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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전환방향

글 • 김은경 지속까능성센터 지후爛翼,

1. 물의 위기와 대응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인류 문명은 물의 관리 및 이용과 함께 발전해 왔다• 그런 

데 역설적이게도 문명과 기술。］ 그 어느 때 보다 발전한 현대에 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원이 되 

어 가고 있다.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 

정부의 주요행정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수 십 년 동안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물 관리의 주요 과 

제로 삼아왔지만, 아직도 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 

서는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수량이 감소되며 수생태계가 급속하게 파괴되고 생물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 

았고 인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가 건조한 지역은 더욱 건조하게 습지는 더 습하게 만들면서 변동성이 극단화할 것 이라는 물 전문가들 

의 예측처럼 물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 그리고 그들은 5물 문제들 대응하는데 과거는 더 이상 미래의 믿 

을만한 안내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씩이 아니라면, 물 관 

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과학과 기술은 발전해 왔는데, 왜 우리는 물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일까?

세계적인 물 운동가 모드 발로(Maude Barlow)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F수 공급원의 

고갈 물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거대 기업의 물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시대의 생존과 지구에 있어서 

가장 쿤 위협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에 대응 방안으로 물에 대한 세 가지 서약을 담은 푸 

른서약Blue Covenant)을 체인한다

첫째, 깨끗한 물이 지구와 지구에 사는 생물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물 보전 서약 

이다. 수자원을 보호하고 유역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하수가 채워지는 양보다 많은 양이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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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하며, 지표수의 오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뚤째, 물을 가진 선진국 

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이 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자국의 물에 대한 주도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물 

정의 서약으로 저개발국의 물 개발에 지역주만들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정부 

가 물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정하는 물 민주주의 서약으로 물은 기업의 이익 추구 대상이 아니 

라 공적관리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물 관리 현황 물과 관련된 미래의 위기, 그리고 물 관리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상 

수도 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통힙관리 정책이 충청남도의 물 

관리 현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해 보고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2. 충청남도의 상수도 현황

2.1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 현황

〈표 1> 시도별 상수도 보급현황(2011년)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 晦‘일)

급수량

(천 时일)

급수량

(fi )/인일

누수율 

(%)

유수율 

(%)

전국 51,717 50,6® 97.9 30,944 16,398 335 10.4 83.5

서울특별시 10,575 10,529 100.0 4,600 3,200 304 3.8 93.8

부산쾅역시 3.586 3.586 100.0 2.643 1.014 283 5.0 91.1

태규쾅역시 2,529 2,529 100.0 1,640 776 307 7.0 89.6
인천광역시 2,851 2,851 100.0 2,163 968 345 9.5 86.2

광주쾅역치 1.478 1.471 99.6 783 475 323 11.9 84.1
대 전광역시 1,531 1,529 99.9 1,260 502 329 6.4 89.5

울산광여씨 1,154 1,144 99.1 550 317 283 8.3 88.6

경기도 12.240 11.938 97.5 2.908 3.770 319 6.9 87.5

강원도 1,550 1,465 94.5 791 627 463 23.0 64.0

충청북도 1,589 1,535 96.6 349 545 396 9.2 82.2

충청남도 2.14 아 1.887 87.8 159 605 370 15.1 75.3

전리북 星- 1,896 1,834 96.7 321 763 436 19.0 70.7

전라남도 1,938 1,756 90.6 654 534 355 21.6 68.2

겅상북도 2.739 2.654 96.9 1.182 1.053 449 22.2 67.1

겅상남도 3,375 3,346 99.2 1,339 1,041 344 20.5 69.4

제주도 583 583 100.0 509 208 357 14.8 767

k-water - - - 9,096 - -

※출처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12)

충청남도에서는 일일 605,000톤의 물이 상수도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돗물을 생산하는 지방 

상수도 시설은 159,000톤으로 공급량의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시 • 도의 급수량 대비 지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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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공급시설용량의 평균 비율 133%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지방상수도 시설용랑이 

공급량보다 작은 지자체는 충북 충남 전북 세 개 도인데 그중에서도 충청남도의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상태이다 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 광역상수원수를 이용하는 비율 85%를 기 

준으로. 보면 충청남도의 상수도 정책이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독립성을유지하키는 더욱 어려운 상 

태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8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누수율은 15.1%로 전국평균 10.4%보다 높치 

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중에서는 상대적으료 낮은 편이며, 일인당 물 사용량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유수율은 전국평균 83.5%보다 낮은 75.3%로 전반적으로 수돗물이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급률 누수율, 유수율은 상수도 정책의 딘기적 투자 방향 

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자치단체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데 상수도 보급률은 중요한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보급률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2 충청남도의 상수도 운영 현황

〈표 2> 전국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

유효수량

구분 연간 총 연간 부과량 부과액 요금 생산원가 현실화율

급수량 （천 m2— （천 福） （백만원） （원/1們 （원/麗） (%)

※출처 : 충남 물수요관리종합계획（2012）

전국 6,020,698 5,025,096 3,112,121 6193 813.4 761

서울특별시 1,187,287 1,113,675 579,276 520.1 621.4 83.7

부산광역시 374,007 340,698 216,8C9 636 4 833.6 763

대구광역시 286,197 256,473 137,772 537.2 583.5 92.1

인천쾅역시 353,152 304,43아 196 358 645.0 696.3 92.6

광주광역시 173,423 145,802 76416 5241 626.7 83.6

대전광역시 187,533 167,803 81,310 484.6 541.5 89.5

笔산광역시 115,881 102,674 78402 763.6 920.5 83.0

경기도 1,378,025 1,205,638 745,738 618.5 734.5 84.2

강원도 22인 076 146,686 107,695 734.2 1,385.9 53.0

충청북도 19인 037 163,677 111,825 683 2 850.6 80.3

충청남도 221,276 166,539 120,937 728.2 1,04아.6 69.2

전라북도 277,478 196174 151,646 773.0 1,029.0 75.1

전라남도 195,021 133,033 104,623 786.5 1,164.1 67.6

경상북도 384,477 257,994 167,第8 64얀 9 1,077.8 60.3

경상남도 380761 265,451 19인 118 753.1 1,004.9 74.6

체주특별차치도 76,067 58,344 36,531 626.1 아 85.0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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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상수도 평균 요금은 726원으로 전국 평균 619원에 비해 107원 높고, 생산원기는 1049원으로 

전국 평균 813원에 보다 236원 높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69%로 전국평균 76% 보다 낮다. 이러한 수치 

들은 인구, 도시화율 수자원 여건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전국의 상황과 평면 

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요금현실화율이 점점 악화되는 원인이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와는 달리 생산원가의 증가율이 가격상승에 비해 가파 

르끼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 일 수 있다. 생산원가의 중가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인 분석이 필요하나 

지방상수원에 비해 2~3배 비싼 광역상수원 • 정수 이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은 중요한 요 

인의 흐］나로 유추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상수도 관리에서 경 영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생산원가를 통제하는 것이 관건 

이다. 높은 광역상수원수 의존도와 수자원공사 전체의 운영 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생산비 구조, 낮은 투 

명성 등 생산비를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비해 충남도가 실질적인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3. 충청남도 상수도 통합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3.1 상수도 통합관리 현황

상수도 통힙관리는 세계 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의 공통 

과제「물 산업 육성」의 첫 단계이며, 최종적으로는 1〜2개의 기업으로 통합해 민영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 

선 전국을 39개의 권역으로 묶어 지방상수도를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는 충남 

북부, 충남 서부, 충남 남부의 세. 권역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2014년에도 우리나라 물 산 

업의 전략 수립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 구조］H理 뮈 민갼사E1& 寧즨皀幵 >

1 딘- 
阍무职函・|

■

2 딘거
L견린*禺国1即

■

3 단* 
画린료도 H 게!

, 겨由皿 瞄聞勰

- 内|贵・旧仲」替 싸데

，쾌&◎웒,디 구녁

- 世*T■도^ 卧&

• 런担目거 호괴화

- 함*누도』力

현뵤11 个리

- 빈도기ts 러붬

•事會헌샤쏘員耳

- 극비 이 間좽쿀디！

•，새;*?볔円言 应!느

〈그림 1> 구조개편 및 민간사업 추진 목표

※출처 : 물산업육성방안 2006, 산업자원부 • 1환경부• 건설교통부

40 |열린충남



；«r
충청남도 상수도 정책의 현황과 전환방향

물산업 민영화는 2008년 이후 행안부의 통합관리 인센티브와 환경부의 노후관 정비예산 우선지원 제 

도를 통해 강화되면서 2013년까지 전국에서 21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 계약을 맺었다• 충청남도에 

서는 :2003년 가장 먼저 위탁을 실시한 논산시에 이어 2006년 서산, 2C07년 금산이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했고, 천안은 공업용수 공급만을 위탁한 상태이다•

충청남도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 제안을 검토한 상태이나, 기 위탁한 대 

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 비용증가 투자 불이행, 정책독립성 침해 등에 대해 불만이 높은 상태로 

홍성, 예산 당진, 청양 등이 위탁을 포기했다

3.2 상수도 통합관리 의 문제점

국가 차원에서 상수도 통합관리의 목적은 물 산업 육성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명분은 지방상수도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 통합을 통해 규 

모를 키우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기본적인 논리였다 그러나 경쟁이 배제된 시 

장에서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로도 주장했던 효율성 개선 사례는 없다 오히려 위탁을 

실시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탁계약을 맺은 수자원공사는 기존의 정수장과 취수장 등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관로를 증설하는 등 

지방상수도를 광역화하면서 오히려 지방상수도에 비해 관리비용이 증가했다• 이 과정은국가적으로는 중 

복투자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보유하고 있던 생산시설의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충청 

남도의 광역 상수도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다양한 수원을 활용할수 있 

는 여건이 사라지고 정책 자율성을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수원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획일성으로 인한 또 다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이유 중에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었다• 당장 댐의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이는 하천 유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일을 통해 상수도의 수질을 개선 

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하천 관리를 방기하게 되어 지역의 물 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 

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탁 이후 상수원보호지 역이 해제되어 개발되었고, 수자원공사는 상수원보호지 역 

의 개발 가능성을 위탁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것은 물이 고이고 스며드는 유역을 보호하고, 오염 

을 엄격히 관리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요건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지방상수도의 통합관리와 그를 통한 물 산업 육성 정책의 근저에는 물을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 물은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이 누려야하는 공공자원이라는 관점과는 달리 물을 

특정 기업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물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물 정의 요구에 위배된다 지방상수도 통힙관리가 기업이 물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는 물 민주주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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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 위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세계적 인 

물 기업들의 저개발국에서 상수도 개발 사업 이후에 나타난 문제와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서 수자원공사는 민간 기업이 갖는 최소한의 효율성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과다투자 부실투자로 인한 불 

안정성까지 켭쳐 있다 수자원공사가 기업의 물 지배로 인한 물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사 

실이 아니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사전 동의와 결과 

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충청남도 상수도 정책의 전환 방향

충청남도 도청의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는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와 '광역상수도 관리 업무 및 댐 지원 

사업 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상수도 통합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의 

내용이다. 도청이 상수도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 연구 기능이 취약해 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 • 군에 맡겨두는 

것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충청남도가 상수도 정책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수립 

하고 시 • 군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시 • 군의 여건에 맞 

는 상수도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상수도 정책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 라는 통합적인 틀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상수도 정책이 하천의 유역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이나 주민들의 물 접근권을 보호하고 형 

평성을 높이는 일과 분리되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물 보전 과 물 정의 를 통합 

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물 수요관리 수질관리와 연계된 물 

이용계확을 수립하고 상수도 정책을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충청남도 수자원관리에 부담을 가중시 

킬 것으로 우려된다 충청남도의 광역의존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 • 군의 지방 

상수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수도 운영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 

는 방법, 인적자원의 육성, 정책 연구 기능의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위탁을 실 

시한 시 • 군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위탁 계약의 불공정성을 보완하는 방법과 시민참여 

등을 통해 상수도 정책의 투명성을높이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수도 통합관리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을 정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를 바탕으로 한 물 민영화 정책은 첫 단계에서 

천국적인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고, 상수도 광역화 확대의 또 다른 축인 4대강 사업도 지역의 수자 

원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互러난 상태이다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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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상수도 정책의 현황과 전환방향

타당성 재검토와 청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발 더 나아가 현재의 위기를 충청남도의 수리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분권화 방향과 반대로 수리권이 하나의 공1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인지 그것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인치에 대한 판단과 수리권의 회 

복을 위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전환은 기존의 행정 관행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물 관리에 있어서 과거는 미래의 

안내자가 아니라는 경고를 되새겨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전환이 지금까지 정책을 시행해왔던 패러다임 

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물 관리의 한계는 기술의 부 

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가치관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 

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향의 설정과 그 가치의 실현에 적합한 수딘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람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값진 충고-“지적으로는 비관주의, 

의지로는 낙관주의”-를 준바 있다• 현재 상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적시하는 지적 비관 

주의와 어려운 과정이지간 해낼 수 있다는 의지에 대한 낙관주의가 어려운 변화를 이끌어나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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