천홍수예경보시스템

수자원(하천)

10

물환경정보시스템(WEIS)

정보관리

11

전국오염원조사 온라인시스템

오염원

12

수질오염총량관리 전산시스템

오염원

13

수질예보시스템

수질

14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수질

기 위하여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현

15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재 5개 부처 10개 기관에서 총 65종의 물관련 자료를 공

16

실시간물관리운영시스템

유역

17

유역조사지원시스템

유역

18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정보관리

19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정보관리

20

댐-보 용수공급시스템

수자원(하천)

21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정보관리

22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정보관리

23

국가수질장동측정망시스템

수질

24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정보시스템

수질

25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정보관리

26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

정보관리

홍수통제소

[그림 7]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메인화면 및 주요 메뉴

나.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 WINS)은 기관별로 다른 목적에
의해 생성, 관리되는 물 관련 정보를 Online으로 연계하
국립환경과학원

고 국가차원의 물관리 정보 공동 활용시스템을 구성하

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하여 수문, 기상,
K-water

댐, 환경생태, 지하수, 이수, 수도, 하천, 유역, 지형공
간, 자연재해 등 65종의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K-water
2015; 2017).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환경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조석정보

국토해양부
하천정보,
수문정보

유량정보

한국농어촌공사

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환경
정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용댐
운영정보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

K-water
댐, 지하수
정보
소방방재청
풍수해 등
재해정보
기상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저수지 정보

농업과학기술원

기상정보 등

토양특성 등

[그림 8] 10개 기관의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자료공유 현황

수자원 관련 분야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
는 정보시스템으로서, 10개 분야(수문기상, 유역, 하천,

다. 물환경정보시스템(WEIS)

댐, 지하수, 이수, 수도, 환경생태, 자연재해, 지형공간)

물환경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시스템으로 수질, 생

총 300여 개의 콘텐츠와 기초 수문자료 및 GIS를 이용

물측정망(수생태), 퇴적물측정망, 조류 등 물 환경 관련

한 수자원 단위지도 자료 등을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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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주체
물관리 이슈

제1차 산업혁명
18세기

제2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제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제4차 산업혁명
2015년~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loT/CPS/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정보기술 혁명

국가(정부)주도형 국가(정부)주도형
깨끗한 물확보

정부+지자체

국민참여형

상수도 보급

가뭄, 홍수

깨끗하고 건강한
물공급/관리

물관리 주요기술

물 취수

정수처리

수재해 예측/예보

지식기반 물관리

물관리 정보공유

책, 신문

전화기, TV

인터넷

SNS IoT 등

출처 : 환경부, 스마트 수자원 확보 및 이용 기술개발 사업기획(2018)

[그림 1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물정보화의 추진방향
[그림 9] 물환경정보시스템(WEIS) 메인화면 및 주요메뉴

4. 국내 물정보화의 성과와 한계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전국적 확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도출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DB 구축 중심의 물관
련 데이터 축적은 활발한 반면,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수요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정보화 기술의 변화가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ICT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정부주

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부처에서 생산

도형 DB기반, 인터넷 기반 물정보화에 의한 물관리가

되는 수문기상 데이터 및 물환경 데이터의 정보시스템

주류를 이루어 왔다면, 향후에는 국민참여형 물관리기

을 구축하고, 상호연계 및 공유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술을 실현하는 물정보화의 기술혁명이 필요한 상황이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물환경 정보를 모든 국민이 쉽제

다[그림 10].

접할 수 있는 첨단의 물정보화의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물환경 정보와 같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학계 및 민간에서 공
공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물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홍수와 가

Ⅳ. 통합물관리에 따른 물정보화의
미래
1. From Data to Wisdom

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국가 물관리 정책은 기술

그동안의 물관리 분야 정보화는 데이터가 중심이 된

기반의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제도마련이 가

DB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물관

능했으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리분야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급중심

할 수 있었다. 학계 몇 연구소의 경우에도 매우 신뢰성

의 데이터 생태계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부

높은 수문기상자료 및 물환경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세

처와 산업계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려고 했고 그로

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실적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인하여, 데이터 축적은 활발한 반면, 이를 활용하는 수요

하지만,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신기술 환경변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아직 미흡하며, ICT 기

따라서 수많은 데이터에서 정보화 단계(Information

반의 산업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

Level)로의 진입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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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목표

Wisdom

Decide

●

●

●

Knowledge

Analysis

Information

Integrate

●

●

현재수준

●

Data

●

●

Collect

●

 능형 물공급 및 운영
지
 방형 물융합정보 공유 및 서비스
개
 기후변화체제 대비 수자원 적응 및 완화
신
 후변화에 따른 하천의 수위/유량변화 양상 분석
기
 우패턴에 따른 도심홍수 발생 및 피해특성 분석
강
 상/기후에 따른 하천생태, 식생, 수질변화 영향분석
기
 우, 수위, 유량, 유속, 유사량, 수질, 조류농도 등 DB 구축
강
 문/수리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
수
 IS 기반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공
G
강우관측소, 수위관측소, 자동유량관측망, 레이더, 위성,

CCTV 등을 통해 자료 모니터링

출처 : 환경부, 스마트 수자원 확보 및 이용 기술개발 사업기획(2018)

[그림 11] 데이터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의 정보화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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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되어 왔다. 이러한 학문의 세분화는 지식의 세
분화(fragmentation of knowledge)를 가속화했으
며, 지식과 학문의 세분화는 결국 관련된 정보의 세분
화(information fragmentation)와 정보간 단절을 고
착시켜왔다.
즉, 수문정보와 수질정보가 오랜 기간 동안 학술적 교
류를 단절하는 동안, 정보의 교류 단절도 고착화되었다.
현존하는 많은 수문모델들 중에 수질모델링까지 동시
에 가능한 통합적 모델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반대로

모아 놓은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지식기

우수한 수질모델도 수문순환과정이나 수리학적 문제를

반(Knowledge Level) 또는 지능형 물관리는 초보단계

해결하는 분석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준이며, 아직도 지능형 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물정

결국 수문모델과 수질모델의 분리는 사용되는 정보의

보화의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분리를 당연시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DB화하는 정보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수문순환과정 안에서 수질

화 과정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데이터

및 물질(flux)의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가지 순환과

의 양이 지식기반 정보화의 핵심기술인 분석 알고리즘

정은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는 동일한 물질순환과정이

의 정확성과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Google 연

다. 이제는 지식의 분리(fragmentation)보다 지식의 통

구소의 Director이자 Chief Scientist인 Peter Norvig

합(accumulation)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고,

은 오래전 Google의 성공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래와 같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물관련 정보의 통합 활용

이 답했다.

을 전제로 한 정보화 과정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시

“We don’t have better algorithms than anyone
else; we just have more data” (Peter Norvig)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12]와 같이 분리된 지식이 산재되

이러한 점에서 판단해 볼때 우리의 물정보화는 아직

어 있는 상황보다는, 산재되고 분산되어 있는 세부학술

까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향

분야의 통합적, 다학제적 연구와 지식의 축적을 통하여

후에는 DB구축을 넘어 지식기반 정보화 방향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그림 11]

Fragmentation of
knowledge building

Accumulation of
knowledge

2. Fragmentation or Accumulation
오랜 기간 동안 수문학분야는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
가지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수문기상학, 생태수문
학, 지하수문학, 통계수문학 등 여러 가지의 학술분야로

출처 : Gupta et al.(2013)

[그림 12] 학술적 지식의 세분화와 지식의 축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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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지식기반의 학술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

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물관련 다부처, 다기관에서 중복

한 정보화 역시도 학술분야와 동일한 개념으로 수문, 기

투자로 인하여 비슷한 시스템의 개발이 지나칠 정도로

상, 수질, 수생태 정보가 통합된 빅데이터 개념으로 사용

많이 생산되었다.

될 때 큰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수자원 분야에 국한하여 설명하더라도, 물부

과거 20세기의 학술적 발전이 학문의 세분화 과정을

족량,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 시

거쳐서 전문 분야별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스템, 부족한 만큼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시스

세분화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지식박스는 충분히 큰 규

템, 확보된 수자원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운영

모로 발전해왔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각각의 큰 지식

시스템 등 3가지 분야 모두가 물정보를 사용하지만 상호

박스를 높게 쌓아서 하나의 큰 빌딩을 만들어야 하는 시

간의 연계가 아닌 각각의 시스템에 동일한 형태의 물정

대에 도달했다. 즉, 과거에는 수문학 분야에서도 “Local

보를 독립 DB로 저장하여 사용해왔다.

hydrologic Issue”가 주요 주제였다면, 이제부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개방형 물융합정보(수량-수질

“Planet Hydrologic Issue”가 주요 주제이자 현안문

및 생태) 체계를 구축하여 물정보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

제로 대두될 것이며, 정보화의 경우에는 분야별 “Data

하고, 공유된 가치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and Information”보다는 “Accumulated Knowledge”

의 개념이 물정보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가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다.

있다[그림 13 참조].
미래의 물정보화는 물정보의 지식화를 목표로 추진되

3. Digital Water Management

어야 하며, 개방형 물정보의 지식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

20세기 후반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물

능형물관리(Intelligent Water Management), IoT 물

관리 기술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방대한 관측자료(수문,

관리(IoT Water Management), 디지털 물관리(Digital

기상, 환경, 생태 등)를 정보화 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

Water Management)를 가능케 하는 요소기술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왔다. 수문-환경자료의 정보화라는 성공

투자와 연구가 필요이다.

As-Is
Data based Water Management

수자원 예측/진단/평가

물정보

수자원 확보

물정보

수자원 공급

한
려
고 가
를 평
화 단
변 진
경 공급
환 /
래
미 수요
물
개방형
물융합
정보
효율
적인
물공
급및
운영

출처 : 환경부, 스마트 수자원 확보 및 이용 기술개발 사업기획(2018)

[그림 13] 개방형 물융합 정보화를 통한 물정보의 가치공유 및 가치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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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물확
적인
안정

물정보

To-Be
Knowledge based Digital Water Management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본 물정보화의 현재와 미래방향 / 기획 특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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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물관리란, 단순히 좋은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양질의 자료, 다양한 형태의 정보,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우리나라의 물정보화 사업은

우수한 분석시스템과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체계의

수많은 관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정보화 사업의

마련 등 3박자가 고루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지능형 물관리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지능형 물관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사업을 성

바로 지식기반의 정보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물공급

공적으로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더 높은 곳으로 정보화

자 위주의 물관리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어 왔다면, 미래

사업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에는 얼마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요자

초지능화
(Intelligent/IoT/dlgital)

물관리
(Water Management)

Solutions

Devices

Intelligent Water Management
●

●

●

수자원관리기술
초지능화

Services

IoT Water Management

 수통합운영시스템
홍
기상예측/분석시스템
관망운영관리통합시스템

●

●

●

Digital Water Management

 시간 스마트 계측설비
실
양방향 감시/제어 통신장치
로봇기술, 진단장비

●

●

●

빅테이터 제공
쌍방향 데이터 공유
소비자 Needs 반영

지식정보화 (Knowledge based Information)
출처 : 환경부, 스마트 수자원 확보 및 이용 기술개발 사업기획(2018)

[그림 14] 물정보의 지식화를 통한 디지털 물관리의 추진방향

Net
work

Collect Layer

(Big data Analysis Layer)

Service Layer
Weather Prospects
기상전망

Data Acquisition

빅데이터
수문기상

센서

Flood Forecasting & Warning
홍수 예, 경보

클라우드

댐/보
데이터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수위/유량

위성

하천

국토정보

드론

지하수

IoT
Gateway

Dam Operation &
Management
댐 운영 및 관리

CPS(사이버 물리 시스템)
인공지능/딥러닝 알고리즘

Prevention of River Disaster
하천홍수예방

Decision Making(의사결정)
Portal & SNS Service
개인 참여형 수재해 정보서비스

Open Data Portal
통계자료

CCTV

상하수도

[그림 15] 물-환경 정보화의 미래 추진 방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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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물공급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으로 인하여 통합물관리의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다.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에서 통
합하여 관리하는 만큼, 수자원과 환경 관련된 관측자료도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과
물환경 정보시스템도 환경부로 일원화된 상황이다. 하
지만, 아직까지도 물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
물관리기반 물정보 플랫폼의 개발은 많은 논의와 더불
어 기술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수문, 기상자료와 수질 및 환경자료는 자료의 형
태, 관측주기, 시간간격, 단위, 검증방법 등이 매우 상이
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빅데이터의 개념에서 공
동활용을 위한 물정보 표준화기술, 품질관리 기술에 대
한 투자와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

보화 (Hydroinformatiics). 물과 미래. 49(11), 31-39.
장호원, 조형원, 김태웅, 이주헌. 2017. “고기후 자료를 포함한
장기연속 강수자료에 의한 서울지역의 극한가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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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갈길은 멀어 보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물정보
화를 위해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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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재정 체계의 통합화 방안
원구환*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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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물 관련 재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요약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물 관련 재정 체계는 부처별ㆍ회계별로 구분되어 통합적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
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 체계 통합을 위해서는 물 관련 사업별 정부재정 투입계획을 확정하고, 하천 중
심의 재정 구조에서 유역 중심의 재정 구조로 전환하여 일반회계 추진 사업을 발굴하며, 특별회계와 기금 및 특별회계 간의 통
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중복적ㆍ이중적 사업을 지양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 간의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과 조세 간의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water와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명확화 및 협력 사업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법률이 통과되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6월 12일 공

과거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크게 수질과 수량으로

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구분되어 있었고, 수평적 분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에 따라 기능적 통합은 어느 정

간의 인위적 구획으로 인한 분절)과 수직적 분절(상하수

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물 관련 재정 체계는 부처별ㆍ회

도의 유기적 연계의 미흡)로 인해 통합적 물관리 정책의

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물 관련 기능과 재정이 통합되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마침내 2018년 5월 28

못한 상태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 구조가 프로그램 예산

일 물 3법으로 통칭되는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일

제도와 성과 관리를 연계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 관련 정책

부개정법률,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에 대한 재정 성과 관리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wgh9191@h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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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달

하고, 그에 따른 재정 통합 일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성하는데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출하고자 한다.

결국 물관리 일원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입
장에서는 물관리와 관련된 재정의 통합화를 통해 정책
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구조는 16분야 75부문으로 구분되어 지방자치단

Ⅱ. 물 관련 재정 체계의 현황 분석
1.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의 재정 체계

체의 재정 구조와 연계되어 있는데, 환경 분야는 16개

가. 환경 분야 재정 체계

분야 중 하나로 환경부가 주로 담당한다.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는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다시 6개 부문(물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자원순환

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

및 환경경제,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으로 구분

다. 환경 분야의 재정은 주로 환경부가 주된 소관 부처인

되는데, 물환경 부문은 물관리의 대표적인 재정 기능이

데, 일반회계의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으며,

라 할 수 있다. 또한 물환경 부문은 다시 4개의 프로그

타 부처 소관의 특별회계(기획재정부 소관의 국가균형

램, 즉, 물오염원 관리, 맑은 물 이용ㆍ공급, 4대강 유역

발전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 및 자원

관리, 수생태계 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물

사업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구조개선

관리와 관련된 현행 재정 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특별회계)에서도 환경 분야 예산이 배분되고 있다. 또한

<표 1> 2019년 본예산 기준 환경 분야 재정 구조
회계·기금별 지출

소요 소관 및 사업

일반 회계

0.2조원

(5.0조원)

특별 회계

7.8조원

(8.4조원)

5.9조원

주요 소관
환경부

8.7조원

(6.4조원)

해양수산부

0.3조원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1.2조원

(1.2조원)

해양경찰청

55원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7조원

(0.7조원)

561억원

(561억원)

1.0조원

(1.3조원)

한강수계관리기금

0.5조원

(0.7조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3조원

(0.3조원)

대기개선 추진대책

1.0조원

금강수계관리기금

0.1조원

(0.1조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0.8조원

기타(3개)

0.1조원

(0.2조원)

하수관로정비

0.7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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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규모
9.0조원
(14.6조원)

주요 세부사업(상위 3개)

물 관련 재정 체계의 통합화 방안 / 경영

4대강 수계 기금에서도 환경 분야 예산이 배분되고 있으
며,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참조).
환경 분야의 회계, 기금별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2020
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2.0%, 특별회계가 86.8%,
기금이 11.2%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특별회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분야의 회계 및 기금별 재정 배분도 매년 비슷한 비
율로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

<표 4> 환경 분야-물환경 부문의 재정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물환경 40,705 45,082 43,517 42,664 39,969 39,463 40,913
(부문) (66.7) (66.9) (62.9) (60.0) (57.2) (53.3) (45.4)
환경
(분야)

61,040 67,406 69,236 71,059 69,867 73,972 90,1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4~2018년 자료는 결산, 2019~2020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 2020 주요 재정통계(2020)

환경 분야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약 70% 정도가 환경
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에너
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순으

<표 2> 환경 분야 회계, 기금별 재정 추이
(단위: 억 원, %)

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
회계

1,149
(1.9)

1,512
(2.2)

1,755
(2.5)

1,690
(2.4)

1,724
(2.5)

1,906
(2.6)

1,771
(2.0)

안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

51,018 56,954 58,010 59,878 57,848 62,546 78,226
(83.6) (84.5) (83.8) (84.3) (83.9) (84.6) (86.8)

환경)으로 구분되는데, 물환경 부문의 재정 추이를 살펴

특별
회계

8,873
(14.5)

기금
합계

8,939
(13.3)

9,471
(13.7)

9,491
(13.4)

9,412
(13.6)

9,520 10,132
(12.9) (11.2)

61,040 67,406 69,236 71,059 68,984 73,972 90,1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4~2018년 자료는 결산, 2019~2020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

환경 분야는 다시 6개 부문(물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

보면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환경 분야의 총 재정규모
9조 129억 원 중에서 물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재정 규
모는 4조 913억 원으로 45.5%를 차지하고 있으나, 물
환경 부문의 재원은 해마다 배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 2020 주요 재정통계(2020)

(<표 4> 참조).

<표 3> 환경 분야 특별회계별 재정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환경개선
특별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표 5> 환경 분야-물환경 부문-프로그램별 재정 추이
(단위: 억 원, %)

41,760 46,280 45,915 45,805 44,176 43,217 58,590
(81.9) (81.3) (79.1) (76.5) (76.4) (69.1) (74.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7,652
(15.0)

8,354
(14.7)

7,962
(13.7)

9,235
(15.4)

8,468 10,974
(14.6) (17.5)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

805
(1.6)

1,444
(2.5)

3,066
(5.3)

3,757
(6.3)

4,367
(7.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754
(1.5)

823
(1.4)

1,015
(1.7)

1,081
(1.8)

837
(1.4)

678
(1.1)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46
(0.1)

53
(0.1)

52
(0.1)

(-)

(-)

(-)

합계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710
(8.6)

물오염원
관리

7,677 12,365
(12.3) (15.8)

맑은물
공급·이용

(-)

(-)

(-)

(-)

(-)

561
(0.7)

4대강유역
관리

8,480
(20.8)

8,547
(19.0)

9,069
(20.8)

9,039
(21.2)

8,789
(22.0)

8,897
(22.5)

9,289
(22.7)

(-)

수생태계
관리

7,648
(18.8)

7,363
(16.3)

6,190
(14.2)

6,221
(14.6)

4,605
(11.5)

1,708
(4.3)

514
(1.3)

51,018 56,954 58,010 59,878 57,848 62,546 78,2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문 합계

40,705 45,082 43,517 42,664 39,969 39,463 40,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577 29,172 28,259 27,404 26,575 19,833 20,463
(60.4) (64.7) (64.9) (64.2) (66.5) (50.3) (50.0)
9,026 10,647
(22.9) (26.0)

* 2014~2018년 자료는 결산, 2019~2020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

* 2014~2018년 자료는 결산, 2019~2020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 2020 주요 재정통계(2020)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 2020 주요 재정통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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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부문은 다시 물오염원 관리, 맑은물 공급ㆍ이

계정에 963억 원, 지역지원계정 4,696억 원, 제주특별

용, 4대강유역관리, 수생태계 관리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자치도계정에 347억 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112억

구분되고 있는데, 물오염원 관리가 50.0%로 가장 많은

원이 보조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맑은물 공급ㆍ이

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보다 국가균형발

용(26.0%), 4대강유역관리(22.7%), 수생태계 관리(1.3%)

전회계에서 물환경 부문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대적으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

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정구조

별회계의 508억 원 정도가 물환경 부문의 예산과 관

2020년 기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부분

련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농어촌구조개선사

일반회계 전입금(4조 7,835억 원)으로 구성되며, 그 외

업계정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농림수산 분야, 농

법정부담금, 기타 경상이자수입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업ㆍ농촌 부문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제 물환경과 유사

반면 세출은 일반 지출과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로 대별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되는데, 대부분의 재원은 일반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다.
특히 회계 및 기금 간 거래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로 전출되는 재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
되는 금액은 4,795억 원으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
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전

다. 환경 분야 기금별 현황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환경 분야의 기금별 재정 추
이를 살펴보면 한강 수계기금이 4,950억 원으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낙동강 수계기
금, 금강 수계기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환경 분야 기금별 재정 추이

출되며, 또 지방상수도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국가균

(단위: 억 원, %)

형발전법 제34조 제2항, 제35조의 2, 제35조의 3). 2020
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1조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강 수계기금

4,572
(51.5)

4,416
(49.4)

4,764
(50.3)

4,737
(49.9)

4,658
(49.5)

4,656
(48.9)

4,950
(48.9)

낙동강 수계기금

2,124
(23.9)

2,315
(25.9)

2,390
(25.2)

2,418
(25.5)

2,411
(25.6)

2,425
(25.5)

2,513
(24.8)

금강 수계기금

1,122
(12.6)

1,150
(12.9)

1,182
(12.5)

1,156
(12.2)

1,215
(12.9)

1,156
(12.1)

1,208
(11.9)

영진강ㆍ섬진강
수계기금

807
(9.1)

817
(9.1)

892
(9.4)

887
(9.3)

836
(8.9)

830
(8.7)

808
(8.0)

수산발전기금

119
(1.3)

134
(1.5)

121
(1.3)

130
(1.4)

138
(1.5)

279
(2.9)

437
(4.3)

석면피해구제
기금

128
(1.4)

106
(1.2)

123
(1.3)

162
(1.7)

154
(1.6)

175
(1.8)

216
(2.1)

정도가 물환경 관련 사업에 보조되고 있는데, 지역자율

합계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 2020 회계ㆍ기금 운용구조(2020)

[그림 1] 2020년 본예산 기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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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3 8,939 9,471 9,491 9,412 9,520 10,1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4~2018년 자료는 결산, 2019~2020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 2020 주요 재정통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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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물 관련 부담금
물 이용 부담금 이외에 다양한 물 관련 부담금이 존재

가. 물 이용 부담금
환경 분야의 재정 중에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한다.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수질개선 부담금, 수도법

존재하는데, 기금은 주로 부담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에 근거한 원인자부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

담금, 지하수법에 근거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물환경

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보전법에 근거한 부담금,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표적인 기금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 수계관리위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댐 건설 수익자 부담금, 한강, 금강,

원회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한 법률(1999)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물 이용 부담금 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오염총량초과 과징금 등

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금강 수계관리위원회는 금

이 존재한다.

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에 의

3. 물 관련 공급 주체 및 재정

거하여 효율적인 물 이용 부담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이 후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물 관련 공급 주체는 상수, 하수, 먹는 물, 지하수, 온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되어 각 수례

천, 하천, 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급 주체별 재정

별로 수계관리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표 7> 물 이용 부담금의 현황
(단위: 억 원)
한강

구분

수입

2018

2019

2018

금강
2019

2018

영산강, 섬진강
2019

2018

2019

합계

5,449

5,571

2,507

2,525

1,255

1,318

872

913

물이용부담금

4,621

4,663

2,337

2,349

1,201

1,222

833

854

재산수입

14

17

4

5

0.5

0.5

0.9

0.9

기타경상이전 등

93

99

65

74

30

54

20

22

여유자금 회수

720

791

99

95

23

40

18

36

5,449

5,571

2,507

2,525

1,255

1,318

872

914

주민지원사업

721

723

245

234

200

191

146

140

환경기초시설

2,018

1,920

1,531

1,544

608

577

220

216

441

450

140

129

79

71

102

111

1,122

1,195

369

415

232

238

300

308

오염총량관리

93

84

84

60

70

51

50

35

친환경청정사업

173

192

-

-

-

-

-

-

기금운영비

88

88

39

39

23

25

15

16

여유자금운용

791

915

95

100

40

161

36

84

합계

기타수질개선지원
지출

낙동강

토지매수, 수변지역관리

출처 : 환경부. 2019년도 환경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2019)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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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수는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전용수도,

용수도(시설 용량 1일 1만 톤 이상)이며, 나머지 상수의

소규모 급수 시설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다시 광역상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있다. 특히 광역상수

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로 구분되며, 공업용수도

도와 공업용수도(시설 용량 1일 1만 톤 이상)는 환경부

는 시설 용량에 따라 구분하고, 전용수도는 전용상수도

장관이 인가하지만, 실제 운영은 K-water가 담당하고

와 전용공업용수도로 구분된다. 상수 중에서 환경부가

있는데, 상수의 재정은 원인자 부담금, 요금, 국고 보조

인가 및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광역상수도와 공업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8> 물 관련 공급 주체의 운영 및 재정 구조
구분

유형

일반수도
(17조)

수도

인가(감독)권자

운영권자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K-water

지방상수도

광역자치단체장
(환경부장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등(23조)

마을상수도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장관

K-water

공업용수도 시설 용량 1일 1만 톤 이상
(49조)
시설 용량 1일 1만 톤 이하
전용 수도
(52조)

시도지사(환경부 협의)

수입

지출

원인자부담금(71조)
+
요금(21조, 68조)
+
국고보조(75조)

수도
사업
관련

전용상수도

지방자치단체장

설치자

전용공업용수도

지방자치단체장

설치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원인자부담금(61조)
+
점용료, 사용료 등(65조)
+
국고보조(63조)

공공
하수도

소규모 급수시설(55조)

하수

공공하수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대행>
한국환경공단
K-water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먹는물

먹는물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부담금(31조)
+
수수료(56조)

해당
사업

지하수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장

부담금(30조의3)
+
수수료(33조)

지하수

지하수이용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자원시설세

해당

온천

온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31조)

해당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해양수산부

시도지사

부담금(40조)

해당사업

국가하천(8조)

국토교통부(8조)

K-water(28조)

점용료, 사용료 등(37조)

지방하천(8조)

시도지사(8조)

시도지사(K-water)

점용료, 사용료 등(37조)

하천공사
등

댐

환경부
(15조)

환경부(15조)
K-water 대행(15조)

수익자부담금(23조)
+
저수 사용료(35조)

지하수

하천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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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수는 환경부가 인가권자이며 운영자는 지방

기준 물오염원 관리, 맑은물 공급ㆍ이용, 4대강 유역관

자치단체인데, 한국환경공단, K-water, 한국토지주택

리, 수생태계 관리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있다.1)

공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에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다. 하수의 재정

서 물오염원 관리가 50.0%의 예산(2조 463억 원)이

은 원인자 부담금, 점용료 및 사용료, 국고 보조 등으로

배분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이루어진다.

으로는 맑은물 공급ㆍ이용 26.0%(1조 647억 원), 4대

아울러 지하수, 온천, 하천, 댐 등과 관련된 재정구조
는 <표 8>과 같다.

강 유역관리 22.7%(9,289억 원), 수생태계 관리 1.3%
(514억 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예산 배분
과 관련하여 수생태계 관리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Ⅲ. 물 관련 재정체계의 문제점 분석

실정이며, 매년 물환경 부문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표 5> 참조).

1. 특별회계 위주의 재정구조
환경부 일반회계의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으며, 2020년 환경 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가 2.0%,
특별회계가 86.8%, 기금이 11.2%를 차지하고 있어 일
반회계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특별회계 위주로 운영
되고 있다.

3. 중복적 과세 및 사업 재정 구조
물 관련 재정 수입은 조세, 요금, 부담금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는 일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 2019년

환경 분야의 특별회계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가장

본예산 기준에 의하면 환경 분야의 일반회계 예산은 4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

조 9천억 원이 배분되어 있는데, 이 중 4조 7천억 원

발전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

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다. 특히 국세인 교통ㆍ에

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도

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목적세로 시행되어 왔으

환경 분야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4대강을 중심

나, 2022년 1월부터 개별소비세에 통합될 예정이므로

으로 수계관리위원회가 물 이용 부담금을 통해 수계 관

일반회계 예산 배정액과 특별회계 예산 배정액, 그리고

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 형태

기금 운용액과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로 운영하고 있어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명확한 구분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구조와 관련하여 수
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오염총량 초
과 과징금 및 가산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부

2. 프로그램 예산제도와의 연계 미흡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물환경 부문은 2020년

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
하여 부과하고 있어 배출 부과금과 오염총량 초과 과징

1) 2019년 이전에는 환경 분야에 6개 부문(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환경, 환경일반)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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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간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물 관련 공급 주체의 재정 구조 현황

또한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의 경우는 수도권 대기환경

법률

부담금 등

징수 주체

회계 및 기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4대강 관련 수계법

먹는물관리법

수질개선부담금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대기와 물환경 등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물이용부담금

수계위원회

4대강 수계기금

은 부과 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4대강 관련 수계
법에 따른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과 물환경보전법에 따
른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은 부과 대상과 목적에서 유사

4대강 관련
수계법

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4대강 관련 수계법에 의해 오염총량 초과 과징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광역상수도

K-water

계위원회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물 이용 부담금
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
도 요금에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4대강 수질 개선

K-water 회계

지방상수도

자치단체 자치단체 특별회계

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요금

자치단체 자치단체 특별회계

지하수법

지하수이용부담금

자치단체 자치단체 특별회계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자치단체 자치단체 특별회계

상수도요금

금과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
은 환경부가 징수 주체인데 비해, 물 이용 부담금은 수

자치단체 자치단체 특별회계

댐건설수익자부담금

환경부

국고

댐저수사용료

K-water

K-water 회계

댐법

을 위한 재원 부담에서 상ㆍ하류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
하고 있다.
넷째, 지하수의 경우는 환경부가 감독권자이기는 하
지만, 실제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수계관리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특히 4대강 수계별로 수
계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데, 물 이용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지방세법 제

아울러 물 관련 공급 주체로서 K-water와 한국환경

143조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의 이용ㆍ개발

공단이 존재한다. K-water는 광역상수도 및 댐 용수 공

등과 관련된 자에게 동시에 부과되고 있다.

급과 관련된 사업 수입과 위탁 수입(수자원 개발, 댐 관
리, 4대강 관리 수익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

4. 재정 관리 주체의 분산

단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 사업비와 운영

물 관련 공급 및 재정 징수 주체는 대체적으로 환경

비를 출연받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 시

부, 수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K-water 등으로 대별되

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합 환경 관리

며, 대부분의 재정은 특별회계로 편성되거나 기금 형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환경부로부터

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K-water는 맑

물 관련 공급 및 징수 주체 이외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은 물 이용ㆍ공급, 한국환경공단은 물오염원 관리 프로

사항이 행정위원회의 존재이다. 즉, 물 관련 위원회는 대

그램 사업에 중점 육성하되, 4대강 유역관리 및 수생태

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 환

계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협력하는 방안을 모

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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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물
 관련 재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사업과 수계 기금의 대상 사업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1. 재정 체계의 통합에 따른 재정시스템 개선

4대강별 수계 기금의 규모가 특별회계 규모에 비해 상

통합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내 4대강 수계 개선사업
계정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조정

대적으로 작고,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분리됨에 따른 운

1) 유역 중심의 일반회계 물 관련 사업 규정

영비 증가, 사업 중복의 개연성 등을 통제할 수 있기 때

현행 물 관련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

문이다.

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용도로

다음으로 4대강별 수계 기금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만 활용되고 있으며, 환경부 중심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유역

와 수계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추

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4대강 중심의 물 관련 재정사

진할 수 있는 사업과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합을 통해 특

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4대강 유역별

정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계 중심의 구조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통합 조정이 어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는 공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 수생태계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반회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3) 특별회계의 통합 여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국가재정법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

제15조에 의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전특별회계 일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일부를 물환경과 관련하여 통합하는 것은

2) 유역 중심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조정

부처 간의 역할로 인해 조정이 쉽지 않지만, 특별회계의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수질 개선 부담금, 오염총량 초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능별 분류에 따라 분야-부

과 과징금, 배출 부과금, 공공 폐수처리 시설 설치 부담

문의 통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 공공 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4대강 관련 오염총량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

초과 과징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대강 수계 기금은

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별회계 간의 역할

물 이용 부담금으로 운용된다. 부담금이라는 점에서 공

조정은 필요하다.

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4대강 관련 오염총량 초과 과징

물환경 관련 3개 특별회계 간의 통합 조정이 어렵다고

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4대강 관련 물 이용 부담금

한다면, 각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은 수계 기금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유

통해 중복적인 사업은 통합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

역별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재정 구축을 위해서는

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지역자율계정에서 배분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통합 여부를 고려할 필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노후상수도정비 등은 환경부

요가 있다.

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정비계

우선 환경개선특별회계 중에서 4대강 관련 환경개선

획과 연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59

●●●

저널 물 정책 · 경제 제33호

재정사업

NO

민자사업

Yes

유역중심

NO

Yes

NO

재정통합 필요

NO

일반 회계

Yes

특별 회계

Yes

기능통합 여부

NO

NO

환경부 중심

Yes

기관 위탁

전출

Yes

3개 이상

NO

Yes
환특+
농특(일부)+
균특(일부)

NO

회계기금통합
Yes

환특+
균특(일부)

협업

NO

Yes

기금
Yes

NO

Yes
NO

Yes
환특+
기금

환특계정
세분화

수공+
공단

기관역할
조정

특별회계
전출

신규사업
발굴

환경개선
특별회계

수계
기금

현행구조
유지

[그림 2] 물 관련 재정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나. 프로그램별 재정 통합 및 물환경 재정평가체계 강화

이용ㆍ공급, 물오염원 관리, 4대강 유역관리 사업을 담

현행 물 관련 재정사업을 프로그램별로 통합하는 방

당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도 K-water와 한국환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의

경공단은 각각 역할을 담당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4개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이다.

있다.

우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또한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의 4개 프로그램별 재정 평

일반회계는 주로 수생태계 관리와 연계하여 항구적으로

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핵

추진하고, 특별회계는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의 맑은 물

심은 프로그램별 예산 배분 및 집행에 따른 결과를 바탕

이용 공급 계정과 물오염원 관리 계정으로 구분하여 특

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판단하고, 비효율적

별한 사업을 추진하며, 수계 기금은 환경 분야, 물환경

예산 배분을 지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구

부문의 4대강 유역관리 프로그램과 매칭하여 운영하는

조에 따른 예산 배분이 선행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

방안이다. 이 경우 K-water와 한국환경공단은 각각 맑

평가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중복적 예산 배분은 예

은 물 이용ㆍ공급, 물오염원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산 배분 단계에서부터 관리될 필요가 있다.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의 4개 프로그램을

2. 재정 체계의 통합과 관리 주체의 개선 방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통합

가. 물관리위원회, 수계위원회, 환경부 등의 역할 조정

하고, 유역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물 관련 정부 조직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나, 다양한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수생태계 관리와 같은 고유하

위원회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고 일반적이며 지속적인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특별회

우선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대통

계와 기금의 통합 재정은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존재하며, 환경부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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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수생태계 관리

일반회계

맑은물 공급이용 계정

K-water
특별회계
+
기금

특별회계
한국환경공단

물오염원 관리 계정
기금

4대강 유역관리

●●●

수생태계 관리

한강

맑은물 공급이용 계정
(K-water)

금강

물오염원 관리 계정
(환경공단)

낙동강

4대강 유역관리

영산강
섬진강

[그림 3] 프로그램별 재정 통합 방안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

용처가 상이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간의 조

회가 존재한다. 또한 환경부 내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

정이나 핵심 사업 심층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른 예

원회와 수계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수계위원회는 환경부

산 배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수계
위원회의 경우는 유역 중심의 관리 체계를 추구하는 것

나. K-water와 한국환경공단의 협력 구조

이므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수계위원

K-water법 제9조에 의하면 K-water는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에서 맑은 물 이용ㆍ공급 프로그램과 연계

회는 유역 중심의 구조로 통합 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재정은 환경부만이

가 높으며,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의하면 한국환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에

경공단은 물오염원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성이 높다.

서 상하수도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분

K-water는 광역상수도 및 댐 용수 공급과 관련된 사업

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수입과 위탁 수입(수자원 개발, 댐 관리, 4대강 관리 수

계에는 마을상수도와 농촌용수 관리 및 개발 사업에 예

익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이 배분되고 있다. 물환경 부문의 예산을 통합 관리하

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출연받

기 위해 부처를 통폐합하기는 어렵고, 특별회계 내에는

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국가물관리위원회
(국무총리+민간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환경부장관+민간위원장)

환경부

전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위탁, 대행

수계위원회

수계기금

K-water
회계

환경공단
회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조세+
부담금 조정

[그림 4] 물 관련 관리 주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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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K-water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었고, 한국환경공
단은 환경부 소속이었는데,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모두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각자의 업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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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서의 신남방국가 물 정책방향
신강욱*

Ⅰ. 머릿말
Ⅱ. 수자원ㆍ환경분야 사업 유형
Ⅲ. 주요 후보사업
Ⅳ. 맺음말

요약
신남방 10개국은 2018년 11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를 공식 출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ASCN 플랫폼의 목적은 회원국 간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와 협력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개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범도시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며, 이를 위해 선진
국을 비롯한 다자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지원을 조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은 ASCN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술 선점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ASCN 국가들이 요구하
는 시범사업에 대한 요청사항을 분석하고, 특히 물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Ⅰ. 머릿말

대기오염, 방범와 안전, 소득 및 지역 불평등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1. 배경

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시티 원천기술을 개발하

전 세계적으로 도시인구는 1960년 약 4천만명에서

고, 이를 상용화하는 스마트시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

1990년 약 1억 4천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

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세계 시장

는 약 3억 1천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도시화가 빠

규모는 ’14년 8.8조 달러에서 ’23년에서는 27.5조 이

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

상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특히 아

는 도시 내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세안을 포함한 개도국 등은 단기간 내 고도 경제성장과

발생하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도시민이 거주

성공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보유한 한국의 도시개발 모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족을 포함한 교통체증, 수질오염,

델에 관심도가 높아 벤치마킹과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 K-water 수석연구원, gwshin@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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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lobal Water Intelligence(2015)

[그림 1] Smart Water Network 시장 전망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018년 3월 싱가포르 주도의

으로는 국내 기업의 신남방국가 시장진출 등에 대한 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2018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ASCN(ASEAN
Smart City Network)이 공식 출범되었으며, 이에 따

2.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

라 신남방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관심

2018년 11월 공식출범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

과 경쟁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ASCN에 적극적인

크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가별ㆍ분야별 참여 전략 수

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등 10개국

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 물 문제 해결을 위하

을 회원국으로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지속가능한

여, ASCN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수자원과 물환경분

도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

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물분야 정책방향을 살

으나, ASCN을 통하여 추구하는 방향은 회원국 간 스마

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과의 협력 후보사업을 발

트시티 역량 강화와 협력 플랫폼 활용을 그 목적으로 한

굴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다변화와 함께 중장기적

다. 주요 협력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시티 개발

1) Navigation Research(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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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증진으로서,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실행계획을

<표 1> ASCN 시범도시 유형분류

개발한다. 둘째, ASCN 스마트시티 후보도시들과 민간

유형

개발 업자들 간의 연계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상업성 있

도시명

선진국 밀집형 선진국 지방형
싱가포르

반다르세리
베가완

산업ㆍ혁신

시민ㆍ사회
산업ㆍ혁신
보건ㆍ웰빙

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셋째, 다자간 금융기관 즉, 세
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AIIB), 글로벌인프라허브(GIH) 등과의 상호 호혜

중점
개발
분야

적 관계 및 이해증진을 통한 재원지원 조달을 추진한다.
이러한 협력 방향에 따라 ASCN는 4가지 핵심요소를 다

●●●

개도국 밀집형

개도국 지방형

쿠알라룸푸르, 방콕,
나머지 18개
자카르타, 비엔티엔,
도시
마닐라, 양곤
인프라 4
보건ㆍ웰빙 4
산업ㆍ혁신 4
환경 3
시민ㆍ사회 1
안보 1

인프라 13
환경 11
보건ㆍ웰빙 7
시민ㆍ사회 7
산업ㆍ혁신 6
안보 5

출처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2019)

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도시별 스마트시티 개발 행

혹은 smart city내 유관 부처의 고위직을 선임하며,

동계획으로 도시별 중점 개발분야 및 기존 도시별 청사

ASCN 의장국의 대표가 의장역을 역임하고 연례 회의

진에서 제시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둘째, 아세안 스마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다. 그리고, ASCN 각 도시별

트시티 프레임워크는 각 도시별 잠재력과 지역 문화적

책임자는 해당 지자체 지사 혹은 도시계획 부서장이 역

특성에 따른 스마트시티 개념, 주요원칙, 핵심목표 등 방

임하도록 하였다.

향을 제시한다. 셋째, ASCN 연간회의는 2018년 ASCN

ASCN 출범과 함께 스마트시티 액션 플랜을 통하여 10

출범 후 매년 도시별 실행계획에 대한 진행 사항 혹은 새

개 회원국은 [그림 2]와 같이 각 회원국별 1개 도시부터

로운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외부협력 파트너들과 회의를

최대 4개 도시까지 총 26개 시범도시를 선정하였다.

개최하고 보고서를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Twinning 프

26개 시범도시를 중점개발 분야별로 4가지 도시유형

로그램으로서,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

에 따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여 회원 도시와 외부 파트너들을 연결해주는 매치 메이

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도시는 개도국형으로 분류될 수

킹 플랫폼을 말한다. 위와 같은 협력 방향과 핵심요소를

있으며, 이들 개도국에서는 다양한 개발 수요 중에서 도

기반으로 ASCN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

시 인프라와 환경분야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제시

별 대표부가 구성되었다. 대표부는 주로 내무부, 외교부

되었다.

3. ASCN 주변국 협력 현황
ASCN에서는 26개 시범도시를 선정한 이후 외부 협
력 파트너들과 단계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6
월 ASCN 의장국인 태국의 주도하에 ASCN 원탁회의와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각
나라 대표와 도시대표들이 참석하여 회원국의 스마트시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

[그림 2] ASCN 26개 시범도시

티 계획과 각종 이슈를 점검하였다. 또한, ASCN 회원국
이외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협력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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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표 2>에서와 같이 ASCN 워크숍에 12개의

<표 2> ASCN 워크숍 참여분포
국가

기업

한국

정보/공공

금융

1

미국

12

유럽

10

중국

4

일본

2

인도

1

캐나다
호주
국제기구

1

1

기타

계

기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

1

2

국은 정부, 지자체 및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과 ASCN

4

16

1

13

1
1

1

5

시티 파트너십(USASCP: US-ASEAN Smart Cities

3

Partnership)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1

있다. 2019년에는 스마트시티 심포지엄, 스마트시티

1

1

1
3

1

시범도시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미국-아세안 스마트

4

출처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2019)

엑스포,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 제3국 훈련 프로그램
등 ASCN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미
국의 대표적인 ASCN 참여기관인 무역개발청은 타당
성평가, 기술지원, 시범사업 재정지원, 역무역(Reverse

국가들과의 실무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주요 나라

Trade Mission)2) 등 4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파트너

별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많은 선진국들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이 참여하여 활발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태국에서 개최된 ASCN 연례회의에 참

일본의 경우,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일본해외

여하여 10개국 장ㆍ차관 및 26개 시범도시 시장들에

인프라투자공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아세안 국가에서의

게 한국의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

약 20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9

다. 2019년 9월에는 한국에서 스마트시티 엑스포와 글

년 10월 요코하마에서 ASCN 의장국인 태국과 고위급

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한국의 기술을

회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향후에

아세안 국가들과 세부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

는 일본-아세안 스마트시티 협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

였다. 이러한 실무적 협력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12

였고 ASCN 시범도시에 대한 수립 사업을 제안하는 등

월 한국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협력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였다.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5개국과 스마트시티

중국은 2019년 11월 중국-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

사업 MOU를 체결하였고,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발

하여 스마트시티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하

족하는 등 신남방 협력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인 협력사

여 스마트시티 모범사례를 교류하고, 표준협력, 기술협

업으로 발전시켰다. 2020년에는 제2회 한-아세안 장

력, 기업간 협력, 교류 플랫폼 증진, 도시 간 협력, 문화

관회의, P4G 정상회의, 그리고 바로셀로나 스마트시

교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 등 포괄적인 협력을 합의하

티 엑스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

였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력사례는 없

로 기대된다.

으나, 민간 부분에서는 중국의 알리바바와 Hydata 등

2) 바이어를 찾아 국외를 방문하는 무역사절단과는 반대로 바이어들이 수출국을 방문해 기업과 상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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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해결 방안은 제방 축조, 배수로 확보, 관로 매설 등의 토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목 공사이나,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스마트 기술

위와 같이, 선진국들은 ASCN과의 협력을 적극적으

의 활용이 가능하다. 홍수ㆍ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로 피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성과는

스마트 기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미미한 실정이다. ASCN에서는 26개 시범도시 프로젝

첫째, 하천에서의 수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설

트가 조속한 사업이행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

치하여 홍수나 하천 범람을 대비한 실시간 경보시스템

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실행방안에 대한 실질적 합

이 있다. 둘째, 영상정보 등 ICT를 활용한 하천 상황 실

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시스템이 있다. 셋째, 강수
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홍수ㆍ배수 사전 예측 및 대응

Ⅱ. 수자원ㆍ환경분야 사업 유형
1. 스마트시티 적용기술

이 가능한 인공 지능형 홍수ㆍ배수 관리 시스템이 있다.
넷째, 소형 강우 레이더를 설치ㆍ운영하여 도시 내 국지
성 홍수 사전 예측 및 조기 대응 시스템이 있다. 다섯째,

ASCN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중 환경ㆍ수자원 분야
는 목적에 따라 홍수 및 배수 문제 해결, 기초 상수도 확

기상 모델 및 기상 빅데이터에 근거한 홍수피해 예측 및
경보 시스템 등이다.

보, 정수 및 하수도 확보, 하수 처리 및 수질 관리, 물 순

또, 기초 상수도 확보 문제는 도시민의 최소 생활 수

환 및 수변 이용, 폐기물 및 대기 오염 관리 등으로 구

준 유지를 위해 필수적 사항으로, 도시의 체계적 확장

분할 수 있다.

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되는 단계

도시민의 생명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홍수 및 배수

이다. 먹는 물은 병물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요리, 세

문제는 도시 인프라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특히,

탁, 목욕 등에 필요한 물은 결국 상수도를 통해 제공되

아세안 국가의 경우 기후 변화에 의한 기온 상승이 급

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 상수도 확보의 가장 기초적 해

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 호우를 동반한 홍수가 더

결 방안은 취수원 확보 및 상수 관로 매설 등 토목공사

욱 심각해질 것이다. 홍수와 배수 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이나,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상수도 스마트 기술
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상수원에

홍수 및
배수 문제
해결
폐기물 및
대기 오염
관리

ASCF 달성 기여
●

●

기초 상수도
확보

●

 의 질 개선
삶
경제 성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환경ㆍ수자원 분야
스마트 기술

물 순환 및
수변 이용

정수 및
하수도 확보
하수처리
및 수질
관리

대한 실시간 수질 및 수량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공급 유량을 측정하여 유량 변화에 따른 누수 모니터링
과 상수도 관련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상수도
관 이음부마다 부착된 누수 감지 센서를 통해 누수가 발

SDGs 달성 기여
●

●

●

 DG 6
S
SDG 9
SDG 11

●

●

●

 DG 13
S
SDG 15
(SDG 17)

출처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2019)

[그림 3]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수자원 분야 기술 구분

생되거나 타 공사로 수도관이 손상되면 실시간으로 관
리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 누수 위치를 정확하
게 확인함과 동시에 중장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는 기
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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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및 하수도 확보문제는 도시 환경 개선과 도시민

저영향 개발을 통해 빗물을 재이용하고 도시 물 순환을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단계로서, 정수는 수인성

개선하거나,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원에 센

질병 예방을 통한 도시민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

서를 활용하여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있다.

이며, 취수-정수-배수-급수로 이어지는 정수공급 체계

폐기물 및 대기오염 관리는 도시민 건강 및 불쾌감

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고비용 사업이다. 하수도는 오

과 관련되어 물 환경 관리와 병행되는 단계이다. 폐

폐수의 효과적인 배출을 위해 필요하며, 하수도 역시 충

기물 관련 스마트 기술은 RFID(Radio Frequency

분한 용량 확보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비용이 많이 소

IDentification) 등 IoT 기술을 통해 생활 쓰레기를 자

요되는 사업이다. 정수 관련 스마트 기술로는 모니터링

동분리 및 수거시스템, 쓰레기 수거공간의 적재량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웹페이지 또는 앱 등을 통해

을 통한 차량 운행 일정관리시스템, 유해성 폐기물 처

수돗물의 수질과 요금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로 추천관리시스템 등이

있도록 하는 기술이 대표적 이다.

있다. 대기오염 관련 스마트 기술로는 첫째, 대기중 각

하수 처리 및 수질 관리 문제는 도시 내 물 환경 개선

종 오염물질, 악취물질 및 오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

사업으로 녹색 도시 및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리기술, 둘째, 오염 지수에 따른 대민경보 및 신속한 대

단계이다. 하수 처리 및 수질 관리 관련 스마트 기술로

처방안을 수립하고, 공용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 가스

는 기본적으로 하수 시스템에 수질 측정 센서를 활용한

의 측정센서를 부착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간으

지능형 수질 관리기술이 있다. 미래형 스마트 시티에서

로 관제기관에 자동전송하는 기술 등이 있다.

는 도시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 측정 센서를 부착
한 수상 드론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 수심별 수질을 조

2. 환경ㆍ수자원분야 시범사업

사하고 이를 실시간 원격으로 영상, 센서 데이터를 송

ASCN에서 제안된 시범사업 중 환경ㆍ수자원 분야에

출하여 감시하도록 한다. 수질 TMS(Tele-Monitoring

대한 스마트 시티 사업은 총 7개국 10개 도시, 11개 사

System)는 수질 원격 감시 체계로써 실시간으로 오염

업으로 조사되었다. 환경ㆍ수자원 분야 중 수자원관리

원 배출의 감시 및 감독하여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하

분야는 말레이시아 조흐바루시에서의 수자원관리 마스

고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계절ㆍ시간대별 수질 현황 분

트플랜 수립과 코타키나발루시의 물관리인프라 구축,

석 및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베트남 다낭시의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

물 순환 및 수변 이용 문제는 물 순환을 통해 물 부족

업이 제안 되었다. 홍수대응 분야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을 해소하고 도시화로 인해 변경되었던 생태계를 개선

의 홍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구축, 말레이시아 쿠칭시

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특

의 홍수 대응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이다. 하수처리 분

히 수변 도시의 경우 생태계의 개선 등으로 수변을 여

야는 캄보디아 바탕방시와 시엠립시의 하수처리시스템

가 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관광 산업을 육성

및 데이터관리 체계 구축, 미얀마 만달레이시의 하수

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 순

관리설비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하천 및 수질 복원분

환 및 수변 이용 관련 스마트 기술은 투수성 포장 등의

야에서는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시의 수질 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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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SCN 시범 도시가 발표한 환경ㆍ수자원 분야 스마트 시티 사업
국가

도시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Bandar Seri
Begawan)

사업명/우선순위
사업 목표 및 요청 내용
브루나이강 수질 복원(Clean River Management Projects)
목표

수질 복원을 위한 관리 시스템 정비 및 관련 제도 마련

요청 내용

① 기술 지원(수질 관리 타당성 검토)
- 하천 관리, 오염 관리, 하수 처리

쓰레기/하수 관리(Solid and Liquid Waste Management)
바탐방
(Battambang)
캄보디아

목표

하수 처리 시스템 구축

요청 내용

① 기술 지원(하수 처리 마스터플랜 등)

② 투자 지원(처리장, 관로 건설)

쓰레기/하수 관리(Solid Waste and Wastewater Management)
시엠레아프
(Siem Reap)

목표

쓰레기 및 하수 처리 인프라 개발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요청 내용

① 투자 지원(쓰레기/하수 처리 인프라 건설)

고대 습지 복원(Heritage Wetland Restoration for City Green Spaces and Habitats)
루앙프라방
(Luang Prabang)
라오스

목표

배수 처리, 홍수 방지와 병행한 습지 복원을 통해 주거 여건 개선, 생태계 복구 및 관광 산업 발전 모색

요청 내용

① 기술 지원(습지 복원, 하수 처리)

② 투자 지원

배수 시설 설치(Establishment of Drainage System)
비엔티안
(Vientiane)

목표

홍수 방지를 위한 배수 처리 개선

요청 내용

① 기술 지원(마스터 플랜수립)

② 자금 지원(건설인지 용역인지 모호)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Distribution)
조호르바루
(Johor Bahru)

목표

안정적 상수량 확보를 위한 물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요청 내용

① 수자원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연방/주정부 정책적 지원 요청

통합 쓰레기 처리(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Kota Kinabalu)

목표

쓰레기 수집 및 처리 시설 구축

요청 내용

① 기술 지원(전문가 자문)

② 투자 지원

물관리 인프라 구축(Smart Water Management and Supply System)
목표
요청 내용

상수 공급 확대를 위한 우수 집수, 정수장, 상수 관로 및 계측 설비 설치
① 기술 지원(상수 계측, 데이터 관리, 자동 제어 등)

② 투자 지원

홍수 관리/대응 시스템(Integrated Flood Management & Response System)
쿠칭
(Kuching)

목표

효율적인 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구축

요청 내용

① 기술 지원

② 투자 지원

쓰레기/하수 처리(Solid Waste and Waste Water Treatment)
미얀마

만달레이
(Mandalay)

목표

양질의 상수 공급을 위한 쓰레기 및 하수 관리 설비 건설

요청 내용

① 투자 지원

쓰레기 발전 설비(열 병합 발전소) 건설(Waste to Energy plant)
태국

촌부리
(Chonburi)

목표

쓰레기 처리장 연계 신재생 발전소 건설

요청 내용

① 기술 지원 (PPP 과정)

물관리 시스템 구축(Smart Water Management)
베트남

다낭
(Da Nang)

목표

상수 공급, 배수, 하수 처리 등 저비용 고품질의 물관리 시스템 구축

요청 내용

① 자금/기술지원
- 관로 개선, 관제 시스템, 전체 상수 관리 시스템 설계, 시공,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출처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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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관리시스템 및 제도마련이 제안되었으며, 라오스

2. 라오스 습지복원/배수시설 사업

루앙프라방시의 고대 습지 복원이 제안되었다. 그 외 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루앙프라

레기 인프라 구축분야는 캄보디아 바탐방과 시엠립시,

방시는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습지와 연못 183개가 배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미얀마 만달레이시 등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 관광 인

서 총 4개 사업이 제안되었다. 시범 사업에 대하여 요청

프라 건설에 따라 습지와 연못이 훼손되어 배수 역할에

한 주요 내용은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마스터플랜을 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주요 습지와 연못 22개소를

립하며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과 투자 지원

우선적으로 복원하여 배수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책로와

을 요청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연결하여 관광산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격
탐사, GIS, 센서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습지 상태정보를

Ⅲ. 주요 후보사업

수집하고, 상류 오염원에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분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브루나이 수질복원사업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시는 매년 약 5개월동안 지

약 600년의 역사를 지닌 반다르스리브가완시에서는

속되는 우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수상 가옥지구인 캄퐁아예르지구

도시 내 침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지원한

(Kampong Ayer)가 있다. 캄퐁아예르지구는 16세기

기존사업은 비엔티안 메콩강변 제방 축조, 보수, 도로정

이후 브루나이 강을 따라 집단 마을을 형성한 지역으로

비, 공원조성을 포함한 패키지 사업으로 EDCF 지원을

인구 약 3만명, 42개 마을, 1451채의 가옥, 그리고 33

통하여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비엔

km의 수상 판잣길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생활용수를

티안시 동측에 위치한 탓루앙 습지를 통하여 우수가 자

강으로 바로 배출하기 위한 오폐수 정화시설이 각 가옥

연배수되도록 하였으나,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른 지

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브루나이 강의 수질은 지속적으

속적인 인구증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비엔티안시

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브루나이강 복원을

배수시스템과 관련하여 몇 차례 사전조사와 타당성 조

위하여 2011년 반다르스리브가완 개발 마스터 플랜을

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충분한 규모로 실제 사업으로 발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브루

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비엔티안시에서는 한국의 청계

나이강 전체의 수질을 관리하는 국가 청정 위원회는 강

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요청

부유물 수집 및 처리, 오염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

하고 있다.

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개발부 산하의 환
경ㆍ공원ㆍ레크리에이션공사는 캄퐁아예르 지역의 수

3. 말레이시아 수자원사업

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다르스리브가완 비

조호르바루시에서의 주요 물관련 이슈는 연평균 저

전 2035에서는 아름답고 건강한 수상마을의 정체성을

수량이 수요량의 8%에 불과하여, 물 공급과 수요의 급

확보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질

격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수원은 조흐르 강과 그 지류, 그리고 일부 스쿠다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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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인근 임해공단의 영향으로 강

3개 등 총 8개 정수장을 100% 가동하고 있어, 시설 추

의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수 공급 확대를 위한 우

결하기 위하여, 조흐르지역 개발을 관장하는 이스칸

수 집수, 정수장, 상수 관로 및 스마트 계측 설비 등 물

다(Iskandar) 지역 개발청(IRDA: Iskandar Regional

관리 인프라 구축 기본 계획을 2019년 한국에서 수립

Development Authority)은 신도시 이스칸다의 종합

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본 사업 추

개발 계획(2014-2025)을 통해서 지역의 수자원 기본 구

진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상안 수립(2018.9.16.)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

쿠칭시는 저지대 수변 도시로서 홍수에 취약한 단점

였다. 이 중 도시의 수자원ㆍ물환경 분야에 대한 주요 계

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 홍수 관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획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원 네트워크 강화, 하수의 재

을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사라왁 주정부에서는 “사라왁

이용 및 지하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 도시 우수의 이용

디지털 경제 전략(2018-2022)” 수립을 통하여 홍수대

확대, 그리고, 수원의 오염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

응을 포함한 수자원기술, 스마트 미터링 기술, 기후변화

고 있다. 원수의 수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GIS를 활용

모니터링 센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

한 오염원 매핑 등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도구 도입 사업

다. 물 분야에서는 통합 물 공급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

은 완료 되었으나, 실제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과 실시간

스템이 개발중이고, 수도 인프라를 중앙 집중화하기 위

사후 대응 대책에 대한 물리적 준비는 미완성단계이다.

한 전략 수립과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

2022년까지 저수량을 15% ~ 20%까지 확대할 예정으

업을 통하여 수문자료 취득 및 전송 자동화 시스템, 분

로 대안 수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석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수자원 관제 센터 및

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마스터 플랜의 하부 수행전략을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쿠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공동

칭시 물 관련 기관으로 Kuching Water Board(KWB)가

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다.

지역 내 물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Department of

코타키나발루시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물 수

Irrigation and Drainage(DID)가 수자원 계획 및 실행

요량 증가에 대처하고 수도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위

을, Malaysian Meteorological Service(MMS)가 홍수

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

조기 경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특히, 홍수 시 배수로를 통한 오염 물질 유입, 하수
범람으로 오수와 혼합, 상업 개발로 인한 불투수 지역

4. 베트남 물관리사업

증가, 돌발 홍수 등 다양한 형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베트남 다낭시는 관광도시의 특성에 따른 급격한 도

위한 배수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상태이다. 또한, 이민

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하여,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물 공

자 증가로 북측 해안가 수상 가옥 등 불법 거주 지역에

급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서 상수도 무단사용이 증가하여 무수율이 약 40%에 달

수요를 고려하여 정수장을 확대하고, 누수량을 감소시

한다. 따라서, 강에서 취수하는 수원은 풍부하나, 코타

키기 위하여 “다낭 물공급 프로젝트(2010~2025)” 계

키나발루시 북측 구역에 3개, 중앙 구역 2개, 남측 구역

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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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와 상호 간 지속적 도시 개발 및 기술 협

방안에 대해서는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투자방안에 대

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낭 개발 포럼을 설립하였다.

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SCN 국가 중 유상 및 무

이를 통하여 호아리엔(Hoa Lien) 정수장(120,000㎥/

상 원조가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day) 건설, 꾸데(Cu De)강 취수 설비(가동보와 취수장)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6개국이며, 기술지원만 가능

구축, 취수장과 정수장간 7㎞ 도수로 건설 등을 추진

한 국가는 태국 1개국, 그리고 유무상에 관계없이 공여

하고 있다. 본 ASCN 시범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일

할 수 없는 국가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3개국

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이미 추진 중인 주요 시설

이다. 이를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의 3개국과는 수출금융

에 대한 건설 분야는 제외하고, 관망 관리, 데이터 관

(Export Credit, ECA)만 적용하고, 이외 국가와는 경제

리, SCADA 시스템 등 운영기술 제안을 요청하고 있다.

협력증진자금(EDPF),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그리
고 무상원조를 포함한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Ⅳ. 맺음말
신남방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스마트

ASCN 모든 국가와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WB) 등의 다자간개발은행과 투자협약, PPP
등 민간협력사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티 플랫폼인 ASCN을 통하여 도시개발 협력사업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 ASCN 과의 협

구체화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력사업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국가

스마트시티 기술은 부산시와 세종시의 국가시범도시

와 실효적인 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ASCN의 신남방

구축을 통하여 ASCN 국가에게는 최고의 스마트시티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신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기술 중 주택, 교통,

남방국가 대부분이 개도국형으로 인프라 구축이 선행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

되어야 하고, 인프라 이후에 서비스 계층 기술을 적용할

시티의 융합된 데이터를 통하여 디지털 환경을 만듦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도시마다 사회ㆍ경

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물 분야에 대

제적 개발수준이 다르고 도시 구성원의 문화와 삶의 가

한 통합관리는 타 인프라 시설과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치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 목표가 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러한

로 상이하나, 수자원ㆍ환경분야는 도시민의 삶에 직접

창조적 기술을 활용하여 ASCN 국가에 중장기적 비젼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기술로서 신남방 국가에서

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체계가 마련될 수 있

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안정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인 물 확보, 홍수 대응, 수질 개선, 배수 시스템 등 통
합물관리 체계가 시급하게 구축되어야 할 기술로 요구
되고 있다.
ASCN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술지원과 투자지원
을 대부분 요청하고 있는데, 국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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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기술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구축전략
신동기*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요약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
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12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만큼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하고 있어, 국가, 사회, 산업 전반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또한, 글로벌 물산업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
차 산업혁명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의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수장
도 사람이 분석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 운영되는 지능형 정수장으로 변화
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구축에 관한 목표와 구축방안, 정부
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Ⅰ. 서론

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2,000개까
지 보급하여 제조ㆍ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

1. 추진배경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 국가전략

상하수도, 철도 등 SOC 안전관리 분야에 AI를 선도적으

정부는 2019년 12월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 선

로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

점 및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3대 분야의 9대

공하고자 추진 중이다.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포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

특히, 환경부에서는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였다.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위해 공공영역이 보유한 대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

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

함된 제1차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K-water 맑은물관리처 차장, tonyshin93@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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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을 발표함으로써 물관리 기술발전, 물시장 확

<표 1> 주요나라별 물산업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대,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법ㆍ제도ㆍ인프라 마련의 4
대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효율적 물공급 및 이용을 위해
2025년까지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ㆍ관리 기술을 포함
한 상하수도 혁신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ICT를 접목

미국

EU

일본

한국(K-water)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100.0

0.0

95.9

0.9

89.3

2.3

81.4

4.0

출처 : K-water 물산업 기술수준평가 총괄보고서(2019)

한 물공급 효율화, 수량ㆍ수질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스

빅데이터(Big Data) 등 지능정보기술이 융합된 물산업

마트 물관리 기술을 2023년까지 30개 지자체에 적용할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스마트 물관리 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야는 2017년 96억불에서 2024년 316억불로 연평균
18.5% 급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GWI, 2018)

나. 세계 물산업 동향
세계 물산업은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산업에 따른 물

다. 국내 물산업 현황 및 기술수준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로 지속

국내 물시장은 2018년 129.9억불로 세계 12위 규모

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2017년 7,252억불에서 연평균

이나,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 및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

4.2% 성장을 통해 2027년에는 10,937억불로 성장될

구조로 세계 물시장 성장률(4.2%) 대비 낮은 성장(2.6%)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GWI, Global Water Market

이 전망되고 있다.

2018)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또한 K-water에서 보유하고 있

미국,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물산업 강국은 세계 물

는 49개 기술을 기준으로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

시장 선점을 위해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국

교해서 평가한 결과 물산업 기술수준은 81.4%이며, 기

가적으로 전략적인 물산업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술격차는 4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를 위해 ‘Water

또한 <표 2>와 같이 기술은 현재 Industry 3.5까지 개

4.0전략’을 추진 중이다. 향후 세계 물시장은 전통적인

발된 상태로 글로벌 물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Industry

수자원 운영ㆍ관리기술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4.0의 지능형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축의 필요성
현재의 수돗물 全 생산ㆍ공급과정이 근무자의 역량과
경험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추진되어 수질 문제, 설비
이상, 관로파손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출처 : GWI, Global Water Market(2018)

[그림 1] 국내 물산업 규모 및 성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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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 최근 광역상수도에서 발생된 크고 작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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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발생, 설비 오동작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

점검에 있어서도 단순 육안점검과 사후정비를 주로 하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고 있어 시설물관리에 있어 비효율성과 과다한 관리비

특히,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수사고, 정전사

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

고, 약품누출 등은 긴급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용

기술혁명에 맞춰 데이터 분석기반의 인공지능 의사 결

수공급 중단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위기대응

정 및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에 대한 자동화, 지능화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100
KRM등록(건)

있겠다.
또한, 수도사업의 특성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
하 밀폐공간 등 高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이 많아 추락, 부

50

0
12년

딪힘, 낙상, 가스흡입 등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대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도

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2] 연도별 광역상수도 사고발생 건수

우리는 그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도시설에 대

<표 3> 광역상수도 수도사고 분석결과

한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설운영에 대

수도설비 사고
관로 수질
인사
구분 합계
사고 이상 계 정전 침수 화재 통신 약품 취수 설비 사고
이상 누출 장애 사고

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그간 축적된 빅데
이터에 대한 활용은 단순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인천적수 사고와 같이 관로 사고 발생 시 이상징후 인지

181 125 30 11 8
1
2
1
5
2
6
수도
342
사고
52.9% 36.5% 8.8% 3.2% 2.3% 0.3% 0.6% 0.3% 1.5% 0.6% 1.8%

와 위치 파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시설

출처 : K-water KRM 발생건수 분석결과(2012~2019년)

<표 2> K-water 운영관리 기술수준
Industry 2.0

Industry 3.0

Industry 3.3

Industry 3.5

Industry 4.0

부분 수동/자동화

집단, 분석

맞춤정보제공

위기관리/자동화

지능형 자동화

구분

기술
수준

수도

[K-water 旣 개발기술]
ㆍ유지관리업무시스템(CMMS)
ㆍ정수장진단 프로그램(Dr.
water+)
ㆍ현장 자동화 기기(PLC,
ㆍ종합효율관리시스템
Inverter, HMI)
ㆍ오존공정진단프로그램(Dr.
ㆍ업체별 DCS시스템
Ozone)
ㆍ맛냄새제어 의사결정 시스템
ㆍ펌프진단프로그램

ㆍ현장 자동화 기기(PLC,
Inverter, HMI)
수자원
ㆍ업체별 DCS시스템
ㆍVHF, 위성통신 설비

ㆍ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ㆍ댐통합 및 가뭄정보시스템
ㆍ유역조사통합자료조회
ㆍ한국하천정보

ㆍ수도통합정보시스템(WIS)
ㆍ상수도서비스포털(WaterPOS)
ㆍ하수도정보시스템(SIMS)
ㆍ해수담수화 요금관리
ㆍ실시간수도정보시스템(RWIS)
ㆍ지능형경보관리시스템(IWS+)

ㆍ하천유량관리시스템
ㆍ유역기반 수자원정보포털

[필요기술]
ㆍ상수관망운영관리시스템
(water-NET)
ㆍ펌프장 최적운영시스템
ㆍ지능형배출수 프로그램
ㆍ수질사고위기관리시스템
(SafeWater)
ㆍ에너지관리시스템(EMS)
ㆍ표준수운영시스템(iWater)

ㆍVirtual Factory(가상공장)
ㆍMachine Vision(머신비전)
ㆍIoT&지능형 센서 네트워크
ㆍSafety & Remote
Support
ㆍTotal Energy
Optimization
ㆍ3G통합수리수질시스템
ㆍ
물
관리기술 국제 표준화
ㆍ차세대 댐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ㆍ통합지진감시
ㆍ하천통합관리Tool

출처 : K-water 수량-수질 통합물관리 모형 개발방안 수립 기획연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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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이러한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실현을 위해서는 <표
4>와 같이 低에너지 시설운영, 안전관리 고도화, 인간

1. 스마트 정수장 추진배경

중심 운영관리, 예측기반 시설관리, 친환경 공정운영,

현재의 국내 정수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추진전략으로 각각 최적 에너지

와 국가의 인공지능 정책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

관리, 안전관리시시템 구축, 시설 예지보전체계 구축,

이 분석ㆍ판단해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대부분으로 우리

정수장 자율운전체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추진해야

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4차 산

한다.

업기술을 기반으로 “사람(人)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미

이러한 과제가 기술사업화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기

래형 스마트 정수장 실현을 목표로 국내 물산업의 인공

술의 혁신과 더불어 관련법 개정 등 정부의 물산업 육성

지능 생태기반을 구축하고 세계 물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노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핵

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심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은 그간 사람이 분석ㆍ판단해서

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브랜드화 추진이 필요하다.

운영하는 정수장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 에너지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설비 예
지보전, 정수장 자율설비운영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추진과제별 시스템 구축방안
가. 최적 에너지관리(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표 4>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전략
구분

추진전략

비가 많은 설비에 대해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

Energy

에너지

Cycling

순 환 ㆍ低에너지 시설운영

Operation
Safety

기술
사업화

자원
ㆍ친환경 공정운영
재순환
기 술 ㆍ인공지능 기술 도입

Sustainable

지 속 ㆍ4차 산업혁명 주도

Ability
Riskless
Technology

신뢰

ㆍ고도화 기술경쟁력
확보

ㆍ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근로자, 시설
ㆍ시설 예지보전체계
구축
ㆍ정수장 자율운전체계
구축
ㆍ물산업 육성지원
(기업육성,
인증제도 등)
ㆍ전문인력 양성

능 력 ㆍ수도분야 ICT 및 장치
ㆍ기술브랜드화 추진
안 전 중소기업 육성
기술

용한 실시간 전력량의 감시분석제어를 통해 에너지 사
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안 전 ㆍ안전관리 고도화

Technology

Trust

ㆍ최적 에너지관리

운영

미래형
스마트 Manufacturer 근로자 ㆍ인간중심 운영관리
정수장
Adaptive
맞춤형 ㆍ예측기반 시설관리
Recycling

최적 에너지관리는 펌프모터 고도설비 등 에너지 소

추진과제

ㆍ현장수요 기반 맞춤형 ㆍ민간-공공 협력체계
지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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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1. 최적 에너지관리

2. 스마트 안전관리

3. 설비 예지보전

4. 정수장 자율운영

ㆍ실시간 전력사용량
측정ㆍ진단으로 최
적 전력요금/사용량
관리

ㆍIoT 기술 및 지능형
영상 기술을 융합한
사업장 안전관리
- 근로자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

ㆍICTㆍ빅데이터 기반
의 분석ㆍ예측으로
시설 예방정비

ㆍ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반의 분석ㆍ예측
으로 정수장 자율운영

[그림 3]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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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보령정수장 수요예측S/W 동작화면

수동운전 시

자율운전 시(전력비 4%↓)
최적운영시스템운영(11.20(월)~11.24(금), 12.4(월)~12.8(금))

3.5

3.5

3.0

3.0

2.0

2.0

2.0

2.0

1.5

1.5

최대부하시간

청양(배) 수위(수동운영, 11.1(수)~12.12(화), 평일)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수위(m)

4.0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수위(m)

수동운영 (11.1(수) ~ 12.12(화), 평일)
4.0

최대부하시간

청양(배) 수위(최적운영시스템, 11.20(월)~11.24(금), 12.4(월)~12.8(금))

출처 : K-water, 보령(정) 최적펌핑시스템 구축효과분석(2016)

[그림 4] K-water 보령정수장 펌프장 최적운영시스템 구축효과 전ㆍ후 비교

예를 들어 펌프모터는 지역, 계절, 시간대별 용수수

펌프모터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근무자의 휴먼에

요 및 설비운영 패턴 등을 통해 수요예측모델을 생성하

러 또한 Zero화함으로써 수도관로 운영 안정성을 극대

고 지능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24시간 펌프별 최적 운

화할 수 있다.

영을 제어함으로써 低에너지형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구축된 보령 정수장 펌프장 최적운영시
스템의 분석 결과, 과거대비 4% 전력비 절감효과가 나

이러한 기술을 통해 현재 사람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타났으며, 근무자별로 상이하던 운영패턴 또한 균등화

운영되는 펌프모터의 가동효율을 표준화하고 시스템화

됨으로써 시설운영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으로써 수도사업장 전력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정설비의 경우, 각 공정 부하인자를 분석하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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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결정하고 설비별 효율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영

처한 근로자에 대해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합을 찾을 수 있다. 응집기의 경우, 수온, 탁도 등 과

것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다.

거 운영 데이터와 응집기 가동패턴과의 상관관계에 대

특히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e-Call)은 高위험장소에

한 딥러닝 분석을 통해 G-Value 자동산출 및 최적제어

서의 작업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일정시간 이상

가 가능하며, 다른 운영설비의 경우에도 설비별 전력데

위험구역 내 체류 시 또는 움직임 미감지 시 사고 발생으

이터 군집범위 분석도출로 고효율 설비를 우선 가동하

로 인지하여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발

고 만약 효율저하 감지 시 알람과 함께 다른 설비로 운

송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

영 전환되도록 제어함으로써 설비 에너지효율을 극대

하도록 한다.

화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와 연계

또한, 현재의 사업장별 분산된 에너지원에 대한 에

한 자동 구조신호체계를 구축하였고, 소방방재청은 건

너지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력량과 설정

물 화재시 핸드폰의 GPS기능을 활용하여 구조위치를

Peak4)값을 비교분석하고 최대부하 시간대에 에너지 소

확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비가 많은 설비 가동을 억제하여 사업장 에너지관리를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정수장과 같이 관

최적화 할 수 있다.

리구역이 넓고 위치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히 필요
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존에 근무자의 육안으로 확인하던 감시업무

나. 스마트 안전관리
현재의 정수장 안전관리체계는 CCTV, 경광등, 경보

를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지능형 영상감시로 개선함

알람 등 시설물관리 중심의 경보체계로 되어있어 염소
가스실,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점검정비용 스마트폰,

영상수집

지능형
영상분석

필터링

화면표출
알람전송

위치확인 및 동작감지 센서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

① 영상감시

② 지능형 영상분석으로
해당 이벤트 탐지

③ 설정된 Rule기준을
충족한 경우

④ 이벤트 영상 표출 및
알람

여 근로자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에
자동알람

점검용 단말기 재난시스템DB
농도센서

동작센서

- 밀폐공간(관내부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간

(작업자, 협력사, 발주청)
- 일정시간 미동작 감지
- 산소감소, 유해농도 증가

현장출동,
초동대응

[그림 5]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 작동프로세스

화재감지

누출, 침수 감지

산업재해(쓰러짐) 감지

As-Is

To-Be

ㆍ운영근무자 중심의 영상감시
ㆍ과거 영상 데이터 활용 중심
ㆍ설비, 보안 등 시설물 감시 중심
ㆍ수도시설 운영 시스템 개별 운영

ㆍ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영상감시
ㆍ실시간 영상 데이터 분석 중심
ㆍ산업재해를 포함한 감시 기능 확대
ㆍ시스템 간 연계 운영체계로 재편

[그림 6] 지능형 영상감시스템 구축예시

4) 전력 Peak값 : 특정 시간대나 계절에 전기 수요량이 최대가 되는 때의 값으로 전력 기본요금 산정에 사용됨(기본요금 = 1년간 피크전력
× 기본요금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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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고를 자동 인지하고 경보를 작동하게 하여 사

실제 K-water 과천 가압장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

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인지 및 검

간 펌프 성능상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펌프 운영효

출 기술은 화재, 침수, 약품누출 등 주요 설비사고에 대

율, 유량, 압력 변동, 진동, 베어링 온도 등 상태를 감시

한 조기 경보와 근로자의 쓰러짐, 구조요청(한손 흔들

하고 있으며, 설비성능과 고장징후에 대한 사전감지가

기, 두팔로 X자 모양 만들기 등) 등 산업재해 발생 인지

용이해짐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되는 효

뿐만 아니라, 시설물 침입 등 시설 보안관리 강화에도

과를 거두고 있다.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예지보전 기술은 전기설비 열화상 데이
터 진단을 표준화하고 종합적인 이상 징후를 사전예측

다. 설비 예지보전

하게 하여, 파급영향이 큰 전기설비에 대한 예지보전도

예지보전 플랫폼은 펌프모터, 수배전반 등 중요설비

가능하게 되었다.

대상으로 센서(IoT)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설비
상태를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자율진단하

라. 정수장 자율운영

여 적기에 유지보수 시기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스마

현재의 정수장 운영은 그간 축적된 운영관리 빅데이

트센서에서 수집된 유량, 압력, 온도, 진동, 소음 등 설

터 활용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오로지 근무자의 역량과

비의 상태를 나타내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전

경험을 기반으로 운영여건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

송 후, 인공지능 종합예측진단 엔진으로 결함부위, 고

뤄지고 있어 휴먼에러와 급격한 수질변동에 대한 대응

장종류, 고장 발생시기 등 설비고장을 사전 예측하고

력이 떨어진다.

설비보수 방식 및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측정비

그러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
되는 정수장 자율운영시스템은 정수 생산량, 약품 주입

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예측정비는 기존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설

율 등 주요 운영 인자들을 자동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자

비상태 및 예측기반에 의한 점검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율 정수처리공정을 통해 약품비, 전력비, 위기대응 비용

효율적인 설비 유지가 가능해지도록 하며, 유지관리 인

등 생산원가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력 및 자재의 효율적 관리로 가능하게 된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예지보전 플랫폼(“Iot + AI 기반 이상징후 자율진단”)
Data 수집ㆍ전송

실시간 감시ㆍ자율분석

자율진단ㆍ예측정비

스마트센서, IoT

빅데이터, AI(머신러닝, 딥러닝)

Dashboard, PM, AR

개별제어

통합제어
ㆍ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
ㆍRule / 특징 기반 모델 적용
ㆍ고장 모드 연계 엔진 적용

개별제어

정수공정

취수공정

ㆍ유량, 압력, 온도, 진동,
전력 등
ㆍ데이터 필터링 및 변환
ㆍ데이터 건전성 확보

개별제어

공급공정
통합제어

ㆍDashboard 모니터링,
Report
ㆍ이상징후 사전 인지 및 경보
ㆍ정비주기 의사결정

출처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자산경영(2019.5)

[그림 7] 설비 예지보전시스템 구축모식도

출처 : K-water, 인공지능 기반 수도시설 자율운영체계 도입 계획 수립(2019)

[그림 8] 現 정수장 감시제어시스템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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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現 감시제어)
ㆍ운영근무자에 의한 의사결정
ㆍ숫자에 불과한 수도운영데이터
ㆍ실시간 데이터 감시ㆍ제어 중심
ㆍ공정별 자동화 운영
ㆍ인력에 의한 공정운영 중심

To-Be(인공지능)
ㆍ인공지능 플랫폼에 의한 의사결정
ㆍ의미있는 빅데이터로 활용
ㆍ데이터 분석 및 예측 중심
ㆍ정수장 전공정 완전 자율운영
ㆍAI공정운영과 사업장관리로 재편

2단계에서는 정부정책 지원과 연계하여 스마트 정수장
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스마트 정수장 확대도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
로 기술브랜드화 및 해외시장 개척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인 스마트 에너

출처 : K-water, 인공지능 기반 수도시설 자율운영체계 도입 계획 수립(2019)

[그림 9] 정수장 운영방식 전ㆍ후 비교

현재 K-water 화성정수장에서 시범사업 중인 인공지
능 정수장 자율운영은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관리(FEMS), 설비 예지보전, 정수장 자율운영, 근로자
및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검증이 우선되
어야 하며, 상호연계 및 확장성을 갖추기 위해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정수장 자율운영 여부를 선택하면서 운영될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의 완성도 있는 시스템 구축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도 선택적으로

을 위해 실제 사업장에서의 시범적용을 통해 시스템의

인공지능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되고 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평상시에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한 자율운영
을 하고 근무자는 STAND-BY 개념으로 운영되며, 인공

예측될 수 있는 설비개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근

두번째 고도화 및 확대단계에서는 운영 안정성 확보

무자에 의한 중앙감시제어로 시스템으로 운영전환되어

와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인력이 충분한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이중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대규모 정수장에서 중ㆍ소규모 정수장으로 단계별로 확

이러한 정수장 자율운영은 앞에서 언급된 에너지관리,

대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형 스마

안전관리, 설비 예지보전과 상호연계되어 운영됨으로써

트 정수장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자금 지

진정한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구축이 가능해진다. 연계시

원, 인공지능기반의 정수장 운영에 대한 수도법 개정 등

스템 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통합플랫폼 구축이 선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수장 자

아울러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

율운영이 최적화되어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

인력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

됨으로써 스마트 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의 호환성과 확

진함으로써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

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실제 운영현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
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막연한 거부감과 실제 시스템 에

3. 단계별 구축전략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단계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단위 요소기술 개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검증을 추진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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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이 시스템의 보급ㆍ확대에 무
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정수장 확대에 있어서 4차 산업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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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ㆍ관 협력을 위한 기관별 역할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통합 플랫폼
운영
시스템

데이터
저장
관리

데이터
취득

●●●

SOC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은 공공부문의 주도적인
인공지능 자율운영

빅데이터
분석 DB
SCADA
(HMI)

스마트 FEMS

지능형 영상감시

설비 예지보전

OA
원본DB

분석DB

iWater

감시경보

VMS

ERP DB

OPEN API / SDK
영상관리시스템

실시간
영상
데이터

실시간
운영
데이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기술이 정부의
정책지원과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RWIS DB

Off-Line
진단
데이터

가 성공하기 위해서 환경부, 중기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표 6>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구축 협력체계

[그림 10] 스마트 정수장 통합 운영플랫폼 구축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
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등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향
후 중소기업과 기술 브랜드를 확립하여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1. 정책 및 전략

2. 사업운영ㆍ관리

3. 도입ㆍ확산

관계부처 등 협업
체계 유지

기술개발 및
고도화

공공-민간 협력
체계 구축

ㆍ환경부
공공-민간 공동
ㆍ중기부,산자부 ㆍ환경부
ㆍ과기정통부
ㆍK-water
R&D, 표준화, 테
ㆍ물산업클러스터 스트배드 확대 등
ㆍK-water
ㆍ물산업클러스터
지역
지원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단계에서는 스마트 정수장 구
축을 통해 축적된 핵심기술을 패키지화하고 특허 출현
등 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민간”의 협력체
계 구축을 통해 공동 R&D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

(가칭) 지역 유관
기관 협의체 구성
ㆍ지방중기청
ㆍ지자체
ㆍ유관기관
구분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지원
요소기술
개발 협업

4. 기술사업화 및
해외진출
ㆍ환경부
ㆍ중기부,산자부
ㆍ과기정통부
ㆍK-water
ㆍ물산업클러스터

보급확산
지원

+

大도시 중심
보급확산

ㆍ민간업체
- ICT업체
ICT 기업, 수도사 인증제도 도입 및 - 수도분야
중소업체
업 중소기업 등
인센티브 부여
주요업무

환경부

ㆍ에코스마트 정수장 정책 및 전략 수립
ㆍ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ㆍ에코스마트 정수장 제도마련(인증제도, 인센티브 등)
ㆍ스마트 정수장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연계 수립

중기부

ㆍ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지원
ㆍ에코스마트 정수장 인증제도 도입 지원

기술개발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

과기부

ㆍ지능화 보안 방안 마련 및 지원 등

형 스마트 정수장 구축사업은 기술 축척과 유망 중소기

산자부

ㆍ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물산업 분야에서 재
래적인 공법운영이 만연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운영관리

정부

지방중기청 ㆍ현장별 맞춤형 고도화 추진 지원 등

업 육성으로 글로벌 물시장에서 국내 물산업이 4차 산업

지자체

혁명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water

<표 5> 미래형 스마트 정수장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
Ⅰ단계(기술개발)

Ⅱ단계(고도화 및 확대)

Ⅲ단계(기술사업화)

ㆍ에코 스마트 정수장 확대
보급
ㆍ단위 요소기술 개발
ㆍ기술브랜드화 및 특허
출원
ㆍ에코 스마트 정수장 (대도시⇒중ㆍ소도시)
시범도입ㆍ운영
ㆍ전문인력 양성
ㆍ해외시장 동반개척
ㆍ물산업 중소기업 육성

물산업클러스터

민간
업체

ㆍ에코스마트 정수장 도입 수행
ㆍ에코스마트 정수장 시범사업 추진 및 단위요소 기술개
발 추진, 지자체 도입지원 등
ㆍ인증제도/진단모델 수립, 인력양성과정 수립
ㆍ기술사업화 및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
ㆍ에코스마트 단위요소 기술 개발 지원
ㆍ신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및 기술사업화 추진

ICT업체

ㆍ인공지능(AI) 알고리즘 및 솔루션 개발 등

수도분야
중소업체

ㆍ각종 센서, 컨트롤러 등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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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관망관리

SWC(Smart Water City)
댐

실시간

ㆍ관내부 탐사

ㆍ유량계

취수원 수질
모니터링 강화
냄새물질ㆍ독성물질
등 상수원 실시간
수질감시

ㆍ수압계
스마트미터 ㆍ실시간 수질정보
제공
ㆍ관세척(Flushing)

통합감시제어
(water-NET)
실시간 수량ㆍ수질
모니터링 및 제어

하천수

고도정수처리
맛ㆍ냄새 개선을 위해 오존접촉
및 활성탄 여과 공정 도입 등

ㆍ자동드레인 설비
ㆍ원격누수
RF센서
감시시스템

ㆍ공급과정 실시간
수질 계측

정수장

잔류염소 균등화

음수대

직정 염소농도 유지를 위해
정수장 이후 소독제 분사주입

300개 항목
수질검사

블록시스템

자동드레인

관세척

공급과정 실시간 수질 측정

관 상태를 진단

누수감지센서

관내부 탐사장비를 활용한
관상태 상시확인

수질취약구간
주기적 관세척

스마트미터링

음파를 수집하여 누수를 감지

각 개정의 물 사용량을
원격으로 계측

수질 전광판

건강한 물 음수대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

공공장소 음수대 설치

수돗물 안심보험
취수원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주지

배수지

방문수질검사

수질정보제공

수도꼭지 방문 수질 검사

홈오토메이션, APP 서비스

수돗물 음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옥내 배관 진단 및
세척지원

철저한 수돗물 공급과정 관리 소비자중심 수도서비스 제공

실시간 유량 측정 실시간 수압 측정

수질이상시 자동으로
수돗물 배출

자동수질측정장치

수압계

유량계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공급망 체계

스마트 정수장

건강한 수돗물 확보ㆍ생산

소규모
유량ㆍ수압감시

ㆍ잔류염소 적정관리

[그림 11] Smart Water City 모식도(스마트 관망관리+스마트 정수장)

금융
AI

인지, 학습, 추론

판단ㆍ추론
제조

CLOUD COMPUTING
Data 분석
Data 축적

Big Data
Internet
Mobile
Network

5G

WIFI

IoT
자동차

의료건강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Cloud

도시

AI

의료

기반시설

스마트
팜

지능형반도체
컴퓨팅파워
알고리즘

미래차

교통
Data 수집

CCTV

에너지
신산업

핀테크

바이오
헬스

전송
Internet

에너지

드론

Dataㆍ5G
리걸
테크

법률

농업

지능형
정부

물류

행정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12)

[그림 12] 인공지능(AI)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분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K-water 등 전문기

기술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업체는 중소기업 기

관은 핵심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검증을 주

술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각

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산업 중소기업의 참여유도

종 센서 등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를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는 신기술 테스트 베드 제공 및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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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물산업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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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요약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노후 SOC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및 유지보수 재원마련, 그리고 노후시설물의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사후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주기적 관리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점검 항목별 계측센서, 원격이동장비,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통신,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해석, 시설물 3D모델링, 디지털 트위닝 등 스마트 기반기술의 확보가 현 시점에서 매우 긴요
한 사안이다. 중점추진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분류하되 플랫폼 분야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스마트센싱/초지
능/초융합/통합플랫폼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센싱 기반 물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분야, 「초연결 Big Data 기반 AI
분석기술」 분야, 「초융합 CPS 기반 물인프라 유지관리 통합기술」 분야, 「물인프라 안전진단/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기술」 분
야 등 4개의 중점분야에 걸쳐 13개의 요소기술과 4개의 고도화 기술이 도출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개발주기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갖고 있어 목표연도를 3-5년 정도 중ㆍ단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시된 기술 중 범용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물
인프라 관리 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위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요소기술,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특화된 원천기술은 고도
화 기술로 제시되어 있다. 향후 개발과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차세대 물인프라 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이를 통한 물인프라의 원격ㆍ지능형 안전진단과 유지관리가 효과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다.

Ⅰ. 연구배경

시점에 와있다. <표 1>에서 보듯이 K-water에서 관리하
는 전체 37개의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전용댐 중에 30

사회 전반적으로 80년대 이전 개발시대에 구축된 기

년 이상 경과된 노후댐은 16개(43%)로서 타 SOC(평균

반시설물의 노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설물

11%) 대비 매우 많은 편이다. 이들 댐들의 평균경과년수

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는 30.6년이다. 전체 댐의 83%에 달하는 11개 다목적댐과

*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bskang@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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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water 관리 댐 노후화 현황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계측하고 관리기준(외부변위,

구분

합계

침투수량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다목적댐

20

5

9

3

2

1

용수댐

14

-

5

3

3

3

홍수 전용댐

3

2

-

1

-

-

합계

37
(100%)

7
(19%)

14
(38%)

7
(19%)

5
(13%)

4
(11%)

10년 이하 10∼29년 30∼39년 40∼49년 5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관조사와 함께
댐체 내부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되는데, 시설물 건설시
댐체에 매립되는 다수의 계측기에서 이상 계측이 발생
하거나, 계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하여 계측이 누

13개 용수댐에서 목표연도가 초과되어 있는데, 평균 초

락되는 등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과연수가 16년에 달하고 있다.

이 발생하게 되면 물인프라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했음

수자원 시설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노

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물 안전관리자에 경보를 전파되

후화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해결해야 하는 당면한 문

지 못하거나(missed alarm), 이상 계측으로 인해 경보

제가 되었다. 이에 2020년 1월 1일부로 「지속가능한 기

오류(false alarm)를 발생시켜 안전관리자에게 업무 증

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었

가 및 점검을 보고 누락시키는 등 안전관리자의 시스템

으며, 동년 4월 27일부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방해하

(2020~2025년)이 의결되었다.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물인프라 시설물은 대

의미는 크게 노후 SOC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

부분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 설치되어 있어 강우, 저수위

획수립 및 유지보수 재원마련, 그리고 노후시설물의 전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아 조기경보를 발생시킬 수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사후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있다. 따

있고, 계측기별 관리기준이 부재하거나 미검증 관리기

라서 전 주기적 관리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외부요인이 배제된 물인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점검 항목별 계측센서, 원격이동장

프라 시설물의 작동 및 계측기별 관리기준, 혹은 검증된

비,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통신, 빅데이

관리매뉴얼이 필요하다.

터 수집 및 관리,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해

물인프라 시설물의 효과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점검

석, 시설물 3D모델링, 디지털 트위닝 등 스마트 기반기

및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수자원 시설물 관

술의 확보가 현 시점에서 매우 긴요한 사안이다. 본고에

리자가 숙련도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자원 시

서는 물인프라에 대한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전점검 및

설물을 직접 점검하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육안조사에

유지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한된 점검 방식으로는 물인프라 시설물에 접근이 어
려운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신입ㆍ전입 직원의 업

Ⅱ. 물
 인프라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문제점

무 숙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점검 및 진단
결과를 관리기관 내부에서조차 공유하기 쉽지 않았다.
또 이러한 물인프라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자료는 장

물인프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

기간 축적되어야 가치있는 형태로 활용됨에도 불구하

하기 위해서는, 물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를 평가한 후

고, 2000년 이전에 준공된 대부분의 수자원 시설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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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나 야장 등 종이 보고서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댐 및 보 계측기기 계측

SMART기기 활용 현장점검

Data 전송

[댐현장안전점검시스템]

최근의 정보조차 전산화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에 있어 관리자의 숙련도와 경험, 노하우에 더욱 의존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시

Data
전송

통합지진감시시스템
[KEMS]

시설관리시스템[WFM]- 정보
수자원안전정보
공유

시설관리시스템-수자원안전
정보-댐현장안전정보관리

실시간 지진감시

계측기기 통합관리

점검결과 등록/DB 구축

지진 발생시KRM 연계

경시 분석, 계측결과 보고

시설물 이상유무
상시확인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어렵

위
기
대
응

게 하고 있다.
또한 물인프라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정보의 취득 및
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안전진단을 위한 계측자료의 경

일상점검
[일/주/월/분기]
점검결과
전송

현장 계측관리 시스템
Data
전송

러한 정보의 파편화와 분산화는 물인프라 시설물 관리

●●●

계측기기 조기경보
[침투수량, 외부변위]
관리기준
초과시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KRM]

출처 : K-water

[그림 1] 수자원시설물 계측관리시스템

우 단순 경시변화 제공으로 정보의 직관적 이해가 어렵
고, 공학적 의미가 결여되어 정보 해석에 상당한 시간이

수자원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서 벗어난 새로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외부 변위계, 침투수량, 수위계,

운 형태의 관리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물인프라 시설물

탁도계 등 기존 계측자료는 점단위의 계측을 실시하고

에 접근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와 더불어 이러한 무인이

있기 때문에 계측기 설치 위치를 제외한 공간적인 변형

동체에 탑재된 계측기기, 계측기기로부터 측정된 정보

이나 열화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

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고도화가 요구

한 점단위의 계측 방식은 계측기기 간의 자료가 연관성

되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 있음에도 불가하고 다차원적인 해석을 어렵게 하는

된다.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 전체에 발생하는 위
험요소를 과소산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간적인 계측을 통한 입체적
모니터링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도 관리기관 현업에서는 이러한 물인프라 시설물
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진단 및 점검 시 기존 계측자

Ⅲ. 물인프라 관리분야 스마트 기술
동향
1. 물인프라의 전주기적 안전진단/유지관리 분야의
스마트 기술 개념

료의 수집 및 저장, 활용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성’의 특성을 가지

지속하고 있다[그림 1]. 계측기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

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고도예측’이 가능하여, 모든 것이

자원 안전정보시스템 및 현장 안전점검시스템으로 관리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자료 접근성이 용이해 지도록 DB를 구축하

된다. 초연결성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

여 실시간으로 댐ㆍ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ICT)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으로 인간과 인간, 인

계측기기의 경우 노이즈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계측결과

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측정되는

확대시킨다. 예를 들면 센서, 위성, 드론, CCTV 등을 이

값에도 오차가 큰 현상이 발생한다. 즉, 노하우 중심의

용한 수문기상, 수위/유량 등의 하천 수리량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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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보, 저수지, 상하수도와 같은 물인프라와 관련한

선제적인 대응과 인력 및 기술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원격지에서 정보를 확인

사료된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까지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

방향성과 물인프라 시설물 안전진단/유지관리 기술의

가 3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500억 개의 스마

문제점을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은 피할

트 디바이스로 인해 상호 간의 네트워킹이 강화되며, 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 ‘초

터넷과 연결된 사물(Internet-connected objects)의 수

지능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물인프라 시설물의 안전진

가 2015년 182억 개에서 202년 501억 개로 증가하고,

단/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대한 계측자료를 통해 현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사물) 시장 규모가

재와 미래를 ‘고도예측’하여 물인프라 시설물 관리의 혁

2015년 5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16조 5000억 원

신을 줄 수 있는 기술이 4세대 안전진단/유지관리 기술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Cisco, 2013), 4차

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성의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료
된다.

CPS(Cyber-Physical System; 사이버 물리시스템)1)
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자 4차 산업혁명을 포괄

초지능성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

하는 개념 중 하나로, 현실정보를 사이버 세계 컴퓨팅

로 인해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되는 것으로, 빅

과 연계해 효율적이며 스마트한 시스템을 실현함과 동

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의 방대한 양의 자료분석(인공

시에 설계ㆍ개발 등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해 자

지능, 딥러닝 등)이 가능한 의사결정체계를 의미하는 것

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술

이다.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 수준에

적으로 가상시스템과 현실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하

서 2024년 111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

여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분산제어를 하는 지능형 시

(Tractica, 2015)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스템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CPS의 핵심 기술

머신의 시장 규모가 2024년 412억 달러 규모로 예측 되

요소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과, 수

는 등(BCG Research, 2014),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초지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 및 정보 제공을 통

능성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능동적인 판단을

4차 산업혁명의 고도예측 기술은 ‘초연결성’과 ‘초지

내리는 기술과 분석된 정보를 다시 현실시스템으로 피

능성’을 토대로 발생한 분석 결과를, 행동을 결정할 수

드백(Feedback)하는 기술이다(ETRI, 2016). CPS를 구

있는 주요 지식으로서 활용하여 지식정보 기반의 서비

성하기 위한 주요 기술 중 학술적으로 독립적인 분야가

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혁명은 기

존재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기술을 제외하

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

고는 현실 및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BIM(Building

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Information Modeling)/GIS, VR(Virtual Reality: 가상

1)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으로도 불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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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 주기적 물인프라관리에 대한 스마트 기술 개념

현실)/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MR(Mixed

기술ㆍ정보력을 활용하여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부가

Reality: 혼합현실)을 포함하는 확장현실(Extended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Reality),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 대표적인

GE는 2011년부터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산업인터넷

예라 할 수 있다.

(Industrial Internet)을 개발하고 Predix(산업인터넷 플
랫폼)은 2014년에 40억 달러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인

2. 선진국의 스마트 기술개발 정책동향
주요 선진국의 4차산업혁명 대응 동향을 살펴보면, 디
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에 대한 정부의

공지능분야에서 Google은 2011년부터 인공지능 기업
인수와 개발에 280억 달러를 투자하여 독자적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AI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혁신정책이 더욱 동력을 얻고 있으며, 신 산업 출현을 위

독일의 경우, 2013년 “Industry 4.0”의 선도적 추진

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민관협업기반 데이터ㆍ플

을 통해 제조강국 입지를 강화하고 제조업과 ICT 융합

랫폼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

을 통한 스마트 공장을 필두로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

아 및 개도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도의

향하여, 타 국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역할 모델이 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 있다.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센서기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중심

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제조업 생태계에 도입하

으로 IoT, AI, 무인자동차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보

여 공장-소비자-연구개발자를 최적으로 연결하고 ‘스

유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정부는 국가제조 혁

마트 서비스 월드 2025’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부문

신네트워크(NNMI), 8대 분야 ICT 연구개발 기본계획

까지 확대 중이다. 무선기기의 고속화ㆍ지능화, 인터넷

(NITRD) 등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

네트워크 기반의 대량 자료처리가 가능해지면서 CPS

플랫폼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이 빅데이터 관련 독보적

의 산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며,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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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Industry 4.0을 2015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개발이 필요한 기

년 민ㆍ관ㆍ학이 참여하는 “Platform Industry 4.0”으

술에 대한 분류를 통해 장기적, 단기적 기술 도입 및 개

로 확대하였다.

발 계획을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로드맵 구축이 필

중국은 양적 성장의 ‘제조대국’에서 질적 성장의 ‘제

요한 시점이다.

조강국’ 도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5년
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의 ‘Industry 4.0’을 벤치마크하여
하드웨어 혁신을 위한 ‘중국제조 2025’,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IT기술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5년 6월 일본은 4
차 산업혁명이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시책으로 「일본재흥전략
2015」를 발표하였다. 2016년 민관합동 추진체인 「산
업경쟁력회의(의장: 아베 수상)」를 중심으로 사물인터
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에 의한 국가사회 변혁을 강력
하게 표명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발표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함께 교육, 노동, 금융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중이다
(이상동, 2016).

3. 국내 건설분야 스마트 기술 정책 동향
스마트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따라 최
근 건설분야에서도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
다. ’16년 ‘국토교통 비전 2040’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국토시설물 안전망 구축을 도전과제로 선정
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범부처 간 통일된 비
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T/F(’17년 1월)를 구성하
였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위원 등 29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가 ’17년 2월에 신설되었다. 이어 IoT, AI, 로봇, 빅데
이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국토교통분야에 접
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
의 아이디어와 수요를 고려하여 ’17년 4월에 ‘4차 산
업혁명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18년 10월에는 시설
물 유지관리 기술을 2030년까지 4차 산업 기술 기반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신기술ㆍ신서

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 덕분에 테스트 베드

<표 2>이 발표되었다. 동시에 국가 주요자산인 SOC시

로서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설/수자원 분

설물의 장수명화와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여 미래의 경

야는 다양한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공공에서 직접

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을 목표연

서비스하는 영역이 많아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에

도로 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발표

유리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되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물

물인프라 구조물의 안전진단/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존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하여 ’19년 3월 K-water에서는

물인프라 구조물의 관리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

17개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46개의 세부기술개발 방

고 드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I 등

향이 담긴 「K-water 중장기 통합기술전략(K-water,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9)」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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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 목표
중점분야

시설물 점검ㆍ
진단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

핵심기술

추진 목표
현재

2020

2025

2030

ㆍ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 ㆍ단일 센서를 활용한 단순 ㆍ지능형(상황감지) IoT 정보 ㆍ대규모ㆍ대용량 IoT 정보 ㆍ초연결형 IoT 정보수집ㆍ
터링
정보 수집
수집
수집ㆍ분석
분석
ㆍ드론ㆍ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

ㆍ인력 기반의 시설물 점검 ㆍ다종 드론을 활용한 대형 ㆍ다기능 드론 및 로봇을 활 ㆍ로보틱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드론 일부 활용)
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용한 시설물 상태 진단
자율 점검 및 진단
ㆍ시설물 정보 표준화 및 통합 ㆍ건설 全단계 개방형 통합
관리 시스템
DB 및 빅데이터 구축
ㆍ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ㆍ육안점검 및 단순 계측 정보 ㆍ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ㆍ빅데이터ㆍAI 기반 예측형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기반 유지관리 의사결정

ㆍ시설물 정보 통합 및 표준화 ㆍ개별 정보시스템 및 DB 구축
ㆍAI 기반 최적 유지관리

출처 : 국토교통부(2018)

Ⅳ. 물
 인프라 안전진단/유지관리
분야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구축 로드맵(안)

센서와 AI기반 영상분석을 통해 공인된 상태평가를 자

1. 안전진단/유지관리 서비스 플랫폼의 미래상

악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디지털 트윈 모델을

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된 결과들은 3차원 공간
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로 구현되어 전반적인 댐 시설 파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과 함께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

통해 안전진단, 유지관리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물리적

적ㆍ전 주기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물인프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 거동예측이 가능한 CPS가

라 시설물의 ‘건설’에서 ‘관리’로 패러다임의 전환됨에

구축될 수 있으며 CPS를 이용해 조기에 결함에 따른 영

따라 효율적 활용과 안전진단/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시

향을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보수

설물 장수명화를 추진해야 한다. 물인프라 모니터링 기

보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술에서는 드론, 첨단센서, 수중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점

최종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

검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입체적,

니터링, 고도분석, 3차원 시각화, 예ㆍ경보 모듈을 하

포괄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첨단센서를 이용하여 댐

나로 모아 현장관리자와 중앙관리자가 한눈에 현황을

체 및 주변사면 내외부의 상시 변형/변위 모니터링을 가

파악하고 주요 계측항목의 자동 요약 보고서 작성 및

능케 해야 한다. 또한 인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던 수

출력이 가능하다. 댐 관리 분야별 현재(As-is)와 미래

중부 조사를 로봇으로 대체하여 시간적ㆍ경제적 효과를

상(To-be)은 <표 3~5>에 정리된 바와 같다 (박동순,

볼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정보를 3차원 디지털

2019).

트윈 모델과 연계하여 계측 데이터의 직관적 경시변화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서 빠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

2. 중점추진분야 설정

다. 또한, 현재까지 육안조사, 수기기록, 경험에 의한 판

물인프라 유지관리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로드

단에 의존했던 조사ㆍ분석을 빅데이터와 AI 분석기술의

맵의 분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3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도입을 통해 객관적ㆍ과학적으로 평가되게 하며, IoT

첫 번째는 댐관리 전 주기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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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마트 센싱 정보를 활용한 정보의 가치화」분야 As-Is/To-Be 분석
정보구분

As-Is

To-Be

댐 축조정보

시공 당시 댐의 주요 축조정보를 알기 위해 문서고에 있던 한자와 유지관리 플랫폼에서 필요한 주요 시공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하여
한글을 병용한 공사지를 찾아 필요한 정보 획득
보고서 작성에 활용

물성 정보

댐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물성의 이해와 검색이 어려워 전문 연구원에 유지관리 플랫폼에서 필요한 물성을 직관적으로 검색하고 그 물리적
기술지원을 요청
의미를 이해, 데이터를 활용

유지관리 정보

댐의 주요 점검ㆍ진단 이력과 보수보강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3D CPS 플랫폼에서 위치기반으로 3차원 모델 상에서 필요한 점검ㆍ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일일이 찾아서 파악
진단 이력과 보수보강 이력을 검색, 추출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

점검결과 안전관리DB 입력

점검 결과를 최근 구축한 안전관리DB에 일일이 입력하라는 규정상 스마트 센싱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점검 결과를 안전관리DB로
부위별로 상당시간을 들여 개별 입력
연계 전송

수리수문 정보

별도의 시스템에서 댐 운영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서 작성, 댐 관리
HDAPS 데이터등을 직관적으로 호출하여 유지관리 플랫폼에서 활용
등에 활용

<표 4> 「3D CPS 모델 구축」분야 As-Is/To-Be 분석
정보구분
댐 시설
토목 도면

As-Is
댐 시설 파악을 위해 2차원 도면과 보고서 등을 장시간 학습

To-Be
전반적 댐 시설 파악을 위해 디지털 트윈과 CPS 모델을 활용

댐 도면 정보 파악을 위해 2차원 청사진 종이도면집을 찾아 업무에 3D CPS에 구현된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 도면을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
활용
3D CPS에 탑재된 분할 공간정보 상 외관조사망도 디지털 자료를
활용

외관조사망도

안전 점검ㆍ진단시 외관조사를 위해 종이로 출력된 조사망도를 활용

댐 선형조사

현재 축조된 댐의 사면 굴곡도, 물갓선 등을 조사하기 위해 종이도면과 3D CPS 상에서 3차원 도면과 As-built 디지털 모델을 비교하여
실제 측량을 통한 비교
선형 분석

기초지반
내부 갤러리

댐이 축조될 당시 기초지반의 특성등 파악을 위해 문서고에서
3D CPS의 시각화된 모델에서 기초지반 정보 획득
공사지 등을 학습
시설관리를 위해 내부 갤러리의 위치와 구조를 반복 학습

3D CPS 상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내부 갤러리 구조
파악

<표 5> 「유지관리 통합 플랫폼」분야 As-Is/To-Be 분석
정보구분

As-Is

To-Be

일상점검

유지관리 통합플랫폼에서 계측 안전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현장
일간, 주간, 월간, 분기별 일상점검 시 계측자료(실내), 현장점검
점검 시 각종 점검 툴의 도움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지능화된 체크리
(실외)을 시행하여 주관적으로 댐 안전 체크리스트 이상유무를 기입
스트 이상유무 클릭

육안조사

주간ㆍ월간ㆍ분기 일상점검 및 정기ㆍ정밀안전점검 등 현장점검 시 현장점검을 위해 드론 및 수중 ROV를 활용, 신속하게 접근 제약
댐마루 중심으로 시설물 점검
지역을 포함하여 입체적, 포괄적으로 점검을 수행

변형 모니터링
야간점검
인장균열 및 누수 점검
콘크리트 균열 매핑

고정 점단위 광파기 계측에 의한 오차가 큰 변형 모니터링

드론 매핑 및 영상분석 기술(Photogrammetry)을 활용한 3차원적
변형 모니터링

랜턴 등을 가지고 제한적 현장점검

드론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점검 및 영상정보 활용

직접 현장을 보고 육안조사에 국한한 결과 보고

드론 광학/열화상 분석에 의한 공학적, 입체적 조사

종이야장(외관 조사망도)을 갖고 안전장구를 이용, 2인 1조로 직접
고정밀 드론 매핑 및 콘크리트 균열 자동 검출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
균열부위를 파악하여 종이야장에 스케치, 사무실 복귀 후 AutoCad에
균열 공간정보화 및 수량 파악 반자동화
수동 매핑, 수량 산출 Excel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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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ㆍ플랫폼 분야로 구성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202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 후, 단ㆍ중기 기술개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스마트센싱ㆍ초연

배분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 즉시도입이 가능한

결ㆍ초지능ㆍ3D-CPS 분야로 구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단ㆍ중기 적용기술을 목표년도 안에 도입하고 이후에는

유지관리 항목별로 구분하는 방안으로서 필댐과 콘크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산학연계기술을 배치하도록

트댐(보)로 구분하고 침투/변위/침하/균열/누수 등 점검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3].

항목별 분야로 구분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 중 세 번째 유지관리 항목별 구분방안은 항목이 상
당히 많고 같은 항목이라도 필댐과 콘크리트댐(보)의 성

3. 물인프라 안전진단/유지관리 서비스 플랫폼 로드
맵(안)

격이 달라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점추진

가. (중점분야 #1) 스마트센싱 기반 물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분야 분류체계보다는 세부과제의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

중점분야 #1 「스마트센싱 기반 물인프라 모니터링 기

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로드맵 수립에서

술」 분야는 4개의 요소기술과 1개의 고도화 기술로 이루

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로 중점추진 분야를 구성하

어져 있다. 첫 번째 요소기술은 「원격센서를 탑재한 무인

되 플랫폼 분야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

이동체 기반 물인프라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이다. 이는

며, 스마트센싱/초지능/초융합/통합플랫폼으로 중점추

댐관리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술분

진 분야를 설정하였다. 중점추진 분야별 방향과 목적은

야로서 플랫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간단한

<표 6~9>에 정리된 바와 같다. 중점추진 분야별 단계는

구조에 비해 면적이 매우 큰 댐 시설물 특성상 비용 및

<표 6> (중점분야 #1) 추진방향/기술의 정의/기대효과

<표 8> (중점분야 #3) 추진방향/기술의 정의/기대효과

중점분야 #1. 스마트센싱 기반 물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추진방향

ㆍ인력위주 점검항목의 무인화를 위한‘스마트 모니터링’ 구현

기술의 정의

ㆍ물인프라 구조물의 점검항목 중 위험성이 높고 장시간의 자원
투입이 이루어지는 인력위주의 점검기술을 무인화 할 수 있는
스마트센싱 기반의 모니터링 기술의 도입/개발

기대효과

ㆍ물인프라 구조물의 점검항목 중 위험성이 높고 장시간의 자원
투입이 이루어지는 인력위주의 점검기술을 무인화 할 수 있는
스마트센싱 기반의 모니터링 기술의 도입/개발

<표 7> (중점분야 #2) 추진방향/기술의 정의/기대효과
중점분야 #2. 초연결 Big Data 기반 AI 분석기술

중점분야 #3. 초융합 CPS 기반 물인프라 유지관리 통합기술
추진방향

ㆍ안전진단 분야 3D 진단기술 확보를 위한 ‘초융합 3D 시각화’
관련 중점분야 설정

기술의 정의

ㆍ단순 계측 현황 모니터링에서 확장된 3D CPS(Cyber
Physical System)을 구축하여 모니터링과 분석이 양방향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디지털트윈 체계 제공

기대효과

ㆍ실내/현장/원격지 등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각화
체계 구성 가능

<표 9> (중점분야 #4) 추진방향/기술의 정의/기대효과
중점분야 #4. 물인프라 안전진단/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기술

추진방향

ㆍ구조물 안전진단의 AI 기술 도입을 위한 ‘Big Data / AI 분
석’ 구현

추진방향

ㆍ효율적 안전진단/유지관리를 위한‘통합플랫폼’관련 중점
분야 설정

기술의 정의

ㆍ기존 물리모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AI 분석기술 도입 및
초연결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Data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진단 및 평가기술 개발

기술의 정의

ㆍ스마트 모니터링, Big Data/AI 분석, 3D 시각화 기술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인프라 스마트 안전
관리 통합 플랫폼

기대효과

ㆍ계측기기 및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고도화된 안전진단/
점검/유지관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지관리 관련 Big
Data의 효과적 분석 및 활용이 가능

기대효과

ㆍ각각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하나의 플랫폼
에서 컨트롤하고 안전진단/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통합 플랫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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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목표
중점추진분야

단기(S)

중기(M)

장기

(상용화된 기술의 현업화, ~2023)

(원천기술개발, ~2025)

(융합 및 고도화, 2025~)

-물
 인프라 안전진단을 위한 진단항목별
센서 및 무인이동체 최적운영기술 개발

- AI기반 물인프라 자율 모니터링 및 진단
체계 개발

AI 분석기술
(초지능 기술분야)

- 전자/비전자정보(도면, 건설, 물성, 계측)
표준화/DB 구축
- 주요 계측 데이터기반의 경험적 상관
모형 개발(침투수량, 수두, 변형 등)

-물
 인프라 안전진단을 위한 진단항목별
센서 및 무인이동체 최적운영기술 개발

-초
 연결 AI/Big data 기반 물인프라
중장기 거동예측기술 개발

3

초융합 CPS 기반
물인프라 유지관리 통합기술
(초융합 기술분야)

- 물인프라 3차원 맵핑 및 디지털모형
구축기술 도입
- 물인프라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BIM
프로토콜 개발

- 유지관리분야 개방형 3D DB 구축 및
AR/VR/MR 시각화 정보제공 기술 개발
-기
 존 물인프라 구조물의 유지관리 3D
BIM & CPS 구축

- 초연결/초지능기반의 물인프라 유지관리
CPS 및 개방형 통합플랫폼 고도화

4

물인프라 안전진단/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기술
(통합플랫폼 기술분야)

- 구조물 유지관리 통합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물인프라 시설물 3D 통합 유지/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 재난시 시설물 안전관리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
- 디지털트윈 기반 물인프라 안전 및 유지
관리 스마트 통합플랫폼 구축

-물
 인프라 안전/유지관리 AI기반 스마트
통합플랫폼 고도화

1

스마트센싱 기반
물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스마트센서 장비분야)

2 초연결 Big Data 기반

-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광학영상기반
물인프라 점검기술 도입
* 무인이동체: Drone, Robot, 수중 ROV 등

[그림 3] 중점추진 분야별ㆍ단계별 목표

시간 소요가 매우 컸던 외관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

후 기술의 효용성이 검증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를 도

용한 외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드론을 활용한 물인프

입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공위성의 단점

라 구조물 안전점검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지

인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만, 물인프라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한 항목별 점검 체계

Ground based SAR 시스템이, 인공위성 SAR 영상 분석

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진단 항목

기술과 더불어 방재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위

별 최적 무인 이동체 및 첨단센서(광학, LiDAR, 열화상,

성/항공기 또는 Ground-based SAR 자료를 이용하여

초분광 등)를 선정하여 항목별 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

자동화된 지반변형 정밀 관측 및 변화 추척 기술을 개발

다. 각 점검 항목 부위별 선정된 첨단 센서를 사용하여

할 예정인데, 지상고정형인 Ground-based SAR 자료

외관점검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확하고 객관적

와 달리 이동성 확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InSAR 관측

인 구조물 안전진단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및 자료처리/분석 기술을 병행 개발한다.

두 번째 요소기술은 「SAR 시스템을 이용한 댐체 및

세 번째 요소기술은 「UUV를 활용한 물인프라 수중부

주변사면의 지반변형 정밀계측 및 변화추적 기술」이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다. 대부분의 물인프라 구조물의

다. 댐체 변위의 안정적이고 정밀한 계측을 위한 InSAR

모니터링은 외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에 반해, 물인

(Interferometric Systhetic Aperture Radar; 간섭계

프라 구조물의 특성상 수중에 잠긴 영역도 대상이 될 수

방식의 합성개구레이다) 기술이 개발되어 유럽(노르웨

밖에 없다. 수중은 육상부와 다르게 물에 의한 광학적,

이,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중국 등에서 적용된

음향학적 특성이 상이하여 기존의 기술을 접목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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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분야 #1

●●●

스마트센싱 기반 물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스마트센서 장비분야)

우선순위

개발기간

요소기술명

'20

1

원격 센서를 탑재한 무인이동체기반 물인프라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

2

SAR 시스템을 이용한 댐체 및 주변사면의 지반변형정 밀계측 및 변화추적기술

3

UUV를 활용한 물인프라 수중부모니터링 기술

4

능동형 스마트 센싱기반의 자율 사물 모니터링 및 안전상태평가기술 개발

5

(고도화) 수중 구조물 점검 및 보수/보강을 위한 유지관리용 수중 로봇 개발

As-Is

'21

'22

'23

'24

'25~

To-Be

ㆍ(육안조사) 주간,월간,분기 일상점검 및 정기·정밀안전점검 등 현장점검 시
댐마루 중심으로 시설물 점검
ㆍ(장기변형) 제한된 변형/변위 센서를 이용한 현장 계측 자료를 통한 점검
ㆍ(수중부 조사) 수중조사를 위해 잠수사가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인명사고
위험성이 존재하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됨
ㆍ(계측 분석) 경시변화 등 계측 분석이 시스템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움

ㆍ(육안조사) 현장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 신속하게 접근 제약지역을 포함하여
입체적, 포괄적으로 점검을 수행
ㆍ(장기변형) SAR 센서를 이용한 댐체 및 주변 사면의상시 변형/변위 모니터링 수행
ㆍ(수중부 조사) 주기적, 전수 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객관화된 수중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
ㆍ(계측 분석) 3차원 디지털 트윈 모델과 계측 data의 직관적 경시변화 분석 결과
제공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

[그림 4] 요소기술별 개발기간 및 As-Is/To-Be (중점분야 #1)

상당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에 부족한 수중 외관 조사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시설물의 실시간 거동

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수중 ROV(Remotely

및 장래 안전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시설물 관리기술 개

Operated Vehicle)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점검이 이루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물에 센싱-통신환경에 따라

어진다면 정밀 3D스캔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유

스스로 판단하는 능동형 ICT기술을 개발하며, 이와 병

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주기적, 전수 조사가 가능할 뿐만

행하여 센서 측정결과가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즉시 활

아니라 디지털화/객관화된 수중 모니터링 정보에 대한

용되어 시설물의 안전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물의

수집도 가능해진다. 또한 모자이킹 기술을 바탕으로 수

피해발생 이전에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ㆍ평가기

중부 상태에 대한 입체적인 가시화가 가능해진다. ROV

술을 개발한다.

및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를 활용
하게 되면 장대 도수터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중점분야 #1에 대한 요소기술별 개발기간과 미래상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도 가능해진다.
네 번째 요소기술은 「능동형 스마트 센싱 기반의 자율

나. (중점분야 #2) 초연결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기술

사물 모니터링 및 안전상태 평가기술 개발」이다. IoT기

중점분야 #2 「초연결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기술」 분

반의 ICT(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시설물 목적에 적

야도 4개의 요소기술과 1개의 고도화 기술로 이루어

합한 스마트센싱 기술을 개발하고, 물인프라 시설의 위

져 있다. 첫 번째 요소기술은 「AI/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험요인(누수,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활용한 물인프라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예측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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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프라 구조물에 대해 광학센서나 IoT 센서를 통해

기반 노후도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AI/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시

세 번째 요소기술은 「AI/빅데이터 분석기법과 다차원

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융합영상을 활용한 구조물 손상탐지 시스템 개발」이다.

다. IoT센서와 AI영상분석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

드론 영상취득시 결함별 탐지 가능한 센서(광학센서 및

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상태를 평가하

열화상센서 등)를 이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촬영시스템

는 공인된 기술을 개발한다. AI 상관모형을 활용한 물

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촬영영상으로부터 균열, 변

인프라 구조물 상태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비지도 학습

형 등의 결함을 AI를 활용하여 자동검출하고 검출된 결함

(Unsupervised Learning)을 활용한 물인프라 구조물

의 길이, 면적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손상 인식 및 안전상태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네 번째 요소기술은 「스마트센서 및 다차원 원격영상

두 번째 요소기술은 「물인프라 구조물의 복합계측 자

을 활용한 석괴/필댐의 위험도 평가 모형」이다. 초분광/

료를 이용한 노후화 평가」이다. 기존 광학센서와 Lidar,

다분광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

초분광, 열화상 센서 등을 탑재한 무인기를 이용하여 구

하여 원격으로 필댐 혹은 석괴댐의 안전성 평가를 목적

조물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

으로 한다. 초분광 카메라 측정값 기반의 필댐 상태 지수

한 구조물의 노후도 평가 기술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이

(Index)를 도출하고, 열화상 카메라의 이상대 감지를 위

다. 물인프라 구조물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시간이력에

한 최적 촬영 및 분석 기법을 개발한다. 아울러 리모트 센

따른 열화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개발 및 빅데이터

싱을 기반으로 감지해낸 필댐의 이상대의 위치 표기를

중점분야 #2

초연결 Big Data 기반 AI 분석기술 (초지능 기술분야)

우선순위

개발기간

요소기술명

'20

1

스마트센서와 AI/Big Data 분석기법을 활용한 물인프라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예측 기술

2

물인프라 구조물의 복합 계측자료를 이용한 노후화 평가

3

AI/Big Data 분석기법과 다차원 융합영상을활용한 구조물 손상탐지 시스템 개발

4

스마트센서 및 다차원 원격영상을 활용한 석괴/필댐의 위험도 평가 모형

5

(고도화) AI/Big Data 분석기법을 활용한 지진/홍수 대비 물인프라 안전성 예측 기술

As-Is

'21

'22

'23

'24

'25~

To-Be

ㆍ(육안조사) 현장에서 시설물 결함정보를 수표기하여, 종이서류 기반 종이야장
(외관 조사망도) 작성
ㆍ(육안조사) 구조물에서 발생한 열화 현상에 대하여 작업자가 육안으로 관찰하고
노후도를 평가
ㆍ(손상탐지) 종이야장(외관 조사망도)을 갖고 안전장구를 이용, 2인 1조로 직접
균열부위를 파악하여 종이야장에 스케치, 사무실 복귀 후 AutoCad에 수동 매핑,
수량 산출 Excel 작업

ㆍ(육안조사) IoT 센서와 AI 영상분석을 통해 수집 및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인된 상태평가를 자동으로 수행
ㆍ(육안조사) 비접촉식 복합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열화 현상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손상정도를 자동적으로 평가함
ㆍ(손상탐지) 고정밀 3차원 매핑 및 콘크리트 균열 자동 검출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 균열 공간정보화 및 수량 파악 반자동화

[그림 5] 요소기술별 개발기간 및 As-Is/To-Be (중점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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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3차원 매핑 기술을 개발한다.

●●●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중점분야 #2에 대한 요소기술별 개발기간과 미래상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요소기술은 「비전자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트
윈 기반의 표준 라이브러리 개발」이다. 물인프라 시설물
디지털 트윈 정보 표준화를 위하여 시설물 분야별 BIM

다. <중점분야 #3> 초융합 CPS 기반 물인프라 유지관리
통합기술

표준안을 마련하여 3차원 표준객체 라이브러리를 개발
하고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기반 표준데이

중점분야 #3 「초융합 CPS 기반 물인프라 유지관리 통

터 포맷으로 변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

합기술」 분야는 3개의 요소기술과 2개의 고도화기술로

다. 물인프라 구조물의 BIM 표준안을 통하여 주요 구조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요소기술은 「대형 구조물의 디지

물 외에 지형 모델링, 각종 부대공까지도 CPS를 활용한

털 트윈 구축을 위한 3D 모델링 기술」이다. 균열, 침하,

디지털 트윈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다.

변형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고해상도 사진기반 3D

세 번째 요소기술은 「물인프라 구조물 3D 모델링 기

모델링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형 구조물의 3D 모

반 디지털트윈 구축기술」이다. 이는 물인프라 구조물의

델링 및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생

메타(형상)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디지털 트

성된 3D 모델을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즉각적으로 활

윈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생성된 3D 모델요소

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에서 관련 기능과 정보를 표

의 이상 유무 및 사용상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과

출/조회/확인하는 유기적 연동을 구현하고, 아카이브된

디지털 보고(reporting) 체계를 수립하고, 정기ㆍ정밀 검

3D 모델링 자료를 관리시스템에서 유연하게 작동되도록

사에서 기록된 3D 모델링 자료를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중점분야 #3

초융합 CPS 기반 물인프라 유지관리 통합기술 (초지능 기술분야)

우선순위

개발기간

요소기술명

'20

1

대형 구조물의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3D 모델링 기술

2

비전자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표준 라이브러리 개발

3

물인프라 구조물 3D 모델링 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기술

4

(고도화) 유지관리 분야 3D DB 기반의 개방형 웹서비스를 활용한 AR/VR/MR 시각화 기술

5

(고도화) 물리적 수치모델 연계 CPS 구축

As-Is

'21

'22

'23

'24

'25~

To-Be

ㆍ(댐 시설) 댐 시설 파악을 위해 2차원 도면과 보고서 등을 장시간 학습

ㆍ(댐 시설) 전반적 댐 시설 파악을 위해 디지털 트윈기반 3차원 모델 활용

ㆍ(토목 도면) 도면 정보 파악을 위해 2차원 청사진 종이도면집을 찾아 업무에
활용

ㆍ(토목 도면) 기술로드맵에 구현된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 도면을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

ㆍ(댐 선형조사) 현재 축조된 댐의 사면 굴곡도, 물갓선 등을 조사하기 위해 종이
도면과 실제 측량을 통한 비교

ㆍ(댐 선형조사) 디지털 트윈 모델에서 3차원 도면과 현장조사 기반 디지털 모델을
비교하여 선형 분석

[그림 6] 요소기술별 개발기간 및 As-Is/To-Be (중점분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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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를 구축하여 긴급 상황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

정보를 바탕으로 4D를 구성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

발한다. 중점분야 #3에 대한 요소기술별 개발기간과 미

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물인프라 구조물

래상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시화를 위한 3D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에는 물인프라
구조물 관리(추가, 삭제, 갱신) 및 스마트 센싱 기반 모니

라. <중점분야 #4> 물인프라 안전진단/유지관리 통합플랫
폼 구축 기술

터링 기능 개발, 무인이동체 계측 정보 관리 및 가시화
기술 개발, 물인프라 구조물 3차원 렌더링 표준 포맷 개

중점분야 #4 「물인프라 안전진단/유지관리 통합플랫

발, 3D 표준 모델(IFC, OBJ, 3DS 등2))의 3차원 렌더링

폼 구축 기술」분야는 2개의 요소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포맷 변환 기술 개발, 초 대용량/고정밀 물인프라 구조

첫 번째 요소기술은 「디지털 트윈 기반 물인프라 안전 및

물의 초고속 가시화를 위한 경량화 처리 기술 개발, AR/

유지관리 스마트 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이는 효과적

VR/MR 기술을 이용한 구조물 안전정보 가시화 기술 개

인 물인프라 구조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빅데이터 및 AI

발 등의 세부요소기술이 포함된다.

를 활용한 재난재해의 구조물 안전예측 및 예ㆍ경보 발

두 번째 요소기술은 「스마트 통합플랫폼 탑재 모듈

령 기술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구

(모니터링, CPS, 예경보) 구축」이다. 이는 물인프라 구

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단순히 물체의 외관에 대한 디지

조물의 현황, 보수/보강 등 효율적 유지관리를 중앙에서

털 복제 뿐 아니라 IoT, AI와 결합하여 센서들로 수집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모듈 개발이

중점분야 #4

물인프라 유지/안전 관리 통합플랫폼 구축기술 (통합플랫폼 기술분야)

우선순위

개발기간

요소기술명

1

디지털트윈 기반 물인프라 안전/유지관리 스마트 통합플랫폼 구축

2

스마트 통합플랫폼 탑재모듈(모니터링, CPS, 예경보) 구축

'20

'21

'22

'23

'24

'25~

As-Is

To-Be

ㆍ(점검 결과 ERP-WFM 입력) 점검 결과를 ERP-WFM에 일일이 입력하라는
요청에 부위별로 상당시간을 들여 개별 입력

ㆍ(점검 결과 ERP-WFM 입력) 통합플랫폼 상에서 생성된 점검 결과를 ERPWFM으로 연계 전송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조치

ㆍ(수리수문 정보) 별도의 시스템에서 댐 운영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서 작성, 댐
관리 등에 활용

ㆍ(수리수문 정보) 통합플랫폼에 직접 연계된 HDAPS 데이터 등을 직관적으로
호출하여 정보 활용

ㆍ(보고서 작성) 계측 분석 보고서 작성 시 토목직 직원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계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화면 캡처 등을 이용하여 자의적인 보고서 작성

ㆍ(보고서 작성) 주요 계측 항목의 자동 요약 보고서 작성 및 출력 기능으로 편리
하게 브리핑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일처리 방법이나 구조를 혁신, 여러 단위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원 및 정보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통칭
WFM (Water Facility Management) : 시설물관리시스템
HDAPS(Hydrological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System) : 실시간수문정보시스템

[그림 7] 요소기술별 개발기간 및 As-Is/To-Be (중점분야 #4)

2) 무료 3D 뷰어의 예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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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이다. 국제 표준화된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며,
3D 뿐만 아니라 시간정보 및 변화정보 등을 기록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술 발전에 대비한 유연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므로 관련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
록 플랫폼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함께 구현하게 된다.
중점분야 #4에 대한 요소기술별 개발기간과 미래상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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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한 스펙을 갖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AI 및 3D 모델링 기술이
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개발
기관에서 완성도 높은 범용의 AI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
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시제품 제작은 충분히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 고도화 기술개발을 병행하고, 개발
과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면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물인프라 관리 서비스 플
랫폼 구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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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물관리 현황과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이화익*

Ⅰ. 머리말
Ⅱ. 북한의 물관리 현황
Ⅲ. 북한의 물관리 문제점
Ⅳ. 구 공산권의 물관리 사례 및 시사점
Ⅴ. 남북한 물관리 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Ⅵ. 맺는말

요약
발전용수, 농업용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북한의 물이용 체계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1980년 이
후 경제난으로 북한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식수의 보장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 복지를 누리고,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통해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수재해를 극복하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물 분야는 대북제재 하에서도 화해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몇 안 되는 협력 분야이며, 국제적으로도 인도적ㆍ호혜적 대북
지원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물관리 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Ⅰ. 머리말

심각한 수준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만이
북한 주민들에게 홍수와 가뭄, 오염된 물 걱정이 없는 안

남북한은 75년간 분단되어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각

전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발전하고 변화하며 살아오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남북한 물관리 협력에 대한

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연구성과와 남북한 전문가 만남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

어 있는 식수공급 등 기본적인 물인프라에 있어서도 남

대로 북한의 물관리 실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북한 수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북한

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물관리 협력을 위한

의 낙후된 물관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K-water 전북지역협력단 단장, lhi000@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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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의 물관리 현황

국토건설 총 계획, 주요지구 국토건설 총 계획(원산갈마
관광지구, 라선경제특구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국

1. 북한의 물 관련 정책 및 법, 조직 현황
가. 물 관련 정책

토건설 총 계획은 국토환경보호성에서 총괄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

1) 국토관리정책

북한에서 물이용의 우선순위는 에너지(수력), 농업용

북한은 국토관리사업(남한의 ‘국토개발’과 유사)을 통

수(관개용수), 생활용수 순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해 자연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ㆍ이용이 필요하다고

서와 같이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한 중장기계획

강조하고 있다1). 유리한 자연조건은 합리적으로 이용하

은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불리한 자연조건은 유리하게 개조하며, 자연재해는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2) 수력발전 우선의 물이용 정책

북한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북한은 전력공급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수력발전 증대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전국 국토건설 총 계획(50년 계획), 지자체(도, 시ㆍ군)

따라서 수력발전은 수령과 당의 교시 및 지시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①물
 의 다목적 활용 :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때 홍수,

계획
작성

심의
·
승인

실태 조사

ㆍ국토환경보호성

계획 작성

ㆍ국토환경보호성과 관계기관 협의하에 작성

계획 제출

ㆍ전국 단위 대상 및 중요 대상 : → 내각
ㆍ지자체 단위 대상 : → 지자체 인민위원회(南도시군청)

심의 및 승인
(승인시)
계획 전달

ㆍ최고인민회의(南국회) : 전국 단위 및 주요대상
ㆍ지자체 인민회의 또는 인민위원회 : 지자체 단위 대상
ㆍ국토환경보호성 → 계획기관ㆍ감독기관ㆍ기관ㆍ
기업소 등

실행계획 작성

ㆍ대상과제를 맡은 각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

실행계획 제출

ㆍ각 기관ㆍ기업소 → 국토환경보호성

실행계획 승인

ㆍ국토환경보호성에서 승인(국토개발승인서 발급)

실행

가뭄 관리와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용수공급 그리
고 수상, 양어장 조성에 이르기까지 물을 종합적으
로 이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②기
 존시설의 최대 활용 :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후 기
존 수력발전소(수풍ㆍ장강ㆍ부전강ㆍ허천강발전소
등)를 최대한 복구하고 정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③대
 규모 및 중소규모 수력발전소의 병진건설2) : 신
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관련법인 「전력법」(1995)
및 「중소형발전소법」(2007)을 제정해 법적으로 수

실행

ㆍ각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에서 실행

출처 : 북한 「국토계획법」 (2004년 제정)

[그림 1] 국토계획의 작성ㆍ승인ㆍ실행 과정

력을 주요 전력공급원으로 정하고 수력발전소 건
설을 독려하고 있다3).

1) 북한, 1990, 조선지리전서 “로동당시대의 대자연개조”, 교육도서출판사
2) 동시 건설을 뜻함
3) 북한 「전력법」 제3조(전력시설건설원칙)
전력시설건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에네르기 자원에 의거하는 발전
소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 발전소와 중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병진시키며 여기에 송배전 시설건설을 따라 세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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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력생산을 늘리기 위해 발전소들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특히 태천발전소, 예성강발전소, 단천

●●●

공업용수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다목적 물관리를 지
향하고 있다.

발전소 등 유역변경식 발전소를 주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해 별도의 댐 건

1990년대에 전력난이 심해져 양수장 가동이 어려워

설없이 취수탑이나 수로를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자, 북한은 낙차를 이용한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를 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수력발

축하였다. 2002년 처음으로 완공된 개천-태성호 자연흐

전량은 128억kWh로, 전체 전력생산량(249억kWh)의

름식 물길(관개수로)은 길이만 약 150km에 달하며, 대

51.4%를 차지하고 있다.

동강의 물을 평안남도와 평양시, 남포시의 논밭에 공급
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황해남도 물길건설도

3)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농업생산량 증대 정책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농업관개체계 구축을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
이며 국가와 사회의 항구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백년대

4) 수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정책

계 사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1976년 북한은 농업용수사업, 토지정리개량, 다락밭

이에 따라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관계시설 공사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
한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수립하
고 있다.

건설, 간척지 개발과 함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사
업을 ‘자연개조 5대 과제(1976)’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수재해
가 빈번했던 1995년에는 환경전문담당부처인 지금의
‘국토환경보호성’을 신설하였다.

① 농업용 수원의 확보

또한 1996년 10월에는 ‘국토관리총사업기간’을 설정

지표수뿐 아니라 지하수와 우물, 하수까지 체계적으

하고, 나무심기와 하천정비, 제방건설, 하천준설 등 치수

로 활용하여, 수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사업을 전국 단위로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화재와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성사진 분석

②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

능력 향상, 산림자원 데이터 베이스화 등 정보화를 위해

고리형 관개체계를 통해 여러 논밭에 순환적으로 물

서도 노력하고 있다.

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경
작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조밀한 관개체계 망을 형

5) 최근 정책

성하도록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
서 경제 전반의 활성화 총력전을 강조하였고, 대규모 수

③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

력발전소,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운영 정상화, 강하천 정

수력발전소 건설 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건설

리, 황해남도 물길2단계 공사 추진 등 여러 물 환경 분야

공사와 연계하도록 하고, 농업용 저수지에서 생활ㆍ

과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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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년사에서도 자립경제를 강조하며, 단천발

기상수문국,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농업성, 국책연구기

전소와 어랑천발전소 건설을 다시금 강조하였고, 조력

관인 국가과학원 산하 상하수도연구소, 수리공학연구소

발전소 추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등 물 관련 연구기관들이 있다.

한편 경제전반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발전에

북한의 물교육 기관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대학들

대한 투자를 증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에 물 관련 학과나 학부가 있는 남한과는 달리 물 전문

대북제재와 경직된 중앙집권적 경제체계의 특성으로 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북한대학은 별로 찾아볼 수 없

기간에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1953년 개교한 평양건축종합대학에는 도시경영대
학, 국토환경대학 등 물 관련 단과대학과 학과가 개설

나. 물 관련 법규체계

되어 있는데, 북한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상하수도

북한의 물 관련 법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되었

학과를 가지고 있다. 지방에는 2년제 단과대학인 건

는데, 환경 분야 최초의 법인 「환경보호법」(1986)을 근

설전문학교나 도시경영 단과대학들에서 상하수도 운

간으로, 「물자원법」(1997), 「하천법」(2002) 등이 제정되

영관리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에는 기

었다.

상수문을, 함흥수리대학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학과

북한의 법은 남한과 비교하여 볼 때 법률상의 기본원

들이 있다.

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며, 세부적인 측면에는 큰 차
이를 가지고 있다.

<표 2> 남북한 시기별 물 관련 주요 법 제정 현황
시기

북한

1960년대

-

다. 물 관련 조직 현황
북한에서도 국가적으로 수자원의 조사, 개발, 보호, 이
용,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중앙 행정기구 중심의 정

1980년대 ㆍ환경보호법(1986)

부조직이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총괄적인 수자원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내각 부처
는 국토환경보호성이며, 지방에서는 각 도의 국토환경
보호관리국에서 담당한다.
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내
각부처는 전력담당인 전력공업성이며, 중소규모 수력발
전소는 지자체에서 건설ㆍ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상하수도는 도시경영성이 담당하며, 지자체에는 도인
민위원회 산하 도시경영국, 시ㆍ군인민위원회 산하 도
시경영부가 담당한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기상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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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시경영법(1992)
ㆍ물자원법(1997)
1990년대 ㆍ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98)
ㆍ공중위생법(1998)

남한
ㆍ하천법(1961)
ㆍ수도법(1961)
ㆍ하수도법(1966)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1990)
ㆍ자연환경보존법(1991)
ㆍ상수원관리규칙(1992)
ㆍ지하수법(1993)
ㆍ먹는물관리법(1995)
ㆍ소하천정비법(1995)
ㆍ습지보존법(1999)
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

ㆍ하천법(2002)
ㆍ수로법(2004)
ㆍ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
ㆍ환경영향평가법(2005)
2000년대
ㆍ대동강오염방지법(2005) ㆍ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08)
ㆍ상수도법(2009)
ㆍ하수도법(2009)
출처 : K-water, 통일한국 대비 북한지역 물관리 정책 수립 지원 연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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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도
기관

국무위원장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중앙
정부
기관

전력공업성

국가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

농업성

사법, 검찰기관

국가자원개발성

국가건설감독성

지방
행정
기관

기상수문국

저수지 및
수자원 저장시설

지하수
조사ㆍ개발

건설
관리감독

수자원관리소

관개
관리소

도시경영사업소

하천
관리소

건설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각도
농촌
경리
위원회

기상수문연구소

각도
국토
환경
관리국

도시경영과학연구소

환경연구소

수리공학연구소

상하수도연구소

평양전력설계사업소

인
프
라

도, 인민위원회

도시경영성

수자원

말단
수행
기관

●●●

상하수도

출처 : K-water, 북한 수자원 관리체계 및 이용실태 조사(2016), 수정본

[그림 2] 북한 물 관련 행정체계

2. 북한의 물 이용 현황

190억㎥이 더 적었지만 인구도 적기 때문에 1인당 이

가. 북한의 수자원 현황

용가능 수자원량은 남한에 비해 833㎥가 많은 것으로

1) 수자원 부존량

나타났다.

30년(1984∼2013년) 동일기간 북한의 연평균 강수량
은 1,041㎜, 남한은 1,312㎜로 북한이 상대적으로 남한

2) 댐 현황

보다 적지만4), 인구 차이로 1인당 연 강수량은 남한의 2

국제대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북한(1988년 가

배 가까이 된다.
2011년 기준으로 북한은 248개소의 강수량관측소를

입)의 댐은 총 72개(콘크리트댐 26개, 필댐 46개)이며,
3분의 2 이상이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댐이다.

운영(남한은 2017년 현재 605개소 운영)5) 중이나 27개

이 중 저수용량 10억㎥ 이상 되는 대규모 댐은 5개소

소의 자료에 대해서만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 국

(수풍댐 147억㎥, 운봉댐 39억㎥, 송원댐 32억㎥, 서해

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유량관측소는 141개소를 운

갑문 29.1억㎥, 매평댐 29억㎥)로 남한(소양강댐 29억

영 중이나 외부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

㎥, 충주댐 27.5억㎥, 대청댐 14.9억㎥)보다 저수용량이

2013년 기준으로 북한의 수자원총량은 남한보다 42
억㎥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가능한 수자원량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북한 내 저수용량 1,000만㎥

4) 국토교통부, 통계로 보는 한국의 수자원(2013)
5) 환경부, 물과 미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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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직까지 설비 보완 중인 이천군민발전소 등을 예로
수자원총량
[南] 1,323 (100%)
[北] 1,281(100%)

(단위 : 억㎥ / 년)

손실량
[南] 563 (43%)
[北] 711 (56%)

이용 가용한 수자원원량
[南] 760 (57%) / 1,488*
[北] 570 (44%) / 2,321*

들 수 있다.

3) 농
 업용 저수지 현황6)
1990년 현재 저수용량이 30,000㎥ 이상 되는 농업용
저수지는 789개소로 총 저수용량은 29.5억㎥이며 이들

홍수시 유출
[南] 548 (41%)
[北] 432 (33%)

평상시 유출
[南] 212 (16%)
[北] 138 (11%)

저수지에 의해 관개되는 면적은 약 41만 정보이다. 주
* :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 / 년)

출처 : K-water

[그림 3] 남북한 수자원 부존량 비교

요 관개지역은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4개 도내 493
개소이며, 이는 북한 전체 농업용 저수지의 80%로 나
타났다.

이상 대댐은 100여개가 넘으며, 전력생산 증가를 위한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는 1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는 현재도 계속해서 건설

또한 저수용량 1억㎥이 넘는 농업용 저수지도 8개소
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저수용량은 13.6억㎥으로, 전체
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인데 단천수력발전소와 북한강ㆍ임진강 유역에 건설

90년 이후 북한은 농업용수 정책에 있어 대규모 저수

중인 5개의 중소형발전소, 2019년 11월 ‘완공’ 공식화

지보다는 황해남도 물길건설 등 관개수로 건설에 집중

【위치】

【현황】
댐
위치

발전소명

위치

낭림

장진강

강계청년

압록강

용림

압록강

회천수력

송원

압록강

태천수력

온천

두만강

마양

두만강

원봉

두만강

신양

두만강

사초평

압록강

허천강수력

부전강

압록강

부전강수력

장진

압록강

장진강수력

장안

임진강

원산군민수력

구룡

임진강

원산청년수력

임남

북한강

부령수력
3월17일수력

동해북부

금야강

안변청년수력

내평

임진강
북한강

통천수력

동해남부

황강

임진강

예성강발전소

예성강

[그림 4] 북한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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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강

판유리
출처 : K-water

6) 북한, 1990, 조선지리전서 “물자원”, 교육도서출판사

발전소

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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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저수용량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

미치고 있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전수조사 자료9) 및 통계청

분석된다.

의 인구전망 추정치를 토대로, 장래 용수 수요량 및 부
4) 생공용수이용 현황 및 전망

족량을 추정한 결과, 5년 뒤인 2025년의 경우 최대 가

많은 아사자와 극도의 경제난을 겪은 ‘고난의 행군’

뭄 발생 시 12.6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95∼’98) 직전인 1990년 북한의 연간 물 이용량은
<표 3> 북한의 용수이용량 현황

96.6억㎥이며 이 가운데 농업용수가 가장 많은 71.3
억㎥(73%)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공업용수 15.4억

(단위: 억㎥/년)
기준연도

㎥(16%), 생활용수 9.9억㎥(10%) 순으로 나타났다 .
7)

2005년 북한의 연간 물 이용량은 1990년보다 적

1990년

은 86.6억㎥로 조사되었다8). 한편 설비부족, 전기부
족 등 경제난으로 용수이용량은 수요량에 크게 못

수원별

2005년

전체 이용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96.6 (100%) 9.9 (10%) 15.4 (16%) 71.3 (74%)

하천수

58.1(60%)

5.9

12.9

39.3

저수지

21.2(32%)

0.5

-

30.7

지하수

7.3( 8%)

3.5

2.5

1.3

-

86.6 (100%) 9.0 (11%) 11.5 (13%) 66.1 (76%)

【수요량 (단위: 억㎥/년)】

【부족 지역】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143.3

20.1

14.2

109.0

출처 : K-water

[그림 5] 2025년 용수수요 추정량 및 부족 지역

7) UN FAO, 2011, 「Irrigation in Southern and Eastern Asia in figures AQUASTAT Survey 2011」
8)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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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수도 현황

2) 상수도 보급률

1) 북한의 상수도 역사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이

한반도 상수도 개발의 시작은 1903년 2명의 미국

실시한 북한 ‘먹는물 이용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인(H. Collbran과 H.R. Bostwick)이 고종 황제로부

80.1%(2000년), 75.0%(1998년)가 수도관로를 통한 수

터 수도 특허권을 획득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10). 이

돗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1905년 특허권을 영국인들이 설립한 ‘조선수도회사’

북한 내부 및 여러 국제기구 자료에 따른 시기별 상수

에 양도하였고, ‘조선수도회사’는 1908년 뚝도에 한반

도 보급률 변화 및 남북 간 격차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도 최초의 정수장을 건설하였다(건설기간 : 1906.8월 ~

남북 상수도의 보급률 격차는 1998년 16.5%에서

1908.8월, 생산능력 : 12,500㎥/일, 급수인구 : 서울시

2011년 11.7%까지 점차 감소 추세이나, 남북 간 시간적

민 165,000명/일, 당시 인구의 35%)

격차는 2011년 기준으로 22년 가까이 차이나고 있다.

일제가 한반도의 주권을 강점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가 수도업무를 일원화하였다.

최근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
르면, 북한 상수도 보급률은 10년 전 대비 달라진 것이

북한지역에는 1910년 평양에 최초로 상수도 건설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볼 때 남북 간 상수도 보

시작된 이후 원산, 해주, 남포, 청진, 함흥, 신의주 등의

급률 차이는 2020년 현재 약 30년이라는 것을 추정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수도 시설이 구축되었고 점차 중

볼 수 있다.

소 도시로 확대되어, 해방 전까지 34개의 도시에 상수도

또한 북한에서는 구축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도 운

시설이 건설되었다11). 1942년 기준 1일 상수도 공급량

영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들과 북한

은 1일 78,405㎥, 급수호수는 141,740가구이며12), 상수

탈북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1회(2∼3시간) 물이

도 보급률은 약 8%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북한의 연도별 주요도시 상수도 건설 현황

6.25 전쟁 이후 북한은 전후복구와 산업화 정책을 강
조하며, 남한보다 일찍 상수도 개발에 착수하였고, 독
일과 구 소련 등 공산국가들의 무상지원 및 원조를 통
해 1970년대까지 본격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
였다.

구분

도시수

계

34

1910∼1920

5

1921∼1930

4

함흥(1921), 신의주(1921), 평강(1926), 의주(1930)

1931∼1935

8

흥남(1933), 신고산(1933), 개성(1934), 연안(1935),
통천(1935), 선천(1935), 황주(1935), 강계(1935)

1936∼1938

7

혜산(1936), 안주(1936), 단천(1936), 박천(1937),
라진(1937), 중화(1937), 정주(1938)

1939

5

성진, 라남, 회령, 무산, 신포

파악불가

5

사리원, 선천, 벽동, 옹기, 재령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추
가적인 상수도 시설 투자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
고 있으며, 특히 전력난과 정수약품, 설비 부족으로 안정
적인 공급이 어려워지고 단수가 일상이 되었다.

10) 환경부, 2008, 한국 상수도 백년사
11) 조선총독부, 1937, 조선수도통계표
12) 통계청, 2020, 「북한통계」, www.kosis.kr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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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평양(1910), 원산(1916), 해주(1917), 남포(1919),
청진(1920)

출처 : 조선총독부, 조선수도통계표(193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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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북한의 수질현황을 알 수 있는 원수나,

<표 5> 북한의 먹는 물인프라 이용 형태
먹는 물 형태

1998년

●●●

수돗물의 박테리아,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물질에 대

2000년

계

100%

100%

수돗물

75.0%

81.1%

우 물

16.3%

10.7%

펌프지하수

8.2%

6.6%

공공수도

1.2%

1.6%

기 타

0.2%

0.0%

한 분석자료와 수인성 질병에 관련된 자료는 구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수질분석자료가 없는 이유는 열악한 실험실 시설, 시약
과 실험기구의 부족 등의 일차적인 원인도 있지만, 자료
공개에 대한 북한의 폐쇄적 사고방식이 가장 큰 원인이

출처 : 환경부,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2013)

라고 할 수 있다.
공급되는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1주일에 1∼3번
급수는 기본, 심지어 30일 이상 수돗물을 받지 못한 경

Ⅲ. 북한 물관리의 문제점

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물관리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3) 상수도 수질 기준

노후화된 물인프라 시설, 시설물 부실시공, 산림훼손으

2012년 기준 북한의 먹는 물 수질 항목은 33개로

로 인한 홍수피해 등 여러 문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물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 기준과 유사하다. 수질 기준치는 세계보
건기구(WHO)에 제시하는 기준보다 높게 선정되어있다.

① 수단적 관점에서의 물관리 정책

북한에서 원수를 포함한 수질기준 검사는 도시경영성
의 역할을 보조하는 공중보건성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

북한에서 ‘물’은 홍수와 가뭄을 일으켜 자연재해를 가

중보건성 내의 전염병 예방부에서 공급되는 물의 수질

져오는 대상이며 농업생산과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을 검사하고 있으며 각 도의 수질검사소에서 다양한 검

요소로 자연개조 대상인 동시에, 수질오염으로 부터 보호

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해야 할 대상이다. 여기서 ‘보호’는 물이라는 자원 자체에

<표 6> 남북한 시기별 상수도 보급률 변화 추이(1998∼2011)
조사 시점

1988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남한13)(%)

83.3

90.3

90.9

91.5

94.1

96.8

97.4

97.7

97.9

북한(%)

74.2

86.0

53.0

75.0

80.1

85.0

85.6

85.8

86.2

1985년
(76.2%)

1987년
(79.1%)

1988년
(83.3%)

13년

13년

20년

WHO/
UNICEF
(1998)

WHO/
UNICEF
(2002)

북한
인구 센서스
(2009)

북한과 유사한 값을
갖는 남한의 시점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비교 하지 않음

남북한 격차
북한 자료 출처

북한
도시경영성
(1988)

건설관련 장관회의
북한 제시 자료
(2001. 5월)

1989년
(87.0%)
20년

21년

22년

북한 전문가

13) 남한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급수인구를 포함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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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북한의 원수 음료수 수질 기준(2012)
원수
단위

음료수

No.

지표

1

냄새, 맛

없음

없음

없음

2

색도

-

<10

<2

소독만 침전, 려과
하는 경우 및 소독

기준

No.

철

㎎/ℓ

<0.3

<0.5

19

망간

㎎/ℓ

<0.05

<0.3

수은

㎎/ℓ

아연

㎎/ℓ

22

연

23

비소

24
25

탁도

<2

<15

<2

4

pH

6.0-8.5

6.0-8.5

6.0-8.5

21

5

생물학적산소요구량

<2

<3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2

<3

<2

7

부유물

㎎/ℓ

<30

<30

8

암모니아성질소

㎎/ℓ(질소로)

없음

<0.001

없음

9

아질산성질소

㎎/ℓ(질소로)

없음

<0.1

없음

10

질산성질소

㎎/ℓ(질소로)

<5

<5

<5

11

염소이온농도

㎎/ℓ

<30

<30

<30
<8

기준

18

3

6

음료수

단위

20

㎎/ℓ

원수
소독만 침전, 려과
하는 경우 및 소독

지표

<0.0005 <0.0005

<0.3
<0.3
<0.0005

<1.0

<1.0

<1.0

㎎/ℓ

0.03

<0.03

<0.03

㎎/ℓ

<0.01

<0.05

0.05

불화물

㎎/ℓ

<0.7

<0.7

0.7

폐놀

㎎/ℓ

<0.001

<0.001

<0.001

26

규산

㎎/ℓ

>10

<10

27

용존산소

㎎/ℓ

>7.5

>7.5

28

크롬

㎎/ℓ

<0.03

<0.05

9

우라니움

㎎/ℓ

<0.05

<0.05

30

방사능

C/ℓ

<0.05

12

총경도

<8

<8

13

총부유물

㎎/ℓ

<500

<500

31

총박테리아

개ℓ

14

대장균

개/ℓ

<1000

<1000

<3

32

류산염

㎎/ℓ

<30

15

시안

㎎/ℓ

<0.001

<0.001

없음

33

잔여염소

16

유기염소

㎎/ℓ

<0.02

<0.02

<0.025

결합염소

㎎/ℓ

0.4

17

동

㎎/ℓ

<0.1

<0.1

<0.1

자유염소

㎎/ℓ

0.1

2ㆍ10-14q/ℓ

출처 : 북한 내부 문헌

대한 보호라기보다는 사람의 물이용을 보호하는 것을

특히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를 무리하게 건설하여,

뜻한다. 따라서 북한의 물관리 정책은 수자원의 보존이

기존 유역의 체계적인 이수와 치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닌 낭비 없는 물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 물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수자원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당과 수령의 지시사항 등 특

중장기계획의 부재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

정 대상 및 특정 분야를 위해 수자원이 남용되는 결과

이며 외부세계와의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은 어려움을

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전력생산과 농업용수를 위해 물

가중시키고 있다.

을 이용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 타 분야는 이
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자원이 정책의 수단으로 전락

③ 물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하여 수자원 보호에 소홀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구조를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난으로 국토개발이 침체

가지고 있다.

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연되면서, 이전에
만들어진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시행되지 않

② 비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및 중장기계획의 부재

아 상수도 누수율은 50%에 달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북한은 많은 대형댐을 보유하여 저수능력이 남한에

또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제한송전으로 수도시설들의

비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대부분 수력발전용수로 사용

연속가동이 되지 못하고, 시설의 개보수 작업도 거의

되어 다른 목적의 용수공급은 원활하지 못하다.

중단되어, 정수시설과 관망이 노후화되고 부식이 심한

112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북한 물관리 현황과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수자원

●●●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어 가정들에 탁한

⑤ 산림훼손으로 의해 수재해 피해 가중

물이 공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소독이 충분

북한의 홍수, 가뭄 등 물관련 재해는 무분별한 국토개

하지 못하여 설사 등 수인성 질병이 만연한 상황이다.

발과 산림훼손, 인프라 시설의 부족이 커다란 원인이 되

또한, 국제대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72개의 댐

고 있다. 특히 식량난 해소를 위한 경사지의 다락밭 개간

가운데 1923년 준공된 봉래댐 등을 포함하여 14개

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땔감 벌목은 산림을

(19%)의 댐이 1940년 이전에 준공되었으며 1943년 준

황폐화 시키고 산림 고유의 재해 완충 기능을 상실하게

공된 수풍댐을 포함하여 34개(47%)의 댐이 1960년 이

하여 물 재해를 가중 시키고 있다.

전에 준공되어 노후 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화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시설도 1960
년대에 건설된 시설이 많고 전력난으로 인해 제대로 가

Ⅳ. 구 공산권의 물관리 사례 및
시사점

동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1. 독일 사례
④ 시설물의 부실시공

가. 동독의 물관리

북한의 댐, 발전소 등 시설물들은 중장기적인 계획보다

1968년 동독은 환경보존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2

는 수령의 지시와 관심사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장

년간 규정을 상세화, 구체화하여 비로소 환경보호정책
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비부족, 자재난, 전력난 등으로 기계 대신 많은 인력이

그러나 동독의 물관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종종 후순

투입되어 건설되다 보니 시설물의 부실시공이 잦다.

위로 밀렸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지 않았

2015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70일 만에 준

다. 동독은 항상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자원을 재사용

공시킨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준공 10일 만에 댐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자원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이 최근의 예이다.

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이미 하수의 45%는 재사용이

【댐 전경】

【누수 위성사진】

출처 : www.donga.com, 2016.05.12일자

[그림 6]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누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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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 더욱이 서독이 오염문

협력교류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호네케르 서기장은

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경 간 공유하천에 어

1987년 서독을 방문하여 환경협력 협약(환경보호기본

떠한 투자도 진행하지 않았다.

협정) 체결을 통해, 공유하천 관리의 공동대응의 발판

통일 이후 서독은 동독의 수자원 관리체계를 해체하

을 만들었다.

고 서독의 체계에 맞도록 변모시켰다. 특히 구서독 정부

동독의 주요 하천인 엘베강(Elbe), 오데르강(Oder) 등

의 환경 관련법들을 동독지역에도 일괄 적용하였으며,

공유하천의 95%가 동서독 경계를 지나고 있어, 서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동독지역의 시설을 서독 수준으

동독의 하천오염 영향에 노출되어 있었다.

로 개선하였다.

동서독은 1989년 7월 6일 합의를 통해 서독의 재정
부담으로 동독지역에서 엘베강의 오염 경감, 대기오염

나. 동서독 간 물관리 협력
1972년 동서독 간 접경위원회14)가 설치되고, 1973년
‘국경지역에서의 손상 극복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합

경감 등 6개의 환경보호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1989년 베를린 하수처리 및 하천수질오염 방지 관련
합의도 10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

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공유하천의 증축과 정리 그

통일되기 전까지 동서독은 기후, 수자원, 하천 및 대기

리고 그에 관련된 수자원시설 원칙에 관한 서독정부와

오염물질 등 국경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환경 문제에 대

동독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를 통해 공유하

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특히 환경오염 발생 원인에 대

천의 배수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홍수피해 방지의 기반

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 마련되었다. 또 1983년에는 공유하천인 뢰덴강의 수
질개선을 위한 규정도 합의되었다.
1976년에는 먹는 물 관련 설비에 관한 동서독 정부 간

2. 기타 구 공산권 사례
가. 러시아

합의가 있었으며, 1977년에는 베를린 하벨갑문(Havel-

러시아는 중국과 몽골(아무르강), 우크라이나(드네프

Schleuse) 배수로 설치에 관한 협정서명이 이루어졌다.

르강) 등 주변국가와 공유하는 공유하천이 많다. 특히

그러나 산업과 농업을 우선시하며 환경보호를 소홀

구 소련연방이 여러 신생국가로 분리된 후 수자원관리

히 하고, 체제대결 중이던 동독은 서독과의 협력에 적

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였다. 구 소련 분리 후 15

극적이지 않았다. 동서독 간 본격적인 환경협력의 필

년간은 여러 분쟁과 합의가 지속되었으며, 중국과의 협

요성이 제기된 것은 제11차 공산당 전당회의가 열린

정(2008년)을 포함, 상당수의 나라들과 수원지 보호 및

1986년부터였다. 당시 호네케르(Honecker) 동독 공

공동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네무나스강 유

산당 서기장이 순환경제의 필요성과 자원절약 및 기술

역(러시아ㆍ리투아니아ㆍ벨라루스ㆍ유럽연합 간 공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서독과의 환경

동유역) 등 몇몇 지역과 관련된 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14) 접경위원회는 1972년 동서독 간에 체결된 “기본조약” 제3조의 부속의정서 1항을 바탕으로 동서독 정부가 선임한 대표들에 의해 구성
되었다. 주요 임무는 동서독 간에 놓인 국경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었고, 필요한 경우 국경선을 수정ㆍ보완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수
집ㆍ분석하는 일이었다. 그 외 국경과 연관된 수자원, 에너지 공급, 피해 복구 등의 문제도 규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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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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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르면 광업, 섬유산업, 농업, 폐기물산업 등으로

구 소련은 1970년대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물공급

인해 전체강의 70%가 오염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 1988년에는 물재활용비

1990년 체제변환 후 체코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

율도 72%로 증가했다. 문제는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는

해 노력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EU법을 따르게 되고, 수

비효율성이었다. 예를 들어, 1톤의 철강을 생산하는데

자원 관리 지침을 포함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제ㆍ개정하

서독은 50톤의 물이 필요하지만, 구 소련에서는 270톤

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이용, 적절한

의 물이 필요했다.

수질 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러시아는 상당부분 구 소련의 물공급 체계와 기

또한 엘베강 보호를 위해 독일 및 유럽연합과 공동으

술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낙후해지

로 국제위원회(엘베강국제위원회)를 설립하고 하천의

고, 2030년경에는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

수질관리, 홍수위험관리, 사고발생 시 관련 기관들과의

기도 한다.

협력을 도모하는 등 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및 보호에 참
여하고 있다.

나. 체코
체코는 엘베, 몰다우강 등 다른 유럽국가와 공유하는
많은 대하천이 존재한다.

3. 구 공산권 사례의 시사점
구 공산권의 사례는 물관리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대

1960년대 초반 체코는 오직 전체 강의 5%만이 오염
허용치를 넘는다고 발표했으나, 1980년 대 초 발표된

화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동서독간 수자원 협력 관련 성명 및 합의
일자

협 력 명

협력내용

1989.2.22.

국경하천에 대한 수리적 조치에 관한 접경위원회의 각서

- 동독은 국경하천에 대한 합의에 의해 1989년 중 98개의 조치를 실행, 하수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통해 하천오염을 감소

1989.7.6.

동독내 환경보호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서독 환경, 자연
보호 및 원자력안전성 장관과 동독 내각자문회 의장대행
및 환경보호 및 수리성 장관의 공동 성명

-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6개 환경보호프로젝트 수행(수은 및 염화탄산수소로 오염된 엘베강을
정화, SO2와 산화질소로 오염된 대기를 정화, 서독과 서베를린의 환경 개선, 적절한 측정 및
송신시설을 설치하여 스모그현상과 같은 극심한 대기상황시 정보교환을 통해 대기오염의
감소를 위한 보호적 예비조치를 실시)

1989.7.8.

동독과 서독 니더작센주의 환경공채발행에 관한 성명

- 공채 발행을 통해 국경을 통과하여 영향을 미치는 하천 및 대기정화 계획 수행, 화학단지인
Bitterfeld에 수은제거시설 설치 및 Heiligenstadt와 Stendal에 다단계 정화시설을 건립

1989.11.2.

동독 내각자문회 의장대행 및 환경보호 및 수리성 장관 - 함부르크는 파트너도시인 드레스덴의 Solidor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배출을 줄이기 위해
과의 함부르크의 공동 성명
Dresden-Kaditz 정화시설 내 유도 및 주집전기의 세척과 세광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

동독 환경보호 및 수경제성과 서베를린시발전 및 환경
1989.12.22. 보호담당 사무국간 서베를린에서 나오는 하수의 배출 및 - 동독은 추후 10년간 서베를린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한 인산염 제거를 포함한 정화를 실시
처리에 관한 합의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합의
1989.12.20. 서독수상 콜과 동독수상 모드로우간의 공동성명

- 동서독 공동환경보호위원회 발족(1990.2.23), 위원장은 양국 환경성장관, 임무: 환경보호
공동계획수립,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사전 합의된 환경보호대책 실시를 위한
법안작성 등

출처 : K-water, 북한 수자원 관리체계 및 이용실태 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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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브란트 총리(1969∼1974년 재임)는 아데나
워 전 총리의 ‘힘의 우위’(흡수통일)정책이 아닌 ‘동방’

점차 전액 유럽환경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
았다.

(선평화ㆍ후통일)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동서독 관계
를 개선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독일 전체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통일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조금씩 진전

Ⅴ. 남북한 물관리 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

되는 평화’, ‘작은 걸음마 정치’를 강조하였다. 1970년에
는 2차례에 걸쳐 동서독 간 정상회담을 통해 서신과 왕

우리나라는 26%의 수자원 이용률, 99%의 상수도 보

래의 자유가 시작되었고, 수자원 분야의 협력도 이루어

급률, 그리고 94%의 하수도 보급률을 최단기간에 달성

질 수 있었다. 동서독은 「접경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

한, 세계적으로도 물관리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

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도 공유하천 관련 대

한 나라이다.

화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과거 축적한 물 관련 정책과 제도, 기술과 노하우와

체코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이라는 중립적 기구를 통

더불어 과거 구 공산국가들의 경험과 교훈 등을 바탕

해 개별 국가의 이해에 편향되지 않도록 협력을 추진

으로 북한 실정에 맞게 남북이 협력한다면, 공동성장

하였다. 특히 공유 하천 공동이용과 보호를 위한 합의

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물관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

시 세부적인 문서를 통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제도적으

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

로 추진하였다.

해 본다.

각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
호 관련의 수집과 투명한 공유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① 북한의 국가 물관리 정책 수립과 로드맵 개발

NGO(비정부기구,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북한 물관리의 목표와 전략, 투자 우선순위와 핵심 실

의 역할이 크게 나타났다. 탈냉전시기에도 관련국들은

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북한 물관리 정책 수립과 로드

NGO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맵 개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으로 자료를 수집, 공유하여 초국가적, 지구적 이해관

물관리일원화 시대에 맞추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

계의 차원에서 환경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도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시에 별도로 북한지역에

하였다.

대한 세부계획수립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끝으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수 있다.

인 비용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거나 국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② 북한 물 관련 기초자료의 획득 및 자료 일원화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북한의 물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연구를 위해서는 북

동서독 간의 협력에서도 서독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한의 물 관련 정책, 제도, 교육, 인력, 시설 등 기초자료와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체코 등 동유럽

통계분석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물관

나라들처럼 초기에는 개별분담금으로 시작하였으나

리 기관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획과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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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함으로써15), 정책 추진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북한 물 관련 정보 조사를 일
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역조사, 지하수

●●●

협력을 위한 법규 제ㆍ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수립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신
뢰성 있는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사, 환경기초조사 등 기존의 법정조사대상에 북한지
역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Ⅵ. 맺는말

③남
 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물 협력 우
선 추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는 언
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우리의 과업이다. 또한 북한 주

북한의 수재해 예방 깨끗한 식수 공급 지원, 저수지 운

민들은 정치와 체제 경쟁을 떠나 한 민족으로서, 이웃

영 기술지원, 물환경 공동조사, 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으로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도 분

남북 공유하천 공동재난방지 및 공동활용 등은 대북제

명하다.

재 하에서도 화해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
업이다.

협력 당사자인 북한 물환경 전문가들과 소통과 공감
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한편 위와 같은 물 관련 협력사업은 투자의 관점보다는

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을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구 공산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한

국가의 사례나 국내 연구결과16)를 볼 때, 남북협력 사업

협력은 ‘퍼주기’식 사업방식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과

시 물관리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정작 식수공급

서로 동등한 관계와 입장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등 긴급한 사업이 체결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물관리

원칙만은 지켜야 할 것이다.

협력 사업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우선 추
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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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윤 린*

Ⅰ. 수열에너지의 특성
Ⅱ. 히트펌프 시스템
Ⅲ. 수열원 잠재량 분석
Ⅳ. 수열에너지 시스템 발전 방향

요약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높아 히트펌프의 우수한 열원으로 재생가능하며, 2019
년 10월 1일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수열원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시스템의 설계, 장치개발 및 생산, 시공,
운전, 관리 등 관련사업이 일련의 산업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3개의 정수장과 제 2 롯데월
드의 건물 공조에 수열원 히트펌프가 활용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호소수와 하천수를 이
용한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핵심기기는 히트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유럽에
서는 기존 화석에너지 활용 대비 히트펌프의 전 운전기간의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수열원 특성에 맞는 대용량, 친 환경적 냉매를 적용한 히트펌프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수열에너지의 잠재량은 하천의 경
우 갈수량을 기준으로 159,693 TJ/year, 댐 호소수의 경우 월 1%를 활용할 때 19,486 TJ/year, 그리고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관로를 통해 이송되는 원수의 경우 이를 50% 정도 활용할 때 70,053 TJ/year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이 풍부한 잠재
량을 갖고 있는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요소 기기의 개발, 전
공정 엔지니어링 기술, 열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 활용할 수 있
는 전문 인력의 양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Ⅰ. 수열에너지의 특성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을 가능하
게 하는 재생가능한 열원을 의미한다. 즉 겨울철의 경우,

1.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수열에너지

수열에너지 히트펌프로 물(5°C)에서 열을 빼앗아 사무

수열에너지(Hydro Thermal Energy)란 여름철 수온

실(25°C)로 열을 이동시켜 난방하고 여름철에는 증발기

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물을

(Evaporator)와 응축기(Condenser)의 방향을 변경하여

*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yunrin@hanba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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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터빈을 통해 잃어버린 운동에너지는 약 7D(터빈
의 지름의 7배)를 지나면서 운동에너지를 다시 회복하

Expansion
valve
Pump F.C.U

Pump Condenser Compressov Evaporator Pump

Raw water
pipeline

게 되는데 이는 수열에너지의 사용과 회복과 매우 유사
한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림 3]은 하천수의 수열에너지

Storage tank
Building

4 way valve
Cooling mode

출처 : 오
 선희, 정수장 내 원수열원 히트펌프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2013),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림 1] 원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건물의 냉난방 개략도

가 활용 후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여름철의
경우 수열에너지가 냉방에 활용된 후 배출되는 물의 온
도는 상승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겨울철에는 수열에너
지가 난방에 활용되고 수온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수

사무실에서 열을 빼앗아 물로 이동시켜 냉방을 가능하

온의 상승하거나 하강한 경우 하천의 본류와 합쳐지면

게 한다. [그림 1]은 취수장에서 정수를 위해 정수장으로

서 강 바닥으로부터의 열 전달, 외기 공기와 강 표면에

배관을 통해 이송하는 원수의 열원을 이용하여 건물의

서의 대류에 의한 열 전달, 태양으로부터의 복사열 전

냉방과 난방에 활용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달을 통해 수열에너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로 회

이 같은 수열이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갖는 것은 [그

복하게 된다. 즉, 하천수의 경우 열교환기를 통해 열에

림 2]의 풍력에너지의 특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바

너지를 제공한 후 일정거리를 지나면서 열에너지를 다

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풍력터빈을 통과하면서 그 운

시 회복하게 되고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동에너지를 잃고 풍력터빈을 회전시기는 역할을 한다.

라고 분류된다.
수열에너지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로 지정되었다. 하천수가 수열에너지로 지정되기 위해
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발의(’18.12, 최인호 의원)에 따
른 입법 지원 및 산자부 주관 전문가 토론회 및 국회토
론회 등 산업계와 학계 및 공공기관에서 많은 노력이 있
었고 신재생에너지 3020의 정책도 하천수의 신재생에

출처 : John Andrews & Nick Jelly, Energy science, 3rd ed, OXFORD

너지의 지정에 정책적 뒷받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풍력에너지의 특성

Cold

Heating/cooling
loop

Heat
exchanger

Tributaries and
groundwater exchange

Hot

Solar radiation
Thermal discharge

Heat exchange
with the atmosphere
Heat exchange
plume - ambient water

Filter
Secondary loop

lmpact on organisms and
ecoststems

Intake

Alteration of
nutrient flux

Alteration of
natural flow
Alteration of
temperature regime

Alteration of
temperature regime

출처 : https://thermdis.eawag.ch/en/technique

[그림 3] 수열에너지의 열회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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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열산업의 정의에서와 같이 설계ㆍ컨설팅부터

2. 수열산업의 정의 및 구조
수열산업은 수열에너지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해 설

운영관리까지의 기업군과 지자체 등 공공분야를 포함

계ㆍ컨설팅, 히트펌프 등 관련 장치 제조, 설치공사, 운

하여 민관을 아우르는 범위로 수열산업 구조 파악해야

영ㆍ관리까지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친 산업이라고 정

한다.

의할 수 있고, 여기서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
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 집합을 말하며, 영

3. 수열에너지 활용사례
가. 국내 수열 활용사례

리ㆍ비영리적 활동 모두 포함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수열산업의 구조를 생태계적 접근

수열산업은 아직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을 통해 고찰해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국내 주요 수열에너지 활용사례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의 분산적ㆍ협력적 네트워크 구조로 수열산업을 파악

사례로는 K-water 정수장(13개)을 활용한 사례와 롯데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 내 경제주체 간의 관계, 파

월드타워 사례가 있다. <표 1>은 K-water 정수장에 설

트너십, 네트워크, 연합 및 협력 등의 중요성 증대에 대

치된 수열에너지 활용사례이다.

응한 전략 도출 지원과 니즈 및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

국내 수열에너지 활용의 대표사례는 <표 2>와 <표

운 솔루션 공동 개발, 지식과 기술의 공동 활용의 가능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4년 11월부터 수열에너지

성 제시가 필요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수열산

공급을 개시한 롯데월드타워 사례이다. 롯데월드타워

업의 구조 및 범위 및 산업구조별 업무흐름을 나타내고

는 수도권 1단계 광역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사
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하루 동안 활용하는 광역관

제조 및 생산
- 히트 펌프 업체
- 열교환기 업체
- 체열 시스템 업체
- 펌프류 업체
- 밸브류 업체
- 센서류 업체
- 계기류 업체
- 탱크류 업체
- 배관 업체
- 제어프로그램 업체

민간기업

건설 및 시공
- 설계 업체
- 토목 공사 업체
- 건축 공사 업체
- 기계 공사 업체
- 전기 공사 업체
- 제어 공사 업체
- 인허가 및 친환경인증

설계 / 컨설팅
장치(제조)
설치공사
운영보수

공급 및 운영
- 열공급 업체
- 운영 관리 업체

지자체, 공기업

[그림 4] 수열산업의 구조

설계 / 컨설팅

- 수열에너지 시스템
설계, 모델링,
컨설팅

장치 제조
(히트펌프 등)

- 히트펌프 제조
- 열교환기 등 제조

설치공사

운영보수

- 수열에너지
시스템 설치공사

- 에너지 공급
- 에너지관리

[그림 5] 수열산업의 업무 흐름도 및 업무 내용

로의 유량은 50,000㎥이다. 수열에너지 냉난방 부하는
3,000RT1)로 전체 냉난방 부하의 약 10%를 담당하고

<표 1> K-water 수열에너지 이용 현황
사업장

용량(RT)

주암댐 발전동

10

대청댐 발전동

준공

사업장

용량(RT)

준공

’06. 11 아산(정) 관리동

65

’12. 01

60

’07. 01 금산(정) 막여과동

100

’12. 10

청주(정) 관리동

30

’07. 07 충주(정) 관리동

85

’13. 11

부안댐 물문화관

65

’08. 10 학야(정) 관리동

50

’15. 03

충청통합운영센터

30

’09. 11

장흥댐 관리동

38

’15. 12

밀양(정) 관리동

80

’10. 12

횡성 송전(정)

50

’16. 12

성남(정) 제어실

10

’10. 12

합 계

673

-

출처 : K-water, 수열에너지 사업모델 및 수익회수 방안마련(2018)

1) RT(Refrigeration Ton, 냉동톤) :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에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당 열량을 의미하며, IRT는
3,320kcal/h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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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열시스템은 송파대로를 통과하는 광역상수도

나. 국외 수열 활용사례

배관(800㎜) 내 원수의 수온차를 열교환하여 냉난방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외사례로는 캐나

는 히트펌프 6대(3,000RT)로 구성되어 있다.

다ㆍ일본ㆍ미국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보유

수열에너지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

하고 있는 풍부한 수자원에 착안하여 미활용되고 있는

례로는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강원도 수열클러스

다양한 수열원의 잠재성을 주목하여 다년간의 연구를

터 조성사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들 수 있다.

거쳐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한 특징이 있다.

우선, 강원도는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구현을 위해 데

캐나다의 대표적인 수열에너지 활용사례로는 [그림 6]

이터센터와 연계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과 같이 토론토시 온타리오 심층 호소수를 활용한 지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2057년(37

냉방사례와 밴쿠버시의 하수열 활용사례를 들 수 있다.

년)이고, 전체 사업비(3,027억원) 중 수열에너지와 관

온타리오 심층 호소수를 활용한 지역 냉난방사례를 살펴

련된 사업비는 362억원이다.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활

보면, 토론토시에서는 1971년부터 온타리오(Ontario)

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의 냉

호수의 심층 냉각수를 활용한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운

각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

영하고 있다. 이를 Deep Lake Water Cooling 시스템

해 기존 냉동기를 활용한 냉방 대비 총에너지 사용량

(이하 “DLWC 시스템”이라 한다)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

의 83%, CO2 배출량의 83%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해 토론토시 중심가의 100여 개의 고층 빌딩(주로 사무

기대된다.

소, 상가, 호텔, 병원 등)에 지역 냉방을 하고 있다. 수
열원이 되는 온타리오 호수는 연중 4℃ 정도로 온도가
유지되며, 연중 온도 편차는 동절기 2.8℃, 하절기 5℃

<표 2> 롯데월드타워 냉난방부하 전체 현황
적용 냉난방 시설

냉방부하

부하비율

비고

수준으로, 크지 않다. 캐나다 DLWC 시스템은 전 세계

빙축열 시스템

10,000 RT

33.3%

냉방 전용

의 심층 호소수를 이용한 지역냉방 시스템 중 세계 최대

히트펌프

3,000 RT

10.0%
냉난방 겸용

규모이다. 토론토시에서 약 5㎞ 되는 지점에 직경이 약

축열조

2,000 RT

6.6%

지열 시스템

3,000 RT

10.0%

냉난방 겸용

터보 냉동기

12,000 RT

40.0%

냉방 전용

합계

30,000 RT

100%

수축열
시스템

1.5m인 3개의 판을 호수표면으로부터 83m 들어간 위

출처 : K-water, 제2롯데월드 수열에너지 이용 효과분석 용역(2014)

치에 설치하여 낮은 온도(4℃)의 청정한 물을 취수한 후.
여과과정을 거쳐(①), 에너지 수송 설비플랜트에 설치된
36개의 판형열교환기(②)에서 열교환이 되고, 수돗물은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표 3> 롯데월드타워 수열 냉난방사업 개요
위치 및 규모

롯데월드 타워(지상 123층, 지하 6층)

수열원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50천㎥/일)

냉난방 용량

3,000 RT ※ 전체 냉난방부하의 10%

공급개시

2014년 11월

출처 : K-water, 제2롯데월드 수열에너지 이용 효과분석 용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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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열교환수를 그대로 가정에 공급하고 있
으나, [그림 7]과 같이 여름철에는 제습을 위해 칠러
로 온도를 낮추어 공급한다. 식수는 4℃에서 12.2℃로
온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열교환수는
13.3℃에서 5℃로 온도를 낮추어 냉방에 활용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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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4월 일본 최초로 하천수를 이용하여 수열에너
지를 공급한 지역으로, 스미다(Sumida)강 하천수를 열
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하코자키 지구 15개 건물에 수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대 부하능력은 4,800
RT이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공급하는 열 전량을 하
천수열로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되었다. 하코자키
출처 : 토론토시 Environment & Energy Division (Available online:
www.toronto.ca)

[그림 6] Deep Lake Water Cooling 시스템

지구 지역냉난방 시스템의 특징은 신뢰성 높은 플랜트
설비를 적용하였고, 에너지 효율과 절약면에서 우수한

운영상의 특징으로는 열교환 장치를 거칠 때 폐회로
(Closed loop)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열교환수와 식수
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열교환수는 상수도 수압보다
낮게 운영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소형 열교환기를 통해 실물 열교환기 상태를 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코자키 지구 냉난방시스템 체계
도는 [그림 8]과 같다. 하코자키 지구에서 사용하는 냉
난방 배관방식은 4관식으로 <표 4>와 같이 업무용 건물
에는 냉수와 온수만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에는 냉수,
온수 외에 급탕을 공급하고 있다.

니터링함으로써 내부 오염도를 관찰하고, 청소시기 등
을 결정하는 점이다. 토론토시는 이러한 온타리오 호수
냉각수를 이용한 지역냉방 시스템을 통해 기존 냉방설
비 대비 전력사용량은 90%(61㎿/년) 감소 및 연간 이
산화탄소 발생량이 79,000톤 감소효과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하천수ㆍ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을 대상
으로 수열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인 사례로는 하천수열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사례
로 일본 최초 동경전력(주)에 의해 개발된 ‘하코자키 지
구 지역냉난방 사례’를 들 수 있다. ‘하코자키 지구’는

정수장
(409,000톤/일)

Potable Water
to City

Raw Water
(12.2℃)
lntake
lsland
John Street
(4℃)
Pumping
Filtration (4.4℃) Station
Plant
Lake
(4.4℃)
Ontario
H/X

Enwave
Cooling Plant

Customer
Building

(5℃)

(4.4℃)

Chiller
(13.3℃)

(14.4℃)
H/X

District
Cooling Loop

Customer
Building
Loop

출처 : 토론토시 Environment & Energy Division (Available online:
www.toronto.ca)

출처 : 하코자키 지역 열공급센터 (Available online: www.tts-kk.co.jp)

[그림 7] 캐나다 DLWC 냉방열 공급시스템 개념도

[그림 8] 하코자키지구 냉난방시스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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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염화불화탄소(CFC)사용금지, 부하량 증가,

<표 5> 코넬대학교 시설물 현황 세부내용

기계의 고령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분

세부사양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4년부터 재

취수관

길이 10,400피트(3,169.92m), 지름 63인치(160.02cm)
재질 HDPE 플라스틱 파이프

배수관

길이 700피트(213.36 m), 지름 48인치(121.92cm)
재질 HDPE 플라스틱 파이프

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국 코넬대
의 Lake Source Cooling(LSC)은 Cayuga호수 약 76m
깊이에 있는 냉수를 활용하여 코넬대학교 전체에 냉방
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 9]는 코넬대학교 냉방시스템

취수펌프 스크린 수직 슬롯 폭 2mm 쐐기형 와이어
열교환시설 수조

지름 7.62m, 길이 13.716m, 깊이 10.668m
→ 250,000gallon (946,352.946 L)

출처 : 코
 넬대 Facilities and Campus Services (Available online: http://
fcs.cornell.edu))

의 개요이다.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Lake Source Cooling
(LSC)의 최대 냉방능력은 20,000 RT, 내용연수는 대략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전력의 양은 연간 25백

75∼100년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반적인 냉각기의 내용

만kWh로 추정되며, 이는 3,000가구에 공급 가능한 양

연수가 3∼40년인 것과 비교하면 장기간 운영이 가능

에 해당된다. 유지관리 및 개대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

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코넬대학교에서 수열 냉난방

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로의 사용연한
은 75~100년으로 일반 설비의 사용연한이 35~40년인

<표 4> 하코자키 지구 지역냉난방 공급조건
업무용
온도
주택

것과 비교하면 대략 2배 정도 길다. 또한, 연간 이산화탄

냉수

7℃

온수

47℃

냉수

9℃

온수

45℃

급탕
업무용

압력

주택

소 9,352톤, 이산화황 21.7톤, 이산화질소 11.3톤, 프레
온가스(CFC) 18.1톤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0℃

Ⅱ. 히트펌프 시스템

2

2∼4 kg/cm

2

2∼13 kg/cm

출처 : 하코자키 지역 열공급센터 (Available online: www.tts-kk.co.jp))

1. 히트펌프 시스템의 기본 원리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인 히트펌프에

Cornell
University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0]의 왼쪽 편은 발전
소의 원리를 우측은 히트펌프 시스템의 기본원리를 비

Heat Exchange
Facility

Cayuga
Lake

15℃
7℃

137
m

9∼13℃
76
m

4∼5℃
3,200m

3,600m

출처 : 코
 넬대 Facilities and Campus Services (Available online: http://
fcs.cornell.edu)

[그림 9] 코넬대학교 냉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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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나타냈다. 발전소의 경우 높은 온도의 열원으로
부터 열에너지(QH)를 공급받아 유용한 일(Ws)를 생산
하고 낮은 온도의 열원으로 배열(QC)를 배출하는 원리
를 갖는다. 즉 QH - QL = WS에 해당한다. 히트펌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저온의 열원 QC로부터 열을 추출
하여 공급된 일에너지(Win)와 합해져 고온의 열원으로
QH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실내로 공급되는

수열에너지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물산업

QH = QC + Win으로 계산할 수 있다. 냉방의 경우에는

●●●

		

(1)

			

(2)

QC를 저온의 열원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실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히트펌프 시스템이 기존 화석연료의 사용에 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를 나타내야 한다. COP
란 투입된 일에 대한 공급된 열 QH 혹은 추출한 열 QL

히트펌프 시스템의 COP는 식 (2)와 같이 정의되기
때문에 식 (1)을 식 (2)에 대입하면 식 (3)이 유도된다.

을 의미한다. 난방의 경우를 살펴볼 때 주 에너지원
(primary energy)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경쟁을 할 수

		

(3)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원유와 가스를 직접 난방에 활
용하는 방법에 비해 효율적이어야만 사용가치가 있다는

식 (3)의 QL/Eprimary 값에 따라서 히트펌프의 성능은

것이다. [그림 10]의 좌측에 나타낸 바와 같이 히트펌프

달라질 것이고 만약 주 에너지원의 발열량과 저온의 열

에 공급되는 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 에너지원의 연

원으로부터 추출하는 열량이 서로 같다고 하면 COP는

소과정을 통해 QH를 일 생산장치(발전기기)에 공급해야

3.85라는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 이 값이 COP의 절대

하고 열역학 제 2법칙의 원리와 같이 QC를 낮은 에너지

적인 값은 될 수 없으나, 이는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

열원에 배출한 그 차이만큼만 유용한 일을 만들어 낼 수

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COP가 일정 값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 발전효율이 35%라면 전체 공급된 주 에

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

너지원의 발열량대비 35%만이 유용한 일의 생산에 사용

는 식 (4)와 같이 COP의 일년 평균인 SPF가 1.15에 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된

력변환비율의 역수를 곱한 값보다 큰 경우로 히트펌프

유용한 일(전기)을 히트펌프에 공급하게 되면, 히트펌프

의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성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1

는 공급된 일에너지 Win과 QC가 합쳐져서 QH를 실내의

차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여 생산한 난방열(Q)과 1차 에

난방을 위해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주 에너지원을 직접

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이를 활용해 히트펌

사용하여 난방열을 생산하는 방법에 비해 효율적인 시스

프를 구동하여 생산하는 난방열(QH)의 비가 1.15 이상

템이 되기 위해서는 식 (1)을 최소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ot Reservoir (TH)

Hot Reservoir (TH)

QH

QH

Win
QC

Cold Reservoir (TC)

(4)

[그림 11]은 기본 증기압축식 히트펌프(냉동시스템)

WS
QC

			

Cold Reservoir (TC)

[그림 10] 히트펌프 시스템의 기본 원리

을 나타낸다. 기본 증기압축식 냉동시스템은 1번의 압
축기, 2번의 응축기, 4번의 수액기, 6번의 팽창밸브, 7
번의 증발기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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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와 같다. 냉동사이클은 냉매의 상태를 중심으
2

3
4

1
5

6

5

6

8

7

9

1. 압축기
2. 응축기
3. 흡입라인 열교환기
4. 액 리시버
5. 솔레노이드 밸브
6. 감온식 팽창밸브
7. 증발기
8. 감온식 팽창밸브
9. 팽창밸브

로 압축과정, 응축과정, 팽창과정, 증발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2. 차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매 개발 동향
가. 기존 냉매

7

[그림 11] 기본 증기압축식 히트펌프 시스템(Design and Simulation
of Thermal Systems, N.V. Suryanarayana and Oner
Arici)

차세대 히트펌프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개발부
분은 친환경냉매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기고
에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냉매를 개괄하여 설명하고자

P

TC TH

한다. 히트펌프에 적용되는 냉매는 크게 할로카본 계

임계점

열, 탄화수소계열, 올가닉 계열, 비올가닉 계열로 나눌

열방출

수 있다.

응축과정

TH

팽창과정
증발과정
액체

압축과정
전력(일)

TC

열흡입

기체

액체+기체

V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Vapor-compression_
refrigeration#/media/File:Refrigeration_PV_diagram.svg

[그림 12] 히트펌프 사이클 내 냉매의 압력과 부피의 변화

① 할로카본계열
할로카본계열 냉매는 [그림 13]과 같이 수소(H), 염소
(cl), 불소(F), 탄소(C)로 구성되며 크게 CFC2), HCFC,
HFC, HFO로 분류할 수 있다. 성분 중 수소(H)가 많은
경우는 화염성이 높고, 염소(cl)이 높은 경우에는 독성

압축기는 저온, 저압의 냉매를 고온, 고압의 과열증기

이 강하며, 불소(F)성분은 대기 중에 노출 시 쉽게 파괴

상태로 만들고, 응축기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되지 않고 오랜 시간 자체 화학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특

고온, 과열증기 상태의 냉매를 해당 압력에 해당하는 포

징을 갖는다.

화 응축온도로 액상태의 냉매로 만든다. 팽창장치는 응
축기를 나온 고압, 과냉 액상태의 냉매를 모세관, 오리

② 탄화수소계열

피스, TXV를 거치면서 압력손실이 발생하고 저온 저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냉매로서

압의 이상 상태 냉매가 되게하며, 증발기는 저온, 저압

R-50(메탄), R-170(에탄), R-290(프로판) 등이 있다.

의, 그리고 기체상과 액체상의 질량비가 대략 0.2~0.3
인 냉매가 압력은 증발 포화압력으로 유지되면서 냉매

③ 올가닉 계열

를 모두 기체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올가닉 냉매는 할로카본계 냉매를 제외한 탄소(C)를

증기압축식 냉동시스템의 냉동사이클을 나타내면

포함하고 있는 냉매를 말하며 노말-부탄 (R-600) 혹은

2) 염화불화탄소(CFC)는 미국 듀폰사 상품명인 프레온가스(Freon gas)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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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탄 (R-600a)과 같이 포화된 유기화합물과 C2H4,

나. 대체 냉매 및 자연냉매

C3H6와 같이 불포화 유기화합물을 포함한다.

① HFO 냉매

●●●

HFO 냉매는 기본적으로 HFC(수소, 불소, 탄소)으로
④ 비올가닉 계열

구성되어있으나 탄소결합이 이중결합으로 불포화상태

비올가닉 냉매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냉매를 말하

인 1000번 계열의 냉매이다. <표 7>은 HFO 냉매의 종

며 암모니아(NH3), 물(H20), 공기(Air), 이산화황(SO2)

류와 화학식, 대기 노출 시 파괴 시간, 그리고 지구온난

등을 포함한다.

화 지수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불소가 포함되어 있

지금까지 히트펌프 시스템은 주로 HFC계열인 R410A

지 않아 오존파괴지수(ODP)는 0이다. HFO-1234yf는

(GWP: 1924)나 R134a(GWP: 1300)냉매를 사용해왔

R-134a의 대체냉매로 주목받고 있고, HFO-1234ze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는 HCFC 냉매사

는 R32와 혼합하여 R-410A의 대체냉매로 주목을 받

용이 전면 금지되고, HFC 계열 냉매도 단계적 사용 축소

고 있다.

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로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선진

② 이산화탄소 냉매

국 중심으로 GWP 가 150이하인 냉매 사용으로 냉매의

이산화탄소는 냉매가 갖추어야 할 특성인 안정성, 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은 지구온난화 지수에

성, 화염성, 오일과의 혼합성 등이 매우 우수하고 대기

따른 냉매의 분류의 분류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히트펌

에 존재하는 물질로써 환경친화적이다. 또한, 가스상태

프에서 사용되는 R410A를 대체하여 R32나 R290냉매

의 비체적이 작아서 냉동시스템을 소형으로 제작할 수

3)

가 사용될 수 있으나 두 냉매 모두 가연성을 가지고 있어
대용량 시스템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있는 장점도 갖는다. 현재 일본에서 이산화탄소를 냉매
로 한 급탕기가 시판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슈
퍼마켓과 자동차용 공조기에 이산화탄소 냉매가 널리

<표 6> 지구온난화 지수에 따른 냉매의 분류

적용되고 있다.

GWP

구분

>10000

Ultra-high

HFC-23 (14800)

> 3000

Very-high

R-404A(3299), R-507A(3895)

> 1000

High

R-410A(2088), HCFC-22(1810)
HFC-134a (1430)

Refrigerant

Chemical formula

Lifetime,
days

GWP
(100yr.)

300 - 1000

Medium

HFC-32(675)

HFO-1234yf

CF3CF=CH2

10.5

<1

< 300

Low

R-454A(239), R-455A(148)

HFO-1234ze(E)

trans-CF3CH=CHP

16.4

<1

< 100

Very low

R-430A(94)

HFO-1234ze(Z)

CF3CH=CHF(Z)

10.0

<1

< 30

Ultra-low or
Negligible

R-717(0), R-744(1), R-290(3),
HFO-1234yf(5)

HFO-1234mzz(Z)

CF3CH=CHCF3(Z)

22.0

2

출처 : 한국냉매관리 협회 교육자료

비고

<표 7> HFOs 계열 냉매의 명명, 화학적 구성, 노출 수명과 GWP

출처 : Rajiv S. Mishra, 2017, Thermal performance of HFO refrigerants
in two stages cascade refrigeration system for replacing r-134a

3) GWP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1로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도를 나타낸다. 이 값을 기준으로 Low-GWP
또는 High-GWP로 구분하는데,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르면 GWP값이 300 이하를 Low로 1000 이상을 High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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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탄화수소계 냉매

<표 8> 수열원 잠재량 조사 분석 방법

탄화수소계 냉매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냉매
로서 R-290(프로판), R-600(부탄), 그리고 R-600a

구분

웹을 통한 공개자료

직접방문 및 기관요청자료

하천수

수문조사연보,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
정보시스템, 해당지역 홍수통제소, 물
관리 정보 열린 시스템, 시청 홈페이지,
물정보 포탈

해당 하천관리사업소,
국립환경과학원

원 수

환경부 상수도 통계, 열린정보시스템

(이소부탄)이 대표적이다. 탄화수소계 냉매는 독성이
없으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광유와 잘 혼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댐저장수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해당강 유역환경청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사이트

Ⅲ. 수열원 잠재량 분석

해당댐관리단,
국립환경과학원

<표 9> 수열에너지의 전국 잠재량
구 분

수열에너지의 잠재량은 일반적으로 식 (5)를 이용하
여 가용 잠재에너지를 산출한다. 식 (5)에서 은 질량유

산정기준
잠재량[TJ/year]

하천

댐 호소수

원수

하수

각 하천 측정지점의 저수량의 취수량의 방류 하수량의
갈수량 기준
월 1% 활용 50%
50%
159,693

19,486

70,053

74,056

량(㎏/s), CP는 물의 비열(J/KgK)을 는 이용온도차를
나타내고 통상적으로 5℃를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하

수열원 잠재량 분석은 [그림 13]의 절차와 <표 8>에

천수이용 수열원 히트펌프의 실험결과를 살펴볼 때 취

나타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자료수집은 웹을 통

수 온도와 방류 온도차는 실제 0.8℃∼10℃의 범위를

한 공개자료와 직접방문 및 기관 요청자료로 구분하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존량 계산에 사용하는 온

수행한다. <표 9>는 이렇게 수집된 전국 수열에너지의

도차이 5℃와는 다름을 볼 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잠재량을 나타낸다.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열교환기를 통한 설계조건
이 5℃로 통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온도를 사용

Ⅳ. 수열에너지 시스템 발전 방향

하고자 한다.
향후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열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존량 조사

원수관로, 하천수,
지자체 저수의
명확한 현황 파악

(5)

원수관로, 하천수,
저수에 대해 현재
공개되거나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수 있는
자료범위 확정

공개 혹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 중
측정에 있어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 추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측정방법
확인 및 필요 시
현장 검증 실시

너지 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수열에너지 시스템 연구개발 방향
가. 수열원 히트펌프 요소기기 분야
① 열교환기 기술
수열원 히트펌프의 경우 기존 시스템 대비 다수의 열

제한사항을
반영한 수열원
부존량 조사 시행

추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방식에 따른
부존량 계산

[그림 13] 수열원 잠재량 분석 순서도

128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교환기가 추가로 적용되는데, 이들 열교환기내 압력강
하가 펌핑 동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열
교환기의 수두손실 (압력강하)을 최소화하면서 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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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높은 열교환기 형태와 세부 형상에 대한 최적화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에 못

가 필요하다. 특히, 판형열 교환기가 수열원 히트펌프에

지 않게 수열원의 온도 및 유량 특성에 적합한 히트펌프

적용되고 있어 적합한 판의 갯수와 판의 형상 등이 결정

의 설계, 수열원에서 히트펌프 간의 열교환기 최적설계,

돼야 할 것이다.

인버터로 운전되는 펌프설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제어 기술 등 통합 수열원 히트펌프 설

② 친환경 냉매 적용 기술

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용량 히트펌프의 경우 냉매의 충진량이 수십 ㎏ 수백 ㎏까지 충진되어 GWP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범위

② 수열에너지 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의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이 반드시 요구된다. 냉매가 변

수열원 히트펌프로부터 하천, 원수 혹은 댐저장소로부

경되는 경우 압축기를 포함한 열교환기 및 팽창장치 등

터 열을 취득할 경우 하절기에는 열원의 수온은 상승하

요소기기의 새 설계가 필요하고, 압축기에 적합한 오일

게 되고 동절기에는 수온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하천

의 적용도 필요하다.

및 댐에 환경적 영향을 주지 않는 히트펌프의 운용 및 설
계가 설치 초기단계부터 진행돼야 하고, 환경영향을 평

③ 수축열조 연계 기술

가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와 연계된 히트

수열원 히트펌프의 운전에 있어 심야전력을 활용하여

펌프의 설계기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심야 시간 대 냉열 혹은 난방열을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다만 수축열조의 설치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설

③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처에 따른 시스템 적용 기술

치될 수열원 히트펌프의 용량에 최적화된 크기의 수축열

수열원 히트펌프의 경우 대규모 데이터 센터, 상업

조의 형태 및 크기를 결정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용 건물, 지역 냉ㆍ난방, 기존 열 네트워크 연결 등 다
양한 사용처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적용처

④ 대용량 300RT 이상의 압축기 개발 기술

에 따라 수열원 히트펌프의 구성과 용량, 설치방법이

국내에서 300RT 이상의 대용량 히트펌프의 압축기

달라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적용처에 대한 선제적인 연

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대용량 압축기의 대

구가 필요하다.

부분은 터보식압축기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100RT 이
하의 규모에서 터보식 압축기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
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키워가면서 이에 적합한
압축기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수열 히트펌프 생산 냉난방 열과 지역 냉난방 열 네트
워크 구축 부분
① 다른 냉/난방 시스템간의 연계 운전 기술
수열원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편입됨에 따라 기

나.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공기술

존 다양한 신재생 열원들과 연계운전이 불가피하다. 대

① 수열원 히트펌프 통합 시스템 효율 향상 기술

표적인 신재생 열원으로는 계간축열 시스템, 지열원 히

수열원 히트펌프의 경우 히트펌프 자체의 성능향상이

트펌프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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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네트워크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에 대한 신재생에너

지자체 법령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지 통합 운영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② 열 네트워크 기술

다. 수열 활용 환경적 영향 평가 인력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수열원 히트펌

수열 활용이 하천 및 댐의 수온 및 생태에 미치는 영

프로 생성한 온열은 지역 난방을 담당하는 기존의 열원

향은 수열원 히트펌프의 시공 전후에 모두 필요한 절차

배관과 연계하여 운영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고온수 열

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열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관과 저온수 열배관과의 연계운전 및 새로 설치되는

수치 모사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해석하고 점검할 수

저온수 열배관과의 연계운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진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수열에너지 인력양성 방향
상기 수열원 히트펌프의 주요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수열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분야는 크게 다음과 같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수열원 히트펌프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 수열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
력 양성 분야, 그리고 수열 활용 환경적 영향 평가 인력
의 양성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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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차를 이용한 블루에너지 기술의 현황과 미래
전강민*ㆍ김지혜**

Ⅰ. 서론
Ⅱ. 블루에너지 기술의 이론적 배경
Ⅲ. 블루에너지 기술의 발전현황
Ⅳ. 블루에너지 연구 상용화 방향
Ⅴ. 맺음말

요약
인구증가, 화석연료 고갈 등이 야기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친환경 에너지 외에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의 약 79%를 차지하는 바다를 활용하는 발전 방식의 하나인 염도차 발전(블루
에너지)은 날씨 및 계절적 요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647 GW 수준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염도차 발전은 대표적으로 기계적 방식인 압력지연삼투와 전기화학적 방식인 역전기투석으로 구분되며, 세계 여러 국
가에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블루에너지 기술인 압력지연삼투 및 역전기투석의 원리를 소
개하고, 기술개발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Ⅰ. 서론

정성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무해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산업화 및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증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화석 연료 고갈이 가속화

추세이다. 소수력, 지열, 태양열ㆍ광, 풍력, 바이오매스

됨에 따라 전 세계는 에너지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맞

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J.W. Post et

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 수요는 1970년대와 비교하면

al., 2007), 에너지 확보의 변동성, 높은 설비투자비용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을 화석

등의 단점 때문에 실 규모에서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화석 연료의 주요 공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급처인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에너지 확보의 안

최근 해수-담수화 같은 염도차가 다른 두 용액을

* 강원대학교 조교수, kmchon@kangwon.ac.kr
* K-water연구원 선임연구원, jihyekim@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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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한계 때문에 오랜 시간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2000년

증가하고 있다. 블루에너지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풍

대 후반에서야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주로 해수담

력, 태양광 등의 기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방식과 달리

수화 공정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수를 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

용하여 음용수 등 담수를 생산하는 해수담수화 기술과

하며, 이산화탄소 같은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다.

는 달리 압력지연삼투의 주목적은 에너지 생산이다. 압

전 세계적으로 염도차 발전을 통해 약 647 GW의 에

력지연삼투는 염분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의 삼투압 차를

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연

구동력으로 이용하며, 반투과성 막(semi-permeable

간 에너지 소모량의 약 23%에 해당한다(Kempener et

membrane)을 통해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 방

al., 2014). 해수와 담수(강물), 역삼투 공정 농축수와

향으로 투과된 물이 터빈을 회전시켜 에너지를 생산한

하수처리수, 사해 해수와 하수처리수 등 다양한 저농

다 (그림 1).

도 및 고농도 용액의 조합에 따라 에너지 생산 잠재량
고농도용액
희석수

은 약 0.5~14 kWh/㎥로 추정된다.
염도차 발전의 종류에는 압력지연삼투(Pressure

고농도 용액

에너지
회수장치

전처리

PRO 막모듈

Retarded Osmosis, PRO)와 역전기투석(Reverse Electro
저농도 용액

전처리

르,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연구가 다년간 수행되

있다. 하지만 최근 분리막 생산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고농도용액
희석수

저동도 용액 측

Dialysis, RED) 등이 있으며,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

어 왔으나,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터빈

고농도 용액 측

저농도용액
농축수

출처 : Energies(2015, 8: 11821-11845)

[그림 1] 압력지연삼투 공정 개략도

하여 막 단가가 크게 절감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블루에너지를 상용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실화 될

가. 수투과량과 전력밀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압력지연삼투 공정에 사용되는 막의 기공은 원자 수

따라서 본고에서는 블루에너지의 대표적인 기술인

준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확산-대류현상

압력지연삼투 및 역전기투석 기술의 이론적 배경 및 개

에 의해 이동하며(미래에너지 압력지연삼투, 2017), 막

발현황을 분석하고, 상용화를 위한 향후 기술 개발 방

의 성능은 수투과량(Jw)과 전력밀도(W)로 나타낸다. 수

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투과량은 막을 통과하는 물의 양을 의미하며 막의 수
투과율과 물이 막을 투과하는 힘의 곱으로 나타내고

Ⅱ. 블루에너지 기술의 이론적 배경

(식 (1)), 전력밀도는 단위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1. 기계적 방식: 압력지연삼투의 원리

계산된다(식 (2)).

의미하며 막을 통과한 물의 양과 가해진 압력의 곱으로

압력지연삼투는 1950년대 중반에 Sydney Loeb에
의해 그 개념이 최초로 고안되었으나 분리막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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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Support Iayer)

(2)
CD,b

이 때 Jw는 수투과량 [L/m2h], A는 수투과율 (Water
permeability coefficient) [L/㎡ㆍhㆍbar], Δπ는 삼

외부농도분극
CD,m
CF,b

유도용액(Draw solution)
고농도

유입용액(Feed solution)
저농도
내부농도분극

투압 차 [bar], ΔP는 가해지는 압력 [bar], W는 전력밀
도 [W/㎡]를 의미한다.
수투과

막의 특성상 투과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투과되는

염투과

염분물질의 양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물이 투과되면서 막 내ㆍ외부에 염분물질이 농축
되는 농도분극현상과 더불어, 고농도 용액에서 저농도

활성층(Active Iayer)

출처 : Energies(2015, 8: 11821-11845)

[그림 2] 압력지연삼투 공정에서의 농도분극현상

용액 방향으로 염분물질의 확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
의 이동 저항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

못하기 때문에 물이 투과되면서 고농도 용액의 염분물

라 공정 성능이 저하된다.

질 일부도 막을 통해 확산된다. 이렇게 유출된 염분물
질이 막의 지지층 내부에 점차 축적되면서 내부농도분

나. 농도분극현상

극을 더욱 심화시킨다(Yip, N.Y. and Elimelech, M.,

압력지연삼투 공정에서 농도분극현상은 막의 내부

2011).

와 외부 모두에서 발생한다[그림 2]. 물이 저농도 용액
(Feed solution)에서 고농도 용액(Draw solution) 방

2. 전기화학적 방식: 역전기투석의 원리

향으로 이동하면서 고농도 용액을 희석시키게 되며,

해수와 담수의 염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

이 때 막의 활성층(Active layer)과 고농도 용액이 맞

는 역전기투석에 대한 개념은 1954년 Pattle에 의해 최

닿은 지점 농도(CD,m)가 실제 용액 농도(CD,b)보다 낮

초로 제안되었으며, 그 후 20년이 더 지난 1971년에

아지는 외부농도분극 현상이 나타난다. 막의 지지층

Fair 와 Osterle에 의해 역전기투석의 이론적 모델이

(Support layer)과 저농도 용액이 접하는 곳에서도 외

정립되었다(Pattle et al., 1954).

부농도분극이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역전기투석 공정은 스택(Stack)으로 구성되며, 양이

않아 대체로 고려하지 않는다(McCutcheon, J.R. and

온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양이온교환막(Cation-

Elimelech, M., 2006). 막 내부에서는 저농도 용액에

Exchange Membranes, CEM)과 음이온만을 선택

서 유입된 염분 물질이 활성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

적으로 투과시키는 음이온교환막(Anion-Exchange

지층 내부에 쌓이게 되면서 활성층과 지지층 사이 경

Membranes, AEM)을 스택에 교차하여 적층하고, 스

계면의 염분 농도(CF,m)가 증가하는 내부농도분극이 발

택의 양쪽 끝에 각각 산화전극(Anode)과 환원전극

생한다.

(Cathode)을 설치한다. 양이온교환막과 음이온교환

한편, 실제로 막이 완벽하게 염분물질을 배제시키지

막 사이에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유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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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용액인 해수와 저농도 용액인 담수를 교차해서

여기서, 외부전류(EC, [A])는 역전기투석 스택의 전

공급해주면, 해수로부터 담수 방향으로 이온이 자발적

압(Vstack, [V])과 외부저항(ER, [Ω])의 비로 나타내고, 전

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된다[그림 3]. 이온교환막들

력(P, [W])은 스택의 전압과 외부전류의 곱, 전력밀도

에 의해 양이온들과 음이온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PD, [W/㎡])는 전력과 막의 유효면적(TA, [㎡])의 비

동하면서 스택 내부에는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

로 계산된다.

전위차가 산화전극 표면의 전자를 환원전극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이때 연결된 외부저항에 의해 전기가 발생
된다(Vermaas et al., 2014).
역전기투석의 성능은 전류, 전압 및 전력밀도로 나

Ⅲ. 블루에너지 기술의 발전현황
1. 압력지연삼투 기술의 발전현황

타낼 수 있다. 전류 및 전압은 역전기투석의 출력성능

압력지연삼투에 대한 공정기술 연구는 노르웨이, 미

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력밀도는 단위면적당 생산하

국, 싱가폴, 일본, 스페인,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

는 전력을 의미한다(식 (3)~(5)) (Vermas et al., 2011;

하게 진행되어왔다.

Nam et al., 2019; Camacho et al., 2017).

최초의 압력지연삼투 파일럿 플랜트는 2009년
Statkraft 社(노르웨이)에 의해 해수-담수(강물)를 활용

EC = Vstack / ER

(3)

한 단독 공정 형태로 건설되었다[그림 4]. 총 막 면적 2000

P = Vstack × EC

(4)

㎡의 나권형(Spiral-wound)1) 막 모듈을 이용하여 최대

PD = P / TA

(5)

전력밀도 약 3 W/㎡를 달성하였다(Neumann, F, 2011).
Statkraft 社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재정지원을

전기발생
유출수

유출수

산화환원용액

산화전극
CEM

AEM

환원전극
CEM

전자

전자

담수

해수

출처 : 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energy-plant-sea-river

[그림 3] 역전기투석의 전기생산 원리

[그림 4] Statkraft社의 압력지연삼투 파일럿플랜트(Tofte, 노르웨이)

1) 나권형 막은 두 장의 평막 사이에 통수가 가능한 지지체를 넣고, 막 외면에는 유입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스페이서를 적층하여 롤 형태
로 제작되는 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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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압력지연삼투 연구 및 기술발전을 선도해왔으나,
2 ㎿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앞두고 2012년 말 갑작스럽

●●●

(Kurihara, M., 2014).
한국은 2013년 국토부의 지원을 받은(물 관리 일원
화 이후 환경부로 이관) Global MVP 프로젝트(단장:

게 관련 사업을 중단하였다.
해수와 담수 조합은 삼투압 차이가 작아 충분한 경제

경남대학교 김승현 교수)가 시작되면서 파일럿 규모의

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확인한

압력지연삼투 연구가 추진되었다. GS건설에서 플랜트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분리막 방식 해수담수

구축ㆍ운영 및 최적화, 도레이케미칼에서 압력지연삼

화 공정인 역삼투 기술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공정 연

투 전용막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전력밀도 7.5 W/㎡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이브리드 공정은 역삼투

를 목표로 하였다. 특히, GS건설에서는 에너지 생산(공

와 압력지연삼투 공정을 연계함으로써 역삼투에서 발

정효율 약 80%) 대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

생하는 고농도 농축수의 해양방류로 인한 환경문제를

회수 방식(공정효율 최대 98%) 적용을 통해, 역삼투 농

감소시킬 수 있고, 용액 간 삼투압차가 증가하여 기존

축수와 하수처리수를 조합한 240 ㎥/일 규모 압력지연

해수-담수 조합 대비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삼투 파일럿 플랜트에서 역삼투 방식의 해수담수화 단
독공정 대비 약 25%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였다 [그

장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메가톤 물 시스템(Mega-ton water
system)’ 프로젝트(2010년 시작)를 통해 역삼투, 압력
지연삼투 및 하수처리 공정을 연계한 파일럿 플랜트가
후쿠오카에 건설되었다[그림 5]. 저농도 용액으로는 한
외여과 및 저압 역삼투를 거친 420 ㎥/d의 하수처리수
를, 고농도 용액으로는 역삼투 농축수 460 ㎥/d를 이용
하여 최대 전력밀도 13 W/㎡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림 6]. 240 ㎥/일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 성능평가 결과,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약 10년으로 압력지연삼투 공정
의 전력밀도 10 W/㎡ 달성 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GS건설은 국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역삼투-압력지연삼투 하이브리드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하여 싱가포르 수자원공사
와 3년간(2020년 5월~2023년 4월) 공동연구를 추진
할 예정이다.

(a)
From
Sewage Treatment Center

UF-Treated
Water Tank

Treated Sewage
Tank

가. 압력지연삼투막 개발현황

UF-Unit

P

Effluent Tank
Fresh Water
Tank

Low Pres RO-Unit

Brine Tank

From
SWRO Facility

P

Turbine

P
Release

P

P

Membrane
P
Generator
module
P ; Pump
P
To Effluent Tank
Press Exchanger PRO-Unit

압력지연삼투 공정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높은 수투과량 및 염분 배제율, 외부 압력을 견
딜 수 있는 높은 물리적 강도를 만족하면서 막오염을

(b)

출처 : Kurihara, M., INES Meeting 발표자료 발췌

[그림 5] 역
 삼투-압력지연삼투 하이브리드 파일럿플랜트(후쿠오카,
일본)

출처 : GS건설 초청세미나 발표자료

[그림 6] 에너지회수방식 압력지연삼투 파일럿플랜트(부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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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할 수 있는 압력지연삼투 전용막이 필요하다. 압
력지연삼투 전용막은 크게 평막과 중공사막으로 나뉘

<표 1> 압력지연삼투 평막 실험결과
압력 전력밀도
(bar) (W/㎡)

유입용액

유도용액

참고문헌

CTA

9.7

5.1

DI water

1M NaCl

Achilli et al.,
2009

CA

8.2

1.6

DI water

1M NaCl She et al., 2012

CTA

21.6

2.1

0.5M NaCl

2M NaCl Kim et al., 2013

PA-PSf TFC

12

10

40mM NaCl 0.5M NaCl Yip et al., 2011

막

어 개발되었다.
평막형 압력지연삼투 막은 다시 셀룰로스 아세트산
(Cellulose acetate, CA) 계열과 박막 복합체(ThinFilm Composite, TFC) 계열로 나뉘며, 대표적인 실험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CA 소재는 높은 친수성,
내오염성, 높은 물리적 강도 및 내염소성의 장점을 가
지고 있어 실험실 규모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나,

Matrimid TFC 15.2
PAN-TFC

10

PAN-mTFC 1.03

12

DI water

1M NaCl Han et al., 2013

2.6

DI water

3.5wt%
NaCl

8

DI water

0.5M NaCl Bui et al., 2014

DI water

1.2M NaCl Kim et al., 2015

Statkraft 社(노르웨이)의 파일럿 플랜트에서 상용 CA

Toray PRO

27.5

8.06

막을 적용한 결과 평균 전력밀도 1.5 W/㎡ 수준으로,

TFC-T

18.4

7.1

현장적용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Khaled Touati

CNT-TFN

6

1.0

DI water

et al., 2017). 한편, TFC 막은 서로 다른 소재를 적층하

TFC

21

26.6

DI water

여 구성되며 수투과도 및 내구성이 강하고, 다양한 pH
조건에 대응성이 높지만 산화제 및 염소계 약품에 약한

Zhang et al.,
2013

10mM NaCl 1M NaCl She et al., 2016
0.5M NaCl Son et al., 2016
Moon et al.,
2020

1M NaCl

*트
 리아세틸셀룰로오스(Cellulose triacetate, CTA), 폴리술폰(Polysulfone,
PSf),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Polyacrylonitrile, PAN), 카본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단점이 있다. 2010년대 이후 평막형 압력지연삼투 막
<표 2> 압력지연삼투 중공사막 실험결과

은 주로 TFC 계열로 개발되고 있으며 한국의 파일럿 플

압력 전력밀도
(bar) (W/㎡)

랜트에도 도레이케미칼에서 개발된 TFC 막이 적용되

막

었다. 또한, 물 투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막 표면에 약

PES-TFC

8.4

47.2

10mM NaCl 1M NaCl Chou et al., 2012

품을 첨가하여 개질하거나, 막의 활성층에 나노입자를

PEI-TFC

15.1

18.7

10mM NaCl 1M NaCl Chou et al., 2013

SDS-TFC

22

15.79

Matrimid TFC 15

14.4

첨가한 나노복합체 박막(Thin-Film Nano Composite
Membrane)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입용액

유도용액

DI water

1M NaCl

참고문헌

Cui et al., 2014

10mM NaCl 1M NaCl Han et al., 2014

PES-TFC

20

24.3

DI water

1M NaCl Zhang et al., 2014

중공사막은 직경 500 um 이하의 관 모양 막으로 자

P84 TFC

21

12

DI water

1M NaCl

체적으로 지지가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압력지연삼투

PES-TFC

6

1.62

DI water

전용 중공사막은 2012년 Chou 외에 의해 처음 개발되

Li et al., 2014

0.6M NaCl Ingole et al., 2014

* 폴리에테르술폰(Polyehtersulfone,PES),폴리에틸렌이민(Polyethylenimine,
PEI), 황산 도데실 나트륨(Sodium dodecyl sulfate, SDS)

었으며, 대부분 TFC 계열로서 지지층 변화를 통해 성
능을 개선시켜왔다. 싱가폴 국립대학교와 난양공과대

나. 압력지연삼투 막오염 연구현황

학 등 싱가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국내에

분리막을 이용한 다른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압력지

서는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중공사막 합성 연구

연삼투 공정에서의 막오염 현상은 물의 이동 저항을

를 진행한 바 있다. 압력지연삼투 중공사막의 대표적인

크게하여 공정 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 유ㆍ무기물

실험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및 입자성 물질에 의한 압력지연삼투 공정의 막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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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실험실 규모로 꾸준히 진
행되어 왔으며, 유ㆍ무기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협력효과에 의해 공정 성능저하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Chen et al., 2015). 막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농도 용액 및 저농도 용액의 전처
리, 막의 물리화학적 특성 개선을 통한 오염 물질의 부
착력 감소, 막 세정방안 개선 등이 있다(Thelin et al.,

출처 : https://www.dutchwatersector.com

[그림 7] R
 edStack사의 역전기투석 파일럿플랜트(Afsluitdijk, 네덜란드)

2013). 공정 측면에서는 유입 용액의 위치를 변경하여

기술 연구기관 중 하나인 Wetsus 社는 자회사로(spin-

기존 물 흐름과 반대방향으로의 삼투압을 발생시키는

off) 역전기투석 기술 전문업체 RedStack 社를 설립하

삼투 역세정(Osmotic backwash) 방식을 적용하여

여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네덜란

막 내부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제거될 수 있음이 확인

드 Afsluitdijk에 담수(IJsselmeer)와 염수(Wadden

되었으며, 용액의 pH 조절이나 살균제 주입을 통한 막

Sea)를 활용하는 50 ㎾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였다

오염 저감 가능성이 제시되었다(Yip and Elimelech,

[그림 7].

2013; Kim et al., 2016; Park et al., 2020). 최근에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홍익대학

는 막의 표면 특성을 개선하여 오염물질 부착을 방지

교, 아주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역전기

하는 내오염성 막 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투석 기술을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한국에너지기

고 있다(Zhang et al., 2016).

술연구원 제주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는 역전
기투석의 이온교환막 개발, 막오염 등에 대한 연구를

2. 역전기투석 기술 발전현황

지속해왔으며, 2019년 국내 최초로 5 ㎾급 역전기투

역전기투석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

석 시운전 설비를 제주도에 구축하였고, 올해 본격적

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

핵심소재인 이온교환막의 내구성 문제와 높은 가격으

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로 인하여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
나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이후 신재생에너
지 기술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역전기투석 기술이
압력지연삼투 발전 대비 이론적인 에너지 효율이 높
다고 알려지면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
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해수와 담
수가 만나는 강 하구에서 역전기투석을 이용하여 전
기를 생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건설
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네덜란드의 주요 물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03291301576181

[그림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염도차 발전(역전기투석) 실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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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 해수담수화

(Xu et al., 2005).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에

기술과 연계한 100톤/일 규모 역삼투-역전기투석 하

너지기술원과 세명대학교를 중심으로 역전기투석 효

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및 성능 검증이 추진될 예정이

율증가를 위한 이온교환막 제조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며, 향후 30,000 톤/일 규모 하이브리드 설비의 실증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나노물질을 이용한

이 계획되어 있다.

역전기투석용 이온교환막 개발을 위한 연구도 수행되
고 있지만 경제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용화까지는 아

가. 역전기투석용 이온교환막 개발현황

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Hong et al.,

역전기투석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연구 초

2015).

기에는 기존 해수담수화 공정인 전기투석 용으로 개
발된 이온교환막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기투

나. 전극 및 전극용액 개발현황

석용 이온교환막의 경우 높은 제조비용에도 불구하

역전기투석의 전극에는 현재 티타늄에 루테늄과 이

고 전기 생산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어, 역전기투석

리듐이 코팅된 전극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흑

전용 이온교환막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이홍

연 재질의 전극이 이용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Mei

주 외 3명, 2011). 이온교환막은 제조방법과 구조적

and Tang, 2018).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공성의

특성에 따라 크게 균일이온교환막(Homogeneous

카본 재질의 전극을 이용할 경우 기존 티타늄 기반 전

Ion Exchange Membrane)과 불균일이온교환막

극 대비 5~10%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

(Heterogeneous Ion Exchange Membrane)으로 구

났다 (Lee et al., 2016). 전극용액으로는 페리시안화

분된다(Kariduraganavar et al., 2006). 균일이온교환

합물/페로시안화합물 (Fe(CN)6]3-/[Fe(CN)6]4)이 가장

막은 균일하게 전하를 띄고 있는 반면에, 불균일이온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역전기투석

환막의 경우 불균일한 전하특성을 나타내어 이온들이

의 전극에서는 산화-환원 반응2)으로 인하여 염소기체

통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균일이온

나 수소기체와 같이 독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가스류가

교환막이 역전기투석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성되기 때문에, 가스를 분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
설 설치가 필요하다(Scialdone et al., 2012; Audinos
et al., 1992). 또한, 전극용액을 순환식으로 운전하게
되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수소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용액의 pH가 높아져 침전물들이 발생하

(a) 균일 이온교환막

(b) 불균일 이온교환막

출처 : Mei and Tang(2018)

[그림 9] 이온교환막의 내부구조에 따른 분류

게 되어 전력생산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력밀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전자 전달

2) 반응물 간의 전자 이동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 전자를 잃는 산화반응과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며,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항상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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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높은 전극용액의 개발이 요구된다(Veerman

심각한 막오염이 발생하여 전력밀도가 약 60% 감소

et al., 2010).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ermass et al., 2013). 최근에
는 역전기투석 공정의 스페이서가 막오염에 취약하다

다. 스택 내 유로설계 최적화

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별도로 사용하지

초기 역전기투석 스택의 유로에는 이온교환막을 지

않고 이온교환막 자체에 패턴화 시킨 성형막(Profiled

지하고 유로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분자

Ionexchange Membrane)을 이용한 역전기투석 공정

기반의 직조된 스페이서가 사용되어 왔다(Mei and

이 개발되었다(Vermass et al., 2013). 막오염을 저감

Tang, 2018). 그러나 고분자 기반 직조 스페이서가

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주기적으로 원수 공급을 전

이온교환막과 맞닿는 부위에서 이온이 투과하지 못하

환하는 방법,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이산화탄소를 포

는 死공간(Dead zone)을 발생시키고 유로 저항을 높

화시킨 원수를 공급하는 방법 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문제를 야기하여 에너지 소모를 높이는 원인으

(Vermass et al., 2014; Moreno et al., 2017), 최근

로 알려짐에 따라, 최근에는 이온교환막에 유로를 직

에는 이온교환막의 표면을 개질하거나 나노물질을 이

접 패턴화 하는 방식 등 스페이서를 대신하는 방법에

온교환막 표면에 부착하여 막오염을 저감하는 방법들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Vermass et al.,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Mei and Tang,

2013).

2018).

라. 역전기투석 막오염 연구 현황
막오염은 역전기투석의 실용화 과정의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호소수, 해수 등 실제 원수
를 이용하여 역전기투석 공정을 운전하는 경우, 원수에
포함된 유기물질로 인하여 분리막 표면 및 스페이서에

Ⅳ. 블루에너지 연구 상용화 방향
1. 압력지연삼투 기술
압력지연삼투 공정이 높은 전력밀도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높은 수투과량, 낮은 염분 투과도 및 내오염성
을 만족하는 전용막이 담보되어야 하며, 실험실 규모
에서의 높은 막 성능이 실제 공정 스케일에서도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모듈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호되
는 역삼투 농축수와 하수처리수의 조합의 경우 유ㆍ무
기물 함량이 많아 막오염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이
를 저감하기 위한 최적 전처리 방식의 선정이 중요하
다. 국내 및 일본에서의 파일럿 규모 성능 검증을 통

출처 : 김한기 외 4명(2016)

[그림 10] 역전기투석 스택의 유로를 형성하는 방법

해 압력지연삼투 기술의 적용가능성은 확인되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여 본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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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성능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술 확보가

막오염 저감 기술 확보, 스케일업 시설에서의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운전을 통한 성능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추

2. 역전기투석 기술

세와 무한한 해수자원을 이용하는 잠재력 높은 블루에

역전기투석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높고, 이

너지 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 현황을 고려할 때,

온투과율을 높일 수 있는 두께가 얇은 역전기투석 전

가까운 미래에 블루에너지 상용화 기술 확보가 가능할

용 이온교환막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현장 적용 시기를 앞당길

다, 또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스택 내부의 저항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 수 있는 유로 설계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막오염 형성을 최소화하고, 전력생산을 극대화하기 위
한 새로운 스택 디자인의 개발이 함께 요구된다. 그리
고, 압력지연삼투 기술 대비 높은 건설비를 낮추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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