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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합물권고에 따른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미치는 영향
윤태영*

Ⅰ. 머리말
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Ⅲ.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및 ‘통합물권고’
Ⅳ. 유역 거버넌스의 방향
Ⅴ. 맺음말

급격한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대규모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적으로도 큰 영향을 준다.
특히 기후변화는 자연 중 물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자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 등의 리스크 증가 및 지속가능한 물이용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대두되었고, OECD에서는 최근 이에 관한 일련의 지침과
권고를 마련한 바 있다. 2015년 6월 4일에는 ‘물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지침’을, 2016년 12월 13일에는 기존 권고에
새로운 아젠다 이슈를 반영한 ‘OECD 통합물권고’를 마련하였다. 이 통합물권고는 물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써 회원
국에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OECD의 물 정책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OECD의 지침과 권고 내용 가운데 유역 거버넌스를 중요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물이용질서를 합리적으로 구축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물의 순환성이라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순환의 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역이기 때문이다. 유역 물관리는 ‘선으로서의 하천의 물관리’와 ‘면으로서의 유역의 물관리’의 양 측면이 시·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일체화하여 유기적으로 기능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제는 유역 관리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수, 치수, 하천유역관리 등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물에
관한 수량, 수질의 통합관리 및 하천의 유역별 관리, 즉 계류, 소하천, 지방 및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하수를 포함한 물순환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즉 관리 주체가 달라서 일관된 정책수립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주체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물관리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이해상충으로 입법과정에서 번번이 폐기되었던 물관리 기본법의 입법이 시급하다.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ty@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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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주민, 시민단체 간의 마찰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이 서로
얽혀 있어 수자원확보에 대한 상호 갈등 가능성이 항상

물이용질서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전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적정 수자원을 공급하는 문

제로서 물이용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은

제, 공급되고 있는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문

지하수, 지표수, 바다, 수증기, 비 등 단절됨 없이 순환

제, 그리고 수자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 등

한다. 여기서 물이용은 그 중 어떤 한 상태에서 이루어

일련의 수자원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주

지는 것이고, 이용된 물은 다시 이러한 순환과정에 연

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게 되면 갈등이나 분쟁

결된다. 이 순환성 때문에 물, 특히 하천 같은 유수는

양상은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로 된다.

물리적으로 어느 고정된 하나의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

이에 최근 유역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주목되고 있다.

는다. 그런데 이 순환의 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이나 하천 관리를 생각할 때, 그 자연적인 순환의 범

것이 유역이다.

위에서 유역이라는 단위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지적되

유역이란 강우 시 하천으로 물이 모여드는 주변 지역을

어 왔고(Goldfarb, 1994), 그 관리의 권한과 관련하

의미하며, 한 유역에 내리는 강우는 유역에서 가장 낮

여 중앙 부처에 의한 집권적 관리의 폐해(伊藤達也 외,

은 지점으로 모이게 된다. 집수구역이라고도 하며, 대

2003)나 지역 사회에 의한 자치적이고 유연한 관리 가

부분이 산지로 둘러 싸여진 부분은 유역 경계가 뚜렷한

능성(鳥越皓之, 2006) 등도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최

반면, 평지에서는 유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예를

근 들어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우려되고 이를

들어 낙동강 유역이라 하면, 빗물이 지면에 떨어진 후

극복하기 위한 유역 거버넌스 방식의 총체적 재검토가

빗물이 흐를 때 본류는 물론 지류까지 모두 포함하여

모색되고 있다(김성수·유익준, 2015; 채영근, 2015).

낙동강 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014년에 “건전한 물순환을

한편, 지하수의 경우 지상하천과 관련된 유역면적과 지

유지 또는 회복시키고 일본의 경제 사회의 건전한 발전

하수가 흘러드는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

과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제1조)으

다. 이 유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하천의 유

로 한 「물순환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

량이 감소하고 수질이 오염되어 재해를 맞게 된다. 따

라 향후 책정되는 물순환 기본 계획 하에서, (1) 저장·

라서 유역을 포함한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물관리의 필

함양 기능의 유지 및 향상, (2)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보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과 이용의 추진 (3) 물 인프라의 전략적 유지 관리·

그런데 유역은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

업데이트, (4) 빗물 재생 물이용 촉진, (5) 물순환과 지구

유 및 사용과도 연결되어 있어 유역 관리 문제는 첨예한

온난화 유역 연계 추진, (6) 건전한 물순환에 관한 교육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 특히 수자원 정책의 경우

의 추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그

수자원 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런데 물순환을 고려한 이러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전개

1) 일본 물순환정책본부(水循環政策本部), 「水循環基本計画原案」 <http://www.kantei.go.jp/jp/singi/mi zu_junkan/iken/sankou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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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 유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OECD는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수단(정책지침) 개

(大野智彦, 2015).

발, 감시기구 설립 및 이행결과를 이사회에 정기 보고토

일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리스크 증가 및 지속가
능한 물이용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대두되었고, OECD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에서는 최근 이에 관한 일련의 지침과 권고를 마련한 바
있다. 2015년 6월 4일에는 ‘물거버넌스에 관한 OECD

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지침(OECD Water Governance Initiative)’을 마련한
바 있고, 2016년 12월 13일에는 기존 권고에 새로운 아

1. 물순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물관리의

젠다 이슈를 반영한 ‘OECD 통합물권고(OECD Council

부재

Recommendation on Water)’를 통과시켰다. 특히 통

유역 물관리는 ‘선으로서의 하천의 물관리’와 ‘면으로

합물권고는 물 접근에 대한 경쟁 증가, 수질 악화, 기

서의 유역의 물관리’의 양 측면이 시·공간적으로 밀접

후 변화 등 수자원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하게 일체화하여 유기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물 관련 분야 목

양측면을 통합 고려하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표, 물-에너지-식량 Nexus, 기후 변화 등 국제사회 아

법제에 있어서 전자는 하천법이 담당하고 후자와 관련

젠다의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통합물권고를 제정

된 법률은 상당한 수에 이른다.

한 이유는 기존 OECD 물권고를 통합·폐지하면서 최

즉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제10조)을 관리하는 법으

근 성과반영을 통한 물 정책에 대한 일관된 법률수단을

로, 이 구조는 하천행정이 단순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 오늘날의 하천은 기후변화, 환경보전 등에 대응하여

이 통합물권고는 물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회

종합적인 관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천법상의

원국에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OECD의 물 정책 수행

하천행정은 여전히 하도(河道), 즉 물길을 관리하는 하

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통합물권고의 내용은 일

천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사항과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행확보 방

하천유역은 물순환의 장이다. 하천은 오목한 형태를

안으로서 환경정책위원회는 권고 이행수단을 마무리하

이루는 하천유역의 가장 낮은 위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고, 권고 이행 감시기구 설립 및 이사회에 정기 보고토

하천구역(이하 본고에서는 ‘하천’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록 하고 있다. 권고는 법적 효력까지는 없지만 회원국에

구역을 제외한 하천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은 일체

정치적·도덕적인 일정한 강제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

불가분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현행

도 법제도적 측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하천법은 과거 제정할 당시 하천과 유역 사이의 적절한

2) OECD 통합물권고에서는 첫 문장에서,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약(Convention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5b조에 유념한다.」고 하고 있다. 5b조는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국에 권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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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계를 구축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

성장과 보조를 맞춰 하천을 수자원 개발과 홍수 배제 장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규정되었는지 연유를 찾아보면,

치로 바꾸어 갔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찍이 개발 위주의

그 발단은 우리 하천법에 큰 영향을 준 일본 구 하천법

하천 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하천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 하천법은 “고수공사3)를

유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면서, 그

중추로 하는 새로운 치수대책의 전개”를 의도하여 1896

후 연안 관리에 있어 토지 소유권 가치 등의 문제와 복잡

년 제9회 일본 제국의회에 제안되어 같은 해 4월 8일 공

하게 얽혀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도 없었다.

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적인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하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색채가 현저하게 강하고, 치수에 중점을 두고 이수 측

왔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을

면은 충분한 배려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일본 河

관리할 뿐, 하천유역은 관리 대상 외이다. 그런데 문제

川法研究会, 2008). 일본 구 하천법은 1965년 4월 1일

는 하천유역의 토지 개발을 허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토

폐지될 때까지 69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그 정신은 현행

지 소유자가 갖지만 그 악영향은 하천에서 처리한다는

하천법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제점이 있다.

구 하천법 제정 이전의 하천 행정은 저수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일전

2. 유역 거버넌스의 기능 부전

쟁을 기점으로 도시화와 공업 진흥 정책이 본격화되면

물순환을 건전화한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유역 거

서 고수공사가 중시되었고, 그 요청에 따라 구 하천법

버넌스의 과제를 정리하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이 탄생한 것이다.

있다. 첫째는, 물순환을 고려하면 어느 한 대상을 따로

고수공사는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을 직선화하고, 하

따로 떼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천의 양쪽에 높은 제방을 쌓아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체계가 대상을 각각

하천에 수용하고 신속하게 유역 밖으로 제거하는 것이

분리시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역을 구성하는

다. 유역의 토지 개발은 제방 사이 정도까지만 가능하

하천, 지하수, 땅, 숲, 바다가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 다

며,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고 일

른 논리와 법제도 아래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4). 그 이후에도 하천 행정은

둘째로는 유역의 중심 구성요소인 하천의 관리에 관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우리 법에 많은 참고가 된 일본의

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천은 공물인데 그 관

특정다목적댐법이 1957년, 수자원 개발촉진법과 수자원

리는 하천 관리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개발공단법이 1961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에도 주목적

고 있다. 그렇지만 이수인지 치수인지, 수량인지 수질

은 하천개발이었다. 그 이후로도 하천 행정은 고도 경제

인지에 따라 물관리체계가 다르다. 현행 우리나라의

3) 홍수를 방어할 계획으로 하는 공사
4) 일찍이 이러한 공사에 대하여 경종을 알리는 견해도 있었다. 이 견해는 1955년경에 당시의 하천행정을 비판했는데, 연속하여 고제
방을 축조하여 홍수를 조속히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 개수공사, 나아가 그것을 요구한 유역의 급속한 개발에 의해, 대홍수시의 피크
유량이 증대하였다고 비판하였다(高橋裕(1987), 「戦後日本の河川を考える」、東大最終講義 참조).

8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OECD 통합물권고에 따른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미치는 영향

/ 기획 특집 ●●●

물관리체계에서 치수·이수관리 등 전반적인 수자원관

이를 위한 유역관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

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물환경·수질관리 등은 환경부

라의 상황에 국한하지 않은 세계가 처한 상황으로 각국

에서 담당하는 등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물관리 업무

도 통합물관리가 긴요한 상황이다. 물은 어느 한 나라

를 수행하고 있다(이기영, 2015).

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물순환의 원칙에 따라 한 국가

이러한 규율체계의 문제점은 지하수법만 보더라도

의 상황이 다른 나라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

명확하게 드러난다. 뒤에 살펴볼 내용으로서 OECD는

서 OECD에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

물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량, 수질의 통합 관

합물권고를 내 놓았다.

리, 지표수 및 지하수의 통합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법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률로 제정되
어 있고 지하수의 조사 및 보전관리사무는 국토교통부
에 부여되어 있지만 지하수의 수질보전 관련 규제권한
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지하수법은

Ⅲ.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및
‘통합물권고’
1.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허가권 및 규제권한을 시

가. 배경

장·군수·구청장에게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물에 대한 위기를 대비하여 잘 극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및 홍수로 인해 발생한 문

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기가 온 것은 주로 거

제점을 해결하고 부처 간·지역 간에 내재되어 있는 갈

버넌스의 위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에 관한 거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내에 「물관리협의회」를

버넌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특성이 있다

구성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

(OECD, 2015). ① 물은 지형적·시간적 한계를 넘어

라 과거 설치되었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와 ‘수질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이어

선기획단’과 같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전적이고 항

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문학

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의 물관리 정책의 이견

적 경계와 행정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지표수와

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하수 등 담수 관리는 글로벌적이면서 동시에 지역적

이와 같은 법제와 물관리체계를 가지고는 기후변화

인 문제이며, 의사결정·정책·프로젝트 과정에 있어

에 따른 심각한 물 부족에 대비한 통합적인 물관리 및

공공, 민간, NGO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다.

<표 1> 부처별 물관리기능
기능

부처

주요
담당
업무

국토교통부
·하천·수자원 관리
·다목적댐 관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하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관리
·농업용시설
·하구둑 관리
·지하수 관리

환경부

·수질규제 관리
·하수처리시설
·지방상하수도

국민안전처

·소하천 관리
·자연재해대책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용댐
·소수력 개발

기상청

·기상관측
·기상예보

출처 : 김수홍, 「물관리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토교통위원회, 2016. 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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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은 상당히 자본집약적이며 독점적 성향을 띠고 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방분권화는 지역

장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④

실정에 맞는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했지만, 공공 서비

물 정책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며 보건·환경·농업·에

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협력의 문제점

너지·도시계획·지역개발 그리고 빈곤완화 등 다양한

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효과적인

분야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⑤ 국가별로 정

물 정책을 실현하는데 포괄적인 상향식 의사결정이 보

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잡하고 자원집약적인 책임을 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더불어 수많은

방정부에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상호의존성

법적 프레임워크가 물 정책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촉진

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분절의 완화를 위

시켜온 반면, 그 실행에 있어서는 병목현상을 초래하기

한 협력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도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5).

물 관련 정책의 성공은 정책의 일관성,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통합

참여, 적재적소에 잘 설계된 법규정, 정보의 적절성과

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접근 가능성, 충분한 능력, 그리고 청렴성과 투명성에

IWRM)”라고 한다. 그러나 그 적용은 국가마다 서로 다

달려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른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

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포괄적이고 지속가

로 단기·중기·장기 모든 시기에 걸쳐 실행이 가능하

능한 정책실행을 위해 정치적 의지와 정책의 지속성이

도록 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을 위해서는 미래에 직면할 물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

서는 견고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OECD

을 해야 할지?”라는 물음뿐만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해

물 거버넌스 원칙이 나오게 되었다. 물 거버넌스 원칙은

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의 정부 차

적절한 규모로 미리 정해진 시기에 맞게 측정 가능한 목

원에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는 질

표로 설정되어야 하고, 책임 당국에 임무가 명확히 주

문들과 함께한다(OECD, 2015).

어져야 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

그런데 이러한 담론에 입각하여 2010년부터 OECD

다고 한다.

는 물 정책 기획과 그 실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OECD는 담수 관리

나.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에서의 유역관리

와 관련된 거버넌스 환경이 지난 25년간 변화하였다는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은 물 거버넌스 시스템이 최

점에 주목한다. 예전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적으로 운영되는지, 필요한 곳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

점은 거버넌스의 결점, 실패, 잘못된 사례에 대한 해결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5)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EU 의 물 프레임워크 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을 필두로 하여 제안된 UN 새천년
개발 목표(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물과 위생에 관한 인간의 권리(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라 명명된 UN 총회 결의(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010.7.28) 등 많은 권고사항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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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하는 사항 중 유역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
용을 주목할 만하다(OECD, 2015).

/ 기획 특집 ●●●

a) 아래와 같은 물 분야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와 기
관간에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현재와 미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견고한 공

- 정책 입안, 특히 우선순위 결정과 전략적 계획

공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은 적절한 규모로

- 정책 실행, 특히 재무와 예산, 데이터와 정보,

정해진 일정에 맞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책
임 당국 간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며, 정기적 모니터
링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2)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물 거버넌스는 정
책의 기획과 실행단계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이해관계자 참여, 역량개발과 평가
- 운영 관리, 특히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 운영과
투자
- 규제와 집행, 특히 요금설정, 표준, 인허가, 모
니터링과 감시, 통제와 감사 그리고 갈등관리

책임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현

b) 모든 수준의 정부 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격차

재와 미래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와 중복, 그리고 갈등을 밝히고 해소하는데 도움

수 있다.

을 주어야 한다.

3) 다양한 물 문제와 정책적 대응은 법적·제도적 프레

②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통합 유역 거버넌스 체계 내

임워크, 문화적 관행, 기후, 지형, 경제상황이 나라

에서 적합한 규모로 물을 관리하고, 다른 규모의

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 물 문제를 해결

유역 거버넌스 체계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하기 위한 단 한 가지로 획일화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한 물관리 실행과 방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는 통합 수자원관
리와 위험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은 ① 물 거버넌스 효과성 향상

적·경제적·사회적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차원(원칙 1 ~ 원칙 4), ② 물 거버넌스의 효율성 강화

b) 담수를 취수,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하수 방류

차원(원칙 5 ~ 원칙 8), ③ 물 거버넌스의 신뢰와 참여

와 회귀수까지 안정적인 수문학적 순환 관리를

강화(원칙 9 ~ 원칙 12) 차원으로 나누어 12가지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유역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2015).

c) 국가정책과지역상황을반영한효과적인유역관리
계획을명확하고일관성있는권한에기반하여실행
프로그램과 조치, 그리고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촉진

1) 물 거버넌스 효과성 향상

해야 한다.

① 물 정책 입안, 실행, 운영관리 및 규제에 있어 역할과

d) 수자원관리를 위해 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구분하며, 책임 당국 간 협력

의 정부 간에 다방면으로 협력방안을 촉진해야

방안을 조성한다.

한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아
야 한다 :

e) 경계를 넘나드는 담수자원의 활용에 대해 하천
인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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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자원 정책과 환경, 보건, 에너지, 농업, 산업, 공

공업용·농업용 및 기타 용도의 물을 수량과 수질 면에

간 계획과 토지활용을 위한 정책 간에 효과적인 교

서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공급한다. ④ 물 공급과 수요

차 협력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해야 한다.

의 균형을 유지한다. ⑤ 물 관련 재해 위험 예방 및 관리

a) 분야 간 교차계획을 포함하여 각 부처, 공공기관
등 모든 수준의 정부조직 간에 일관성 있는 정책
을 위한 협력체계를 장려한다.
b) 수자원의 가용성, 수질, 수요(예 : 농업, 임업, 광
업, 에너지, 어업, 교통, 휴양, 수운 등)와 위험

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ECD 통합물권고에서는 이
권고를 지지하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다음과 같은 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OECD,
2016).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고려하면서 수자

①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② 우선적으로 하천

원의 이용, 보호, 정화와 관련된 협력적 관리방

유역 또는 대수층 차원을 고려하며, 초국가적인 틀에서

안을 조성한다.

장기적 물관리 계획에 기초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표

c) 모니터링, 신고, 점검을 통해 물 분야 안팎의 관

수 및 지하수의 통합적 관리를 촉진해야 하며, 정기적

행, 정책, 규제 등에 존재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이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혀내야 한다.

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다. ③ 수

d) 각 분야의 전략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

량과 수질의 공동 관리를 장려하며, 수량, 수질, 재해,

브와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들이 물

물 관련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리 형태적 특성 및

관리 요청과 부합되도록 하며 지역 거버넌스와

유역의 순간적인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④ 물의

규범에 맞도록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가용성, 물 수요, 물 위험에 노출 및 취약점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과 추세 및 개발에 대처하며, 각기 다른 규

2. OECD 통합물권고
가. 배경

모(different scales)에서 이들의 보다 폭 넓은 경제적·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한다.

OECD 통합물권고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오게
되었다(OECD, 2016). 즉, 수자원과 물 산업은 물 정책

나. 유역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

과 광범위한 정책 분야(금융, 토지 이용, 임업, 도시개

1) 수량관리

발, 에너지 생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광업, 교통,

OECD는 다음 사항의 결합을 통해 수자원의 이용가

농업, 인프라 등)에서 채택한 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

능성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수량을 관리하도록 권고하

에 물과 물 생태계의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

고 있다(OECD, 2016).

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물관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수준의 물 수요 관리 정책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① 수자원, 물 생태계 및 필수

은 장단기 추정치를 반영하고 현재와 미래의 물 가용

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보호 및 복원한다.

성 및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② 물순환을 보호 및 복원한다. ③ 가정용·환경용·

이러한 물 수요 관리 정책은 수자원을 보존하면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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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기능을 고려한 시스템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물·농업 정책이 교차함

의 생태적 지속 범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물

에 따른 차원들(dimension) 및 규모들(scales)을 결합

관리 계획에 기초한다. 물이 부족하고 분야 간 경쟁이

하여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 위험의 특수

심화된 곳에서 지하수 충전 및 환경용수에 대한 필요

성을 고려한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부가 유역과 지하수

를 고려하는 한편, 모든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에 대

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물이용 효율성 증진을 통해

특히 도시설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 정책과 인프

수량을 관리한다. 이러한 효율성 증진은 수자원관리를

라 자금을 사용할 때에는 도시와 관련된 물 위험 특수

위한 경제적 수단(예 : 취수부담금)을 포함할 수 있으

성을 고려한다.

며, 물 효율 기술이나 대체수자원 이용(예 : 재생수)을
지원할 수 있다.

3) 우수한 물 거버넌스 보장

지속가능한 자원을 명확히 하는 물 배분 제도는 유

지지국은 지하수 관리 거버넌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역의 모든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유지와 대책에 대한

물 거버넌스에서 효과와 효율, 신뢰와 참여를 극대화해

비용-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극한 조건에서

야 한다(OECD, 2016). 물 거버넌스는 결정 및 실행을 통

도 비차별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정책목표(예 : 음용수

한 정치적·제도적·행정적 규칙, 관행 및 (공식적 및 비

에 대한 접근, 생태계 건강성, 식량 또는 에너지 안보)

공식적) 절차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

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물을 배분하고 물 부족 위험을

익을 명확하게 하며 관심사항을 고려하며, 의사결정자

분산한다. 또한 동적이고 탄력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는 수자원관리와 물 서비스의 제공에 책임을 진다.

의 사회적 비용으로 상황 변화에 적응한다. 물 배분제

이 가운데 물 정책수립, 정책 이행, 운영관리 및 규제

도는 물의 생태계 지원 기능과 사회적 결과를 충분히

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배분하고 구분하며, 이

고려한 효율적인 물이용,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전통

러한 책임 당국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한편 지역적 상

적인 지역사회의 관행에 호응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황을 반영하고 상이한 규모 간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리권을 준수하고 관련 정책을 실

통합유역관리 시스템 내에서 적당한 규모로 물을 관리

행해야 한다.

한다. 특히 물과 환경, 보건, 에너지, 농업, 산업, 공간
계획, 토지이용 정책 간 효과적인 범분야적 협력을 통

2) 물 위험과 재해 관리

해 정책의 일관성을 장려한다.

지지국은 국가 위험 관리체계를 위해 총괄적 재난 접

의사결정에 대해 더 나은 책임과 신뢰를 위해 물 정책·

근방식의 한 요소로 ‘물위험 관리정책’을 채택하고, 정기

물 기관·물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청렴성과 투명성을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OECD, 2016). 또한 기후변화

확립할 수 있는 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 정책 설계

적응, 수자원관리, 토지 관리, 공간계획, 생태계 및 생

및 이행단계에서 정보에 입각한 성과중심의 기여를 위

물다양성 보호, 재해 위험 경감 전반에 걸친 정책 일관

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한다. 물 사용자, 농촌과 도

성을 증진해야 한다. 특히 농업 및 물 시스템의 적응을

시 지역, 세대 간 전반에 걸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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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거버넌스를 장려한다. 물 정책 및 거버넌스를 정기

비용, 개·대체비용과 자본비용의 점진적 비례를 포함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도록 장려하며, 대중에게

하는 물 서비스 및 기타 모든 용도에 대한 요금 설정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 시 조정한다.

등이 그것이다.

4) 물과 물 서비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투자, 요금

Ⅳ. 유역 거버넌스의 방향

책정
지지국은 물 서비스, 물 인프라, 수자원관리, 물 생태

1. 바람직한 유역 거버넌스

계 보호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물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지침(OECD Water

도록 해야 한다(OECD, 2016). 수자원관리에 대한 자금

Governance Initiative)’과 ‘OECD 통합물권고(OECD

조달은 다음 네 가지 원칙, 즉 오염자부담원칙, 수혜자

Council Recommendation on Water)’를 통해 가장 최

부담원칙,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간 형평성 및

근인 2015년과 2016년에 OECD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

일관성을 고려한다. 그리고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수익

들 중 중요한 포인트는 통합 수자원관리이며, 이를 위한

흐름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자금원을 활용하는 것을 고

정책 가운데 유역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포함하고 있다.

려한다. 첫 단계로 물 인프라를 투자·운영·유지하는

그렇다면 유역 거버넌스란 무엇이며 바람직한 방향

비용을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회수하도록

은 어떤 것인가? 먼저 유역 거버넌스의 ‘본연의 모습’을

물 요금, 공공예산 보조금, 국제사회 지원금에서 발생

제시하려고 하는 규범적인 측면을 중시한 견해가 있다.

하는 수익을 통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유역에서 생태 환경의 보전·재생을

OECD는 지지국에 대해 수자원을 관리하며, 부정적

도모하면서, 사회·경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외부효과(예 : 과도한 사용, 오염)를 단계적으로 없애

각 부문 및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주체가 협력·연계하

고, 물 인프라와 물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여 다층 파트너십을 형성한 기초에서 행하는 다양한 유

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수단(예 : 규제 수단, 자발적

역 자원의 관리·이용·보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견해

방식 또는 기타 경제적 수단)을 결합해 적절하고 적용

가 있다(大塚健司, 2008). 한편 유역 거버넌스를, “관리

가능한 요금(가격) 수단을 수립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

의 합리적인 공간 단위로서의 ‘유역’, 관리의 관점·목

고한다. 특히 요금책정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지지국

적에 관한 ‘지속가능성’, 관리의 주체에 관한 ‘거버넌스’

은 다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① 물 부족에 따른 비용

라고 하는, 세 가지 이념으로부터 성립하는 고려방법”

(예 : 환경비용 및 자원비용)을 반영하고 시스템 운영

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谷内茂雄, 2009). 양 견

에 드는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

해는 모두 유역 거버넌스의 ‘본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한 취수부담금 설정, ② 오염 규제 및 예방을 위한 주

자 하였다.

요 유인 효과를 보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폐수배출부

한편 유역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는 분석적 측면에

담금 또는 지표수 및 지하수 이용 및 오염에 대한 오염

중점을 두는 견해도 있다(Imperial and Kauneckis,

부담금 설정, ③ 가능한 경우 인프라의 운영비용, 유지

2003). 예를 들어, “공통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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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갖는 개인이나 조직의 관리와 조정을 이루

시스템의 요소가 갖는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이라고 한 다음, 정치적, 생태학적, 지리적 경계가

(McGinnis and Ostrom, 2014).

얽혀 있는 유역에서 “규칙과 제도가 구축되는 진화 과정”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한 지점에

이라고 유역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본

주목해 버리기 십상이지만, 그 지점보다 상류 지역의

연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보다 복잡하고 동적인 유역

사회와 생태계의 모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유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는 분석적인 측면에 중점을

역에서 산지나 초원이었던 곳을 무질서하게 개발하여

두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어 버리면, 강우 시 더 많은
물이 단시간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2. 유역 거버넌스의 핵심인 통합물관리

유역 개발이 진전되면 강우량이 동일하더라도 피크 유

유역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이상형’으로서

량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나무에 덮여 있던 땅이 벌채

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존재 방식을 주장하는 것만이

등으로 나대지로 변하게 되면, 그 하류 하천에 토사가

아니라, 현재의 유역 거버넌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

퇴적되어 하상이 상승한다. 위 유역의 토지 변경은 하

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다양한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류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수집하고 그 분석을 통해 유역 거버넌스의 구조를 파악

러나 상류 영역 또는 하류 영역에만 주목하는 경우, 혹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 하도에만 주목하면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파악에 있어서는 사회의 다양한

지 않을 수 있다. 유역 전체의 사회-생태 시스템을 포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환경연구,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

괄적으로 파악하여 제방 정비 및 치수 댐 건설 등 국소

및 생태 시스템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유역의 토

중요하다. 많은 환경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포괄

지 이용과 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이

적인 시스템을 파악하는 관점이 없으면 단순한 임기

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어

응변식의 대책 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학자들은

야 함이 강조된다.

사회와 생태계의 복잡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역 거버넌스에 사회-생태 시스템 프레임워크
(Social-Ecological System Framework)를 강조하고
있다(Ostrom, 2009).

3. OECD의 지침 및 권고에 따른 바람직한 유역
관리 방안
OECD는 통합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

유역의 사회-생태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

며,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통합 유역 거버넌스 체계 내

은 단순하게 현상 진단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가

에서 적합한 규모로 물을 관리하고 다른 규모의 유역 거

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역이 처한 문제에

버넌스 체계 간 협력을 중요시한다. 아울러 적절한 규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모로 미리 정해진 시기에 맞게 측정 가능한 목표로 물

특히 유역의 순환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거버넌스 원칙을 설정하여야 하며, 당국에 명확한 임무

서는 겉으로 보기에 관련 없는 듯 보이는 사회-생태

가 주어지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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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의 상황에 맞게 물 정책을 수립하고, 초국
가적인 틀에서 장기적 물관리 계획에 기반하되 하천유
역 차원에서 물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
들은 지표수 및 지하수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수량과
수질의 공동 관리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OECD의 지침 및 권고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물관리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담아내고 있는가?
제20대 국회에 들어서 물관리기본법안이 2016년 7건
이나 발의된 후 소관위에 접수되어 계류 중이다.
물관리 기본법안의 제안이유와 통합물관리 등의 기
본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물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비교해보
면 다음과 같다.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행 지자체별 행정구역 단위
<표 2> 2016년 물관리 기본법안 현황

가 아니라 유역단위의 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장기적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구분

제안일자

의안명

1

2016. 06. 30.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의원 등 10인)

하되, 각 유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갖

2

2016. 08. 01.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의원 등 11인)

춰 적합한 규모로 물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3

2016. 10. 21.

물관리 기본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유역단위의 관리체계가 수자원 관련 개발계획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역관리체계는 유역 내
하천 등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수

4

2016. 11. 01.

물관리 기본법안(민홍철의원 등 11인)

5

2016. 11. 17.

물관리 기본법안(전현희의원 등 10인)

6

2016. 11. 17.

물관리 기본법안(김상희의원 등 11인)

7

2016. 12. 16.

물기본법안(주승용의원 등 33인)

량과 수질을 함께 관장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는 유역별 거버넌스 체계

거의 대부분의 법률안은 통합물관리원칙을 지향하여,

간 협력을 긴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

할 것이다.

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 수

한편 통합적 권한을 유역단위 거버넌스 체계에 부여

질보전, 가뭄,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방지뿐만

한 만큼 계획대로의 실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

아니라 기후·토지·자원·환경·식생 등과 같은 자연

링과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수부담

환경 및 정치·경제·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금, 오염부담금 등을 통해 목표를 적절히 달성할 수 있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전현희 의원 안 제8조)와 유사

고 수리권 관리를 정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하수를 물관리에 포함
시키는 점, 수량과 수질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물관리를

4. 최근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평가

지향하는 점은 OECD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합치한다.

OECD가 제시한 권고에 비추어 보면, 현행 법체계는

나아가 수리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법안들이

속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최근 물관리기본법 제

있다. 종래 우리나라의 관행수리권이 현재와 같이 남

정 움직임이 활발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

아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서 하천법 제정 당시 관행수리

다. 그렇다면 최근의 입법안은 이러한 OECD의 권고를

권의 허가수리권화를 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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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물관리 기본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
구분

함진규 의원안
구분

국가위원회

정우택 의원안

안호영 의원안

국가위원회/

국가위원회/

권역위원회

유역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대통령/대통령

국무총리/국무총리

민간

총리+민간(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

(대통령 임명)/

민간(호선)

민간(대통령 임명)

(당연직)

(당연직) 관계장관ㆍ

국가위원회

관계장관 등ㆍ

공공기관장ㆍ

구성

(총리위촉)

(대통령 위촉)

물관련 전문가

물관련 전문가

위원회

유역

구성

또는
권역위원회

(당연직)관계장관
(대통령 위촉)
물관련 전문가

민홍철 의원안
국가위원회/
권역위원회
(필요시)
국무총리

총리+민간(공동)
(대통령 임명)

국가
위원회
업무

수립
- 부처, 지자체간
이견조정

물관리 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장)
- 실천계획(중앙 행정

없음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물관리
협정 체결

민간

(대통령 임명)/

(대통령 임명)/

위원 호선

민간(대통령 임명)

(당연직)
관계장관

(대통령 위촉)

(대통령 위촉)

(대통령 임명)

(대통령 위촉)

물관련 전문가

물관련 전문가

물관련 전문가

물관련 전문가

물관련 전문가

- 권역간 물이용
조정
-권
 역간 물분쟁조정

수립
- 유역간 물이용조정
- 유역간 물분쟁조정

(대통령 임명)

(당연직)

물관련 전문가

수립

총리+민간(공동)

관계장관

물관련 전문가

- 물관리기본계획

령령에 위임)

(당연직)

(대통령 위촉)

-국
 가물관리계획

대통령(유역은 대통

관계장관

관리 경험공무원

수립
-권
 역간 물이용 조정
- 물분쟁조정
-물
 관리보고서
- 수량관리시설평가ㆍ

- 국가물관리종합계
획수립
- 유역간물이용조정
- 국가물관리종합계
획의 이행여부 및
물관리 전반의 평가
-유
 역물 관리기본

-유
 역물관리계획

계획

수립

-유
 역내물배분 및

- 유역내 물분쟁조정

물분쟁조정

(당연직) 시도지사
주민 대표1인, 시도
지사 추천전문가1인

대통령령에 위임

국가위원회 위원장임
명전문가

-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유역별 물관리계획
조정
- 2 이상유역물관리
의견조정

- 유역별 물관리계획
수립
- 유역내물관리 시도
간의견조정

- 국가물기본계획
수립
- 유역간 물이용조정
- 유역간 물분쟁조정

- 유역물 기본계획
수립
- 유역내 물분쟁조정

- 물관리기본계획
-국
 가물관리종합계획
-권
 역물관리기본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기본계획

(국가위원회)

(국가위원회위원장) - 유역물관리계획
(유역위원회)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위원회위원장)

(국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 유역물관리기본계획 - 유역별계획

(권역위원회위원장) - 물관리시행계획

(유역위원회위원장)

(유역위원회)

- 국가물기본계획
(국가물위원회위원장)
- 유역물기본계획
(유역물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장)

(권역간)
- 권역물관리위원회
(권역내)

- 물관리에 정당한

총리+민간(공동)

(위원장 임명)

- 국가물관리위원회
분쟁 조정

대통령/대통령

전문가ㆍ주민대표

기관장, 도지사)

※ 분쟁조정 규정

대통령/대통령

공공기관장

- 물관리기본계획
- 유역별물관리계획

유역위원회

(대통령 위촉)

내 물분쟁조정

(국무총리)

국가위원회/

유역위원회

(당연직) 시도지사물

-권
 역내 물배분권역

업무

국가위원회/

유역위원회

(당연직)시도지사

수립

권역위원회

국가위원회/

(당연직) 시도지사

-권
 역물관리계획

또는

주승용 의원안

공공기관장

조정
유역

김상희 의원안

(당연직) 관계장관ㆍ

-국
 가물관리계획
- 물관리기본계획

전현희 의원안

-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간)
- 유역물관리위원회
(유역내)

설정
- 관행수리권의 신고
를 통한 수리권 허
가제 정립

(범위없음)

(유역간)

쟁조정위원회

- 유역물관리위원회 ※ 유역별분쟁조정
(유역내)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위원회 없음

(유역간)
- 유역물위원회
(유역내)

- 해당 지역우선 배분,

- 해당 지역우선 배분,
물이용 우선순위

- 국가물관리위원회 - 대통령소속 별도분 - 국가물위원회
- 국 가물관리위원회

- 수자원 개발 등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해
지원사업 실시

물이용 우선순위 설정
-관
 행수리권의 신고를
통한 수리권 허가제
정립
- 수량관리시설 평가

- 물이용우선순위
설정
- 수리권 공평선정
의무

- 피해지역주민지원 - 이용자부담원칙
사업
- 물분쟁조정에 대한
자세한 절차규정

- 관행수리권의 신고
를 통한 수리권 허
가제 정립

및 조정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17

●●● 저널 물 정책·경제 제29호
되어 왔다. 관행수리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

대한 관리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하수를 포

려우므로, “「민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하천의

함한 물순환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즉 관리 주체가 달라서 일관된 정책수립이 곤란한 문

라 해당 행정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

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주체를 통한 관리가 가

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

능하도록 하는 통합물관리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이

로 간주한다.”(주승용 의원 안 제26조 제2항)고 규정하

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간의 이해상충으로 입법과정에

여 관행수리권의 신고를 통한 수리권 허가제 정립을 지

서 번번이 폐기되었던 물관리 기본법의 입법이 시급하

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다. 1961년에 제정된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각 법률안은 모두 물관리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규

자연친화적인 정비 및 보전에 목적을 둔 법으로서 현재

정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 또는 권역별물

까지 물에 관한 주된 법률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물 문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기에는 미흡하다. 하천법의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주된 목적은 하천개발이었고 하천과 유역 사이의 적절

유역 거버넌스를 두지 않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유역

한 상호관계나 물이용의 합리화에는 충분한 배려를 기

과 다른 권역별이나 지자체별로 위원회를 두는 법안도

울이지 않고 있다.

있다. 수자원은 유역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OECD

물 통합관리는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의 권고와 물의 순환성에서 유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하는 유사·

유역단위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한

중복업무 통폐합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

가지 유의할 점은 수자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의 의

대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관리 기본법의 통과

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위원회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하

가 준수해야 하는 OECD 통합물권고의 내용은 우리에

여야 하며, 지자체의 의견은 존중하되 지자체의 입김이

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나치게 반영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관리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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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OECD의 진단 및 권고
배대현*

Ⅰ. 한국 – OECD 공동연구 개요
Ⅱ. OECD 보고서의 주요 내용
Ⅲ. 맺음말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OECD와 ‘물 정책 대화(Water Policy Dialogue)’ 프로젝트(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최종
보고서로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 제고(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를 2017년 9월에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그간 한국의 물 관리가 급속한 도시화와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으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현행 물 관리 정책과 방식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물 관리는 정책 일관성을 위한 물 관리 부처 간 협업과 유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천수
사용료 등 기존의 경제적 정책수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취수부과금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OECD는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물 관리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과 한국의 물 배분 체계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있다.
본고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전달하고자 한다.

Ⅰ. 한국 – OECD 공동연구 개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
면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 방

K-water는 물과 관련한 국제 컨퍼런스 및 협의체에

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

참여하면서 세계물위원회, 세계은행과 같은 다양한 국

경에서 2015년 4월, 대구·경북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제기구와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해

물포럼은 좋은 기회가 되었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OECD 사무총장은 물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의향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도 그러한 국

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였다. 이후 실무협의

제기구의 하나로, K-water와 OECD는 물과 녹색성

를 거쳐, 2015년 11월에 국토교통부, K-water, OECD

장에 관한 연구 협력, 물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참여 및

는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 K-water융합연구원 물정책연구소 과장 daehyun_bae@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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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형식은 ‘정책 대화’(Policy Dialogue)로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분야 및 주제에 대해 OECD

및 이슈 분석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추진 과정
은 다음과 같다.

가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
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OECD가 일방적으로
한국 – OECD 물 정책 대화 추진과정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과 여러 단계에 걸쳐 상호 의견교환의 과정을 거치면

●

’16. 1월, 배경보고서 작성 제공 (한국 → OECD)

서 추진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OECD는 2015년까지

●

’16. 4월, OECD 실사방한(Fact Finding Mission)
* Kick-off 세미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등 52명 면담

물 분야에 대해 멕시코(’13.1), 네덜란드(’14.3), 브라질
●

’16. 6월, 이슈페이퍼 작성 및 실무자 미팅 (OECD)

(’15.9) 등과 국가별 주요 관심 이슈에 따라 물 정책 대

●

’16.10월, 보고서 초안 작성(OECD) 및 실무워크숍(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화를 수행하였다.

●

’17. 3월, 정책세미나 개최 (K-water융합연구원)
*이
 해관계자 52명(국토부, 환경부, 행자부, 외교부, 지자체, 학계, NGO
등) 초청

본 공동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국의 물 관리 정책
및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물 관리 현황을 진단, 분석
하여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

●

’17. 3~6월, 관계부처 의견수렴, 보고서 수정 및 조율

●

’17. 6~7월, OECD 생물다양성·물·생태계 작업반(Working Party
on Biodiversity, Water and Ecosystems, WPBWE) 및 환경정책
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 EPOC)를 통해 회원국 공람
및 동의

●

’17. 9월, 공동연구 보고서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 제고」 발간

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하
천수사용료, 댐용수 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등 수량 관
리 측면의 경제적 정책수단(Economic Instruments)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시 공동워크숍 개최, OECD 홈페이지 공개

에 대한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그리고 한국이 역점
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물 관리(Smart Water
Management, SWM)의 적용과 국내외 확산 방안 모

이하에서는 동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한국의 물 이

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물 관리의 기본이라 할

용 효율성 제고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수 있는 물 배분(Water Allocation)에 대해서는 현황

Korea)’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한국-OECD 물정책대화 정책세미나
(’17.3.2, K-water융합연구원)

한국-OECD 공동연구 보고서 공개
(’17.9.22, 경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그림 1] 한국-OECD 공동연구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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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Balance)이 위협받고 있는 한국을 물 스트레
스가 심한 국가로 분류하였다.

1. 전환점에 있는 한국의 물 관리
– 놀라운 성과, 새로운 도전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장기적 트렌드는 물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현행 정책과 투자 방식에 도전이

한국의 물 관리는 급속한 도시화 및 빠른 경제성장

되고 있다. 빠른 노령화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 추세는

을 뒷받침하고 촉진해왔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물

물 수요를 높이고, 수입은 제한할 것이다. 경제 동향과

수요1)에 대응하고 홍수와 가뭄 위험에 대비한 양적 개

정부재정 긴축은 물 관리 재원이 되는 공적 자금 확보

발에 많은 투자를 해온 결과이다. 한국은 가용 수자원

에 영향을 줄 것이다2). 기후 변화는 물 가용성에 영향

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국가 전체에 동일한 물 접근성

을 줄 것이며, 물 관련 위기를 높일 것이다. 이러한 맥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 시스템을 관리해 왔다. 이를 위

락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그 정책이 미래

해, 20년 이상(1980년대~2000년대)에 걸쳐 정교하고

도전과제에 적합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대·중·소규모 댐, 관개시설 및 광역상수도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 공업 및 농업 목적의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및 가뭄을 예방하며 전력을 생
산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가용 수자원에 대한 계절적, 지역적

60%
50%
40%
30%
20%

변동성이 심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의 하나다.
10%

한국의 연간 강수량은 1,247㎜이나 이 중 우기(6~8
n.a. n.a. n.a. n.a.

10%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남부와 동북부(강원) 지

Korea
Belgium
Spain
Japan
United States
Poland
Mexico
Turkey
Germany
France
Greece
Portugal
Czech Republic
United Kingdom
Netherlands
Estonia
Switzerland
Hungary
Denmark
Chile
Australia
Slovenia
Luxembourg
Finland
New Zealand
Sweden
Canada
Norway
Slovakia
Iceland
Austria
Ireland
Israel
Italy

0%

월) 강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겨울 강수량은

수량을 보여 지역 간 강수량 편차도 두드러진다. 특

주석 : 1. 2009년 또는 입수가능한 최근년도, 가용수자원량 중의 취수량
비중(%)
2. 물 스트레스 : 10% 미만 = 스트레스 없음, 10~20% = 낮은 스트
레스, 20~40% = 중간 스트레스, 40% 초과 = 심각한 스트레스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OECD(2012)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재인용

히, OECD는 가용 수자원 중 취수량이 높아 물 균형

[그림 2] OECD 국가의 물 스트레스

역의 강수량이 연간 1,400㎜인 반면 남동지방(낙동강
중심지를 포함한 경상도)은 연간 1,100㎜ 이하의 강

1)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07년 사이 물 사용은 2배로 증가했다.
2) 2
 013년 물 관리 부문의 총 지출은 약 17.9조원으로 이 중 50.3%는 물 분야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정부재정에 의해 충
당되었다 (K-water, 2015,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물정책 연구」). 비록 물 관련 수입으로 충당되는 지출의 비율이 2011년 이후 점진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 분야 재정확보는 중앙정부의 정잭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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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980

45%

2008

변화에 따라 여러 부처들에 의해 제·개정되었다(<표
1> 참조). 많은 주요 법들이 국가 물 관리의 중심을 이루

40%
35%

어 왔다. 1961년 제정된 하천법은 하천에 대한 국가적

30%
25%

틀을 설정하여 수자원 정책과 거버넌스 기초를 규정하

20%

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15%
10%

(K-water)가 설립되어, 수자원 시설을 건설, 운영 및

5%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lreland
Israel
Italy
Korea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0%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난 20년간, 법률적 분절 문제를

<표 1> 한국의 물 관련 주요 법률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OECD(2012) 「Compact City Policies: A Comparative Assessment」
재인용

제정년도

주관부처

하천법

1961

국토교통부

수도법

1961

환경부

하수도법

1966

환경부

70%

자연재해대책법

1967

행정안전부

60%

한국수자원공사법

1987

국토교통부

5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990

환경부

40%

환경정책기본법

1990

환경부

30%

지하수법

1993

국토교통부

20%

환경영향평가법

1993

환경부

10%

농어촌정비법

1994

농림축산식품부

0%

소하천정비법

1995

행정안전부

먹는물 관리법

1995

환경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9

국토교통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9

환경부

도시개발법

2000

국토교통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

환경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

환경부

단은 경제성장과 도시의 증가하는 물 수요를 충족하기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

국토교통부

위한 공급 확대에 집중되었다. 1980년과 2000년 사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4

행정안전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해양수산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0

국토교통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환경부

수자원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국토교통부

[그림 3] OECD 국가들의 1980년과 2008년의 1인 가구 비율
8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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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OECD(2016) 「Economic Sureys: Korea」 재인용

[그림 4]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고령화

2. 한국의 물 관리 정책 및 법·제도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물 관련 주요 정책 및 수

법률

*

의 중요한 물 정책 변화는 산업 발전과 환경 위기의 영
향을 크게 받았다.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는 통합적 하천관리 및 계획
수립과 관련된 물 정책이 발전하였다. 물 관련 입법은
조금씩 발전하여 50년간 25개 이상의 법률이 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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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공유수면관리법(1961)과 공유수면매립법(1962년)이 통합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번역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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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물 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러 번의

한국에서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다양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현행 물 관련 법

한 물 사용 목적(먹는 물, 관개, 수력발전, 환경적 니즈)

률 간 연속성과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부처 간

에 따라 다층화 및 다면화되어 있다([그림 5] 참조). 이

협력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적 물 관련 법안에

렇게 나누어진 조직 구조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대한 논의는 시기적절하게 물 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점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나, 통합적이고 일관되며 포괄적

을 명확하게 하고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 대비하여 물을

인 물 정책의 발전과 시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중요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도전과제를 남긴다.

참고로, 2009년에 물 법(Water Act)을 제정한 네덜

기구의 분화(institutional fragmentation)는 정책적

란드의 경험은 유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물 법은 그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한 부처가 내린 일부 결정들은

이전의 8개의 단편적인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

다른 부처들이 내린 결정들에 반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을 제공하였다. 물 법은 수량

기구의 분화는 또한 데이터 및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

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 토지

되어 있어 데이터 공유와 비교를 어렵게 하는 정보 비대

사용, 물 사용자 간의 관계까지도 포함한 물 시스템 내

칭을 초래하기도 한다.

의 모든 관계에 기초하여 “물 시스템 접근”을 강조한다.

중앙정부수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물 관련 계획 수립에도 부문별 시각이 존재한다. 정책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하천
관리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물값심의위원회

물관리협의회

유역환경청(4)

지역환경청(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환경공단

유역단위수준Basin level
홍수통제소(4)

산업통상자원부

수계관리
위원회(4)

한국농어촌
공사

국립환경
과학원

산업 및 비즈니스
농업인
학계전문가

하천수조정협의회
NGO

지역수준

Local level

소비자연맹

지역 물가대책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하천
관리위원회

비정부기구
전략&기획

정책구현

자금조달

모니터링

정보

주주참여

운영관리

대표

하부조직

정보공유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번역
역자주 : 위 현황은 2017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임

[그림 5] 한국의 수자원 관리 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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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요금 고지서는 공급, 처리, 배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국

보여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물 사용자는 “무엇을 위

가에너지기본계획 등 다양한 전략적 계획들이 있다. 이

해 누가 지불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 정보의

러한 계획들의 수립은 부처 간 의견 조회를 거치도록 되

부족은 물 관련 이슈(물부족, 홍수 또는 오염으로 인한

어 있긴 하나, 계획의 시행 기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위기; 필요한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여 기존 서비

있다. 여러 부처들의 전략들을 모아 물 기본 계획(water

스와 미래 개발에 대한 잠재적인 지불의사(willingness

master plan)을 만드는 것은 정책 일관성(예, 계획 간 목

to pay)를 저해한다.

표, 내용 및 수단을 조화롭게 함), 재정 효율성(물 관련

제도적 도전과제들은 중앙정부, 유역 및 지역 단위에

투자들의 시너지 창출), 장기 정책 결정(해당 분야에 공

걸쳐 협력해야 하는 범정부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

통된 비전 개발)의 측면에서 보다 유익할 것이다.

국의 물 정책 프레임워크는 소비 부문에 적용되는 정
책 결정뿐 아니라, 정책 수단(수질 관리 정책 수단을 포

<표 2> 물 관리 관련 전략 계획

함하여) 전반에 걸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욱 체

계획명

소관부처

기간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01-2020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부

2016-2025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5-2024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책 일관성이 유역 수준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5-2019

에서 촉진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화(fragmentation)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3-2035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번역

계적인 부처 간 협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

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물 정책에서 유역 특성의 반
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물 정책 결정의 합
리성(legitimacy)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시

시민 사회 단체의 증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민들과의 협력 및 협업을 점차 추진하고 있다. 정기적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트렌트 중의 하나이다. 물

회의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 권한과 목표의 명확

분야에도 유사한 트렌드가 나타고 있다. 그러나 물 관

화, 양호한 정보 공유, 명확한 책임 소재와 피드백 과

련 계획에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

정 등을 강조함으로써 현존하는 다수이해관계자 플랫

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족한 데

폼(multi-stakeholder platform)을 개선하기 위한 많

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한국인들에게는 물 재

은 노력을 할 수 있다.

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 차이(awareness gap)가 있
는데, 이는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물 관리에

3. 수량 관리 측면의 경제적 수단

있어, 일반적으로, 수량과 수질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

가. 현황 : 세 가지 경제적 수단과 그 한계

는 쉽게 접근 가능하다. 그러나 물 관련 경제 및 재원

국토교통부는 수량 관리를 위해 세 가지 경제적 수

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고객은 수원(水原)과 실제

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하천수사용료는 하천에서

물 공급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수도

물을 취수하는 물 사용자(발전사업자, 공업 및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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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시도지사에 의해 부과되며, 하

자본 비용의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

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하천수사

한 상황은 노후 인프라의 대체를 지연시키고, 물과 비

용료는 하천법 시행령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

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광역상수도 공급 시스

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수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템 중 20년 이상된 시설(관로)은 2020년 49.6%에 이를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용료를 징수하

것이고, 2025년에는 전체 시설의 79.6%가 될 것이다.

는 주체이며, 징수된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서 상세

즉, 현재의 경제적 수단들은 적정한 수준의 재원 창출

하게 보고하지는 않고 있다.

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지 못한다. 점

댐용수 요금은 K-water와 계약을 통해 댐에서 물

차 사회보장(복지), 형평성 제고, 교육 및 경기부양 등

을 취수하는 물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댐용수 요금은

다양한 재정 수요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경쟁이 심화

물을 저장, 공급하기 위한 댐 건설과 운영 비용을 충당

되고 있기 때문에, 댐 및 광역상수도 관련 재정확보의

하는 관점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정된다. 수입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K-water가 징수하여 댐 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광역상수도 시스템을 통하여 물

<표 4>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공급의 비용회수율(요금현실화율)
2016

을 공급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2개 부문(기본료, 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용료)으로 구성되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다. 이는 물

댐용수

79.3%

91.2%

88.1%

88.2%

82.7%

86.7%

을 취수하는 비용(하천수사용료 또는 댐용수 요금)과

광역상수도

82.6%

84.5%

84.8%

83.8%

84.3%

88.3%

사용자에게 물을 처리하고 공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요금인상前 요금인상後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번역 및 재구성

물 처리 수준(원수, 침전수, 정수)에 따라 차등화된 요
<표 5> 20년 이상된 시설(관로)의 비중

금이 적용된다. 취수에 대응한 수입은 해당 기관으로
이전되고, 그 외 수입은 광역상수도 공급 시스템 운영
을 위해 사용된다.
<표 3> 한국에서 취수에 대한 부과금(Charges)
경제적 수단

부과 목적

징수주체

비고

하천수 사용료

하천 유지보수비용 충당

시도지사

농업용수 등 면제

댐용수 요금

댐 건설 및 운영비용 충당

K-water

농업용수 등 면제

광역상수도
요금

광역상수도 건설·운영 및
수종(원수, 정수,
K-water
정수비용 충당
침전수)에 따라 차등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번역 및 재구성

물 인프라

2014

2020

2025

광역상수도

26.3%

49.6%

79.6%

지방상수도

30.6%

37.7%

45.9%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번역. 국토부 및 K-water 자료

이 경제적 수단들은 효율적인 물 사용을 촉진하거나
물 부족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즉, 가장 많
은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물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물 배
분 및 이용에 효과적이지 않다. 물이 부족하여 이용자
들 간 경쟁이 발생하면 물 관리 당국에게는 두 가지 옵

이 경제적 수단들은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기에 너무

션이 남는다. 하나는 새로운 사용자의 물 접근(이용)을

낮다. 댐과 광역상수도 요금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과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27

●●● 저널 물 정책·경제 제29호
발생시키고 경제적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

경제적 규제자(economic regulator)에 의해서 그러한

는 추가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해 물 공급을 증가시키는

투자가 필요한지, 계획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검토된

것인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추가적인 공적 지출을 발

다4). 이해관계자들은 투자프로그램과 적절한 재원조달

생시키는 것이다.

전략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한편, 경제적 수단에 관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
부 간 수평적 협력과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적 협력이

2) 취수부과금 도입 고려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참여기회가 제약되는 등 거버넌

둘째, 공급원가 외에 물 부족(scarcity of water)을

스 문제도 존재한다3).

반영하는 취수부과금(abstraction charge)이 고려될
수 있다5). 취수부과금은 물이 풍부한 곳에서 물 사용

나. 물 이용 효율성 촉진을 위한 경제적 수단 관련 제언

을 촉진하고 부족한 곳에서 물 사용을 자제시키는 신호

현재의 경제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에서 물

(signal)로서 작동한다. 물이 풍부한 곳이나 시기에 취

이용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

수부과금은 낮아지게 된다. 반면, 물이 부족한 곳이나

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시기에는 취수부과금이 높아지는데, 이는 물 사용의 기
회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물이 부족한 곳이나 시기에는

1) 기존 경제적 수단의 강화
첫째, 물 정책 목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KRW

기존의 경제적 수단들을 조정할 수 있다. 하천수사용료
D1

수입이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이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D2

D2

지출 프로그램(사업)들이 국가적 차원이나 유역 차원에
서 중앙정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댐용수 및 광역상

RC

수도 요금 개선과 관련한 방법의 하나로,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가 인프라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목표를 설
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수

q 12

q 1.2
*

q 11

q 10

q 02

Available water in dry years
Available water in normal years

립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재원조달 전략(요금
을 포함하여)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과 요금은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그림 6] 물 부족시 물의 기회비용과 최적 배분

3) 현행 물값심의위원회는 지역 및 유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다고 OECD는 진단
하고 있다.
4) 영국에서 Ofwat은 물 공급 서비스의 범위, 수준, 비용에 대한 규제역할을 수행한다.
5) 취
 수에 따른 환경비용과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은 취수에 의해 발생한 자연 환경의 손상 비용으
로, 예컨대, 과다한 취수로 인해 하천유량이 부족한 경우 하천과 주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또는 자원
비용, 부족비용)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취수로 인해 포기되는 다른 물 이용 기회의 가치(효용)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류 도시의 취수
로 인해 하류 농업인이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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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수요자의 물 사용 기회를 빼
맥주 제조사의 공장 설립 사례를 통해 살펴본
취수부과금 적용 필요성

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그림 6]에서 물이 풍부한 경우와는 달리, 물 부
족시(청색선) 경쟁적인 물 사용자 간의 수요곡선이 만

맥주 제조사(물 집약 산업)가 한국에서 새로운 맥주 공장 설립을 고려하
면서 만약 공장을 물이 부족하고 물 접근 경쟁이 치열한 곳에 설치하기로

나는 점(q*1.2)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회비용(자원비용)

한다면 이러한 맥주제조사의 개인적 결정은 잠재적으로 경제적 비용

을 설정(부과)한다면 최적의 물 배분과 사용이 달성될

(다른 산업의 산출물 감소), 환경비용(환경유량 감소), 사회적 비용(가정의 물

수 있다. 물 사용의 환경비용 및 기회비용을 사용자에

이용 감소)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맥주 제조를
위한 물 사용에 기회비용 등을 반영한 취수부과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게 부과하는 것은 물 사용의 총 비용을 회수하고([그

하다. 만일 취수부과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맥주 제조사는 특정 지역에

림 7] 및 유럽의회 물 프레임워크 지침 제9조6)참조)

입지할 유인이 없을 것이며 단지 새로운 맥주 공장을 운영하느냐 마느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

만 결정할 것이다.

다. 물 사용의 환경비용과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취수
부과금은 사용자 간 물 배분의 효율성-“가장 가치 있

취수부과금은 다수 OECD 국가에서 여건에 맞게 널

는 경제적 이용에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후생(복지)을

리 사용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몇몇 OECD 국가들

최대화하는 것”-을 향상시킨다(OECD, 2011, 「Water

에서 그러한 부과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하고 있

Governance in OECD Countries: A Multi-level

다. 대부분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정

Approach」).

부나 하천 유역 수준의 관리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부
과금을 수원(지표수, 지하수), 사용유형(생활, 공업, 농
업 등),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고7), 동일 수원에서는 대

Environmental
externalities

SUSTAINABLE
VALUE IN USE

Economic
externalities

Opportunity
cost

FULL
ECONOMIC
COST

국가는 체감·체증 요율을 적용하거나 사용유형에 따

FULL
COST

라 발전량 또는 농업면적에 부과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Dam and mulity-regional water tariffs

Capital
charges
O&M
cost

FULL
SUPPLY
COST

부분 동일 요율을 취수량에 비례하여 부과중이나, 일부

Local water tariff (retail)
Wastewater tariff

한국이 취수부과금 도입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조건들
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국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여러 이
해관계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하고, 부과금의 목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Rogers, P., R. Bhatia, A. Huber (1998) 「Water as a Social
and Economic Good: How to put the principle into practice」
재구성

[그림 7] 물 비용의 다양한 구성성분

적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하고 부과금의 설계와 수입의 사
용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물 사용의 기회비용과 물의 희
소성에 따른 위험이 부과금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6) Article 9 of the EC –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 2000/60/EC
7) 대부분 지표수보다 지하수에 높은 요율을 적용하며, 농업 부문은 낮은 요율을 부과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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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별 취수부과금
Bases for charge
Country

User

Groundwater
(GW) or Surface
Water(SW)

Other

Australia(Australia yes, urban water
Not differentiated
Capital Territory) supply versus others

Belgium(Flanders)

Czech Republic

Estonia

France

Germany
(BadenWurttemberg)

Hungary

Poland

Slovenia

Level of the tax

Varies by
aquifer

㎥/ha/mWh

(EUR/1,000㎥)

㎥

Urban water supply: EUR 360(2013)
ACT Government
Others: EUR 175(2013)

㎥+IBT

500_30,000㎥: EUR 50
above 30,000㎥: EUR 62

Regional authority

yes

GW

yes

SW

㎥+DBT

< iM㎥: EUR 63

Regional authority

yes

GW only

㎥+IBT

3,000-20,000㎥: EUR 25
20,000-100,000㎥: EUR 50
> 100,000㎥: EUR 74

Regional authority

yes

SW

Varies by river
㎥
basin

country average: EUR 35(2013)

River boards

yes

GW

㎥

< 6,000㎥ per year exempted country
aberage: EUR 35(2013)

Yes
(but few categories)

GW, SW and
mineral water

Varies by
aquifer

㎥

GW: 60-EUR 160
SW: 2-EUR 38

yes

Differentiated
between GW
and SW

Water
㎥ if metered;
Apportionment proxied or fixed
Area(ZRE)
fee if not metered

no

drinking water supply: EUR 3351(2009)
Irrigation: EUR 2-16(2009)8)
Hydropower: EUR 0.17-0.64(2009)

Water Agencies
(hydrographic basin
level)

GW

Public water supply, heat production
and others(incl irrigation): EUR 51

State government

yes

SW

Public water supply: EUR 51
Heat production and others(not incl.
irrigation): EUR 10

State government

ye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ype of water(e.
g. surface water,
thermal water)

㎥ or selfestimation for
irrgation

EUR 0-100

Regional Water
Directorate

yes

GW

㎥

EUR 15-25/1,000㎥(2011)

yes

SW

㎥

EUR 9-13/1,000㎥(2011)

yes, large number
of categories

Drinking water supply: EUR 55
Irrigation of agricultural land: EUR 1
㎥ except
Cooling: EUR 4
for energy
Hydropower plants above 10MW:
production and
EUR 1,500
hydropower(mWh)
Hydropower plants below 10MW:
EUR 190

출처 : OECD(2017) 「Enhancing Water Use Efficiency in Korea」

8) 프랑스는 비중력식 관개에 세금 적용 (Tax applied to non-gravitational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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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물 인프라 투자는 국가 전역에 걸쳐 물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장려되어야 한다. 대중 및 물 사용

접근 조건을 균등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에게 물 부족, 물 관리의 기회비용, 물 공급 비용에

취수부과금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야

대해 교육하고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한다. 동 보고서는 취수부과금에 대한 점진적, 장기적,

전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역 기구가 유역 차원

포괄적,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취수부과금에 대

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도입·실행 이전에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

4.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스템으로의 전환기에 중간 단계로서 ‘잠재 취수부과금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Smart Water Management

(shadow abstraction charge)’이 도입될 수 있다9). 아

in Korea, K-SWM)는 미래의 물 가용성 및 수요의 불

울러, 현행 경제적 수단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취수부

확실성, 그리고 물 부족 및 홍수 위험의 증가라는 맥락

과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① 지

에서 수자원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역단위 물 회계(Water Accounting) 시스템 구축10), ②

이다. 이는 한국 및 해외에서 물 이용 효율성 제고에 크

지역 단위 물 관리 비용 회계시스템 개발, ③ 물 사용자

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에게 외부효과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 개발과 같
은 조치가 필요하다.

K-SWM은 댐 관리 및 홍수 예방에서부터 누수 탐
지 및 가정의 물 이용 효율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수자원 관리를 지원(하고 가능한 통합)하기

3)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조정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

셋째,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다12). 그러나, 현재 K-SWM은 초기 투입비용이 높고,

프레임워크의 개선이 경제적 수단의 개선과 함께 병행

K-water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일부 지자체 중심으

되어야 한다.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지역 상황을 반영할

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자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한계

수 있어야 하며, 적정한 수준에서(국가, 유역 또는 기

가 있고 이다.

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값심

또한, 스마트 물 관리가 한국 및 해외로 확산되는 것

의위원회의 대표성, 책임성 등 강화를 위해 위원 선정

이 몇 가지 장애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및 회의 운영 관련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11). 이를 위해

조치들은 K-SWM의 국내 및 해외로의 확산을 촉진할

9) 잠재 취수부과금은 실제 징수 없이 가격만 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정책당국 및 물 사용자가 물 사용허가, 물 사용
효율성에 대한 투자,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프라의 설계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결정을 가이드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참고로,
네슬레(Nestlé)는 물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서 물의 잠재 가격(shadow price)을 도입, 물의 가치를 산정하여 내부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10) 호주와 덴마크는 2010년 이후 매년 국가 차원에서 물 회계를 공개하고 있다.
11) 지역 및 유역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를 위원에 포함하고, 정보의 사전 공유 및 사후 효과 측정 등 피드백 활성화를 OECD는 제안
하였다.
12) 2015년 4월, 제8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서 Smart Water Management Initiative(SWMI)로 론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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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① 수자원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 촉진, ②

지에 관하여 법적 분쟁과 불평등을 초래한다. 먼저 부

농업용수 등 모든 물 사용(K-water 관할을 넘어선)에

여된 사용권 보유자는 지대 추구 상황(rent situation)

대해 스마트 물 관리를 확대하도록 협력(이는 책임 행정

에서 이득을 보면서 사용권(수량)의 일부만 사용하고13)

기관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필요로 함), ③ 물 공급 및 위

있는 반면, 신규 신청자는 하천수(사용)에 대한 접근을

생에 대한 요금 및 부과금에 총 비용을 반영하여 물 낭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제적으로 비효

비를 억제, ④ 최종 물 사용자가 그들의 니즈에 기여하

율적이며(큰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물을 배분하지 않

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정의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 ⑤

음)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물 부족 리스크가 불공평

지자체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해외진출을 위해

하게 공유됨).

서 여러 시스템에 호환성을 갖는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국제 사례는 물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도(또

스마트 미터링 등 관련 기술과 연계한 SWM 확산에 주

는 최소한의 투자만으로도) 물 배분 개혁을 통해 후생

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welfare)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한국은
물 배분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혜택을 얻을

5. 한국의 물 배분 체계 : 물 사용 효율성을 강화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1961년 이전까지 하천을 사용하던 지자체나 농민들

수 있다. 국제적인 우수 사례들에 기초한 OECD의 방법
(tool)은 물 배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은 관행수리권을 인정받아 별도로 사용하거나 사용료
지불을 면제받아 왔으나, 1961년 하천법 이후, 원칙적

물 배분 체계에 있어 OECD 건강성 체크(health check)

으로, 한국에서 하천수 사용권은 홍수통제소를 통해 정

OECD는 기존의 배분 제도의 실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성 체크를

부에 의해 부여되며, 모든 용수 사용은 등록되고 허가

시작하였다. 건강성 체크는 일정 지역의 현행 물 배분 방식을 검토하는 하
나의 도구로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잘 만들어진 배분 제도의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한다. 홍수통제소는 신규 또는 추가 용수 사용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실행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에 대한 신청을 검토한다. 4대 강 유역은 현재 추가 사

여러 개의 “확인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이 가능한 하천수가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사용 신
청을 받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규 사용자들은 댐
용수에 대한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댐용수는 모
든 유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금까지 추가적인 물 수
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용권 조정은 없었다.
댐 건설 이전에 취득한 사용권과 이후에 부여된 사용
권의 공존은 누가 어떤 조건 하에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Check 1. 집
 수 혹은 유역 단위에서 효과적인 물 배분 관리를 위하여 제대로
된 책임 구조가 있는가?
Check 2. 모
 든 수자원(지표수, 지하수, 대체 수자원)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있는가?
Check 3. 수
 자원(지표수, 지하수, 대체 수자원)의 가용성이 명확하고, 발생
가능한 물 부족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Check 4. 원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반영한 취수 제한(cap)이
있는가?
Check 5. 물
 부족의 위험에도 필수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있는가?

13) 물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허가량의 35.2%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 신청 시 물이 부족한 시기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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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6. 예
 외적인 상황(가뭄 또는 심각한 오염 발생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가?
Check 7. 새로운 사용자 및 기존 허가량의 증가 또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Check 8. 모니터링과 집행에 있어 명확하고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
Check 9. 물 배분 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저장, 처리
및 이동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있는가?
Check 10. 수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 간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가?
Check 11. 물 사용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가?
Check 12. 다른 사용자 및 환경을 위하여 자원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
한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취수 부담금이 제대로 있는가?
Check 13. 회귀수(return flow) 및 배출수 관련 의무들이 적절하게 명시적
이고 강력한가?
Check 14. 물 사용자들이 물 배분 체계 내 배분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그들
간에 물을 재배분 하는 것이 시스템 상 가능한가?

출처 : OECD(2015) 「Water Resources Allocation」

Ⅲ. 맺음말

/ 기획 특집 ●●●

유역기구와 NGO 등 이해관계자의 물 관리 거버넌스 참
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新정부 출범 이후 논
의되고 있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물 관리 패러다임 변
화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경제적 정책수단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하
천수사용료 관리 체계 개선은 국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모색 중이다. 물값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정보
공유 등에 대한 개선방향과 장기적 관점에서 물의 부족
상황을 반영하는 취수부과금 검토 등은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의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
이고 한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해 가
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취수부과금은 형평성 및 부담
능력 이슈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보고서
에서도 사회보장 수단을 통한 보완을 제시하는 등 세심
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수행된 한국-OECD 공동연구는 여러 가지

이러한 OECD의 진단과 제언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

의미를 갖는다. 우선, 물 분야에 있어 한국과 OECD 간

재원 마련과 물 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다 많은 국내 이해

최초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서, OECD의 국제적인 시

관계자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논의를 발전시켜 나

각에서 한국의 물 관리 현황과 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동 연구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수량 관리 측면에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OECD의 ‘물 정책 대화(Water

의 경제적 수단으로 연구범위가 한정되어 지역 주민들

Policy Dialogue)’라는 방식을 통하여 관계부처 정책 담

에게 직접 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부문까

당자에서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원 및 전문가, 시

지 폭넓게 다루지 못한 것이다. 금번 연구를 시작으로

민단체,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더욱 폭넓게 발전시켜 나

께 폭넓은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17년 3월에

가기를 기대한다.

개최된 ‘정책 세미나(Policy Seminar)’에서는 보기 드물
게 50여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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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상 보(洑)의 법적 성질과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고찰
정 훈*

Ⅰ. 서론
Ⅱ. 보의 법적 성질
Ⅲ. 현행 하천이용관계에 관한 규율 현황
Ⅳ. 보의 관리와 보 안의 물이용에 관한 합리적 방안
Ⅴ. 결론

요약
보(洑)와 댐은 본질적으로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해서는 댐사용권이나 댐수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있으나 보에 대해서는 하천의 물적 시설의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법적으로 함구하고
있어서 보의 관리나 이용 및 비용부담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보의 설치로 인해 확보된 보 안의
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일반 하천수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 안의 물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것
인지가 문제이다.
따라서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에 대해서도 댐과 마찬가지로 ‘보사용권’을 설정하고 사용권자에게 봇물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석론적·입법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의 해석론을 통한 봇물 이용요금 징수권과 관련해서, ‘보’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수자원
개발시설’에 포함시켜 동(同)법 제16조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용
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사용권설정을 위해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7조의 ‘댐 등의 사용권 설정’ 조항에 ‘보’를 추가로 삽입하는 방법이며,
그 다음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칭 ‘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독립법률로 제정하여 보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h8341@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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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전혀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보의 관리나 이용 및 비용부담 등을 둘러싸고

하천의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하천의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2).

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공구조물로 댐과 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시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

(洑)가 있다. 댐과 보는 규모나 각각의 특성에 따른 목적

업’으로 인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에 16

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기능에서는 큰 차이

개의 보가 새로 설치되었다3). 물론, 이전에도 전통적인

가 없다. 즉, 둘 다 물을 가두어 확보된 수량을 하천수

농경사회에서 관개 등을 위한 크고 작은 보는 오래 전부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 홍수와 가뭄예방, 하천의 건전

터 있어 왔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현

한 생태계 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개발 등의 기능

재의 16개 보와 같이 환경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와

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 중 댐에 대해서는 「댐건설

같은 논란은 드물었고, 규모 면에서도 4대강의 보와 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교할 바가 못 되었다. 또한 기존의 보에 관한 분쟁이나

한다)」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댐의 건설과

갈등은 보 안의 물이용에 관한 이해당사자 간의 소소한

관리(동(同)법 제2장), 그리고 댐사용권(동법 제24조),

분쟁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분쟁은 소송으로 나아

건설비용(법 제20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의 당사자가 보 안의 물을 공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

동으로 이용하는 자이거나, 보를 설치하는 자와 보 설

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할 수

치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하천수 이용에 방해를 받는 자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7조), 공사에게 수자원개

등이어서 현재 전국적인 논쟁의 대상이 된 4대강의 보

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

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발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나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16조).

이처럼 4대강의 16개 보와 관련된 문제는 전통적인
‘물꼬 싸움’과 같은 소소한 물분쟁과는 양상이 전혀 다

그런데, 댐과 달리 보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의 법률

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의 관리나 이용에

에서 하천의 물적 시설의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향후 보를 둘러싼

1) 실제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는 소수력발전을 하고 있어서 기능이나 역할면에서 다목적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이 연구는 기왕에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에 있는 16개 보의 존치여부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며, 보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문제되는 법
률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훈령인 「보 관리규정」 별표1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16개의 보는 한강에 3개(강천보, 여주보, 이포
보), 금강에 3개(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에 2개(승촌보, 죽산보), 낙동강에 8개(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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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의 법적 성질

보의 설치로 인해 확보된 보 안의 물의 이용과 관련하
여 일반 하천수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아
니면 보 안의 물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가 문제이다.

1. 「하천법」상 하천시설과 보 등 관련시설에 대한
규율 현황
가. 하천시설의 정의

물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하천법」이나 ‘댐건설법’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

에서 일정한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

간 물의 사용과 분배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

이 끊이지 않았다5). 하물며, 법률에 규정이 없는 보 안

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

의 물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띨

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하므로, 하

그런데, 만일 보 안의 물을 댐의 경우와 달리 일반 하

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

천수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면, 보를 설치하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고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문제와 보의 관

사”라 한다)가 아닌 자가,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하천

리상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는

에 댐이나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이러

댐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함에도 달리 취급하고 있

한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천시설로 관

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에 대한 법적 성질을 규명
하고, 나아가 보의 설치로 인해 확보된 물의 이용에 관

나. 하천시설의 종류

한 법률관계를 고찰하고 필요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따르면, 하천시설에는 ① 물

한다.

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4)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4대강 보에 가둔 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러
한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4대강 보 처리 방안 가운데 보의 존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청와대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한겨레신문, 2017. 8. 29. 문대통령 “4대강 보 활용방안 검토”발언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08864.html?_fr=mt2) 최종접속: 2017. 8. 30.)
5)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간의 물분쟁(금강하구 둑을 개방하여 해수의 유통을 하자는 서천군의 주장에 대해 금강호의 물을 농
업용과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군산시가 하구둑 개방으로 용수확보가 어렵다며 반발한 사례 - “군산시-서천군 25년 물분쟁”, 일요신
문 인터넷판 2015년 7월 22일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34876); 보성강 하류 지역 물분쟁(전남 보성강댐 방
류유역 변경으로 인해 고흥과 보성군이 용수피해를 입게 된다고 반발함 - “전국은 물 전쟁중”, 에너지경제 인터넷판 2015년 4월 23
일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1767); 전라북도 전주시와 임실군간 물분쟁(전주시가 임실군과 계약하여 임실군
방수리 취수장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임실군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방침 - “전주·임실 또 물분쟁”, 경향신문 인터넷
판 2010년 11월 2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22304465&code=950312); 금강 상
류 용담댐을 둘러싼 전라북도와 충청권 지자체들간의 분쟁(“전북-충남, 용당댐 물분쟁 조짐”, 전북일보 인터넷판 2015년 3월 22일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3691)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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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고), ②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댐·하

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시설인 보도 하천에

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

포함되며, 보에 대한 관리권 역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
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③

(2) 하천관리규정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운하·안벽(岸壁)·물양장

한편, 「하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시설 중

(物揚場)·선착장·갑문 등),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7)을

로 정하는 시설로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 수로터널, 하

설치한 자는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

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

고 있고, 이 관리규정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에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 있다(「하천법 시행령」 제

따르면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2조).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하구둑 등 하천의

‘보’는 「하천법」상 이와 같은 하천시설의 정의와 종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하천시설의 조작

에 따르면 하천시설에 포함되며, 하천기능 보전과 하천

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의 효용증진 및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다.

보존에 관한 사항,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해당 하천시
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다. ‘보’ 등 하천시설에 관한 규율 현황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

1) 하천의 관리

리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1) 관리 주체

그런데 「하천법」 제14조 제2항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하천의 관리는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

자가 하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

정·사용 및 보전 등’을 말하는데6), 이러한 하천관리권

어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관리규정을 변경

은 「하천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에 따르면, 국가하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아닌, 가

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 있고, 지방하

령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하천시설인 보의 관리규

천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있다.

정을 정할 때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한편, 「하천법」 제2조는 하천에 하천구역과 하천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도지사 등의

6) 「하천법」 제2조 제4호
7)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댐·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수문 및 배수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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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인 「보 관리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모

이 경우에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보를 설치하고 보

든 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대강에 설치된

의 관리규정을 정할 때 보 안의 하천수 이용에 관한 사

16개의 보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규정 제3조 관련 별

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

표1). 따라서 4대강의 16개에 해당하지 아니한 보에 대

냐하면, 「하천법」상 ‘보’는 하천기능 보전과 하천의 효용

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천법」의 일반

증진 및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인데, 이 경우

규정의 규율대상이 된다.

에 ‘하천의 효용증진’과 관련하여 하천수의 이용도 하천

「보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보의 운영’, ‘수문조사’,

의 효용증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

‘보의 유지관리’ 등이다. 규정 제5조는 보의 용도로,

우에 보에 가두어진 하천수 이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

‘안정적인 하천관리유량 공급’, ‘가동보 수문 조작을 통

기 때문이다.

한 홍수 유출량의 원활한 소통’, ‘하천경관, 수상활동

그러나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규정으

에 필요한 수면 및 수심 확보’, ‘하천생태계 건강성 증

로 정할 사항에는 하천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맑고 풍부한 물 확보와 수질 개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이며, 제7조 제5호의 ‘그 밖에 해당

선’, ‘수력발전’,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용수공급’을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

들고 있다.

여도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하천수 이용까

그런데 보의 용도 중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

지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활·공업·농업용수 등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의 의

하천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미가 보 안의 용수에 대해 권원을 갖는 자가 용수를 필

도 「하천법」 제49조 이하의 하천수 사용에 관한 규정과

요로 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용수이용관계에 기초하여

의 관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급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

다만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 현행 「하천법」이나 「보 관리규정」의 체제상으로는 어

국토교통부훈령인 「보 관리규정」이 적용되므로, 하천시

려울 것이다. 다만, 보의 용도가 각종 용수를 제공하기

설의 관리규정에 관한 「하천법」상 규정은 16개 보에 대

위해 물을 가두어두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 정도로 보

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야 할 것이다.

(3) 보에 대한 관리규정

2)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의 주체

한편 보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

(1) 하천관리청

령」 제8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천법」 제27조 제5항은 하천공사8)와 하천의 유지·

2011년 10월 31일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수9)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8) 「하천법」 제2조 제5호: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9) 「하천법」 제2조 제6호: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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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

한편, 「보 관리규정」에 따르면 ‘보 관리’란 ‘하천이 정

가하천의 유지·보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

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시설을 운영 및 유

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홍수로 인한 재해의

지보수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 내 하천환경 등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

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

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이러한 시설로

1호), ‘보 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하천 내 보 시설물

는,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저수로’, ‘보’,

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따라서 국가하

그 밖에 이들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

천인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

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홍수조절지·저

원공사’가 보 관리자가 되어 보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류지·수문·선착장·갑문’,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

보수하는 관리를 하게 된다10).

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
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

2. 보의 법적 성질

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전망대

가. 보의 법령상 지위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가 있

1) 보에 대한 법령 규정의 미비

다(「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

댐과 보는 둘 다 물을 가두어 확보된 수량을 하천수

그런데, 이 규정 자체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과, 홍수와 가뭄예방, 하천의 건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시·도지

전한 생태계 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개발 등의 기

사가 시행한다는 의미이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그 기능에서는 큰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 안의 하천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에 대해서는 댐과

수 이용에 관한 권한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하천수 사용

달리 법령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아마

에 관한 「하천법」 제49조 이하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도 과거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논에 관개를 위해 소규
모로 설치된 보에 대해서 관습법적으로 규율해 오던 관

(2) 권
 한의 위탁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보 관리권한

행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보와 달리 댐에 대해서는 우선 ‘댐건설법’ 제2조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에서 ‘댐’에 대해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

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

10)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강보관리단’, ‘금강보관리단’, ‘영산강보관리단’, ‘낙동강중부보관리단’, ‘낙동강남부권관리단’의 조직
을 갖추어 보를 관리하고 있다.(K water 조직도: https://www.kwater.or.kr/water/sub01/sub05/contact.do?pageNo=2&s_
mid=247&head=%EB%82%99%EB%8F%99%EA%B0%95%EA%B6%8C%EC%97%AD%EB%B3%B8%EB%B6%80&dept=%EB
%82%99%EB%8F%99%EA%B0%95%EB%82%A8%EB%B6%80%EA%B6%8C%EA%B4%80%EB%A6%AC%EB%8B%A8&sect=a
ll&korname=&plans=&pgOnly=&g_hidn=&g_hidn_map=&g_hidn_mgnleft=#searc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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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2) 보 관리규정

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

보와 댐이 기능이나 역할면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

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

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댐에 대한 정의를 내리

에 의해 댐의 법적 성질이나 법률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이하에서는 댐건설계획에 대

있는데 반해, 보에 대해서는 「하천법」에서 하천시설의

해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에 의해 댐건설 완료고

하나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시가 있으면 하천구역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다만, 보에 대해서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의 하나

되며, 제12조의2는 댐건설 완료고시를 댐사용을 위한

인 국토교통부훈령으로 「보 관리규정」이 있을 뿐이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20조는 댐건설

이 규정은 모든 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

비용에 대해, 그리고 제24조 이하에서는 댐사용권에 대

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해 규정하고 있다.

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

‘댐건설법’ 외에도 댐에 관한 법률로는 「한국수자원

고 있다.

공사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그러나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는 수자원개발시설인 ‘댐’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

8조가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자원개발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나 사용

정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에 대한 일반적인

료를 징수할 수 있고(제16조), 「하천법」 제8조의 하천

정의나 보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주

의 관리권한이나 제27조 제5항의 하천공사 및 하천

된 내용은 각각의 용도에 따른 보의 운영 및 관리, 즉

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댐과 관련

하천시설로서 보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것

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에 한정하고 있다.

국수자원공사는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규정이 보에 대한 정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보의

(제26조).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종류와 관련하여 ‘가동보’와 ‘고정보’로 구분하고 있는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

데, 규정 제2조 제3호는 ‘가동보’에 대해 “제3조의 적용

다(제27조).

을 받는 보의 시설물 중 수문 조작을 통해 수위의 조절

이처럼 ‘댐건설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은 ‘댐’을 하

이 가능한 구간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천에 포함된 단순한 물적 시설로만 보는 데서 나아가

제2조 제4호는 ‘고정보’에 대해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댐에 대한 법적 지위와 법적 성질 및 댐과 관계된 법률

보의 시설물 중 수문이 없어 수위를 조절할 수 없는 구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간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3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에 대해서는 「하
천법」이 단순히 하천에 있는 물적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
을 뿐 보에 대해 법령상 정의나 보의 성질 등 법적 지위
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의 적용을 받은 보’는 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것으로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말한다.
한편, ‘보의 관리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하천 내 보의 시
설물을 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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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리’는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처럼 대규모의 다목적 보와는 법률관계가 다를 수

보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

밖에 없다.

는 보 내 하천환경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는 것(제2조 제1호)을 종합하면, 결국 ‘보 관

2) 보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

리자’란 보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보 내 하천환

(1) 보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비법인사단의

경을 관리하는 책무에 가까운 의미일 뿐, ‘댐’의 경우처
럼 댐사용권이나 비용징수권 등과 같은 일정한 권한이
나 권리와는 다른 의미이다.

당사자능력
판례는 하천에 보를 쌓아서 몽리(蒙利)12)하는 사람들
이 보의 물을 끌어들여 농지에 물을 대고 보의 유지관리
를 위해 결성한 단체인 보중(洑中)의 당사자능력과 관

나. 보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종래의 법률관계

련하여 “보중이 그 몽리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

1) 관습법상 용수권과 보의 설치·이용관계

적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그 보중

전술한 바와 같이 댐과 달리 보에 대한 법적인 정의

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보중을

는 없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운영하는 한편,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 시설의 하나로서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을 말한다11). 이러한 의미의 보는

하여 보중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13).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논 근처
에 있는 하천의 일정 지점을 횡으로 막아 가두어진 물

(2) 관습법상 유수사용권에 근거한 보 설치·이용의 자유

을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했다. 이 당시의 보를 둘

공유하천의 유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천

러싼 법률관계나 분쟁은 기득의 수리권이나 관습법상

상류에 보를 쌓아서 논에 관개할 수 있으며, 유수의 원

유수사용권에 근거하여 보를 쌓아서 관개를 할 수 있

리상 상류에서 보를 쌓은 결과 하류에 있는 보의 물이

는 것이 허용되거나, 반대로 보를 쌓아서 타인의 기득

부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류의 물이용자의

수리권이나 유수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용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14),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

니하였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의 16개

하고 이 보로부터 논에 관개하는 것은 용수권으로 보호

11) 네이버 어학사전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B3%B4&query=%EB%B3%B4&target=dic&ie=utf8&query_
utf=&isOnlyViewEE=)
12) 보 등의 수리시설로 물을 받음
1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4) 서울고법 1965.7.8. 선고 63나86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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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설치된 보를 파괴하여

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천공

유수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용수권침해이다15). 또

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

한 토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보

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

를 쌓아서 관개용수를 하던 자들의 관개를 방해한 것은

담으로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하천법」

기득권인 수리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16).

제29조 제1항). 이 경우 하천공사 등의 원인행위를 제
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 등의

(3) 타인의 유수사용권을 방해하는 보설치의 금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9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조 제2항).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이 자신만 배타적으로 사용

하천에 ‘보’를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

하기 위해 임의로 수로에 보를 쌓아서 가두어둔 물에

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한 권리는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물을 타인이

자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

임의로 자신의 논에 관개했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

을 것이다.

립하지 않는다17). 또한 하천에 보를 쌓아서 일정한 논
에만 물을 공급한 결과 종래 하천수를 이용하던 타인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의 관개용수권이 침해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성한다18).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하천법」
제30조 제1항). 하천관리청은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Ⅲ. 현
 행 하천이용관계에 관한
규율 현황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30조 제2항). 하천관

1. 하천 이용관계 일반

리청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가. 하천공사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

1)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제30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외의 공사’나 ‘하천을 훼손

조 제4항).

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로 인해 필요

‘보’를 설치하는 공사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15)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527 판결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
16) 대법원 1970.2.10. 선고 67다318 판결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17) 대법원 1964.6.23. 64도209 【절도】
18)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42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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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

관을 붙일 수 있다(제33조 제2항).

량 및 보수’하는 것으로서 하천공사에 해당하며, 하천관
리청이 아닌 자가 보를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

2) 댐이나 보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댐이나 보의 설치는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의 점
용이나 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

나. 하천 점용허가

는 행위로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런

1) 의의

데 댐을 설치할 경우, ‘댐건설법’ 제8조, 제9조 제2항 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

16호에 따라 댐건설실시계획의 수립을 승인받은 때에

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그러나 ‘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9)’를 하려는 자는 하천

않으므로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33조 제1항).
이 경우 점용허가는 공물에 대한 특허사용에 해당하는

3)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것으로 하천관리청의 재량에 속한다20). 따라서 하천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

리청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

권리를 가진 자21)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

19)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20) 박균성, 2015. 「행정법론(하)」, 박영사, 386쪽
21) 「하천법 시행령」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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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피해 등이 야기되어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

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

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하천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

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9조 제2

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54조)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

그런데 이러한 하천수 배분원칙은 ‘용도’에 관한 우선

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

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하천수의 ‘수요자 간’의 우선순

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하천수 사용을 둘러싼 이

지 아니하다(법 제34조 제1항).

해관계자들 간의 분쟁과 갈등은 상시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하천법」 제54조는 하천수 사용에 관해 ‘제39조

4) 댐 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

용허가를 받은 자’, ‘기득하천사용자’, ‘하천수의 사용

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

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있는

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터 이상인 댐(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

나. 하천수의 사용허가

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하구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

둑’,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

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

작물’, ‘운하’의 설치자는 그 댐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가를 받아야 하며(제50조 제1항), ‘하천수를 오염시키거

방지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9조 제1항).

는 경우’,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2. 하천수 이용관계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

가. 하천수 사용 및 배분원칙

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하천수의

「하천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수는 타인의 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제50조 제2

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항).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

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50조 제5항), 기득하천사용

데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에 관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

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0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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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득수리권의 문제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용수분쟁사건에

3. 댐 등 하천에 설치한 공작물의 하천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서 이른바 ‘기득수리권’이 쟁점이 되었다22). 기득수리권

현행법상 보의 설치자나 보 관리자의 권리에 대한 내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의미는 관행수

용은 없으므로, 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댐에 관한 법

리권이나 관습법상 유수사용권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사

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에서 서울특별시가 한강의 물에 대한 기득수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다 인정하였고, 다

가. 댐에 대한 권리

만 그 범위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기득수리권은 오늘

‘댐건설법’ 제2조 제3호는 ‘댐사용권’을 “다목적댐에

날 야기되고 있는 물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만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

일 ‘보 안의 하천수 이용’에 관해 기득수리권을 주장하
는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물분쟁이 발생하
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득수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득수량이
획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기득
수리권 혹은 관행수리권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나
의미 있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하천이 정비된 시대에
기득수리권을 계속 인정하는 것은 전국적인 통합 물관
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시한을 두고 소멸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행사해 왔던 기득의 권리로서 수리

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목적댐’이란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국
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
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또한 동법 제15조는 댐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댐의 관리를 댐사용권
을 설정받은 자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목적댐의 용수
를 특정목적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권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기득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7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으

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사

로 보아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전

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면 폐지가 어렵다면 오늘날의 물에 대한 수요와 분배

‘댐건설법’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한국수

정책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김

자원공사는 댐의 관리권을 위탁받을 수 있고, 공사가

성수, 2009).

건설한 댐에 대해서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서 댐 안의

22)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용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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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권성
댐사용권은 물권이면서 공권이다(정우형, 2009). 공

나. 댐사용권의 성질

권은 권리 보유자의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권리자 개

1) 물권(物權)성

인을 위해 작위, 부작위,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댐건설법’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는 “댐사용권은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실정법에서 명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시적으로 권리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도 관련법에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강행적으

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법 제30조는 댐사용권의 처분

로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부과의 취지가 순전히

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물권은 권리자가 물권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

의 대상인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물 자

라 당해 권리자의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

체를 배타적이고 대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배

야 한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댐사용권에 대해 ‘댐건설법’

댐사용권이 공권성을 갖는다함은 댐사용권설정에 의

이 명문으로 물권임을 선언하고 있어서 댐사용권의 성

해 사용권을 갖게 된 사용권자가 댐사용권 설정자 등 행

질이 물권인지 여부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따라

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고, 이러한 권리가 침

서 댐사용권의 물권성과 관련해서는 댐사용권이 미치

해되었을 경우 공법상 쟁송을 통해 대항할 수 있으며,

는 범위와 권리행사의 형식과 보호정도가 어디까지인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 쟁송을 통해 방

지의 논의가 관건인 것이다. 일정한 수계에 설치된 댐

어할 법적 이익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에 대해 사용권을 갖는 댐사용권자는 물권을 갖기 때

댐사용권이 공권성을 갖는 것은 사용권의 설정근거

문에 권리가 미치는 범위의 모든 자에 대해 권리를 행

가 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이며, 설정근거법이 공법

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댐이 설치된 토지나 하

이기 때문이다. 즉, 댐건설법상 댐사용권은 한정된 수

천의 소유자 및 관리자, 나아가 사용권설정자도 인정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

해야 한다.

한 공익적 차원의 법률관계이며,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

그런데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볼 경우 물권의 성질상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강하류

기 위해 댐건설법이라는 공법이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의 이해관계자라도 댐 안의 용수 배분과 이용에 대해 대

따라서 댐사용권은 공권의 일반적 특성상, 융통성(댐

항할 수 없으며,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변용하

사용권의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등)이 제한되며, 권리

는 데 있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의 포기나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즉,

수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이상헌, 2008). 이

실정법인 댐건설법상 제한 외에도 공권의 일반적인 성

러한 대세적인 물권성으로 인해 동일한 수계범위 내의

질에 따라 설정된 사용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 및

하천상 각종 수리권자와 충돌이 예상된다.

담보에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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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의 관리와 보 안의 물이용에
관한 합리적 방안
1. 보와 관련된 물분쟁의 양상과 문제점

쌓은 것이라고 보고 파괴한 것은 역시 용수권 침해하
고 하였다26).

2) 보설치로 인한 관행수리권 침해 금지

가. 유수에 대한 관행수리권과 보의 관계

공유하천 인근의 경작자들이 논에 관개를 위해 공유

1) 유수를 이용하기 위한 보설치의 자유

하천에 보를 쌓아서 용수하는 것은 기득수리권이므로

전통적으로 공유하천에 자연히 흐르는 유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득수리권을 침해하는 보의

서는 누구라도 아무런 댓가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위해 필요한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관습법상 용수

하다.

권이 인정되었으며, 「민법」 제231조는 이러한 권리를 명

즉,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나 수로에 있는 물

문으로 인정하고 있다23). 이에 따라 공유하천에 ‘보’를

을 자기 논에 넣어 관개에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

설치하여 유수를 용수할 수 있고, 이러한 보설치는 타

이라도 수로를 막아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

인에 의해 방해되지 아니한다.

로, 특정인이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

판례도 하천의 상류에 보를 쌓아 용수함으로 인해 하

는 수로를 막아 가두어 둔 물을 임의로 타인이 이용한

류의 유수 이용자에게 용수부족을 야기한다고 해서 용

경우라도 절도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27). 다시 말

수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24).

하면 이 물은 공동으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또한 농민들이 자체부담으로 보를 설치하여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던 중, 토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설치
하므로써 봇물 이용에 방해가 되었다면 기득권인 수리
권의 침해가 된다고 하였다25).

보를 쌓아서 다른 이용자의 용수권을 침해할 수 없다
는 의미이다.
또한 소유농지에 관개하기 위해 농지 옆을 흐르는
하천에 보를 쌓아 물을 이용하던 중, 토지개량조합

나아가 경작자들이 공유하천에 나무와 돌 등을 쌓

이 대규모로 보를 설치하므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보

아 물을 막아 보를 설치하여 논에 관개를 하고 있었는

안의 물이 고갈되었다면, 용수권 침해로 불법행위를

데,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이 보가 경작자들이 임의로

구성한다고 하며, 이 경우 토지개량조합의 보설치가

23)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4) 서울고법 1965.7.8. 선고 63나86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25) 대법원 1970.2.10. 선고 67다318 판결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26)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527 판결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
27) 대법원 1964.6.23. 64도209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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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추어 시대에 부응하지 않고, 정비된 공유하천과 여

하였다28).

기에 설치된 대규모의 댐이나 보는 종래의 자연하천이

한편, 공유하천 연안 농지의 경작자들이 하천의 물을

나 하천에 설치된 소규모의 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농사를 해 오고 있었는데, 한국농

을 것이다. 또한 통합적이고 전국적·종합적 물관리

어촌공사가 하천에 방조제와 배수갑문을 설치하였고,

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법리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배수갑문의 조작 잘못으로 하천에 염분이 상승하였다
면, 경작자들의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습에 의한 용수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29).

2. 보 안의 물이용에 관한 문제해결의 현실적인
당위성
가. 근거 법령의 부재

나. 관행수리권에 근거한 봇물 이용의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법령상 근거 없이 ‘4대강 살리

종래의 이론과 판례에 따르면 공유하천에 흐르는 유

기 마스터플랜’30)에 의해 시작되었다. 통상 이 정도 대

수는 관행수리권에 근거하여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규모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가령, 새

않고 용수할 수 있으며, 또한 용수를 위해 보를 설치할

만금사업의 경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

수 있다. 또한 토지개량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 농어촌

률 제8795호, 2007.12.27.)」이 있다. 특별법제정은 사

공사 등이 자연히 흐르는 하천에 보나 배수갑문 등을 설

업의 수월성과 편의성을 위해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

치하여 용수료를 징수하거나 보설치로 인해 수량이 감

행정편의주의적 목적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31), 이러

소 등으로 용수를 방해한 경우 기득의 관행수리권을 침

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

해하는 것이 된다.

과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기구 신설, 사업으로 인한 개

그러나 이러한 관행수리권에 관한 법리가 모든 공유

인의 재산권 제한 및 박탈과 같은 권리·의무에 영향

하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

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의 실현이라는 긍

닐 수 없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농지에 관개를 위

정적인 면도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해서 공유하천 연안의 농지소유자에게 인정되었던 이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09년 1월 29일에 제정

러한 관행수리권은 오늘날 변화된 산업·경제구조에

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8)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425 판결 【손해배상】
29) 대법원 2009.6.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손해배상(기)】
30) 이 마스터플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31)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김명
연, 2008. “한반도대운하건설 구상에 있어 공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고찰”,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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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242호)」32)과 2009년 4월 17일 제정된 4

그러나 이러한 해법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지는

대강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본부의 조직과 기능

가늠하기 어렵고, 더구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종료 후,

에 관한 것으로 역시 대통령훈령인 「4대강 살리기 추

환경문제나 사업의 타당성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

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6

이 비등한 가운데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호)」33)이 있을 뿐이다(정 훈, 2010). 그러다 보니 보의
설치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산, 보 안의 물이용

다. 보 관리비용문제

에 관한 법률관계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보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은 보 관리를 위해 사용한

문제를 안고 있다.

비용은 보 관리자의 예산 중 ‘노무비·경비·예비비’의
항목으로 편성·지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예산의

나. 보 설치의 경위와 정책적인 문제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

통상적인 국책사업의 재원마련은 정부의 재원이나

관리자는 자신의 예산 중 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편

국채발행, 그리고 민간 혹은 공기업이 투자하고 요금

성하여야 한다.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한 보 관리자는

징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보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채

에서 향후 보 관리비용까지 자신의 예산으로 부담하도

를 발행하여 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록 한다면, 공익을 위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공기업의

한국수자원공사는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부실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공익을 해칠 우려도 없지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기업의 구조적

않아 보인다.

인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의욕이 앞선 정부의 정책추진에 공기업이 따라갈 수밖

라. 보 안의 물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

에 없는 사정에 비롯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보의 설치

‘댐건설법’에 의해 댐사용권이 인정되고 댐수 이용에

비용이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공사가 안게

관한 규정이 정비된 댐과 달리 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된 것이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금융비용은 정

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보 안의 물은 「하천법」

부가 전액 부담하고, 원금은 친수사업을 통해 우선 충

상 하천수 이용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이용하게 될 것이

당하며, 나머지는 사업 종료 시점에 재정지원 규모, 시

다. 따라서 보 안의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

기, 방법 등을 구체화’한다는 것이었다34).

리청으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거나 기득수리권에

32) 이 규정은 이 사업의 완료시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는 한시법이다.
33) 이 규정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는 한시법이다.
34) 정훈, 2014. ‘[특별기고]공기업의 돈은 정부의 쌈짓돈인가’, 「남도일보」, 2014.8.3.(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
View.html?idxno=36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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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도 수자원개발시설로 볼 수 있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장차 ‘봇

으며, 수자원개발시설 중 제1항 제1호 ‘라’목 ‘그 밖에 수

물분쟁’이 예상된다.

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보에 대한 권리설정

보가 수자원개발시설에 해당한다면, 제9조 제1항 제

가. 보사용권 설정 및 봇물 이용요금 징수권 부여

6호 ‘가’목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보는 댐처럼 하천의 물을 가두어 확보된 수량을 하천

물…… 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

수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과, 홍수와 가뭄예방, 하천의

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에

건전한 생태계 유지, 전원개발 등의 기능을 한다는 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

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댐에 대해서는 ‘댐건설

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댐을 건설한 자에게

그러나 보사용권설정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댐사용권을 설정하고,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물을 사

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즉, 동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시설관리권의 설정’은

그런데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에 대해서는 하천

‘수도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며, 동

의 물적시설의 하나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

법 제27조는 ‘하구둑과 댐’에 대해서만 사용권 설정을

라서 보에 대해서도 ‘보사용권’을 설정하고 사용권자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사용권의 설정은 결

게 봇물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국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 규범적 해결

2) 보사용권설정을 위한 입법론적 해결

1) 현행법의 해석론을 통한 봇물 이용요금 징수권

봇물 이용요금 징수권 외에 보사용권이 필요하다면,

현행 「하천법」이나 ‘댐건설법’의 해석을 통해서는 보
설치자에게 보사용권을 설정하거나 봇물 이용요금 징
수권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어렵고, 입법적 시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7조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는 공사의 사업을

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

열거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

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

에 ‘보’를 추가로 삽입하는 방식이다.

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를 사업의 하나

그 다음으로 ‘댐건설법’에 ‘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

로 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자원개발시설’

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건설계획 등 관련 조항의 수가

로는 댐, 하구둑, 용수로, 운하시설, 그리고 ‘그 밖에 수

많아 복잡하긴 하지만, 보사용권의 정당성면에서는 「한

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이 있다. ‘댐’이

국수자원공사법」에 규정하는 방식보다 더 바람직한 것

나 ‘하구둑’이 수자원개발시설이라면, 댐이나 하구둑과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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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칭 ‘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정비된 시대에 기득수리권을 계속 인정하는 것은 전국

법률’을 독립법률로 제정하여 보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

적인 통합 물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시

합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을 두고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에 대해서는 하천의 물적

Ⅴ. 결론

시설의 하나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보
에 대해서도 ‘보사용권’을 설정하고 사용권자에게 봇물

보와 댐은 규모나 각각의 특성에 따른 목적의 차이
는 있지만, 하천의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해석론적
방안과 입법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천의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공구조물로

현행법의 해석론을 통한 봇물 이용요금 징수권과 관

서, 본질적으로 그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

련해서는, ‘보’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6

도 불구하고 보에 대해서는 댐과 달리 하천의 물적 시

호 ‘가’목의 ‘수자원개발시설’에 포함시켜 동법 제16조

설의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에 관한 법률관계

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

에 대해서 전혀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보의 관리나

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용 및 비용부담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
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보사용권설정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해석론으
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현재의 16개 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7조

는 규모나 기능 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보와 다르고 댐

의 ‘댐 등사용권 설정’조항에 ‘보’를 추가로 삽입하는 방

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런데 댐에 대해서는 댐사용권

법이며, 그 다음으로 ‘댐건설법’에 ‘보’를 추가하는 방법

이나 댐수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

이 있을 수 있다.

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함구하고 있는 결과, 특히 보

마지막으로, 가칭 ‘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의 설치로 인해 확보된 보 안의 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을 독립법률로 제정하여 보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

일반 하천수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

합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면 보 안의 물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만일 일반 하천수 이용절차에 따른다면 관행 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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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 사례와 물 산업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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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차 산업 혁명이란
Ⅱ. 물 관련 4차 산업 기술의 이용 사례
Ⅲ. 결론

요약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여 물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각국은 다양한 기술을 연결·융합한 물 과
학기술과 함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Internet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을 통해 노후 수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낮추고 있다. 최근에는 생물학과 전자공학을 융합한 전력
박테리아를 활용하여 폐수와 바닷물을 100% 순수한 물로 만들어 내는 기술도 나왔다.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이 IoT, 바이오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인공 지능, 드론(drone), 자율
주행차 등일 것이다. 드론은 동영상 촬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수중드론이 개발되어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무인해양 로봇인 수중무인탐사체인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울릉도 해역의 해저지형 조사를
진행하였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에너지와 태양광만으로 동력을 확보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해저지형, 기상, 물리, 수중
음향관측, 해양생물, 화학 관측 등 여러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미국의 보잉·록히드마틴 양사는 원격 조종으로 해양 자원
개발이나 케이블 작업을 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본은 1995년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수심 10㎞)에
ROV(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인 가이코로 최저의 해저에서 작동하는 수중드론 기술을 확보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로봇을 사용하기로 했다. IBM은 미국의 허드슨 강, 브라질의 아
마존 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전 세계 주요 호수와 바다를 대상으로 IoT 기반의 첨단 물 관리 솔루션을 적용하였다. 네덜
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경우 스마트제방 사업에 착수하여 물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홍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주도하는 스마트 워터그리드 사업이 있다. Io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정수장 구축, 지능형 상수
관망,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아리수 종합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세분화해서 추진 중이다.
미국과 유럽·중국 등이 해양환경 관측 및 연안감시, 수중 이동체 통신 등을 위한 국가 주도의 유·무선 기반의 수중 통신
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SK텔레콤과 호서대는 올해 인천 남항 서쪽 10㎞ 해상, 수심 약 25m 깊이, 송수신 거리 약 800m 환
경에서 LTE 방식을 활용해 바닷속 통신기술 시험에 성공했다. 이제 미래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물
산업이 있다. 조직적인 준비와 예산 지원, 그리고 기술 선도만이 미래를 밝혀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jeongin@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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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차 산업 혁명이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더욱 가능해졌다. 인공지능을 바
탕으로 한 자동화는 작업의 폭을 크게 넓혀서, 저급 기

4차 산업 혁명의 주창자이자 세계 경제포럼(World

술뿐 아니라, 중급 수준의 숙련 기술들에 대해서도 적

Economic Forum,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제조업 현장에 적용되면

산업 혁명을 ‘3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으

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

로 운영되며 생산성이 극대화된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

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

진다.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결합된 시스템을 의

의했다(Schwab, 2015). 슈밥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끄

미하는 CPS를 통해 생성된 빅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바

는 10개 선도 기술을 제시했는데, 물리학 기술로는 무인

탕으로 주변 사물과 자원의 분석, 활용, 자동 제어를 가

운송수단·3D프린팅·첨단 로봇공학·신소재 등 4개,

능하게 한다. 이러한 체계가 적용된 공장인 ‘스마트 팩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토리’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독립적으로 작동

·블록체인(block chain)·공유경제 등 3개를, 생물학

할 수 있다.

기술로는 유전공학·합성생물학·바이오 프린팅(bio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특징인 초연결성(hyper-

printing)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클

connected)으로 공유경제 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라우드 컴퓨팅(clouding computing), 스마트 단말기, 빅

2016년 3월 기준으로,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데이터(big data), 딥러닝(deep learning), 드론(drone),

6개가 공유경제와 관련이 있다. 공유경제 유형을 보면

자율 주행차 등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4차 산업 주요 기술에 대한 개념

‘4차 산업 혁명’ 개념에 대한 ‘세대 논쟁’은 있다. ‘3
차 산업 혁명’의 용어는 2011년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
킨이 ‘인터넷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재생 에너지

-사
 물에 센서(sensor)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네트워
사물 인터넷
크 등으로 주고받는 기술.
(IoT)
-인
 간의 개입 없이 사물 상호간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기술.

의 발달에 의해 수평적 권력구조로 재편되는 혁명’이라
고 제시했다. 그럼으로 현재 일어나는 변화는 제3차 산
업 혁명인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주장

로봇공학

- 로봇공학에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더욱 뛰어난 적
응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정밀농업에서 간호까지 다양한 분
야의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 만큼 활용도가 향상된 기술.

3D 프린팅

- 입체적으로 형성된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층층이
겹쳐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 소형 의료 임플란트에서
대형 풍력발전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

빅 데이터

-디
 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하는 기술.
-빅
 데이터를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하면 시스템의 최적화와
효율화의 증대가 가능.
예1) 빅 데이터와 AI와 금융정보를 융합한 투자 로봇 어드바
이저(Robot Advisor)로 활용이 가능
예2) 빅 데이터와 AI, 의학정보를 결합한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

인공지능
(AI)

-컴
 퓨터공학 및 정보기술이 융합되어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그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
예로 AI와 IoT, 자동차 기술을 결합한 무인자율주행자동차.

하는 것이다.
개념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본 원고에서는 물 산업
과 관련된 최신 사용 동향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
다. 사물인터넷(IoT)은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물
(제품, 서비스, 장소)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다. 다양
한 데이터 처리가 필수인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
터 산업이 이런 기술의 발달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여기
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추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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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전거 장난감 등과 같은 물품을 대여하는 것

공과대학원의 연구진은 나노기술을 활용해 청정한 물과

이나, 공간이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있으며 크라우드

소금 등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펀딩처럼 협력적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스마트 워터그리드’ 기술
을 도입했다. 바르셀로나 공원에 적용된 스마트 워터그

Ⅱ. 물 관련 4차 산업 기술의 이용 사례

리드 운용 방식은 스마트 미터, 온도 센서, 습도 센서가
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클라우드로 전송한다.

기후변화는 수자원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지구

이후 빅 데이터 분석 결과가 모바일, 태블릿 PC 화면을

표면의 온도가 단 1℃만 상승해도 빙하 소멸로 인해 유

통해 관리자에게 제공되며 시스템 스스로 물 사용량을

역 주민은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되며, 해안지역 주민 1

자동 관리한다. 이는 물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천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과

줄 뿐만 아니라 비용과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

학자들은 30년 후 지구표면의 온도가 1℃∼3℃ 가량 상

었다. 바르셀로나는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전체 공원의

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8%에 적용했으며 이에 따라 용수 보존율이 25% 상승

그동안 물 사냥(water hunting)의 대상으로 여겨졌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6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다.

던 물 처리 시스템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완화

드론은 동영상 촬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드론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물 재생(water reclamation)·

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물 재배(water cultivation)로 나아가야 한다. 통합관리

이 매력적인데, 하늘을 날고 땅 위를 달리는 등 여러

거버넌스, 전문화된 조직, 과학적인 의사결정, 유역규
모 관리활동, 통합관리 정책·법률 등을 포함한 통합 수
자원관리가 해결책이다.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여 물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각국은
다양한 기술을 연결·융합한 물 과학기술과 함께 빅 데
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Internet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을 통해 노후
수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낮추고 있다.
최근에는 생물학과 전자공학을 융합한 전력박테리아
를 활용하여 폐수와 바닷물을 100% 순수한 물로 만드는
기술도 나왔다.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를 사용해 에너지
를 생산하는 원리로 전지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박테
리아가 폐수를 수소와 산소로 바꾼다. 그 과정은 바닷물
과 강물의 이온 차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수소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전기분해 방식을 활용한다. UCLA

[그림 1] 수중드론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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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서 활약하는 동영상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하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소음이 55dB로

2015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Starter)

주변 물고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온 0~70℃까지

에서 수중드론을 선보였다. 산림부문에서도 모니터링

이상 없이 작동하며 최대 60m까지 잠수가 가능하고,

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

물속에서 1.8㎞/h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 가격은

RoboSEA사가 개발한 비키는 가로 26.5㎝, 세로

약 600달러 정도이다.

10.6㎝, 무게 1.1㎏의 무선 수중 물고기 드론(Wireless

오픈로브 트라이던트라 불리는 드론은 뒷면에 2개,

Underwater Fish Drone)이다. 4K UHD 카메라와

중앙에 1개, 총 3개의 트러스터가 있어 수중에서 자유

LED 라이트 장착으로 어두운 물속에서도 2시간 정도

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전면에는 모두 6개의 LED가
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
는 HD급 화질로 동영상을 촬영한다. 최대 100m의 수
심에서 견딜 수 있으며 무게는 2.9㎏, 최대 속도는 2m/
s를 지원한다. 최대 구동 시간은 약 3시간 정도다. 부표
를 이용한 무선 랜(WiFi) 기술을 이용해 오픈로브 트라
이던트를 조종할 수 있다.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오픈

출처 : 킥스타터(KickStarter)

[그림 2] 오픈로브 트라이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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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수산부

[그림 3] 플라스틱 자석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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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브 트라이던트를 조종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Virtual

조종자가 화면을 보고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된 무인

Reality, VR)과 연동하여 조종자가 마치 물에 들어간

잠수로봇(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것처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ROV)을 조종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와 센서가 발전

한 해 동안 바다에 쏟아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00만 ㎥이라고 한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은 해

하면서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수중로봇(Autonomous
Underwater Behicle, AUV)도 등장했다.

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음식을 통해 인간의 몸에도 오

미국은 수중드론 연구의 절대 강자다. 1980년대부

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대학교

터 ROV를 심해 탐사에 활용했다. 1994년에는 미 해

의 제니퍼 레이버스 교수는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군이 세계 최초로 군사적 목적의 수중드론 활용 계

65~75%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비영리단체 ‘오

획을 수립했다. 미국의 과학전문지 파퓰러미케닉스

션클린업’은 바다에 2㎞ 짜리 플라스틱 자석 튜브를 펼

(polpularmechanic)는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개발할 초

쳐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리는 장치를

대형 수중드론(XLUUV)이 3,200㎞를 항해할 수 있고

이용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용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

국립해양조사원은 무인해양로봇인 수중무인탐사체

다. 미국은 2016년 9월에 수중드론 부대 ‘UUVRON 1’

인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울릉도 해역의 해저지

을 창설했다. 중국도 남중국해에 해양 조사용 수중드론

형 조사를 진행하였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에너지

‘하이이’ 12대를 창설했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와 태양광만으로 동력을 확보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1).

해저지형, 기상, 물리, 수중음향관측, 해양생물, 화학

러시아는 2015년 ‘카년(Kanyon)’이라는 어뢰 모양의

관측 등 여러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원격 조종이

수중드론 개발에 들어갔다. 이 수중드론은 도시 하나를

가능하고, 비교적 넓은 바다를 관리해야 하는 우리나라

날릴 수 있어 ‘시티버스터(city buster)’라는 별명이 붙

의 특성상 무인해양로봇을 이용하면 바다 상태를 모니

은 10메가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싣고 1만㎞를

터링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보잉·록히드마틴 양사는 2017년 10월에 미
국 정부와 4,320만 달러 규모의 대형 수중드론 개발 계
약을 맺었다. ‘오르카’로 불리는 이 수중드론은 짧은 기
간에 먼 거리를 운항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 목적은 사
람이 들어갈 수 없는 심해를 배 위에서 수중드론으로
원격 조종하여 해양 자원을 개발하거나 케이블 작업을
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배에 탑승한

<표 2> 수중 드론 종류와 특징
원격수중잠수로봇(ROV)

자동수중로봇(AUV)

-로
 봇에 내장된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 육상이나 수상의 운용시스템과 케이
판단해 항해
블로 연결돼 인간이 조종
-모
 선과 연결되는 케이블이 없으며
- 조작과 데이터 교환, 전원공급 위해
자체 전원을 장착
케이블로 연결
- 음향모뎀을 이용해 수중통신 수행
- 수중촬영 등 단순 작업부터 케이블
- ROV로 탐사가 불가능한 북극 지역과
매설이나 파이프 설치 등에 활용
같은 빙하 밑 해저 탐사도 가능

출처 : 한국경제. 2017.10.2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298001

1) 2
 016년 12월 미 해군이 필리핀 수비크만에서 북서쪽으로 92㎞ 떨어진 남중국해에서 운용하던 연구용 수중드론을 중국 해군이 무단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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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하고자 한다. 일본은 1995년 지구에서 가장 깊은

작은 보트 형태로 원격 조종으로 바다 위에서 시속 35

마리아나 해구(수심 10㎞)에 ROV인 가이코를 내려 보

㎞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는 구조요원보다 12배 빠르

낼 수 있는 최저 해저에서 작동하는 수중드론 기술을 확

며, 높은 파도나 조류도 견딜 수 있다. 충전식 전동 펌

보했다. 여기에 AI에 사용되는 신경망과 자동운항 기술

프로 작동하며 한번에 4~5명을 구조할 수 있는 부력을

까지 결합하면서 더욱 첨단화하고 있다.

갖췄다고 한다.

스위스 비영리기관인 옥토퍼스재단은 소형 수중드론

IBM은 미국의 허드슨 강, 브라질의 아마존 강, 네덜

을 이용해 지중해에 가라앉은 약 74만 척의 난파선 위

란드 암스테르담 등 전 세계 주요호수와 바다를 대상으

치를 찾고 있다. 프랑스 해안에서 아드리아해까지 새로

로 IoT 기반의 첨단 물 관리 솔루션을 적용하였다. 예를

이 발견된 유물을 통해 미지의 역사를 발굴하겠다는 것

들어 미국의 507㎞에 이르는 허드슨 강에 고효율 스마

이다. 어장 보호에도 수중드론이 이용된다. 멕시코만에

트센서를 직접 설치하여 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

서 어장 보호 활동을 벌이는 코비는 ‘오픈 ROV’라는 프

터링을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역

로젝트로 수중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어장을 감시

을 3D화하여 지형, 생태계의 물 사용 등을 측정하여 효

하고 있다.

율적인 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

수중드론은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자기장 변화와 프

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경우 스마트제방

로펠러 소음을 포착할 수 있어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
는데 요긴하게 사용된다. 2016년 12월 미 해군이 필리
핀 수비크만에서 북서쪽으로 92㎞ 떨어진 남중국해에
서 운용하던 연구용 수중드론을 중국 해군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이 수중드
론을 5일 만에 돌려줬지만 미국 측은 계속해서 이 지역
에서 탐사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
는데 로봇을 사용하기로 했다. 길이 125㎝, 무게 11㎏의

출처 : 한국경제. 2017.10.2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298001

[그림 4] 수중드론 오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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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ime out Dubai

[그림 5] Robot Li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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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착수하여 물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홍
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육상망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주도하는 스마트 워터그리드
사업이 있다. Io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정수장 구축,
해상 통신 부표
수중 센서 노드

지능형 상수관망,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아리수 종합정
보 시스템 개선으로 세분화해서 추진 중이다. 스마트정
수장의 경우 센서 기반 IoT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모으
고 분석해서 수질을 개선하여 준다. 지능형 상수관망의

수중 기지국

출처 : SKT

[그림 6] 수중 기지국

경우 수돗물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여 물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수중 기지국 기반 통신망은 크게 <수중 센서-수중

원격검침 체계를 갖출 예정에 있다. 끝으로 아리수 종

기지국-해상 통신 부표>로 구성된다. 센서에서 수집

합정보시스템은 누수징후 감시프로그램 고도화, 지리

된 정보는 기지국을 거쳐 해상 통신 부표로 전달되고,

정보 시스템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물 관리의 효율성

이 데이터가 다시 위성·LTE 등 통신망을 거쳐 지상으

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로 전송되는 구조다. 물속에서는 음파를, 공기 중에서

수중 통신기술은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는 전파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서 잠수함 탐지 등 국방용 수요는 물론 수산 먹거리 안

수중 기지국은 ‘바닷속 통신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전을 위한 방사능·패류 독소 감시 및 적조 모니터링,

기존 음파를 활용한 1:1 통신과 비교할 때 변동성이 심

쓰나미·해저 지진 조기 경보 등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

한 수중 통신 환경을 극복하고 저전력·체계적 운용이

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능해 실시간·장시간 수중 관측이 가능하다. 또 바

SK텔레콤과 호서대는 2017년 5월 31일 인천 남항 서쪽

닷속 유선통신망과 비교할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

10㎞ 해상, 수심 약 25m 깊이, 송수신 거리 약 800m 환

축·운용할 수 있다.

경에서 LTE 방식을 활용해 바닷속 통신기술 시험에 성

수중통신기술을 활용하면 기지국 주변 수중 소음 센

공했다. 이 시험으로 바닷속 수온과 염도·조류속도 등

서를 이용하여 잠수함 등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국방용

10여 가지의 정보를 측정하여, 이를 음파(3~70KHz)에

으로 이용가능하며, 해양 선박 사고 발생 시에는 수중

LTE(OFDM 변조) 주파수를 얹는 방식을 활용해 문자

기지국을 사고 위치에 설치해 잠수부나 수중 로봇과의

(text)와 사진 데이터를 20초 간격으로 연속 송수신하

통신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지국 주변에서 바다물의

는데 성공했다. 특히 바닷물의 혼탁도가 심하고 수심이

해류, 수온, 염도, 조류 속도,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얕아 수중 통신에 부적합한 환경에서도 수중 통신망은

빅 데이터를 확보해 수자원 보호 및 해양 환경 연구 등

안정적으로 나왔다2).

에서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2) 호서대와 SK텔레콤은 2020~2021년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을 최종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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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상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전파예측 모델 연구

Ⅲ. 결론

가 체계적으로 진행됐지만, 바닷속은 이제 시작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기지국 기반의 수중 통신망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여 물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연구를 위해 한국의 해안선과 해저 지형정보에 적합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각국은 다양한 기술을 연결·

한국형 수중 통신망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수중 망과

융합한 물 과학기술과 함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

기존 육상망의 연동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

공지능 및 ICT를 통해 노후 수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히 이번 연구에서는 바닷속에서 LTE 기반의 변조방식

운영비용을 낮추고 있다. 최근에는 생물학과 전자공학

(OFDM)을 활용, 향후 육상 망 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을 융합한 전력박테리아를 활용하여 폐수와 바닷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100% 순수한 물로 만들어 내는 기술도 나왔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중국 등이 해양환경 관측

대표적인 기술이 IoT, 바이오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

및 연안감시, 수중 이동체 통신 등을 위한 국가 주도의

팅, 빅 데이터, 인공 지능, 드론, 자율 주행차 등일 것이

유·무선 기반의 수중 통신망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 드론은 동영상 촬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최

기지국 기반의 실험망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어서 해외

근에는 수중드론이 개발되어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고

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EU는 유무선 방식을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무인해양 로봇인 수중무인탐

혼용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중망과 육상망을 통

사체인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울릉도 해역의 해

합 운영하고 수중 사물인터넷 지원을 위한 SUNRISE

저지형 조사를 진행하였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에

(썬 라이즈)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캐나다는 세계 곳

너지와 태양광만으로 동력을 확보하여 24시간 실시간

곳의 관측소에서 유선망 기반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

으로 해저지형, 기상, 물리, 수중음향관측, 해양생물,

이터를 실시간 원격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Ocean

화학 관측 등 여러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미국의 보

Networks Canada’(오션 네트웍스 캐나다)를 구축해

잉·록히드마틴 양사는 원격 조종으로 해양 자원개발

운용 중이다. 특히 ‘Oceans Networks Canada’는 캐나

이나 케이블 작업을 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만들고자

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시작돼 다수의 수중망을 관리 분

한다. 일본은 1995년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

석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며 매일 수중데이터 200GB

구(수심 10㎞)에 ROV인 가이코로 최저의 해저에서 작

이상이 수집되고 있다.

동하는 수중드론 기술을 확보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바닷속 통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

신 기술을 확보해 해양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용

하는데 로봇을 사용하기로 했다. IBM은 미국의 허드슨

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 환경 변화 모니터링, 국방 분

강, 브라질의 아마존 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전 세

야 등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물

계 주요호수와 바다를 대상으로 IoT 기반의 첨단 물 관

인터넷과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에

리 솔루션을 적용하였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경

서 발생하는 빅 데이터 역시 국가 경쟁력의 중요 포인

우 스마트제방의 사업을 착수하여 물의 높이를 실시간

트가 되고 있다.

으로 측정하여 홍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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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주도하는 스마트 워터그리드 사

대응, 물 관련 시설의 에너지 최적화, 관련설비의 분산

업이 있다. Io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정수장 구축, 지

화, 생태계의 건전성 모니터링, 하·폐수의 자원화, 물

능형 상수관망,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아리수 종합정보

의 재이용 활성화, 요금체계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시스템 개선으로 세분화해서 추진 중이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물 서비스는 스마

미국과 유럽·중국 등이 해양환경 관측 및 연안감시,

트 워터그리드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수중 이동체 통신 등을 위한 국가 주도의 유·무선 기

높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핵심 구성요소가 될 것으로

반의 수중 통신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SK텔레콤과

기대된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기존 수자원 관리시스

호서대는 올해 인천 남항 서쪽 10㎞ 해상, 수심 약 25m

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의 수자원 불균형을 해소

깊이, 송수신 거리 약 800m 환경에서 LTE 방식을 활

하고 미래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물 산업의

용해 바닷속 통신기술 시험에 성공했다. 이제 미래는 4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는 차세대 물 관리 시스템이다.

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물 산업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기술과 표준화

이 있다. 조직적인 준비와 예산 지원, 그리고 기술 선도

기술 선점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NT(Nano

만이 미래를 밝혀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Technology), BT(Bio Technology) 기술을 융합한 혁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수자원분야의 경우 4
차 산업 혁명 기술들을 접목시키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 물 시장을 주
도해야 할 것이다.

는 산업분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 수자원 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의 스마트 물 서비스 사업은 주

야에 AI와 로봇, 빅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면 산

로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

업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물 서비스는 민간중심보다는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진

것으로 보인다. 물은 지구 표면의 71%나 차지하고 상

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토해양부

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광물자원을 품고 있

와 환경부 등에서 물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많은 관

어 그 가치가 무한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기침체

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 스마트 물 서비스 사

와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

업의 활성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 육성과 해양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 정보통신 기술과 기반시설 구축현황은 세계 최고수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 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이며 이러한 IT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

는 기술개발과 함께 시스템 표준화 등의 추진이 중요하

의 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유리한 환경이므

다. 이를 통해 각 시설과 구성요소의 정보가 효율적으

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이 기대되며, 최

로 통합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물 서비스

근 대기업의 물 산업 참여로 기술격차는 빠른 기간 내

를 위한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효율적인 물관리 운

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낮은 물 관리 기술

영을 해야 한다.

수준과 적은 상하수도 요금을 개선해야 한다. 정보통

스마트 물 서비스의 적용범위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신기술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나 상·하수

전망이다. IBM은 스마트 물 서비스가 누수방지 및 사전

도 기술수준은 낮은 수준이며 수도요금과 관련예산의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63

●●● 저널 물 정책·경제 제29호
부족 등은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
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련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양조사원, 2016.7
유성민, 부족한 물, IoT 기술로 해결하다, 아이뉴스24, 2015.8
SKT 블로그, SKT-호서대, 기지국기반 수중통신망 연구성과
공개, 2017.5

스마트 물 서비스는 기존 물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해양로봇 기술 개발 및 활용 현황, 2016.7

극복하고 다양한 수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운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함으로 지역 간의 수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미
래형 물 관리 기술이다. 스마트 물 서비스는 기존의 물

기술 동향과 전망, 2015.5
전승수, 허종원, 송홍민, 스마트 시대의 물 산업 생태계 조망과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관리 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요구하

이상호, 글로벌 경쟁, 스마트 물 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2015

는 분야이다. 물 부족 해결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

강병균 , 해양수산업의 4차 산업혁명, 부산일보 칼럼, 해양문화

하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물 서비스는 신사업 발굴과
고용창출, 미래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이며, 물

연구소 소장, 2017.3
최병철, ETRI의 사물인터넷, 재난안전 IoT, 헬로디디, ETRI
사물통신연구실장, 2015.11

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추격전략 대신에 4차 산업 혁명에 선제 대
응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
가 무엇인지 우리의 핵심 역량과 여건을 제대로 평가한
뒤 선택과 집중을 꾀해 육성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
jsp?newsId=20170320000313
http://news.joins.com/article/21765688
http://www.hellodd.com/?md=news&mt=view&pid=55
82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298001, 한국
경제.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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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의 우·오수 분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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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용부담 원칙
Ⅲ. 우·오수 분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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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린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강우유출수 부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며 그 준비과정으로 현행
하수도 요금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하수도 현황을 살펴보고 비용부담의 원칙, 관련 법령,
사례를 검토하였다. 하수도 요금의 우·오수 분리를 위해 총괄원가의 우·오수 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시로 서울시의
하수도 사업 총괄원가를 우수와 오수부분으로 분리해 보았다.

Ⅰ. 서론

최근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물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
고 있다. 이에 과거에는 대규모 물 개발이 중심이었다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로 침수피해가

현재는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물관리를 추구하는 방향으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도 때

로 바뀌고 있다.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로 공급능력을 확

문에 피해의 규모가 큰 편이다. 2017년 8월 충북 청주시

보하고,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환경을 고려

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고, 7월에는 인천 남구가

하는 균형적인 물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었으며, 제주 서귀포시 역시

다(정경윤, 2017).

7~8월에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었다. 미국 휴스턴

강우유출수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빗물처

은 침수로 인해 화학공장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리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이 합쳐져 있는 현행 하수도 요

하여 도시침수는 재난으로까지 여길 수 있다.

금 제도에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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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본 논고는 강우유출수 부담금 제도 도입을

식 하수관거 비율의 증가폭이 최근 높아졌다.

위한 준비과정으로 하수도 요금의 우수와 오수 분리에
<표 2> 연도별 하수관거 보급 추이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단위 : ㎞)
구분

2011년

계획연장

1. 하수도 현황

2015년 말 우리나라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거주
하는 인구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한 하수처리가 이
루어지는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 하수도 보급률은
92.9%이며, 전국의 가동 중인 3,907개의 공공하수처리

2013년

2014년

2015년

161,321 155,719 156,688 159,410 171,803

총계

가. 시설현황

2012년

118,329 123,309 126,606 132,680 137,193

합류식
시설
오수관로
연장 분
류 우수관로
식
소계

47,510

45,683

45,415

44,601

44,228

41,739

45,094

47,935

51,813

54,721

29,080

32,533

33,256

36,266

38,245

70,820

77,627

81,191

88,079

92,966

보급률

73.4%

75.8%

76.5%

77.8%

79.9%

출처 : 2015년도 하수도 통계 (환경부, 2017)

시설의 시설용량은 25,398천㎥/일이다. 이 중 500㎥/일
이상 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625개가 가동 중이며 시

나. 재정현황

설용량은 약 25백만㎥/일이다.

1) 세입
2015년 말 하수도분야의 총 세입액은 약 8조9천억원

<표 1> 연도별 하수도 보급 추이

이며 이 중 중앙정부 지원액(국고보조)이 약 2조3천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인구 (천명)

51,717

51,881

52,127

52,419

52,672

처리인구 (천명)

47,034

47,538

48,016

48,507

48,925

처리시설 (개소)

3,363

3,613

3,774

3,757

3,907

보급률 (%)

90.9%

91.6%

92.1%

92.5%

92.9%

시설용량 (천㎥/일)

25,228

25,297

25,330

24,999

25,398

출처 : 2015년도 하수도 통계 (환경부, 2017)

(26.3%), 지방비가 약 1조6천억원(18.6%), 하수도 사용
료가 약 2조3천억원(25.5%), 원인자 부담금이 약 6천억
원(6.9%)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하수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중앙정부 지원액

하수관거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말 하수관로
설치연장은 137,193㎞로 계획연장 171,803㎞의 79.9%
이다. 이 중 오수와 우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 관
거는 44.228㎞(32.2%),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배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948,569 1,839,393 1,868,064 2,009,768 2,341,799

지 특·광역시, 도 646,622 856,766 846,447 903,473 307,271
방
비 시,군,구 자체 1,115,349 1,166,624 1,195,037 1,243,832 1,349,418
하수도 사용료

1,085,592 1,219,209 1,328,391 2,060,807 2,272,990

원인자 부담금

501,406

561,170

605,979

616,468

613,887

기타잡수입

200,890

325,856

333,885

286,810

362,682

하는 분류식 관거는 92.966㎞(67.8%)이다. 과거 5년 동

전기이월액

1,015,571 1,070,991 1,133,448 1,545,084 1,665,156

안의 하수관거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오수와 우수를 분

계

6,513,998 7,040,009 7,311,252 8,666,242 8,913,203

부채액잔액

1,695,109 1,932,044 2,141,815 2,744,853 3,041,497

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 관거의 보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출처 : 2015년도 하수도 통계 (환경부, 2017)

특히 하수관거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uilt-

하수도 요금은 지속적인 인상 추진으로 2011년 대비

Transfer-Lease, BTL)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분류

2015년에 2배의 증가를 보여 하수도 재원 확충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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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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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2015년 말 하수도 세출은 전국적으로 처리장에

전기이월액은 전년도 이전의 세입인 순세계 잉여금과

37.7%, 하수관로에 36.9% 지출을 하였다.

과년도 수납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액 잔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하수관거 BTL

다. 요금현황

사업 추진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과거 5년 동안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35~40%로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161개 하

2) 세출

수도사업자 중 철원군,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4개 지

2015년 말 하수도분야의 총 세출액 약 8조9천억원 중

자체를 제외한 157개 지자체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

37.7%인 약 3조4천억원이 하수처리장 건설, 개보수비

고 있으며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당 410.9원으로 ㎥

및 운영유지비에 쓰이고 하수관로에는 36.9%인 약 3조

당 처리원가 1,017.8원의 40.4% 수준이다. 하수도 사용

3천억원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료와 원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원가

특히, 하수관로 부분 지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고 이는 BTL사업 증가 및 노후관 교체 때문인

의 증가폭이 요금의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현실화율
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표 5> 연도별 하수도 요금현황
<표 4> 연도별 하수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처리장

3,057,544 3,110,783 3,071,850 2,762,332 3,360,074

하수관로

2,238,442 2,553,587 2,827,318 3,348,828 3,291,137

용
유수지 및
도
169,706 162,382 158,514 138,121 169,404
배수펌프장
별
기타
1,048,307 1,213,257 1,253,570 2,416,961 2,092,589
계

6,513,998 7,040,009 7,311,252 8,666,242 8,913,203

시설비
3,054,529 3,177,345 3,022,856 2,881,046 3,265,011
용
도 개보수비
719,819 665,343 868,093 925,958 897,367
별
운영유지비
1,313,589
1,530,120 1,616,094 1,902,579 2,091,602
세
부
기타
377,754 453,944 550,639 539,698 566,635

출처 : 2015년도 하수도 통계 (환경부, 2017)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요금 (원/㎥)

289.4

326.3

356.9

386.2

410.9

총괄원가 (원/㎥)

807.1

816.1

930.7

987.2

1,017.8

현실화율 (%)

35.8%

40.0%

38.3%

39.1%

40.4%

2014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는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및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
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자체별 목표도 제시하였다. 건
전하지 못한 재정여건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비와 소요
경비 일부를 일반재정에서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 압
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적

상기 표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화 목표제를 운영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투자보다 하수관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고 그룹별로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2014년~2017년)

는 선진국형 투자추이로 볼 수 있다. 즉, 신규하수처리

를 제시하여 2017년까지 요금현실화율 70% 수준을 달

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노후관로의 교

성하도록 유도했다.

체·보수를 통해 하수도 정비를 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목표연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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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래하여 향후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한다고 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오염자부담 원칙이 적용

계획을 제시하였다. 4개 정책과제와 17개 세부사업으로

되는 하수도요금을 공공부문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우

계획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과 사용자가 요금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오수)를 분
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빗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직영기업 전환 추진
·(상수도) 전문기관 효율적 위탁
기반 조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소규모 지방상하수도 통합운영

●

운영관리 지원

●

지방상하수도
건전경영으로
주민복리증진

사용자가 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비용으로 빗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빗물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어 처리될 때 처리비의

주민참여 중심 물관리

상승이 유발되어 하수처리원가에 포함되고 있는 현실

·경영정보 공개 확대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주민 중심 물절약 캠페인 추진

이다. 따라서 우수처리기능은 국가 혹은 지자체가 일반

●

·중장기 경영관리 강화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설 효율화
·시설투자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재무건전성 강화

·총괄원가 산정방법 개선
·지방상하수도 자산평가관리 개선
·영업비용 등 경상경비 절감
·요금체계 개편
·요금 현실화 목표관리제 운영

[그림 1]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추진 종합계획

회계로 행하는 사업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로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
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 의하면 “빗물처리시설의 설

2. 하수도 요금의 우·오수 분리 필요성
가. 현행 하수도 요금 체계

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법 제65조(사

또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빗물을 적정하게 처리

용료 등)에 의해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하여 지하수를 늘리고 빗물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여

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하수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

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에 의하면 공공하
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

나. 빗물관리의 필요성

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도시지역

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

에서 녹지면적 감소, 불투수면적 증가, 친수공간 감소

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등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물환경의 대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

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하천량 감소, 홍수피해의 증가, 수

도록 되어 있다.

자원확보 및 하천수질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으며,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사람의 생
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빗물관리가
최근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특별시, 2013).

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강우량 및 강우 발생 시기가 일

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정하지 않아 빗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여름에

뜻한다.

집중적으로 많은 강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강우 특징은

이처럼 현행 하수도 요금체계는 빗물처리 비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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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원칙은 사용자 간 ‘형평성’, 부과
의 ‘공평성’, 그리고 부과기준의 ‘합리성’ 등으로 나누어
고려한다.

강수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96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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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상청 기상연보.

[그림 2] 국내 최근 10년간 계절별 강수량 추이

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
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

또한 빗물관리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하나로 볼 수 있

부담금의 주관기관은 환경부지만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다. 개발을 위해 불투수면적을 늘려 강우유출수/빗물이

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세부내

많이 배출되면 그에 대한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여 공정

용에 관한 규정(부담금 산정기준, 부담률)도 지방자치단

하게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별 감면사유 및 감면율
이 다르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Ⅱ. 비용부담 원칙
2. 수익자 부담금
현행 하수도 요금 및 원가에서 우수 및 오수를 분리하

수익자부담은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여 우수처리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

사람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안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

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학문적으로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

설치로 인해 혜택을 입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일반

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

적으로 생공용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댓가

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 또는 “정부 등 공적

를 지불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수익자부담금은 일반

기관 서비스 공급의 댓가로 사용자나 수익자가 직접 지

적으로 수익의 전부 또는 수익의 한도 내, 소요 투자비

불하거나 해당 서비스와 연관이 깊은 재화, 서비스 사용

의 일정 비율,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수익의 범

시 간접적 형태로 댓가를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위 내에서 수익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수익을 산정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한 다음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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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상 통일된 부과 기준은 없는 실정으로 지

Ⅲ. 우·오수 분리 관련 법령

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
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

지 여부와 분리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

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현재는 요금 산정이 총괄원
가 기준이기 때문에 처리장의 운영비 등에 빗물이 포함

3. 공공부담

된 상태로 하수도 요금이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담은 일반적으로 수익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공공재의 제공이라는 측면

1. 하수도법

에서 접근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적용수배분

하수도법의 목적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

기관 등에 의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

에는 공공부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공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

문 역시 수익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

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이며 하수도법에서 정의하는

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의한 직접적 효과를 얻는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것은 직접적인 수익자이지만 국가 같은 공공부문도 장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래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절감이나 환경개선으로 인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

한 국가적인 이미지 제고 등도 수익의 형태로 볼 수 있

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적 부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를 뜻하는 것으로 빗물이 하수

공공부담 및 수익자와 원인자 부담은 비점오염저감시

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빗물을 포함한 오수배출량

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의 당위성과 그 규

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모가 결정된다. 다시 말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국가가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일

록 규정되어 있는데, “오수”의 범위에 빗물은 포함하지

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수

않고 있어 빗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오

요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

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빗물을 포함한 오수배출량에

재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수익자의 역할

대한 사용료 징수를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수도법 개정

을 고려하는 형태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또한 비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점오염저감시설의 수익자를 결정함에 있어 비점오염저
감시설의 설치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를 필요로 하

2. 물환경보전법

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

물환경보전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수질

수를 대신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주체인지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수생태계법)’이 개정

를 구분하여야 한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된 것이다.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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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

이 법에 의하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

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

및 운영해야 하며 자연재해 대책의 일환으로 우수 및

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

빗물저류시설의 관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업무

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강우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9조의 6 제1항에 따

유출수를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

현재 비점오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별로 관
리대책 수립 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에서 일

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
원, 2015).

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강우유출수 요금제 도
입을 위해서는 빗물 및 비점오염 관리 재원조달 방안으

4. 현행 제도의 의의 및 한계

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수질수생태계법/물환경보전법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있으며 비점오염물질의 관리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는

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

추세이다. 또한 국고보조를 통해 지자체의 비점오염저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도시, 농천, 산림, 하천,

수 있다. 부담금 도입 시, 비점오염원 관리 사항을 다루

댐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관리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

는 수질 및 수질생태계법/물환경보전법에 부담금의 부

히, 여러 지자체에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과 목적과 부과 대상, 부과 원칙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하거나 생태면적률을 규정하는 등 도시의 물순환을 개

규정이 필요하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하수도법」, 물이

선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이행하고 있는 등 물순환 적

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 신규 지역에 대

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강우유출수 요금의 경우

한 대책이 중심이 되고 주로 녹지율 확보 등의 조경분야

재원의 상당 부분이 비점오염 저감에 사용될 수 있다는

를 위주로 추진한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또한 아직까

점에서 비점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수질

지는 물순환과 오염 및 생태환경관리 측면보다는 재해

수생태계법/물환경보전법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대부분의 제도들이 신규 개발사업 시 사업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물순환 개선 시설 설치 시 비용을 지

3. 자연재해대책법

원하거나 녹지 확보 시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의 인센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

티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일반

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시민들이 불투수면 및 비점오염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각종

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제도의 경제적 유인효과가 충분한 경우에만 제도의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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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빗물관리를 하고 있으니, 하수와 빗물을 따로 생

우수관거 설치비용을 산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 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인천광역시 관계자에 따르

련이 필요하고, 가시적이고 시급한 도시침수를 위한 강

면 별도의 외부 연구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간단한 부과

우유출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원칙으로 구성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방식을 마

세대를 위해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의 기초도 마

련하였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련해야 할 것이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의하면 빗물유출량에 따른 원인자부담

Ⅳ. 하수도 요금의 우·오수 분리 사례

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을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2017
년 6월 26일자로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현재 국내에는 하수도 요금과 원가를 우수와 오수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제19조(원인자부

분리하여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자체는 없으나 인

담금)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고

천광역시의 경우 2013년 10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시하였다.

조례」에 따른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
정방법」을 제정하여 빗물유출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2. 해외 - 독일

부과·징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빗물요금을 부과하

독일은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에 발생한 홍

고 있는 도시들이 많은 편이며, 현재 시행중이지 않는

수피해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중앙집중식

지역 또한 점차 빗물요금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

빗물관리 대책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대도

정이다. 지역마다 상이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빗물요

시지역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인해 늘어난 첨두유

금제 산정 방법이나 요금 부담에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출은 시공비와 관리비 상승을 야기하여 중앙집중식 빗

의 경우 건물, 도로, 주차장 등의 불투수면적을 기준으

물관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권경호

로 빗물요금 부과요율을 결정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외, 2010).

우·오수 분리를 통한 빗물요금(강우유출수 부담금)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분산식 빗물관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로
우수세로, 기존 하수세를 오수세와 우수세로 분리한 것
이다. 1985년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

1. 국내 - 인천광역시

되었고 원인자부담자원칙에 입각한 요금 부과의 법적

인천광역시는 하수도조례를 개정하여 불투수면을 증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는 우수 사용료와 오

가시키는 개발사업에 대해 우수관거 확장설치 비용을

수 사용료로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권경호

원인자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발사업 허가

외, 2010).

시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강우유출수 발생량 증가량을

하수도 요금 분리를 위해 하수도 세출을 분석하여 일

검토하고, 시가 보유한 하수도 우수관거 설치비용 자

반 오수와 우수 사이의 세출 비율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

료를 토대로 강우유출수 발생 증가량을 처리하기 위한

요하다. 산정된 세출 비율을 각각의 세출 총합에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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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수도 세입 총합 : Tin

비율에 비례해서 나누고, 지방비 중 도로, 광장, 공원녹

하수도 요금 (If)

지의 배수 시설에 할당된 비용을 확보한 후 시민들에게

주정부 지원금 (Is)

부과할 오수요금 총액과 강우유출수 요금의 총액이 산

지방지 (Ir)
② 하수도 세출 총합 : Tout

정된다(권경호 외, 2010).
2006년 기준 전체 독일 주민의 약 73%는 오수 요금

Tin = Tout

③ 오수와 우수 처리 비용 비율 산정
(오수 : α, 우수 : 1 - α)

과 우수 배출 요금이 분리 산정된 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고, 2010년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약 72%,

④ 우수 처리비용 : Ts
Ts = Tout× α

④ 우수 처리비용 : Tr
Tr = Tout× (1 - α)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85%가 분
⑤ 주정부 지원금 배분: 우수 배제용
Is.r = Is × (1 - α)

리 산정법을 적용받고 있다. 지자체 하수도 사업주체의
규모가 작을 경우 시행비용이나 행정효율 측면에서 통

⑤ 주정부 지원금 배분 : 오수 배제용
Is.s = Is× α

합 산정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도시 등과 같이

⑥ 지방비(Ir) : 지자체 소유의 공공
시설(도로, 광장, 공원 등) 우수배제
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클 경우에는 대부분 분리 산정법을 사용하여 하
⑦ 오수요금 총액(If.s)
If.s = Ts - Is.s
단위 오수요금:
If.s / 상수도 사용총량 [Euro/㎥]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ϋber 100.000

15%
24%

20.000 - 50.000

23%

10.000 - 20.000

77%

접근방식이 다르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같은데, 총괄

71%

원가 방식이 아닌 원가적산주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

83%

37%

-5.000

0%

[그림 4] 독일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 방식

76%

29%

5.000 - 10.000

Alle Teilnehmer
DWA-Wirtschaftsdaten

출처 : 권경호·허옥경(2010)

85%

50.000 - 100.000

⑧ 빗물요금 총액(If.r)
If.r = Tr - (Is.r + Ir)
단위 빗물요금:
If.r / 전체 불투수면적 [Euro/㎡]

43%

57%
18%

8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nteil Frischwassermaßbstab

Anteil gesplitteter Maßstab

출처 : wirtschaftsdaten der abwasserbeseitigung(2014)

[그림 3] 독일의 규모별 하수도 요금 산정법

라서 상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하수도요금을
우·오수로 분리하는 기초금액은 “하수도 요금+주정부
지원금(일종의 국·도비)+지방비”로 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하수도 요금 개념이 100% 원가 보상 개
념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성 개념
때문에 현실화율이 40% 밖에 되지 않아서 독일식 접근

독일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방식을 우리나라 현행 하
수도 사용료 산정방식에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

방법은 이론적으로 수긍이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적용
은 다소 문제가 있다.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
도 요금의 근간이 되는 총괄원가가 “적정원가+자본비

3. 해외 - 일본

용”으로 비용접근식이나 독일은 당해연도 투자비까지

일본의 경우 1961년에 제1차 “하수도재정연구위원회”

징수해야 할 요금수익 개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를 개최하여 우수 공비의 원칙 및 오수 사비의 원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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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를 하여 최근에

ft2 당 $0.00152 (1,000ft2 당 $1.52)이며 2달에 한 번 청

는 자본비의 경우 빗물과 오수에 대한 공비와 사비 비율

구되며 부동산 유형에 상관없이 불투수면적에 기본요금

을 각각 61%와 39%, 유지관리비의 경우 빗물과 오수에

을 곱하여 부과된다. 불투수면적(예를 들어 콘크리트,

대한 공비와 사비의 비율을 24%와 76%로 정하고 있다

아스팔트 그리고 옥상)은 항공사진을 통해 결정한다. 예

(박규홍 외, 2014).

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 진입로, 파티오, 옥상을
포함한 불투수면적이 2,800ft2 일 경우 월단위 $4.26 이

4. 해외 - 미국

부과되므로 실제 청구는 2달에 한 번 $8.52 가 부과된

미국은 2007년 635개 지자체에서 빗물요금제가 시행

다. 옥상과 주차장을 포함한 중간 사이즈 사무실 건물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2년 기준 약 1,314개 지자체

가진 사업자의 경우 불투수면적이 약 64,000ft2 라면 빗

에서 빗물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물요금은 월단위 $97.28, 청구서에는 $194.56일 것이

5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박규

다. 강우 배출 허가(Stormwater Permit)를 따르지 않으

홍 외, 2014).

면 하루에 $2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1980년대 이후 통합적 물관리 체계에 관심을 갖고 1)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 2) 하수의 차집 및 처리, 3) 강
우유출수의 양과 질의 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원으
로서의 빗물의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게 되어 하천수 및
지하수의 함양, 습지 조성 및 보호, 여가, 생태 등을 중
시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빗물관리 개념 변화에 따
라 분류식하수관로시스템(Municipal Separate Sanitary
Sewer Systems, MS4s)의 건설 및 유지관리비용의 급증
및 Stormwater Phase Ⅰ&Ⅱ Program, 도시침수 및 수
질규제 등 강우유출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

Rooftop Measures 30' × 70' =
2,100 square feet (SF)
Driveway
Measures
26' × 30' =
780 SF
Rooftop		
Driveway		
Sidewalk		
Total Square ft

Sidewalk Measurces
3' × 30' = 90 SF

= 2 ,100 SF
= 780 SF
=
90 SF
= 2,970 SF

2,970 Total SF x a rate of $0.00304 per SF = $9.02 per billing

출처 : 아르바다 빗물시설 Q&A 브로셔, 2015

[그림 5] 빗물요금 산정 예시(아르바다 시)

규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박규홍 외, 2014).
2017년 상하수도 및 빗물요율에 의하면, 도시 내 빗물
가. 아르바다 빗물요금(Stormwater Utility Fee)

요금은 부동산에 속한 불투수면적 평방피트당 $0.00304

2002년 1월부터 콜로라도주의 아르바다(Arvada) 시

를 2달에 한 번 부과한다.

(市)의 거주자와 사업자는 연간 약 300만 달러의 빗물요
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 중 75%는 홍수 통제 프로젝트

Ⅴ. 하수도 요금의 우·오수 분리 시나리오

에, 25%는 강우 배출 허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요금은 진입로, 파티오(정원, 뜰), 옥상과 같은 불투수면

현행 하수도 요금에서 우수와 오수 부분으로 분리하기

적에 따라 부과되는데, 월단위 빗물요금은 불투수면적

위해 먼저 총괄원가를 우수와 오수 부분으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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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내 최대의 하수도사업자이자 물재생센터(하수

오수전환율(오수배출량/사용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

처리장)에 유입된 강우량 자료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으로 80~85%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하수도

높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 계산서

사용료로 부과된 수량에 오수전환율을 감안한 수량이

를 토대로 우수와 오수부분으로 분리해 보았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볼 때 오수전환율을 감안한
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우수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가 없

1. 우수와 오수의 분리 비율 설정1)
우수처리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분리하기 위해 어떠
한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 볼 것인지 먼저 분리 기준
을 살펴보겠다.

을 것이다. 특히 총 하수관거 중 우수관거의 비중이 작
고 합류식 오수관거가 대부분인 경우 적용하기 유리하
다(한국상하수도협회, 2011).
현재 하수도 요금수량의 계측은 상수도 요금수량을
토대로 하고 있어 상수도 총처리량인 상수도급수량(유

가. 하수관거 투자비

효수량+무효수량)에 오수전환율 0.85를 곱하여 총 오

분류식 100%로 이루어진 도시의 경우 하수관거는 우

수량을 산정하고 이것을 하수도 총처리량으로 나누어

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와 오수의 관거

상수도처리량을 제외한 우수처리량을 산정할 수 있다.

투자비를 토대로 분리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분류식

특히 우수는 합류식으로만 유입되며 분류식의 경우

과 합류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분류식 관거의

우수가 공공하천으로 배수가 되어 분류식 지역의 경우

우·오수 관거 비율을 전체 하수관거 투자비에 적용하

우수유입이 없다고 가정하였고 산정된 총오수량에 합류

여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실무적으로 가장

식 관거비율을 곱하여 실질적으로 처리된 순수한 우수

많은 지지를 받는 방법이지만 정확성이 다소 결여될 수

량을 산정할 수 있다(한국상하수도협회, 2011).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한국상하수도협회. 2011).

따라서 우수배제에 따른 최소한의 개략적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우수량을 산정하면 다음의 공식을

나. 하수처리량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연간 하수처리량을 산출하여 그 비율을 근거로 하수
도 총괄원가 중 우수와 오수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및 신고된 지하수량은

우수량 산정 = 하수총처리량 × (1-

상수도급수량 ×0.85
하수총처리량

)×

합류식관거길이
총관거길이

하수도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며 이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다. 즉, 상수도, 전용공업수도, 지

본 논고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물재생센터에 우천시

하수량(목욕탕이나 업무용, 산업용 등 신고한 후 사용한

증가된 처리량을 우수량으로 간주하여 공식을 적용하지

량)은 사용량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 후 하수처리장으로

않고 실측 자료를 적용하여 하수도 총괄원가를 우수와

유입되는 수량은 사용량보다 적게 마련이다. 이를 통상

오수 부분으로 분리해 보았다.

1) 분리비율 설정에 대한 기준은 전반적으로 “지방하수도 재정확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2011)”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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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우일수

가. 투자비 산정을 위한 우·오수 부담비율

연간 강우일수를 고려하여 연간 관거 사용기간의 비

관거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투자비로 간주하여 가중치를

율을 적용하여 우수와 오수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우

70%로 두고 하수처리량의 가중치를 30%로 두면 자본비

수관거는 강우일에만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오수관거

용의 우수와 오수의 비율은 각각 39%, 61%로 산출되었다.

는 연중 내내 사용된다고 가정하여 하수관거 사용기

<표 6> 투자비 산정을 위한 우·오수 부담비율

간 비중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한국상하수도협회.
2011).

●

연간 우수 관거 사용일: 강우일수 / 365 = a

●

연간 오수 관거 사용일: 365 / 365 = 1

●

연간 우수 관거 사용비율: { a / ( a + 1 ) } × 100 = b %

●

연간 오수 관거 사용비율: { 1 / ( a + 1 ) } × 100 = c %

(단위 : %)
구분기준

가중치 (%)

우수부문

오수부문

합계

연간 하수처리량

30

5

95

100

연간 관거 투자비

70

53

47

100

39

61

100

평균

나.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우·오수 부담비율
유지관리비는 강우일수를 고려한 관거 사용기간과 하
수처리량에 가중치를 두어 산정하였는데 관거 사용기간

2.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 투자비, 하수처리량, 강우일수 이 3가지 기
준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 볼 것인데 적절한 가중치
를 반영하여 총괄원가 계산서를 우수부분과 오수부분으

의 가중치를 70%로 두고 하수처리량의 가중치를 30%로
두어 유지관리비용의 우수와 오수의 비율은 각각 21%,
79%로 산출되었다.
<표 7>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우·오수 부담비율

로 분리하고자 한다.
투자비 분담은 공사비 부담주체가 어느 쪽인가를 판
단하는데 사용되고, 하수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우·
오수 비율은 하수관거 등 공공하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단위 : %)
구분기준

가중치 (%)

우수부문

오수부문

합계

연간 하수처리량

30

5

95

100

연간 관거 사용기간

70

28

72

100

21

79

100

평균

이용료 및 수혜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
수도 사업의 유지관리비와 자산에 대한 우·오수 분

다. 산정과정

리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서울특별시,

1) 하수관거 투자비

2002).

서울시 하수도 관거 자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감

따라서 총괄원가 계산서의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기

가상각비를 연간 투자비로 간주하여 우수와 오수부분을

타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은 ‘강우일수’와 ‘하수처리량’의

분리하였다. 차집관거, 차집관연결관, 차집박스관거, 합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우수와 오수의 분리비율을

류관거, 합류박스관거는 합류식 자산에 해당한다고 간

적용하였고, 자본비용은 ‘관거 투자비’와 ‘하수처리량’의

주하고 분류식의 우수와 오수 비율을 반영하여 우수부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우수와 오수의 분리비율을

분과 오수부분으로 구분하였고, 개거 및 측구는 우수부

적용하였다.

분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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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울시 하수도 관거 자산 내역 (2015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원
형

각형

우수 오수 분리

취득금액수정액

<표 9> 서
 울시 하수도 합류식 관거의 우수 및 오수 분리
(2015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

감가상각비

오수관거

오수

421,136,303

12,239,532

우수관거

우수

257,634,055

7,697,352

차집관거

합류식

292,824,234

4,456,480

차집관연결관

합류식

8,593,011

94,569

합류관거

합류식

7,103,552,149

124,139,495

합류박스관거

합류식

112,204

-

개거

우수

361,042

4,531

측구

우수

3,027,539

57,460

오수관거

오수

1,727,761

56,408

오수박스관거

오수

6,161,138

109,697

우수박스관거

우수

168,559,589

4,809,506

차집관거

합류식

68,407,186

30,357

차집관연결관

합류식

3,793,103

9,608

차집박스관거

합류식

1,455,987,197

10,236,999

합류관거

합류식

625,353

3,633

합류박스관거

합류식

6,988,974,272

104,713,249

개거

우수

59,731,692

567,331

측구

우수

57,204,622

852,638

16,898,412,450

270,07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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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가상각비

분류식 합류식 비중 우수 및 오수 비중

우수

13,988,817

5.2%

53.0%

오수

12,405,637

4.6%

47.0%

243,684,389

90.2%

분류식
합류식

↓
우수

243,684,389 × 53.0%=129,150,479

오수

243,684,389 × 47.0%=114,533,910

합류식
서울시 하수도 관거 자산 분리 결과
분류식 우수부분 + 합류식 우수부분

우수 (53%)

13,988,817+129,150,479=143,139,296
분류식 오수부분 + 합류식 오수부분

오수 (47%)

12,405,637+114,533,910=126,939,547

2) 하수처리량
하수처리량은 2015년 서울시 4개의 물재생센터에 유
입된 우천시 증가된 처리량을 강우량으로 간주하고 총
처리량에서 우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오수라
고 간주하여 우수와 오수 분리 비율을 산정하였는데 총

서울시 하수도 관거 중 분류식의 우수와 오수의 비율

처리량 약 1,452백만㎥(100.00%), 우천시 증가량 약 72

은 각각 53%, 47%로 합류식 관거 자산도 같은 비율로

백만㎥(4.94%), 오수 약 1,380백만㎥(95.06%)으로 우

우수와 오수를 나눈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수와 오수의 비율은 각각 5%, 95%로 나타났다.

<표 10> 우천시 증가된 처리량 (2015년 말 기준)
(단위 : ㎥)
구 분

연간 강수량 및
강수영향일

중랑 물재생센터

탄천 물재생센터

서남 물재생센터

난지 물재생센터

합계

연간 총 처리량

815.7mm

449,738,764

267,778,356

543,390,156

191,190,300

1,452,097,576

연간 청천시

220일

244,751,290

147,430,459

296,365,311

103,945,114

792,492,174

연간 우천시

145일

204,987,474

120,347,897

247,024,845

87,245,186

659,605,402

연간 일 평균

365일

1,232,161

733,639

1,488,740

523,809

3,978,350

청천 일 평균

220일

1,112,506

670,138

1,347,115

472,478

3,602,237

우천 일 평균

145일

1,413,707

829,985

1,703,620

601,691

4,549,003

우천시 증가량

145일

23,737,683

11,321,351

26,739,038

9,909,177

71,70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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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우일수

라. 서울시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우·오수 분리

서울시에서 제공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지금까지 살펴본 분리 비율을 토대로 서울시 하수도

2015년 강우일수는 145일로 나타나 연간 우수관을 사

사업의 총괄원가를 우수와 오수부분으로 분리해 보았

용한 기간을 145일/365일, 오수관을 사용한 기간을
365일/365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 그 결과 오수부분의 요금현실화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수부분의 요금은 향후 불투수면적을 기
준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술적인 값

●

우수: ( 0.397 / ( 0.397 + 1.000 ) × 100 = 28.4 %

●

오수: ( 1.000 / ( 0.397 + 1.000 ) × 100 = 71.6 %

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 서울시 하수도 총괄원가계산서 (2015년)-실측 자료 적용
(단위 : 천원)
구

하수수익
및
총괄원가

영업 비용

분

2015년

우수

고

오수

비율

연간처리량(㎥)(A)

1,452,097,576

71,707,249

1,380,390,327

연간조정량(㎥)(B)

1,125,676,799

-

1,070,088,808

하수도사용료수익(C)

584,227,169

-

-

총괄원가(D)

872,547,577

233,129,878

639,417,699

결함액(E)

288,320,408

-

-

㎥당요금(원/㎥)(F)

519.00

-

-

㎥당원가(원/㎥)(G)

775.13

-

597.54

요금현실화율(%)

66.96%

-

-

인상요인(%)(H)

49.35%

-

-

영업비용 계 (I)

665,064,431

142,213,494

522,850,937

인력운영비

74,167,019

15,859,442

58,307,577

일반운영비

15,960,206

3,412,837

12,547,369

연구개발비

10,138,360

2,167,928

7,970,432

약품·재료비

20,644,019

4,414,396

16,229,623

동력비

38,843,105

8,305,983

30,537,122

수선교체비

143,498,575

30,684,897

112,813,678

경상이전

18,084,897

3,867,169

14,217,728

슬러지처리비

33,696,938

7,205,556

26,491,382

감가상각비

309,524,256

66,186,859

243,337,397

507,056

108,426

398,630

기타영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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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량:오수량
=5:95

유지관리비 비중
우수:오수
=21:79

하수도 요금의 우·오수 분리 검토

구

분
자본비용 계(J)

자본 비용

우수

고

오수

비율

270,677,063

104,429,402

166,247,661

타인자본비용(K)

549,748

212,097

337,651

자기자본보수(L)

270,127,315

104,217,305

165,910,010

4.76%

4.76%

4.76%

적정투자보수율(M)
자기자본비율(N)

자본 비용

비

2015년

/ 정책·산업연구 ●●●

99.20%

99.20%

99.20%

요금기저(O)

5,720,709,261

2,207,095,949

3,513,613,312

순가동설비자산(P)

5,217,719,895

2,013,038,579

3,204,681,316

총가동설비자산(Q)

5,378,088,726

2,074,910,172

3,303,178,554

원인자부담금(R)

129,389,520

49,919,524

79,469,996

공사부담금(S)

30,979,311

11,952,069

19,027,242

건설중인자산(V)

443,732,670

171,195,657

272,537,013

운전자금(W)

59,256,696

22,861,713

36,394,983

-

-

-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X)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 계 (Y)

37,557,025

8,030,975

29,526,050

영업외수익 계 (Z)

25,636,892

5,482,043

20,154,849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1,242,647

265,720

976,927

타회계전입금수입

5,255,605

1,123,828

4,131,777

기타영업외수익

19,138,640

4,092,495

15,046,145

Ⅵ. 맺으며

투자비 비중
우수:오수
=39:61

투자비 비중
우수:오수
=39:61

유지관리비 비중
우수:오수
=21:79

최근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강우유출수 요금제를 도
입하거나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삶의 편리성을 위한 도시개발을 우선시 하고 그에 따

있다. 지자체의 공무원, 전문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른 신속한 빗물배제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합류식 하

일반 시민들이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자체 조례의

수도를 많이 설치하였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하수도 사

초안을 작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빗물 및 비점오염

업의 외부환경 역시 변하였다.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빗물처리시설의 상

시민의 인식 변화(친환경적) 등 하수도 사업에서 빗물

태 평가, 불투수면으로부터의 배수 수준, 지자체가 할

관리가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이다.

수 있는 빗물관리 계획, 연차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마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

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해 사회, 경제, 환경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

직접비 및 행정비용 등도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불투수

아가는 방향으로 하수도요금에서 오수와 분리하여 빗

면 면적에 기초한 요율 설정 및 불투수면 면적을 줄여

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빗물을 이용·관리해

지자체가 목표로 세운 강우유출수 수량과 수질을 달성

야 하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여

하는 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강우유출수 요

겨진다.

금 면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환경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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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2015).

유출수 요금제는 순차적, 합리적인 국민 설득을 바탕으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강우유출수 요금제의 도

로 추진하되 우선은 1단계로 하수도 요금에 포함된 우

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수관리비를 분리하여 부과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

빗물 및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

리고 2단계에서 도시별 용도지역 불투수비를 고려하

고 각 지자체가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적극적으로 수

여 부문 현실화를 하고 3단계에서 각 필지별 불투수율

립하는 등 빗물관리와 비점오염원 관리 노력이 선행되

을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함과 동시에 현실화를 시키도

어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록 추진해야 한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비점오염원, 강우유출수 및 불투수면 문제에 대한 교

본 논고에서 강우유출수 요금(빗물부담금제) 도입에

육·홍보 활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강우유출수와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하수도 요금은 우·오수에

비점오염물질의 문제점 및 관리 중요성에 대해 일반 시

대한 투자비와 유지비가 포함된 개념이므로, 우선 하수

민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물순환 건전성 및

도 요금 총괄원가를 우·오수로 분리하는 방안을 서울

비점오염 관리 측면에서 불투수면 관리의 필요성에 대

시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다.

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신규 제

현재 하수도 총괄원가를 우·오수로 분리하는 배분기

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관련법

준이 다양하게 적용·검토되고 있어서 향후 공학적, 경

제·개정에 착수하고, 지자체가 강우유출수 요금제도

제·회계학적으로 표준화하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

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지침 등을 마련

야 할 것이다.

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강우유출수 요금제를 도입하
고자 하는 지자체는 선행 작업을 꼼꼼히 진행해야 한

사사

다. 필지별 불투수면적 산정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자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료수집 및 DB를 구축하고, 공청회 등과 비점오염원 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

리 및 재원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해 시민

었습니다(2016000200001).

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환경부, 한국환
경산업기술원, 2015).

■ 참고문헌

강우유출수 요금과 관련하여 시민의 동의, 법적근거,
관련 인프라, 오수와 우수의 비율 및 공공부분의 비용

권경호, 허옥경. 2010.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법적 형평성 제고
방안: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도입의 필

분담 결정 등 선행 해결과제가 많고 복잡하므로 단기간

요성과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83호)

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

293~318쪽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민의 여론 수렴 및 정부·국
회·민간단체·전문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강우
유출수 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적인
근거와 관련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우

80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박규홍, 강병준, 박주양, 박완규, 김성태. 2014. “효율적 빗물관
리를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방안”, 대한상하수도
학회 상하수도학회지 28권 5호 517~528쪽
서울특별시. 2002.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조사·연구

하수도 요금의 우·오수 분리 검토

/ 정책·산업연구 ●●●

 . 2013.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빗물
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요약보고서
정경윤. 2017. “물관리, 개발 아닌 보전·복원 중심으로 추진”.
워터저널 2017년 9월호(통권158호) 42~49쪽
환경부. 2001. 하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토지피복 및 빗물유출을
고려한 하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방안
한국상하수도협회. 2011. 지방하수도 재정확충방안 연구 용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비점오염원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 소유·이용자의 합리적 책임부여 방안
연구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81

물 정책·경제 제29호

Journal of Water Policy and Economy
Vol. 29, December 2017 : pp. 83~96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과 현대화사업
박임수*

Ⅰ. 지방상수도 정책 변화
Ⅱ. 지방상수도 현황
Ⅲ. 현대화사업 개요
Ⅳ.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언

요약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빠른 성장과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도시와 시·군 지역의 격차가 확대되어, 대도시의 수도사업자는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반면 시·군 지역 지자체는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
지역 지자체의 수도사업 경영개선 및 노후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고보조를 통한 현대화사업을 2017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 1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될 현대화사업의 성과 달성 및 유지를 위한 논의 및 검
토는 남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개별 지자체의 여건 및 특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개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화사업 종료이후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참여확대, 수도사업 광역화 등 지방상수도 전반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
로 판단된다. 국고지원을 통한 현대화사업은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더불어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과정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한
다면, 사업성과의 향상 및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Ⅰ. 지방상수도 정책 변화

이용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
진다(환경부, 2008). 이후 1910년경 인천, 목포, 평양,

우리나라 근대적 상수도는 1908년 뚝도 정수장을 완공

부산 등 대도시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었고, 1945년

하여 하루 12,500㎥의 물을 서울 용산 일대에 공급한 것

에는 전국 83개 도시의 200만 명의 인구가 상수도를

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전에는 주로 우물물 또는 강물을

통해 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

* K-water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imsupark@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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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이후 꾸준히 보급률을 높여오던 상수도시설은

두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새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으

로운 수자원 확보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며, 전후 상수도 보급은 정체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

증폭되면서 공급 중심 물 관리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

들어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 이용 및 수도

고, 그 대안으로 물 수요관리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원조자금을 바탕으

되었다. 2000년에 발표된 물절약 종합대책은 절수기

로 본격적인 시설투자를 추진하였다. 또한 1961년 수

보급, 요금현실화, 유수율 제고, 재이용 활성화 등 물

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수도사업의 주체로

수요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70
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물

<표 1> 우리나라 상수도 역사 및 주요 정책 방향
시기

주요 사건 및 정책

1900~
1960

-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뚝섬정수시설 완공
- 1945년 83개 도시 약 200만명에게 일 27,200㎥
수도공급

1960년대

-1
 960년 상수도 보급률 17%에 불과, 1961년 수도
법 제정

도보급률을 1990년 79%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성과

1970년대

- 1979년 수도권 광역상수도 완공을 통해 급수보
급률 향상

를 달성하였다.

1980년대 - 지속적 상수도(광역+지방) 공급 확대

(만명)

-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1990년대 - 1994년 환경부 승격 및 지방상수도 업무 전담
- 1998년 제1차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를 주체로 한 광역상수도 공급
을 확대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 상수도 공급 확대
중심의 수도정책을 통해 1960년 17%에 불과하던 수

100.0

6,000

90.0
5,000

80.0
70.0

4,000

60.0
50.0

3,000

40.0
2,000

30.0
20.0

1,000

10.0
0.0

0

1947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년)
인구

급수인구

정책 방향

공급확대

수질관리

- 2000년 물절약 종합대책 수립
- 2006년 물산업 육성방안 마련
- 2007년 제2차 전국수도종합계획, 물수요관리종
수요관리,
합대책 수립
2000년대
-2
 010년 물산업 육성전략,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 운영효율화,
이후
물산업육성
계획,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추진
- 2016년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2025년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
-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출처 : 환경부(2008), 이상은 외(2016)

상수도보급률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각년도), 이상은 외(2016)

[그림 1] 우리나라 인구 및 상수도보급률 추이

지속적인 급수보급의 확대와 수요관리에도 불구하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급수격차 및 지자체 운영 능력 차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그동안 공급

이는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이에 2007년 제2차 전국수도

확대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수도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

종합계획에서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포함하는 운영효

구하였다. 1994년 환경부의 승격과 동시에 국토부에서

율화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구조개편이 진행되지는 않

관리하던 지방상수도 및 수질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

았지만, 통합화 및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수도사업 구

관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정책도 수질관리에 중점을

조조정 및 운영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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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상수도 현황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육성 또한 수
도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책기조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 상수도

는 2016년 수립된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에도 이어

분야는 2015년 상수도 통계 기준 급수보급률2) 98.8%,

져 공급 안전성 확보(공급관리),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

유수율3) 84.3%, 1인 1일 급수량 335ℓ, 시설용량 일 2.7

물(수질관리), 건전한 수도사업(운영효율화), 미래발전

천만 ㎥, 정수장 499개소, 관로길이 192백만m 등 단

을 위한 상수도(물산업육성) 등을 4대 중점 목표로 설정

시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

하여 현재의 수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 외형적 성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상

우리나라는 최근 3~40년간 집중적인 상수도 투자

수도는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확대를 통해 2015년 급수보급률 98.8%1)에 도달하였

특히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 지역 간 요금 및 운영 서

다. 이는 2014년 기준 호주 99.7%, 독일 99.3%, 일본

비스 격차, 시설 노후화 등이 당면과제로 지적되고 있

97.5%와 유사한 수준에 해당한다. 과거 급수확대와 안

는 실정이다.

정적 공급에만 초점을 두었던 수도정책도 이제는 물산

<표 2>는 2015년 기준 지역별 주요 상수도 통계현황

업 육성, 운영효율화, 물 수요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

가운데 급수보급률, 요금현실화율, 재정자립도 등을 보

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기존 수자원의 활

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급수보급률은 96.5%4)로

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운영효율성을 대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이는 인구가 밀집한 특·광역

표하는 지표인 유수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시 및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의 높은 급수보급

수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

률에 기인한다.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구가

정되었다. 과거 공급확대의 대표지표로 급수보급률이

적고 면적이 넓은 시·군 지역의 급수보급률은 90% 이

활용되었다면, 현재는 운영효율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요금현실화율은 77.5%로

이를 대표하는 지표로 유수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총괄원가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서울 89.6%, 인

정책 흐름의 변화에 따라 유수율 85% 달성 목표를 설정

천 102.5%, 경기도 84.6% 등 인구가 밀집한 특·광역

하여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추구하는 현대

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높은 수치 때문

화사업이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강원도 56.3%, 경상북도 59.2%

1)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수치(제외시 96.5%)
2) 급수보급률=급수인구(52,163)/총인구(52,672천명)
3) 유
 수율은 유수수량을 총급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총급수량은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으로 구성되며, 유수수량은 유효수량 가운데
요금을 징수할 수 있거나 요금이 부과된 수량으로 계량요금수량, 미계량요금수량, 분수량, 기타부과량의 합으로 계산됨. 즉 유효수량
가운데 공공수량, 수도사업용수량, 부정사용량, 계량기 불감수량 등이 제외된 수량이 유수수량에 해당됨.
4)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제외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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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년 주요 상수도 통계 현황(보급 및 재정)
수도사업자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전 국

52,672,425

50,804,120

서울특별시

10,297,138

부산광역시

부과액
(백만원)

부과량
(천㎥)

평균단가
(원/㎥)

현실화율
(%)

재정자립도
(%)

96.5

3,617,120

5,292,924

683.4

881.8

77.5

50.6

10,297,138

100.0

630,141

1,100,600

572.5

639.0

89.6

82.7

3,553,768

3,553,768

100.0

243,083

338,444

718.2

908.0

79.1

51.7

대구광역시

2,513,970

2,512,107

99.9

169,031

263,517

641.4

683.0

93.9

47.8

인천광역시

2,983,484

2,940,926

98.6

214,365

318,288

673.5

656.8

102.5

60.5

광주광역시

1,490,654

1,487,423

99.8

84,941

148,894

570.5

634.0

90.0

43.8

대전광역시

1,535,191

1,533,553

99.9

90,576

172,350

525.5

539.0

97.5

48.8

울산광역시

1,199,717

1,176,323

98.1

96,167

111,078

865.8

857.0

101.0

63.1

214,365

188,058

87.7

12,826

17,325

740.3

1,161.9

63.7

54.8

경기도

12,892,271

12,626,376

97.9

857,034

1,296,496

661.0

780.9

84.6

53.6

강원도

1,564,615

1,401,287

89.6

133,413

157,878

845.0

1,499.7

56.3

21.0

충청북도

1,616,589

1,458,754

90.2

137,667

194,583

707.5

971.4

72.8

27.9

충청남도

2,134,232

1,801,865

84.4

159,573

207,277

769.9

1,181.3

65.2

27.4

전라북도

1,895,905

1,812,644

95.6

162,430

177,200

916.6

1,218.7

75.2

21.1

전라남도

1,939,562

1,680,268

86.6

123,762

150,025

824.9

1,321.4

62.4

17.4

경상북도

2,752,591

2,483,956

90.2

207,441

279,678

741.7

1,252.3

59.2

24.4

경상남도

3,447,018

3,208,319

93.1

242,166

291,328

831.2

1,090.3

76.2

37.8

641,355

641,355

100.0

52,505

67,955

772.6

926.0

83.4

35.9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보급률
(%)

총괄원가
(원/㎥)

출처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등 지방의 요금현실화율은 60% 이하 지역도 존재하여,

실화율,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

향후 지방상수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부담으

우 낮은 급수보급률과 이를 유지하거나 신규투자하기

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강원

에 충분치 않은 현실화율 및 재정능력을 보여준다. 이

도 1,499원, 전라남도 1,321원 등 지방이 서울 639원,

러한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적 격차는 지방상수도의

대전 525원 등 대도시에 비해 2~3배 높음에도 불구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 실제 요금으로 회수되는 평균단가에서는 그다지 차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가 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광역시의

<표 3>은 우리나라 상수도의 운영 및 시설 현황을 요

재정자립도는 서울 82.7%, 인천 60.5% 등 비교적 높은

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연간 급수량은 62억㎥ 규모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전라남도 17.4%,

며 이 가운데 요금이 부과되는 유수수량은 52억㎥ 수

전라북도 21.1%, 강원도 21.0% 등으로 나타나 재정적

준으로 84.3%의 유수율을 보여준다. 서울 95.1%, 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종합하면, 인구가 밀집된 대도

산 91.7%, 경기도 89.1%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시 지역은 높은 보급률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요금현

수도권 지역은 90% 수준의 높은 유수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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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5년 주요 상수도 통계 현황(시설 및 운영)
수도사업자

총급수량
(천㎥)

유수수량
(천㎥)

누수량
(천㎥)

유수율
(%)

누수율
(%)

1인1일사용량
(L/인/일)

시설용량(㎥/일)
(광역+지방)

시설용량(㎥/일)
(지방)

전 국

6,278,745

5,292,924

687,080

84.3

10.9

282

27,078,927

19,973,227

서울특별시

1,156,808

1,100,600

27,977

95.1

2.4

285

4,450,000

4,450,000

부산광역시

368,903

338,445

16,281

91.7

4.4

257

1,899,000

1,899,000

대구광역시

288,921

263,517

15,589

91.2

5.4

280

1,340,000

1,340,000

인천광역시

357,180

318,289

22,806

89.1

6.4

296

1,958,080

1,958,080

광주광역시

173,271

148,895

17,528

85.9

10.1

274

780,000

780,000

대전광역시

186,696

172,351

8,651

92.3

4.6

282

1,200,000

1,200,000

울산광역시

123,513

111,078

8,533

89.9

6.9

259

550,000

550,000

세종특별자치시

21,642

17,326

4,314

80.1

19.9

252

30,500

4,000

경기도

1,454,664

1,296,497

93,527

89.1

6.4

281

6,102,300

2,821,100

강원도

224,013

157,879

44,755

70.5

20.0

309

968,050

798,050

충청북도

232,215

194,583

27,339

83.8

11.8

364

899,100

344,400

충청남도

259,328

207,277

39,523

79.9

15.2

315

943,300

116,100

전라북도

258,731

177,200

59,931

68.5

23.2

266

1,038,170

152,170

전라남도

218,966

150,025

59,102

68.5

27.0

244

1,036,870

681,570

경상북도

405,551

279,679

98,665

69.0

24.3

305

1,388,900

1,015,100

경상남도

395,654

291,329

78,918

73.6

19.9

246

2,032,600

1,401,600

제주도

152,688

67,955

63,641

44.5

41.7

290

462,057

462,057

출처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반면, 강원도 70.5%, 전라북도 68.5%, 경상북도 69.0%

결과는 높은 총괄원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균 단가로

등 지방의 경우 70% 내외의 낮은 유수율을 보여준다. 유

인해 소비자의 물 절약 유인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

수율이 낮다는 것은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누수 등으

로 추측된다.

로 인해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손실을 의미하므로

지금까지 상수도 통계를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의 수도사업은 공급능력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

특히, 재정자립도 및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에서 유

를 이룩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대도시와 지방 등 지자

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간 격차를 확대시

체 간 재정적·운영적 측면에서 큰 격차가 지방상수도

키고 있다. 1인 1일 사용량의 지표는 흥미로운 결과를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

보여준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전국 평균과 유사한

나의 과제는 1980~90년대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인 설

280ℓ 수준을 나타내지만, 지방상수도 운영여건이 좋

치와 확장이 이루어진 시설의 노후화 문제이다. 관로

지 않은 충청북도·충청남도·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는

를 우선 살펴보면, 전국 수도 관로의 총 연장은 19만㎞

오히려 300ℓ 이상의 높은 사용량을 보여준다. 이러한

로 이는 지구를 약 5바퀴 돌 수 있는 길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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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5년 주요 상수도 통계 현황(관로 노후도)
수도사업자

총 계 (m)

21년이상 (m)

비율

11∼20년 (m)

비율

10년이하 (m)

비율

전 국

192,288,039

52,376,687

27.2%

53,136,363

27.6%

86,774,989

45.1%

서울특별시

13,696,857

6,249,295

45.6%

4,842,376

35.4%

2,605,186

19.0%

부산광역시

8,526,154

2,699,060

31.7%

2,835,974

33.3%

2,991,120

35.1%

대구광역시

7,768,365

3,268,068

42.1%

2,945,068

37.9%

1,555,229

20.0%

인천광역시

6,428,703

2,280,472

35.5%

1,517,296

23.6%

2,630,935

40.9%

광주광역시

3,847,664

1,393,154

36.2%

1,434,751

37.3%

1,019,759

26.5%

대전광역시

3,851,638

1,239,609

32.2%

1,297,761

33.7%

1,314,268

34.1%

울산광역시

3,053,126

917,164

30.0%

785,110

25.7%

1,350,852

44.2%

세종특별자치시

128,523

-

-

-

-

128,523

100.0%

경기도

33,171,702

7,155,790

21.6%

9,509,553

28.7%

16,506,359

49.8%

강원도

10,183,895

3,173,857

31.2%

2,674,354

26.3%

4,335,684

42.6%

충청북도

8,765,893

1,908,866

21.8%

2,507,715

28.6%

4,349,312

49.6%

충청남도

14,343,711

2,471,008

17.2%

2,339,527

16.3%

9,533,176

66.5%

전라북도

17,105,656

4,743,855

27.7%

4,277,682

25.0%

8,084,119

47.3%

전라남도

17,550,594

3,385,513

19.3%

3,508,497

20.0%

10,656,584

60.0%

경상북도

21,743,637

5,907,381

27.2%

5,519,374

25.4%

10,316,882

47.4%

경상남도

16,675,839

4,607,511

27.6%

4,613,506

27.7%

7,454,822

44.7%

출처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이 가운데 20년을 넘어선 노후관로는 5.2만㎞로 총 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는 이

장의 27.2%에 해당한다.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노

유는 지방 지자체의 경우 적기에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

후관로 비율은 지자체별로 격차를 보인다. 노후관로비

있는 재정적 여력이나, 노후관로를 진단하고 관리할 수

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45.6%, 그 다음을 대구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

42.1%, 광주 3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남

국 486개 정수장5)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정수장은 286

도 17.2%, 전라남도 19.3%, 충청북도 21.8% 등 대도시

개로 전체 정수장의 58.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가 아닌 지방의 노후관로 비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드러

다. 특히 153개 노후정수장이 군지역에 집중되어 시설

났다. 이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후 정수시설의 적절한

보급되어 지금 시점에 노후관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수질문제 및

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수도 보급이 확

공급안정성을 저해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

대되어 노후관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2013 상수도 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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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지방상수도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

지자체에 해당한다. 급수보급률은 현대화사업 지자체

라의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보급 확대 및 운영 관리 측

가 81.3%, 특·광역시는 97.3%로 16%p의 차이를 보여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사이 대도

준다. 유수율의 경우 특·광역시는 88.5%, 현대화사업

시와 지방 군소 지자체 사이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대상 지차체는 66.2%로 22.3%p의 큰 격차를 보여준

있다. 대도시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바탕으로 높은 급수

다. 특히, 낮은 유수율은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하고 손

보급률 및 요금현실화율과 함께 높은 유수율을 보여주

실되는 수량을 의미하므로 이는 지자체 수도사업의 재

고 있다. 다시 말해, 대도시의 상수도는 재정적 안정성

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지자체의

과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

재정자립도는 24.3%로 8개 특·광역시의 56.6%에 비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방 군소 지자체의 경

하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노후화된 상

우 낮은 급수보급률, 요금현실화율과 함께 낮은 유수율

수도 시설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

을 보여주고 있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투자 수요에도

다. 요금 측면에서도 현대화사업 대상 지자체들의 수도

불구하고 재정 확보 문제로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

요금은 평균 774원으로 특·광역시의 654원보다 120

하고 이로 인해 누수율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생산원

원이 높지만, 생산부터 공급까지의 총괄원가 1,546원

가의 증가로 이어지는 재정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악순

으로 특·광역시의 773원보다 무려 773원의 격차를 보

환이 구조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상수도

여준다. 결국, 현재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정부는 지방상수도 현

체들은 낮은 유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투자여력을

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써,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누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여 총괄원가는 상

Ⅲ. 현대화사업 개요

승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재정 여건
은 더욱 악화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 시설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

서 현대화사업을 통한 노후 수도시설 개·대체와 운영

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선순

개선은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부는 지방상수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제17차 재정전략협
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총 사업

<표 5> 현대화사업 대상 지자체와 대도시 수도사업 운영현황 비교

비 30,962억원을 투자하는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구분

급수
보급률
(%)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특·광역시의

특·광역시

97.3

88.5

654

773

86.3

56.6

수도사업 운영현황을 비교해 보면, 정부가 국고지원을

현대화사업
대상 지자체

81.3

66.2

774

1,546

58.2

24.3

결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현대화사업 118개 대상

차이

16

22.3

120

773

28.1

32.3

에 국고 17,880억원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자체 가운데 93개가 급수인구 20만명 이하의 소규모

요금
재정
유수율 수도요금 총괄원가
현실화율 자립도
(%)
(원)
(원)
(%)
(%)

출처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89

●●● 저널 물 정책·경제 제29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유수율 70% 이하 또는 누

1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현대화사업은 연차별 사

수율 20% 이상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대하여

업계획에 따라 2017년 최초년도 선도 사업으로 영월과

2015년 환경부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103개 지자체를

단양 2개 지자체의 정수장과 20개 지자체의 상수관망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개별 지자체별로 5

정비사업 대상이 선정되었다. 총 사업비 배분을 통해

년의 사업기간 동안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설정

서 알 수 있듯이 현대화사업의 핵심은 상수관망 정비

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 전체 급수구역
에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와 유수율
70% 미만 급수구역의 누수탐사, 복구 및 관망정비로 구
성되어 있다. 한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운영되거나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24개 지자체의 30
개 정수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약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노후도의 정도에 따라 정수장의 부분 또
는 전면적인 개량공사를 통해 먹는 물의 수질안정성 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표 7>에 정리된 것처럼 상수관
망 정비사업의 경우 정부는 매 년도 공모절차를 통해
연 평균 약 15개 정도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5년간 사업
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 연차에 해당하는 8그룹의 경
우 2024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8년까지 사업의 마
무리가 이루어진다. 5년간의 사업기간에 걸친 사업공
정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1년 차에는 주로 시설물 조

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

사 및 진단 작업이 이루어지고, 2년 차에는 기본 및 실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전문기관

시 설계,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진다.

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현

3-4차 년도에는 노후관 개·대체 공사가 진행되고, 마

대화사업 대상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을

지막 5차 년도에는 성과유지관리 작업을 수행된다. 한

통한 사업방식이 사업목표 달성 및 성과유지 측면에서

편,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의 경우 현대화사업 기간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표 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개요
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사업
대상

·유수율 70% 이하, 누수율 20% ·경과년수 20년 이상(기계식 여
이상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
과는 10년 이상)이면서 정수
·103개 지자체 339개 급수구역 처리 기능이 저하된 시설
선정
·24개 지자체 30개 정수시설 선정

사업
내용

※ 시·군

내 유수율 70% 미만
급수구역
·관망정비 공사
·누수탐사 및 정비
※ 시·군 내 전체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정수장 부분·전면개량 공사
·정수장 재건설 공사
·정수장 통합건설 공사
(공사별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포함)

총
사업비

23,988억원(국고 14,393억원)

6,974억원(국고 3,487억원)

사업
기간

5년

3-4년

목표

·유수율 85% 달성

·먹는물 수질안정성 확보

출처 : 환경부(201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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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연차별 대상 지자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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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망
구분

정수장

합계
소계

군

도농

시

소계

군

도농

시

총계

118

103

64

34

5

30

17

10

3

1그룹(’17)

22

20

20

-

-

2

2

-

-

2그룹(’18)

22

15

15

-

-

7

7

-

-

3그룹(’19)

22

15

15

-

-

7

7

-

-

4그룹(’20)

20

15

7

8

-

5

1

4

-

5그룹(’21)

19

15

7

8

-

4

3

1

6그룹(’22)

14

10

-

9

1

4

-

3

1

7그룹(’23)

11

10

-

9

1

1

-

-

1

8그룹(’24)

3

3

-

3

-

-

-

-

-

-

출처 : 환경부(201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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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첫해인 2017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가뭄이 빈

20개 지자체는 2013년 57.6%의 유수율을 2021년 85%

번하고 누수량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까지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2,500

강원 홍천과 횡성, 충북 보은, 충남 부여와 서천 및 태

만㎥의 수돗물이 절감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안, 전북 무주, 장수, 부안, 그리고 전남 구례, 고흥, 영

연간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광, 신안 및 경북 의성, 성주, 울진과 경남 창녕, 하동,

된다.

산청, 함양이 선정되었다. 5년간 20개 지자체에 5,477

현대화사업 진행과정에서 정부는 국고지원을 통한

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비가 가장 큰 영광

노후시설 정비뿐 아니라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 및 개

군의 431억원부터 가장 작은 함양군의 176억원까지 각

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방상수도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지자체별

의 재정적·운영관리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향상

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250억원 규모로 현

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하여,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

대화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2017년 시범사업 대상

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를 현대화사업 기간 동안 매년
도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에 차등

<표 8>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 선도사업 분석

적 인센티브를 매년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

시·도 시·군

총사업비
(백만원)

합계

547,754

72개소

24,975

50,121

홍천군

31,006

6개소

2,119

4,780

횡성군

24,466

2개소

734

2,368

보은군

19,944

4개소

80

101

부여군

19,531

1개소

2,457

4,366

영관리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

서천군

25,336

3개소

2,761

2,181

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액 및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

태안군

25,852

1개소

1,484

3,525

무주군

17,801

4개소

1,476

3,399

장수군

20,335

2개소

782

1,566

도요금 인상액은 현재의 요금수준을 고려한 지자체별

부안군

36,800

4개소

649

1,066

차등기준을 적용하여 수도요금 인상계획과 그 실적을

구례군

19,439

1개소

403

538

고흥군

36,270

4개소

2,177

2,819

영광군

43,128

6개소

1,673

2,699

결정권한을 지닌 지방의회의 승인 계획과 실적을 평가

신안군

24,393

5개소

660

1,399

함으로써 요금인상안의 실현가능성 및 실행력을 평가

의성군

33,459

4개소

1,669

7,352

성주군

30,648

4개소

643

2,469

울진군

38,558

4개소

1,538

3,288

에서의 비효율 및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원가

창녕군

32,837

5개소

1,674

3,407

절감 계획과 그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정부는 사업

하동군

29,187

5개소

946

1,179

산청군

21,147

3개소

486

707

함양군

17,617

4개소

562

91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대상
수돗물생산
예산절감
급수구역 절감량(천㎥/년) (백만원/년)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2017),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화』

해 지자체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고,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
하고자 한다.
성과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수도요금 현실화와 운

체성과 더불어 원가절감 항목을 평가에 반영한다. 수

평가한다.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체성은 요금인상의

한다. 마지막으로 원가절감 항목은 수도사업 진행과정

성과 평가에 수도요금 현실화를 반영함으로써 지자체
의 장기적인 요금현실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개
량 투자 소요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상수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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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평가 기준
배점

장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0

우수제품사용 항목은 현대화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

·수도요금인상 계획 및 실적 평가
수도요금 인상액
(요금수준별 차등기준 적용)

30

에 대하여 법정 우선구매제품 사용비율을 측정하여 평

수도요금
·지방의회 승인 계획 및 실적 평가
인상계획의 구체성

15

가한다. 사업 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기능유지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
소계

수도
요금
현실화

원가절감

·원가절감 계획 및 실적 평가
소계

운영
관리
효율화

최소화하는 자산관리 방법으로써 수도시설의 수명연

15
40

운영·관리기법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수준 실적
평가

10

우수제품 사용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자재 중 법정
우선구매제품 사용 계획 및 실적 평가

10

특별회계
재정독립성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독립성 추정 평가

10

광역자치단체
노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비 중 광역
자치단체 분담률 등의 계획 및 실적 평가

5

과거 유수율
제고노력

·과거 5년간 유수율 제고사업 투자규모
평가

5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한 유지관리시스템, 누수저감 및 유수량 증대를 위한
누수감지 기술과 수압관리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한
다. 재정독립성은 요금현실화 계획 및 원가절감 계획
등이 포함된 10년간의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외부의존율을 추정하여 평가한다.
외부의존율은 10년간 현금부족액6)을 10년간 급수수
익으로 나누어 구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광역자치

출처 : 환경부(201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단체의 노력은 광역단체가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 주
도적으로 추진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계량적 평가를
위하여 총사업비에서 광역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액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상을 추구한다. 지방상수도 현대

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유

화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1~2년 차에는 계획에

수율 제고 노력은 과거 5년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

의해 평가하고 3년 차 이후에는 실적에 의해 평가함으

업에 투자한 규모에 의해 평가한다. GIS(Geographic

로써 단계적 요금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블록

한편, 운영관리 효율화 부문은 운영관리기법, 우수제

구축, 노후관 교체 사업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해 투자

품사용, 재정독립성, 광역자치단체의 노력, 과거 유수

한 총액을 5년 평균 급수수익으로 나누어 구한 투자

율 제고노력 등으로 평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운영

규모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운영관리 효율화

관리기법에 대한 평가는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

를 위한 평가항목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지방자치

를 운영하는 수준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산

단체의 수도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적 독립

관리시스템은 시설 노후도를 공학적으로 진단·평가

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하여 예방적 개량투자를 통해 시설 유지관리 총비용을

을 알 수 있다.

6) 1
 0년간 현금부족액 = 10년간 영업비용 합계 +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금회사업 상수도 특별회계 부담액 + 기확정 사업중 상수도 특별
회계 부담액 + 10년간 개·대체비 추정액 – 10년간 급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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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총 1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8년까

은 재정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지 12년에 걸쳐 노후 상수관망과 정수장 정비에 약 3

있는 시·군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고

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5년의 사

보조를 통한 시설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업기간 동안 노후관망의 정비 또는 3-4년의 기간 동

단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들의 수도사업

안 정수시설의 정비를 진행한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안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등보조율 제

사업의 경우 최종 성과목표인 유수율 85%의 달성을 위

도를 도입함으로써 요금현실화와 운영관리 효율화를

해 1-2년 차에는 설계 및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추진한다. 현대화사업은 자산관리시스템, 블록 시스템

3-4년 차에는 노후관 개·대체 공사를 완료한 뒤 마지

구축과 노후시설 개·대체 등을 통한 시설 운영관리 개

막 5년차에는 성과를 유지 관리하는 단계적 구조로 사

선과 요금현실화, 누수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재

업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자체의 도

정 개선을 통해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지속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과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년도 요금현실화와 운영효율화 지표에 대한 성과평가
를 통해 차등보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렇듯 지방

Ⅳ.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언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뿐 아니
라, 요금 및 운영관리 측면의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추
진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선순환구

우리나라 지방상수도는 그 동안 급수보급률, 급수수

조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량, 사용량, 시설용량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빠른 성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장과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화사업의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용이한 대도

에서는 몇 가지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사업과정

시와 면적이 넓지만 인구가 적은 지방 시·군 지역 사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의

이의 서비스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시·군 지

과정, 그리고 현대화사업 이후 사업성과의 유지라는

역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수도 시설에 대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독립

한 신규 및 재투자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낮은 유수율

적인 수도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의 측면들이 고려되어

과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었

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게다가 노후 관로와 시설로 인한 손실이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이를 개량할 수 없

1.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강화

는 상태가 지속되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러

앞서 살펴본 지방상수도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노후시설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수인구, 유수율, 요금현실화율, 노

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해 2016년 현대화사업 추진

후도 등 각 통계들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개

을 결정하였다.

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운영적 측면에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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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여건이 매우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업기간 및 사업비 측면에서도 개별 지자체의 여건

대화사업은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유수율

에 따른 자율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총 5

85% 달성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특정 수치에

년의 사업기간 가운데 마지막 5차 년도는 성과보증, 초

도달하기까지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개별 지자체의 운

기 1-2차 년도는 조사 및 설계 기간에 해당하여 실제

영 또는 재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 없

노후관망 교체를 위한 공사는 3-4차 년도인 2년 동안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성과지표의 달성은 가능할지

완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한된 기간 내에 인허가 및

몰라도 지속가능성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5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개별 지자체의 여

년의 사업기간은 다소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최적의 달성 가능한 유수율

또한 개별 지자체별로 관로 교체 규모 및 사업 진행 난

목표를 설정하는 유연한 사업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

이도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5년이라는 사업기간을 적용

요하다. 특히, 현재 유수율 여건이 현저히 열악한 지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각 년도 사업비 예산의

체의 경우 목표 유수율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투

경우에도 1-2년차 15%, 3-4년차 30%, 5년차 10% 등

입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으로 설정되어 사업진행과정 및 진척상황에 따른 조정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 여지가 부족하다. 개별 지자체별로 사업의 계획 및

한편 현대화사업은 유수율 목표가 지자체 전체 지역
에 해당하는 유수율이 아니라, 사업에 선정된 급수구

진행과정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예산 설정이 가능토
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수관망

현대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유수율 85%를 달성하는

정비사업 대상 103개 지자체의 총 급수구역은 798개

것뿐 아니라 수도사업 운영개선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이지만, 현대화사업 대상 급수구역은 이 가운데 42.5%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지속가능하게

인 339개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현대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

화사업 대상 급수구역 선정이 유수율 70% 이하라는

해서는 현재 수도사업을 운영 중인 개별 지자체에 최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 지자체의 입

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사업진행을 유

장에서는 전체 지역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

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의 여건에 따라 사업

업 대상 급수구역은 일부에 불과하여 비 대상 급수구

기간, 사업비, 사업목표 등을 조정하여 실제 지자체들

역의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특히 현대화사업

이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을 통해 대상 급수구역의 유수율 목표를 달성할지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지역

도 지자체 전체로는 개선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존재

또한 선정된 급수구역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지자체 재

한다. 따라서, 급수구역으로 한정된 유수율 목표 달성

량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자체 전체 지역의 유수율 개선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수율 목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

표는 달성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알려져

토가 필요하다.

있는 것처럼, 지자체 내의 현대화사업 대상 급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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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치우친 사업진행은 비대상 급수구역에 대한 유수

상수도 현황에 나타나 있듯이 대도시와 시·군 지역

율 하락을 초래하여 지자체 전체 지역의 유수율 개선효

지자체 사이의 생산원가가, 수도요금, 요금현실화율의

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

격차는 상당하다. 시·군 지역의 경우 낮은 인구밀집
도와 큰 면적으로 인해 생산원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

2. 사업선정 및 성과평가의 투명성 확보

조이다. 게다가 시·군 지역과 대도시의 불균형적 발

현대화사업의 선정과정 및 차등보조율 지급 결정과

전으로 인한 지역간 주민 간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

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자체 간 공정한 경쟁

고 있다. 이러한 상황해서 요금현실화율 목표설정을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대화사업 대상인 118개

통해 현재에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지자체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을 부담하고 있는 시·군 지역 지자체 주민의 요금인

뒤, 정부부처의 결정에 따라 사업이 확정된다. 신청한

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

지자체가 많은 경우 선정과정을 통해 사업이 결정되기

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지자체 간 차등보조를

때문에, 탈락한 지자체들은 계획에 차질 및 불만이 생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려면 성과 평가과정 및 결

길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성과 평가과정과

위해서는 선정과정 및 평가 기준, 그리고 그 결과에 대

결과를 공개한다면 높은 실적을 보여준 지자체의 운영

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후발 지자체들의

과정을 공유하고 낮은 실적의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

경우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공개된 정보를 향

하여 전체적인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후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여 더 높은 사업성과를 기대

수 있을 것이다.

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화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

한편, 효과적인 성과달성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명성은 지자체들의 사업참여 의욕 및 공정경쟁 체계

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국고 차등보조율 평가

확립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

하여 경영개선과 관련된 성과지표들의 적정성에 관한

다.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근거하

논의와 재검토를 통해 지자체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면,

여 지자체별로 국고보조를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로

사업추진의 원활화 및 기대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불러

지원하는 차등보조율의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하

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과평가 지표의 적정성의 검

여 사업성과를 높을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평가지

토과정에서는 사업성과의 시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이다. 현대화사업의 특성상 사업개선의 효과가 장시

투명한 공개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자칫 지자체의 정

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으로 사업기간 내에 인

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성과지표에서 가장

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뿐 아니라 5차 년도 사업종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요금 현실화의 경우 지자체

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별 여건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95

●●● 저널 물 정책·경제 제29호

3. 사업성과 유지 및 지속가능성
현대화사업을 통해 목표 유수율 85%의 달성 및 요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한다면, 사업성과의 향상 및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 등 경영개선이 이루어진 지자체들이 이를 지속
적으로 유질할 수 있을 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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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과정
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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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수립된 온실가스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이

감축을 위한 구속력있는 국제규약이었다. 그러나 주요

다.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는 과거보다 빈번하게

배출국가인 미국, 중국 등이 감축 의무에 참여하지 않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의 규모는 점차

아 전세계 온실가스의 13%만 관리되는 등 교토의정서

커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는 지역과 국가

는 실효적 기후변화 대응에 역부족이었다.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에 과학, 경제, 사회, 정치, 도덕
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지
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게 되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

었고,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하여 2020년 이후 전세계

Change, UNFCCC)을 채택한 이래 형평성(equity), 공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

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범하게 되었다. 특히 교토의정서체제는 온실가스 감축,

responsibilities) 및 개별국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

즉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했다면 신기후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에 다른 종류의 기후변

체제는 완화(mitigation)뿐만 아니라 적응(adaptation)

화 대응 의무를 부과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1).

* K-water융합연구원 연구원 seyoung.park@kwater.or.kr
** K-water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hjchoi@kwater.or.kr
1) 기후변화 대응책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대별된다. 기후변화 완화는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적으로 적응하고, 식량 생산이 위협
받지 않으며, 경제발전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온실가스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
고 있다. 한편 적응은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식량 수급 불안정과 같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취약성을 최소화하며, 기후변화
와 관련된 잠재적이고 유익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IPCC, 201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인 완화 및 적응 정책
은 효과적인 완화 정책이 적응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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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에서

인하여 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미국 루이지애나

글로벌 장기목표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

에서는 홍수로 인한 약 23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하였다.

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전세계적으로 증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

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한다고 하

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파리협

더라도 기후변화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신뢰

정 제8조에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파리협정

를 얻고 있다.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평균기온 상승

문은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에 성공해도 세계인구 20억 명

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국

이 물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

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명시하고 있다.

2010).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기후변화 완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Change)도 지금까지 피해 추세로 볼 때, 향후 기후변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만

화로 인한 수자원 재해의 발생빈도, 강도, 지속기간은

으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

점차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

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영

로 전망하고 있다(IPCC, 2014).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피해와 영향을 미

특히 기후변화로 양산된 홍수와 가뭄은 수질 오염,

치게 된다. 기후변화는 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강

시설물 파손, 물 이용 문제와 같은 직접적인 문제를

수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물관리, 보건, 산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량, 환경 등 여러 분

생태계 등 우리의 사회기반에도 영향을 끼치며 문화적

야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러 기관에서 전망

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줄 경우 경제적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홍수

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련 재

및 태풍 등으로 인한 물 관련 재난 피해의 증가는 명

해의 최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리에서는 홍수로

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물 관련 재해들은 시
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 빈도도 증가

미국 캘리포니아 가뭄(’15)

인도 홍수(’15.8)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 위기가 증폭되면서 물관리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영국, 네덜란드, 호
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

파리 홍수(’16.6)

미국 루이지애나 홍수(’16.7)

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중요한 이
슈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략 체계 수립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

[그림 1] 기후변화로 인한 최근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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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국과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우리나라도 2010년 14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을 수립·추진하였
다. 물관리, 농업, 건강, 생태계, 재난·재해 등 10개

본 장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비

분야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관리강화 대

교분석한다.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책을 마련하였으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후

Act)」을 2008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주도하에서 국가차

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였다. 2016년에는 제1차 국가

원의 적응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성과를 보완 및 발전시켜 과학적

은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에

인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연계 및

근거하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

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립 및 추진하고 있다.

대책(2016~2020년)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난 정부의

1.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국정과제 일환으로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기후
변화 적응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

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정부 중심의 기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법적의무가 아닌 상황이다. 다

고 있다. 영국은 2008년 세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감

시 말해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였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적

다. 동법을 근거로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지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가 기후

지 못하고 있다.

변화 리스크 평가, 적응 보고 제도, 국가 적응 프로그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기후변화 및 수

의 세 가지 프레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원 관리 법체계, 주요 정책,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해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홍수 피해 방

당 국가의 물 관련 공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살

지 및 복구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한다. 기후변화와 관

펴보고자 한다.

련하여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컨설팅

<표 1> 영국과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제도 비교
구분

영국

근거

추진주체 및 운영시스템

「기후변화법」

·환경식품농무부(DEFRA)

(Climate Change Act)
「지구변화연구법」

미국

(Global Change
Research Act)

·적응분과위원회(ASC)

관계부처 간 기후변화
적응대책 위원회 (ICCATF)

R&D 기관

관련 정부정책

·기후변화적응연구 기관(Tyndall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Centre)
·기후변화 영향프로그램 (UKCIP)

(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국가기후연구(NCA)
·미국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
(USGCRP)

지자체 프로그램
지역기후 영향프로파일
(UKCIP의 LCLIP)
·뉴욕시 PlaNYC 2030 계획중

USGCRP 보고서

Climate Change 적응 전략
·캘리포니아의 적응 전략

출처 : http://ccas.kei.re.kr/(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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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 기상

인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적응 분과 위원회(Adaptation

청은 기온, 강수량, 강수패턴 등의 기후변화 예측자료

Sub-Committee, ASC)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 대

를 제공하여 DEFRA와 사회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업무

한 자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가

를 지원하고 있다(홍의표 외, 2014).

가장 최근 발표한 보고서(2016)에서는 다음 [그림 3]의

영국의 기후변화법에서 기후변화 적응 조항은 제4부

여섯 분야에 관한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Impact of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에서 규정하고

•지역사회, 기업, 기반시설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홍수 및 해안선의 변화

있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행을 위해 (ⅰ) 기후변화

•고온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 복지, 생산성에 관한 리스크

적응 보고서(Adaptation Reporting Power, ARP) 수

•담수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상수도 공급, 농업용수·에너지생산을
위한 용수·산업용수에 관한 물 부족 리스크

집 및 분석 (ⅱ) 전망 및 예측 (ⅲ)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토양, 해안, 담수생태계,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관한 리스크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ⅳ) 경제

•기후 관련 영향으로 인한 자국 및 전세계 식량 생산, 무역에 관한
리스크

성 분석, (ⅴ) 국가 적응 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 수립으로 구성된 절차를 마련하고
제56조에 따라 이를 5년 주기로 반복 수행하도록 규정

•인간과 동·식물에 영향을 끼치는 신종 해충·질병·외래종
출처 :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2016a)

[그림 3] 영국 기후변화위원회가 발표한 기후변화 리스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기반 시설 100여개 기관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 현황과 대비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 영향의 정도, 시급성 등을 고

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박종원(2016)의 연구에서는

려하여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발표하고 있으

[그림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며 이렇게 발표된 리스크는 기후변화 적응 계획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CCRA)는 기후변

기후변화위원회

자문

주무부장관

(Secretary of State)

기후변화리스크평가(CCRA)에
관한 자문의견 제시
지도 지시

보고

의회

기후변화리스크평가(CCRA) 제출
국가적응프로그램(NAP, 적응 관련
진도보고 포함) 제출
보고서
제출

보고기관

관련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평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안과 정책
제안과 정책에 관한 진도 평가

화 적응 보고서와 과학적인 기후변화 예측 자료를 바탕
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11개 부문의 리
스크를 평가한 보고서이다. 영국에서 주도적으로 기후
변화 리스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은 DEFRA지

(reporting authorities)

출처 : 박종원(2016)

[그림 2] 영국의 기후변화법에 따른 기후변화적응시스템

만 교통, 통신, 상수도, 에너지, 산업 등의 각종 규제기
관으로부터 적응보고서를 해당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물관리 규제기관인 Ofwat(Office of Water

[그림 2]와 같이 영국에서는 주무부 장관이 기후변

Services)도 적응보고 대상기관이다.

화 리스크 평가(CCRA) 및 국가적응프로그램(NAP)을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소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법에 따라 2008년 신

요되는 사업 비용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변

설된 영국 기후변화 위원회(Climate Change Council,

화 적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CCC)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전문적

기후변화 투자의 효과를 명확하게(예를 들어 1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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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4파운드에 달하는 피해예방 가능) 밝히고 있

환경)과 기업, 지방정부 2개의 대응 주체로 구분하고

는 점은 영국에서 적응 대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

있으며 문제발생시 사회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준

큰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지역사회, 농업 및 임업, 자

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연환경 부문에 대한 상세한 적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분야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2013년 7월에 처음 발간된 동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
응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 현재의 극한기후에 관

국가 적응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통하

한 복원력(resilience) 증대, 주요 문제 해결과 같은 분

여 도출된 우선순위가 높고 중점 추진해야 할 기후변

야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에 2차 국가 적응 프로그램

화 적응 전략으로 매 5년마다 수정 및 보완된다. NAP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에는 (ⅰ)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목표 (ⅱ)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ⅲ) 정책 도입 시기 등이 포함

2.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미국에서 기후변화 대책은 집권당의 정책에 따라 추

되어 있다.

진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 실제 공화당이 집권한 부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지역사회, 농업과 임업, 자연

시정부에서는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바 있으며, 트럼프

Adaptation Sub-Committee(ASC)

UK Government and deveolved administrations

또한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은 5개 주요 부문

1st Northern
Ireland
Adaptation
Programme

2nd Northern
Ireland
Adaptation
Programme

Welsh
Adaptation
Plan Review

2nd Scottish
Adaptation
Programme
(SCCAP)

1st
Adaptation
Reporting
Power

1st UK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1st Scottish
Adaptation
Programme
(SCCAP)

2nd
Adaptation
Reporting
Power

Evidence and
Government
repoert for
CCRA 1
2012

Welsh
Adaptation
Plan Review

2017

2018

2019

2nd ASC report
to Parliament
on the NAP

ASC progress
report

3rd ASC
report to
Parliament
on the NAP

CCRA2 Iaid
in
Parliament
2014

2013

2015

2016

Advice and
review of
CCRA 1
ASC progress
report
(water)

2nd UK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Evidence
Report for
CCRA 2
ASC progress
report
(land use)

ASC progress
report
(economy and
wellbeing)
Evidence
collection

First ASC report
to Parliament
on the NAP

First ASC report
on the SCCAP

Evaluation
progress

Policies

출처 : Committee on Climate Change(2016b)

[그림 4]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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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반
리스크 및
취약성 식별

대로 오바마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천
명하고 기후행동계획(2013년 6월)을 추진한 바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기후평가 보고서 등에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뿐만 아니라 공동 편익의 효과도 제

전략 및
연구수정
(정보 공유)

계획, 평가,
옵션 선택

이해관계자의

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

참여

대책의 추진은 연방 정부보다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수
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제도화된 것은 1990

모니터링
및 평가

년 제정된 「지구변화연구법」에 근거한다. 동 법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환경의 진행 사항 및 인간의 건강에

이행

출처 : 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 2014

[그림 5] 미국 기후변화 적응 절차

대한 영향, 평가 및 예측 연구를 위하여 수립되었다.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지구

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 시나

변화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리오를 추가하였다. <표 2>에 언급된 SSP 시나리오는

Program, USGCRP)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해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수준에 따라 인구, 도시화,

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과학적인

경제성장, 기술 발전 등 사회·경제적 지표가 어떻게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변화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기후과학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지원한다. USGCRP를 바탕으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경제적 가치 평

로 4년마다 발간되는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가, 사회적 대응, 정책 권고는 다루지 않으며 오로지 미

Assessment)는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 지역 및

국의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여 이에 어떻게 대응해

부문별 취약성 평가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하는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

도록 고안되었다.

할을 한다. 그리고 행정명령 제13653호에 의해 모든
연방기관은 국가기후평가 보고서 발간 이후 1년 이내

<표 2> 5개의 공동사회경제경로(SSP) 시나리오
구분

내용

에 각 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SSP 1
(지속가능)

·저탄소 기후 적응사회 시나리오
·환경 친화적 과정을 통한 성장이 빠른 사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기관의 기후변화 적

SSP 2
(기준사회)

·SSP 1과 SSP 3의 중간적 시나리오
·지난 경향과 유사한 미래변화

SSP 3
(지역경쟁)

·고탄소 기후 비적응사회 시나리오
·에너지 분야의 느린 기술 성장, 높은 인구성장

응 프로세스는 [그림 5]와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17년 11월 발간된 4번째 기후과학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온실
가스 대표농도 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와 함께 IPCC가 개발한 공동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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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4
(불균등)
SSP 5
(관례적 발전)

·저탄소 기후 비적응사회 시나리오
·규모가 크고 가난한 국가보다 규모가 작고 부유한 국가의
배출량이 더 많은 사회
·고탄소 기후 적응사회 시나리오
·화석연료에 의해 지배되는 에너지 체계

출처 : O’Neil et al. (2010), USGCR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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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물관리 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본 장에서는 영국의 템즈워터(Thames Water)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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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적절한 평가방법 확인

2030년대에 활용
가능한 산출량 계산

하천 유량 계산

국 테네시유역관리청(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한다.

1. 템즈워터
영국의 물기업은 1991년 수립된 「물산업법(Water
Industry Act)」에 따라 매 5년마다 수자원종합관리계획

기후변화 영향규모 조정 및
간극(headroom)의
불확실성 결정

출처 : DEFRA(2009)

[그림 6] DEFRA의 기후변화가 상수도 공급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 WRMP)과 함께
가뭄대응계획(Drought Plan)을 환경농무부 장관에게

하고 있으며 현재 Kemble Water Holdings Ltd.가 소

제출해야 한다. 2014년 수립된 수자원종합관리계획에

유하고 있다(Thames Water, 2017a).

는 인구 증가 및 기후변화를 반영한 2015년부터 2040
년까지의 물관리 계획을 다루고 있다. 미래 물 수요량
과 함께 공급량, 과부족에 대한 전망 및 예측을 포함하
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매년 재검토된다. 또한, 동 계
획은 영국 환경청의 계획 지침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물기업의 상수도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청의 새 지침이자 DEFRA가 2009
년 6월 발표한 가장 최근의 기후변화 예측(Adapting
to climate change – UK climate projections 2009,
UKCP09)의 활용 방법을 담고 있는 「Climate change

출처 : Thames Water(2017a)

[그림 7] 템즈워터의 상하수도 서비스 지역

approaches in water resources planning – Overview
of new methods」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그 절차는
[그림 6]과 같다.

템즈워터는 지속가능함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

템즈워터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 하루 약 26억

로 잠재적인 기후변화 이슈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기후

리터의 상수도와 약 46억 리터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

변화 완화와 적응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

하고 있는 영국 최대의 수도 공급 업체이다. 이 기업은

고 있다. 템즈워터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에

1991년 「물산업법(Water Industry Act)」하에 Ofwat,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

DEFRA, Drinking Water Inspectorate, 환경청이 규제

은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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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수립 절차에 최신의 기후변화 평가 및 이해를 포함
•기후변화가 시설운영과 현장(site)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고자 계약업체, 공급업체와 협력
•기후변화로부터 수도공급 보호를 위해 누수통제, 미터링, 물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수자원 개발에 중점을 둔 법적 수자원 관리
계획의 이행

있다. 2013년 Ofwat이 제시한 [그림 9]의 9개의 복원
력 원칙에 따라 계획 및 준비수준에 대한 격차분석(gap
analysis)3)을 실시한 결과 9가지의 원칙에 대해 평균
0.66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어 복원력 측면에서 템즈워
터가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적응 및 완화 대응을 위한 고객들의 참여와 지원
•현장의 홍수에 관한 복원능력 점검 및 향상

•방제 복원 계획에서 범용적 재난관리 접근 전략(all-hazard approach)
•기업 경영구조에 적절한 복원 전략 포함

출처 : Thames Water(2017b)

[그림 8] 템즈워터의 기후변화 원칙

템즈워터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영국 기후변화 전
망(UKCP09)2)’과 같이 미래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 불확실성 최소화, 기후변화 리스크(예 : 홍수) 및
해결책에 기반을 둔 조치를 우선시 한다. 템즈워터는
2011년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기후변화

•제3자의 참여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리스크에 중점을 둔 복원력 수립 계획
•다양한 수준의 회복력 상호의존성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및 환경적
수용 가능성
•복원력에 대해 광범위한 개입 옵션에 관한 고려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 사용
•대응 및 복구 준비
•지속적인 복원력 수립 계획 개선
출처 : Ofwat(2012)

[그림 9] Ofwat의 복원력에 관한 9개의 원칙

를 사업 계획 수립 절차에 고려 및 통합하였다. 17여개
의 현장에서 홍수에 관한 복원력 검토 및 개선, 가뭄 발

이외에도 템즈워터는 기후변화 예측만으로는 전략

생 시 물 공급 복원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루 최대 1억

적 자산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불충분하다

5천만 리터의 식수 생산 능력을 갖춘 담수화 플랜트 시

고 판단하여 적응 능력을 구축하고자 영국 물산업리

운전, 물 소비를 줄이고자 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

서치(United Kingdom Water Industry Research,

제시, 누수 저감 목표 달성, 홍수와 물 공급에 관한 탄

UKWIR)와 함께 리스크 기반의 적응 방법론을 개발하

력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명확

였다. 이를 통해 수처리 자산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잠

한 목표 설정,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사

재적 설계 및 운영 한계점, 티핑 포인트, 기후변화 적응

업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요구조건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10]과 같이 상하

특히, 템즈워터는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이 공급 체인

수도 시스템의 기후변화 복원력을 향상시키고자 리스

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크 평가, 한계 기준 결정, 모니터링 전략을 수립하였다.

2) 2
 0~21세기 과거 기온에 대한 정보로 미래에 가능한 기후변화 범위를 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로 구분하여 위험과 기회 요소에
관해 그 중대성을 세 개의 다른 배출량 시나리오(낮음, 중간, 높음)와 예측 신뢰도로 분류하여 리스크를 평가
3) 격차분석 결과는 0(전혀 다루지 않음)과 1(완전히 다루고 있음) 사이의 값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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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ames Water(2016)

[그림 10] 템즈워터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및 계획 수립

2. TVA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TVA 내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TVA는 미국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2014년 공식 발표한 「TVA 기후변화 적응 계획(TVA

위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개발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은 기후변

계획 수립, 통합적 유역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화가 TVA 활동에 미치는 영향, TVA의 현재 및 미래

1933년 설립된 연방공기업이다. TVA가 관할하는 테네

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우선 순위를 매기고 진척 상

시 강 유역은 테네시 주를 중심으로 주변 6개 주(앨라

항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TVA의 리더십과 관련된

배마,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버

협력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TVA는 연방기

지니아)의 163개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관이므로 사업 수행에 있어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TVA는 49개 댐 및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

Environmental Policy Act)」과 10개년 지속가능성 계

영하고 있다(TVA, 2017).

획(행정명령 제13693호)과 같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TVA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기후변화적응 대책위원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3514호(환경, 에너지 및

회(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경제성과에서 연방정부의 리더십)에 따라 2011년 1월

Force, ICCATF)를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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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할 수 있다.

행정명령 제13653호는 기후변화 준비와 관련하여 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업무에 있어 TVA의 환경 계획

신 데이터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준비를 위

절차에는 ‘통합자원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

한 기관별, 주(州)별, 지역별, 개인부문 간의 노력을 지

IRP)’과 ‘천연자원계획(Natural Resource Plan, NRP)’

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TVA도 다

이 있으며, 이외에도 ‘저수지 관리 절차’와 ‘TVA 해안관

른 기관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후

리정책’이 있다.

변화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환경교육, 재정·자원 원

통합자원계획(IRP)은 테네시 밸리 지역의 장기적 에

조 및 협력을 위한 기회를 장려하고 대중의 인식을 고

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침을 제공한다. 이 계획

취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

은 향후 2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하

고 있다.

여 평가하며, 이때 환경보호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한
편, 천연자원계획(NRP)은 TVA의 책임 임무를 수행하

•통합적 접근방식의 채택

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 TVA는 미국 남동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순위 부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 및 테네시 밸리 지역의 천원자원 보

•보편적인 과학의 사용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호 및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천연

•리스크 관리 방식 및 도구 적용

자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 계획은 TVA가 천연자원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 적용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준

•상호 이익의 극대화
•지속적인 성과 평가

거를 제공하고 있다. TVA는 앞장에서 언급한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USGCRP)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출처 : TVA(2016)

[그림 12] TVA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지침

된 TVA의 사명(mission), 프로그램 및 장·단기 운영
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관련 주요 고위험요소와 기

Ⅳ. 결론 및 시사점

회 요인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살펴
기후변화 적응 요소
임무

전략적
고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물관리 부문에 있어

·에너지
·환경
·경제개발

비전

전략적 계획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제언하

·낮은 요금 유지, 예산내에서 전략적 계획 수립, 신뢰성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산 관리, 안정된 사업계획
제공 및 지역의 천연자원에 책임을 짐
·통합자원계획: 환경 요인 & 시나리오 계획
·환경 정책: 목표 및 기본원칙
·자연자원에 관한 계획: 관리능력 증진 이행
·저수지 및 토지 관리 계획 : 자연자원 보호
·해안 관리 정책

3개년 사업 계획

·전략 성취를 위해 향후 3년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연간 계획 및 예산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가?

TVA 계획과 조정

출처 : TVA(2016)

[그림 11] TVA 사업계획의 계층구조와 기후변화 적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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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이를 기반으
로 한 적응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물관리, 보건, 농수
산, 해양, 산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형

주요 국가 물관리 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사례 연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기
반으로 전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응 대책을 수립
해야한다.
둘째, 통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 특
히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
련된 다양한 요소와 연계되어야 한다.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시기, 전략 수준,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
소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하향식으로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
처, 기업,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포괄적인 적응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영국과 같이 기후변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응소위
분과를 따로 두어 독립적인 자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하
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영국과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지속적으
로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템즈워터와 TVA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사업의 타당성 평가
를 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영국이 성공

/ 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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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SOC 건설에 따른 감사처분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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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SOC 정의 및 단계별 검토요소
Ⅲ. K-water의 SOC 건설 감사사례 및
점검사항 도출
Ⅳ. 맺음말

요약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지출 예산 중 SOC 예산은 5.5%이며, 총 22.1조 원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댐·수도시설 등 SOC
건설은 장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단계별 상시적이며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따라서 댐 및 수도시설을 건설·운영하는 K-water 역시 감사실을 통한 사업단계별 점검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예산절감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의 목적에서도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처분으로 분류한 K-water의 수자원 SOC 건설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중점 점검사항을 도출하였다.

Ⅰ. 서론

SOC 건설에 사용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이
처럼 댐·수도시설 등 SOC 건설은 장기간 많은 예산이

1. 연구의 목적
사회기반시설인 SOC 건설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국

소요됨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단계별 상시적이며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민편익이 상당하므로, 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

따라서 SOC 시설인 댐 및 수도시설을 건설·운영하

하다. 2017년 우리나라 SOC 예산은 총 22.1조원으로 전

는 K-water 역시 감사실을 통한 사업단계별 점검은 매

체 지출 예산의 5.5%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우 중요하며, 이는 예산절감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전체 재정 지출의 약 6.4%인 23조원 내외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의 목적에서도

* K-water 상임감사위원, nocigar65@kwater.or.kr
** K-water 감사실 과장, poem97@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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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이에 K-water 감사실에서는 매년 종합·

감사 개요 및 각 단계별 감사사례 등을 설명한 후 단계

성과감사, 일상감사,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SOC

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중점 점검사항을 도출하였다.

건설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감사처분을

맺음말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한계점 등에 대해 설

통해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C 건설단계별 추진절차 및 검
토요소를 설명하고 K-water 감사실의 감사처분을 기

Ⅱ. SOC 정의 및 단계별 검토요소

반으로 SOC 건설단계별 중점 점검사항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SOC 정의 및 단계별 절차
가. SOC 정의 및 효과

2. 연구 범위 및 방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는 사

본 연구를 위하여 활용한 자료의 범위와 연구방법은

회를 지탱하는 자본 또는 시설을 뜻하며 그 의미와 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적 범위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논의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사업 관련 감사처분 사항을 분석하였다. 2015년을

댐·상하수도·도로·철도·공항·항만·통신시설 등

범위로 삼은 이유는 감사실의 감사처분과 그에 따른 현

대규모 시설을 지칭한다. SOC는 한 국가 내 다양한 산

업부서의 조치이행이 완료된 처분에 대해 감사원의 검증

업의 생산, 유통, 소비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편익

이 끝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내용적 범위는

을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화 또는 공공서비스의

감사실의 감사처분 사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격인 간접재의 특성을 가진다. SOC와 유사한 개념으

이는 감사처분이 법령, 규정 등 명시화되고 계량화된 자

로 관련 법령에 명기된 것이 사회기반시설이다. 「사회기

료 등에 기인하므로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

사례분석 방법은 2015년 감사실의 전체 처분(1,998

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

건) 중 건설사업 관련 감사처분만을 추출(245건)하였

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고, 이를 다시 ① 계획단계 ② 설계단계 ③ 공사단계(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주·시공) ④ 관리·운영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세부시

처분사례와 중점 점검사항을 분석하였다.

설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결국 SOC는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로 댐·수도시설 등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3. 연구 구성

시설에서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보건 의료기관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일체의 사회기반시설

구의 목적, 범위, 방법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양지청, 2012).

론에서는 SOC 정의 및 효과, SOC 건설 추진절차 및 각

일반적으로 SOC는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단계별 검토요소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K-water SOC

역할을 수행한다. SOC 투자는 생산활동을 간접 지원

건설 감사사례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면서 건설사업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각종 투자활동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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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정부투자지출 증

나. SOC 건설단계별 절차

대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고용증대 및 소

SOC 건설에 따른 단계별 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1)

득증가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제반 생산시설 및 산업기

및 그 시행령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시행령 제67조

반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를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이 계획단계, 설계단계, 공사

촉진시킨다(김명수, 2014).

단계, 관리·운영단계로 구분된다.

<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공사 단계별 절차
구분

계획
단계

건설공사 절차
기본구상
(시행령 제68조)
타당성조사
(법 제47조)
건설공사 기본계획
(시행령 제69조)

설계
단계

공사
단계

관리·운영
단계

실시설계
(시행령 제73조)

주요내용
·공사의 필요성
·공사 시행 위험요소 예측
·공사 규모 및 공사비
·동일 또는 유사 건설공사 사후평가서의 내용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 적정성 검토
*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조사
·공사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발주청은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관리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실시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결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령 75조)

·설계내용의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시행령 제76조)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관리

공사의 관리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품질, 안전) 관리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관리·감독

준공
(시행령 제78조)

·준공보고서 첨부서류 및 자료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시행령 제79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시행령 제52조)
유지·관리
(시행령 제80조)

비고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 기록·관리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투입 공사비 및 공사기간 비교·분석
2. 예측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완료 후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 비교·분석 등
·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

1)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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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단계별 업무 및 검토요소

미치는 영향 등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SOC 건설은 계획, 설계, 공사,
관리의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단계별

1. 공사의 필요성

주요업무를 소개하면 ① 계획단계는 SOC 건설사업의

2. 도시·군 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구상과 계획,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단계이

4. 공사 예정지의 입지조건

다. ② 설계단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를 득하는 단계이다. ③ 공사단계는 실질적인 건설을 하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는 단계로 발주·계약, 시공·준공의 세부절차로 구성

8. 건
 설사업 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된다. ④ 관리·운영단계는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및 유
지·관리로 구성된다.

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

또한 계획단계에서는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 계획단계
SOC 건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계획

함께 수행되는데 대상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수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부실한 타당성조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SOC 공사기간의 장기화를 감안

사로 인한 재정낭비와 사업부실화 초래를 방지하고자

할 때 타 계획과의 연계성, 위험요소 예측 및 유사 건설

1999년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국

공사의 사후평가 점검의 개별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회입법조사처, 2013)2),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가 요구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단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거 시

계에서는 공사의 필요성,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행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고, 평가

의 예측,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계획단계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수행방식 결정

공사단계

설계단계



계약·발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입찰공고
·PQ심사
·예정가격 결정
·입찰집행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사후관리

시공
·관리, 감독
·품질,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검사(기성, 준공)
·대금지급
·시설물 인수



·하자관리
·사후평가
·유지보수
·안전진단

출처 : K-water 계약교육교재(2016년) 재구성
[그림 1] SOC 건설단계별 세부절차

2)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부처별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이는 사업 주관부처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조사방법,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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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3).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결과를 감안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

④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4) 업무 수
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처 : 국가재정법 제38조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공공기관
투자사업 계획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법적 정책적
부합성 사전검토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N

반려

Y

7. 토
 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등

기초자료 조사
쟁점사항 파악

공공성
국내사업
- 경제성
- 정책성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8. 측량·지반·지장물·수리·수문·지질·기상·기후·용지조사
9.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수익성

해외사업

국내사업

- 정책성
- 국내경제 파급효과

- 사업의 재무성
- 재무안정성

해외사업
- 사업의 재무성
- 재무 안정성
- 해외사업 위험도

10.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 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1.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출처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7조

종합평가 및 제언

다. 공사단계

출처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 연구(2013년)

1) 발주단계

[그림 2]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흐름도

K-water와 같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SOC 건설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한 품질과 성

나. 설계단계

능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단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으로

필요한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보유한 업체 선정이 무엇

구성된다. 기본설계 단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보다 중요하므로,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규모, 형태, 개략

객관적이고 투명한 발주·계약방법의 적용과 정당한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각종 사업의 인·허가 및 설

절차와 기준 등이 요구된다(김성연·오창석, 2015). 그

계기준과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발주방식이 사업의 성과에

3)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14.5.23.) 제3조 1항
4)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14.5.23.) 제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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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발주방식의 선정은 사업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라
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유

<표 2> 발주·입찰·계약방식 구분
구분

도급방법 단독 / 공동(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설계·시공 최저가 낙찰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분리방식 적격심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형 및 사업특성과 요구조건에 가장 타당한 발주방식을
적합한 절차에 의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때만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이미 건설 선진국에서

내용

발주제도
(입찰방식) 설계·시공 대안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턴키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일괄방식
기술제한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7조 내지 제109조)
일반경쟁계약(국가계약법 제7조)

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발주방식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도입·적용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도모
계약방식

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은이 외, 2009).

경쟁
계약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경쟁계약
지역제한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실적제한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지명경쟁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①
계약
방법

②
입찰
공고

③
사전
심사

④
현장
설명

⑤
예정
가격

⑩
대가
지급

⑨
계약
이행

⑧
계약
체결

⑦
낙찰자
결정

⑥
입찰

출처 : K-water 공사계약교육 교재(2016)

[그림 3] 계약업무 절차

발주제도에 대한 구분은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여 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공사 → 계속비 전환공사 / 기타 공사

2) 시공단계
시공단계는 확정된 실시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집행하는 단계로 업무 흐름은 [그림 4]
과 같다.

라. 관리·운영단계

주한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가 대표적이

관리 단계에서는 운영시작 전 건설 사후평가를 실시

다. 반대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한 방식은 대

하게 되는데, 사후평가는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

안입찰, 턴키입찰 및 기술제한입찰로, 이는 주로 민간

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부문이 선도하는 공법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데 목

과정과 공사완료 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

적이 있다. 계약방식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제7조

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

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정함이 없는 일반경쟁계약

는 것을 말하며,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예상 공사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

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 비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교·분석, ② 공사계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

공사 완료 후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③

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성연·오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④ 주민의 호응도

창석, 2015).

및 사용자 만족도, ⑤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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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의뢰
총사업비 통보

입찰서류 제출

·시공회사
·최종 입찰금액(총공사비) 제시

설계변경 요청

타당성재조사 대상?
Yes

총사업비
조정협의

타당성재조사

1. 건설사업 감사 개요
K-water에서는 매년 댐·수도시설 등 SOC 건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현장의 안

·조달청  시설수요처
·도급액 결정

전사고 및 건설 후 시설물의 재난사고 등을 사전에 방

·시공사

지하고 건설과정에서의 설계·시공 오류를 조기에 발
·시설수요처, 시공사
·시공 중 시설수요처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

견 및 개선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함이다(K-water, 2015)6). 또한 실지감사 이외에도 계

·기획재정부  사업소관 부처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 시

획부터 운영까지의 각 단계별 일상감사 실시 및 SOC

·기획재정부, 시설수요처

건설 제도개선 TF(Tesk Force) 활동 등을 통해 [그림
5]와 같이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건설공정 등을 점검하

타당성 있음?
Yes

총사업비 변경
·시설수요처, 시공사
·물가인상률 반영
(연차별 공사로
진행 시)
·성능개선

·기획재정부  조달청

·조달청
·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배포

공사 착공

No

Ⅲ. K
 -water의 SOC 건설 감사사례
및 점검사항 도출

·시설수요처  조달청
·공사입찰 의뢰용 도서 제출

공사현장 설명

시공사(선정·통보)

/ 사례연구 ●●●

설계 변경

No
·기획재정부
·전임담당자 의견서 첨부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 산출내역서

Yes

고 있다.

STEP2 (설계)

변경 전 사업
타당성 있음?
No

기존안 유지
완공 및 사용승인

·시공사  관할 지자체

시설 입주 및 운영

·시설수요처 건물인수 및 입주

사업 중단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재인용(2015년)

[그림 4] 시공단계 업무흐름도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⑥ 일괄입찰 및 대안입

STEP1
(사업계획)

일상, 실지감사
개선 T/F

STEP3 (공사)

사고예방
건설예산절감

건설 및 운영 상 문제점 개선

STEP4
(사후관리, 운영)

피드백

출처 : K-water 감사성과 보고서(2015년)

[그림 5] K-water 건설사업 감사의 개요

2. 감사사례 및 분류

찰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⑦ 공사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감사사례는 2015년도 K-water

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 건설사업 관련 자료이며, 이는 앞서 서론에서도 밝

평가, 당해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혔듯이 감사실의 감사처분과 그에 따른 현업부서의 조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치이행이 완료된 처분에 대해 감사원의 검증이 끝난 자

하는 사항이다5).

료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5)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3조, 제4조
6) K-water의 건설사고 원인의 절반이상이 설계·시공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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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water 감사실에서는 2,668명의 감사연인

감사를 10회 수행하였다. 주요 재무성과로는 수도시설의

원을 동원한 총 54건의 실지감사 및 조사, 1,188건의 일

개·대체 사업 관련 과대계상된 예산 287억원 감액(’15.

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998건의 감사처분을 통해 예산

6), 배수관로 공사 재검토를 통한 36억원 감액(’15. 6) 등

3,108억원을 절감하였다. 이 중 건설사업과 관련된 감

이 있다. 제도개선 성과로는 향후 수도시설 건설 시 공

사처분은 총 245건, 예산절감액은 2,687억원이다. 전

사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체 감사실시 대비 건설사업 관련 감사실시 세부내역은

(’15. 6)하였다.

<표 3>, 감사처분 세부내역은 <표 4>와 같다.
나. 설계단계
<표 3> 2015년 전체 감사실시 대비 건설사업 관련 감사실시
(단위: 건, 억원)

설계단계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을 점

성과감사

조사

일상감사

검하고 설계 시 불필요한 내역 점검을 목적으로 감사를

7

10

37

1,188

수행하고 있으며, ‘치수능력증대사업 시공 및 운영 적

(건설사업 관련)

77
(6%)

5

6

1

49

정성’ 등을 비롯한 건설사업 설계관련 종합 및 성과감사

총 감사처분

1,998

966

258

281

493

를 10회 수행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단지사업 국도 노

(건설사업 관련)

245
(12.2%)

136

40

4

65

선확장 설계변경 및 사업비 899억원 감액(’15. 7), 광역

총 재정처분액

3,108

2,404

299

18

384

상수도 건설 사업 관련 과다사업비 25억원 감액(’15. 8)

(건설사업 관련)

2,687
(86.4%)

2,158

287

18

224

등이 있다. 제도개선 등의 성과로는 수처리제 저장용기

구분

합계

종합감사

총 감사실시

1,242

구매 시 조달 가능한 물품규격을 반영하여 자체 전문시

출처 : 2015년 K-water 감사성과 재구성

방서를 마련(’15. 5)하도록 처분하였다.
<표 4> 감사처분 세부내역
(단위: 건, 억원)
구분

합계

계획단계

설계단계

건설단계 관리·운영단계

다. 건설단계

총 처분

245

12

89

89

55

건설단계에서는 발주·계약의 적정성, 시공 관리감

일상감사

65

6

42

16

1

독 및 품질·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기성·준공검사의

실지감사

180

6

47

73

54

적정성 등 부적정한 계약발주 및 시공위험의 사전예방

2,687

341

2273

72

1

48

5

6

14

23

재정처분액
제도개선

출처 : 2015년 K-water 감사성과 재구성

을 목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단 종합감
사’ 등을 비롯한 건설관련 종합 및 성과감사 10회를 수
행했다. 이 단계에서는 크게 발주·계약단계와 시공단

가. 계획단계

계로 나뉘는데, 우선 발주·계약단계의 주요 재무성과

계획단계에서는 SOC의 무리한 신규사업 착수 근절

로는 관급자재 구매물량과 시공 및 준공물량 간 불일치

을 목적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등을

에 따른 준공업무 소홀로 준공금 과다지급액 229백만

점검하고 있으며, ‘수도시설 개·대체 운영실태 성과감

원 회수(’15. 7), 댐 및 부대시설공사 간접경비 정산 부

사’ 등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계획수립 관련 종합 및 성과

적정으로 간접경비 454백만원 회수(’15. 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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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등의 성과로는 용도물품의 명확한 청구범

수립결과와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

위를 구분하도록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토록 처분하였고,

변경 시 원인 분석 여부, 법적 추진절차 이행 여부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과 기계공사 전문시방서 간 관련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누락 여부 등을 주요 점검대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계공사 전문시방서를 개정(’15.

상으로 볼 수 있다.

7)하도록 처분하였다. 또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품질관
리 부적정으로 담당자 신분상 처분(’15.7)도 하였다.
시공단계의 재무성과로는 진입도로, 가배수로 및 간
선수로 시공계획 조정으로 17억원 감액(’15. 8), 호수공
원 물순환 시설 설치계획 타당성 재검토로 13억원 감액
(’15. 7) 등이 있다.
제도개선 성과로는 상시 기술자문단 운영 대가기준

둘째, 설계단계에서는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과다한
사업비 증액 여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결과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여부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공사단계에서는 발주방법의 적정성 여부, 입
찰방법 결정의 절차이행 여부, 기술자문회의 및 설계
VE(Value Engineering) 시행 여부, 총사업비 변경협의

의 일관성 확보대책 마련 및 운영실적 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자문단 제도를 운영하도록 처분
(’15. 6)하였고, 인·허가 등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

<표 5> SOC 사업 추진 단계별 중점 점검사항
추진단계

중점 점검사항

①
계획단계

·수요부분(무리한 민원반영, 방만한 계획수립 여부 등)
·편익부분(무리한 BC확보를 위한 건설비용 축소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결과가 예비타결과에 부합한지,
사업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주요 원인 분석
·법적 추진절차 이행 여부(타당성 재조사 이행 여부, 환경·
교통·재해 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사항 이행 여부 등)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누락 여부 등

②
설계단계

·기본계획 대비 과다한 사업비 증액 여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결과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여부(과다한 사업비 증액요인 유무 등)

③
공사단계

·입찰방법 결정의 절차이행 여부
·기본·실시설계 계약체결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항 유무
·실시설계 시 기술자문회의, 설계VE(Value Engineering)
시행 등
·공사·감리 계약체결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특약사항 유무
·총사업비 변경협의 시 증액요인 중점 점검
* 자율조정(부처결정, 물가상승 등), 협의조정(사업계획변경 등)
*보
 상면적 증가, 도로 철도 등의 노선변경, 연약지반 등 현장
여건 변경, 민원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추가, 타 공사와의 연
계시공 등
*하
 도급계약 시 부당사항 유무 확인(하도급계약서 확인, 신기
술·공법 적용에 따른 사업비 증액유무 등)
·설계변경의 적정성(과다증액 등), 과다기성 여부 등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준공시점에서의 부당한 사업비 조정, 사전 준공처리 적정성 등

록 업무매뉴얼 등 조치계획 수립(’15.7)을 요구하였다.

라. 관리·운영단계
이 단계에서는 건설 사후 유지보수, 시설물 인계인
수, 운영상 위기대응 지속관리를 목적으로 감사를 수행
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감사’ 등을 포함하
여 건설사업 관리·운영관련 점검 및 종합·성과감사
(10회)를 실시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신규 수도시설 인
계지연에 따른 운영부문 우선 인계방안 마련(’15. 6.) 점
검정비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자체 점검정비 확대 실시
운영(’15. 12) 등이 있다.

3. SOC 건설단계별 위험요인 및 중점 점검사항
도출
앞서 분석한 2015년 감지시적 사항에 따른 단계별 중
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④
·하자보수의 적정성, 유지보수 공법선정의 적정성
관리·운영단계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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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증액요인 점검 여부, 설계변경의 적정성,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준공·기성의 적정성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관리·운영단계에서는 하자보수의 적정성, 유지

김명수, 2014, 부문별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5(3)
최은이, 김병옥, 이상범, 2009, 지자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
방식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9(5)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재정통계 자료

보수 공법선정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여부 등을 주요 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검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표로 나타내면 <표 5>

K-water, 2015, 2015년 감사성과
K-water, 2015, 광역상수도 수도사고 사례집

와 같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K-water 감사실의 2015년도 건설사업 감
사처분을 바탕으로 SOC 건설단계별 중점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SOC는 정부
재정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진과정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의 목적에서도 상시적이고도 철저한 단계별
점검은 필수적이다. K-water 감사실은 본 연구를 통
해서 SOC 건설단계별 중점 점검사항을 도출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세부 감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SOC 사업 중 댐·수도시설 건설과 관련된 사항
으로 국한한 점, 둘째, 2015년 한해에만 적용한 점 등
이다. 향후에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SOC 점검 환경을 만들기 위해 SOC 건설을 담당하는
많은 기관들의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김성연·오창석, 2015, SOC건설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과 감사
시사점
양지청, 2012, 지역경제 및 사회간접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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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칠레는 이미 1990년대 수도보급률이 97%에 달하였지만,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칠레 정부는 민간수도사업자들에게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등 기술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 상하수도관리 당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칠레 제2수도사업자인 Essbio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기술
습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K-water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통해 축적된 수도시설 유지·관리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에 대한 경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Essbio의 사업권이고
유수율이 비교적 낮고 꾸준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Talca시(市)에서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원고는
칠레 Talca시에서 진행된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의 준공보고서를 요약·발췌한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Talca시 수도시설 현황,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 내용 및 성과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Ⅰ. 머리말

있다(이상돈, 2005). 칠레 수도사업 민영화 형태는 지
역에 따라 민간기업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완전민

1. 칠레 상수도시장 특징

영화 형태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계약기간 동안 사

칠레는 수리권 거래와 수도사업의 민영화가 정착된

업전반에 대한 시행·운영·관리 권한을 민간기업이

국가이다. 칠레 도심의 수도시설은 완전히 민영화되어

갖는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 형태가 있다. 칠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민간기업이 건설·관리하고

레정부는 상하수도관리청(SISS, Water Regulatory

본 원고는 ‘칠레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준공’ 보고서를 요약 발췌 및 재구성한 것이다.
* K-water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hyoyeon@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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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을 통해 수도사업에 대한 감독 및 수질규제
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및 운영·관리는 민간

2. 칠레 Talca시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
추진배경

수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칠레 상하수도시장의

칠레 Talca시 상수도사업 운영효율화 시범사업은

주요 민간업체는 칠레 수도서비스 수용가의 42.6%를

2015년 칠레 정부에서 한국정부에 수도분야 기술협

담당하는 Aguads Group이며, 그 뒤를 이어 Essbio,

력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ESVAL이 상하수도공급 서비스의 주요 역할을 하고

K-water는 칠레 주요 7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

있다(GWI, 2016).

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요 수도사업자의 사업 관심

칠레정부는 일찍이 상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

도를 확인 후 사업화 대상을 Essbio로 선정하였다. 같

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1990

은 해 10월 K-water는 칠레 민간 수도협회 및 제2수도

년대 이미 상수도 보급률이 97%를 달성하였다. 이

사업자인 Essbio와 기술 및 인력교류에 대한 MOU를

는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도 보급률
이다(환경부, 2010). 그러나 높은 수준의 상수도 보급

’15. 6 : 칠레 정부에서 수도분야 기술협력 의사 표명

률과는 다르게 칠레 평균 유수율은 66.3%에 불과하

’15. 6 : 사업제안 설명회 개최 (민간 수도협회 및 7개 주요 사업자)

며, Talca시(市) 일부지역의 유수율은 37.9%에 불과
하는 낮은 수준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환경부·한국환경산업
기술원, 2017). 이에 따라 최근 칠레 상하수도관리청
(SISS)은 민간수도사업자에게 유수율제고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등 기술서비스 개선을 요구하
고 있다.

’15. 7 : Essbio 사업설명회 확대 실시 및 사업추진 합의
’15. 10~ : 기술 및 인력교류 MOU 체결(↔칠레 수도협회, Essbio 등
3개사)
’16. 7 : 한
 -칠레 수자원 분야 협력 장관급 MOU 체결
’16. 7 : K-water와 Essbio 계약체결
’16. 10 : 칠
 레 Talca시 San Miguel 급수지역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착수
’17. 4 : 칠
 레 Talca시 San Miguel 급수지역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준공

[그림 1] 칠레 Talca시 상수도사업 추진경위

Maule 주

Talca시 위치

Talca시 급수구역

[그림 2] 칠레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대상지 위치도(Talca시 San Miguel 급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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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였으며, 2016년 7월에는 한국-칠레 수자원 분야

본 후, 칠레 Talca시 수도사업 운영효율화 시범사업의

협력을 위한 장관급 MOU가 체결되었다.

성과 및 의의를 정리해보도록 한다.

칠레의 주요 민간수도사업자는 글로벌 물기업의 현
지법인으로서1)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Essbio는

Ⅱ. 칠레 Talca시 현황

기술 습득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K-water의 상하
수도 분야의 기술 습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1. 칠레 Talca시 일반현황

K-water는 2015년 10월 Essbi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칠레는 남미대륙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

면서 사업대상지를 유수율이 낮은 칠레 제Ⅶ주 Maule

4,270㎞, 폭 175㎞인 길고 좁은 형태로 다양한 기후

주(州)의 Talca시로 선정하였다. Talca시는 8개 주요

의 특성이 나타나는 나라이다. 칠레 행정구역은 크

도시 중 유수율이 비교적 낮고, 향후 지속적 인구유입

게 15개 주(region)로 구분되며, 주는 다시 54개 지

으로 사용량 증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역(provincia) 346개 구역(comuna)으로 구성된다.

2016년 7월 K-water와 Essbio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지인 Talca시는 제Ⅶ주인 Maule주의 주도

2016년 10월 K-water는 칠레 Talca시 San Miguel

(capital)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급수지역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2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

동 사업은 Essbio사가 관리하는 Talca시 San Miguel

시 면적(605.2㎢)의 약 1/3인 231.5㎢이다. Central

급수지역의 소블록 2개를 대상으로 K-water의 수도

Valley에서 내려오는 Lircay강과 Claro강 합류지점

사업 운영효율화 기술성과를 검증하고 향후 후속 사

의 남쪽에 위치하며 Pan-america 고속도로에 의해

업 확대의 발판으로 삼는 성격의 소규모 시범사업이

서 도시가 양분되어 있다.

다. 주요 사업내용은 블록 구축 및 유수율 제고 기술
컨설팅이다.

칠레 국립통계연구소의 2012년 인구 조사에 따르
면, Talca시 면적은 231.5㎢로 총인구는 201,142명(남

앞으로 칠레 Talca시의 일반현황 및 수도현황을 살펴

성 96,810명, 여성 104,332명)이다. 이들 중, 96%인

<표 1> Talca시 기후현황(1976~2005)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평균 일 최고온도(°C)

30.3

29.5

26.8

21.5

16.4

13.4

13.1

15.3

18.1

21.6

25.4

28.7

21.7

평균 온도(°C)

21.2

20.3

17.4

13.4

10.5

8.7

7.9

9.1

11.3

14.1

17.1

20.1

14.3

평균 일 최저 온도(°C)

12.4

11.9

9.8

7.5

6.3

5.1

4.2

4.5

5.8

7.6

9.6

11.9

8.1

평균 강수량(㎜)

4.0

3.9

13.3

33.8

115.8

146.2

155.1

85.9

53.1

34.3

19.4

11.5

56.4

평균 상대 습도(%)

58.2

62.7

69.4

78.1

86.9

89.5

88.7

85.0

79.2

72.7

64.1

58.9

74.5

1) A
 guads Group의 대주주는 Agbar-Suez이며, Agbar는 스폐인의 Suez는 프랑스 자본을 기반으로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며, ESVAL은
캐나다계 자본(70%)과 칠레 자본(30%)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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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96명은 도시 지역에서 4%인 8,046명은 농촌지역
에서 거주하고 있어 도시지역 거주인구가 대다수이다.
인구는 1992년과 2012년 인구조사 사이에 2012년 총인
구의 15.2%인 30,510명이 증가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alca시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고 건조하며, 겨울은 저위도 저압대
의 영향으로 다소 따듯한 우기가 된다. <표 1>과 같이
강수량은 겨울인 5∼8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름
은 비가 적게 내린다.

2. Talca시 상수도 운영현황
가. 상수도 시설개요
Talca시는 San Luis, Bicentenario, Rio Claro, El
Tabaco, El Galpon, Tejas Verdes, San Miguel로 구

[그림 4] Talca시 급수전 분포도

원수를 취수 후 정수과정을 거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El Tabaco, Tejas Verdes 및 El Galpon 급수구역은
용수공급 Tank 표고가 낮아 펌프 가압을 통해 급수구
역에 용수공급 중이며, 나머지 급수구역은 배수지가 고

분되는 총 7개의 급수구역으로 나뉜다. Talca시 용수

지대에 위치하거나 고가수조(elevating tank)를 통해

공급 Tank 총 용량은 23,400㎥으로 6개의 염소 및 불

자연유하 방식으로 용수공급 중이다.

소 투입기를 통해 7개 급수구역에 2014년 기준 하루 평

2014년 기준 총 급수전은 84,009전으로 San Luis 급

균 89,920㎥을 공급 중이다. 또한, Bicentenario 급수

수구역 28,003전(33.3%), San Miguel 급수구역 20,928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구역은 자체 Deep well에서

전(24.9%), El Tabaco 급수구역 18,024전(21.5%), Rio
Claro 급수구역 10,667전(12.7%), Tejas Verdes 급수
구역2,403전(2.9%),ElGalpon급수구역2,066전(2.5%)
및 Bicentenario 급수구역 1,918전(2.3%)으로 분포되
어 있다.

나. 용수공급 현황
<표 2>에 정리한 최근 5년 동안 탈카시 급수현황을
살펴보면, 용수공급량은 약 7.0%정도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수율이 49.6%에서 43.5%로
6.1% 감소하였으므로 실제 용수수요는 13.1% 이상 증
[그림 3] Talca시 급수구역 및 시설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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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서 매설년도는 제외되고 주로 관종, 관경 및

년도

수용가(전)

공급량(㎥/일)

무수율(%)

유수량(㎥/일)

2010

73,524

66,332

49.6

33,431

2011

75,049

70,586

50.0

35,293

2012

77,301

73,977

49.6

37,284

2013

81,894

72,339

47.4

38,050

관 순으로 관종이 구성되어 있다. 도시의 확장 순으로

2014

84,009

70,987

43.5

40,108

관종별 매설 순서를 유추할 수 있으며 최초 구도심은

연장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 GIS상에서 관종별 관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Talca시 총 관로 길이는 860㎞로
PVC가 39.8%로 가장 비중이 높고, AC관, PE관, 주철

주로 주철관을 사용하고, 도시 확장 순으로 AC관 및
2017년 기준 급수구역별 Tank 용량, 일평균 공급량

플라스틱관을 매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및 제한 수리권은 <표 3>과 같으며 Tejas Verdes 및

관로 상 가압장은 4개소를 운영 중이며, 배수지 표고

Rio Claro를 제외한 급수구역은 급수체계조정 등을 통

가 낮아 급수전에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후단에서 운

한 취수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영 중이다.
Talca시 용수공급 수조(tank)는 7개 사이트에서 총

<표 3> Talca시 공급량 및 수리권 현황

13개소, 23,400㎥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용수공급 중

급수구역

용량(㎥)

공급량(㎥/일)

수리권(㎥/일)

San Luis, Bicentenario

8,800

36,720

57,542

Rio Claro

4,000

26,438

40,090

San Miguel

6,500

22,982

32,227

시설을 갖추고 있다. Bicentenario는 San Luis 배수지

Tejas Verdes

1,300

3,197

5,184

에서 정수 처리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El Tabaco

800

18,230

25,488

El Galpon

2,000

4,320

-

Total Talca

23,400

111,887

160,531

이며, 중블록 개념의 급수구역들 중에서 Bicentenario
를 제외한 급수구역은 각각의 Deep well과 정수처리

<표 5> 가압장 현황
급수구역

가압장명

San Miguel

San Miguel

3

11 – 29

42.6 ~ 88.8

다. 시설물 현황

El Tabaco

El Tabaco

6

324

34 ~ 50

관로시설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l Galpon

El Galpon

6

150

50.7 ~ 78.2

4

90 - 480

42.5 ~ 68.9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객체

Tejas Verdes Tejas Verdes

펌프 설치대수 유량 (㎥/h)

양정 (m)

<표 4> 관종별 관로현황
구분

총연장(m)

PVC(m)

AC(m)

PE(m)

DCIP(m)

SP(m)

기 타(m)

계

860,544

342,393

223,975

132,631

13,770

75,707

72,068

배수관

788,500

342,393

223,975

132,631

13,770

75,707

24

급수관

72,044

-

-

-

-

-

72,044

비율(%)

100

39.8

26.0

15.4

1.6

8.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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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배수지 시설현황
급수구역

Rio Claro

San Luis

Bicentenario

San Miguel

El Tabaco

Tejas Verdes

El Galpon

Water Level (m)

배수지

용량
(㎥)

H.W.L.

L.W.L.

Rio Claro 1

2,000

137.0

132.0

Rio Claro 2

2,000

137.0

132.0

소계

4,000

-

-

San Luis 1

5,000

153.6

147.0

San Luis 2

1,500

152.3

148.0

San Luis 3

1,500

151.3

147.0

소계

8,000

-

-

Bicentenario

800

159.1

153.1

San Miguel 1

2,000

218.8

207.3

San Miguel 2

2,000

218.8

207.3

San Miguel 3

2,500

215.5

207.3

소계

6,500

-

-

8,139

El Tabaco

800

110.2

104.9

8,018

Tejas Verdes 1

200

128.9

124.4

Tejas Verdes Nuevo

1,100

131.2

125.2

소계

1,300

-

-

El Galpon

2,000

101.7

97.2

23,400

-

-

합계

Ⅲ. 칠레 Talca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범사업

사용량
(㎥/일)
5,426
5,426

11,223

11,223
665

8,139

1,797
1,797
700
35,968

사업은 급수구역 2개 블록을 대상으로 단기간(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블록구축 설계 및 시공을 순차적으
로 진행하였다.

1. 칠레 Talca시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 개요
K-water와 Essbio가 수행한 칠레 상수도 운영효율
화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표 7>과 같다. K-water는

2. 칠레 Talca시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
주요성과

효율적인 관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K-water와 Essbio는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관망

을 도모하고자 복잡한 급수체계를 체계적으로 분할하

도를 보완하고 수리모델을 구축함으로써 Talca시 맞

여 효율적인 수압관리 및 누수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

춤형 수도계획 수립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블록 적정

는 컨설팅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성 평가를 수행하여 블록을 분할하였다. 주요 성과는

칠레 Talca시 San Miguel 급수계통은 SMA, SMB 2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장조사를 통

개의 급수계통으로 나뉘며, San Miguel 정수장을 통해

해 배수지, 가압장, 관로, 밸브류, 수도미터 등 전반적

용수를 공급받는다. 칠레 Talca시 상수도 운영효율화

인 수도시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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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K-water와 Essbio 수행업무
주요 과업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블록 구축계획
수립

유수율 관리

K-water

Essbio

기초자료 수집

·Essbio 및 Local Company 컨설팅

·관련자료 수집
·관망도/유수율 분석

현장조사

·Essbio 및 Local Company 컨설팅

·수도시설물 조사
·누수탐사

관망도 전산화 보완

·관망도 전산화 보완
·운영이력 및 조서작성

·관망도 제공
·현장안내 및 조서작성지원

현장조사 및 진단

·급수체계 검토
·도상 블록분할·현장확인

·현장안내 및 지원 (수압/유량 측정 및
밸브관리)

블록 구축 계획 수립

·블록 고립 확인
·블록 구축 기본계획
·블록 구축 실시설계

·현장안내 및 지원
·블록 구축 공사

유수율 분석

·유수율 관리절차 수립

·사용량 정보 제공

누수관리

·문제구간 STEP TEST 및 누수탐사 계획수립/
시행/지원

·현장 안내 및 시설 운영
·문제구간 STEP TEST 및 누수탐사 시행/지원

넷째, LPCD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구
•현장조사는 2016년 1~12월 요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용가를
기준으로 수행 후,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망도 및 도상블
록 분할을 계획

역의 LPCD를 도출하고, 수도미터의 내구년수에 대한

•도상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급수구역 내 임계 및 평균지점에
수압을 측정하고, 블록유입지점에 유량을 측정

수도미터 교체 시의 계량적 효과를 산출하여 <표 9>와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상에서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블록에
대한 고립·확인을 실시
•SMA, SMB 급수구역별 블록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실시설계를
바탕으로 Essbio에서 블록 구축 공사 진행)
•SMA, SMB 급수구역에 대하여 수용가별 전수조사를 통한 누수탐사를
실시후, 각 블록별 유입유량계 설치 이후 복구 진행

[그림 5] 주요과업의 진행과정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향후 수도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같이 제시하였다.
다섯째, 상수관망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시험을 통한 단기간 내 누
수탐사를 시행하여 총 54개(배수관 8개, 급수관 42개,
도수 4개)의 누수 의심지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수공 면적과 누수량을 추정하
여 누수복구 시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

물 관리대장 등의 시설물 DB를 구축하여 이력관리에

펴보면 <표 10>과 같이 유·수압 측정을 통한 사업대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장조사결과와 기존

상지의 유수율은 58%로 나타났으며, 무수율은 42%로

GIS의 관망도를 비교하여 상이한 수도시설물을 수정

누수복구 시 유수율이 최소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및 보완하여, 향후 관망해석, 불록고립 및 정비, 민원

분석되었다.

처리 및 각종 공사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

이러한 칠레 Talca시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의

째, 유·수압 측정 및 소블록 적정성 평가기준 등을 통

성과도출 및 Essbio와 협업경험은 향후 Essbio 전 사업

하여 블록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제

장의 실정에 맞는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으로 이어질

시하였다.

수 있을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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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칠레 Talca시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주요성과
구분

주요성과

상수도 시설물조사

·배수지, 가압장, 관로, 밸브류, 수도미터 등 전반적인 수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황 및 문제점문제점(도수, 노후수도미터 등)을 파악하고 시설물 DB를 구축하여 이력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함
·기존 GIS 관망도와 현장을 비교하여 상이한 수도시설물(급수전, 관로, 밸브 등)을 수정 및 보완(7개소)
·이러한 정보는 향후 관망해석, 불록고립 및 정비, 민원처리 및 각종 공사 등에 활용 가능

관망도 관리
블록 적정성 평가

·유·수압 측정 및 소블록 적정성 평가기준 등을 통하여 블록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제시

수도계획 수립기반 마련

·각 유형별(DB자료, 현장검침자료 등) LPCD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구역의 LPCD 도출(206LPCD), 수도미터의 내구년수
적정성 검토(10년 이내) 등을 통해 향후 수도계획 수립 및 수도미터 교체 시 개량효과 등을 제시(<표 9> 참조)

블록시스템 구축

·사고나 재해 시에 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잡한 배·급수관망을 2개의 소블록으로 분할
·관망 내 적정유량 및 수압 유지(감압밸브)와 야간최소유량 등의 변화추이를 통해 누수량 감시 등의 합리적인 관망운영(유수율 분석)
체계를 구축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단계시험을 통해 총 10단계의 누수량(26.7㎥)을 산출
·K-water 누수탐사 전문인력(1인) 지원을 통한 합동 누수탐사 및 컨설팅(수맥탐지봉, Whatsapp 활용 등)을 병행하여 단기간 내
유수율을 제고(18%p 상승)
* 수맥탐지봉 : 미확인 관로노선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장비
* WhatsApp : 상황반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지시 및 작업사항 공유

단계시험

Ⅳ. 맺음말

<표 9> 현장조사 및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계량효과 산정
구분
1. 현장조사자료 &
수도계획 LPCD 분석

계량적 효과

무수수량
(㎥)

CLP

원

75,007

89,498,352

170,046,869

2. 대구경 수용가
적정구경 분석

적정구경
설치공사 시

815,616

1,549,670

3. 현장조사와 검침자료
구경 불일치 분석

적정구경
설치공사 시

913,332

1,735,331

91,227,300

173,331,870

계

을 나타내고 있어 유지·관리 부분이 취약하다. 이러

효율화 사업의 추진경험이 있는 K-water가 함께 유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Talca시 San Miguel 급수구역
의 2개 블록을 대상으로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

구분

공급량
(㎥/hr)

사용량
(㎥/hr)

유수율
(%)

복구량
(㎥/hr)

SMA

23.04

12.96

56

3.7

SMB

21.96

13.32

61

7.0

누수복구 전

45

26.28

58

-

누수복구 후

34.4

26.28

76

10.7

18

10.7

주 : SMA, SMB 공급량 및 사용량은 유·수압 측정값을 통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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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가 있는 Essbio와 국내 지방상수도 운영

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용수

<표 10> 누수복구 시 유수율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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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남미 국가 중 최고로 꼽히나, 반면에 낮은 유수율

한 이유로 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주 : 1. 89,498,352CLP 값은 연간사용량을 바탕으로 산출함
2. 2017.4.16 기준환율 1CLP = 1.90원 적용
3. LPCD : liter per capitaday

유수율 증가량

칠레는 상수도 보급률이 98%로 수도시설 인프라 구

을 수행하였다.
동 시범사업을 통해 K-water는 상수도 운영·관리
부분의 해외사업 실적(track record)를 쌓으면서 해외
에서의 사업화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유
수율제고 사업의 시장진입을 통한 운영·관리 분야 등
사업다각화 및 선진국형 사업 모델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 Talca시 상수도 운영효율화 시범사업 소개

/ 사례연구 ●●●

국제신용등급회사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행정·
경제·정치으로 안정된 국가로 향후 중남미 거점국가
로서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
다. 해외사업의 경우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이 중요한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남미지역 수도
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동 사업을 통해 얻어진 현지 협
업관계자들과의 지속적 교류 및 협업을 통해 후속사업
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해외사업 자체 실행 및 직접경험이 부족하므로
국내 전문업체와의 긴요한 협업이 필요하며, 추가사업을
연계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해외 수도시장에서의 역
할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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