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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우리나라가‘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물부족을 말할 때 오해가 없도록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물부족 국가’라는 말이 UN에서 지정한대로 단순한‘물 도’를 나타내는 것인지, 복합적인‘물빈도

지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그 각각의 의미 차이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각각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물빈곤지수’

우리가느끼는‘물부족’은 PAI가 사용하는것보다는훨씬복잡하며복합적이다. 우리가가진물자원

의 수준, 상수도 보급률과 같은 물에 대한 접근성, 수자원 관리 기술, 사회기반시설, 소득 수준,

LPCD(1인 1일급수량 ; liters per capita per day)와같은사용량그리고하천수질과같은환경수준

등, 사실상물과관련된모든인자들과복잡하게관련되어있다. 최근에발표된문헌을보면, 일반시

민이느끼는물부족은경제력과 접한관련이있다. 그래서경제분야에서쓰이던‘빈곤지수’대신에

‘물빈곤지수’가 쓰이고있으며, 우리나라의‘물빈곤지수’는 5개 등급으로 분류할 경우 상위 2등급에

해당된다. 일본보다는약간낮고미국이나호주등과비슷한수준이며중국이나북한보다는월등히높

은수준이다.

정부가 말하는 ‘물부족 국가’

그러면, 정부가얘기하는‘물부족’은또어떤것인가. 정부의물부족발표는건설교통부가2001년에수립한‘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근거한것인데,

이것은수자원계획상가뭄(30년가뭄)이발생할경우발생할수있는용수공급능력이용수수요를만족시키지못하는양을나타낸것이다. 여기에는

가뭄을정의하기위한통계개념의도입과가정, 기후변화, 수문현상과인간의반응대한추정등다양한불확실요소를많이포함하고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따르면, 우리나라는2011년에 18억㎥의물부족이전망되어있다.

‘물부족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을 아낀다?

우리나라의‘물부족’은가지고있는수자원으로평가한다면세계적인빈국이다. 아시아에서는서아시아의사막국가를제외하고는최빈국이다. 그렇

지만경제적능력을고려한‘물부족’을평가한다면, 세계적으로물부족이문제되지않는중상위권에속한다. 또한, 물공급사회기반시설측면에서우

리나라의‘물부족’을평가해보면, 상당한물부족이예상되어있다. 따라서우리는물부족을언급할때오해가없도록구분하여사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UN에서말하는‘물부족국가를벗어나기위하여물을아끼자’라는주장은논리적으로맞지않는이야기이기때문이다.

우리는물부족의의미가UN이인용한단순한‘물 도’을말하는것인지, 복합적인‘물빈곤지수’를나타내는것인지, 아니면‘수요와공급의차이’를

나타내는것인지를명확히구분하여사용해야한다. 

‘물부족국가’의다양한의미를
통해본우리나라水命!

김 승 _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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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UN이정한물부족국가’라는말은여러해전부터물관련전문가와언론에서나오는단골메뉴 다. 그래서이제는전

국민의상식이되었다. 그렇지만이말은엄격히얘기하면사실이아니다. 우리나라를물부족국가로분류한것은Washington D.C.에

있는PAI이고, UN 산하기구들이그것을인용한것이다.

여하튼우리나라가국제적으로인정받는물부족국가라는것은엄연한사실이다. 그런데그안에살고있는대부분의우리국민은물부족을못느끼

고있고, 가뭄만발생했다하면극심한물부족을겪고있는북한은물풍요국가로분류되어있다.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는 인구수에 따른 물 도일 뿐 !

그렇다면 도대체‘물부족 국가’를 어떻게 분류한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부족 국가’를 만들어 낸, 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국제인구 향연구소)는인구에대한 향을연구하는정책연구소이다. 그래서이들은인구 도와같은방식으로‘물 도’를산정해서

세계각국의물사정을평가하고자했다. ‘물 도’는각국이가진수자원총량을인구수로나눈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독자들도간단히계산해볼

수있다.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83㎜, 유출률은약 55%, 국토면적은 10만㎢이므로이세가지를곱하면대략 700억㎥라는수자원총량을

계산할수있다. 이값을 4,700만명으로나누면약 1500㎥를산출할수있다. 이값은우리가가지고있는수자원을고갈시키지않으면서인간과

자연이 1년동안평균적으로사용할수있는수자원량을국민 1인당으로표시한것이다. PAI는단지우리나라의‘물 도’가‘물부족국가’의기준으

로삼은1,000㎥보다많고 1,700㎥보다적은범위에들기때문에그렇게분류한것이다. 우리나라의‘물 도’가적다는것은국토가좁고인구가많

다는것이며, 우리가물을헤프게써서그런것은전혀아니다. 다시말하면, 우리가물을아무리아껴쓴다고해도UN이인용하고있는‘물부족국

가’의운명을벗어날수는없다는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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