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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에 대한 주요 이슈는 인간과 환경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 관리방안의 모색으로 볼 수 있고 물관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물관리 기술을 발,

전시켜 좀더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

안으로 자국 혹은 유역 현실에 적합한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성함

으로써 구현되어질 수 있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정책수행과정의 포괄적 의미와 시스템 구성요소에 입각한 협의적 의미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합수자원관리는 다차원적 요소 인문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를 포함함으로 인해 그 절차. ( , , , , )

가 복잡하며 국가별 유역별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계획 이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 .

이를 위하여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시 상존하는 구성요소의 다양성과 상충적 이해요소를 반영할 수 있

는 전략으로 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계획 기법수립을 위한 연구회 설립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용어 통합수자원관리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연구회핵심용어 통합수자원관리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연구회핵심용어 통합수자원관리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연구회핵심용어 통합수자원관리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연구회: , , ,: ,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국제사회는 매우 심각한 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의 위기가 의미하는 것은 물이 점점 더 희소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보다는 물의 희소성이 심각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다 물의 위.

기는 인간사회를 지탱하여온 하나의 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빈곤의 경감 경제발전. , ,

환경의 지속가능성 정치안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물 문제를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

히 물 부족 수질악화 가뭄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 , ,

되어가고 있다.

또한 수질의 악화는 가용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연 환경과 물은 공유되어,

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간 지역간 물이용에 관한 분쟁이 갈수록 치. ,

열해져 물 부족이 심화되어가고 있어 이를 위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

보전 관리를 위해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 개,

발과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물관련 이슈는 단순히 수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발, ,

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중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수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

기존의 방법론과 기술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도구 및 방,

법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해결책은 통합수자원관리.

의 구축과 이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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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자원관리 현황국내외 수자원관리 현황국내외 수자원관리 현황국내외 수자원관리 현황2.2.2.2.

미국 공병단에서는 인간의 물이용 활동이 수계에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물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National Water

을 통하여 생태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Program’ ‘Clean Wate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Coastal

등과 같은 물관련 법규들의 연계를 시도하여 통합적 물관리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Zone Act’ .* 일본은

년 월에 확정된 제 차 전국총합개발계획 세기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 을 통해 세기의 국토의 지속1998 3 5 “21 ” 21

적인 이용과 건건한 물 순환체계의 회복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 : Water Plan國 計

을 통하여 지속적 물이용 시스템의 구축 수환경 보전과 정비 물 문화의 회복과 육성 등 가지를 기본적21’ , , 3

목표를 달성하려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등 영국의 환경부 는 년 월( , 2002). (EA) 2001 3 ‘Water Resources for the

를 통해 향후 년을 위한 영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 전략수립에 착수하였으며 물은 모든 살아Future’ 25 ,

있는 생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물분배의 공평성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는 공공재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년 에서 개최된(European Commission, 2002). 2002 Johannesburg World Summit on

에서 구상되었던 통합수자원관리는 이미 상당수의 나라에서 실제 적용단계에 있다Sustainable Development .

와 는 국제적 협력을 얻어 국가 정책전략 수자원 개발과 관리 법 개정에 따라 다년Uganda Burkina Faso ,

간 통합수자원관리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중국과 의 새로운 물정책 대만과 인. Quebec ,

도의 물관련 정책개혁과정 브라질의 하수처리개선 등은 모두 통합수자원관리의 적용 준비사례로 볼 수 있으,

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그 외 나라들로 행동강령에 따른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WSSD (Torikil,

2004).

국내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수계별 유역관리청에서 유역단위 오염총량제를 실

시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산하 수계별 홍수통제소에서는 이수 및 치수관리 등에 부분적 유역관리개념을 도,

입하여 수자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자원계획에서는 대부분 지표수와 지하수만을 주.

요 공급원으로 고려하고 있어 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누수,

방지 및 저감 홍수 시 우수침투 담수화 등은 아직까지 실무에 적용하기엔 상당한 법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 , /

한 실정이다.

통합수자원관리 기법통합수자원관리 기법통합수자원관리 기법통합수자원관리 기법3.3.3.3.

통합수자원관리는 설정된 수자원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통합적 관리로서 계획수립과 이행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는 자국의 현황과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지고 광. ,

범위한 영역을 포함함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정책수행과정의 포괄적 의미인.

통합수자원관리와 시스템 구성요소에 입각한 협의적 의미로서의 통합수자원관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책수행과정의 포괄적 의미로서의 통합수자원관리는 수자원관리 토양관리 기타 관련된 자원 관리와 이, ,

들 간 상호보완적 개발을 위한 접근 과정으로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

사회적 부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자원 분야의 규정체계와 자원을 동.

시에 관리하고 국가별 주요 물관리 쟁점사항에 중심이 맞추어야져야 한다 또한 시스, (Agarwal et al., 2000). ,

템 구성요소에 입각한 협의적 의미의 통합수자원관리는 지표수 지하수 기수 대체수자원을 포함하는 유역에, , ,

대한 수자원 관리체제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량 수질 생태 경제요소가 의사결정과정에. , , ,

서 고려되어야 한다(HarmonIT, 2002).

통합수자원관리 절차통합수자원관리 절차통합수자원관리 절차통합수자원관리 절차3.13.13.13.1

통합수자원관리 절차는 등에 의해 다양하Walesh(1989), Brooks et al.(1991), Plate(1993), Heathcote(1998)

게 언급도고 있으나 그 기본 맥락은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순환은 계획절차로부터 시작하여, .

* http://www.epa.gov/water/waterplan/grants.htm 미국 홈페이지(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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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모니터링Framework, ,

절차로 이어진다 절차의 진행과정.

중 특정 단계 혹은 특정 시점에서

새로운 안이 필요한지 안의 수정,

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

토되어 지고 다음 단계가 최선책,

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절차는

반복적으로 순환된다 다음 그림. 1

은 통합수자원관리의 순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통합수자원관리의 순환과정은

크게 계획단계와 이행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계획수립의 첫 단계는.

자국의 현실에 적합한 통합수자원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설정 시 자국 현황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통일된 국가적 목표 및 우선순위 비용 편익 분석 위험 추산 및 다중 목적 평가 기준 신규 개발과, / ,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의 균형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정적 재정확보 효율적 관리계획 지속적 교육훈련, , ,

제공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조직적 요소들을 포함하. , , , , , ,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적 범위 관리대상 계획수립내용 관리선택조항 전문가 그룹에 대한 내용, , , , ,

을 확장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지역적 범위의 확장을 위해 토지사용과 유역계획수립을 하천수.

계 계획수립과 조화시킨다 두 번째 관리대상의 확장을 통해 초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 , ,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세 번째 계획수립내용을 확장하여 시행전략을 계획단계에 포함하고 재정. , ,

적 수급 및 지원 조직관계를 고려한다 네 번째 관리 선택 조항을 확장하여 수자원의 수요 공급관리 측면, . , ,

을 동시에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수립 전문가 그룹을 확장하여 수자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당. ,

사자 및 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차원 학문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확장 계획수립 전략은 실행 단계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 조치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며 이행단계에서는 수립계획의 준수와 예산확보 이해당사자의 참여 피드백을 통한 계획과 실행단, , ,

계의 조절 실행을 위한 제도조직적 장치의 구비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

통합수자원관리 구성통합수자원관리 구성통합수자원관리 구성통합수자원관리 구성3.23.23.23.2

통합수자원관리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통합수자원관리는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혼돈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그 구성을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과 통합수자원관리시.

스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절차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수자원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계획법으로서 자원을 능률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절차이다 기존의 계획절차에서는 수요대안과 공급대안을 구분하여 수립하였거나.

동시에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연계성과 공동 활용방안이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통합수자원관리에서는 수요. ,

공급대안을 동시에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 외 환경 사회 경제 제도 등 인문 사회학적 요소를 계획범주 안, , ,

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잘 짜여진 통합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할지라도 사업 시행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

서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의 이행은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에 의해 구현되어 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단.

계에서 조사 분석되어진 각종 자료와 인문 사회 요소들이 여러 가지 상충적 이해득실 관계에서 최적해를 찾,

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진다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은 자연적 수자원시스템 인간활동시스템 수자원. , ,

관리시스템의 가지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통합이라 함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과 각 구성 요소별 하3 ,

부구조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은 다차원적 문제를 다룸으로 인해 시공간적 특성과 시스템 구성요소의 복

현황분석

적용과이행

모니터링과평가

• IWRM과물관련
산업개발기반에
대한대표성을
가지는지표설정

현황파악 사회적기반마련
•국내수자원관련이슈
•기존의 IWRM 기반조사
•현국제동향조사

•정치적의지
• IWRM 이행에대한

공감대형성
•이해당사자참여

제도적기반마련 전략수립
•수행가능한환경
•제도적역할
•관리도구
•국제적공조

•정치적수용
•이해당사자의합의
•예산확보

• IWRM Framework

•물관련산업개발
Framework

•능력배양

•수자원관리
함수의수식화
•통합관리를위한

제약조건설정

현황분석

적용과이행

모니터링과평가

• IWRM과물관련
산업개발기반에
대한대표성을
가지는지표설정

현황파악 사회적기반마련
•국내수자원관련이슈
•기존의 IWRM 기반조사
•현국제동향조사

•정치적의지
• IWRM 이행에대한

공감대형성
•이해당사자참여

제도적기반마련 전략수립
•수행가능한환경
•제도적역할
•관리도구
•국제적공조

•정치적수용
•이해당사자의합의
•예산확보

• IWRM Framework

•물관련산업개발
Framework

•능력배양

현황분석

적용과이행

모니터링과평가

• IWRM과물관련
산업개발기반에
대한대표성을
가지는지표설정

현황파악 사회적기반마련
•국내수자원관련이슈
•기존의 IWRM 기반조사
•현국제동향조사

•정치적의지
• IWRM 이행에대한

공감대형성
•이해당사자참여

제도적기반마련 전략수립
•수행가능한환경
•제도적역할
•관리도구
•국제적공조

•정치적수용
•이해당사자의합의
•예산확보

• IWRM Framework

•물관련산업개발
Framework

•능력배양

•수자원관리
함수의수식화
•통합관리를위한

제약조건설정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통합수자원관리 순환도통합수자원관리 순환도통합수자원관리 순환도통합수자원관리 순환도(Torikil, 2004)(Torikil, 2004)(Torikil, 2004)(Torik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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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 그 외 인문사회적 영향요소의,

다양성으로 구성요소의 복잡성을 야

기한다 첫 번째 관리대상은 지리적. ,

으로 소유역 하천수계 국가단위 접, , ,

경지를 포함한 국가수계 수자원 계,

획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규모 등으로

인한 공간적 규모의 특성을 가진다.

두 번째는 시간적 특성으로서 수자원

가치 소비자 수요 경제적 상황뿐만, ,

아니라 문화 사회 규모는 시대에 따,

라 변한다 이러한 시간적 변화 특성.

은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 계획 수립 과정은 장기 중기 단, ,

기 실시간 등의 시간의 다양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통합.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성 요소의 복잡

성으로서 수자원관리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다시 다수의 작은 단위 또는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수자원관리는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재정적, , ,

측면과 환경 보건 레크리에이션 측면 등을 포함함으로써 인문사회적 영향 요소의 다양성을 가진다 상충적, , .

이해요소로 인한 통합수자원관리의 복잡성은 다음 그림 에서와 같이 하부시스템별 상관도를 작성함으로써2

도식화 할 수 있다.

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기법 구축을 위한 전략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기법 구축을 위한 전략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기법 구축을 위한 전략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기법 구축을 위한 전략3.33.33.33.3

국내의 경우 기상기후 산업성장에 따른 수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합수자원, ,

관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나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게 계획되고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 ,

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수자원 전문가그룹과 의사결정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해 국내 현실

에 적합한 통합수자원관리 이행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연구회를 구성하여 수렴한다 첫 번째로 통합수자원관리 이행에 있어서 목표설정을 위한 방법론의 체.

계를 확립하여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지침서를 작성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초기단계이다 또. .

한 통합수자원관리 이행은 장기적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인 만큼 변화하는 사회요구를 연구회를 통해 이행과

정에서 수정보완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목표설정을 위한 전 단계에서 필요한 국내 수자원관리 체계의 전반.

적 개선사항 과 목표설정 단계에서의 절차와 방법 에 관한 자문내용으로 구성한다( ) ( ) .① ～ ④ ⑤ ～ ⑦

변화된 구조적 여건으로 인한 국내 수자원 관리 개선 방향① 통합수자원관리 목표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⑤

새로운 수자원 관리기법 통합수자원관리 에 요구되는 항목( )② 통합수자원관리 실행 목표 수준⑥

통합수자원관리 이행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방안③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목표의 평가 기준 설정⑦

통합수자원관리 이행을 위한 선행요건④

두 번째로 선택적 대안을 바탕으로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의 상부하부시스템 구성 시 시스템별 상호연관

성과 시스템의 누락요소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한다 이 항목에서는 계획단계에서 도출된 선택적 대안을.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자문내용으로 구성한다.

선택적대안설정에따른 수립절차BMP(Best Management Practice)① 물리학적예측과정에필요한구성모형선정과능력평가④

평가방안BMP② 설정된목표를반영가능한사회 경제학적예측과정,⑤

설정된목표를반영가능한물리학적예측과정③ 사회 경제학적예측과정에필요한구성모형선정과능력평가,⑥

>>수자원이용
- 소비적사용

생, 공용수
관개용수등

- 비소비적사용
레크리에이션
수력발전등

>>수요관리측면
-환경보호와보전
- 홍수방어

Human Activity System

>> 제도적장치
- 규제
- 법등
>> 조직체계

>>수량, 수질관리
>>대체수자원관리
>>수요, 공급관리
>>생태및환경관리
>>오염원관리
>>가뭄관리
>> 홍수관리등

Water Resources System

안정적
수자원

수요
공급

홍수, 가뭄

오염원

수자원

수량 수질

지표 지하

기수(brackish water)

대체수자원

Natural Water System

통합통합통합통합 토지토지토지토지,,,,
수자원수자원수자원수자원 관리관리관리관리

통합수자원관리통합수자원관리통합수자원관리통합수자원관리
계획계획계획계획

도시, 사회기반시설계획

국가, 지역토지이용계획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기본 구성요소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기본 구성요소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기본 구성요소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기본 구성요소(UNEP, 1997)(UNEP, 1997)(UNEP, 1997)(UNEP,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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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통합기반 개발 구축팀 수자원 전문,

가 그룹 수자원 전문가 그룹 로 구성하여A, B

운영한다 통합기반 개발 구축팀은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의 시스템 통합팀

이 주관하여 통합수자원관리 계획기법 수립과

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반적 연구를 수행하고,

수자원 전문가 그룹 로부터 통합수자원관리A

계획기법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다 그리고 수자원 전문가 그룹 로부터는 통. B

합수자원관리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전문가 자

문을 실시한다 조직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 과 같다. 3 .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4.4.4.4.

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기법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을 토대로 국내 수자원관리를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 ’

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체적이고도 다각도로 반영한 국내 현실에 적합한 통합수자원관리기법을 마련하

고 통합수자원관리 상하부시스템의 구성 최적 대안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제도개선 절차 및 지표 마련 등, , ,

국내 현실에 적합한 일반론적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통합수자원관리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된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행정적 시스템이 반영된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에, , , Prototype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수자원 관리와 운영에 있어 유역현황에 적합한 통합수자원관리의 이행에 활용함.

으로써 유역에서의 다차원적 이해요소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비지원 과제번호21 ( :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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