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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2, 3판에이어『UN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을한국어로번역·발간하게된것을기쁘고뜻깊게생각합니다. 

『UN 세계물개발보고서』는 2003년 제3차 세계물포럼부터 3년마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water가 UNESCO와

손잡고지난 2010년전 3판(‘03년, ’06년, ‘09년)을우리말로처음펴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물 전문가들이 정책개발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최신의

전문지식을 얻었으며, 시민, 학생들에게는 지구촌 물 문제 전반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는 2015년 대구경북

에서열리는‘제7차세계물포럼’준비에도큰도움이되었습니다.

이번에 2012년 마르세이유 제6차 세계물포럼에서 발표된『UN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을 다시 우리말로 펴냈습니다. 물 문제

해결을위한범세계적인노력에한국의힘을보태는좋은바탕이될것입니다. 또한, 수자원의바람직한관리방안을제시해새로

운내일을열고, 지속가능한개발을이어가는좋은지표가될것입니다.

이보고서가기후변화시대, 미래지향적수자원관리를위한창의적인실현수단과접근방식을일러주는훌륭한단초가되기를기

대하며, 폭넓은활용을당부드립니다.

물로더행복한세상을만들기위한쉼없는전진과, UN 및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세계물평가프로그램)

활동에대한 K-water의지속적인관심을약속합니다. 

최계운

K-water 사장

발간사

 

Choi Gye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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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현지와지역을연결하고, 식량안보, 공공보건, 도시화, 에너지에관한국제적문제를하나로묶습니다. 수자원을어떻게사

용하고관리할것인가를평가하는것은세계를더욱지속가능하고평등한길로나아가도록하는데중심적인역할을합니다. 

안전한식수와수자원에대한보편적인접근성은새천년개발계획등국제적으로합의한모든개발목표에영향을미치는핵심적

인사항입니다. 수자원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는것은보건과교육결과를개선하며농업생산성을증대시킵니다. 

또한, 양성평등과여성권한강화를위한동력이기도합니다. 

지금도여전히담수에대한압박은커지고있습니다. 농업과식량생산, 에너지소비로인한수요확대에서부터오염과부실한물

관리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실제적이며증가하고있는위협입니다. 훌륭한계획과적응이없다면수억명의인구가기아와질

병, 에너지부족, 빈곤에처할위험이있습니다. 

이번 UN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은특히, 유네스코가주관하는 UN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과같은 UN 시스템내의시너지효

과의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는 물 사용을 부각시키고, 불확실성에 따른 수자원 관리에 대한 의문점을 분석하며, 전반적인 젠더

이슈에 대해 다룹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세계적인 조율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국가 제도들을 향상시키고,

이두가지차원의노력을더욱촘촘하게엮어내기위해우리의행동을촉구하는것입니다

이보고서의또다른목적은리우+20 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 UN 컨퍼런스에기여하는것입니다. 리우+20이성공한다면세

계담수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에대한통합적인접근법에관한정치적약속을새롭게할것입니다. 물이지구상의모든생명에

핵심이듯, 물은새로운세기를위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우리가만들어가는새로운비전의중심에놓여있어야합니다. 

추천사 xiWWDR4

반기문

UN사무총장

추천사

Ban Ki-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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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na Bokova

xii

오늘날세계담수의상황은어떻습니까? 우리가미래에기대할수있는것은무엇입니까? 더밝은내일을준비하려면오늘우리

는무엇을해야합니까?

이런질문들은전세계의여성과남성이존엄하게살수있도록하는능력에관한것입니다. 이런질문들은점점더고갈되어가는

지구의유한자원들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의필요성에관한것입니다. 이는새천년개발목표등국제적으로합의된개발목표를

이루고자하는모든노력의중심에있습니다. 담수는지속가능한개발의핵심이슈입니다. 그러나물이틈새사이로빠져나가듯

우리의관심에서빠져나간이슈이기도합니다.

오늘날우리는새로운지도력이필요합니다. 이러한지도력은물의사용과관리에관련된다수의행위자들을합쳐야합니다. 다

양한부문과활동을하나의일관된전체로연결해야합니다. 지방과전국을, 지역과세계를연결해야합니다. 우리는모두를위

해서담수를가장잘활용하기위해서더욱지속가능한방식으로관리해야만합니다. 이를위해서우리는우리가지금서있는곳

에대한명확한지도가필요합니다. 

UN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은 이러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유네스코의 주관 하에 UN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은 유엔워터의 회

원국들과파트너들을모아세계담수자원의상황및이용, 관리에대한새로운지도를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여러지역을부각

시켰고불확실성과리스크라는국제적인압력들에대해검토합니다. 저는무엇보다젠더문제가분석을관통하는줄기가되었다

는점을기쁘게생각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담수는 모든 개발 노력의 핵심이 되는 포괄적인 이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담수는 도시화와 과소비 저투자

와역량부재, 부실한관리와낭비, 농업및에너지, 식량생산의수요등부상하는도전과제에직면해있습니다. 담수는욕구와수

요에따라지속가능하게사용되고있지않습니다. 정확한정보는여전히흩어져있으며관리는파편화되어있습니다. 이런맥락

에서, 미래는더욱불확실하고리스크는더욱커지고있습니다. 오늘날우리가물을평화의도구로만드는것에실패한다면내일

의물은분쟁의씨앗이될수있습니다. 

우리가일관된지도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그어느때보다수자원의통합관리가필요합니다. 담수상태와수요및사용별특성

에대한향상된정보수집과공유도필요하며지역, 국가, 세계차원에서향상된관리·통제시스템도필요합니다. 우리는물이

슈를교육에포함시키는것부터서둘러시작해야합니다. 우리는또한각국정부와민간부문, 시민사회가긴밀히협력해서물을

자신들의의사결정과정의본질적인부분으로통합하게해야합니다.

다음단계는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UN 컨퍼런스를통해리우에서진행될것입니다. 리우+20은세계담수자원의지속가능한

사용과관리를위한새로운방향을포함하는 21세기를위한로드맵을설정해야만합니다. 물은생명의조건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항구적인 평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UN 세계물개발보고서가

제시하는방향으로결연히나아가야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리나보코바

유네스코사무총장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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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의추천사를요청받아기쁘고도영광스럽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된 유엔워터 기구들과 파트너들의 광범위한 팀워크의 결과이며, 특히 지속가

능한개발과UN 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의길을가로막는도전과제와리스크, 불확실성에대처하기위한것입니다. 

오늘날물이슈는그어느때보다도국제적아젠다에서더높은자리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특히나“안전한식수와기본적

인위생설비는인간의생존과행복, 존엄에내재적”이라고표명해온UN 사무총장의탁월한지도력으로인해가능했습니다. 

물의 포괄적인 특성과 이 핵심적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유엔워터를 통해 부각되었으며, 이제는 유엔워터 핵심

목표의 본질적인 요소로, 지식과 도구, 기술을 다양한 사회경제 부분에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고위급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행동의핵심입니다. 

이는특히오늘날과같이우리가처해있는위기의순간에더욱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지금이순간에도‘아프리카의뿔’지역

에여러계절에걸쳐계속된가뭄으로인해수백만의사람들이생과사의기로에놓여있고, 그로인해비상식량지원뿐만아니

라재난위기를감소시키기위한위생설비및에너지생산, 기타여러형태의지원이필요합니다. 

저는 이 핵심 보고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2012년 6월 리우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유엔워터의 의장직을 맡

았기때문에지난 3년동안의공동노력의결과가반영된이러한성취에대해개인적인기여가없었다는것이안타깝습니다. 

미셀자로

유엔워터(UN-Water) 의장및세계기상기구사무총장

추천사

추천사 xiiiWWDR4

Michel Jar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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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이후, 유네스코가 3년마다발간하는 UN 세계물개발보고서(WWDR)는유엔워터의대표적인보고서로서세계담

수자원의상황과이용, 관리에관한 UN의주장을담고있다. 보고서는국가정책입안자와수자원관리당국을일차적인독자층

으로상정하고있으나, 정부및민간부문, 시민사회와같은광범위한독자층에게수자원관련교육과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

표로한다. UN 세계물개발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및국가, 지역, 국제적차원등다양한부문에서수자원정책이미치는결과를

부각시켜사회및경제, 환경과관련된모든의사결정과정에서수자원이차지하는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번 UN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은 여러 유엔워터 산하 기관들과 수십 명의 과학자, 전문가, 비정부기구, 유엔워터 파트너들이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의조율하에지난 3년동한수행한협력의결과물로서 2012년 3월발간되었다. 빈곤완화및인류건

강, 식량및에너지, 안보및환경관리에이르기까지, 때로는서로상충되기까지하는다양한목표들이우리주변에존재한다. 모

든주요한정책방향에서이러한목표들을달성하기위해서 UN 세계물개발보고서는어떻게그리고왜수자원을사용하고관리

하며배분해야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주요전략및기술측면을다루고있다. 보고서는수자원이개발의모든측면에서중요

한이유를설명하면서, 새천년개발계획등의빈곤퇴치정책및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리우+20, 기후변화, 개별당사국총회

프로세스(The respective COP process) 등세계적정책방향과수자원과의관련성에관한중요한판단기준을제공한다.

보고서는사실에기반하며, 수자원에관한최근정보를포함하고있으며, 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최근의상황에대해서도다룬

다. 또한보고서는의사결정자들에게구체적인접근법의사례, 그리고물관리의관점및개발, 금융, 역량배양, 제도개혁등더

넓은정치적, 부문적범위에서물관련도전과제에대한가능한대응책들을제공한다. 

UN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은이전 3차례의보고서에기반한다. 처음두보고서와비슷하게이번보고서는식량및보건, 에너지

를위한수자원과각각의유엔기구들이작성한제도적개혁및지식과역량배양, 금융과같은지배구조도전과제등여러핵심

도전분야에대한포괄적이고최근의평가를담고있다. 그리고제3판에서처럼, 보고서는수자원과새천년개발계획및다른주요

정책논의에서제기된자원및기후변화, 생태계, 인류안전의다양한측면에대한압력을가하는동인들사이의연관성에대한

검토를위해총체적이고통합적인접근법을제시한다. 이번제4판은또한계속적으로어떻게“워터박스”밖에서이루어진결정

이자원과다른사용자들에게영향을주는지에대해초점을맞추고있고, 그를통해물과많은포괄적인이슈들을관련짓는다.

이러한접근법을통해보고서는물과다양한외부요소들간의상호작용이다양한부문들과영역에서분석과의사결정에포함될

수있는지에대해설명한다. 다행스럽게도이보고서가리우+20 지구정상회의보다몇달앞서발간된다. 따라서, 이보고서는

물의중요성이분명히조명될수도있는지구의미래에대한논의에서확고한논의의기반을제공할것이다. 

여러 새로운요소들이 이번 제4판에 추가되었다. 이 보고서의발간 이래 최초로, 세계물개발보고서는“불확실성과리스크에 따

른 물관리”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 하에서 작성되었다. 이 주제는 저자들과 협력 기관들을 위한 지침으로써 수많은 다양한 관련

문서들을하나의일관된서술로체계화할수있게해주었다. 둘째, 이보고서는유엔경제위원회의노력을통해다섯개의지역

보고서들을추가함으로써더욱풍성해질수있었다. 이지역보고서들은더욱지리적으로초점을맞추어결정적인“핫스팟”의파

악등물관련이슈와도전과제들을검토함으로써도전영역보고서를보완해주었다. 

올케이언버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조정관

서문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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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번 보고서는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WWAP)의 세계 물 시나리오 프로젝트(World Water Scenarios Project )의

1단계 결과를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물스트레스와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주는 외부효과의 향후 전개에 대해 검토했다. 마

지막으로, 전체보고서는양성평등및사회평등이슈가적절하고체계적으로다루어지도록주류화과정을거쳤으며구체적으로

젠더와물에초점을둔새로운장이이번판에추가되었다. 

각국이기존장점과경험에기반하여자체평가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돕기위해, 보고서는다시한번세계여러국가들에대

한일련의사례연구를포함시켜서, 다양한물리적, 기후적, 사회경제적조건들이우세한국가들의수자원상태를부각시켰다.

일련의집단적협력이매우포괄적이고통합된세계물개발보고서를낳았다. 14개도전영역보고서와 5개의지역보고서, 2권의

장들을보완하는 3개의특별보고서그리고보충자료와파트너들과검토자들, 일반대중의많은의견들을지난 3년간조율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다. 특히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의 기술자문 위원회 멤버들은 감사하게도 보고서 작성팀에게 혜안과 전문

성을제공해주었다. 물이핵심요소인매우다양한이해관계와부문들에대한광범위한전문성을고려할때, 보고서에대한균형

잡힌구조를위해서그리고가장최신의지식과정보를일관적이고조화로운방식으로전달하기위해서는중점분석이필요하였

다. 

이보고서가이전버전의보고서들과마찬가지로계속해서물과물이인류발전의모든국면에서수행했던중심적인역할에대한

주요 참조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들과 그들의 자문위원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담수자원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자료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이번 보고서가 물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을만들고영향을주는“워터박스”밖의행위자들을포함하여더욱많은독자들에게다가갈수있기를기원한다. 

UN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작업에참여한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의스태프와저자들, 작가들, 편집자들, 기고가들을대신해서

유엔워터의 멤버들과 파트너들에게 세계 물관련 도전과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식 기반이 될 이 권위 있고

중요한보고서를편찬하게된것에대해진심어린감사를표한다. 특별히감사드리고싶은분은이리나보코바유네스코사무

총장이다. 그분의결정적인지원이없었다면이보고서는완성될수없었을것이다. 마지막으로감사의글에이름을올렸지만세

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 사무국의 모든 멤버들에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보여준 직업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에 영원토록 감

사드린다. 

서문 xvWWDR4

Olcay Ü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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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고서는이탈리아정부와세계각국의많은개인들과기관들의재정적지원이없었으면불가능했을것입니다. 

유네스코의사무총장아리나보코바님이직접적인지원을해주셨기때문에안정적이고생산적인환경이가능했습니다. 

수많은의견교환과협의를통한유엔워터와그파트너가되는기관들의훌륭한협력과시의적절한기여가초기개념토론에서부

터최종단계에이르기까지이보고서의전체준비기간동안중요했습니다.

우리는유네스코자연과학부문의경영진과유네스코국제수문프로그램(IHP)의동료들의지원에감사드립니다. 

앨버트 라이트(Albert Wright), 조슈에 디온(Josue Dione), 바이마스 타알(Bai-Mass Taal), 스티븐 맥스웰(Stephen
Maxwell), 콰메돈코르(Kwame Donkor)와유엔워터아프리카회원분들의기여와상담이아프리카에관한장의성공적인완
성과지역에초점을맞춘이보고서의다양한섹션에매우중요했습니다. 

탁월한 조언과 특별한 기여를 해주신 데이비드 코티스(David Coates), 게리 갤러웨이(Gerry Galloway), 잭 모스(Jack
Moss), 마이크물러(Mike Muller), 우리샤미르(Uri Shamir)에게도특별히감사드립니다. 

또한아쿠아페드(Aquafed), 지구물연대(GWP)와미공병대(USACE)가현실적이며실질적인지원을해주신것에대해서감
사드립니다. 

사례연구에참여해주신모든파트너들께도특별히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안계셨다면 3권은불가능했을것입니다. 1권에
도움을주신로라듀빈(Laura Dubin)과마테오갈레고(Mateo Gallego)에게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필립부르세이에(Phillipe Bourseiller)씨가저작권을기부해주신 20장의아름다운사진들은이보고서전체에걸쳐서관련자
료들과함께사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사진들을기부해주신모든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그분들의성함은사진과함
께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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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코스그로브(William J. Cosgrove) 취합

즶

 

Philippe Bourseiller

주요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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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물의중심성과국제적규모에대한인식

물은 중요한 자연 자원으로 모든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생

태계의 기능이 물에 의존한다.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에 대

한 고려를 정부의 주변부에서 사회의 중심부로 이동시키는

적절한물지배구조장치가필요하다. 국가와지자체차원에

서 적절하게 자금이 투여된 기반시설과 충분한 자금이 투입

된 강력한 물 지배구조 메커니즘도 수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발전과물이주는혜택을공평하게분배하는것을보

장하기위해서필요하다.

수자원의 전부를 아우르는 특성과 국제적인 양상은 현존하

는 그리고 개발 중인 국제 프로세스의 모든 맥락에서 물 이

슈를다루는것이중요하다. 

생태계 유지, 식량 및 에너지 생산, 그 밖에 인간이 이용하

기위해필요한물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얼마만큼의물

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불확실성이크게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용한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더욱악화된다. 

물이지자체또는국가, 지역차원에서개별적으로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물은 세계적 상호의존성을 야기하며

지자체 및 국가, 하천 유역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물 사용

에 관한 결정은 세계적 동인과 트렌드, 불확실성과 분리될

수없다. 

물수요와사용은사회와경제전반에다양한혜택을최적화

하고공유하기위해서다양한물사용의균형을잡는중요하

고 전력적인 프레임워크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대개는 세부

적인개발목표달성에목표를둔개별적인방식(사일로)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파편화는 제한된 공급에 의존하는(아마도

제한된공급을두고경쟁하는) 다양한개발목표에대한리스

크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

시킨다. 또한기후변화는이러한문제를더욱악화시킨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필요를 위해 적정한 물을 공급하는

작업은대개“물부문”의전유물로여겨진다. 물부문은적절

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물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는 기대

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은 사회적·경제적·환경

적 활동 모두를 아우른다. 따라서 물은 한 부문에 제한될 수

가 없다. 물 지배 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부문적“관

할권들”을 아우르는 협력과 조율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물의

가용성은 협소한 부문적인 초점을 뛰어넘는 다양한 요인들

과 트렌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물 순환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만한다. 

기후변화는 모든 용도의 물과 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심

적인 외부 동인이다. 완화조치들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을중심으로집중되어있고, 적응은홍수및가뭄, 폭풍등극

단적인기상현상에대해계획하고대비하는것을의미한다. 

물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지도력을 갖고 있

는강력한기관들의전체경제를아우르는개입이필요하다. 

이런기관들이물관리에대해수동적인역할이아니라주도

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부문들을 포괄하는 생산적인 물 사용을 촉진해야 한

다. 물 공동체의 멤버들은 물의 많은 혜택을 최적화하고 공

유하기위해서의사결정에정보와지침을제공해야하며, 규

제당국에 어떻게 수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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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을지에대한지침과정보도제공해야한다. 

효율성과 생산성 이득만으로는 불평등한 자원 공급과 소비

또는혜택에대한접근성을바꿀수없다. 물의전부문적인

그리고세계적양상은모든국가들이당면한자원과제를해

결하고그에관한솔루션을만들기위한세계포럼들에관심

을 가지고 구체적인 공헌을 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일반

적으로 물 공동체와 특히 물 관리자들은 그러한 프로세스를

알릴책임이있다. 

세계적인 정책합의의 결과를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적

핵심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며, 애당초 각국이 국제 정책을

설정할책임이있다. 프레임워크를설정하는것은물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문적 공간적 지평

을넓히는것을요구한다. 그러나세계적인정책협약들은적

절한 지방적, 국가적 협의과정 없이 만들어졌으며, 많은 경

우 각국의 정치경제와 제도적 역량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

협약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수준 또는 지자체 수준의 해당

정책들의전반적인효율성을위협한다. 

제1부현황과트렌드, 그리고도전과제

제2장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농업용수는농업부문및도시부문, 산업(에너지포함) 부문

에서인출한모든물중 70%를차지한다. 책임있는농업용수

관리는미래의세계물안보에상당한기여를할것이다. 

미래의 농업용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있다. 농업 부문에서의 미래 물 수요는 식량을 제공해야

할사람의수와사람들이무엇을어떻게먹느냐에의해결정

되는 식량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농업용수의 수

요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계절적 기후 변동, 농업 생산과

정의 효율성, 작물의 종류, 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

해악화된다. 

농업 부문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는 40년 뒤에 식량을 제

공해야 할 인구가 7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식탁

에 70% 이상의음식을올려놓을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저장 중에 발생하는 손실과 가치사슬 상에서 발생하는 손실

주요메세지 3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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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인다면 더 많은 생산량 증가 요구를 상쇄하는 데 큰 도

움이될수도있다. 

혁신적인 기술들은 작물 산출량과 가뭄에 대한 저항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비료와 물, 새로운 살충제와 작물 보

호를위한비화학적접근법을더욱현명하게이용할수있는

방법들을만들기위해, 수확후손실을줄이기위해, 더지속

가능한 축산 및 어업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들은이러한기술을이용할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

따라서선진국들은최빈국이이러한기술에공평하고비차별

적인조건으로접근할수있는기회를보장할책임이있다.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물의 측량과 통

제 방법이 향상되어야 하며, 건설된 저수지뿐만 아니라 습

지, 토양과 같은 자연적 저장고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저장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설 건설과‘녹

색’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절실히요구된다.

새로운 상황에 현재의 물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이에 맞춰

기술을변화시킨다면많은혜택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지금도 전 세계의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나 다른

청정에너지원을이용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필요를만족

시키는 것에 더해, 인구증가 및 이주, 경제활동의 증가로부

터 발생하는 인구학적 발전 등의 외부 도전과제는 특히 비

OECD 국가들에서의에너지소비급증을야기할것이다. 

에너지와 물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과

전기가 존재하지만, 모두가 원료의 추출 및 열 프로세스에

대한냉각, 자재의세척및바이오연료용작물의재배, 터빈

에 동력 공급 등 다양한 생산과정에 물을 필요로 한다. 반대

로, 펌핑 및 운송, 처리, 담수화 및 관개를 통해서 수자원을

인간이사용, 소비하기위해서는에너지가필요하다. 

물부족지역들은무엇보다도더많은에너지용물스트레스

에 직면할 것이며 1차 에너지와 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욱효율적인물기술들을연구할필요가있다. 

물과에너지정책은대개상이한정부부처에서수립되고있

지만 정책입안자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부처간의

통합이필요하다.

하나의산업이효과적으로운영되려면적절한양의물이, 적

정한수질로, 적정한곳에, 적절한시점에, 적절한가격에지

속적으로공급될필요가있다. 

산업은 자신의 우선과제와 가치들을 먼저 다룸으로써 세계

담수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남용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2009년에 34억명이었던세계의도시인구는 2050년에이

르러서는 6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증가

한 도시 인구의 수는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전체 세계인구

와 도시로 이주한 일부 농촌 인구의 합계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서비스를받지못하는인구가많은도시슬럼지역에

서 적정한 물 공급과 위생, 배수의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도시 물 계획

과 기술, 투자,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이니셔티

브들이생겨나고있다. 

도시지역의물관리는더욱더포괄적인도시계획과통합적

도시 물관리(IUWM)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

도시 물관리(IUWM)는 자원관리구조 안에서 연결점으로써

담수 및 폐수, 유출수 관리를 포함하며, 도시지역이 관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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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된다. 

생태계는 가뭄과 홍수라는 극단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물의

가용성과수질을뒷받침한다. 

생태계와 사회, 경제 부문들 간의 치열해져 가는 물 경쟁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더 향상된 통합적 물 관

리와더지속가능한개발을향한진보의신호이다. 

제3장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담수공급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해마다 건조 기후와 습윤 기후, 건기와 우기 사이에 상당한

가변성이존재한다. 수자원관리계획과정책은이러한담수

공급의가변성과분포를고려할필요가있다. 

수자원의상태는사회, 경제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인출

의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수자원의 상태는 범람원의 거주

지와가뭄취약지역을보호하기위한수자원통제의필요성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 식생활 변화 등의 동인

들의영향을받는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지하수 인출 속도는 최소 3배

이상증가했다. 이는인간사회에서특히“지하수농업혁명”

을 야기한 관개 부문에서의 지하수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켰다. 

지하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지역의 12억에서 15억

명에이르는농촌가구들의생계, 식량안보와기타지역에서

인구대부분의가정용수공급에핵심적이다. 

많은유역에서인출은재충전속도를초과했으며, 지속불가

능하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속 불가능할 정도의 물 인출

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지하수

자원은 신중하게 관리만 된다면 미래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

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단기

적으로빙하의축소는연간강수량이상의물을하천에추가

하고있으며따라서물공급을증가시키고있다. 장기적으로

(수십년에서수백년에걸쳐서) 빙하가사라짐에따라그러

한추가적인물소스는사라지게될것이며하천유량체계에

대한빙하의완충효과는감소할것이다. 

좋은수질의충분한물공급은인간과생태계의건강과안녕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핵심 요소이다. 수질 향상에 관

한지역적성공사례들이있기는하지만, 세계차원에서수질

이전반적으로향상되었다는데이터는존재하지않는다. 

수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물

의양’만큼이나중요하지만, 최근몇십년간물의양보다훨

씬적은투자및과학적지원, 대중의관심을받아왔다. 

낮은 수질은 생태계 서비스의 악화 그리고 건강 관련 비용,

농업및산업생산, 관광등경제적활동에대한영향, 물처

리 비용의 증가,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 수질과 관련된 많은

경제적비용을야기한다. 

또한, 앞으로담수가점차고갈될것으로예측됨에따라수질

문제해결에필요한비용은더욱증가할것이라고예상된다. 

제4장수요를넘어서: 물의사회적, 환경적혜택

수자원 관리를 향상하고,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 위생설비에

대한접근성을증가시키고, 위생을촉진하는것은수십억명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

동 사망률을 낮추고, 모성보건을 향상시키고 수인성 질병의

부담을감소시키는목표달성에핵심사항이다. 

주요메세지 5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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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전성계획(Water Safety Planning)에대한예방적이

고 협동적인 접근법은 비용절감 및 수질의 지속가능한 향상

등의혜택이있음을증명했다. 각각의리스크관리솔루션은

해당물공급에맞춤형일필요가있으며, 핵심적인이해관계

자들은공동의목표에연관되어전념할것을요구한다. 여기

에는 집수지 영역에 산업용 또는 농업용, 가정용 폐수를 방

류할지도모르는토지사용자또는가정, 그리고, 환경규제

의시행과집행을감독하는다양한부처의정책입안자들, 소

비자들에게수돗물을공급하는시행사들이포함된다.

빈곤 여성들은 경제 위기의 타격을 받으며, 교육 수준이 낮

은여성들은세계대부분의지역에서위기가오면노동참여

가더욱늘어나는경향이있다.

수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과 통제권을 향상시키는 정책

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금융적 투자는 빈곤에 대한 취약성

을 감소시킬 것이며 여성이 식량 및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

자신과가족들의건강을유지하는것을가능하게할것이다.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다양한 혜택(서비스)

을 제공한다. 많은 주요 서비스들은 직접적으로 물로 인해

생겨난 것이며 모든 서비스들은 물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건강에관한트렌드는전반적인혜택의공

급에관한트렌드이며, 우리가물과균형을이루느냐그렇지

못하느냐를나타내는핵심지표들을제공한다. 

물이 뒷받침하는 생명을 포함한 생태계의 트렌드는 상황이

균형을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정책입안

자들과 관리자들은 생태계가 물을 공급하고 재사용할 뿐 물

을 소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생태계에서 물

이지속불가능하게인출된다면우리가제공받을수있는생

태계의혜택도줄어들수있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생계와 자산을

살리는 일은 핵심적인 개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는 빈곤 감축 노력과 새천년개발계획과 같은 개발목표

를달성하는데주요장애물이다. 

사막화와토지황폐화, 가뭄(DLDD) 등물부족관련주요영

향 중 하나는 식량 불안정과 피해 공동체 특히 건조지대 개

발도상국에있는공동체의기아를통해서파악된다. 

만약건조지대국가들이수자원에대한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DLDD)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물 안보를 달성할 수 있

다면,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향상될 것이

다. 

다양한개발부분들은대개그들모두가의존하는유한한수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각 부분들이 물에

대한“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물의 모든 혜택은 지속

가능한경제개발에필요하다. 수자원이제한적인국가와지

역들에서는 한 부문에 물로 인한 혜택을 주는 결정은 대개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래의 수요에 관한 불

확실성은이러한결정에복잡성을더한다. 

수자원이 제한적인 곳에서는 각각의 사용처에 물을 할당하

기 위해서, 그리고 각각의 개발 부분에 제공되는 물의 다양

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중요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도전 과

제이다. 물 할당에 대한 결정은 단지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것만은 아니며 물 기반시설 및 관리에 대한 투자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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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통해더많은결과를창출한다는점에서경제적인것

이기도한다. 

제5장물관리및제도, 역량개발

물의 특징은 모두가 물의 혜택을 받지만 매우 소수만이 왜

그런지이해하고있으며더소수의사람들이실제로물을관

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 관리는 구조적 옵션과 비구조적

옵션들이 조합될 필요가 있다. 적응적인 통합물관리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와 경제, 기후, 기술의 변화를 다루

기 위해 지속적인 적응 과정에 있는 여러 부문들과 정책, 기

관들을아우르는물관리에필요한통합적관리를제공할수

있다.

서로 경쟁하는 사용자 집단(예: 상하수도 회사, 농민, 산업

및 광업 공동체, 환경론자)은 수자원 개발과 관리 전략에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통합이 일어나고 많은 잠재적

인 혜택이 부상됨에 따라 적응 과정이 더욱 정치적이게 되

며, 전적으로기술적이지만은않게된다는의미이다. 

현재물관리는인구증가, 이주, 기술발전, 농업및산업의

발전과같은이슈의특성상예측할수없는변화임에틀림없

다. 기후변화의 망령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며 새로운 양상을 더했다. 물에 대한 게임의 규칙은 종

종물관리자가아니라행위자에의해결정되며, 그들에게는

물의 핵심사안이 아니거나 물의 중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없을 수 있다.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에

수반한 다양한 트레이드오프와 함께 주요 부문에서 물 관리

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자들과 연결된 제도적 기구

가 필요하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규칙 설립”프로세스에

참여할필요가있다. 

여전히물제도는대개기술과물공급에관해다룬다. 이러한

제도의효과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기술적솔루션에서프로

세스 및 사람들에 대한 관리로 중심점이 서서히 변경되어야

하며, 포용적인의사결정과상향식접근법을포함해야한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및 정보, 지식을 수집·저장하고 물

부문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는 지속가능한 프레임워

크의 수립이 중요하다. 이는 수자원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개선에기여할것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의사결정과 자원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는 현지의 이해관계자

와그들을지원하는서비스기관들, 예컨대정부기구와산하

기관들, 비정부 기구(NGO), 여타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

하는대화플랫폼개발등이있다. 

제6장원데이터에서정보에근거한결정까지

물 공급과 사용에 관한 정보는 수자원의 현황과 사용, 관리

에대한신뢰할만한객관적인정보가필요한각국정부들에

게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농민과 도시계획자, 상하수도 회사, 재난관리 공동체, 사업

체 및 산업체, 환경주의자들은 모두 정보를 제공 받을 필요

가있다. 

지표에 덧붙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의 경우, 세계적, 또는 지

역적, 유역의차원에서체계적이고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면 기후변

화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를 추적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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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디자인 목적에서, 엔지니어들은 대개 특정 분수령과

유역에서의수문순환과정이시간이지나도변하지않는확률

분포를 통해 설명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수문 과정

의 역사적, 통계적 특징은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

거나 정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지구의 기후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변화로 더욱 극단적인 사건

이 발생할수록 물에 대한 계획과 관리는 더욱 힘든 일이 된

다. 문제는 물 계획과 관리에 이러한 물 공급과 수요의 비정

상성에대한고려를어떻게가장잘반영시킬것인가하는것

이다. 

물 지표에 대한 관심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한우려가“정적인수문학”가정이더이상물의가용성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낳았다. 이는

수자원 가용성에 대한 추측의 근거인 하천유량에 대한 세계

적데이터의제한적인가용성에대한관심에초점을맞췄다.

원격측정으로측정할수있는강우량에대한가용한데이터

는 많이 존재하는 반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출수의

변화나지하수의함양은훨씬측정하기가힘들다. 

물이상대적으로가치가낮고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기때문

에, 물사용은종종직접적으로측정되지않는다. 수자원은대

개 많은 상이한 정치적 관할권 간에“공유”되기 때문에 상류

의국가들은자원의가용성과사용에대한정보를하류지역의

국가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는 물

의분할에대한분쟁에서사용될수도있기때문이다. 

수자원의 균형적인 할당과 보호를 위해서 지표들은 신중하

게 선택되고 설계된 정책 수단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수

단들에는 규제(예: 기술 표준, 성능 표준)와 쿼터, 접근 규

칙, 할당 절차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단들(특히, 가격책정 메

커니즘및생태계서비스에대한지불) 등이포함된다. 

물은대개계절마다그행태가변화하는자연적구조에서발

생하기때문에, 유량같은단순한매개변수를측정하는것조

차보통은매우많은돈이든다. 물과그사용에대한유용한

가공된정보의중요한흐름으로아직변환되지않은원격측

정으로 수집된 대규모 자원 기반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상

실측 정보없이 원격 측정만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할수도 있

다. 현존 하이드로메트(Hydromet)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강화하는것은올바른수자원관리및계획, 설계, 운영의필

수 조건이다. 물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

력의 가장 효과적인 동인은 정치, 경제적 활동 부문의 정책

입안자들과정책결정자들의수요일것이다. 

정부의 관점에서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수자원은 중요하지만

국가경제에대한영향이대개는고려되지않는다는것을인

식하고 있다. 현재 물 이행사들의 국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물 사용자, 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더 광범위한 세계 공

동체에게도 수자원과 사용, 사용자, 물로 인한 혜택, 그리고

이 혜택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 비용과 부정

적인 영향을 짊어지는지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과 질에 대하

여상당한향상을이루어낼큰기회가있다. 

제7장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지역은 고질적인 빈곤과 식량

불안정, 식수·위생시설의매우낮은보급률, 만연한저개발

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자

원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

적, 경제적, 제도적역량이결여되어있다. 

전반적으로아프리카에서는네명중오직한명만이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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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있다. 수력발전이아프리카에너지의 32%를공급

하며, 재사용가능한수자원의 3%만이수력발전에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기필요량 전체를 충족

시키기에충분한광대한수력발전잠재력을지니고있다. 

사하라사막남부의아프리카지역에서가뭄은지배적인기후

리스크이다. 가뭄은경제적으로생계와농민들의식량안보를

파괴하며, 1/3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에상당히큰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홍수또한기반시설과

교통, 제품 및 서비스의 흐름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주며,

물공급을오염시켜수인성질병의발생을야기할수있다. 

유럽과북미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풍

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 이 지역의 수자원에 대

한 수요는 크다. 특히 1인당 물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북미인들의경우, 유럽인들의 1인당물사용량보다 2.5배나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물값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유럽인구중 약 1.2억은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

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는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서 물

관련질병이발생하기도한다. 수질은유럽의많은지역에서

고질적인문제로남아있다. 질소, 인, 살충제등이수계로흘

러 들어가며, 특히 농약은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수자원에 해

로운영향을주고있다. 

최근의 표준 지침과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물관리

지침(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은 EU

물법률중가장중요한부분이며세계에서유일한초국경적

인 물 제도이다. 이는 국제 물 관리에 대한 역사적 프로세스

를가속화하고심화시켰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우 역동적이며 빠른 도시화와 경제

성장, 산업화와 광범위한 농업 발전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만 사회경제적인 물개발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역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동

인들이기도하다. 이러한경향에따른집중적인자원사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물 생태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

고있다. 

세계 기아 인구의 2/3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식

량안보는이지역의중요한이슈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훼손하

는 자연 재해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대

부분 경제 성장이 연안 지역 또는 홍수 취약 지역에서 일어

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매우 많고 태풍과 폭풍

우에특히취약하다. 

태평양지역의군소도서국(SIDS)은열대성싸이클론및태

풍, 지진 등의 환경적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기후변화

는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 해변 침식 등 예견되는 결과들

로 인해 군소 도서국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열

대성싸이클론하나가수년간의개발노력을물거품으로만

들수도있기때문이다. 

이지역은대부분단기적인복지정책및물인프라개발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에서의생태계효율성을포함한더욱전략

적이고장기적인복지정책개념으로전환하고있다. 

주요메세지 9WWDR4

즶 Shutterstock/Shi Y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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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LAC)는 일부 매우 건조한 지역

이있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습윤지역이다. 이지역의물사

용 패턴은 공간적으로 산발적이며 상대적으로 소수의 지역

에매우집중되어있다. 

멕시코와브라질, 몇몇중미국가들을제외하면 LAC지역국

가들은 천연자원의 수출에 의존한다. 광물과 식량, 기타 농

산품, 목재, 어류, 관광서비스등의제품에대한국제적수요

는 최근 몇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쟁적인 물 수요

와 이 지역으로부터의“가상적인”물의 수출에 영향을 초래

한다. 

비록 대부분의 LAC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식수·위생 시설

보급률을보이고있지만서비스의질은큰차이가있으며농

촌과 도시, 국가 간에도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개선된 물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약 1.2억 명이 적절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없는사람들의대부분은농촌

지역에거주하는빈민들이다. 

많은 LAC 국가들의 빈약한 물 지배구조는 대개 최상위층부

터최하위층에까지이르고있다. 수자원관리만제한되어있

는것이아니라대부분의물기반서비스들의관리도제한되

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약한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는중미와카리브해지역, 안데스지역의최빈국들은기후

변화로인한리스크에가장크게노출되어있다. 

아랍과서아시아지역

아랍과서아시아지역의인구증가와인구이동, 소비증가, 지

역적 갈등, 물 지배구조의 제약은 물의 양과 질에 관련된 리

스크증가를초래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결과적으로지

속가능한 공유자원에 대한 관리 및 사용뿐만 아니라 농촌지

역개발과식량안보를촉진하는정책적인성공을불러왔다. 

물의 희소성은 아랍 지역에서는 식량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곡물수입은연간 5천만톤의곡물을수입하는중

동과북아프리카지역의“가상적인”물소비의큰부분을차

지한다. 이는 외부 지역의 농업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강화했

으며, 사실상가상수의수입을증가시켰다. 

주기적인 갈등은 아랍 지역의 특징이었다. 폭력적인 갈등으

로인해베이루트와쿠웨이트, 레바논에서다양한시기에물

인프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공급 확대보다는 복원이 필요

했다. 아랍지역에서 가용한 수자원의 약 66%는 다른 지역

에서 기원한다. 때때로, 이는 상류지역 국가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지자체 수준의 물 갈등도 행정 구역들과 공동체,

부족들간에존재할수있다, 

지역-글로벌연계: 영향과도전과제

물 관련 자연재해는 인간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

전에 주요한 장애물이 되어왔다. 가뭄은 농업 생산에 큰 영

향을미쳐왔으며, 이는결과적으로식량가격급상승과식량

부족을 야기했다. 가뭄의 증가는 다른 주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량 폭동 및 정치적 불안 등 광범

위한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물 부족은 다양한 강도와 규모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비

록 이러한 갈등은 지역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평화와

안보라는더넓은맥락에서도전과제가된다. 수자원에관한

갈등은 인종갈등으로 변모하거나 인종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인종갈등은대개미래에대한집단적인불안

감에의해악화되는데, 물부족이그러한불안감에어떻게든

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수자원을 고려할 때,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포함시켜야

하는 타당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자원 고갈의

원인 중 하나는 수자원이 하나의 자원으로써 대개 저평가되

고있다는사실이다. 따라서수자원에대한가치를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자원을 제품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자원에

대한가격을설정하는데있어가장좋은솔루션인가는생각

해볼문제다. 

수자원은 규범과 가치를 통해서 합당한 가치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하지않는다면위기가찾아올수밖에없다. 

10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4-1-1권4   2013.12.13 11:42 AM  페이지10   mac3 



제2부불확실성과리스크에따른물관리
서론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은 진화하

고 있으며, 생활수준 및 소비패턴, 기대수명도 변화하고 있

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시 지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후가 변화하듯이 토지이

용과토지피복도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가일어나는속

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 장기적인 영향은 대체로 불

확실하다. 단절이있을수있으며, 변화를되돌릴수없는임

계점이존재할수도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기회가 된다. 과거에 발생한 것은 변

경할 수 없지만 미래는 현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은 인간 활동과 지구의 표면과 생태계, 사람들에 대한 기

후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주요 매체이다. 즉, 사람들이 변화

의영향을가장크게느끼는것은물과수질을통해서다.

변화를 위한 적절한 적응이나 계획이 없다면, 수억 명의 사

람들이 기아와 질병, 에너지 부족, 물 부족 또는 오염, 홍수

로인한빈곤으로고통받게될것이다. 물의양과질에대한

변화에적응하는것은그불확실성과리스크와함께물관리

의도전과제이다.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의 리스크 또는 결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때로는 한정적일 수도 있다. 강력한 의사

결정은 큰 불확실성하에서의 다양한 관리 조치들을 뒷받침

하려는도구이다. 

의사결정권자에게(조치및무대응등) 다양한결정이수자원

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주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

은 전반적인 자원관리를 향상시키고 위협과 부정적인 영향

을감소시키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제8장불확실성에따른노력과리스크관리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물 관리자들과 사회경제적 정책입안자

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이 불

확실성과리스크에대해더많이이해할수록, 이러한리스크

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

로계획하고설계하고관리할수있다. 

오늘날 수자원 계획자와 엔지니어들은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았고 과거의 사건들의 가변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극단

적 상황들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그러한 극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목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 계획자들과 관리자들은 토지

사용및도시화, 그리고미래의강수량및증발량, 지하수침

투량, 지표수 유출량, 수로의 유수량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

향력을 자신들의 분석에서 의미있는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만한다. 

어떤 설계가 채택되더라도 실패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장기적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들은 어떤

수준의 리스크가 용인될 수 있는가와 미래의 기반시설 확장

비용을절감하는설계에얼마나많은돈을지출할수있는가

등이있다. 

결정의 결과에 대한 확률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 의사결정은 리스크 분석을 토

대로 하여 내려질 수 있다. 의사결정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

한 것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석 도구와 기법을 사용하여

주요메세지 11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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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될수도있을것이다. 

결정과정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리스크와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리스크

평가및결정승인과정에서충분히검토될것을보장할것이

다. 상호작용하는 결정 지원 모델들(Decision support

models)은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서개발되

어성공적으로사용되어왔다.

아마도 인간과 생태계 프로세스에 대한 제한된 이해 때문에

또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의 내재적인 불확정성 때문

에 가능한 사건 또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 확률을 설정하는

것이힘든상황에서, 우리는여전히그러한결과의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결정을내려야할지말지에관한시나리오들을작성할수있

을 것이다. 물의 미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결정된다. 

물관리 기구들은 사용자들과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비정상성

(非定常性)을고려하고수자원프로젝트를더욱적응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대안적인 방법론 개발에 참여할 필요

가있다. 

만약 인간이 주어진 수자원의 한계 내에서 생활할 것이라면

(그리고다른선택권이없다면), 사람들은그러한자원을제

공하고 처리하며 분배하는 자연시스템의 한계 내에서 생활

해야만 한다. 인간은 물의 할당과 사용을 결정할 때, 기반시

설과 인간 활동과 함께 자연적인 생태계를 통합적인 방식으

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각각은 서로에게 영향과 혜택을

주면서하천유역의통합적인시스템내에서함께관리될필

요가 있다. 살아있는 시스템들 간의 상호연결성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리스크와 장기적인 리스크 모두를

감소시키는수단이다. 

제9장주요동인들과관련된불확실성과리스크에대한이해

수자원에대해예견되는압력들은물관리자의통제밖에존

재한다. 이는물수요와공급간의균형에때로는불확실한방

법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물 관리자

와사용자들에게새로운리스크가생겨날수도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증가는 물관리 전략에 관한 다른 접근

법을필요하게만든다. 

물 스트레스와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동인들로

는 생태계와 농업, 기반시설, 기술, 인구변화 등이 있다. 물

지배구조, 정치, 윤리, 사회(가치와 자산) 등의 궁극적 동인

들은주로근접한동인들에대한영향을통해영향력을발휘

한다. 

기술적향상이나정치적개입이없을때, 물부자및물빈곤

국가뿐만아니라각국의부문들과지역들간의경제적양극성

은증가할것이다. 이는물이더필요한, 더많은사람들이더

낮은 수질과 더 적은 양의 물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당은당연히가장높은비용을내는부문이나지

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식량 및 에너지, 물

과위생에대한기본적인욕구를만족시킬수없는사람이대

폭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정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지금보다명백히후퇴된양상을띠게될것이다. 

순전히도시인구의증가로인해증가할것으로보이는도시

물 생산과 폐수 처리에 적용될 향후 기술 발전은 절대적인

물 인출과 폐기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의빠른활용은인간이환경에미치는영향으로인해세

계적인 인식의 예견되는 진화, 특히 물 희소성에 대한 이해

의증진과궤를같이할것이다. 

기후 변화와 맞서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정은

저소득국가들에서 인식제고와 적응을 위한 상당한 자금조달

과함께 2040년경에실행될수있을것이다. 대부분의기후

변화 영향은 물을 통해서 감지되기 때문에 이는 물 금융의

전반적인차원에대한긍정적인반향을일으킬것이다. 이는

물 인프라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투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감소와 지속가능한 동원뿐만 아니라 위생 네트워

크의보급률향상을이끌수있다. 

하천 유역의 기구들과 분권화된 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중앙

물당국이각국내에서효율적으로물을관리하기위해권력

과 자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잘 규제된 가격설정과 혁신

적인 물권리 거래 메커니즘의 촉진을 통해 사용자들 사이에

서의 역동적이고 기후에 대응적인 물의 재할당을 활성화할

것이다. 물 시나리오의 개발은 계속되는 물관리의 통상적인

방식들과 관련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더욱 더 필

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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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가치평가되지않은물이불확실한미래를야기한다

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국가의 경제적, 금융적

고려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정치인그리고기획, 경제, 금

융, 물사용부서의공직자들등의행위자들에의해만들어진

다. 또한, 물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경우 그리고 물 개발과 관

리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윤리적형평성및공중보건과관련해서표현된다. 

물은 점점 더 산업 및 광업, 전력, 관광 등 경제활동의 위치

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물스트레스 지역에서

일하거나 투자를 고려한 회사들은 자신들의 운영적 리스크

와명성에대한리스크를야기할수있는자신들의“물발자

국”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각국 정부 및 국제 기구, 시민사회,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결

정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이다.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물의모든혜택을완전하게평가하지못한다면물과물

에 대한 관리부실을 초래하는 정치적 태만이 야기될 수 있

다. 

경쟁적인사용에부족한물을할당하는것은물관리의핵심

이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자원에 대한

압력은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의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물에 관한 스트레스는 주로 네 가지 상호관련 있는 다

음의 프로세스에 의해 야기된다. 즉, 인구 증가 그리고 경제

성장, 식량 및 사료, 에너지(바이오 연료도 그 중 한가지 에

너지원) 수요증가, 기후가변성증가가그것이다. 부문들내

에서, 한 사용자 그룹에서 다른 사용자 그룹까지, 부문들 간

에 어떻게 점차 희박해지는 물을 공유하고 할당하고 재할당

할것인가에대한선택이이루어져야만한다. 

제11장변화에대처하기위한물관리제도의변형

독립된 생태계와 사회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생태학적 체계로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 한 가지로 정의된 미래에 대한 계

획대신에물관리기구들은불확실하지만다양한정도의확

률을 갖는 가능한 광범위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평가수단을더향상시킬필요가있다. 

사회적 위험감수와 서비스의 신뢰도를 정의하는 것은 그것

이새로운약품에관한것이든원자력발전소에관한것이든

물인프라에관한것이든각각의사회내부에서계속적인대

화를통해결정해야하는사회적계약의일부이다. 통합적인

수자원관리(IWRM)는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

기 위해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는 종종

의존적인 경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합적인 수자원관리

(IWRM)는 직접적인 통제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는 외생적

변화에 계속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집약적이며 그야말로 적

응력을갖춰야효과적일수있다. 적응적관리는관리조치의

결과와 다른 사건들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

라, 불확실성에맞서유연한의사결정을촉진하기위한절차

이기도하다. 

본질적으로 복잡한 세계에서 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

대부분은 워터박스 밖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결정들은 각국

정부들과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려진

다. 따라서, 기술전문가들이 정부내의 의사결정권자뿐만 아

니라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술

전문가들과 정부 의사결정권자, 사회전체간의 공식적인 관

계를수립하는것을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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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물관리에서 무엇이 고려되었는가를 뛰어넘는 것

즉, 워터박스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농업 및 광업, 에너지 같은 부문들과 토지관리와

물관리를 상호 연결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확률

을향상시킬것이다. 이를실현하는것은지도층에게는매우

힘든일이다. 전통적접근법의관성과다양한부문들의저항

을극복하는것은여전히힘든과제이다. 의사결정권자가이

러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게는 비판을 견디고 권력을 다른 부문과 공유할

수있는용기도필요하다. 

특정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하

기 위해 의사결정권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만 한다. 따라서 이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의통제력을가질수있도록충분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해

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스

트레스는줄어들수있으며, 긍정적이고현실적인결과를얻

을수있을것이다. 

제12장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물에대한투자와자금조달

물은모든측면에서“하드”한기반시설을위해서그리고“소

프트”하지만똑같이중요한데이터수집과분석, 배포, 인적

자원, 기술적 역량, 규제, 기타 물 지배구조 이슈 등의 항목

들을위해서현재일어나는것보다높은수준의자금조달을

필요로한다. 

물리적 자산과 자연적 자산 모두에 관한 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성장의동인이며빈곤감축의핵심일수있다. 

자금조달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물 지배구조는 불확실성을

감소하고리스크를관리하는데핵심적이다. 환경통제및지

하수 모니터링, 추출 허가,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등

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물 지배구조는 수자원의 과잉사용 및

재앙적인 지표수 오염, 회복 불가능한 대수층 오염 등의 리

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때때로 일부 이러한 물 지배구조

의 기능들은 추출 요금 및 오염 부담금을 통해 자체적인 자

금조달이가능할수있다. 

전국적 관측 시스템의 방치와 쇠퇴는 중요한 수문학적 데이

터의 손실을 야기한다. 각국의 물 및 물관련 기초 정보 업그

레이드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는 좋은 수익을 보여

줄수있으며국제개발공동체의지원대상이되고있다. 이

러한 정보는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이지만 종종 심각하게 자

금 조달이 안 되어서 제공받을 수 없는 국지적 또는 하천유

역, 지역적, 국제적차원의공공재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적응과 완화 프로젝트들은 이러

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적응 펀드 등의

광범위한개발펀드를유치할수있다. 하지만, 더많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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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완화에대한노력들은특정한상황에맞는각자의자금조

달원에 의지해야만 하는 준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그리고농민, 가정의몫이될것이다. 

담수화 및 재생수 같은 기술사용의 증가는 담수 지표수 및

지하수 인출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할 때 리스크를 감소시키

고 분산시킬 수 있다. 담수화 플랜트와 재생수 사용을 위한

일부 프로젝트(여기에는 폐수처리 플랜트에 대한 상당한 투

자가 수반된다)는 자본과 상업적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하는독립적인상업벤처에적합하다.

물을위해상업적인금융자금을조달하는것은 2007년이후

세계 금융상황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라틴 아메리카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문제들

뿐만아니라물인프라프로젝트에대한민간차원에서의관

심이 줄어들었으며 현재의 민관합작(PPP) 벤처의 파트너들

을불안하게만들고있다. 유동성이부족해지고세계적인은

행의문제들이국내은행들에여파를미침에따라이러한금

융환경은 인허가 거래(Concession deals)(예: 자본)에 자

금공급을하는벤처캐피탈(예: 자본)과대출자본의공급에

영향을 주었다. 공여 기관들의 기술 지원 및 리스크 공유를

통해개발된많은혁신적인거래들이위험에처해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금융적 파산의 리스크는 해당 프로젝트

의리스크프로파일과현금흐름에대한금융적조건을조정

함으로써관리될수있다. 복잡한대형프로젝트는수용가능

한전반적인조합을달성하기위해서다양한종류의금융(상

업적 대출, 우대 대출, 보조금, 자본)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

화되고있다.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직면해서 자금조달에 관한 실현 가능

한 접근법이 있다. 현재 사용가능한 일련의 리스크 공유 장

치를 사용하여 상환 가능한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화

방안 및 표준의 검토, 기술적 운영, 징수율의 향상, 물 사용

자로부터의 더 바람직한 비용회수, 더욱 예측 가능한 정부

보조금과 공적개발원조, 기본적인 수익의 더 지혜로운 사용

의혼합을수반한다. 

제13장물관리관점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시도되었던 접

근법들을 검토함으로써 상이한 환경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

례를 통해 이런 저런 교훈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대

응은 대개 수자원 계획 및 정책, 기반시설 설계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운영 규칙을

발견하고평가할수있는다양한도구의사용을포함한다. 

가장직접적인불확실성감소방법중하나는현재와미래의

물의 가용성과 수질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증진하는것이다. 데이터수집및분석역량, 예측능

력모두는불확실성을감소하는데필요하며할당과사용, 동

원,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데도 필요하다. 물에

대한리스크가감소되지않고있지만, 이해는증진되었다. 

적응적인 관리 전략은 새로운 통찰에 기반하여 진로를 바꿀

수 있게 해주며, 제도적 환경과 유연하고 에러에 강한 기술

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투

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소규모 빗물 탱크와 대규모 댐에서부터 지하수 대수층을 인

위적으로 재충전하는 시스템과 더 많은 물을 보유하도록 하

는토양개선에이르기까지다양한물저장프로젝트에자금

을공급하는것은물저장에대한증가한요구들을충족시키

는한가지옵션이다. 

가뭄시 저장된 물은 식량 안보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 현대

의 소비자들이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금융자

산을 다각화하듯이 소규모 농민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물 계정”(Water

accounts)을사용할수있다. 

제한된 물 가용성과 증가하고 진화하는 수요와 더욱 희소해

지는 금융적이고 물리적인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상당한 리

스크와 불확실성하에서 효과적인 계획을 해야 하는 의사결

정권자에게는 어려운 상충관계를 만든다. 각국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예방적인 접근법 또는 현상유지

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정책변경은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이변화를수행하는거래비용을초과할때만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상충관계가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물 영역 안

팎에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것이 다양한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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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과 장기적으로는 물에 대한 혜택으로 이끈 윈윈 사례들

이존재한다. 

제14장워터박스밖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물부문안에서직면하는많은문제들은다른부문에서내려

진 결정들로 인한 것이며, 물 문제에 관한 많은 솔루션도 이

러한부문안에서찾을수있다. 물부문안팎의대부분의결

정은리스크관리의특정한형태를수반한다. 미래의혜택이

나위협을예측하는것은부문적결정과사업적결정모두에

중요한부문이다. 이러한결정들은언제나물을고려하는것

은 아니지만, 종종 물에게 영향을 주며, 물 관리자가 선택할

수있는결정과반응의종류에영향을준다. 

식량과 식수,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위한 물

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선 많은 개발 노력들은 물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개발은 더

많은물사용을의미하며, 더많은물오염은더높은수준의

경제성장에서비롯된다. 

다양한경제성장의경로를선택하는것은물의가용성에관

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트레이드오프와정치적비용이매우높으며즉각적으

로 감지되기 때문에 매우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러한 선택권

을가지고있다. 

일부경우에녹색성장은개발과제예를들면, 화학비료에대

한접근성부재가지속가능한개발기회로전환되는것을의

미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현재의 물 부족은 각국이 더 녹색

의성장을향한도약을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기술적혁

신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있다. 기후 변화는 인류 사회가 현

재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이다. 세계적 차원

에서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 같은 특정 형태의 영향이 일

어날 가능성은 높을 것 같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 영향

은훨씬예측하기어렵다. 

대부분의 기업 의사결정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관한 접근

법을 기반으로 한다. 투자와 생산 방식에 대한 결정은 미래

에 대한 추정을 한다. 재정적 상황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

되는 많은 의사결정들도 물과 관련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하는효과적인수단을제공할수있다. 

해당지역에투자와사업을유치하기위한과세율또는재정

적 인센티브 등의 정부 정책과 법적 제도는 투자적 맥락에

대한 한계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물 기관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투

자를 유치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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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류의결정사례는여전히매우드물다. 

수자원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도

구들이 특히, 물이 생산과정의 핵심 투입물일 경우, 사업적

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또한 다른 경우

라면 사업 소유주들에게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트레이

드 오프와 비용, 혜택 및 부가혜택을 부각시키는 것을 도울

수도있다. 

물과보건계획간의윈윈혜택은세계적인유행병과빨리전

염되는 동물 및 인간 질병의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 찾을 수

있다. 물이 전염의 매개체로 역할을 하거나 특정 전염병의

발병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

행병에대한예방노력(또는대비노력)은물관련리스크와

불확실성을관리하는데혜택이될수있다. 

많은 국제 기구들은 물-식량-에너지 관계를 오늘날 정책 입

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선택이며 리스크이자 불확실

성으로 묘사하며 부각시키고 있다. 한 측면을 다른 측면에

비해 중시해서(예: 식량안보 대 에너지안보) 발생한 의도되

었거나의도되지않은결과들에대한사례는풍부하다. 핵심

적인 도전과제는 리스크의 복잡한 상호연결성을 통합적인

대응 전략으로 통합시키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보험은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지만 물 관련 리스크의 영

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오래된 리스크 완화 메커

니즘의 하나이다. 지수기반(또는 파라미터 연계형) 보험도

모든부문의리스크관리를위한가능한강력한도구로부상

하고있다. 

국제 공유 유역에서 물 할당에 관한 물 조약 또는 협정은 크

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뢰구축 메커니즘의 구축 및 이해관계

자들의 행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일정 수준 높임으로써 다

른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부가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종

종인용되고있다.

물 이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과 조약도, 특히 수자원 사

용에 관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상호 보장을 제공하는 경

우, 물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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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 사용자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필요한 또는

원하는 물공급을 차질 없이 받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는 농업 및 에너지, 보건 등 주요 개발 부분에서 물

이 주는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도

없다. 세계의 많은 사례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물의 중

심적인 중요성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모든 국가와 시민들에

게필수적인사회경제적, 환경적시스템이무너지게될것이

라는사실이다. 

종종식량, 에너지, 보건, 환경의“넥서스(Nexus, 결합)”라

고일컬어지는사회와경제발전의모든측면은물에의존한

다는것이진실이긴하지만그것은절반의진실에불과하다.

실제로는상호의존적인관계이다. 발전을이끌고, 어떻게수

자원이 할당되고 관리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적·경제적결정을야기하는모든활동은, 가용한물의질과

양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그 결과 다른 개발 과정에 영향을

준다. 사실 넥서스의 모든 부문은 물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구증가와생활수준향상에따른자원수요증가, 기타외부

적인 변화의 동력이 조합되면서 관개 및 에너지 생산, 산업

용수, 가정용수에 필요한 국가와 지역 차원의 물 공급에 더

욱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빠르고 가속화

되며종종예측불가능한변화를겪고있으며물관리자들에

게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결합의 모든 개발관련

부문에물을통해리스크를증가시키고있다. 동시에기후변

화는 담수공급에 관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으며 농

업과에너지같은주요물사용부문은미래의물수요에관한

불확실성을더욱악화시킬것이다. 요약하면, 수요와공급의

변화에대한결정요소가그자체로예측불가능한변화를겪

고있는것이다. 

물은 특히 식량 등 모든 상품과 원자재 생산에 핵심적인 요

소이면서 시장용 상품과 관련이 깊다. 세계 무역은(알게 모

르게)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가상의 물에 대한“수입과 수

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

들은(희소성의 증가와 오염도 포함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

보호시스템에 관한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영향력에 대해

일부 부담을 지고 있다. 물의 수요와 가용성이 점차 불확실

해짐에따라, 모든사회는기아와갈증, 높은수준의질병발

생률과 사망률, 생산성 하락, 경제위기, 생태계 파괴와 같은

부적절한 물공급과 관련된 광범위한 리스크에 점점 취약해

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물은 세계적 관심 사안으로 최악의

위기를맞고있다. 

이번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은“모든 물사용자들은(악화시

키든향상시키든, 알고그랬든모르고그랬든) 변화의동인”

이며 물 순환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사

례에 따르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물관리에 대한“통상적

인”접근법은생명과행복(Well-being)을유지하는생태계

를완전히도외시하는것과마찬가지이다. 

과거의태도는(많은경우정부는물관리를하나의“부문”으

로기대했으나식량및에너지, 보건등실제부문들의의사

결정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물순환과 다른 사용자들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책과

행동의 단절을 야기했고 또한 관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직책을 만들었다. 다양한 공동체의 사용자들과 의사결정자

그리고 물 관리자들이 서로 고립되어서 상호작용이 없는 것

은 수자원의 심각한 악화를 불러 일으켰고, 물에 의존하는

모든부문들에리스크를증가시켰다, 

아마도 이러한 평가의 가장 문제되는 측면은 물순환 전반에

서 보여지는 변화의 속도가 물 전문가들을 다소 당황시킨다

는것이다. 즉과거는더이상미래의물수요와가용성을예

측하는믿음직한수단이아니게되었다. 현재물순환에가해

지고있는다양한압력을이해하는것은미지의바다에있는

지식의 섬으로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은 모든 물 사용자와 모든 영역의 지

도자 및 의사결정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행동이 물의 양과

질, 분배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지식을 쌓고 공

유하도록 도전과제를 설정했다. 이런 집단적인 노력만이 물

을통해사회에제공되는많은근본적인혜택들의균형을잡

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방안을찾는방법이다.

보고서 3판에서 논의했듯이, 세계화의 과정은 수십억의 사

람들에게 혜택을 가져왔으나 많은 사람들을“밑바닥 십억

(세계의인구중소득기준으로약 10억명의최하위층을의

미)”의처지에놓이게했다. 이밑바닥에서여자와아동들은

제대로대표되지못한채한계상황에처해있으며현존리스

크에가장취약하다. 지역에서세계적인차원까지물이가져

다주는많은혜택을공평하게나누는방법을파악하는것이

꼭필요한변화의핵심이될것이다. 

서론 19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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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련이슈들을해결하기위한조치들이명백히평등이슈

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극빈층과 취약계층은 이러한 수단의

결과에서오는혜택에서계속소외될가능성이있다.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협동하여물공급과사용, 관리를향

상시키기위해물순환에영향을주는동력을빠르게변화시

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성공사례가 있다. 보고서(13장과

14장)에 소개된대로, 이러한성공사례는광범위한 물 이해

관계자들에 의한 지식구축 및 정책, 기술, 투입 증가의 상호

작용을부각시킨다. 하지만이런사례는모든상황의복잡성

또한부각시키며한측면에대한지나친강조는노력을불안

정하게할수도있다. 

세계물개발보고서제4판의새로운내용

세계물개발보고서 1판과 2판은 다양한“도전적인 영역”에

기초하여물에영향을주고관련이슈와트렌드개발에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했다. 주요 유엔기구들의 조율 하에,

이런 도전적인 영역들이 자원과 생태계의 상황을 설명한 각

각의장으로제시되었다. 주요사용부문은인류보건, 식량,

농업, 산업, 에너지, 거주지이며관리과제는리스크관리및

물공유, 물가치책정, 지식과역량강화, 물지배구조였다. 

3판은다른접근법(과구조)를취했다. 물영역에대한전체

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외부요소들과 지국 수자원의 상

태및사용, 관리에미치는역할을인정하고있다. 외부동력

(External forces)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변화의 주요“동

인”에대해대략적으로설명하고어떻게이런동인들이궁극

적으로 담수자원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지(그래서 어떻

게담수자원에영향을주는지)에대해설명했다. 3판의주요

내용은물에대한대부분의의사결정은물관리자에의해내

려지지 않고“워터박스”외부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내려

진다는것이다. 즉, 시민사회, 기업, 정부지도층의행위자들

에의해결정이내려지는데, 정책수립, 자원할당, 기타정

치적 운영적 이슈에 대한 그들의 결정이(할당과 수요를 통

해) 직접적으로(다양한 변화의 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

에영향을미친다. 

4판은 앞선 보고서들과 다른 요소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부완전히새로운양상을포함하고있다. 우선, 1판과 2판

에서 기반이 마련된 12개의 도전영역 보고서를 강화했다.

이 보고서들도 주요 유엔기구들의 협력하에 준비되었다. 하

지만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했던 이전 버전들

과는 달리, 새로운 도전영역 보고서는 주요 도전과제 및 최

근 상황, 새로운 트렌드, 외부 동인, 수계에 가해지는 압력,

그리고이러한요소들이어떻게불확실성에대한이해및리

스크관리, 기회파악을향상시킬수있는지에집중함으로써

더욱짧아졌다. 이러한맥락에서기반시설에대한적응적디

자인기준에서부터수요관리및제도적역량강화, 다양한개

발부문에대한정책등의구체적인사례를통해서물관리와

정책에대한접근법을설명한다. 

둘째, 이 도전영역 보고서 이외에도 4개의 새로운 보고서가

도입되어이전에는구체적으로다루어지지않았던이슈들을

다루고있다. 즉수질및지하수, 젠더, 사막화, 토지황폐화

및가뭄에대해다룬다. 

셋째, 물에 대한 국제적 도전과제가 나라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는것을고려하여 5개의지역별보고서가포함되어 4

판에서는최초로지역별중점사항을제시하였다. 이“지역별

보고서”는 도전영역 보고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유엔경제위원회에의해조율되었다. 

넷째, 4판은 3판에서 설명된 동인들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

하였고,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런 분석

은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1단계

결과에서도출되었고, 4판에는프로젝트에대해서도설명하

였다. 

다섯째, 4판은이번보고서의가장중요한토픽으로“불확실

성과 리스크에 따른 물관리”라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는 4판이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

라불확실성과리스크라는렌즈를통해수자원과그사용및

관리에 대한 현재의 도전과제를 검토한다는 뜻이다. 4판은

다양한 외부 동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워터박스

안팎에서발생하는리스크관리를검토함으로써 3판의총체

적접근법을한층더발전시킨다. 

요컨대, 1판과 2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법과 3판의 총체적

인 접근법을 기초로 4판은 물의 도전영역과 다양한 지역이

직면한결정적이슈들에대해설명하고물과연결된외부동

력(즉, 동인)을포함시켰다. 그과정에서 4판은독자에게정

보를 제공하고 가속화되는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협과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야기하는 상호 연관된 동력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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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동인들은 효과적

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물의 할당과 사용 관리를 통해 중요

한기회와혜택조차창출할수있다는것을강조한다. 

구조와내용

세계물개발보고서는 4부로나뉘어있다. 1부“현황및트렌

드, 도전과제”는 최근 상황 및 새로운 트렌드, 주요 도전과

제들에대한개요를제공한다. 여기에는이러한요소들을불

러일으킨 외부 동력과 이런 동인들로 인해 창출된 불확실성

및리스크가포함된다. 2부“불확실성과리스크에따른물관

리”는보고서의주제파트로관리및제도에서할당및자금

도달까지 물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라는 렌즈를 통해 조사된다. 특히 기후변화와 다른 변화의

동인들이강조된다. 

2권에 수록된 3부“지식기반”은 유엔워터 기구들이 준비한

도전영역 보고서와 지역 유엔 경제위원회가 마련한 지역보

고서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1부와 2부는 물

론다른보충문헌들이작성될수있었다. 이전보고서와마

찬가지로,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도 3권에 수록된 4부에 사

례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15개의 국가 차원의 사례연구를

통해 물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과 문제점들을 지속

시키는 그리고 많은 경우 문제점들을 악화시키는 장애물들

에대해설명한다. 이를통해, 성공사례뿐만아니라실패사

례에서도배워야할교훈들이있다는것을보여줄것이다. 

세계물개발보고서 4판은물의세계적양상을설명하고부문

으로서의 물 개념을 뛰어 넘어야 할 필요에 대해 강조하는

제1장에서 시작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및유엔지속개발위원회(CDS)의리우+20 컨퍼런스준비작

업등과같은주요진화하는국제프로세스가적절하게작동

하고 있는 국가 프레임워크라는 현실속에서 다양한 개발목

표달성에관한물의중심적인역할과포괄적인특성에대해

논의한다. 

1부는식량및에너지, 산업, 주거지등물수요의주요부문

에초점을맞춘 2장에서시작한다. 최근트렌드와상황을보

고할뿐만아니라이장은주요동인에대한압력및각부문

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능할 경우) 미래 수요 예

측, 가능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다. 이 장은 물“사용자”로서

의생태계에대한섹션으로끝나면서생태계의물수요는생

태계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혜택을 유지하거나

복원하는데필요한양에의해결정될것이라고밝힌다. 

3장은 수자원 방정식의 공급 측면을 검토한다. 이전 보고서

에서 제공된 정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규모 기후 동인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지구 수자원의 분배에서 차지하는 역할

을검토한다. 저장과관련된두가지매우중요한이슈인지

하수와 빙하가 (지하수의 경우)과소비로부터 그리고 (빙하

의 경우)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는 취약성과 장기적

리스크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제3장의 결론에서는 가장 심

각한 수질 이슈와 수질을 위험에 빠뜨리는 리스크들을 검토

하고있다. 

4장은 건강과 보건의 관점에서 물을 통해 받는 혜택과 자연

재해와사막화로인한도전과제들에주안점을둔다. 이런사

안들은주요외부동인과관련된불확실성과리스크, 그리고

대응 옵션과 함께 현재의 트렌드와 핫스팟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된다. 이 장은 젠더 관련 도전과제들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 섹션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세계 물 밸런스를 검토

하며 마무리하면서 개발과 빈곤퇴치 관련 부문들의 넥서스

(결합)로서물의역할을설명한다. 

5장은어떻게다양한물관리시스템과제도들이작용하는지

를설명하고, 그도전과제들을점검하고, 증가하는불확실성

과리스크를해결하기위한지식과역량개발의중요한역할

에대해검토한다. 

6장에서는개선된의사결정을위해향상된데이터와정보의

필요성을탐색한다. 이장은소규모의상세데이터에집중하

는 것이 매우 가치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실적지표들을개발할수있으며, 올바로진행된다면워터박

스안팎의물관리자들과기관들, 의사결정자들에게매우귀

중한정보의제공을시작할수도있는여러유망한옵션들을

부각시킨다.

7장이 제시하는 것은 2권 3부에 포함된 5개의 지역 즉, 아

프리카, 유럽과 북미,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와 카라비안

지역, 그리고아랍과서아시아지역에대한각각의리포트에

대한 요약이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수자원에 대한 동인과

장애요인, 주요 도전과제 및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 핫스

팟, 도전과제와관련된대응사례, 선택가능한대안측면에서

검토하고자한다. 7장(그리고 1부)의마지막내용은다양한

서론 21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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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세계적 도전과제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것이다. 이

를 통해 세계의 한 부분에서 일어난 행동이 세계의 다른 부

분에 어떻게 기회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2부와 8장은 임계값, 임계점, 비정상성 등 불확실성과 리스

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물관리 및 의사결

정, 정책수립의 측면에서 이들 개념의 의미를 설명한다. 불

확실성과 리스크를 해결하는 다양한 원칙과 접근법이 전략

적인적용사례와함께소개된다. 

9장은 세계물개발보고서 제3판(WWDR3)에서 처음 도입

된 주요 외부 동력(즉, 동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는 10개의주요동인과그를둘러싼불확실성및리스

크의가능한진화가능성에대한검토를포함한다. 또한세계

물개발평가프로그램의세계물시나리오프로젝트의 1단계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러한 변화 동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

연계성에 대해 제시한다. 9장의 결론에서는 물중심 시나리

오 개발 실행을 통해 생겨날 수도 있는 미래의 발생 가능한

사례들에대해간단히소개한다. 

10장은 물의 가치와 혜택 및 배분에 관한 것이다. 이 장은

물에대한투자와물개발과관리에대한개혁을위한경제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주요 요인들을 규명한다. 여기에서는 경

제에 미치는 물의 전반적인 혜택에서 시작해서 경제순환의

다양한부분에서물이갖고있는가치에대한내용이고려되

며 또한 어떻게 이런 혜택들과 가치들이 자원압력과 불확실

성및관련리스크가증가하는상황에서물의배분과이용을

위한정책들에정보를제공하기위해사용될수있는지를보

여준다. 

11장은물에영향을주는대부분의중요한정책을결정하는

정부 및 민간기업부문, 공공단체의 지도자들을 위한 일련의

다양한 도구에 대해 설명한다. 가능한 미래에 관한 폭넓은

예측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확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들에는 예측

과시나리오가포함된다. 또한충분히필요한적응을주도하

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또한 소개되었다. 이

장은불확실성에대한대처와리스크관리향상을위해제도

개혁의방법에초점을맞추며마무리된다. 

12장은 10장에 소개된 사례를 기반으로 물 개발이 지속가

능한 개발의 핵심이며 녹색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제시

하는동시에사회기반시설등실물적인부분뿐만아니라역

량, 관리, 데이터의수집분석및제공, 규제및기타거버넌

스이슈등실물적부분에이르기까지물개발의모든국면에

서어떻게자금동원력의향상이필요한지를설명한다. 이장

은또한내부효율성및기타수단등을통해자금부족의감

소를 위한 노력들을 검토한다. 이런 노력들에는 사용자로부

터 징수하는 수익 확대, 정부 예산, 공적개발원조와이런 자

금 유입을 활용한 채권, 대출, 지분 등에 대한 상환 등이 포

함된다

13장에서는 물관리 관점에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일

련의 대응방안들을 제시한다.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리스

크를이해하기위한모니터링, 모델링예측, 적절한계획, 적

극적인 관리기법 등 감소 사례를 제공한다. 리스크에 대한

노출 감소 및 리스크의 최소화 사례 또한 기반시설과 환경

공학에대한투자와관련해서제시된다. 마지막으로물의사

결정에관한트레이드오프사례가제시된다. 

제2부는 14장으로끝난다. 14장은워터박스외부에서발생

하는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에초점을맞춘다.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적응과 완화의 관점에서)기

후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와, 부문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과 정책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물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사례가 제공된다.

이장은보험및조약, 다양한부문의협력을검토하여리스

크와불확실성을완화하는접근법을제시하며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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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리차드코너(Richard Connor), 한나스토다드(Hannah Stoddard) 
기고자데이비드코츠(David Coates), 윌리엄코스그로브(William J. Cosgrove), 펠릭스도즈(Felix Dodds),

조아킴하알린(Joakim Harlin), 폴헤이글(Paul Heigl), 카렌렉센(Karen Lex

 

én), 잭모스(Jack M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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즶 Yann Arthus-Bertrand/Altitude-Paris

Italy: Countryside around Siena, Tuscany(43°19° N, 11°19°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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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생명과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핵심적인자원이다. 식수와위생, 식량제공에는안전한물이필요하며에너지생산
과산업및교통 등경제활동 지원역시 충분한양의물이필요하다. 자연환경상태의물은기초적인인간의욕구를충족
시키고 경제 및 문화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한다. 아주 오랜 기간 물은 모든 분야의
이슈인동시에어디서도주목받지못하는이슈였다. 물은지구와인간문명의생명줄임에도불구하고물의존재를너무나
당연한것으로여겨왔으며이러한이유로어떤단계또는어떤부분에관한의사결정시, 수자원과다른물사용자에미치
는 잠재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앞으로 21세기 물 지배구조에 대한 도전과제는 모든 수준에서 수행되는 의사결정의
중심에 물이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적으로는 모든 관련 부서와 부문들에 있어서 수직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의 의사결정시 물은 그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
요하다. 

첫째, 물은모든사회적, 경제적활동과생태계기능에필요한자연자원이라는것에대한이해가있어야한다. 물은손쉽
게 나열되고 분류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삶의 다양한 부문과 관련이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 물은 식량과 섬유, 사료,
바이오연료를생산하기위한농업의원료로써, 에너지생산이나다양한제품의생산을위한산업과제조프로세스의원재
료로써반드시필요할뿐아니라동시에인간의기본적인생활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물은또한거래가능성이
라는특성을갖는다. 예컨대, 직접적으로파이프나물병을이용하거나, 트럭과배를이용한직접적인거래또는간접적으
로는“가상수”의개념으로서제품을통해서거래된다. 또한다양한관점에서보면물은공공재의많은특성을가지고있는
보통재로이해되고있다. 이처럼물의다양한양상과역할을이해하는것은물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데매우중요하다. 

둘째, 물은단지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 지역차원에서각각독자적으로통제될수있는그러한이슈만은아니라는사실
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하다. 오히려, 물을둘러싼세계적상호의존성이존재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 지역
차원에서물사용과관련된결정은종종세계적동인및트렌드, 불확실성과분리되어수행될수없다. “워터박스”의외부
요인과특히지방과국가, 지역행위자들의“워터박스”밖의요인들이수자원에대하여영향을끼치기때문이다. 물이개
발의모든단계와관련이있는보편적순환체계임을인식하는것은지방및국가, 지역차원에서의물관리, 전문기술고유
및다양한지역에서물관리강화를위하여수립된프로세스를이해하는데중요한의미를가진다. 

기후변화및세계무역의트렌드, 해외투자체제등일부세계적인역학(Dynamics)관계와동인들은단지지방및국가,
지역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다. 이러한 세계적 현상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국제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물 관련
도전과제를해결하기위해국제적차원에서필요한제도적정비에영향을줄수도있다. 2012년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
유엔 컨퍼런스와 후속 행동 계획1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그리고 새천년개발계획을 둘러싼 2015
년이후프로세스에 관한협상에 제공했던것과같이, 이영역에대한국가간논의를촉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
다. 기타관련프로세스에는람사르와생물다양성과사막화방지를위한협약이있다. G8 및G20, 세계경제포럼, 세계물
포럼, 세계사회포럼등여러포럼들과공식적인그리고준공식적인그룹들도세계적의견에영향을준다. 

이장에서는물은사회경제적발전에결정적인자연자원이며물관리의일정부분은국제적과제라는사항에대해살펴본

다. 이런 요소들은 때로는 지방과 국가, 지역의 지배구조와 더불어 세계적 대응을 요구한다. 인구 증가와 기술, 라이프스
타일변화, 소비증가, 기후변화등은특히특정지역및국제적차원에서물관리의불확실성을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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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정부문으로서의물개념을넘어

물은 모든 주요 사회경제적 부문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다양한방식으로기여한다. 농업은관개시설에많은양의물

이 필요하며, 다양한 생산과정에 양질의 물을 필요로 한다.

에너지 부문은 터빈을 돌리고(수력 발전), 발전소를 냉각하

고(화력 및 원자력 발전),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데 물이 필

요하다. 안전한물공급과기본적인위생시설은공공보건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물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

는데도필요하다. 생태계는대신중요한환경적재화과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각각의 부문들로부터 나오는 편익은

물을통해공급된다. 

세계물개발보고서 제3판(WWDR3)의 초점은“워터박스”

밖에서내려진결정이수자원에미치는영향이었다. 몇몇영

역만보자면공공보건, 도시화, 산업화, 에너지생산, 농업발

전을 위한 계획은 너무나 자주 물 부처와 물 관리자들과 아

무런 상관없이 수행된다. 더욱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편익을 최적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물 사용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하고 전략적인 프레임워크의 일

부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특정 개발목표에 중심을 두고 마치

개별 사일로(Silo)를 관리하듯 물 수요와 사용자들을 관리

한다.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은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제한 공급원에 (아마도 경쟁적으로)의

존하는 다양한 개발목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

스크를 증가시킨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

킨다. 기후변화는 세계 많은 부분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물문제를심각한수준으로변화시키는등수자원에대한영

향을 주고 있으며(Steer, 2010), 워터박스 밖의 행위자들

과협의를해야한다는주장이더욱큰설득력을얻고있다. 

적절한 물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를 위해 공급하는

것은 종종“물 부문”의 영역으로 이해되며, 적절한 물 관련

기반시설 및 배분망을 갖추고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

로기대되고있다. 하지만실제적으로물은모든사회, 경제,

환경적활동을아우른다. 따라서물지배구조는다양한이해

관계자와 지역적“관할권”전반에 걸친 협력과 조율을 필요

로 한다. 또한 물의 가용성은 물 순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 물 순환은 지엽적, 부문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다양

한 요인과 트렌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

이광범위하게반영된것은통합수자원관리(IWRM)의추진

에서찾아볼수있다. 

통합수자원관리는 농업, 에너지, 산업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 및 생태계 유지 등 경쟁적인 물 사용을 필요

로 하는 부분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수자원에 대한

물지배구조의 근간을 의미한다(5장 참조). 통합수자원관리

의원칙이작동하기위해서는전부문을아우르는사회적목

표와물의할당에관한토론과결정을활성화하는제도가필

요하나 이와 같은 물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성과는 여전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화된

통합수자원관리(또는 유사한 조율 메커니즘)의 부재 속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물-식량-에너지-보건-환경 결합

(Nexus)라는개념이다양한물의존부문에서계획을담당

하는 관리자들 사이의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

한 부문의 행동은 물 사용 및 수자원과 다른 사용자들에게

광범위한의미를갖기때문이다. 

사실 물은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책임을지닌전문가및관리자, 정부관계자, 기타이해관

계자들의 공동체를 결속시킨다. 물론 각 부문으로서의 물의

필요성은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물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요인은 물은 특정부문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혜택을 주는 필수요소이며 따라서 물에 의존하는 부

문과 공동체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필요하다. 특히, 물 공동체의 멤버들은 의사결정에 정보

와 지침을 제공하고 규제당국에 어떻게 수자원을 지속가능

하게사용하고관리할수있을지에대한정보와지침을제공

할 의무가 있다. 그 목적은 물의 다양한 혜택을 최적화하고

공유하면서도 갈등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물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 관리에 수동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한

계안에서 전 부문의 생산적인 물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권

한과 역량,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강

력한 기구에 의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Steer, 2010). 서로

경쟁적인수요를관리하는프레임워크를수립하고리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지도력이특히결정적인일부영역에대해이섹션에

서간략히다룰것이다. 

1.1.1 식량

관개시설과식량생산에사용되는물은담수자원에가장큰

압박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농업은 세계 담수 사용량의

70%를 차지한다(일부 급성장 국가에서는 90%에 달한다).

물의중심성과국제적규모에대한인식 25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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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26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향후 40년간 세계인구는 20억~30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

며,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2050년까지 식량 수요는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8장, 섹션 2.1 참조). 그러나, 가

장큰물사용분야인식량생산은다음과같은몇가지이유

에서 미래 세계 물 수요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보여주고있다.

첫째, 다양한국가와지역에서향후몇십년간식생활이어

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종류의(물 사용량에 다양

한 영향을 주는) 식량이 생산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힘들

다. 향후 사용될 바이오 연료의 양도 역시 알 수 없다. 또한

바이오연료에대한수요가토지와물에대한경쟁을심화시

켜 식량 생산에 영향을 줄지도 알 수 없다. 농업 물 생산성

(“물 사용 단위당 작물 생산량”)과 관련된 기술발전이 미래

의물수요에영향을줄수있는정도역시도예측하기너무

힘들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이용 가능한 물의 양

(시간과장소에따라)에대한불확실성이증가되고있다. 

단기적으로 식량에 대한 수요증가는 전세계의 농민들과 농

업생산자들에게는 매우 큰 경제적 기회이다. 특히 개발도상

국의 경제는 종종 농업생산과 수출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

에 더 큰 기회가 된다. 식량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한방식은많다. 예컨대가뭄에강한작물및더효율적인관

개시설과 물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효율적인 물사용

을조장하는보조금폐지, 과도한비료사용으로인한물오

염규제등의방법이있다(세계경제포럼, 2011). 물관리자

와농업계획자간의대화는식량과물안보에관한불확실성

과리스크를줄이기위해서위의방법들에대한올바른조합

을 찾아내고 적절히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대화는 농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모든 수준

의이해관계자를포함해야한다. 그목적은의사결정당국에

게 현재와 미래 물 수요에 대한 배분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1.1.2 에너지

물과에너지간의관계는상호적이다(19장, 섹션 2.2 참조).

에너지는 물의 취수 및 분배, 사용의 모든 국면에서 퍼올리

고, 나르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즉 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

요하다(국제개발처, 2001).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에

너지중에, 7% ~8%는지하수를끌어올리고, 파이프를통

해 송수하고 지하수와 폐수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다.(Hoffman, 2011) - 몇몇선진국의경우에는이수치가

40%까지증가하고있다(세계경제포럼, 2011). 해수담수화

는 바닷물을 담수로 전환하는 프로세스인데 이는 매우 에너

지집중적이다. 폐수처리또한매우많은양의에너지를요

구하며 이를 위한 에너지 수요는 세계적으로 2006년에서

2030년 사이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에너지기

구, 2009). 특히, 현재는 폐수를 전혀 처리하지 않거나, 거

의처리하지않는비OECD국가에서많은에너지증가가예

상된다(Corcoran et al., 2010).

반대로, 물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하다. 물은

화력발전과원자력발전에서냉각용으로사용되며 (직접적인

투입물)수력발전및태양에너지같은대안에너지와재생에너

지에도 필요하다. 바이오 연료도 수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수

요를 창출하여 제한된 물과 토지를 두고 식량과 경쟁한다.

2009년, 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20%인 14억 명이었다. 세계 에너지 소비는 2007년에서

2035년사이약 50% 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데, 비 OECD

국가가 이중 85%를 차지할 것이다(국제에너지기구,

2010b). 인구증가와생활수준향상그리고현재충족되지못

하는에너지수요를만족시키기위한에너지공급증가필요성

으로 인해 몇몇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어떠한 에너지

믹스가(어디서) 사용될 것인가? 추가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

해얼마나많은물이필요한가? 이런불확실성은미래물수

요에 대한 다른 주요 불확실성에 더해진다. 기후변화는 이슈

를더복잡하게만든다. 왜냐하면완화노력과적응노력이에

너지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섹션 1.2.1 참조). 완화목표

를달성하기위한노력으로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압력이강

화될수록, 수자원에대한주요상충작용이있을수있다. 

“물지배구조의
결정적인요인은 ... 
물은단지하나의
부문만은아니라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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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에너지의관계는다른개발부문에대한물의중심성을

잘드러낸다. 예를들어, 청정에너지에대한접근성이없어서

(예컨대, 나무화덕으로실내에서요리해서) 발생하는보건문

제는안전한식수에대한접근성이없어서발생하는질병과함

께발생한다.(34장, 섹션 4.1 참조) 정부가개인과생산적활

용을위해에너지접근성과물접근성을동시에확대할수있을

까? 에너지생산과물의추출, 운반, 처리에서효율성을높이

는것이중요하며또한주어진환경하에서에너지원을선택하

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오 연료는 EU가 2020년까지 교통용

연료의 10%를바이오연료에서충당한다고한목표에서드러

나듯이(EU, 2007) 에너지믹스의점차중요한요소로자리잡

고있다. 이러한목표는뜨겁게논쟁되어왔다. 왜냐하면이목

표는식량을재배하던토지를바이오연료생산용으로전환시

키는동인으로작동해서식량가격에상승압력을가하며, 일부

의경우에는삼림생태계가바이오연료작물을“재배하기위

한용지”로전환되기때문이다. 다양한추정치가존재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제시한 가장 보수적인 예측에 따르더라도,

바이오연료의생산은 2030년경육상교통의 5%가바이오연

료를사용한다고가정할때, 세계적으로농업생산에사용되는

물의 최소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7). 물론, 바이오연료용대체기술(예: 조류용포토바이오

리액터)이대규모로이용가능해지면, 다양한, 그리고종종상

호 연계되는 수요 부문들의 미래 물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예측은크게달라질것이다. 

1.1.3 사람

생리적 수화작용(인간의 체중의 약 60%는 물이 차지한다)

이외에도, 물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

는데 필요하며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준다.(4장 참조) 식

수공급과 위생(WSS)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많은 이러한

욕구해결의 핵심이다. 인류 보건과, 안녕, 사회경제적 발전

에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당연하게도 이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슈이다. 

식수보급과 위생(WSS)은“서비스 부문”이다. 전기와 마찬

가지로다양한국민들에게일련의기본적인서비스를제공하

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재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사실,

식수보급과위생(WSS)서비스부문은매우중요해서일반적

이고반복적으로등장하는오해를낳는다. 즉, 물과식수보급

과위생(WSS) 서비스부문은동의어라는오해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농업과 에너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

로물은식수공급과위생서비스부문의기초가되는자원이

다. 이 서비스의 경우, 물은 물질이자 물공급과 대부분의 도

시 위생서비스가 제공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물공동체에속한사람들에게도혼란의원인일수있

다(그리고 혼란의 원인이 되어왔다). 하지만(관리되고 보호

되어야하는기초천연자원인) 물과공급되어야할서비스인

식수공급및위생서비스를구분하는것은중요하다. 

식수공급 및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예

를 들어, 위생시설은 언제나 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까?

또는 위생시설이 소변과 배설물을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

는방향으로진화하지않을까? 비를더많이저장하거나, 정

원과 도시 녹지에 사용한 후 남은 물을 재활용해야 하는 것

은아닌가? 이러한질문들은당연히가정의물소비에큰변

화를불러일으킬것이다. 

많은사람들은식수공급과위생서비스부문을통해물이제

공하는많은혜택에대한정보를제공받는다. 건강과존엄성

등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 더 높은 수준

의소득과교육에대한접근성확대및양성평등과여성권한

신장 등의 간접적인 혜택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반드시

WSS 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혜택들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가축을 키우는 소규모 자작농과 자기 소유

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에게는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땔감

과목재, 과일, 약재가되는나무들에게는물이필요하다. 가

족이먹기위해하는낚시는빈곤가정의주요단백질공급원

이며영세어부와여성들에게소득원이기도하다. 물은또한

벽돌 생산 및 도기 제조, 맥주 제조 등 다양한 영세 산업과

공예에 필요하다.(WWC, 2000, p. 15). 교통과 레크리에

이션도물을통해우리가받는혜택의또다른사례이다. 

물은또한개인으로서, 수자원을관리하고그혜택을공유하

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더 넓은 공동체의 일부로서 우리의

가치와 윤리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수요자, 특히 여

성을 물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물 프로젝트가 주는

혜택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35장, 섹션 4.2 참조)

아프리카에서여성은가족을위해 60%에서 80%의식량을

생산한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유엔식량농업기구,

물의중심성과국제적규모에대한인식 27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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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물과 에너지는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

며,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관개를 위한 지표수 및

지하수, 유출수등물에대한접근성을갖는것은매우중요

하다. 때때로 이러한 접근성은 토지권과 물 권리에 속한 기

능이다. 그러나, 지역물관리자가여성의가정밖의물필요

처들을인식하는것또한필요하다. 물관리자는식수공급과

위생서비스를 이용하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 최선의솔루션은무엇인지발견하기위해그들과함

께노력할수있다. 도시공동체와농촌공동체는도시계획및

토지사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해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있으며, 자신들의소득수준에따라기술과다양한시설의

위치, 가장적절한물소스등가장적합한해결책을발견해

낼 수 있다. 공동체는 자원동원과 건설 및 운영, 유지 등의

노동력제공을통해자신들의물시설을지원할수있다. 

1.1.4 생태계

생태계는 다양한 혜택을 인류에게 제공한다(생태계 서비

스). 예를들어식량및목재, 약, 섬유등의상품과기후통

제, 영양염류 순환 지원, 토양 형성 및 퇴적 등이 그것이다.

직접사용하는자원으로서물을공급하는것도양과질의측

면에서 생태계서비스이다. 대신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는 물에 의존한다. 생태계가 타격을 받으면 그 혜택도 줄어

들거나사라진다(21장과섹션 2.5와 4.3 참조).

물 순환은 생물물리학적 과정이다. 지구상에 생명이 없더라

도 물 순환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상당히 다른 양상일 것이

다. 생태계는 이용 가능한 물의 지속적인 양과 질을 뒷받침

한다. 예를들면, 토양속의생명체들은토양속의물저장량

과 영양염류 순환을 통제하며(식량생산을 포함해) 모든 지

구 생명체를 지탱한다. 숲은(식물의 증발산을 통해) 지방과

지역의 습기와 강우량을 통제한다. 습지(와 토양)는 극단적

인가뭄과홍수를통제한다. 

물 순환에서 생태계의 역학은 물 관리에 대해 상호 연관된

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첫째, 물은생태계가계속우리

가 필요한 수준의 혜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예컨대, 환경유

량의유지를통해)2 할당되어야한다. 둘째생태계는물관련

목표를달성하는데우리가필요로하는것을공급받기위해

서 예컨대, 보존과 재생을 통해 적극적으로관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숲은 맑은 물과 습지를 공급해 홍수를 통제하고

토양의기능성을복원하는데탁월한능력이있는데, 이는사

막화방지의핵심메커니즘이다. 

생태계의안정성은전지구적으로지속가능하지않은인간소

비패턴및개발, 환경변화라는점차증가하는위협에직면해

있다. 새천년 생태계 평가(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에따르면“내륙과해안습지의악화및유실

을야기하는주된간접적인동인은인구증가와경제개발”이

다(MA, 2005). 생태계 파괴의 사례는 남아시아의 인도 갠

지스 평원, 북중국 평원, 북미고원지대와같은 지역의 물 스

트레스 증가를 동반한다(Arthurton et al., 2007). 지난

50년간농업및에너지, 산업, 도시의성장으로인한지표수

와지하수의과도한취수로세계많은지역의하천유역에서

회복가능한임계점을초과하면서생태계에광범위한피해를

주었다(Molle and Valĺee, 2009).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생태계를유지하는데필요한물의정확한양은파악되지않

고, 물 배분량의 결정은 유지해야 할 생태계 서비스의 종류

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결정은 시간 경과

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미래물수요예측에대한불

확실성을증가시킨다. 

1.1.5 물관련재해

사회경제적 개발에 대한 많은 자연재해의 영향은 물을 통해

서 발생한다(27장, 섹션 4.4 참조). 1990년과 2000년 사

이에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각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15%를 차지했다(세계

은행, 2004; 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 2009). 물 관련 재

해가 모든 자연재해의 90%를 차지하였으며, 그 빈도와 강

도는 일반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약 373건

의자연재해가발생하여 296,800명의사망자를냈으며, 약

2억 8백만명이 영향을 받았고, 경제적 손실은 약 천백억 달

러에달한다(유엔, 2011).

지난 몇 십 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의 증가는 대개 피해를 입

은 자산의 가치 증가에 기인한다(Bouwer, 2011). 현재로

는 기후변화가 피해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

지만 기후변화가 홍수와 가뭄 등 특정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2007).

물관리는자연재해의리스크를감소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

한다.(저수지 또는 대수층의 재충전, 기타 수단을 통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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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은 가뭄대비에 핵심적이며, 물 부족 시기동안 핵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완충기능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저수지는 홍수시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통해, 홍수

의범람을막기위해설계된제방및보, 둑과함께물리적인

홍수방제시스템의중요한요소가된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더 광범위한 물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일부가 된다(5장, 11, 12 참조). 물관리 통합관리시스템에

는 생태계와 도시 하수시스템도 포함되는데,(이런 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는 물사용 부문과 개발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극단적인 사

건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리스크 수준의 상승은 매우 걱정스

럽기는하지만반드시마비를야기하는수준은피해야한다.

사실정반대의개념으로서, 무엇인가모르는것이있다는것

은알아낼수있는기회를의미하며리스크의개념은동시에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그

영향을감소시키는것을포함해서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

가능성이존재한다(8장참조)

1.1.6 경제녹색화와성장에관한물의역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물의 중심성을 인식하는 것은 녹색

경제개발에핵심적이다. 녹색경제에서생태계서비스와물

공급을 유지하는 물은 그 역할을 인정받고, 평가 받고, 보상

을받게될것이다(유엔환경계획, 2011). 사회전체에대한

직접적인혜택은폐수처리시설에대한투자증가, 유역보호,

물에핵심적인생태계보전등물공급과위생에대한투자증

가로 획득 가능하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적응 계획, 녹색

기술의 도입, 물공급의 효율성 증가, 대체 수원 및(예: 해수

담수화, 물재생및재사용, 환경서비스에대한지불, 생태계

보전, 재산권향상등) 관리유형개발등의새로운접근법은

전영역을아우르는녹색경제로의전환을가능케하는데핵

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전체 비용

을고려하는것도이를가능케하는요인이될수있다. 그러

나 이 원리는 많은 경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에많은어려움이있다.

지속가능한물관리는녹색경제의전반적인목표또는녹색성

장의경로의목표를지속적으로지원한다. 그리고빈곤감소

및 식량·에너지 안보, 보건과 존엄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핵심과제를 물과 위생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충족시킨다. 수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투자는 사회 전영역

에걸쳐생태계가설정하는한계속에서인간의행복을발전

시키는녹색경제로의도약을가능하게한다(12장, 24장참

조). 물이 관리되고 할당되는 방식은 사회 전영역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 지배구조는“펌프실에서 나와 이

사회 회의실로 이동해야만 한다”(Steer, 2010). 물관리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심축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표와 수자원 할당에 대한 토론과 결정을 촉진하는

제도가필요하다. 왜냐하면물의다양한혜택을만들어내고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최적화될 필요가 있

기때문이다. 그런다음그프로세스를알리고결정을수행하

는데필요한작업을진행하는것이물관리자의역할이다. 

녹색 경제에서 나온 개념으로는 환경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인 수혜 이해관계자와 더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보상받아야하는기타물사용자가있을것이다. “오

염자부담원칙”은원칙을실현하기위한기본적인모델을제

시한다. 이 모델은 오염자를 찾아내어 환경 영향에 대한 복

원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하천 유역에 대한

강력하고적극적인규제를통해뒷받침될것이다. 또한빈곤

감축과 양성평등과 관련된 올바른 물 정책들의 현재 양상은

이미녹색경제의목적을지원하고있다. 이를통해모든물

사용자들은 건강한 환경의 유지에서 생기는 혜택에 공정하

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루의 리마에서는

“모두를위한물(The Water for All)”프로그램을통해극

빈층의 가정에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가구당 월 가

처분 수입을 14%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물 관

련 지출이 줄고, 보건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Garrido-

Lecca, 2010; 박스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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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물관리는
녹색경제의전반적인

목표또는녹색성장의
경로이며, 중요한사회적
핵심과제를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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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30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1.2 유역을넘어: 물지배구조의국제적, 세계적양상

물 사용과 가용성의 동인들은(많은 경우 그 영향이 분명치

않다) 워터박스외부와물부문밖에서만찾을수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국가에서도 종종 찾을 수 있다. 비록 물이

지구 전반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세계적

순환 즉, 물순환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이 순환은 특정국

가의국경너머에서발생하는행동과현상들에의해(예를들

어, 지역차원에서는 상류 국가가 추진한 물줄기 변경, 국제

적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중단될 수도 있다. 세계

적물수지등식의다른양상에는(주로농산품의무역을통해

나타나는) 특정 물관련 혜택의 국제적 분배 및 세계 물수요

상승, 특정 시기 또는 장소에서의 발생하는 자원 가용성 감

소, 몇몇 선진국에서의 물과 물 비중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

의 과소비 등이 있다. 이러한 관찰에 기초해 이 섹션에서는

물 지배구조의 세계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4개의 서로 연결

된 주요 요인에 대해 다룰 것이다. 즉, 기후 변화와 여러 국

가에 접한 유역, 세계 무역 및 국제 투자 보호, 공평성을 다

룰것이다. 

1.2.1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핵심 국제이슈에 관련된 물의 중심성을 강조한

다. 첫째, 변화하는 물순환으로 인해 최악의 기후영향이 발

생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협약

을 통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도상국에서 발

생한물로인한기후변화는일부국가들의기후변화적응을

돕도록 선진국에 의무를 부가했다. 셋째, 물 지배구조 제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이

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 펀드 조성에서 그 사실이 명백히

인식되어야만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완화와적응노력

은서로연계되어야한다. 왜냐하면탄소배출량과물순환은

상호의존적이기때문이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은“물과물의가용성과품질은

기후변화하에서 사회에 가해지는 주요 압력이자 사회적 이

슈가될것이다”라고밝혔다(Bates et al., 2008, p. 7). 인

류는 세계적인 물 분배와 물의 계절적, 연간 변동성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느낄 것이다(Stern,

2007).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빈민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Stern, 2007). 기후 변화는 다양한 물

사용부문들을통해미래물수요에대한새로운불확실성을

낳는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는 에어컨의 사용에 따른 에

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더 높은 증발산량은 농업을

위한미래수요를증가시킬수있다. 

이러한 물을 통한 기후변화가 정확히, 특정 위치에서, 어떤

영향을줄것인지는여전히불확실하고, 특히국가수준이나

유역수준에서의예측이거의불가능에가깝다. 

다양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시나리오하에서, 각

지역은 건조해질 수도 또는 더욱 습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

면 기후변화가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의 물 순환에 영향을

박스 1.1

“모두를위한물”프로그램(페루)

페루에서“모두를 위한 물”프로그램은 물공급과 위생의 범

위를넓히는메커니즘일뿐만아니라극빈또는극심한곤궁

을완화하기위한“비용기반접근법”으로설계되었다. 

일단 물 공급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이전에는 드럼 단위로

물을 사던 극빈가정의 물소비가 세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

나, 물에대한월지출은줄어들었고, 그결과가처분소득이

10% 증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부재와

부적절한 위생상태로 인해 발생하던 위장병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정당 보건비용이 줄어들어서 추가적인 월

별 지출의 감소로 이어졌고 급성설사의 발생사례 감소만 고

려해도 약 4%의 지출 감소를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그 결

과, 전체월별가처분소득이가정당 14% 향상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희망은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지출을 줄이고

자금흐름의 개선과 가처분 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극빈 가정

이 소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 공식적인 시장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인 빈곤 레벨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의 매력적인 특징은 이 프로그램이 1회

성투자비용이라는것이다. 빈곤가정은최초소비단위를커

버하는 소규모의 기존 교차보조금만 받을 뿐이며 가정 스스

로가 서비스요금을 지불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

서그리고재정적관점에서이프로그램은그지속성도수혜

자들의극빈에서탈출할기회도위협하지않는다. 

출처 : Garrido-Lecca(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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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기후변

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수자원 관리라는 도전과제가 국제적

인양상을띠게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지방차원에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수자원에 대한 영향 또는 수요증가에 의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순환을통해발생하는기후변화의부정적인영

향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집합적이며 세

계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 및 국가, 하천유

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물관리자의 관리영역을 뛰어넘는 것

이다(Hoekstra, 2011, p. 24).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위한각국의개별적책임과역량에대한논의가유엔

기후변화협약을통해이루어지는것은사실올바른일이다.

가장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합의가 지금 당장 실행되더라

도, 세계는어느정도의기후변화영향은피할수없을것이

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의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주요 식량

생산지에서기후로인해발생되는물쇼크가세계의다른부

분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

른다. 그러나, 물 순환을 통해서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역량은 극히 낮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물 부족 사태

에더자주직면하게될수도있으며, 기구들의적응역량은

부실한 계획과 낮은 운영역량, 불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

으로인해종종제한적이될수있다. 가장적은양의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이런 국가들에게 적응은 가장 온실가스를 많

이 배출하는 나라들의 지원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추가부담

이다. 

지구평균기온 2도상승으로인한영향에적응하는데소요되

는비용은 2020년에서 2050년사이에연간 7백억달러에서

1천억달러로예상된다(세계은행, 2010). 이비용중 137억

달러(건조해질경우)에서 192억달러(습해질경우)가주로물

공급과홍수관리측면에서“물부문”과관련이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다른“부문들”(예: 식량, 에너지, 보건

등)을통해물이제공하는혜택을고려하지않은것이기때문

에, 물을통한적응에더많은초점을두었을때얻어지게될

혜택의가치를고려한다면이비용보다는낮게산정될것이다.

적응과사회경제적개발전반에서물이차지하는중심적역할

은 진행 중인 녹색기후기금3 협상과 다른 금융 메커니즘에서

명백히인정받아야마땅하다. 또한, 물이기후변화적응의핵

심요소라고 인정된다면, 기반시설 개발과 제도 개혁에서 다

양한 사회경제적 부문을 아우르는 물의 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는보장이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력)완화의 관점에서는 토지 사용, 특히 삼

림과 농업용 토지 사용에 관한 글로벌차원의 정책과 메커니

즘의 타당성은 토지가 모든 측면에서 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분석하는방식으로진행되어야한다. 

삼림 파괴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역할(전체 배출

의 20%~25%로추정됨)을인식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은 산림 전용과 악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이하“산림전용방지”) 에관한 이니셔티브를통해 여

러 선택권을 검토해왔다(유럽연합, 2009). 산림전용방지는

기본적으로산림의가치를탄소저장가능성에두고선진국들

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숲을 보호하는 개발도상국들에

게자금을지원할것을요청한다. 그러나, 물과숲의관계는복

잡하다. 숲이지하수와지표수, 강수를물의장기적인사용가

능성에의존하고있는것도사실이지만, 숲이 수질을 향상시

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사실이며, 토양의

침투성과 물 보유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킴으로써 물의

방출 시기에 영향을 준다(Hamilton, 2008). 또한 숲은 근

처에서증발을통해생성된공기중의물을다시확보하여숲

의 다른 곳에 재분배함으로써 지역적 물순환에서 중요한 자

기조정 역할을 한다(Hamilton, 2008). 핵심 포인트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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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순환(기후변화
완화의영역)과물순환
(적응의영역)이상호
연결되어있다. 
생태계는물에게탄소
저장을요구하고그렇게

함으로써물에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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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순환(기후변화

완화의영역)과물순환(적응의영역)이상호연결되어있다

는 것이다. 생태계는 물에게 탄소 저장을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물에영향을미친다. 

농업은 최근에 탄소격리의 잠재적 분야로 부상되고 있으며

통상적인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이

탄소배출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상되고

있다. 하지만물은여전히이러한등식에서과소평가되어있

는 부분이다. 농업 활동은 대개 토양수의 보전을 필요로 하

는토양기능과지표면을회복시킴으로써탄소를더많이격

리시킨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탄소와 물, 지속가능한

농업간의 관련성은 매우 크며, 상호 포용적이다. 따라서, 저

탄소농업에대한국제시장의인센티브는중요한물의양상

을포함한다. 이러한사례는기후변화목표에관한세계적이

며여러분야에걸친물지배구조의인터페이스를강조한다. 

유엔워터가 발간한 정책 요약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물의역할에대한사례를제시한다(박스 1.2).

1.2.2 접경유역

물은정치적경계의제한을받지않는다.약 148개국이영토

안에 접경 유역을 가지고 있고(오리건주립대, n.d., 2008

data), 21개국이완전히접경유역으로둘러싸여있다(오리

건주립대, n.d., 2002 data). 또한, 약 20억 명이 지하수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273개의 대수층이 포함된다.(ISARM, 2009; Puri and

Aureli, 2009).

접경 유역이 갈등이 아니라 협력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증명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국제

수자원에 관한 조약수가 3,600개 이상이라는 것을 밝혀냈

다(유엔식량농업기구, 1984). 최초의 물관련 국제 조약은

일반적으로 최초이자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움마와 라가시

라는 도시국가간의) 물 전쟁을 끝내는 조약이었다. 1820년

에서 2007년사이국제수역에관한약 450여협정이체결

되었다(오리건주립대, n.d., 2007 data).

많은 양자간 그리고 지역 물 협정 사례가 존재한다. 예컨대,

오대호 수질협정(1978), 다뉴브강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을 위한 협력에 관한 조약(1994),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체결되어 세 번의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인더스 물 조약 등이 그 사례

이다. 수자원을공유하는것과는달리혜택을공유하는것은

나일강 유역 이니셔티브의 사회경제적 개발과 이익 공유 프

박스 1.2

기후변화적응: 물의핵심적인역할

물은 기후변화로 지구의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경우, 그 결

과생계및사회의안녕에영향을미치는 1차적인매체이다.

높은 기온과 극한 기후조건의 변화가 강우와 해빙, 강물의

흐름, 지하수의가용성과분배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

며, 나아가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가장 취약한 빈곤층은

악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기후변화 적응은 시급하다. 물은 적응에 중심역인 역할을 차

지하고있으나정계는아직이개념을인정하지않고있다. 그

결과, 물관리에서적응조치들은국가계획과국제투자포트

폴리오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투자와 정책

변화가필요하다. 이는다음의원칙에따라야할것이다.

쪾광범위한 개발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주요

주제로인식한다. 

쪾물지배구조를강화하고물관리를향상시킨다. 

쪾기후와 적응수단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향상시키고 공유

하고데이터수집에투자한다.

쪾제도의 강화를 통해 장기적 복원력을 기르고 기반시설과

원활하게기능하는생태계에투자한다. 

쪾비용효율적이고적응적인물관리와기술이전에투자한다. 

쪾물 관리에서 적응을 위한 국가 예산할당의 증가와 혁신적

인자금조달메커니즘을통해추가자금을활용한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은 지방부터 세계 차원까지 다양한 부문

과 분야에 있는 기관들의 공동의 노력과 협동을 필요로 할

것이다.

출처: 유엔워터의 정책 개요“기후변화적응과 물의 핵심적 역할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Pivotal Role of Water)”중

요약발췌

http://www. unwater.org/downloads/unw_ccpol_web.pdf(p.

1,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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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간 협력의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나일강 개발 시나리오와

혜택공유시스템의대안을찾기위해서강유역을아우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부문, 학계, 사회학자 그룹,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의대표자들을포함하는전문가네트워크의구축

이다”.4그러나물사용과관련한불확실성에관한다양한동

인들의증가로인해현재의국가간합의는심각한압력을받

고 있다. 농업과 산업, 에너지, 도시화로 인해 물 수요가 증

가하면서 접경국가들 간의 관계는 더욱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각국은 더 많은 유수전환과, 더 많은 물을

저장하고, 더 많은 대수층을 사용하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향후 30년간 60% 증가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개발 방정식에서 수력과 바이오 연료는 핵심적인 부분

이 되어가고 있다(Steer, 2010). 많은 수력발전소가 국토

접경지대의 강에 자리잡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총 수력발

전 잠재력의 단지 5%만이 사용되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

2010a). 따라서향후이웃국가들간에혜택공유를위한협

력증가가확대될가능성이많다. 

점점 많은 압력이 국제 수자원에 가해짐에 따라, 정치적 자

본에대한많은투자를할필요가있다(Steer, 2010). 그목

적은필요한곳에서는현재의부적절한합의에대해재협상하

고, 아직협약이없는곳에서는새로운협약을만들기위해서

이다. 접경지역물관리에관한협정이확산되었음에도불구하

고, 협력을위한적절한법적프레임워크가없는강유역과대

수층들도 많이 존재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 276개의

강유역중 60%가어떤형태의협력관리프레임워크도마련

되어있지않다(De Stefano et al., 2010).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 지침과 규범적인 법적 원리는 중요하

다. 국제수로에대한비항해목적의사용에관한법률에대

한 유엔 조약은 협의 개시 후 27년 만인 1997년 채택되었

다. 이 조약은 지표수를 포함한 국제 수로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된 국가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현재까지 단지 24

개국만이 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추가적으로 11개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요청 받고 있다. 이 조약에는 관습법의 일부

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원리를 포함한 여러 원리들이 규정

되어있으며비준과관련없이유용한지침으로사용될수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이 국가간 관계를 관장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시

행이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 규칙을 더욱 명확화 하

고, 필요한경우, 새로운조항을제정하고적응하는프로세스

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국제 수로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1992년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조약이다양한양자

간그리고다자간합의의기초로적용되어왔다. 이조약은유

엔 유럽경제위원회 지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2003년에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2012년에 시행될

것으로예측되며그럴경우모든유엔회원국들이사용할수

있는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대수

층의지배구조양상에대한새로운인식이부상하고있다. 국

제 공유 대수층 자원 관리(ISARM)5 프로그램은 이 이슈에

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여러유엔기구들이참여하고유

네스코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유엔 총회는

2011년 12월 9일 66차 세션에서 국제 대수층의 중요성과

관련 조항 초안들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 유엔총회에서는 결

의안을채택하여각국이국제대수층관리에관한적절한제

도를 만들고,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UNESCO-IHP)은 각국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지원

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총회는 무엇보다도 조항

초안의최종형태를검토하기위해“국제대수층에관한법률

(The Law of Transboundary Aquifers)”을 68차세션의

임시아젠다에포함시키기로결정했다. 

수자원은정치적경계를존중하지않는다는피할수없는사

실은 물의 초국가적 양상을 나타내며 물관리에 관한 국제협

력의흥미로운사례를제시한다. 수자원에관한점증하는다

양한압력은현상태에안주하는것에대한세계적인경고이

다. 국제물관련법체계의강력하고견고한지지를받는공

평한 유역 및 대수층, 하구, 연안 제도와 그 시행을 통해 자

원 보호와 지속가능성, 국가간 혜택 공유에 관한 지대한 관

심은 곧 다가올 세계적인 수자원 제한 시대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1.2.3 국제무역

물은“가상수”(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라고도 알려져

있다)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진정 국제적인 이슈다. 이는

상품과서비스의생산에사용된물의양을지칭하는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국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물 자체

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상품을 통해 물 무역에 참여한다.

그결과, 생산에물이필요한수십억톤의식량과다른상품

들이세계적으로거래된다. 중동의많은나라를포함한일부

물의중심성과국제적규모에대한인식 33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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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국가들은 가상수의 순수입국이 되어, 각국의 인구증

가에따른식량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농산물수입에의존

한다. 일인당 물부족량이 늘어날수록, 더욱 많은 나라들이

자국이보유한물가용량으로는자국민들을위한식량공급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의 양과 자국의

경제및농업, 무역정책사이에상충효과가발생한다. 많은

유럽국가와다른나라들은각국국민들이가지고있는특정

수입식품과수입상품에대한취향과수요로인해가상수의

순수입국이다(Hoekstra, 2011). 

많은방식으로, 적어도표면가치로는가상수무역은국가간의

물필요와환경적, 경제적환경을합리적이고상호이익이되

는방식으로재정렬하는것이다. 분석에따르면가상수거래

는 사실 많은 경우 일정 정도의 효율성 절약을 낳는다. 그림

1.1은 무역이 매년 50억톤(5 G㎥)을 절약하는 것을 보여준

다. 미국에서 일본과 멕시코로의 농산물의 수출은(주로 옥수

수와 콩 제품) 세계 최대 규모의 물절약을 나타내는데, 전체

세계물절약의 11%를차지한다(Hoekstra and Mekonnen,

2011). 

비록 세계 물 무역이, 물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곳에서 상대

적으로부족한곳으로가상수이동을통해, 국가적으로는매

우 큰 물 절약을 낳지만, 무역만으로는 수자원 차원에서 지

속가능한 물 관리를 보장할 수 없다. 사실 가상수 수출국들

이국제수요에점점더많은대응을함에따라,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책임 양상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더욱 더

복잡해지고초국가적인관계로발전했다. 

물의효율성과생산성향상에대한도전과제중하나는그러

한 조치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

이다. 가용한 인센티브는 역으로 긴요한 국제무역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확실히 물 관리자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것이다. 만약물집약적인상품이단일국가내부에서만

거래된다면지속가능한물관리에인센티브를주는시장기반

의 정책들이, 예컨대, “물 부족 렌트”라든가 또는“외부효과

의내재화”를통해서, 비교적손쉽게수립될것이다. 예를들

면, 상품의 가격에 담수 생태계에 주는 악영향을 포함하도록

해서환경적영향을줄이거나제거하는생산자에게인센티브

를줄수도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는국가나지역차원

그림 1.1

농산물국제무역에따른세계물절약현황(1996-2005)

참조: 연간 5Gm3이상의물절약만표시하였다. 

출처: Mekonnen and Hoekstra(201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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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

면그런정책은해당영역의상품가격을인위적으로상승시

켜서경쟁력을잃어버리게할수도있기때문이다. 

가상수 무역은 상대적으로 재생가능한 담수 공급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나

라들은물을활용할수있는기반시설에투자할능력이있고

국제 무역에 인위적인 장벽이 없다면 식량수출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기반시설을개발하고국제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하

기위해금융적지원이필요한상황이다. 물이부족하면서도

국민들이너무가난해서수입된식량을살수없는개발도상

국들은또다른걱정거리이다. 대부분의세계화과정에서벌

어지고있는것처럼, 가상수의교역은세계의극빈층을더욱

궁지에몰아넣을수도있다. 

때로는기반시설개발에큰진보를낳기도하는대규모토지

구매 경향이 확산되면서,6 그러한 구매가 일어나는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가 또 다른 걱정을 불러 일으킬

수있다. 비록물부족이투자자들이대규모토지획득에나

서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긴 하지만, 물은 대개 체결된 토지

계약에명시적으로언급되지않는다. 드물게물이언급된경

우에도, 허용되는물인출량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는다.

농촌빈민은물통제기술을갖추고있는막강한행위자들과

점점더희소해지는물에대해경쟁해야하는상황에내몰리

게된다. 특히국경유역에관한국가간긴장과갈등가능성

또한우려를낳고있다. 

수자원과공공서비스의지배구조와관련된주제는국제투자

협약이 수자원 관리와 공공 서비스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Solanes and Jouravlev, 2007 참고; Bohoslavsky,

2010; Bohoslavsky and Justo, 2011). 세계화의결과로

외국인투자보호시스템또는특별한갈등해결제도가보호하

는 회사들이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이는외부의관할권이지역사항에개입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법에 우선하는 협약은 최선의 공

공의 이익과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정

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국제투

자 협약이 경제 및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수자원 활용

의효율성, 공공서비스의제공에미칠수도있는결과에대

해서평가하지않고있다. 

1.2.4 형평성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다른 인센티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생

산의 투입요소 차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촉진하려는목표를통해유발된다. 지방과국가차원

에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은, 점증하는 수자원에 대한 압

력과수요를고려할때,(주로식량과농산품을통해) 증가하

는세계총수요를충족시키는데중요할것이다. 그러나물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이

함께추진되는것이중요하다. 

만약 사회가 생태적 제약조건 내에서 운영되고 한번이라도

세계적으로 제한적인 수자원 가용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모든 세계인들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이 사용하는 최대소

비량과같은양의물을소비하는행동은가능하지않을것이

다. 그러므로 만약 대수층의 심각한 고갈 또는 담수 생태계

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 없이 신흥개발도상국에서의 물수요

증가를 부분적으로라도 충족시키려면, 선진국의 과도한 수

요를 제한하려는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더욱 공평한 물의 혜

택을 세계적으로 분배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비록지구상의물이, 물순환을통해, 물리적으로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않더라도(15장, 섹션 3.1 참조), 물로 인한

재화와 상품, 혜택이 분배되는 방식에 세계 물 지배구조 프

레임워크와 국가별 물 지배구조 장치를 통해 정책적 개입을

통해영향을줄수있다. 

또한국제적수요와소비에대한불평등을해결하는것이외

에도수자원의세계무역이라는측면에서지역적, 국가적차

물의중심성과국제적규모에대한인식 35WWDR4

“대부분의세계화
과정처럼, 가상수의
교역은세계의
극빈층을더욱궁지에
몰아넣을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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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불평등을해결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많은국가

적, 지역적 수자원 관리 및 배분 메커니즘은 현재로서는 지

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자원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물이 주는

혜택을 분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미 지역적 압력을 받고

있는건조지역에서쌀과면화같은물“소비량이많은”상품

의 생산과 수출은 지방자지단체 및 국가의 당면과제(예: 식

량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는 종종 그

러한생산과수출로부터발생하는혜택을(예컨대, 보건또는

기반시설을통해 )경험하지못한다. 가상수라는개념은무역

을통한물의세계적이동을부각시키는데유용한도구였다.

그러나, 수자원에 대한 압력을 재분배하고 귀중한 수자원에

대한 국내 가용성 감소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

하는 지속가능한 물 지배구조 메커니즘과 정책 개발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하층 10억 명에 해당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불공평한차별또한고려되어야만한다. 

국가차원에서물과물의혜택의공평한분배의중요성을소

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중 하나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합의한 결의안이다. 이 합의는 물과 위생에 대

한 접근성이 인권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2010년 7

월 유엔 총회7의 결의안은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

성은인권이라는점을인정하는데, 이결의안을더욱발전시

킨 인권위8의 결의안은“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에서 나오며 가능한 최고수준

의육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권리그리고생명및인간존

엄에관한권리와불가분의관계가있다”고밝힌다. 이는각

국에 식수공급과 위생 서비스를 보장하는 물 지배구조 장치

를 촉진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이는 농업과

에너지, 보건, 다른생산활동을통해물이주는사회적, 경제

적혜택을공평하게분배하는것에대한앞으로의토론과논

쟁의근거를제공한다. 그러나이러한결의안은어떻게진행

상황을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빈곤계층

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새로운 또는

확장되는) 기반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자본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조달할수있는지에대한지침을제공하지는못했다. 

1.3 세계정책속의물

사회경제적 개발에서 물의 중심성에 대한 인식은 적절한 시

점에 이루어졌다. 물의 중심성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한

세계적정책을수립하기위한세가지프로세스가진행중이

다. 새천년개발목표, 유엔기후변화협약과(일반적으로 리우

+20으로알려진 )유엔지속개발협약이그것이다. 

이세가지프로세스가부각되는이유는높은인지도뿐만아

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영향력 때문이며 이들 모두가 세계

물 지배구조와 관련된 많은 영역을 다루기 때문이다. 즉 인

류보건과개발, 환경및기후변화, 광범위한지속가능한개

발목표등이그러한영역이다. 특히, 이세프로세스모두이

보고서의출판과긴밀한관련성을갖는유엔의후원하에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G8의 물 행동

계획(The G8 Water Action Plan)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G8과G20, 세계경제포럼, 세계물포럼등의여러국제포럼

들이 사회경제적 개발에서 차지하는 물의 중심적 역할에 대

한인식에영향력을미칠수있다(Evian, 2003).

비록 이 프로세스들이 국가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어도그아젠다와협상은사실회원국들에의해주도된

다. 따라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물을 이들 프로세스의 아젠

다에포함시키는것은다양한회원국들에달려있다. 

1.3.1 새천년개발목표

새천년을맞이하며, 세계의많은부분에서놀랄만큼지속적

인빈곤에대해, 그리고기초서비스접근성에서볼수있는

부끄러운 불공평성에 대해 조명하는 것은 적절했다. 새천년

개발목표가 기여한 점은 개발권의 존재와 더불어 국제사회

가세계적인고통완화에책임이있다는것을강조하는것이

었다. 비록 많은 새천년개발목표가 불행히도 궤도에서 벗어

났다고는 해도, 명백한 시한이 제시된 목표와 목적을 갖는

프레임워크가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이 정부의 책임이 무엇

인지를명확히하는유용한수단이며, 비교적짧은“종료기

한”의존재는많은영역에서행동을가속시키는데도움이되

었다. 

하지만새천년개발목표는또한한계를지니고있다. 특히모

든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물의 포괄적인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 접근성 향상이 교육 결과(목표

2)와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신장(목표3)을 향상시킨다는 것

은잘알려진사실이다. 물은식량을생산하고(목표1), 빈곤

퇴치를 위해 국가의 모든 면을 개선하는데(목표1) 필요하

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발 핵심과제

들과물사이의긍정적이고다양한부문간의상호작용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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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례일 뿐이다. 에너지도 새천년개발목표에서 간과된 또

다른(핵심적이고포괄적인) 사회경제개발요소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로서, 새

천년개발목표의 일곱가지 목표(새천년개발목표 7)의 하나

는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 위생에 접근성이 없

는 인구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Target 7c). 그

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 목표는

수질및공급방식또는접근방식, 지불가능성등의서비스

공급의핵심적측면을고려하는데는실패했다. 비록지역에

따라진행상황이다르고, 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지역

과 중동지역이 뒤쳐져 있기는 하지만, 세계는“안전한 식수

에 대한 접근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 대조적으로(위생상태와는 연관되어 있지만 물

과는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위생 목표는 개발도상국

지역의 인구의 절반이 계속적으로 기본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없기때문에현재로는달성불가능해보인다.9

진보와 계속된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새천년개발목표7c를

2015년까지달성하기위한노력을유지하고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는국제사회에실제적인도전과제를부여한다,

특히유엔인권위원회가인정하는, 물과위생에대한권리에

부응하는요구조건에관한특성과기준은새천년개발목표를

규정한 기준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향상된 위생시설과 식수원에 대한 접

근성이라는개념에기반한세계보건기구와유니세프의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JMP)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워터의

세계위생및식수평가에대한분석과평가(GLAAS)가새

천년개발목표의 모니터링에 사용된 기준 보다 더 나은 측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목

표들의 모니터링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현재 설명된 목표들

을모니터링하기위해개발되고있다. 

또다른새천년개발목표의한계는다른목표들에대한“물의

중심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수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계속해서 인류 보건과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목표 달성에서 수자원과 물 지배구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명백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식수 이

슈와 위생 이슈가 물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향상 노력을 위

한 필요에서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물할당프레임워크뿐만아니라다른기본적인간

욕구를위해물을다른어떤용도보다우선순위에놓고있으

며 자원사용과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장려하고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관개를 위한 보조금은 빈곤과 기아를 퇴

치하기위해새천년개발목표1을달성하기위해사용될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은 종종 효율적인 물사용을 막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수자원과 새천년개발목표7 및 다른 물 의

존적인 많은 새천년개발목표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도있는불필요한추출을야기할수도있다. 

이러한 관측은 여러 차원에서 타당하며 이 장의 메시지는

2015년이후새천년개발목표를다주는방식에타당성을부

여한다. 첫째, 담수는 개발의 모든 국면에서 핵심적인 유한

하며 귀중한 천연자원이다. 둘째, 물은 목표들 간의 연계성

물의중심성과국제적규모에대한인식 37WWDR4

“새천년을맞이하며, 세계의많은부분에서놀랄만큼
끈질긴빈곤에대해, 그리고기초서비스접근성에서
볼수있는수치스러운불공평성에대해조명하는것은
적절했다. 새천년개발목표가기여한점은개발권의
존재를강조하고국제사회가세계적인고통완화에
책임이있다는것을강조하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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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38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목표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가될수도있다. 2015년이후에도각각의새로운목표

들이 그 달성에서 차지하는 물의 역할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규정되는것이중요할것이다. 

1.3.2 유엔기후변화협약

2008년 6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제2차 실무그

룹은물과기후변화에대한기술문서를출간하였다. 이문서

에 따르면“기후변화와 담수자원의 관계는 인간사회의 주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Bates et al., 2008, p. vii). 

수자원은 이 협약의 4조에 언급되어 있지만, 2009년 코펜

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15차 당사국 총회

(COP15)에서기후변화적응을위한수자원관리의중요성이

결과문서의각주에언급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당

사국들은 각국의 국가 보고서10와 국가적응행동계획

(NAPAs)11에서 담수관련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정보를 제

공했다. 이또한적응과개발의우선순위를뒷받침한다. 

칸쿤합의(Cancun Agreement)를 통해 새로 생겨난 기구들

은, 특히칸쿤적응체계와적응위원회는물을둘러싼이슈들을

해결할수있는새로운기회를더많이제공할것이다. 2010

년칸쿤에서열린 16차당사국총회에서당사국들은칸쿤적응

체계12를수립하기로합의했다. 그목적은, 국제적협력과협약

하에서 적응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일관된 고려를 통해서,

적응에관한행동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칸쿤합의는“프로

젝트및프로그램등적응행동의계획및우선순위할당, 수행

(Planning, prioritizing and imple- menting adaptation

actions, including projects and programmes)”을언급할

때수자원및담수, 해양생태계와연안지역에대한구체적인

기준을제시한다.13

칸쿤적응체계의일부로써개발도상국은목표행동을찾아낼수

있는기회를제공할각국의국가적응계획을통해물이슈들

을해결할수있는기회를갖게될것이다. 또한, 물및가뭄과

홍수 등 관련 극한 사건들은“손실 및 피해 작업 프로그램”

(The loss and damage work programme)14 하에서합의

된활동들로고려될것이다. 

특별한조치로서물이 2011년 6월에열린과학기술자문부

속기구(SBSTA) 34차 회의에서 임시의제로 선정되어, 사

무국은 35차 회의 이전에 물과 기후변화 영향, 적응전략에

대한 기술보고서 작성을 요청 받았었다. 기후변화 영향, 취

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의 후원

하에 물이 다루어 지도록 결국 합의되었다.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당사국이, 특히 최빈국(LDCs) 및

군소도서국(SIDS)을포함한개발도상국이기후변화의영향

및 취약성, 적응에 관한 이해와 평가를 향상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와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근거에 기반해서 실제적인 적응행동 및 조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특정 취약한 부문을 위해 개발되지

는 않았지만, 적응 사례 인터페이스(As the adaptation

practices interface)15와지역대처전략데이터베이스(The

local coping strategies database)16 등의지식상품은다양

한수행차원에서취약한부문에관한적응계획및사례에대

한정보를제공해준다. 

여러 기관 파트너들이 연구와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적, 제

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적응 조

치를실행하기위한조치를약속했다. 이러한조치들은수자

원 관리에 관한 취약성과 적응 사례에 대한 이해와 평가 향

상에 기여해왔다. 현재까지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하에서

물에 대해 준비된 적절한 문서들에는 기후변화와 담수자원

에 대한 종합 출판물(기후변화협약, 2011)과 기후변화의

영향과적응전략에대한기술논문이있다.17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의 권한이 이 협약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 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통합하는 중요 구성

요소임을 나타낸다. 유엔기후협약하에서 물에 대한 논의를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한 것은 당사국들의 모임이

물이 가진 다층의 포괄적인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

는 필요를 인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지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는다면 수자원의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완전히 포

착하는것은힘들것이라는의미이다. 

적응위원회 및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 협약에서 새로이

부상하는주요기구들에서물을다루는것은중요하다. 적응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는 당사국들에게 기술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는것이다. 이런기술지원과지침에는어쩌면물과적

응에관한전문성의공급을포함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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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협약은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세계협약중하나이다. 다수의귀중한다자환경협약

(MEAs)에도 불구하고, 유엔기후협약은 과거 10년간 환경

또는지속가능한개발을다루는어떤협약보다더많은국제

적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유엔기후협약이 물에 관해 집중하도록 강력하

게 보장하는 것은 물 공동체의 높은 우선 사항으로 남아있

다. 

1.3.3 리우+20을넘어

리우지구정상회의가 1992년에처음열린지 20년만에리

우데자네이로에서 2012년 유엔지속개발회의/리우+20이

열렸다. 리우 정상회의는(회의의 결과문서인) 아젠다21의

“담수자원의 품질과 공급에 관한 보호”에 관해 다루는 18장

에지속가능한물관리를포함시킴으로써이이슈를국제아

젠다로부각시키는데성공했다. 이장은물관리에대한통합

적접근법, 즉다양한사용자18를포괄하는물에대한관리를

확산하는중요한이정표가되었다. 2002년지속가능한개발

에관한세계정상회의(WSSD)는통합수자원관리(IWRM)

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그 당시 이 개념은 국제

물 담론에서 확립된 부분이 되었다.(26조에 기술된) 목표는

모든수준에서“2005년까지통합수자원관리계획과물효율

성 계획을 작성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총체적인 물 관리 프레임워크로써

생태계를 포함한 다양한 물 사용자들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의 요청은 올바른 방향의 중요한 조치였

다. 이때문에많은국가차원의이니셔티브와모니터링프로

세스가 생겨나긴 했지만 진행상황은 2005년 목표와 추진하

고자 했던 원칙에 많이 못 미쳤다. 국가 계획이 수립된 국가

들 중 많은 나라들이 계획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계획

은적응적인계획인데, 달리말하면진행중인계획의일부이

며, 그래서조건의변화와새로운불확실성에맞추어조정될

수있는계획이라는뜻이다. 

2006년 유엔워터 산하에 수자원관리 테스크포스가 설립되

었다. 2008년 지속가능위원회 13차 회의를 위한 점검에서

조사대상 27개 선진국 중 6개국만이 통합수자원관리 계획

을 완전히 수행했으며 개발도상국 중 단지 38%가 계획을

완료했거나수행중이라는것을발견했다. 유엔지속가능위원

회의요청에따라유엔워터는리우+20 회의에대비하여통

합적인 접근법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관한 진

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에 비슷한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125개국에대한데이터를분석한예비적결과는통

합적 접근법의 광범위한 채택이 국가 차원의 개발과 물관리

관행에대한중요한영향을주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설문

조사에따르면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JPoI)의요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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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3

유엔지속개발위원회에대한유엔워터의권고와

녹색경제접근법을지원하는가능한조치들

1. 녹색 경제의 성공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안전하

고지속가능한물공급및적절한위생서비스의제공에의

해 결정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

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의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행해지

는경제실적의측정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 

2. 아젠다21에서 정의된 것처럼 수자원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은 계속 유효하며 녹색경제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3. 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와도 긴밀하게 연결된 물 접근성

의 불평등을 해소하면서도“최하위 10억 인구”에 최고수

준의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4. 변화하는환경시나리오속에서물의가변성과생태계변

화, 그에 따른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는기후복원력을지닌강력한녹색경제의핵심이다. 

5. 물 공급과 위생서비스의 보편적 공급은 2015년 이후가

중심적이개발목표가되어야한다. 유엔워터는각국정부

에게현실적이고즉각적인목표를수립할것을요구한다. 

6. 수자원 효율적인 녹색경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있어야한다.

7. 세계적도전과제와도시화트렌드를염두에두고물의복

원력과도시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8. 물에관한도전과제는세계적관심사이며모든차원의세

계적행동과협력이녹색경제안에물에관한도전과제를

수용하기위해요구된다.

9. 녹색경제는 녹색 사회의 지지를 받을 때만 달성 가능하

다. 

출처: 녹색경제에서의 물(Water in a Green Economy): 유엔워터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 컨퍼런스(UNCSD) 2012(Rio+20

Summit)를위해준비한선언문,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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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 국가들이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34%가

고급 수행단계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08년 설문조

사 이후 인간개발지수(HDI) 중하위권 국가들에서 진행상황

이느려진것으로보인다. 

비록 통합수자원관리 및 다른 구체적인 목표들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과 대화는 2012년 6월 리우+20 정상회의 이후

에도계속될것이지만새로부상하는물에대한일관적인메

시지들은 물 공동체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집중시키고 동

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적

담론에서 물이 우선적인 이슈로 부상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특히물의중심성과포괄적인특성, 광범위한역할과

혜택을 고려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렵

다. 물 공동체는 회원국들과 비정부기간, 다양한 유엔기구,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개발목표를 달성에 물

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물의

많은 혜택을 공평하게 최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

기 때문에(유지보수를 포함하는) 물 기반시설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통합적이고 적응적인 방식의 수자원 관리 능력 향

상, 대부분의 개발목표들, “녹색 경제”그 자체가 계속해서

위태로워질수있다. 

유엔워터는회원국들과파트너들과의협의후에녹색경제에

대한 집단적인 의견을 반영한 리우+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 선언문이 정상회의 참가국들에 대한

유엔워터의 권고내용과 녹색 경제 접근법에 관한 가능한 조

치들의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박스1.3에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전통적인 물 지배구조의 경계를 넘어 물의 전

부문을아우르는세계적양상에대해탐구해보았다. 다양한

범위의 사회경제적 부문으로부터의 점차 증가하는 물 수요

와 통제되지 않은 수요가 생태계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 때문에 각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자원의

할당과 사회의 목표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촉진시키는 강력

한 물 지배구조 제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체단체

및 국가, 지역 차원의 물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유역을 넘

어수자원의혜택이가지는세계적인양상을적절히다룰수

있는국제물지배구조프로세스및프레임워크와제도를통

해보완되어야만한다. 물은오래전부터특정국가의이슈가

아니었다. 많은 강들과 대수층이 국경을 넘을 뿐만 아니라

물은물의존적인제품에대한국제무역과일부지역에서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물 순환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통해 세계화되어 왔다. 유한한 수자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증가하는세계에서, 세계물사용또한형평성의

렌즈를통해고려되어야할것이다. 효율성과생산성의향상

만으로는 자원 공금 및 자원 소비 또는 혜택에 대한 불평등

의세계적패턴을바꿀수없다. 이러한전부문에대해포괄

적이며세계적인물의양상은모든국가가임박한자원문제

를해결하고솔루션을찾기위한세계포럼에관심을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물 공동체와 특히 물관리자들은 이 과정에

정보를제공할책임이있다. 세계정책합의결과를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핵심과제로 남을 것이지만 프레임워크를 설립

하는것은물관리에이해관계를갖는모든이들에게부문적

인그리고공간적인지평을넓힐것을요구한다. 지역적이며

국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정치경제와 각국의 제도적 역량

을 반영한 세계적 정책합의는 그러한 정책들이 국가적인 지

방적인또는레벨에서의전반적인효과성을보장할것이다. 

주석

1 세계물개발보고서제4판의최종안을준비하는동안에는, 유엔지속개발컨퍼

런스 2012 이후의구체적인프로세스가결정되지않았다.

2 환경흐름이라는개념은생태계역시물사용자이며원활히작동하고필요한서

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충분한양과질의물을할당받을필요가있다는것

을인정한다(eFlowNet, n.d. 참조). 

3 녹색기후기금에대한정보는 http://unfccc.int/5869.php에서찾을수있다. 

4 추가적인정보는 http://www.nilebasin.org/newsite/ 참조

5 ISARM2010 국제컨퍼런스“국제대수층: 도전과제와새로운방향”

(Transboundary Aquifers: Challenges and new directions)은 2010년

12월 6일부터 8일간파일에서열렸다.

http://www.isarm.net/publications/360 참조

6 세계물개발보고서제4판의목적상, “토지취득”은구매, 리스, 양도및다른수

단을통해대규모토지에대한보유권확보로정의한다. 

7 결의안 64/292, 2010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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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p. 15. Human Rights and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2010년 9월 24일

9 진행상황에대한추가분석을보려면UN(2010, pp. 58~60) 참조

10 추가정보는다음인터넷사이트참조

http://unfccc.int/ 1095.php and http://unfccc.int/2716.php

11 추가정보는 http://unfccc.int/cooperation_

support/least_developed_countries_portal/items/4751.php참조

12 FCCC/CP/2010/7/Add.1.

13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칸쿤에서열린 16차당사국총회보

고서 5페이지부터, 관련홈페이지주소는

http://unfccc.int/resource/docs/2010/cop16/eng/07a01.pdf

14 추가정보는 http://unfccc.int/ 6056.php 참조

15 적응사례인터페이스는 http://unfccc.int/4555.php 참조

16 지역대응전략데이터베이스홈페이지주소는

http://maindb.unfccc.int/public/adaptation.

17 http://unfccc.int/documentation/documents/advanced_

search/items/3594.php?rec=j&priref=600006592#beg 참조

18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genda 21, U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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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45WWDR4

인간의물수요는대개다음다섯가지의주요물사용부문으로나누어진다:
쪾세계적으로대부분의물취수를차지하는식량과농업부문

쪾물 사용량이(소모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거의 보고 되지 않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에너지
부문

쪾매우광범위한수익창출활동으로서특정지역수자원의질과양환경에광범위한영향을미치는산업부문

쪾식수, 요리, 청소, 위생, 위생시설의특정부분에물을사용하는인간주거부문1 

쪾사회가 생태계에게 공급받기를 원하는 인간을 위한 혜택(서비스)을 유지하고 복원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 물의 수요를
결정하는생태계부문

기본적인인간의물수요와관련이있는물관리자와의사결정권자들은다음과같은몇몇중요한질문을받고있다. 우리
는현재얼마나많은물을사용하고있는가? 얼마나효율적으로물을사용하고있는가? 30년뒤에는얼마나많이필요할
까? 50년뒤에는? 이런질문들이간단해보여도올바른답을내는것은그렇게쉽지많은않다. 

각각의물사용부문은(인구변화, 기술발전, 경제성장과풍요, 식생활및사회문화적가치변화등) 다양한외부요인의영
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와 미래의 물 수요를 결정한다. 불행히도 향후 몇 십년 동안 이러한 동인들이 어떻게
변화할것인가그리고궁극적으로얼마나물수요에영향을줄것인가를예측하는것에는불확실성이많다. 미래의물수
요는인구증가및사회경제적변화에따라필요한식량및에너지, 산업활동, 농촌과도시의물관련서비스의양뿐만아
니라이러한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우리가제한된물공급량을얼마나효율적으로사용하는가에따라서도결정될것이

다. 

이장은현재의도전과제와각각의분야에대한트렌드와주요동인, 그에따른불확실성과리스크, 가능한대처방안을도
출하기 위해 2권 3부에 수록된 보고서들, 즉“가축 가치사슬 관련 물관리”(18장) 및“에너지와 물의 국제적인 결합”(19
장), “산업용담수”(20장), “인간주거지”(17장), “생태계”(21장)에주로기반을두고있다. 섹션 2.1(식량과농업)을제
외하고나머지모든내용들은각각의도전과제보고서에서요약된것이다. 이장에수록된섹션들은 3부에서엄격한분량
통제로인해다루지않은보완적인내용들도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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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46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2.1 식량과농업

물과 식량의 관련성은 단순하다. 작물과 가축을 키우는 데

는물이, 그것도많은물이필요하다. 농업은농산품생산과

생활용수, 산업부문에필요한전체물의 70%를사용한다. 

물은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세계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수있는물이충분히있다. 하지만이러한세계적양

상은 수십억의가난하고빈곤한 사람들이많은 지역에서절

대적인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식량과 기타 농산품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용한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보

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 생산과정 전체에 걸쳐 정

책과관리의큰변화가필요하다. 

2.1.1 농업에서의물사용

농업분야전체는다른부문과비교했을때, 특히생산단계에

서 큰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을 가지고 있다. 특히 축

산품에대한수요증가는생산과정뿐만아니라축산품가치사

슬의 각 단계에서 물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 또한 수질에

영향을주고있으며, 반면에 (물의)가용성을줄이고있다. 

연간 세계 농업용 물 소비는 식량 및 섬유, 사료용 작물의

물소비(증산작용), 그리고토양및논과관개수로, 저수지

등 농업 관련 개방 수면으로부터의 증발량을 포함한다. 총

7130km3의 연간 농업용 물 소비 중 단지 20%만이“청수

(Blue water)”이다. 즉, 관개를목적으로강과하천, 호수,

지하수에서 끌어온 물이다. 비록 관개는 농업용 물 소비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20%미만의 농경지에서 40%이상의 작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식량불안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식

량생산이물에의존성을갖는것에대한인식은거의없다.

세계 담수 사용의 약 70%가 이미 관개농업용으로 이용되

고 있고(그림 2.1), 식량과 에너지(바이오 연료)로 인해 증

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인식또한거의없다. 이와관련하여, 농업용수의사용은개

발수준이높아짐에따라줄어드는경향이있다. 

그러나, 최빈국(LDCs)뿐만아니라많은국가에서농업용수

의 가용성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불확실해졌고 이러한 상황

은더욱악화되고있다. 농업용수사용은OECD국가들에서는

전체물사용의 44%를차지한다. 그러나농업에대한의존성

이높은 8개의 OECD 국가들에서이비율은 60% 이상이다.

BRIC 국가들(브라질, 러시아연방, 인도, 중국)2에서는농업이

물사용의 74%를차지하지만, 그폭은러시아연방의 20%에

서 인도의 87%까지 편차가 크다. 최빈국에서의 이 수치는

90%이상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11c). 

세계적으로 관개 농업의 작물 산출량은 천수경작의 산출량

에비해약 2.7배이다. 따라서식량생산에관개는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관개시설을 갖춘 농지는 1970년

1.7억 헥타르에서 2008년 3.04억 헥타르로 증가했다. 특

히, 사하라사막 남부의 아프리카와 남미지역 중 물이 충분

한 지역에서는 확대의 여지가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관개

의 산출격차를줄이는 방법들로는소비되는물의단위당 더

많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도록 물 서비스의 양 및 안정성,

시기적 적절성을 높이고, 관개용으로 취수한 물의 유용한

사용을 촉진하고, 재배 및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

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11a). 

비록 작물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가속

화되는 토지 황폐화(섹션 4.5 및 28장 참조)와 도시화(섹

션2.4 및 17장 참조)로 인해 매년 5백에서 7백만 헥타르

(0.6%)의 경작지가 사라지고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도

시로 이주함에 따라, 경작되지 않는 농업 용지가 늘어나고

농장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일인당 재배

토지의 면적이 1961년 0.4 헥타르에서 2005년 0.2 헥타

르로빠르게줄어들고있다.

2.1.2 예상되는수요증가

세계인구는 2010년 69억 명에서 2030년 83억 명, 2050

년 9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유엔경제사회국,

2009). 또한 2030년까지 식량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되며(2050년까지 70%)(Bruinsma, 2009), 수력

과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에너지 수요는 60% 증가할

것이다(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 2009)(섹션 2.2과 19장

참조). 이러한 사실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예컨대 농업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과 에너지 사용 모두를 큰 폭

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다양한 물 사용 부문들간의 물

을둘러싼경쟁을심화시킬것이다. 

미래 농업용 물 수요 예측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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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한편으로는식량공급이필요한인구의 수와 다른 한

편으로는무엇을 어떻게먹느냐에따라 결정될 식량 수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어떤 요인보다도 계절적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과정의 효율성, 작물의 종류와 산출량으로

인해더욱복잡한양상을띠게된다. 

비록 다양한 시나리오적가정과 방법론에따라 예측은매우

다르지만 미래 세계농업의 물 소비량(관개농업과 천수농업

을 모두 포함하여)은 2050년에는 매년 19%, 8,5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7).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08년부터 2050년까지 관개용수

소비가 11%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현재 관개용

물 인출양인 2,740㎦에서 약 5%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이다. 비록 이러한 증가가 소폭의 증가로 보이기는 하나 대

부분이 이미 물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지역에서 발생할 것

으로예상된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11a). 

본질적으로 농업부문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는 40년 후에

70%이상의식량을재배하는것이아니라식탁에 70%이상

의 식량을 올려놓는 것이다. 저장과 가치사슬에서 손실을

줄인다면 식량생산 증대 필요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1.3 물과생태계에대한농업의영향

농업에서물을 관리하는방식은 생태계의대규모변화를 야

기했으며 광범위한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을 약화시켰다. 농

업을 위한 물 관리는 담수와 연안 습지대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켰으며 물의 양과 질, 그리고 육지 생태계의

직간접적인 생물학적 변화를 야기했다. 농업부문으로 인한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피해 및 정화 프로세스의 외부적 비

용은 막대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매년 90억에서 200

억불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Galloway et

al., 2007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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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부문별지역별물인출(2005)

츨처: FAO AQUASTAT(http://www.fao.org/nr/water/aquastat/main/index.stm, accessed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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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결과로 변화한 토지이용 방식은 물의 양과 질에 광범

위한영향을미쳤다(Scanlon et al., 2007). 특히습지는큰

영향을받았다. 농업오염에의해발생한수질악화는유럽및

남미, 아시아의 습지에서 매우 심각하다(그림 2.2). 담수와

연안 습지의 생물들의 현황은 다른 생태계 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있다(MA, 2005a). 

농지로부터 흘러나온 오염은 세계의 많은 강 유역에 걸쳐 오

랫동안심각한걱정거리가되어왔다(섹션 3.3과 4.3 참조).

농업용 유출수로 인한 부영양화는 캐나다와 미국, 아시아 태

평양지역에서의가장심각한오염중하나다. 호주및인도,

파키스탄그리고건조한중동지역의많은부분들이부실한관

개작업으로인한염도증가에직면하고있다(MA, 2005). 

질산염은 가장 흔한 세계 지하수 자원에 대한 화학 오염 물

질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물 통계(AQUASTAT) 데이

터에 따르면(2011c), 미국은 현재 가장 많은 양의 살충제

를 사용하는 나라이며, 유럽 국가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농경지의 단위 면적당 사용량에서는 일

본이 가장 많은 살충제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재생 가능한

지하수 자원의 과다 추출 및 주로 농업 부문에 의해 야기된

건조한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매장 화석수의 추출

은수자원에돌이킬수없는지장을초래하고있다. 

2.1.4 인구증가와식생활변화로부터발생하는곤란

인구증가(앞서 밝혔듯이 2050년에 91억 명으로 증가)는

토지와 물에 대한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경제

성장과 개인적 부로 인하여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더 많

은 물이 필요한육식과 낙농제품중심의식단으로변화하고

있다. 예를들어 1Kg의쌀을생산하는데에는약 3,500 L,

1Kg의소고기를생산하는데에는 15,000 L, 커피한잔에

는약 140L의물이필요하다(Hoekstra and Chap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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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륙별습지의수질상태변화

출처: FAO(2008,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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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러한 식단 변화는 지난 30년간 물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21세기 중반까지 계속될 것이다(유엔

식량농업기구, 2006). 

축산물수요는경제발전과긴밀히연결되어있다

세계 식량경제는식생활및 축산물중심의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6). 2008년 33.5억 헥타르가영구목초지와방목지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곡식 작물재배 및 영구작물 재배지 면

적의 두 배 이상이다. 대부분의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

국에서 축산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축산 부문

은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Steinfeld et al.,

2006). 축산은 이미 전세계 농업 산출물의 40%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은 인구 증가 및 부의 증가, 도시화로

인해농업경제의가장역동적인부문이다. 

그러나 축산품에대한 수요증가는그에 상응하는 환경 영향

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축산용지의 증가는 일부 국가(브라

질의 사례)에서는 산림파괴를 낳았으며,(주로 OECD국가

들의) 고밀도 축산은 이미 주요한 오염원이다. 축산은 세계

GDP의 2%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온실가스배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Steinfeld et al., 2006b). 따라서

비판가들은 특히, 저소득국가에서 축산의 폐해가 그 혜택보

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과는

관계없이축산물에대한수요는계속증가하는듯하다(유엔

식량농업기구, 2006). 이 때문에 축산에 있어서 자원사용

의 효율성은 이제 긴박한 우선과제가 되었고 여기에는 물

관리도포함된다. 

축산및축산가공으로인한물오염

생산단계에서축산은가축이마시고, 더위를식혀주고, 씻는

물이필요하다. 필요한양은동물의종류및사육방법, 위치

에 따라 다르다. 대규모 축산 시스템은 동물이 먹이를 찾느

라추가적으로필요한노력으로인해물수요를증가시킬수

있다. 그러나, 집약적 또는 산업화된 방식의 축산은 설비를

냉각시키고 세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용 물이 필요하

다. 세계적으로 축산에서 요구되는 연간 식수량은 약 16㎦

이며 서비스에는 추가적으로 6.5㎦의 물이 필요하다

(Steinfeld et al., 2006). 

먹이와사료를재배하기위해사용되는물의양은부피측면에

서훨씬더많다. 이양은동물의종류와그들이먹는사료의양

뿐만아니라사료가어디서재배되는가에의해서도결정된다.

가축은 연간 2천에서 3천㎦의물을 소비하는것으로추정된

다. 비록이추정치가상당히부정확한것이기는하지만, 세계

적으로 식품에 포함된 물의 45%에 달하는 것이다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7; Zimmer and Renault, n.d.). 빗물

공급만을받는초지와경작되지않는방목용사료작물이이중

대부분의물을소비하며, 대개거의환경적가치가없는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이러한토지가방목용으로쓰이지않아도거의

물을절약하거나다른방법으로사용할수없었을것이다. 관개

용수의양은훨씬적은비중을차지하지만, 축산용사료와방목

지에중요한역할을하며, 비용적으로천수경작에의한사료

재배에비해훨씬큰기회가있다. 

육류 가공에서 도축장은 육류 가공 가치사슬상의(생산과정

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물 사용자이며, 지역 생태계와 공동

체에 중요한 오염원이다. 그러나, 식량소비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식량낭비이다. 특히선진국에서너무나많은상하기

쉬운 식품이 생산되고 팔리지 않아서 저장 중에 상하며, 팔

릴 경우에도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두 경우

모두심각한식품낭비이며, 식품생산에사용된물의심각한

낭비이다(Lundqvist, 2010). 

2.1.5 농업부문에서수자원에대한기타압력

기후변화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몫을 통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는 역으로 지구 물 순환에 영향을

미쳐서, 식량 생산에 대한 또 다른 계층의 불확실성과 리스

크를 추가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주로 수계를 통하여 더

욱심각하고빈번한가뭄과홍수의형태로느낄수있다. 강

우분포및토양수분, 빙하및눈과얼음의융해, 하천과지

하수 흐름의 변화를 통해 수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영향이

예측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수문적인 변

화는 전세계의관개농업및 천수농업의범위와 생산성모두

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적응전략은 전체적인 생산

리스크의 최소화에 집중될 것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11b). 

2030년에는 남아시아와 남아프리카가 기후변화가 야기하

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49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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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량부족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예측된다(Lobell et

al., 2008). 이 지역의 사람들은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데, 왜냐하면 이 지역이 기온 변화 및 강우량 변화 등 예측

되는 기후변화에매우 취약하며영향을많이 받는 생태계에

서재배되는작물에매우의존적이기때문이다. 

식량및경제, 에너지위기

2009년경제위기의바로뒤를이어발생한식량가격상승

위기는 국제적 기근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

가격은 2006년보다 매우 높았다. 비록 이러한 가격 상승을

이끈동인들이밀재배지역의가뭄및낮은식량비축량, 비

료가격 상승을야기한 석유가격급상승등 일시적인것들이

라고여겨지지만, 2010년의식량가격은아직 2006년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빈곤층 여성들이 경제위기의 타

격을 감당해야 했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위기 기간동안노동참여도를더욱 높여

야했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9). 

최근 몇 년간 바이오 연료용 수요 또한 급증했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생산을 위해 미국에서는 옥수수, 유럽연합에서

는밀과평지씨, 사하라사막남부아프리카와남아시아, 동

남아시아 일부에서는 기름야자,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가

재배되고 있다. 2007년 바이오 연료 생산은 브라질과 미국

이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규모는 작지만 한 몫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와 쓰레기는 2005년 세계 주요 에너지 수

요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6%)과 수력

(2%)을합친것보다도더큰비중이다(IEA, 2007).

바이오 에너지 공급은 석유로 환산 시 2050년에는 6,000~

12,000백만톤에이를것으로예측되는데,3 이를위해서는세

계농지의 1/5이필요할것이다(IEA, 2006). 또한, 바이오연

료는물집약적이기때문에지역수문학적시스템과온실가스

배출에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 

토지획득과토지이용변화

비교적최근의현상인대규모국제적토지획득은토지사용의

변화를불러왔고, 이는결국물사용에영향을주었다. 2007

년과 2008년이래일부 OECD국가와 BRICS 국가의정부펀

드와투자회사들이자국의연료및식량소비를보장하기위해

서아프리카와아시아, 라틴아메리카전역에서대규모농지를

구매하거나 임대했다. 그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연료 위기 및

석유제품을대체할바이오연료의수요때문인데이는7장(박

스7.14)에상세히설명되어있다. 문제는그러한계약에체결

된대부분의나라에서종종물권리가“근대적”법률로성문화

되어 있지 않고 지역 전통 또는 미약하고 구시대적인 물관련

법에근거하거나, 공식적인법률용어로존재하지않다는것이

다(Mann and Smaller, 2010). 

2.1.6 식량가치사슬상의낭비

물이 부족할 시기에는 식량용 작물 재배만을 위한 물의 양

만을 고려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치 못하다(Lundqvist,

Fraiture and Molden, 2008). 생산에서 소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체 가치사슬에서 물이 사용되는 방식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대개는 원거리에서, 때로는 해외에 있는

다수의 다양한 공급자들로부터 점차 많은 식량을 공급받는

선진 산업국가들과 BRICS 국가의 일부 지역과 도시에서는

특히나 더 이러한 검토가필요하다식량안보는농산품이생

산지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가치사슬을 따라 움

직이며 농민 및 운송업자, 창고관리인, 식품가공업자, 상점

주인, 소비자 등 많은 손을 거치는 동안 낭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 위협받게 된다. 식량은 가치사슬의 각 단계

마다 낭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식량 생산에

사용된물도낭비될수있다는것이다. 

물 관리는전통적으로정부의책임이지만주요글로벌식품회

사들은, 특히가치사슬이물부족국가에걸쳐있는경우에는,

“식량안보를위협하는것은
농산품이생산지에서
식탁에이르기까지

광범위한가치사슬을따라

움직이며…많은손을
거치는동안낭비되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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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차지하는물의중요성을깨닫기시작하고있다. 비록

이들기업의우려는고객의인식과이익의확보에더욱관련이

있을지도모르지만, 물을더욱소중하게사용하는것은모두에

게연쇄적인편익을가져다줄수있는가능성이있다. 예를들

어, 가치사슬상에서더효율적인물사용을촉진하는노력들

에는 CEO 수자원관리책무(CEO Water Mandate)와수자

원관리협력단(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이있다.

2.1.7 ‘ 워터스마트’식량생산

분명히세계는물과다른자원간의연계, 그리고수확이후

발생하는 관리 부실 및 가치사슬 상의 식량 낭비에 대한 사

회경제학에대한인식제고를특징으로하는물관리의새로

운시대에접어들고있다. 

기술의역할

고소득 국가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오랫동안 세계적 번영의

주요동인이되어왔다. 의심의여지없이이러한현상은미래

에도 계속될 것이다. 식량생산은 확실하게 기후변화와 생태

계 파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더욱“자연친화적인

(Greener)”그리고더욱지속가능한과학기술이필요할것

이다. 

작물 산출량을 향상시키고 가뭄에 더욱 잘 견디는, 그리고

비료와물을더욱스마트하게사용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

는, 새로운살충제와비화학적인접근법을통해작물을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추수 이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축산과해양생산을가능케할혁신적인기술이필요

할것이다. 선진들은이러한기술을잘활용할수있는입장

에 있지만 또한 최빈국들이 공평하고 차별없이 이러한 기술

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인적자본과제도가자산이다

최빈국에서의 농업개발은 주로 소작농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들은대부분여성들이다. 소작농의필요에맞는물기술은

식량안보과제를충족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그

러나많은최빈국여성들은광범위한물리적자산에단지제

한적인 접근성만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그러한 자산을 이용

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양한 물 이용계획이 여성들

에게 물 할당과 관리에 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있다. 

정책과관리의주요변화는가용한수자원을가장잘활용하

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물 규제의 책임을 집중화하면서도

물관리책임을분산하고사용자의 소유권과참여를증진시

키는 새로운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조치는

가난하면서도소외된계층, 특히여성들에게물접근성을보

장하고, 장기적인 토지보유 및 물 사용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가치사슬에대한집중

농업가치사슬전반에걸친개선이필요하다. 단기간에효과

를 볼 수 있는 영역은 최빈국에서 수확이후 작물 손실을 감

소시키는 것과 소득수준이 더 높은 국가에서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혁신적인 기후대응형 경작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적인 축산용 사료로의

전환도가능하다. 처리된물이문화적인이유에서다른용도

로 재사용될 수 없을 때에도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물

재활용은환경적인필요조건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수있

다. 

창조적인물관리

가뭄에대한취약성을줄이기위해서는물관리와통제를강

화하고, 적당한 곳에서는 건설된 저수지나 습지 및 지하의

자연 저장공간에 지표수 및 지하수의 저장을 늘이기 위해서

“녹색”기반시설의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의 편익은 새로운 상황에 맞춘 조정을 통해 현재의 물 관리

기술에서 발생할 것이다. 1980년대에 유행한“관리를 위한

설계”는 누가 관리를 하는가와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기반시

설설계시고려하였다. 이는오늘날에도매우적절하며미래

의물관리에서도중요하다. 

가상수거래/무역

가상수는물이풍부한국가가물이포함된식량을충분한주

식작물을재배하기힘든물부족국가로수출하는데에더욱

더큰역할을할수도있다. 그러나수출입식품대자급자족

에 관련된 물 정치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식량생산

국가는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때에는 작물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국과 최빈국들은 높은 시장가격을 피하면서

도 자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계속 수자원에 대한

과잉 사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식품과 다른 상품에

대한 보조금은 가상수 개념의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왜곡할수있다, 

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51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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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52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워터스마트”생산의실행

가용한 물을 잘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접근법이 필

요하다. 즉, 생산성(“물 한방울 당 작물량”증가)을 향상시

키는수요관리와계절성및더욱예측하기힘든강우에대처

하기위한물저장을통해더많은물을사용할수있게하는

공급관리가필요하다.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큰 폭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

나 현재 일부 국가의 국가정책 우선 순위는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 2010년 세계적으로 관개 시스템에 미화 100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해 세계 생수시장의

규모가 590억달러였다는것과비교해보면) 이는농업부문

에서 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놀랄 만큼 적은 금

액이다(Wild et al., 2010). 지금이야 말로 농업은 정당한

주요 물 소비자이며 미래의 식량 및 물 안보를 위해서 투자

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세계가 눈을 떠야 할 때이다. 물이

부족한시기에는물을현명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사

용해야 하는 세계적 책임이 있다. 농업은 더욱 더“워터 스

마트”해져야하며, 이를가능하게하도록올바른방향제시와

인센티브가주어져야할것이다. 

2.2 에너지

에너지와물은복잡하게연결되어있다. 다른에너지소스와

전기 소스가 존재하지만, 모두가 원료의 추출 및 열처리 과

정의 냉각, 자재의 청소, 바이오 연료 작물의 경작, 터빈에

동력공급 등 다양한 생산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다. 역으로

수자원을사람이이용하고소비하기위해서펌프사용및수

송, 처리, 담수화, 관개를 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러한 양면성을 갖는 상호의존성은 물-에너지 넥서스를 만들

어냈으며여러부문에걸친핵심적인취약성을낳았다. 

이 결합(Nexus)을 관리하는 과제는 그 영향이 추정만 될

뿐한번도완전하게계획되지못한외부동인들을통해증가

한다. 기후 변화는 물과 에너지 모두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인 외부 동인이다. 완화대책은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의

축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적응은 증가하는 수문학적 가

변성과홍수및가뭄, 폭풍등극한의기상상황에대비한계

획을 의미한다. 인구증가 및 이주뿐만 아니라, 특히 비

OECD국가에서에너지소비의급증을야기할, 경제활동증

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통해 외부

압력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의한 정

책선택이더욱물집중적인에너지와에너지집중적인물을

추구함으로써부담을더욱악화시킬수있다. 

2.2.1 에너지를위한물

다양한종류의에너지수요의트렌드와예측

미에너지정보청(EIA) 2010년추정치에따르면세계에너지

소비는 2007년대비 2035년약 49% 증가할것이라고한다

(그림 2.3). 에너지 소비 증가는 비 OECD 국가(84%)가

OECD국가(14%)보다높을것이라고한다. 주된원인은국내

총생산(GDP) 성장과그에따른경제활동의증가때문이다. 

“모든형태의에너지는
생산및전환, 분배, 사용을
포함하는라이프사이클의

특정단계에서물이
필요하다.”

그림 2.3 

세계시장의에너지소비(2007년~2035년)

출처: EIA(201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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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은 주로 1차 에너지원과 2차 에너지원으로 나뉘어

진다. 1차 에너지원은 추출되거나 포획 또는 재배되는 에너

지원으로원유,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지열등이이에

속한다. 2차 에너지는 석유제품으로 변환과정을 거치거나

(석탄, 화석연료, 지열, 원자력) 열처리, 수력, 태양열/태양

광, 풍력을통해전기를생산한다(Øvergaard, 2008). 

주요에너지매체에관해그림 2.4는연료생산이 2035년까

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준다. 원유 생산량의 증가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 연료와 석탄, 천연가스의 생

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오 연료의 생

산은물에큰영향을미치는데왜냐하면광합성을통한작물

의 성장에 물이 필요하며 기초화학원료생산(Biorefinery)에

도물이필요하기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전력생산에관한 2035년트렌드에큰격

차가존재한다. 그림 2.5는액체화석연료를통한전력생산

은증가하지않을것이며원자력발전은아주조금늘어나리

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

력 발전소 사고결과 세계 원자력 발전정책은 추가적인 원자

력 발전을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석탄 및 재생 에너지,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은 2035년까지 2배이상증

가할것으로예상되며(그림 2.4), 수력발전도증가할것으로

예상되나풍력및태양열, 태양광의증가비율에는못미칠것

으로전망된다(미국에너지정보청, 2010; WWF, 2011).

1차에너지를위한물필요량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생산 및 전환, 분배, 사용을 포함하는

라이프 사이클의 특정 단계에서 물이 필요하다. 이 장은 물

의질적영향대신물의양적필요량에초점을맞춘다. 석탄

및천연가스, 우라늄등의연료생산에따른물필요량은비

록 사소하지는 않지만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되는 물 필요량

에비해서는매우적기때문에무시할수있다. 반면, 교통에

사용되는 석탄 및 천연가스, 석유 생산을 위한 물 필요량은

비교적 많다(왜냐하면 운송 차량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각의 연료와 기술은 조금씩

다른물필요량을가지고있다. 

원유

원유는 현재 세계 최대의 1차 에너지원이다. 원유 생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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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세계의연료생산량(1990년~2007년, 2035년까지의

예측치포함)

출처: EIA (2010)의데이터.

  

그림 2.5

세계순전력생산예측량(2007년~2035년)

참고: 이그림에서화석연료는석유나액화가스같은액체를의미한다. 

석탄과천연가스는별개로고려된다. 

출처: EI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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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펌핑, 정제, 처리 등 다양한 단계에서 물이 필요하다.

평균 물사용량은 1.058 m3/GJ로 예측된다(Gerbens-

Leenes, et al., 2008). 북중남미에서 2035년까지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재래형 원유 생산은 4배 이상의 물을 소

비할것이다(WEC, 2010).

석탄

석탄은세계 2대 1차에너지원이며, 2035년까지그사용량

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2.4), 저벤스-리네스 등

(Gerbens-Leenes et al. 2008)의 예측에 따르면 약

0.164 m3/GJ의물이다양한처리과정에서사용되는데, 이

중 지하채굴작업이 노상채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사용

한다(Gleick, 1994). 

천연가스

천연가스의생산은 2035년까지크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그림 2.4). 채굴및추출, 재래형가스운송을위한물필요량

은 비교적 크지 않은 0.109m3/GJ로 추정된다(Gerbens-

Leenes et al., 2008). 그러나아시아와호주, 북미에서증가

하고있는셰일가스생산은재래형가스생산에비해약간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추출방법인 수압파쇄기법

(Hydraulic fracturing)은수백만톤의물을각각의가스층에

주입하기때문이다.

우라늄

우라늄이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늘날 약

6%에서 2035년까지 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4)(세계에너지협의회, 2010). 저벤스-리네스 등

(Gerbens-Leenes et al. 2008)의예측에따르면우라늄채

굴및처리에대한물필요량은가장적은1GJ 당0.086m3라

고한다.

바이오매스와바이오연료

목재 및 애그로퓨얼(Agro fuel, 재배된 땔감), 쓰레기, 도

시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는 많은 비 OECD국가들의 가정에

서 연료 및 난방용으로써 중요 자원이다(세계에너지협의회,

2010). 또한, 바이오 화학소재(Biofeedstocks)도 점점 더

상업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OECD국가들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작물재배를 위해

사용되는 물 필요량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

나, 물 집약도는 원료작물과 언제, 어떻게 작물이 키워지나,

그리고작물이 1세대작물인가 2세대작물인가에따라결정

된다(Gerbens-Leenes et al., 2008; 세계경제포럼,

2009).생산과정의 다양성으로 인해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

한 단일가치 또는 물소비의 대표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비현

실적이다.

전기생산을위한물필요량

화력발전

(석탄, 가스, 석유, 바이오매스, 지열, 우라늄을연료로사용

하는) 화력발전은전기발전기를돌리기위해물이나가스를

가열하여증기또는가스터빈을통과시킨다. 터빈을통과한

후증기순환과정의물은일반적으로냉각기(수랭식루프를

통해)에서 냉각된 후 재활용된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현재

세계 전력생산의 78%를 차지하며(미국에너지정보청,

2010) 산출량이증가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더욱많은냉

각용물이필요하다는의미이다. 

현재 공랭기술과 함께 두 종류의 수랭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2011). 일과식 냉각방식은 냉각기를 통과

한 후 비교적 다량의 물을 회수하여 주변 하천의 하류로 방

류한다. 일부의 물은 증발로 사라지겠지만(세계에너지협의

회, 2010) 사실상거의물손실이일어나지않는다. 그러나,

방류된 물의 온도가 주위 환경의 온도보다 매우 높을 수도

있고, 주변 수생생물이 냉각 시스템에 영향을 받게 되면 하

류지역의수생생물에대한높은스트레스가발생할수도있

다(미국에너지국, 2006). 밀폐계 시스템은 냉각수를 냉각

기 안에서 재순환시키며 높은 열은 냉각탑이나 냉각조를 통

해 배출한다(세계경제포럼, 2011). 밀폐식 시스템은 일과

식방식에비해 95% 적은양의물을회수하지만, 회수된모

든 물은 증발되어버려 직접 자연 시스템으로 돌려보내는 물

은 없다. 공랭식 시스템은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기생효율손실이발생하고지역의기온과습도에따라효과

가다르게나타난다. 

다양한현존기술과연료, 증발량에영향을주고냉각방식을

결정하는 기후 조건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물 소비량은 다양

하다. 

수력발전

수력발전은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방

식(2007년 세계 전력생산의 15%)이며 세계적으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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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있는 후보지의 2/3가 개발되고 있다(세계에너지

협의회, 2010). 수력발전은물로터빈을돌린후하류의물

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물을 연료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물은오염되지않기때문에수력발전은정의상물소비를하

지 않는다. 그러나, 저수구역의 경우 추가적인 증발작용이

일어날수도있기때문에, 비록증발로인한손실이다른저

수관련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 일부 관측자

들은이를수력발전의물소비로고려하기시작했다. 

수력발전에의한물소비는측정이아니라모델링에따라결정

되기때문에특히추정하기어렵다(세계경제포럼, 2009). 이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최근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치의 범위는 0.04m3/MWh에서 210m3/MWh이며 중

간값은 2.6m3/MWh에서 5.4m3/MWh이다(Gleick,

1994). 이러한추정치는유역이평탄한, 흐르는강물의상태

에서강물표면에서증발되는것이상으로증발을통해일어난

손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손실이 수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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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1

다른형태의에너지와수력발전의물사용및소비에대한비교에서나타나는복잡성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최초로 수력발전의 증발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여러 에너지 자원들의 물 사용량을 정량화하

기위한시도였다. 최근의측정치는거의존재하지않지만미국의 1990년대수치는세계차원에서수력발전의물필요량을나타내

기위해자주사용된다(그림 2.5). 페가시스(Pegasys , 2011)는수력이수자원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여러포인트들이고려

될필요가있다고언급한다. 

쪾물“사용”및“소비”, “손실”에대한이해.수력발전을 위해“비소비적으로 사용”되는 물과관련된 개념과 용어를명확히 하는것

이중요하다.(1)수력발전은물을“소비”하지는않지만유역이흐르는강물표면의상태를유지한다면발생했을양을초과하는증

발을 통한 손실과(2) 고려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변경된 물 흐름 체계와 관련 있는 하류의 영향이 존재한다. 아마도 가장 일반

적인문제는저수지저장용량에결정되는물사용방법때문에발생하는데, 왜냐하면연간하천유량을시간경과에따라할당해야

하기때문이다. 예들들어, 칠레와같은많은지역에서의수력발전은다른물사용방법과경쟁관계에있다. 왜냐하면, 다른용도

에 대한 계절적 필요량과 종종 조화되지 않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천유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Huffaker,

Whittlesey and Wandschneider, 1993; Bauer, 1998). 

쪾발전용량의본질. 발전기술과더광범위한국가적, 지역적전기시스템밖의물발자국을이해하는것은어려움을발생시킨다. 각

각의 발전시설은 이미 규정된 성능과비용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도 지시서를 결정하며 따라서물 사용법도 결정한다. 이

러한역할은다른발전방법들의맥락에서만이해될수있다. 예를들어수력발전은베이스부하용량및피크용량, 지원중하나

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방법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력발전소의 저수공간도 레크리에이션과 항해, 홍수관

리, 물저장등다양한목적으로사용되며, 수많은서비스마다그영향을할당하는것은어렵다. 

쪾에너지 공급망. 각각의 발전기술은 다른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원료의 추출에서 최종 제품까지의 공급망을 고려하는 것은 그

기술의물발자국을이해하는데결정적이다. 공급망중일부를빠뜨린다면그기술의물필요량을정확히알수없고기술간의비

교를어렵게한다. 

쪾손실의 속성. 많은 경우 수력은 다목적 프로젝트의 기능 중 하나이며, 모든 사용방법들에 관한 저수공간에서 발생하는 증발산의

속성은수력발전의물발자국과사용법을고려할때필요하다. 

쪾수력발전시스템의구조. 각각의수력발전시스템은하천시스템의특성과유량에따라다른구조를갖는다. 저수지의크기, 깊이,

모양뿐만아니라설치용량은기존지형에따라결정되며증발량과발전용량(Generation value)을결정하는데, 이는각각의프

로젝트를별개로평가해야할필요성을부각시킨다. 

쪾기후조건.물발자국의지방하천유역수자원에대한영향(또는기회비용)을둘러싼큰논란이있다. 물과잉하천유역에서의물

발자국의의미는같은양의물발자국이라도물부족지역에서가지는의미와는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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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체로인해발생한것이아니라저수지의표면과부지에

고유한기후조건에의한것이고, 그래서인공적이든자연적

이든 모든 저수지의 물 사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

하는것이중요하다. 박스 2.1은이런점을다른발전형태와

비교할 때 수력발전을 하는 동안 물 사용과 소비를 고려할

때 동반되는 복잡성의 일부를 나타내며, 수력발전뿐만 아니

라 종종 상이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저수지 때문에도

생겨나는“손실”을측정하는데타당한몇가지포인트를제

시한다. 

풍력및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및 태양열, 태양광 발전은 현재 세계 전력 생산의 3%

를 차지한다. 가동 중에 날개나 태양전지를 세척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 기술들은 사실상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세계경

그림 2.6

다양한에너지생산종류별운영상의물소비

출처: IPCC(2011, fig. 9.14, p. 49). 에너지를위한물수요의트렌드(Trends in the demand of water fo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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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럼, 2009). 그러나사막이나사막가까이서가동될때,

태양전지판을 세척하기 위한 물 필요량은 먼지 제거에 중요

하다. 또한, 대규모 집중 태양열 발전소의 경우 화력발전소

와 같은 증기 순환시스템을 통해 발전을 하고, 그래서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냉각용 물 필

요량이있다(Carter and Campbell, 2009).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 에너지와 전기 소비는 향후 25년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의 증가는 비

OECD 지역에서일어날것이다. 이러한트렌드는에너지공

급에필요한수자원에직접적인의미를가질것이다. 표 2.1

은만약현재의소비양상이계속된다면에너지생산을위한

예상 물 필요량이 2050년에는 11.2% 증가할 것이라는 점

을보여준다. 소비양상에서에너지효율증가를가정한시나

리오 하에서 세계에너지 회의(세계에너지협의회, 2010)는

2050년까지에너지생산을위한물필요량이 2.9% 감소할

수있다고예측한다(표 2.2). 불행히도, 새로운에너지생산

시설이계획될때, 에너지생산에필요한에너지의가용성에

대한고려가종종이루어지지않는다. 비슷하게물시스템을

위한에너지필요량도종종간과된다. 

지구 상의 수자원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일부지역은다른지역보다더욱심각한에너지용물스트레

스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에너지 회의(세계에너지협의회,

2010)는중국과인도, 중동은이미물스트레스를경험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1차

에너지처리와전력생산을위한신기술을탐구할필요가점

점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비록 에너지

생산을위해물필요량증가를경험하고있다하더라도충분

한자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물스트레스나물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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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구및에너지소비량, 에너지를위한물소비량(2005년~2050년)

출처: WEC(2010, table 1, p. 50, various data sources)에서정리

인구(백만) 6290 7842.3 8601.1 9439.0

에너지소비량(EJ) 328.7 400.4 464.9 518.8

에너지소비량(GJ/인) 52.3 51.1 54.1 55

에너지용물사용량(billion m3/연) 1815.6 1986.4 2087.8 2020.1

에너지용물사용량(m3/인) 288.6 253.3 242.7 214.0

세계 2005년 2020년 2035년 2050년

표 2.2

에너지효율향상시인구및에너지소비량, 에너지를위한물소비량(2005년~2050년)

출처: WEC(2010, table 2, p. 51, various data sources)에서정리. 

인구(백만) 6290 7842.3 8601.1 9439.0

에너지소비량(EJ) 328.7 364.7 386.4 435.0

에너지소비량(GJ/인) 52.3 46.5 44.9 46.1

에너지용물사용량(billion m3/연) 1815.6 1868.5 1830.5 1763.6

에너지용물사용량(m3/인) 288.6 238.3 212.8 186.8

세계 2005년 2020년 2035년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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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세계에너지 회의(WEC, 2010)

는 북미와 남미, 카리브해 지역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

할것이라예측한다. 

2.2.2 물을위한에너지

에너지는 추출(지표수 및 지하수)과 변환(식수기준에 맞게

처리, 담수화), 수자원 이송(도시용, 산업용, 공업용), 재생

(폐수처리)과방출을위해필요하다. 그러나어떤나라도현

재 물을 위한 에너지 필요량에 대한 연구나 보고를 하고 있

지는않다. 

미 전력연구소(EPRI, 2002)는 미국 전기소비의 2~4%가

수처리 및 폐수처리 플랜트에 물공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

다고 추정한다. 최종 사용을 포함해 물을 위한 전미 에너지

소비량은 약 10%이다(Twomey and Webber, 2011).

지표수 펌핑을 위한 에너지 필요량은 일반적으로 지하수 펌

핑에비해 30% 낮다(미국전력연구소, 2002). 여러지역에

서 지하수면이 낮아짐에 따라 지하수는 더욱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하게될것이다.

또한, 지표수가 풍부하지 못한 곳에서는 그 지역으로 물을

수입하는것이가용한지하수자원을펌프를통해끌어올리

는것보다더에너지효율적일것이다. 

물은대개식수기준을충족하기위해염분및화학적, 생물학

적오염물질을제거하는정수과정을거친다. 지표수와지하수

처리를 위한 에너지 필요량은 수질(세계경제포럼, 2011)과

사용기술(Strokes and Horvath, 2009), 국가식수기준에

따라크게다르다. 그러나, 국제적인라이프사이클분석에따

르면지역적으로사용가능한물을담수화하는것은수자원을

수입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Strokes and Horvath, 2009)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에 비

해 6배많은에너지를필요로하는것으로관측되었다(세계경

제포럼, 2011). 담수화를위한전기필요량은비교적잘연구

되어 있다. 스트록스와 호어배쓰(Strokes and Horvath,

2009)에따르면통상적인방법과멤브레인을통한해수담수

화 처리는 연평균 0.38kWh/m3의 전기를 사용하고, 소금기

있는지하수의담수화는연평균 0.26 kWh/m3의전기를사

용한다.

그러므로 담수화 처리된 물의 가격은 에너지 가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 가격은 지난 10년간 변동에도 불구

하고 꾸준히 상승했다(미국에너지정보청, 2010).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평균치가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울지 몰라

도, 식수는매우중요해서물공급에대한지역의선택은실

제로는자원의가용성에의해결정될것이다. 또한담수화는

처리작업이 꼭 필요한 매우 고농도의 폐소금물을 생산한다.

연안 담수화 플랜트는 이 소금물을 인근 해안에 방류하는데

이는 연안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륙 담수

화플랜트는소금물을생태계파괴없이처리할수있는방법

을찾아야하는같은문제에직면해있다. 

표 2.3은폐수처리또한많은양의물을필요로한다는것을

보여준다(세계경제포럼, 1997). 더 엄격한 방류 규제를 가

진고소득국가들은더에너지집약적인처리기술을사용한

다. 호기성 처리를 위해 생물학적인 활성 기질을 이용하는

살수 여상법은 상당히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평균 250

kWh/ML의 전력을 사용한다(EPRI, 2002; Stillwell,

2011). 활성슬러지법의 일부인 산기식 폭기는 송풍기와 가

스전환장치 때문에 더 에너지 집중적인 폐수처리방식으로

340 kWh/ML의전력을소비한다(미국전력연구소, 2002;

Stillwell, 2011). 필터와질소화합방식을이용하는최첨단

의 폐수처리 방식은 400-500 kWh/ML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미국전력연구소, 2002; Stillwell et al., 2011). 사

실, 최첨단의 슬러지 처리 및 프로세싱은 폐수처리 시설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30~80%를 소비한다(Center for

Sustainable Systems, 2008).

혐기성소화를통해폐수슬러지를처리하는것은메탄이풍

부한바이오가스를통해에너지도생산할수있다. 이바이

오 가스를 통해 처리 시설의 전기 필요량의 최대 50%까지

생산할 수 있다(Sieger and Whitlock, 2005; Stillwell,

King and Webber, 2010).

폐수처리는 대개 일반적인 수처리에 비해 더욱 에너지 집약

적이다. 이때문에소득이상승하는국가들은더높은처리기

준을 채택하는 트렌드로 인해 미래에 폐수처리에 드는 단위

에너지 필요량이 증가할 것이다(Applebaum, 2000). 그러

나고효율에너지기술을채택한다면처리기준상승으로인

해 야기되는 에너지 집적도 상승효과를 상쇄하고, 예상되는

처리시설의 전력 사용 증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엄

격한환경규제를충족시키기위해폐수처리에더높은일인

당에너지소비를하는것은더욱부유해지는모든사회에서

유사하게반복될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이다. 즉, 사회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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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질수록더많은에너지가필요하게될것이다. OECD 국

가에서관개를위해사용되는에너지는물에포함된전체에

너지중작은부분에지나지않는다(난방및물의처리및방

출에 훨씬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러나, 수처리나 난방

이일상화되지않은비OECD 국가에서관개는물을위한에

너지사용의상대적으로더큰부분을차지한다. 

인구 증가를 지탱하기 위한 물 필요량이 증가하고 있고, 물

부족으로인해각국은더큰전력필요량을갖는새로운수원

을적극적으로찾고있다. 따라서기술의에너지효율성은날

로 증가하고 있지만(Strokes and Horvath, 2009), 이는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다. 수원과 거주지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근본적으로 물을 얻기에 불리한 지

역, 수질악화로인해물을처리해야하는지역에서는에너지

필요량이증가해에너지효율성도상쇄될것으로보인다. 

2.2.3 물-에너지넥서스의동인및도전과제와대응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에너지소비는 향후 20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트렌드는 주로 개발도상국

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물과 에너지 관

련주요도전과제는증가한에너지필요량이공급될수있도

록 보장하기 위한 수자원의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

성은정책입안자들에게더욱효율적이고통합적인에너지를

위한 물 사용과 물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것을 요청

한다. 그러한정책을향한첫걸음은국가차원에서물가용

성에대한포괄적인평가가될것이다. 둘째, 종종상이한정

부부처에서 수립되는 물과 에너지 정책은 더욱 협조적인 관

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입안자들로 통합될 필요가 있

다. 

앞서언급한경향들은물생산방법이더에너지집중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고소득 국가에

서 더 에너지-집약적인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많은 상수

도 회사들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수질이 낮은

수원으로부터 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질의 물을 필요

한장소에공급하기위해서는더많은에너지가필요하기때

문에 생겨나는 변화이다. 사회는 수처리에 더 높은 청결기준

치를 적용하고, 담수를 수원지로부터 도시 밀집 지역으로 이

동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더깊

은지하수원의굴착, 초장거리프로젝트를통한물운송등이

시행되고있다(Stillwell, King and Webber, 2010). 

정치적으로안정된지역에서는국가적의사결정프레임의역

할이 줄어들고 정부가 유역 기관이나 전력 풀(Power pool)

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에너지에 관한 결정이 초국가

레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1장에서 지적했듯

이) 이러한프로세스와관련한합의들이관련국들의정치경제

와제도적역량에반영될것이라는가정에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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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물생산에관한미국의평균치

지표수 60

지하수 160

소금기있는지하수 1,000-2,600

해수 2,600-4,400

살수여상법 250

첨단슬러지법 340

질소화합을이용하지않는첨단처리법 400

질소화합을이용하는첨단처리법 500

세계

물

폐수

소스/처리유형 에너지사용량(kWh/million L)

참조: 이표에서는유통을위한물사용량을포함하지않았다.

출처: CEC(2005); EPRI(2002); Stillwell(2010); Stillwell et al.(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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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촉진하기 위

해서 도서벽지까지 에너지와 물을 공급하는 국지적인 조치

들이증가할가능성이있을것이다. 이러한조치들에는공동

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소수력발전소, 극소수력발전소,

다른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지구촌에너지파트너십,

2011), 모래댐(Excellent, 2011)의 건설, 농촌 물 공급원

으로에너지자립형펌프건설등이있다. 

에너지부문에는더효율적인물사용을위한기술적솔루션들

이있다. 예를들어, 염분있는물과광산에고인물, 생활하수,

공랭장치는 발전소의 냉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미국에너지

기술연구소, 2009). 바이오 연료의 물 효율성(Gerbens-

Leenes et al., 2008)과담수화의에너지효율성(아시아금융

포럼, 2002), 저수지의증발감소등에대한연구도계속되고

있다. 

물-에너지 넥서스는 물 사용과 소비에 대한 단순한 양적 고

려를 넘어설 것이다. 에너지 생산 또한 수질에 영향을 준다.

열에 의한, 또는 화학적인, 방사능에 의한, 생물학적인 오염

은하류생태계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도있다. 배출이충

분히관리되지않는곳에서는산성비가농지에큰영향을줄

수도있다. 비슷하게물부족으로인해각국이(담수화, 소금

기 있는 물 등의) 새로운 수원을 사용할 때는 물과 필요한

전력의환경적영향에대해신중할필요가있다. 

2.3 산업

2.3.1 현황과트렌드

세계적으로 볼 때, 산업이 비록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접근가능하고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을필요로한다. 지역과나라마다다르기는하지만세계

담수인출량의 20%를산업에서사용한다. 또한섹션 2.2에

서 설명했듯이 산업을 위한 물 인출은 흔히 에너지를 위한

물 인출과 함께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소규모 산업과 상업

에필요한물은종종가정용소비와구분되지않는다. 그결

과, 제조와가공, 생산등산업본연의목적을위해서얼마나

많은 물을 실제로 인출하고 사용하는지는 놀랍게도 거의 알

려져있지않다. 

한 국가의 산업 부문의 물 수요의 비율은 대개 일반적인 소

득 수준에 비례하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물 인출량의 약

5%,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40%이상을 차지한다(그림

2.1). 국가나 지역의 발전 수준은 산업용 물 사용의 중요한

동인이며, 결론적으로 물 사용에 인구증가와 비슷한 영향을

줄수도있다.

산업 부문의 물 관리는 일반적으로 산업용 물 인출과 물 소

비의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전체 산업용 물 인출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물 인출량 = 물 소비량 + 폐수 방류량

(Grobicki, 2007).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산업이 인출하는 전체 물의 양은 대개

그 소비량에 비해 훨씬 많다. 물관리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산업용 물 인출의 감소 또는 폐수 처리의 향상으로 반영된

다. 이는 높은 생산성과 낮은 소비량, 폐수 방출량, 그리고

오염감소간의연관성을부각시킨다. 

산업 고유의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수질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낮은수질의물이많은산업에적합할수도있으며, 이

는 재생수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반대로 일부 산업은 식수

보다높은수질을요구한다. 예를들어식품가공업이나제약

업, 첨단기술 산업은 매우 고품질의 물을 요구할 수도 있으

며, 이 때문에 1차적으로 공급된 물에 대한 추가적 정수처

리가필요하다. 관광이나발전, 교통등다른부문들역시다

른수질의물을요구할수있다. 

방류폐수의수질은특히, 지역적수준이나지방적인수준에

서 매우 큰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유엔환경계획,

2007). 농산물가공업이나직물가공업, 도축업, 제혁업등

소규모산업은지방수자원에독성물질을유포할수도있다.

“제조와가공, 생산등
산업본연의목적을위해서
얼마나많은물을실제로
인출하고사용하는지는
놀랍게도거의알려져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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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염물질은 물을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들 뿐만 아니

라 많은 빈민층의 주요 단백질원인 물고기들도 폐사하게 만

든다. 오염된물과처리되지않은산업폐수가농업용수로사

용되면 특정 독성 화학물질이 먹이사슬 안으로 들어오게 된

다. 산업오염물질은대부분다른부문이나활동들의오염물

질보다더독성이심하고더처리가힘든경향이있다. 이런

오염물질의존재와환경과물순환을통한이물질들의이동

비율은종종장기간의수자원훼손을초래할수도있다(유엔

환경계획, 2007). 

수질과 수량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할뿐만 아니라 산업은

심지어 산출량과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할 때도 물을 효율적

으로현명하게사용해야한다. 이러한물의생산성이라는개

념은 각 단위의 물 사용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가치를 지칭한

다. 세계물개발보고서 제 3판(7장)은 국가에 따라서 물의

가치를사용된물 1m3당 10달러(USD) 미만에서 100달러

(USD) 이상으로보고하고있다. 기술이발전할수록산업용

수의생산성은일반적으로올라간다. 따라서, 낮은생산성은

물의가격이낮거나말그대로풍부하다는것을의미하며, 이

는 가격을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만든다. 높은 생산성은

적은 물의 인출량과 함께 높은 물 재사용과 연결되어 있다.

물의 생산성은 물 할당에 관련된 의사결정자들에게 큰 관심

사가될수있다. 

물 인출뿐만 아니라, 물 순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산업적

개입에는 지표수로의 폐수 방출 및 지하수로의 오염물질 침

투, 대기 중으로의 분산, 수역으로의 오염물질 강하가 있다.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와중에도 산업활동으로 인한 환

경파괴를줄이거나피하기위한접근법중한가지는더욱깨

끗한 생산과 지속가능성의 실행을 통해서이다. 더욱 깨끗한

생산은다양한측면을가지며, 그주요목적중하나는제로

(0) 폐수배출을달성하는것이다. 이를위해산업계는폐수

를다른과정이나산업, 산업군에유용한투입물로전환하려

고노력하고있다. 

2.3.2 외부동인

산업은산업용수의필요성에간접적으로복잡성과불확실성

을 부가할 수도 있는 외부 동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

다. 경제 성장과 발전은 전반적으로 산업용수 사용의 주요

동인이며, 그러한 관계는 순환적이다. 즉, 경제적 동력이 물

에영향을주며수자원의가용성과상태또한경제활동에영

향을 미친다. 생태계 스트레스와 사회적 가치 및 안전 또한

중요한 동인이나 특성상 일반적으로 더욱 지역적인 성격을

띈다. 

산업과 물의 동인인 국제 무역은 수출국의 수출품이 수입국

의 환경 규제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바젤 협약4 같은 많은

세계적 다자간 환경협약(MEAs) 또한 국제 기준을 만들었

다. 특히 개발도상국 일부에서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도

보는 ISO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EMS),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선진국의 환경적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무역

장애물에직면할수도있다. 따라서개발도상국의산업은더

엄격하고 명시적, 암시적 국제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그들

이상품과서비스를공급하는다국적회사의관리대상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에너지 효율성 및 기

후변화 고려(탄소 발자국) 등의 더욱 향상된 제품 제조기준

을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산업은(수자원 관리를 포함

한) 향상된관리의혜택을받을수있고효율성이향상될수

도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녹색 성장”과“녹색 경제”(섹션 12.1 참조)는

산업에큰영향을주게될기준채택및의정서에대한회원

국들 간의 협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전과제와 기회는 녹색 경제의 확실한 가능성과 녹색

경제가많은부문과다른국가적맥락에야기하는기회와리

스크를이해하는것이다. 각국정부는행정력이미약한국가

들이오염피난처가되는것을확실히방지하기위해협력할

필요가있을것이다. 

물공급의질과폐수처리를포함한수자원의산업적활용은

더깨끗한생산과지속가능성을초래할수있는기술혁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적절한 기술을 모두가 이용 가능

하다고 가정하면(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지역적 산업에까지

적용될필요가있지는않는상황), 수처리의제약은주로가

격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지 고품질의 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의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수처리에대한혁신적인기술적돌파구가있는것같지는않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진적인 기술적 발전이 있

다. 이러한 발전은 대개 비용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질의

물을 확보하는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산업계

의주된목표에부응한다. 

과거에는 물은 산업 과정에서 비교적 확실한 요소로 생각되

어 왔다. 사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 공급은 확보하기 쉽고

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61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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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저렴하다고 가정되어 왔다. 수질 기준(또는 처리 기

준)에 맞는다면 폐수 방류가 허가되어 왔지만 폐수 방출이

더어려운과제였다. 그러나, 최근많은새로운물과물관리

에 대한 외부 동인들은 산업의 입장에서는 물 사용을 훨씬

더 위험한 과제로 만들었다(그림 2.7). 산업의 효과적인 운

영을위해서는적량의, 적정한품질의, 적소의, 적기의, 적정

한 가격의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 필요하다(Payne, 2007).

물 수요와 소비가 모든 부문에서 증가함에 따라, 특히 농업

이 상당한 물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산업은 제한된 수자원

을확보하기위해경쟁하게될것이다. 따라서이제모든부

문은더큰불확실성에직면하게되었다.

물 부족은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이 충분한 자원에 의존하

게 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사업적 리스크 중 하나로 보인다.

이 문제는 지리적, 계절적 변화와 물 할당, 특정 지역에서의

경쟁적인 물 수요에 의해 악화되었다. 경쟁적인 물 수요는

(예: 농업용수 대 식수 또는 가정용수 대 산업용수) 산업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둘 이상의 국가가 물의

가용성을 두고 갈등 중이거나 물의 가용성을 장악해버려서

물이국제적인이슈가되는상황에서는더욱그러하다.

물공급과폐수방출에관련된수질리스크는산업에영향을

줄수있으며그때문에산업적확장이제한될수도있다. 물

공급의측면에서많은부문들이고품질의물을필요로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수처리가 필요해졌다. 공급되는 지표수

또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산업은 추가적인 수처

리 필요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직면한다. 비록 이러한 요

구사항으로 인해 산업이 재생수 사용을 강력하게 고려하도

록 하겠지만, 이는 기업의 산업활동 장소에 관한 결정에 부

담을줄가능성도높다.

산업 폐수의 방류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대다수가 약간 또

는전혀처리를안한채방출하고있다(세계수자원평가프로

그램, 2009). 따라서 폐수를 정화하라는 상당한 압력이 산

리스크
운영 리스크

-	
평판 리스크

-	
규제 리스크

기업

시민사회 리스크

정부 리스크

물리적인 물 실패

1차 수자원
부족, 악화 또는 홍수

-	
2차 물 공급 및 폐수 실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

그림 2.7

기업및정부, 사회간의상호관계

출처: SABMiller Plc and WWF-UK(2009, fig. 2, p. 5, refer to www.sabmiller.com/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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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가해지고 있다. 기준 준수는 확실히 더욱 엄격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있지만 기준의 실제 척도와 엄격성은 관할

구역에따라다양하다. 이에따르는리스크는몇년뒤면구

식이될새로운처리기술에투자를하는것이다. 또한, 통제

를 벗어난 방류 등의 산업 재해는 특정 상황에서 타당한 정

도보다 빠른 산업적 팽창을 강제하는 경제 및 기타 동인의

결과일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했거나, 민감한

지역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민감한 지역에서 사용했

을수도있다. 그결과나쁜수질은산업적팽창을제한할수

도있다. 마찬가지로, 산업적팽창은수자원에지속가능하지

않은압박을가할수도있다.

물관련정부정책은종종국가및지방차원의다면적인아

젠다에 대응해야만 한다. 정부의 우선순위와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다국적 회

사들에게는, 특정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정책 결정은 특정 지

역에서는 수자원의 과다사용을,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활

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에 정부의 물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산업의 인식과 상충할

수도 있다, 대중과 특수 이해집단, 기업으로부터의 환경적

우려와압력은물에관한정부결정에더큰영향을미칠수

도있다. 

2.3.3 적응및솔루션의선택

기업과 산업은 지속가능한 물 실천에서 반드시 주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 물의 부재 뿐만 아니라 부실한 물 공급 기

반시설, 물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물 부족에 성공적으로 적

응하기위해서각자의구체적인물필요에대해정확히알고

있어야만한다. 

예를 들어, 물 회계기법 개발 및 물 영향 평가는 산업이 물

사용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가능성이있는영역을손쉽

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위해서는정확한데이터의축적과물측정및모니터

링에대한일관적인접근법이필요하다. 물의생산성을증가

시키기 위한 다른 접근법은“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를수반하는데, 이상적으로제로방출목표를추구하는

것이다(즉, 폐쇄 루프 생산시스템의 활용). 이 목표는 산업

및경제시스템과자연시스템과의상호관계를다루는수단

으로써기업생태계(생태혁신, Eco-innovation)의최근발

전을강조한다. 

산업은일반적으로비교적싼값에물을이용할수있다는데

익숙해있다. 그러나물부족현상이증가한다면수처리와폐

수 배출에 대한 추가 요금을 포함해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없다. 산업용수사용에대해다른가격구조를개발하

자는주장도있다. 즉, 단위물사용량에대해대중보다산업

에더비싼요금을내게하고물사용량이늘면단위당양도

늘리자는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산업 분야에서의 물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있다. 왜냐하면물비용의경제적현실이관련제품의가

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 하더라도 물 비용이 대개

는 낮으며, 물 생산성이나 더욱 깨끗한 생산이라는 개념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단지 제품을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서 부수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산

업화과정에이러한결과는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런 배경에서 포용해야 할 도전과제는 산업이 세계 담수자

원의 지속 불가능한 남용과 오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업의 담수자원 공급에 대한

영향과 모든 물 사용자와 환경을 위한 남용 및 오염 완화라

는 과제가 여기에 속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물 생산성에 대한

이런 이슈 및 리스크,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

만, 이런방법들은자연환경과자원을보존하는데도움이될

수 있는 그리고 인간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환경

기술의 적용 등의 효과적인 실행과 감독을 필요로 한다. 또

한, 조치와공개없는정보는진정한진보가아니다. 이도전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산업에게 생산성과 효율성, 경쟁력을

지속가능한방식으로높일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 

산업에서의 물 생산성을 둘러싼 문제와 더 광범위한 세계적

인 물에 대한 우려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

적인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서는통합적인관리와전략, 계

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산

업은 내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장려하기 위해 경영 우선순위

및스타일그리고회사들의가치와문화를먼저점검해야한

다. 영향을받는이해관계자들과환경의필요와이해에대한

고려 등 산업별로 적극적인 수단을 촉진하는 통합적인 경영

접근법을 통해 미래를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63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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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데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BSR and

Pacific Institute, 2007). 혁신과 투자, 협동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전략적접근법이필요하다. 

쪾산업의 운영상 그리고 공급망에서의 물 사용량 측정(“측

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도 없다”).5 정확한 물 영향

평가는 제품의 물 함량과 제품 생산에서 불분명한 투입물

과 물 사용량을 고려한다(가상수).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물이 사용되는

가’이다. 이러한 확인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측정 및 모니

터링에대한일관성있는접근법이필요하다. 

쪾다양한 맥락에서 적정한 수문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는 물 리스크

에대한산업의노출도측정.

쪾기업의가치관에서커뮤니케이션까지다양한범위에걸쳐

있는 전략들을 포함한 기업의 물 정책. 다음과 같은 요소

들이포함될수있다

○기업의사회적책임(CSR) 홍보

○요람에서요람으로산업운영장려6

○행동을 촉진하고 선택권을 개발하고 결정을 돕기 위

한예방적원칙의사용

○환경경영체제(EMS)의도입

○물효율성및보존, 영향에관한측정가능한목표설

정과관련데이터의공개

○물질적소비와에너지소비간의분리및에너지필요

와물필요량의통합

○경제적, 환경적비용과다양한산업정책및전략, 수

단들의 혜택에 관해 대중과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지

속적이고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

○정부기관과의협력

○성공적인행동을공유하고촉진하기위한수단으로써

CEO 수자원관리책무및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

회 등의 채널을 통해서 비슷한 마인드의 기업들과 유

대관계 형성 및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실천에서 적극

적인리더십발휘

쪾강화될 필요가 있는 지속적인 이니셔티브와 미래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기타 요소들을 포함하는 혁신 실행 전략.

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될수있다.

○물감사그리고제로(0) 폐수배출및물최적화기술,

물재생및재사용, 낡은기반시설로인한물손실해

결, 전체적이고일관성있는모니터링활동을통한물

사용감소및물생산성향상

○환경 신기술 개발 및 자연적인 수처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 기술 이전, 환경관리회계(EMA) 등 신기술

도입

○산업설계및계획에친환경디자인적용그리고환경

및 생태 복원에 대한 투자, 폐쇄 루프 시스템의 맥락

에서 라이프사이클 접근법 이용 등 산업 생태계 구축

(Eco-innovation)

2.4 인간주거지

2.4.1 도시화및인구트렌드

2009년에서 2050년사이, 세계인구는 68억명에서 91억

명으로 23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UNDESA,

2009). 동시에 도시인구는 29억 명 증가해서 2009년 34

억 명에서 2050년 총 63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

서, 세계의 도시지역은 향후 40년간 인구 증가치 모두를 수

용하고 농촌지역 인구 일부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도시 지역에서 예상되는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저개발

지역의 도시와 소도시에 집중될 것이다. 아시아 인구는 17

억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8억

명,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도시인구는 2억 명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1950년에는 뉴욕시와 동경만이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였다. 2015년에는 23개의 도시가 천만을

넘을 것이고 그 중 19개는 개발도상국의 도시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예측자료들은 도시인구 증가

“산업의효과적인운영을
위해서는적량의, 적정한
품질의, 적소의, 적기의,
그리고적정한가격의지속
가능한물공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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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가계속될것임을나타낸다. 2030년에는개발도상국

과 선진국의 도시인구가 각각 39억 명과 10억 명으로 예측

된다. 그러므로 인구증가는 대개 개발도상국에 집중된 도시

적현상이되고있다(인간정주위원회, 2006).

농촌에서도시로의이주는도시계획자들에게주요한도

전과제이다. 극빈층을위해기본적인식수와위생서비스

를도시외각과슬럼지역까지연장하는것은콜레라와다

른물관련질병이과밀한지역에서발생하는것을막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06,

p. iii). 

슬럼지역은 열악한 주거 조건,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취

약한접근성, 과밀하고불안한거주상황등독특한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슬럼지역 거주자들의 복지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Sclar, Garau and Carolini, 2005). 기후

변화와 슬럼지역의 관계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취약성측면에서경종을울린다. 더욱상황을악화시키는것

은슬럼지역이대개주거지로적당하지못한위험한대지위

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 부근

판자촌은 상습 홍수 피해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주민

들은 안전 및 건강과 거주지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쩔 수 없

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Davis, 2006). 뭄바이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거의 절반의 도시인구가 슬럼지역과 판자

촌에서 살고 있다(Stecko and Barber, 2007). 그림 2.8

에서명확히알수있듯이, 슬럼인구는증가할뿐아니라개

발도상국에특히, 사하라사막남부아프리카지역과아시아

남아시아중부와동아시아에매우집중되어있다. 라틴아메

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한계적 상황에서 거주하는 도

시인구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1990

년 37%(1억 1천만 명)에서 2005년 25%(1억 5백만 명)

로감소했다(국제연합, 2010). 

개발도상국가의 도시들은 주택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에서

진척이매우지연되고있으며또한불충분한물공급과위생

시설 악화,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빠른 도시

화는 더 많은 물 수요를 야기하는 반면 규칙적으로 깨끗한

공급을할수있는생태계의능력은줄어들것이다. 

기후변화는물의가용성을변경하고홍수와가뭄같은물관

련 재해를 악화시킴으로써 도시 물공급에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있다. 예를들어근래에이르기까지베트남의호치

민시에서태풍은드물게발생하였다. 그러나지난 60년간바

에(1952) 및 린다(1997), 두리안(2006) 등 12개의 대형

태풍이 도시에 영향을 끼쳤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태풍들은

폭우를 동반하고 지역적 홍수와 연안지역에서 폭풍·해일을

증가시키며 심각하고 광범위한 1.0~1.2m 규모의 범람을

야기하기도 한다. 호치민시의 322개의 행정구역(코뮨과 워

드) 중에 154개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자주 겪었던 것으로 기

록되어있다. 이홍수들은약 11만헥타르의지역에 97만 1

천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인구의 12%). 2050년까

지이런상습홍수피해지역은도시면적의 66%를차지하는

177개지역(코뮨의 55%)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아시

아개발은행, 2010). 

2.4.2 물공급과위생보급: 도시성장에부응하여

세계적으로 87%의인구가개선된수원에서식수를얻고있

으며 개발도상국 지역에서도 이 수치는 84%로 높다. 그러

나도시지역의접근성은(94%) 굉장히높은반면농촌지역

은단지 76%의인구만이개선된수원을이용할수있다(세

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10). 그러나, 이러한 예측치는 서

비스 품질(예컨대, 간헐적인 공급, 살균) 또는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계상황의 공동체(즉, 슬럼지

역)의 인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를 고려하

면, 각국 정부와 국제 기관들이 식수의 적절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시거주자들의 수를 매우 과소평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빠른 도시화가 많은 지역에서 계속됨에 따라 이

러한 경우는 사실상 증가하고 있다(인간정주위원회, 2003,

2010).

2010년 보고에 의하면 세계 26억명의 인구가 개선된 위생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10). 1990년에서 2008년 개선된 위생시설에 접근성을

확보한 약 13억 인구 중에서 64%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도시지역은, 비록농촌지역보다상황이좋기는

하지만, 도시인구증가에 발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10).

또한 예상되는 도시 지역 인구증가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현재수준으로노력이계속된다면위생시설보급률은 2004

년 80%에서 2015년 82%로단지 2%의증가에그칠것이

다(추가로 8천백만명)(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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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2008년의 추정치와 2000년 수치를 비교하면

도시지역의 식수 및 위생시설 보급률이 모두 악화되었다는

것을알수있다. 이 8년동안도시와다양한규모의소도시

들에서집이나인근에서수돗물을이용할수없는사람의수

가 1억 140만 명 증가했고, 위생적인 개인 화장실을(기본

위생) 이용할수없는사람의수는 1억 340만명증가했다.

두 경우 모두 기본 시설에 접근성이 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20%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제민간물기

업연맹, 2010). 

2015년에도시의인구증가에발맞추어현재의식수공급과

위생(WSS) 서비스 보급률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향후 10

년 동안 7억 명의 도시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06). 현재 도시 인구는 식수

공급과 위생(WWS) 서비스 향상 속도보다 더 빨리 증가하

고있다. 그러나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현재의노력은미

미하지 않다(유엔경제사회국, 2009). 예를 들어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향상된 식수 공급과 위생(WSS)에 접근성

을 가진 사람의 전체 비율은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물을 이

용할 수 있는 도시 거주민의 수는 4억 명 증가한 것으로 추

정된다(국제민간물기업연맹, 2010).

향상된 물 공급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북아프리카및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 지역 등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졌다(세계보건기구/유니세

프, 2010). 하지만 아시아 전역의 도시인구의 많게는 50%

가여전히적정한물공급을받지못하고있고, 많게는 60%

가 적절한 위생설비가 없는 상태이다(인간정주위원회,

2010).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에서는 수도물을 이용

할수없는도시거주민의수가 8년동안 43% 증가했다.

2.4.3 도시지역이물에가하는압박

물인출

다른 부문에 비해, 도시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 인출은 낮은

편이다.(에너지를 포함한)산업용수가 약 20%, 가정용수가

약 10%이며농업용수가세계적으로 70%나된다(세계수자

원평가프로그램, 2009). 물수요증가는농촌지역뿐만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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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지역별슬럼지역인구(1990년~2020년, 단위: 천명)

출처: 인간정주위원회가다음의데이터를기초로작성. http://ww2.unhabitat.org/programmes/guo/documents/Table4.pdf(published in

State of the World’s Cities Repor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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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하수, 도시 외곽지역, 상류 분수령 지역에서 과잉추출

을 야기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서 기회를 박탈하고 생태계

기능에어려움을가중시킨다.

지표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하수가 1차적

수원이 된다(유엔환경계획/지구연구정보데이터베이스,

2008). 과도한 지하수 추출은 지하수위의 하락과 수질 저

하, 지반 침하를 야기한다(섹션 3.2.1 참조). 방콕과 베이

징, 첸나이, 마닐라, 상하이톈진, 시안등의아시아여러도

시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Foster, Lawrence and

Morris, 1998) 

1992년 멕시코 시티의 대수층은 10미터 하락해서 최대 9

미터의 지반침하를 야기했다. 연안 지대에서 과잉추출은 염

수의 침입을 야기한다, 유럽의 126개 지하수 지역 중 53곳

이염수의침입이나타났는데, 대부분공공및산업용물공

급을 위해 사용되는 대수층에서 나타났다(Chiramba,

2010). 점점 더 많은 도시에 있는 대규모 대수층이 유기화

학물질과 살충제, 질산염, 중금속, 수인성 병원균에 의한 오

염에 직면하고 있다(유엔환경계획/지구연구정보데이터베이

스, 2008).

오염과폐수

도시거주지는또한주요점오염원이다. 도시폐수는처리되

지 않은 산업 폐수와 합쳐지면 특히 위협적이다. 많은 빠르

게성장하는도시들(인구 50만미만의중소도시)에는폐수

기반시설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구식이다. 예를

들어 9백만 인구의 자카르타는 매일 130만㎥의 폐수가 발

생하는데, 그 중 3% 미만이 처리된다. 반면 400만 인구의

시드니는 거의 모든 폐수(매일 120만㎥)를 처리한다

(Chiramba, 2010). 칠레는 도시 폐수처리에 인상적인 성

과를거두었다. 1989년단지 8%만처리되는것이 2010년

87%로 증가했으며(칠레 상하수도관리청, 2011), 2012년

까지 모든 도시 폐수를 처리할 계획이다.(Pickering de la

Fuente, 2011). 세계적으로 80%의폐수가집수되거나처

리되지않는것으로추정된다(Corcoran et al., 2010). 그

림 2.9에 제시되듯, 처리된 폐수 대비 처리되지 않고 10개

지역의 수역에 도달하는 물의 비율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훨씬 높다. 폐수는 해양과 담수의 부영양화 및 데

드존의 증가에 기여한다. 데드존은 24만 5천 km2의 해양

생태계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그결과수산업및생계, 먹

이사슬에악영향을주고있다. 처리되지않은폐수의방류는

문제를하류지역에전가시킨다. 연안지역에서해조류생태

계 및 서식지가 손상되고 외래유입종이 강 하구 생태계에서

증가한다. 

1990년대 세계경기불황에 따른 공해산업의 침체는 동유럽

에서 폐수와 오염물질의 방출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하천의 수질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해소되었

다. 그러나이는또한물공급및폐수처리시스템의가동중

지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산업지역 및 광산지역의 하류 도

시들에 심각한 하천 및 식수 오염을 초래했다. 대규모 해조

류서식지파괴가호주및플로리다만(미국), 지중해에서발

생했고, 카리브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해조류 서식지의 증

가가일어났다(Chiramba, 2010). 

전세계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의 불법 무단 방류는 계속

이슈가 되어왔다. 예를 들어, 최근 매사츄세츠 리비어시는

폐수집수시스템(Wastewater collection system)에서 미

처리하수가넘쳐환경으로흘러들어간불법배출을줄이고

별도의우수관거시스템(Storm Sewer system) 구축을위

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클린 워터 액트(Clean Water

Act) 위반 벌금으로 13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CTBR, 2011). 코코란 등(Corcoran et al., 2010)은 최

대 90%의 개발도상국의 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과

호수, 매우 생산적인 연안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건강과

식량안보, 안전한 식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하

고있다고보고한다. 

2.4.4 도시지역의물관리

통합적도시물관리

도시지역의물관리는더욱포괄적인도시계획과통합적도시

물관리(IUWM)의혜택을받을수있다. 통합적도시물관리

(IUWM)는자원관리체계와관련해담수와폐수, 우수를관리

하고 도시지역을 관리 단위로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접근법의목적은시스템전체의결과를최적화하기위해도시

물서비스의다기능적인특성을활용하는것이다. 이접근법은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영향과함의등물관

리의다양한측면을포함한다. 건조지역, 반건조지역, 습윤지

역에 대한 이슈 및 선택사항, 사례는 투키 등(Tucci et al.,

2010)과메이스(Mays, 2009)의연구에서찾을수있다. 

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67WWDR4

4-1-1권4   2013.12.13 11:42 AM  페이지67   mac3 



CHAPTER 2 68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도시농업

도시 및 도시주변 농업(UPA, 이하“도시농업”)은 도시 안

과 주변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한다. 세계적

으로 8억 명의 도시거주민이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Smit et al., 1996), 식량가용성을, 특히신선농

작물의가용성을향상시키고, 고용을창출하고수입및식량

안보, 도시 거주민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 도시를 녹색화

시키고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여러 도시화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는 농업에 이로운 영양분을

포함한 낮은 수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류의

공해를 막을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세계의 도시 및 도시

주변 지역에서 식량을 기르는 정원과 노변, 소규모 밭의 절

반에하수가관개된다고추정한다. 어떻게이전통적인자원

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orcoran et al., 2010). 

도시 식량안보 프로젝트는 여성 농민그룹 등의 지역 파트너

들과함께중동과아프리카의대도시에서진행되고있다. 예

를들어, 이스탄불에서는도시농업프로젝트를이용하여귀

피나(Gürpinar)의 가난한 실업 여성들이 미래에도 가족을

부양하도록 돕기 위해서 도시농업 활동(예: 비료생산 및 농

산물 가공, 마케팅, 조직)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훈련시키

고있다(ETC Urban Agriculture, 2011). 호보카등의연

구(Hovorka et al., 2009)는 가정내 식량 생산 그리고 정

원및도시공터에서야채재배, 동물사육, 신선식품및조

리식품의거래에서여성이차지하는중요한역할에대한증

거를제시한다.

기반시설과유지

물의처리와운송(수원및처리플랜트, 분배시스템등)에사

용되는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공공보

건과환경에대한안전을보장하는중요한조치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물 저장 및 처리, 분배 시스템의

그림 2.9

처리되지않고수역으로방류되는폐수대비처리수의비율

참조:폐수처리비율(March 2010).

출처: UNEP/GRID-Arendal(http://maps.grida.no/go/graphic/ratio-of-wastewater-treatment1, 알헤니어스(H. Alhenius)가 UNEP-GPA

[2004])기반으로작성한지도를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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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를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이 기반시설의 많은 부

분이 100년 이상되었으며, 이 때문에성능 저하로인한누

수, 막힘, 오작동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Vahala,

2004). 높은 누수율은 물 손실 증가와 누수와 누수로 인한

오염물질유입의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의미한다. 이는식

수오염이일어나거나수인성질병확산가능성을높일것이

다(Vairavamoorthy, 2008, 5p). 

세계적으로 물 기반시설의 복원 비용은 그 성능저하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토목학회는 식수 및 폐수

기반시설 시스템 향상과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액이 지난 5

년간 1,08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미국토목학

회, 2009). 19개의 미국 도시에 대한 도시 물 공급 네트워

크에대한한연구(Olson, 2003)는“오염및성능저하, 오

래된배관은때로는주민들의건강에위협이되는식수를공

급하고있다”는것을밝혔다(전미천연자원보호협회, n.d.). 

부실공사와전무또는미미한유지및복원활동, 기록의부

재, 설계용량을 초과한 운영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성능

저하과정은더욱심각하다. 예를들어, 사하라사막남부아

프리카지역의물공급서비스부문은공공상하수도회사의

실적악화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 보급률이

60% 미만(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06)인것은차치하고,

종종평균 40%에서 60%에달하는많은무수수량(UfW)과

직원과잉 등의 문제들이 상하수도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

다. 또한, 낮은요금및부실한사용자기록, 비효율적인요금

청구 및 요금 징수 관행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물관련 서비

스제공회사들은종종재정적문제를겪는다(Foster, 1996;

Mwanza, 2005;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World Bank, 1994). 

또한, 비공식적인업체가대개가정에물을공급하고있는데,

이부문은규제가안되고모니터링을하기가힘들다. 주로공

공서비스가부재한불법주거지에서살고있는도시지역의극

빈층은안전하지않을수도있는식수에가장비싼가격을지

불할 수 밖에 없다(Briscoe, 1993; Jouravlev, 2004;

Garrido-Lecca, 2010). 안전한식수에대한 기본적인접근

성이 없는 경우에, 건강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

(Howard and Bartram, 2003). 노점에서 값싼 식수를 구

매하는극빈층도열악한위생상태에있을지모른다. 예를들

어, 자카르타에관한한연구는자카르타동쪽슬럼지역가정

들의식수를샘플링한결과 55%의식수가분뇨에오염되어

있었다(Vollaard et al., 2004). 

미래의도시

세계적으로 향상되고 포괄적인 도시 물 계획 및 기술, 투자,

관련 운영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주도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국제물관리협회(IWA)는“미래

의도시”(Cities of the Future)프로그램을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도시들의 물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도시의물관리및처리, 배송시스템을포함한도시설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 희소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

화하기위해어떻게재설계될수있는지, 중·저소득국가들

에서물과위생의보급률이어떻게늘어날수있는지에초점

을두고있다. 2009년이스탄불에서개최된제 5회세계물

포럼에서 채택된“지자체 및 지역 당국을 위한 이스탄불 물

합의”(The Istanbul Water Consensus for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는 서명한 도시들에게 새천년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관리 전략 개발에 전념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화와 기후변화, 기타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

자고 요청하는 지자체 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언이다. 국가적

인차원의모범사례는상당히도시화된국가인호주이다. 호

주에서는 정부가 최근 국가 물 이니셔티브(The National

Water Initiative) 프레임워크 안에서 도시 물 부문을 재평

가하여, 정책 및 제도 부문에서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확

인하였다(호주국가물관리위원회, 2011).

도시지역토지사용계획과함께물관리는기술및투자, 다양

한사용자들을위한종합적이고통합된계획을통해서현재증

가하는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더욱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

을것이다. 물교육은광범위한사회에서행동과태도의변화를

가져오게함으로써, 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유엔인간

정주위원회가장려하는물과위생시설, 위생교육에대한인간

가치중심의접근법(The Human Values-Based Approach

to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Education)은선생님과

학생들에게큰부담없이현재의교육과정에포함할수있는

검증된접근법이다.

식수 공급 및 위생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서비스 공급

의 효율성 향상, 빈곤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공해와 과잉추

출로부터수자원보호는모두가, 특히대부분사회에서낙후

되어있는도시빈민들에게안전한물에대한접근성을보장

하기위해매우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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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태계

생태계는극단적인상황인가뭄및홍수와물의질을포함하

는 가용수량을 뒷받침한다. 물 관리는 대개 생태계 서비스
간의상충효과그리고종종리스크의전이를수반한다. 생태
계의 물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혜택을(서비스) 지속 또는 복원하기 위한 물
필요량이다. 더욱 잘 통합된 물 관리와 더욱 지속가능한 개
발은 물에 대한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부문들 간의 치열해져

가는경쟁을해결하는방법에더욱큰주의를기울이면서초

점을맞출것을요구한다. 

물 수요에 대한 인간 대“환경”또는“생태계”의 대립은 수

십년간논쟁의주제가되어왔다. 초기의이견의근본원인

은 이들이 다소 다른 주제라는 인식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개발과환경보전이해또는자연보호이해간의갈등을조장

했다. 최근몇년간환경또는생태계완결성을유지하기위

해 사용된 물은 사실은 건강한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지속시킴으로써인간의필요를지탱하는수단이라는

향상된 인식을 통해 이익의 융합이 더욱 잘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혜택을 나타내는 용어가“생태계 서비스”이다(박스

2.2). 

예컨대, 숲, 습지, 초지 등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는세계물순화의중심에있다. 모든담수는궁극적으로계

속 건강하게 기능을 하는 생태계에 의존하며, 생물물리학적

프로세스로 물순환을 인식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달성하는데핵심적이다.(그림 2.10)

역사적으로 볼 때, 일부에서는 생태계를 비생산적인“물 사

용자”로 간주했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이다. 왜

냐하면 생태계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재활용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물 관련 개발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인간과 생

태계(“환경”)의 상호작용 쪽으로 인식(의 초점)이 움직이고

있다. 식량 생산, 기후 통제, 토양 비옥화 및 기능, 탄소 저

장, 영양분재생등모든지상생태계서비스는물의지원을

받는다. 당연히수중생태계도마찬가지이다. 극단적인가뭄

과 홍수의 완화와 같이 생태계가 제공해주는 혜택과 마찬가

지로, 물의가용성과질은인간이직접이용한다는측면에서

생태계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생태계 서비스는 상호 연결되

어 있는데, 특히 물을 통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한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에 대해 또는 다른 서비스를 희생시켜 장려하는

결정은불가피하게상충관계를수반한다. 특히, 생태계서비

스간의거래는관련된생태계의변화를통해리스크의이전

박스 2.2 

물과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인간을위한혜택)는다양한방식으로분류할

수 있다. 새천년생태계평가는 세계 환경 상태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현재까지의 평가를 제공했으며, 생태계 서비스를

다음과같이분류했다. 

지원 서비스: 모든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

한서비스. 지원서비스에는토양생성및광합성, 1차생산,

영양순환, 물순환이포함된다. 

공급서비스: 생태계에서획득되는생산품들. 여기에는식량

및섬유, 연료, 유전자자원, 생화학물질, 천연약제, 약, 장식

재, 담수등이있다.

통제 서비스: 생태계 프로세스의 통제로부터 획득되는 혜택

들. 여기에는 공기의 질 통제, 기후 통제, 물 통제, 침식 통

제, 정수, 질병통제, 해충통제, 수분작용통제및 (물가용

성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한) 자연재해 통제 등이 이에 속한

다. 

문화 서비스: 영적 충만감, 인지 발달, 성찰, 레크리에이션,

미적체험을통해생태계에서얻어지는비물질적혜택. 따라

서 (물가의풍경을포함한) 풍경적가치도고려해야한다. 

생태계 서비스라는 맥락에서 물은 다차원적이다. 물의 가용

성및질은생태계가제공하는제품(서비스)이다. 그러나물

은또한어떻게생태계가작동하는지에영향을미친다. 그럼

으로써 모든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지탱한다. 이 때문에 혜

택을인간에게제공하기위한생태계관리에서물이가장중

요하다. 

새천년생태계평가는 인간의 발전은 특정 서비스를 희생시켜

다른 서비스(특히 공급 서비스)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내린다. 이는서비스의불균형이초래하였고, 지속가능

성을감소시키는경로를보여준다. 

출처: Ecosystem Services (2011, Crown Copyright)에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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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에 대한 몇몇 사례가

섹션 8.3에서소개된다. 

생물다양성도 때로는 생태계 서비스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가치(즉 문화적, 미적, 오락적 혜택과 존재 가치)

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보다광범위하게는생태계

의 기능과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능력을 뒷받침

하는것으로인식된다(박스 2.3).

그러므로, 생태계의“물 수요”라는 주제는 생태계의“제품”

(Deliverables)을 규명하는 것과 그에 따라 물을 관리하는

것을포함한다. 이러한서비스에대한가치평가는이주제의

중심이며, 지난 20년 간 만들어진 발전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광범위한기술을제공한다. 심지어(숲등의) 많은육상

생태계 조차도 물 서비스와 관련된 가치들이(목재 생산 및

탄소 저장 등) 뚜렷한 혜택들을 능가한다. 예를 들어, 열대

우림이제공하는물관련서비스에는물의흐름통제그리고

폐기물처리및정수, 침식방지등이있다. 이는전체적으로

연간 헥타르당 7,236 달러의 가치를 갖는데, 전체 숲의 총

가치의 44%이상이며, 탄소 저장 및 식량, 천연자원(목재),

레크리에이션, 관광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

다(생태계와생물다양성의경제학, 2009).

생태계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치평가는 아직은 정확한 과학

이아니지만그과정은잠재적인가치를부각시키고, 우선순

위를어디에두어야만하는지에대한좋은비교기준을제시

한다(생태계 서비스의 가치평가에 대한 추가정보는 21장과

23장참조). 일부서비스는가치를평가하기가어렵지만, 다

른서비스는상대적으로쉽다. 왜냐하면그런서비스가없어

진다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

이다. 물리적인물기반시설에대한매우큰설비투자와운

영비용은 사실상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진다면 보상해야 할

비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사라진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질

이다. 매우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건강한생태계는맑

은 물을 제공한다, 인간이 야기한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투자는 원래 무료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져버

린탓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생태계의물“수요”는크게는기타다른사용에관

해 말하자면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사실

물이생태계의건강을지탱하고그에따라서비스공급을지

탱하도록 한다면 재무제표에서 매우 뚜렷하게 눈에 띄는 경

제적이익또는비용절감을거둘수있다(박스 2.4). 

건강한 생태계 기능에 필요한 물의 양을 나타내는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는 물생태적인 표현은“환경적 또는 최소한의

유량”이다. 이접근법은하천의생태다양성의라이프사이클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었으며,

물할당및대형댐과같은물기반시설의설계와운용에관

련해서주로사용된다. 그러나지난십년정도는환경적유

량이라는개념과그개념을지원한과학은특정지역의바람

직한생태계서비스수준을유지또는복원하기위한필요조

건의 평가를 통한 사회경제적인 고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박스 2.5). 그러므로 이 접근법은 더욱 강력한 의

사결정지원도구가되어가고있다. 이접근법의완전한적

용을 위해서는 지표수 흐름뿐만 아니라(예컨대, 그림 2.10

과 같은 증발산 및 습기, 지하수 관리를 고려하는) 더 넓은

생태계 흐름을 통합적 수자원 관리(IWRM)안에서 더욱 총

체적인접근법을지원하는정량적도구로고려할것이다. 

물관리의가장큰역사적인결점은“부문들”이이끄는수요

에기반해서할당을해왔다는것이다. 

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71WWDR4

박스 2.3

생물다양성은생태계효율성을증가시킨다

유역에서 영양분의 레벨을 통제하는 것이 대부분의 물 관리

정책의 1차목표이다. 많은조사들은더많은생물종들이있

는 생태계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토양과 물에서 영양분을

감소시키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

근실험들은다양한형태의조류들은각각하천의특정서식

지를장악하였고, 더다양한군집이더많은생물량과더빠

른질소섭취를성취했다는것을증명했다. 서식지의다양성

이실험을위해제거되면, 영양분순환효율이감소했다. 그

러므로, 하천에서 물리적(거주지)·생물적 다양성을 유지하

는것이영양분오염에대한버퍼를생태계에제공하는데도

움이되며, 이는생물다양성의보전이영양분섭취와저장을

관리하는유용한도구라는것을증명한다.

출처: Cardinal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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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경우, 더심각한결점은지속가능한공급을무시해왔다

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갈등과 위기, 과잉사용, 환경 파괴가

생겨난것은놀랍지도않다. 그러나접근법들은진화하고있

으며물공급을지속하는생태계의역할은더욱더인정받고

있다. 또한, 섹션 8.3에서추가적으로설명하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부상하고있다. 이패러다임은“생태계”(환경)에

대한 이해를 불행하지만 개발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관점

에서개발솔루션에핵심적인부분으로옮겨놓았다. 

생태계는 점점 단순히 물 문제의 피해자가 아니라 물 문제의

솔루션으로파악되고있다. 생태계를단순히또다른“수요”부

문으로 파악하던 인식의 변화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생태계의 가치, 불가피하지 않더라도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자발적인의사에대한인식확대의결과이다. 실제로, 이는필

연적으로부문들의필요와“생태계”간의더욱치열해지는“경

쟁”과부문들의필요와“생태계”에대한논쟁을야기했다. 그

러나, 이는환영할만한긍정적인트렌드이다. 왜냐하면이는

 

 

 

 

�

그림 2.10

물순환에서생태계의역할을나타내는단순화된개념프레임워크

참조: 이 그림은 제공되면 지원되는 물 관련 생태계 서비스의 일부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실제는 묘사된 다양한 서비스들과 다른 서비스들은 더 분산되어

있고, 상호연결되어있으며토지와물사용활동(모두표시된것은아니다)의영향을받는다.

출처: MRC(2003)에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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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진전과더욱통합된수자원관리와그에따른더욱더

지속가능한개발을향한발전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물수요: 무엇이소비를야기하나? 73WWDR4

박스 2.4

생태계서비스프레임워크를이용한생태계물“수요”에대

한재고: 미국미시시피삼각주의재해리스크이전과완화

하천의 삼각주는 집수지에서 저지대와 강하구로 퇴적물과

영양분을 정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문현상에

의해 초래된 역동적이고 복잡한 생태계이다. 삼각주의 기능

은 많은 생태계 서비스, 특히 토지 통제와 형성을 뒷받침한

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안의 안정성과 침식 통제의 유지를

통해혜택을준다. 예컨대, 이를통해재해취약성을줄인다.

많은 하천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미시시피강 삼각주는 매

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삼각주의 수문현상은 주로 농업

을위한물추출로인해변화해왔으며, 저수지건설은때로

는 수력발전을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퇴적물의 운반을 방해

했다.그결과로관련습지서비스가악화되었는데, 일부에서

이를허리케인으로인한경제적, 인적손실의규모에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경제적 자산으로 취급한

다면, 삼각주의 최소 자산가치는 허리케인과 홍수 방지 및

물 공급, 수질, 레크리에이션, 어업 측면에서 3,300억 달러

에서 1조 3,000억 달러(2007년 기준)로 추정된다. 이 자

연적기반시설의재건과복원은연간 620억달러의순혜택

을 가져다 줄 것으로 추산되었다. 여기에는 재해 리스크 취

약성감소및물리적기반시설스트럭처기반의솔루션에투

여되는 자본과 운영비용 절감이 포함되었다(물 사용의 재할

당이현재물사용자에부가하는경제적비용을고려했다). 

농업은물할당정책의핵심동인이었다. 그러나, 농업을통

해생산되는식량및섬유, 사료의가치는생태계, 특히습지

가제공하는수많은다른서비스에비교하면단지일부에지

나지않는다. 역학적으로미시시피강의물개발정책은삼각

주의 기타 생태계 서비스를 희생시켜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는것이었고이는전체적으로볼때막대한경제적순손

실을 낳았다. 불확실성과 리스크라는 맥락에서 역사는 농업

리스크 감소(즉, 더 안정적인 작물용 물 공급)는 하류로 리

스크를 증대시켜서 전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2005년뉴올리언즈를강타한허리케인카트리나의영향을

통해서도증명되었다. 

출처: Batker et al. (2010).

박스 2.5

메콩강유역, 동남아시아

메콩강협약은 1995년캄보디아와라오스, 태국, 베트남간

에 채결되어, 메콩강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건기동안 매 월

수용가능한자연적최소월유량이상의”최소하천유량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Mekong River

Agreement 1995, Article 6, point A). 2004년이래통

합적인유역유량관리프로그램이실시되어지속가능한개발

및합리적이며공평한혜택사용권의국제공유에관한정부

간 논의를 지원했다. 이 프로세스는 환경 유량에 의해 부각

된 생태계 서비스 및 서비스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합의된

다양한 사용권 획득에 필요한 물“수요”에 대한 고려, 적절

한상충관계에대한인식과합의를포함한다. 

참조:추가정보는MRC(2011)참조. 22개의사례연구를포함한환경유

량에대한추가정보는 Le Quesne et al.(2010)참조.

이박스에서인용된문구는 1995년 4개국이서명한메콩강협약에서발

취한것으로협약은다음사이트에서찾을수있다. 

http://www.mrcmekong.org/assets/Publications/agreements/

agreement-Apr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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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물공급과위생서비스의보급률과식수·위생에관한새천년개발목표(MDG 7,

Target 7c)의진행사항에관한상세한보고서는(세계보건기구와유니세프의)

물공급과위생에관한공동모니터링프로그램(JMP)의최신보고서

(http://www.wssinfo.org)와(유엔워터와세계보건기구의) 세계위생과식수

분석평가(GLAAS, http://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glaas)

참조

2 현재남아프리카공화국이이목록에포함되어, 현재의약칭은(BRIC이아니

라) BRICS가되었다. 그러나, 통계정보에남아프리카공화국이포함되어있

지않아서이문단에서는이전약어가사용되었다. 

3 국제에너지기구(IEA, 2006)에따르면매우급속한기술적진보를고려할때,

더높은수치는 12,000Mtoe이아니라 26,200Mtoe가될것이라고한다.

IEA는산출량증가감소에근거해더욱현실적인평가는 6,000

~12,000Mtoe이라고한다. 중간추정치인약 9,500Mtoe을위해서는세계

농지의 1/5가바이오매스생산전용으로사용에필요할것이다. 

4 초국경위험폐기물의이동과처리통제에관한바젤협약은위험폐기물과기

타폐기물에관한가장포괄적인세계환경협약이다. 이협약은 175개당사

자가참여했으며위험폐기물과기타폐기물의발생과관리, 초국경이동및

처리로인한부작용으로부터인간건강과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표로한다.

바젤협약은 1992년발효되었다.

5 물발자국의생태적또는사회적영향은물사용량뿐만아니라언제, 어디서

물이사용되는가에의해서도분명히결정된다. 

6 요람에서요람으로접근법은산업과성장의부정적영향을감소시킬뿐아니

라공평하고긍정적인환경및사회적발자국을만들기위한라이프사이클또

는환경관점에기반을둔다. 요람에서요람으로상품은생산과정에서재생에

너지원을사용하고사용시물과에너지효율성을보장함으로써완전히폐기물

이없도록설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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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개발보고서의이전판들은다양한그러나보완적인방법을세계수자원의상황에대해다뤘다. 제 1판은세계적차
원에서물순환의다양한요소들에따른물의가용량의장기적평균과일반적패턴에대해보고했다. 제 2판은공간과시
간에 따라 수자원의 공급이“가변성”(Variability)을 갖는다는 점에 더 큰 초점을 두었으며 자원의 양과 질이라는 측면에
서인간이미친주요영향들중일부에대해설명하였다. 제 3판은물순환과다른세계적생물화학적순환들사이의관계
와기후변화가물순환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측적증거, 관측과모니터링증가의필요성에대해탐구했다. 

이장은세계물개발보고서이전판에기초하여현재이시리즈에서아직상세히다루지않았던구체적인요소들에초점을

맞추고있다. 수자원과가변성과그에관련된불확실성의기원을더욱잘이해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 이장은엘니
뇨 남방진동처럼 과학자들인“기후 강제력”(Climate forcings)이라고 지칭하는 동적인 자연적 프로세스의 복잡하고 상
호연관된앙상블등을포함하는물순환에나타나는불확실성의원천으로서수자원에대한외부스트레스요인에대한설

명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종종 간과되거나 잘못 이해되었던 물 순환의 요소인 지하수와 빙하를 혜택과 취약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며 장기적 자연 저장에 대해 주목한다. 이 장에서는 물의 질과 양이 어떻게 불가분하게 연결되었는지 알기
위해 물 가용성의 주요 요소를 설명하고, 물 공급과 가용성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불확실성과 복잡성이라는 또
다른차원을추가적으로다룬다. 

1부에 등장하는 빙하에 관한 하위 섹션을 제외하면, 이 장의 내용들은 (2권 3부의)도전영역 보고서들을 요약한 것이다.
즉, “자원의상태: 양”(15장) , “자원의상태: 질”(16장) 그리고지하수에관한특별보고서(36장)를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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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물순환, 수자원에대한외부스트레스요인과
불확실성의원천

강우는해마다불균등하게물을지구전역에공급한다. 건조

기후와습윤기후사이에그리고건기와우기사이에는상당

한가변성이존재할수있다. 그결과담수공급의분포는특

정 해마다 다른 양의 물을 받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불규칙적일수있다. 

국가별 연간 총 재생가능 수자원 수량(The average total

annual renewable water resources, TARWR)(그림

3.1)은이러한지리적가변성의전체적양상을보여준다. 일

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확실히 많은 물을 보유한다. 그러

나, 이러한 측정치는 각국의 면적이 각 국의 수자원 차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그러므로

일인당 총 가용수량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그림

3.1). 이수치가사회적또는경제적목적의물가용성을더

욱적절하게표시할수있다.1그러나주의해야할점은많은

인구를 가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 국가들이 낮은 담수

가용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미래의수자원개발과

관리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야기할 것이다(4장, 섹션 4.6.1

참조). 

물의 공간적·시간적인 분포와 이동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

적인수자원관리에핵심적이다. 수자원관리계획및정책은

이러한담수공급의가변성과분포를고려해야한다, 

물순환은과학자들이“기후강제력”(Climate forcings)이

라고 부르는 동적인 자연적 프로세스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

된 조화에 의해 일어난다.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져 있고 태

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은 계절적 강우량 변화 및 물 가

용성의 주요 동인이다. 대기와 해양의 순환 패턴과 그 상호

작용도 일기와 기후, 물 순환과 똑같이 중요한 동인이다. 다

양한 동인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예: 엘니뇨 남방진동)과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81WWDR4

그림 3.1

국가별연간총재생가능수자원수량(TARWR) - 가장최근의추정치(1985년~2010년)

출처: FAO AQUASTAT database(http://www.fao.org/nr/aquastat, 2011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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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상관”2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예측역량을

향상시킬수있다. 

인간은 수분 순환의 세계적 패턴에 간섭함으로써 지구의 기

후를바꾸고있다. 인간이물순환의이런부문을상당한수

준으로통제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인간의개입은물순환

의 다른 요소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수를 저장

하고유역간에물을이동시키는등인간은의도적으로물순

환에 개입한다. 전자는 물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하도록 하

고 과다할 때 직면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보장

하여홍수와가뭄에대처할수있게한다. 후자는물을필요

한곳으로가져온다. 도시주거지나농업용부지로사용하기

위해 지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경우 침투수, 유수,

증발률에변화를가져와물순환을심각하게변화시킬수있

다. 수자원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원인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자연적 가변성과 기후 시스템 및 물 순환을

조절하는지표의인위적인변경때문이다. 수자원과물순환

의구체적인변화는다음과같다.

쪾수년단위및수십년단위의자연적기후가변성과기후

변화로인한평균표면유량의변경

쪾기후변화로인한홍수가능성증가

쪾기온상승으로인한손실증가

쪾특히, 융빙 유역에서 유량의 계절적 변동성(또는 타이밍)

변화

쪾빙하후퇴로인한유량변화

쪾눈과영구동토층의감소

쪾지하수고갈 - 강우가변성에대한완충장치상실

쪾토양수분의변화

사회경제적 수요 충족을 위해 물을 인출하는 것도 수자원의

상태에영향을미친다. 이는결과적으로물수요를변화시키

는인구증가와경제발전, 식단변화그리고범람원및가뭄

취약지대의거주지를보호하기위한통제수단의영향을받

그림 3.2

국가별일인당연간총재생가능수자원수량(TARWR) - 2008년인구데이터기준

출처: FAO AQUASTAT database(http://www.fao.org/nr/aquastat, 2011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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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러한 변화 동력과 발전 가능성은 제9장에서 설명한

다. 변화의 원천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구 기후 시

스템과 물 순환에 관련된 현존하는 불확실성 이외에도 수자

원의 사용과 가용성에 관련된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을 만

든다. 그 결과, 미래의 수문학적 기록이 역사적 기록에 나타

난과정을따를것이라고더이상가정할수없다. 

3.1.1 기후변화와수문학적가변성의동인

세계적 물 이동은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풍요 지역과 빈

곤지역을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다음몇가지대

규모의기후동인은이러한이동을더욱뚜렷하게조정한다.

엘니뇨남방진동(ENSO), 태평양십년주기진동(PDO), 북

대서양 진동(NAO), 대서양 수십년 주기 진동(AMO)이 세

계적인 규모로 물을 이동시키는 동인이다. 이러한 동인들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기반한 수문학, 기후, 효율적

인 자원 계획이 연간 기후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다음 섹션

에서는 엘니뇨 남방진동(ENSO)과 태평양 십년주기 진동

(PDO), 북대서양진동(NAO)에대해간략하게설명한다. 

엘니뇨남방진동(ENSO)

엘니뇨 남방진동(이하“엘니뇨”)은 열대 태평양에서 벌어지

는대양대기적인현상이자계절단위에서수년단위의규모

로나타나는세계기후의지배적인동인이다. 태평양서쪽의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가 중부와 동부 지역으로 3년에서

8년 단위로 이동한다(그림 3.3). 단기적 결과로 태평양 서

쪽적도지역과호주북부에서강우량이감소하고적도동부

인남미에서는강우량이증가한다. 태평양적도지역의대류

의 변화가 지구의 다른 부분에,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

아, 아프리카에원격상관반응을야기한다(그림 3.4). 이변

화는또한중위도제트기류의위치와강도에영향을주며그

결과 북미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엘리뇨는 특히 대부분의

세계 인구가 거주하는 열대 국가들의 강우량, 기온, 허리케

인, 열대 싸이클론, 생태계, 농업, 수자원, 공중보건에 영향

을 미치는데, 엘리뇨 남방진동(ENSO)의 영향에 대한 광범

위한자료들이계속해서나오고있다. 그림 3.4와그림 3.5,

그림 3.6은 엘니뇨의 도식적인 세계적 원격상관과 중위도

제트기류이동을보여준다. 

엘니뇨 원격상관만을 이해해도 많은 곳에 대한 예측능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태평양 적도부근의 지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83WWDR4

“미래의수문학적기록이
역사적기록에나타난

과정을따를것이라고더

이상가정할수없다.”

그림 3.3

태평양적도지역에서일반적상황과엘니뇨상황에대한

도해

출처: NOAA/PMEL/TAO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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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관측과함께 1990년대중반이후큰지원을받았다.

이러한 관측은 사회에 큰 가치가 되는 숙련된 장기 엘니뇨

예측으로 이어졌다. 미 해양대기청(NOAA)은 엘니뇨 전담

사이트3를 만들어서 엘니뇨 모니터링과 예측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참고문헌 뿐만 아니라 영향의 연계성

에대해수집하고있다.

그림 3.4

북반구의여름과겨울동안세계기후에미치는엘니뇨의영향

참고: 라니냐의영향은굉장히대칭적이다. 엘니뇨가특히적도의개발도상국의강우와기온에영향을준다는점을주목하시오.

출처: NOAA/PMEL/TA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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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십년주기진동(PDO)

태평양 십년주기 진동(이하“십년진동”)은 북태평양 지역에

서 두드러지는 대규모 해수면 온도 변화 패턴으로, 열대 태

평양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온도변화 패턴은 엘니뇨

남방진동(ENSO)와유사하지만조금더광범위하게나타난

다. 또한그지수는 10년단위의분명한가변성을보여준다.

십년진동은 미국 북서부의 어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왔다. 수문현상과가뭄같은극한사상에대한십년진동

의영향을밝혀내는문헌들이증가하고있는데, 특히동일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3.4는 이 현상의 공간적

패턴과 시간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대기해양학 공동연구소

(JISAO)는 십년진동에 대한 데이터 및 영향, 문헌목록4 등

상당한세부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북대서양진동(NAO)

북대서양 진동은 북대서양 지역의 기후 동인이며 주로 겨울

철대기특성으로작동한다. 그특징은북대서양에서나타나

는아열대고기압과극지부군저기압중심의위치와강도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3.5). 이러한 기압의 중심의 위치와 강

도는 제트기류와 폭풍의 움직임, 그리고 그 결과 지역적 기

후와수문현상에영향을준다. 유럽과북미의기후조절에서

북대서양 진동의 역할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해표

면 기온 조절에 관한 역할은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다. 최근

연구들은북대서양진동이북극진동(AO)이라고이름붙여

진 북반구의 광범위한 일련의 기압 중심의 일부임을 밝혀냈

다. 이는십년단위의가변성을가지고있다5. 

다른동인들

수십년주기로지구의기후와수문현상에영향을주는기타

동인들도 연구 중이다. 여기에는 대서양 수십 년 주기 진동

(AMO)과 멕시코 난류가 핵심적인 구성요소인6 열염류 순

환과연결된대서양자오면순환(AMOC)이포함된다.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85WWDR4

그림 3.5

태평양십년진동과엘니뇨의공간적패턴과시간지수

출처: JISA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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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연적장기저장의취약성: 지하수와빙하

3.2.1 지하수: 변화에강한자원

세계적으로변화하는지하수의역할

수천년동안세계많은곳에서집중적으로개발되어온지표수

와달리, 지하수는백년전까지만해도비교적산발적으로개

발된자원이었다. 그러나, 20세기동안지하수추출에관한전

례 없는“조용한 혁명”(Llamas and Mart ínez-Santos,

2005)이전세계에서일어났다. 이러한붐은인구증가와관련

된물및식량, 수입에대한수요증가로인해일어났으며, 지

그림 3.6

북대서양진동이공간적패턴과중위도제트기류에대한영향및북미와서유럽기후에대한영향

출처: AIRMAP(n.d., fig.4)(J. Bradbury and C.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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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기술, 자금조달 가능성으로 촉진되었다. 20세기 초반

집중적인 지하수 추출은 이탈리아와 멕시코, 스페인, 미국

등 소수의 국가들에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7). 이러한

확산은 인간 사회에서 지하수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관개부문에서는“농업지하수혁명”을불러일

으켰고(Giordano and Villholth, 2007), 이는식량생산을

증가시키고 농촌 개발을 촉진했다. 지하수의 이용은 지역적,

세계적물순환과환경조건, 생태계를크게변화시켰다. 

2010년기준, 세계총지하수추출량은연간약 1,000㎦로

추산된다. 그 중 약 67%는 관개용으로, 22%는 가정용으

로, 11%는 산업용으로 사용된다(AQUASTAT, 2011;

EUROSTAT, 2011; IGRAC, 2010; Margat, 2008;

Siebert et al.,2010).7 그림 3.7은 2000년지하수추출의

세계적 분포를보여준다. 전체 추출량의 2/3가 주요소비국

인인도및중국,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등아시아에서

추출된다(표 3.1과 3.2). 세계지하수추출속도는지난 50

년간 최소 3배 증가했으며, 매년 1~2%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8에서 보듯이 많은 국가들에서 추출률

은 최고치에 이르러 현재는 안정적이거나 심지어 감소하기

도 했다(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7). 이러한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하수의 추출량은 약 전체 세

계 물 추출의 26%를 차지하고, 평균 세계 지하수 충전량의

약 8%에해당한다. 

현재 지하수는 인간이 소비하는 물의 주요 수원으로, 세계

식수의거의절반을공급하고있으며(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

램, 2009), 관개를통해효과적으로사용되는전체물의약

43%를 차지한다8(Siebert et al., 2010). 그러나 지하수

개발의 적절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은 제시된 수치가 나타내

는것보다더크다. 지하에비교적많은양의물이저장되어

있어, 대부분의 대수층은 상당한 완충 역량을 가지고 있으

며, 상당히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인출이 가능하도

록 물의 양을 유지한다. 따라서 강우나 지표수로만 물을 공

급했고, 너무 건조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87WWDR4

그림 3.7

2000년의지하수추출집중도(단위: mm/연), PCR-GLOBWB 모델에따라 0.5。×0.5。그리드셀에표시

출처: Wada et al.(2010, p. 2, 즶American Geophysical Union의허가를받아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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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접근성을가질수있다. 이러한완충능력의가장두드러진

사례는 재생될 수 없는 지하수 자원이다. 땅 속의 다양하고

큰 규모의 대수층 시스템은 최근 천년 간 충분한 보충이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다

(Foster and Loucks, 2006). 그러나아무리많은양의물

이이러한대수층에있다하더라도, 대수층은재생될수없기

때문에이것이올바로관리되지않는다면결국고갈될수밖

에 없다. 그리고 재생 가능하지 않은 지하수 자원이 결정적

인한계에도달한곳에는핫스팟(Hotspots)이존재한다(아

래참조).

지하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지역에 사는 12억에서

15억 농촌 가정의 생계와 식량안보(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7)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의 많은 인구들을 위한

가정용 물 공급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하수에 기반한

관개는대개지표수를공급받는관개보다물부족위험에훨

씬 덜 취약하다. 스페인(Llamas and Garrido, 2007)과

인도(Shah, 2007)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지하수는 사

용된 단위 수량(水量)당 더 높은 경제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추출된 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표 3.1

2010년기준, 지하수추출국상위 10위

1. 인도 251

2. 중국 112

3. 미국 112

4. 파키스탄 64

5. 이란 60

6. 방글라데시 35

7. 멕시코 29

8. 사우디아라비아 23

9. 인도네시아 14

10. 이탈리아 14

참고: 이들 10개국에서세계지하수추출의약 72%가일어난다.

출처: IGRAC (2010), AQUASTAT (2011), EUROSTAT (2011)의

데이터.

국가명 추출량 (km3/year)

표 3.2

세계지하수추출량에관한주요추정치(2010년기준)

북미 99 26 18 143 15 524 27

중미와카리브해지역 5 7 2 14 1 149 9

남미 12 8 6 26 3 182 14

유럽(러시아연방포함) 23 37 16 76 8 497 15

아프리카 27 15 2 44 4 196 23

아시아 497 116 63 676 68 2257 30

오세아니아 4 2 1 7 1 26 25

세계 666 212 108 986 100 3831 26

대륙

추출량2

전체물추출량과의비교지하수추출량1 

산업용 합계 전체 지하수의비율관개용 가정용

km3/year km3/year % km3/year %km3/year km3/year

1 IGRAC(2010), AQUASTAT(2011), EUROSTAT(2011), Margat(2008) and Siebert et al.(2010)을근거로추정.

2 알카모등(Alcamo et al., 2003)이제시한 1995년추정치와 2025 통상적시나리오(Business as usual scenario) 추정치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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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중지하수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추출된물에서차지

하는부피비율보다더높은경향이있다. 

지하수시스템상태의큰변화

유입및유출, 그리고지하수수위와관련된저장된물의부

피, 수질은 모든 지하수 시스템 상태의 주요 특징이다. 지하

수추출속도가꾸준히증가하고, 토지사용의변화및공해

물질배출에의해야기되는상호작용등지하수와인간의기

타 상호작용 모두는 지하수 시스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와 수자원관리 수단들도 지하수 시스템 상태에 영

향을준다. 그결과대부분의세계지하수시스템은더이상

동적 균형 상태에 있지 않으며, 중요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

다. 특히, 자연적 유출의 감소와 저장량의 감소, 수위의 하

락, 수질의 저하가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지하수 충

전의평균속도도변화했다. 

와이맵(WHYMAP, 2008)이 제작한 지하수 자원 세계 지

도는세계의지하수지대의지리적분포를수압연속성과지

하수 재생(재충전)의 양과 속도 측면에서 양호 대 비양호로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지구 상의 지하수의 대부분

이(약 80에서 90%)가“주요지하수유역”이라는지역에저

장되어 있는데, 단지 35%의 지표만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적인 지하수 저장량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추정치는

1,530~ 6,000만km3인데, 이중 800~1,000km3가 담수

이고 나머지는 소금기가 있거나 염수인 지하수로 주로 매우

깊은곳에있다(Margat, 2008).

최근모형연구들은연간평균지하수재충전에대한세계적

패턴을만들어냈으며(Döll and Fiedler, 2008; Wada et

al., 2010), 이는 세계 연간 평균 강우 지도와 강한 상관관

계를보여준다. 이모형에근거해추정한세계평균지하수

재충전량은 각각 연간 12.7·103km3(Döll and Fiedler,

2008)과 15.2·103km3(Wada et al., 2010)로 전체 지

하수저장추정량에비해최소 3자리수가적다. 이추정치에

서 고려되지 않은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 가능성이다. 될

(Döll, 2009)은최근연구에서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

널(IPCC)의네가지시나리오에따라기후변화의영향에대

해 시뮬레이션한 후 모형의 결과와 참조 기간인 1961년에

서 1990년까지의결과를비교했다. 연구결과, 지하수재충

전은 2050년대까지북반구에서증가할가능성이있으며지

중해 지역과 동북부 브라질, 남서부 아프리카 등 일부 반건

조 지대에서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30%에서 70% 이

상) 예상되었다. 건조기후지대의많은좁고낮은충적토대

수층(스트립 대수층)은 기후변화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취

약한대수층의하나이다(van der Gun, 2009). 

지하수추출은자연적으로유출량및유도된재충전상황하

에서새로운동적균형이성립될때까지는저장지하수의고

갈을 유발한다. 세계의 건조지대와 반건조 지대에서의 많은

지하수 시스템은 집중적인 지하수 개발 하에서 저장량 고갈

을 수용할 만큼 복원력이 강하지 못하다.9 분명히, 재생 불

가능한 지하수도 마찬가지이지만(Foster and Loucks,

2006), 현재는 재충전이 되는 많은 대수층에도 적용된다.

그 결과는 점진적인 지하수 고갈과 지속적인 지하수면의 하

락이다. 코니코우와켄디(Konikow and Kendy, 2005)는

20세기동안미국에서 700~800km3의지하수가대수층에

서 고갈되었다고 추정한다. 최근 중력 복원과 기후 실험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89WWDR4

그림 3.8

특정국가에서의지하수추출경향(㎦/ 연)

출처: Margat (2008,  fig. 4.6, p. 107)에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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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은 많은 초대형 대수층에 대한 현재의 지하수 고

갈 속도의 추정치를 제시했으며(Rodell et al., 2009;

Famiglietti et al., 2009), 시뮬레이션모형중하나는지구

전체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했다.(Wada et al., 2010). 현

재까지의 결과로는 심각한 지하수 저장량의 고갈이 집중적

으로 지하수를 인출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10 지하수

저장량의 물리적 고갈은 매우 얕은 대수층에만 위협적이다.

지하수고갈의더중요한영향은더일반적인지하수면하락

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더 큰 펌프 리프트로

인한) 지하수 비용 상승과 염분 유발 및 기타 수질 변화, 지

반침하, 수원지퇴화및기저유량감소등이있다. 

세계지하수자원의대부분은얕은곳이나중간정도의깊이

에 존재한다. 지하수는 많은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수질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여러 곳의 산재된 지역에서 지하수 수

질의점진적인변화가관측되었다. 가장보편적인변화는액

체와 고체 폐기물, 농업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가축의 배설

물, 관개 환원수(Irrigation return flows), 광산 잔여물

(Mining residues), 오염된공기와같이인간이만들어낸

오염물질로 인해 야기되었다. 2차적인 범주는 지하수 추출

의결과로연안지역의해수의침입및깊은곳에있는소금

을 함유한 지하수가 위로 이동하는 등 낮은 수질의 물이 대

수층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부터 초래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은 연안 지역의 지하수 수질에 또 다른

위협이될것으로예상된다. 

다른물리적환경에대한영향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하수 추출의 영향과 그에 연관된

지하수체계의변화는자연적지하수유출량의감소다. 하천

의 기저 유량과 수원지의 유출량, 지하수 관련 생태계의 감

소와 손실은 세계의 많은 지역, 특히 건조지역과 반건조 지

역의물리적환경에큰변화를일으켰다. 

그림 3.9는지하수저장량고갈로인한기저유량감소의뚜

렷한 사례를 보여준다. 평지에서 유압 환경은 하천의 직접

흐름(즉, 더 신속하고 종종 더 양적으로 큰 유량 요소)의 일

부일수있으며, 인접대수층으로사라질수도있다. 

지하수추출은세계많은곳에서지반침하를야기했다. 지반

침하가일어난곳은스며든물이압축되면서형성된곳으로,

비교적 낮은 깊이에 있는 대수층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이

그림 3.9

북중국평원의하천과우물의수위곡선, 지하수고갈로인한하천유량감소의증거를보여주고있다. 

출처: Konikow and Kendy(2005, fig. 1, p. 318,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가친절하게도인용을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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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의원인이되었다. 

지반침하는낮은지하수면을가진평지에서더집중적인배

수시설의필요성을만들어낼것이다. 이는오히려지반침하

를더욱가속화한다(Oude Essink et al., 2010). 

특히주목해야할점은지하수고갈이해수면상승에미치는

영향이다. 코니코우(Konikow, 2009), 코니코우와 켄디

(Konikow and Kendy, 2005), 와다 등(Wada et al.,

2010)은 고갈에 의해 사라진 대부분의 지하수가 궁극적으

로 모이는 곳은 바다라고 주장한다. 비록 그들의 추정치가

정확하지는않지만, 그들은지하수고갈이해수면상승에크

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의 해

수면 상승은 부분적으로는 기후변화 이외의 요소 때문임을

암시했다.11 

지하수:걱정의원인인가또는기회인가?

지하수는 인간의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수자원의 중요

한 부분이다. 세계 지하수 시스템은 인간에 의한 그리고 자

연적인요소들로인해증가하는스트레스를받고있다. 많은

지역에서, 이는 저렴한 가격의 좋은 품질의 지하수의 미래

가용성또는원래의지하수의환경적기능을위협하고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건강한 수자원 관리와 지하

수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 중요하다. 지하수의 현재와 미래

혜택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하수 수질

저하에신경써야하며, 지하수추출의환경적영향을통제해

야 하며 지하수의 가용성 감소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완화해야한다. 

세계많은곳에서의지속불가능한추출속도와공해에대한

실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

고 있으며 조심스럽게 관리가 된다면 미래에도 계속 기회를

제공할것이다. 지하수의편재성과독특한완충능력은강우

와유출수가거의없고또한예측할수없는건조지역에사

람들이정착해서생존할수있도록해주었다. 지하수는세계

많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안정적인 가정용수의 원천이며,

조용한 혁명에 기여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사회경제적 발전

과빈곤경감에기여하고있다. 

지하수는 기후변화와 적응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

능성이 높다. 많은 물 부족 지역에서 기후변화는 지표수와

“그린 워터”가용성의 감소와 더욱 불규칙한 공급을 야기할

것으로예측된다. 지하수재충전은비록감소할것이지만지

하수저장버퍼는대부분의경우지속적인물의가용성을보

장할 것이고 따라서 지표수에서 지하수로 물이 인출되는 변

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지하수가 전체적인 물 공급 리스

크를 감소시킬 것이며, 그런 지역에서 지하수가 21세기 기

후변화가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제공할것임을시사한다. 

3.2.2 빙하

산악수문현상내에서빙하의역할

산은세계의“물의탑”이며, 주변의낮은대지보다강우량이

더 많다. 저지대나 건조한 곳에서는 산이 물 공급에 기여하

는바가특히크다(Viviroli et al., 2003). 

산의하천흐름은강우, 융빙수, 융해수, 이세가지주요요

소로 구성된다. 이 세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은 시간과 고도

에따라변하는데크게는기온과강우의계절변동성에의해

통제된다. 많은 중위도 지역의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강우

에특징적인계절변동성이나타나지않는다. 겨울의특징은

눈이 오는 것이고 여름에는 비가 온다. 봄에는 융빙수량이

수위곡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빙하는 늦여름에 더욱 중

요해지기시작할것이다. 강설량이적은해에는빙하가초여

름에녹아내려하천으로흘러가는수량에기여하고, 늦여름

에는 더욱 우세해진다. 따라서, 빙하는 강설량이 적은 해에

는 영구적인 저장고에서 물이 방출되는 버퍼의 작용을 하고

강설량이 많은 해에는(얼음의 형태로) 물을 보유하는 역할

을한다.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91WWDR4

“지하수추출속도는지난
50년간최소3배증가했으며,
매년 1~2%씩계속
증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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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도에서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극

명해지고, 적도 쪽으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든다. 기후의 종

류에따라강우량또한다르다. 지중해성기후에서는겨울의

강우량이 지배적인 반면 몬순 기후에서는 여름의 강우량이

더많다. 

지구 온난화는 강우량과 적설량의 상대적 중요성과 빙하가

녹는 속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 산악 빙하는 예컨대, 카

라코람 산맥이라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Hewitt, 2005). 단기

적으로빙하의축소로인해연간강우량이상의물이하천으

로 추가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물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장

기적으로는(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는), 이러한 추가

적인 물 원천이 빙하가 사라짐에 따라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하천유량체계에서빙하의완충역할이감소하게될것이다.

뒤르게로프(Dyurgerov, 2010)와“우주에서 글로벌 랜드

아이스측정”(GLIMS) 데이터베이스는빙하의질량균형의

전체적인변화를잘요약하고있다. 

아래의사례에서설명하듯이빙하관련홍수도많은산악지

역에서중요하다. 

융해수의영향을받는세계의지역

빙하와 빙상의 세계적 분포는 그림 3.10에 설명되어 있다.

대부분의 큰 빙괴(氷塊)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알프스 산맥과 안데스 산맥, 중앙아시아,

코카사스 산맥,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서부의 빙하는

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지역 대부분에서 빙하

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하천 유량에 영향을 미치며 줄어들고

있다. 

이들 지역 모두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물 수

요도 증가하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대안적인 수원이, 특

히 지하수가 고갈되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 수요의 변화가 종종 공급의 변화보

다훨씬더크며, 따라서수자원을평가할때공급과수요방

정식의양측면을주의깊게고려해야한다는주장은근거가

있다. 

그림 3.10

빙하와빙상의세계적분포(남극제외)

출처: Armstrong et al.(2005, B. H. Kaup,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GLIMS 자료를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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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93WWDR4

히말라야지역의사례

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을 둘러싸고 있는 브라마푸

트라강과갠지스강, 인더스강유역은(그림 3.11) 하천유량

에 대한 빙하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이 유역 안에는 빙하로

인한홍수리스크에도물공급을위해하천유량에의존하는

약 8억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매우 큰 기후적, 빙하학적, 수문학적 다양

성이다. 히말라야 동부지역은 여름 몬순의 지배를 받는다.

서쪽으로는몬순의강도가줄어든다. 한편, 카람코람산맥에

서는 예외적인 해를 제외하고는 집중적인 여름 강우가 일어

난다. 동부히말라야남측지역의연간 5,000mm 이하에서

북쪽 기슭의 연간 250mm까지 지역적 강수량도 크게 다르

다(Young, 2009).

그림 3.12는 이 지역의 빙하 규모를 설명한다. 히말라야 산

맥의대부분의빙하들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다. 이빙하들

은주로높은고도에서발견되며지구온난화에비교적빠르

게반응한다. 대형빙하들은 500Km2이상의지역적규모로

카람코람산맥을장악하고있다. 이빙하중많은수가서지

형(Surge- type)으로고도 3,000m 이하까지뻗어있고기

후변화에 대한 반응이 매우 늦다. 많은 빙하들이 현재 지역

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아마도 질량적으로도 증가하고 있

는듯하다. 

하천유량에대한융해의영향

하천유량에기여하는융해의중요성은두가지요소로나누

어질수있다. 

쪾융삭대(融削帶)에서의 융해는 연간 순 질량 손실이 일어
나는 빙하의 일부분이다. 히말라야 지역 내부에서 이러한

융해는 다양하게 일어난다. 동부 히말라야의 빙하에서는

융해수가 연간 하천 유량의 3% 미만이어서 몬순 강우와

융빙수에 완전히 가려진다. 반면에 카람코람 산맥에서는

융해수가해에따라늦은여름에 20%이상의연간유량에

 

그림 3.11

브라마푸트라강과갠지스강, 인더스강유역의묘사

출처: Miller et al.(2011 [in press], fig. 1, p.7, US Geological Survey ESRI data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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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며훨씬큰기여를한다.

쪾지구온난화로인한빙괴의축소가야기한영향은물이영

구 저장소에서 방출되어 연간 강우량으로 인한 하천 유량

에 더해진다는 것이다. 히말라야 산맥의 대부분의 빙하가

매우 천천히 질량을 잃어가고 있다는 훌륭한 증거들이 있

는 반면 카라코람 산맥의 빙하들은 질량이 커지고 있다

(Hewitt, 2005). 이 지역의 다양한 부분의 빙하들이 매

우다른속도로질량을잃고있다(일부에서는질량이늘어

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증명되었다(Scherler et al.,

2011). 줄어들고있는빙하들도매우천천히줄어들기때

문에 아마 연간 하천 유량의 1%미만의 영향을 끼칠 것이

다. 초대형빙하들은수십년간아마도수세기간같은속

도로 융해가 되어 같은 정도로 하천 유량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나 일부 빙하는(페루에서처럼[Oblitas de

Ruiz, 2010]) 줄어들거나심지어는사라질것이며, 그결

과아르헨티나및칠레, 페루의일부지역에서처럼다양한

용도의 물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2009).

빙하관련홍수

이지역에는두가지종류의빙하관련홍수가존재한다. 즉

빙하호 붕괴 홍수(GLOFs, 이하“빙하호 붕괴”)와 빙하댐

호수붕괴(이하“빙하버스트”)이존재한다.

빙하호붕괴는작은빙하전면호수(Pro-glacial lakes)로인

해발생한다. 즉빙하의말단앞에끝부분과측면이빙퇴석

으로 막힌 호수를 뜻하는데, 이러한 호수에서 물이 매우 빨

리빠져나가면서단기간에매우집중적인홍수를유발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물러나면서, 이런 호수는 점점

커지고있다. 갑작스러운방출은물을가두던빙퇴석의붕괴

또는 산사태로 인한 토사의 호수 유입으로 갑작스러운 물의

 

그림 3.12

히말라야산맥과카라코람산맥을덮고있는빙하의규모를보여주는그레이스(GRACE) 위성이미지와인도북서부의지하

수고갈추정

참고: 6년간 109 km3의손실은매우큰것이다.

출처: NASA GRACE 인공위성영상(http://www.nasa.gov/topics/earth/features/india_water.html), T. Schindler and M. Ro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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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야기하여생겨난다. 이런홍수의리스크는커지고있

다. 이지역에는이런빙하호가수천개나있다. 빙하호붕괴

는 인명손실을 비롯해 교량과 수력발전소, 기타 기반시설의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방대한 피해를 하류에 끼칠 수

있다(Ives et al., 2010). 부탄에는 이런 호수가 2,400개

이상 있으며그 중 24개가 재해가능성이있는 것으로파악

되었다(그림 3.13과 3.14)

빙하 버스트는 계곡에 댐을 형성했던 빙하로 인해 만들어진

호수에서물이갑자기방출되어서생겨난다. 호수물의갑작

스런 방출은 그림 3.15에서 설명하듯이 카라코람 산맥에서

실제로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Hewitt, 1982). 1920년

대에 쇽강에서 시작된 연쇄적인 홍수가 1,400Km 하류인

아톡(Attock)의 수위를 18m 높였으며, 그 결과 펀잡의 평

원들에재앙적인결과를불러일으켰다.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95WWDR4

그림 3.13 

부탄내위험한빙하댐호수

출처: Mool et al. (2001a, p. 109).

그림 3.14

루게쵸(Lugge Tsho) 빙하호수, 부탄

출처: Mool et al. (2001b, plate 9.13,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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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지역에서빙하관련불확실성과리스크를다룰수

있는정책옵션들

상류에중국, 중류에네팔, 부탄, 인도, 하류에파키스탄, 방

글라데시가 위치해 있는 세 개의 관련 하천 시스템 모두가

가지고있는초국경적인특징은수자원관리를위한정책옵

션들이 폭넓은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이들국가들이수자원을공유하는것은하나

의도전과제이다. 

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인구 급증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

며, 이 상황은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함에 따라 더

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과 높아지고 있는 생활

수준으로 인해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이슈들은

물관리자들이짊어져야할과제이다. 

대체적인 물 공급은, 특히 서북부 인도의 지하수 자원은 인

간의 생명과 생계에 필수적인데, 지속 불가능하게 고갈되고

있다(그림 3.12).이는 전반적인 물 공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있다. 

“폐수관리솔루션들은
개인위생및환경교육과

같은공공교육노력과

결합될필요가있다.”

      

그림 3.15

인더스강: 빙하댐과관련사건

출처: Hewitt(1982, p. 260, by permission IAHS).

4-1-1권4   2013.12.13 11:42 AM  페이지96   mac3 



이 지역 국가들의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은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 2009)에서제공한

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들은 융해와 빙하 축소가 물 공급

에매우치명적일것이라는일반적인인식을공유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은거의확실히잘못된것이다. 대부분의빙하는

매우 느리게 축소를 계속할 것이며, 이는 연간 강우량 이상

의 물을 하천에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강우량에 비해

매우적은양에지나지않는다. 

부탄이홍수리스크이슈를다루는방법에대한사례가유엔

개발계획의 적응학습 메커니즘(UNDP Adaptation

Learning Mechanism)에 소개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호 붕괴를 줄이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탄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야기

하는 리스크를 현재의 재난관리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것이

다. 이는호수수위를낮추기위한펌프설치및하류지역에

경고를위한조기경보시스템등빙하호붕괴감소를위한실

천적조치들을제시할것이다. 

3.3 수질

물의“질”은 상대적인 용어다. 수질이 좋다 또는 나쁘다는

개념은 물의 상태와 물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의 기능만이 아

니라 물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순

수한”물은자연상태에서존재하지않고, 오직실험실에서만

존재하며, 모든물질은물안에서의농도에따라오염물질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보건 전문가들이 종종“맑은”물이라는

용어대신에“안전한”물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이다. 

적정한 수질의 충분한 물 공급은 인간의 건강과 안녕, 그리

고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수질 악화

의리스크는직접적인사회경제적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

수질은국제적관심사로써더욱중요성이커지고있다. 비록

수질 향상에 관한 몇몇 지역적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 차원에서 수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데이터는

없다. 

수질은불가피하게수량과연결되어있으며둘다공급의핵

심 결정요소들이다. 수질과 비교하여 수량은 최근 몇 십 년
간훨씬더큰투자와과학적지원, 대중의관심을받아왔다.

그러나, 수질은 기본적인 인간과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수량못지않게중요하다. 또한, 이둘은수질악화가많은

방식으로 수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피하게 연

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시거나 목욕에 사용하거나 산업

용또는농업용으로사용할수없게된오염된물은특정지

역에서실제적으로가용한물의양을감소시킬수도있다(유

엔환경계획, 2010). 물의오염이심할수록사용가능한수준

으로 되돌리기 위한 비용 또한 더욱 커진다(유엔환경계획,

2010). 

스텔라(Stellar, 2010)에 따르면“지하수냐 지표수냐에 따

라질과양의연계성은다른형태를띌수있다. 지하대수층

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과잉 사용과 수질 저하가 명

백히 연결되어 있다.”오랜 동안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

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첫째,

불소침착증이수백만명을위협하고직접영향을주는인도

의 사례처럼 수량이 줄어듦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

합물의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시프러스와 가자 지구의 사례와 같이(Stellar,

2010) 소금물이 연안 대수층에 침입해서 높아진 소금의 농

도가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금물의 침입

이 야기하는 가장 즉각적인 문제는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가용한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며 또한 농업 및 산업과 관

련된다른물사용에도직접적인영향을준다. 

강과 호수 등 지표수의 과잉 사용도 오염과 광물 침출로 인

해물속에존재하는유해물질의농도를증가시킬수있다.

“대표적인사례는리오그란데강의경우이다. 이강에서는여

름동안 유량의 감소가 심각한 수질 악화와 같이 발생한다.

건기 동안 병원균 농도는 100배 가까이 증가한다(Stellar,

2010)”

정책입안자들은 대응정책 수립시 수량과 수질 이슈를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문제들을 더 잘 정량화하고 해결책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과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적당한 수준의

개입이없다면수질과관련된주요사회, 경제, 환경관련리

스크와불확실성, 영향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사회경제적 발전은 수질에 의존한다.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에 대한 리스크는 수질 저하와 연결되어 있고, 수질 저하는

결국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협한다. 역사적으로 생태계 건강

은더부유하고더발전된국가들과그국가들의환경운동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폐수 처리 등 생태계 제품과 서비스의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97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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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혜택에 대한 향상된 인식은 점차 심지어는 최빈국에

서도 생태계 건강을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만들어가고

있다. 무기물질및미처리하수등독성물질로오염된물은

수중생태계가제공할수있는다면적인제품과서비스를감

소시킴으로써 수중 생태계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세계의 많

은 최빈층이 수중생태계에 자신들이 생존을 직접적으로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빈곤을 완화하려는 노력

을더욱어렵게한다(MA, 2005a,b).

대응 측면에서 인간이 만드는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처분

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옵션들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사용

된 물의 80%가 수집되지도 처리되지도 않는다고 추정된다

(Corcoran et al., 2010). 폐수관리 솔루션은 개인 위생

및 환경 교육과 같은 공공교육 노력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향상된 위생과 안전한 식수의 공급은 설사

성 질병을 거의 9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세계보건기

구, 2008b). 또한업계의독성물질사용또는생산노력을

감독할필요가있다. 청정기술과대체프로세스와함께비용

효율적인처리옵션개발은우선순위가높은요소이다. 비점

오염원 특히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영양분들에 대한 통제는

점차 세계적인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규제와 효율적인 규

제 집행이 핵심적이다. 이와 함께, 특히 식수공급의 안정성

이자연재해로인해위협받을때, 긴급대응강화노력을위한

제도적노력도매우중요하다. 이이슈의중요성은기후변화

의영향으로인한위협들이부상함에따라더욱증가할것이

다. 

수질은 인간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 건강 리스크는
확실히수질과관련된가장광범위한주요관심사이다. 부적

절한 물 공급과 위생관리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만 매년 약

350만 명이 사망한다(세계보건기구, 2008a)(섹션 4.1과

34장참조). 오염된식수와관련된설사성질환때문에사망

하는 5세 미만 아동도 매년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Black

et al., 2010). 새천년개발목표(MDGs)는세계의취약계층

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 요인 중 하나로 안전하지 않은 식수

공급과관련된수인성질병을제시한다. 

독소에 의한 물 오염은 더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많은 지역

에서특히신흥국에서중요한이슈로남아있다. 쓰레기폐기

와 산업체들로 인한 독성 폐기물의 방출은 개발도상국에서

안전한 물 공급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지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질병 관리에 드는 총 부담액

의상당금액(약 10%)이식수및위생설비, 위생에관한향

상과 환경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의 활용을 통해서 절약될 수

있다(섹션 4.1 참조).

그림 3.16

환경적수질악화의연간비용

출처: World Bank(2007, fig. 4.4, p. 109에인용된데이터).

4-1-1권4   2013.12.13 11:42 AM  페이지98   mac3 



수질이나쁜물은비싸다. 수질이나쁜물은많은경제적비
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태계 서비스의 악화, 건강 관련

비용, 농업및산업생산, 관광등경제활동에대한영향, 수

처리 비용의 상승,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이 대표적이다. 일

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클 수도 있다(유엔환경계획,

2010). 그림 3.16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나쁜

수질의 연간 추정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세계은행, 2007). 이들 국가들과 다른 일

부 지역은 향후 담수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질문제해결과관련된비용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반대로, 수질향상또는유지를위해조치를취하는것은생

명을살리고큰비용절감을가져올수있다. 산업생산비용

을줄이고담수생태계가제공하는자연적폐기물처리서비

스를 활용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산업과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비용과혜택을더욱잘이해하고정량화하기위한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들이 오늘날 수질

이슈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초래되는 많은 사회경제적 혜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그리고불확실성 99WWDR4

표 3.3 

주요수질리스크

리스크 수인성질병 독소오염 산소결핍과부영향화 중독 생태계변화

자연적프로세스

수백만의사례

증가경향

핫스팟에서연속적인

영향을준수천건의

사례신뢰할수있는

기록의부재

수천 km2

연안어업의쇠퇴

레크레이션적가치의

감소

수백 km2

어업파괴

외래유입종의증가

외래유입해충의증가

교란의증가

홍수의증가 염수의유입 폭염 해수침입

난방

산불후쇠퇴

사회적 도시이주

빈곤

폐기물처리

태도

빈곤

비료의잘못된

사용

폐기물처리

태도

빈곤

빈곤

개입 도시폐수처리 산업폐수처리

청정기술

경보시스템

지속가능한농업활동

폐수에서영양소

제거

산업폐수처리

청정기술

통합해충관리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지속가능한

임업

폐수에서영앙소

제거

경제적 폐수처리에대한

부적절한투자

산업폐기물및유출 집중농업

광산업

도시폐수

산업폐수

농업

도시폐수

산업폐수

광산업

농업

어업

도시폐수

산업폐수

수력발전

주요동인

대응옵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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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무대응 또는 늦장대응이 낳을 미래 비용을 더욱 더 크

게초과할것이라는것을보여준다. 

세계 수질평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국제적 차원에서부
터 가정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수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의사결정과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수질 데이터의 확보가 시급하다. 세계적 수질평가

프레임워크는 현재의 국가 및 지역, 주요 유역 차원의 데이

터 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다른국제적, 지역적, 국가적프로그램들의주최자를포함하

기위해현재의지구환경관측시스템(GEMS)12의권한을훨

씬뛰어넘을것이다. 알카모(Alcamo, 2011)에따르면, 이

러한 종류의 프레임워크는 담수 제품과 서비스들을 평가하

고, 수질에대한평가와데이터푸시(Data push)를제공하

며, 국제 수질 지침의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고, 수질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물 지배구조를 개발하고, 수질 복원을

위한생태계기반기술의평가를포함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수질 상태와 그 원인,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핫스팟을 파악하고, 정책과 관리 옵

션을검사·인증하고, 적절한미래행동에대한이해와계획

에사용될시나리오의토대를제공하고, 매우필요한모니터

링 벤치 마커를 제공할 것이다(Alcamo, 2011). 6장에서

설명하듯이, 향상된 데이터 및 정보, 회계에 대해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관심이증가하고있다. 이모두는데이터가용

성의향상으로해석될필요가있다. 기술적발전은수자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하고 있다.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인구밀집도

가 높은 지역이나 농업활동이 집중된 지역에서 지출되는 비

용이상의경제적혜택을얻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중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를 비롯한 제도적 구조와 권한이 주요 제약으로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표 3.4

규모별수질개입가능방안요약

규모 교육및역량강화 정책/법/지배구조 금융/경제 기술/기반시설 데이터/모니터링

분수령

훈련및인식제고

개시

통합적인접근법

제도화

오염방지제도화

오염자/수익자지불

시스템제도화

모범사례장려및

역량개발지원

모니터링프레임워크

개발

수질에대한개인들의

영향에관한인식

제고의전략적수준

관련자훈련과정

수립및모범사례

개발

분수령기반의계획

기구설립

수질목표개발

가격책정시스템제

도화

비용회수제도화

효율성에대한인센

티브수립

기반시설및적정한

기술에대한투자

수질데이터수집

침처리를위한지역

역량개발

국제적/국가적

출처: UNEP(2010, p. 73) 에서정리.

공동체/가정 개인/공동체의행동

과수질영향과연결

위생/폐수처리향상

을위한역량개발

혁신적인유출수처

리옵션을가능하게

하는법규개정

정보접근성향상

투자촉진 분산된처리기술

고려

가정/공동체설문

조사실시및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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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수질리스크와개입가능성

다수의 수질 매개변수들과 불확실성, 영향은 수자원관리를

특히, 인간 활동에 관련해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이슈로

만든다. 취약성과 리스크에 대한 관리 향상은 빠른 변화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아직은 미지의 그리고 예상치 못

한요인들에대처하는데필수적이다. 표 3.3은수질리스크

의 개요를 각각의 심각성과 관련 주요 동인, 가능한 대응 옵

션을설명하면서제공한다. 

표 3.3에서제공하는대응옵션이외에도, 조금광범위한옵

션들이표 3.4에서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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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km3, 즉세계농업용수인출의 48%라고추정한다. 이들이추정한지

하수사용량은연간 545 km3로이는관개수손실량을고려할때, 관개용지

하수추출추정치와상당히일치한다. 

9  이범주에속하는대형대수층의사례는미국의하일랜드플레인즈(The

Highland Plains)와센츄럴밸리(Central Valley) 대수층과인도서북평원

대수층, 북중국평원대수층, 호주의대찬정분지가있다. 

10  추가정보는 36장참조.

11 추가정보는 36장참조.

12  유엔지구환경관측시스템(GEMS)/물프로그램은세계내륙수질의상태와

트렌드에관한과학적으로타당한데이터와정보를제공한다. 이러한정보는

세계적인환경평가와의사결정프로세스를지원하기위해세계담수의지속

가능한관리의기반으로서요구되는것이다.  

(http://www.gemswater.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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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물을통해얻는혜택이 2장에서설명한다섯가지에국한된것은아니다. 물은인간의건강에영향을미쳐이와관
련한 광범위한 혜택을 주고 있다. 건강한 생태계는 더 광범위한 혜택과 서비스를 개인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점만있는것은아니다. 홍수로인해물이너무많은곳이나가뭄으로인해물이너무없는곳, 특히이미사막화과
정이나토지황폐화를겪고있는곳에서물은심각한리스크를야기할수도있다. 불행히도세계의많은곳에서물접근성
이라는 혜택이나 물 관련 재해에 대한 취약성은 공평하게 균형 잡혀있지 않다. 이는 극빈층,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아
동들에게불공평한영향을미친다. 이장은이러한중요한이슈와관련된물문제를검토한다. 

첫번째섹션은물과인간의건강에관한섹션으로공공보건개입정책및물관리, 식수공급과위생시설, 위생에중점을
두며, 트렌드와 핫스팟, 핵심 외부 동인들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밝히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주요 물 관련 질병 부담
과맞서는조치들에대한혜안을제공한다. 그다음섹션은어떻게수자원의접근성및통제권에대한성별차이가세계적
으로많은물관련도전과제들의핵심요소인지를설명한다. 세번째섹션은어떻게건강한생태계가물관련목표들을달
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지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왜냐하면 건강한 생태
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다양한 혜택(또는 서비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중요한 서비스들은 직접적
으로물에기인하며, 모두가물의뒷받침을받고있기때문이다. 네번째섹션은물관련재난에관한섹션으로최근트렌
드에 대해 보고하고 수재로 인해 재산과 생명, 생계에 있어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다섯 번째 섹션은
이미물부족에직면하고있는지역들에서불확실성과리스크라는새로운측면을더함으로써어떻게사막화와토지황폐

화, 가뭄의 프로세스(DLDD)가 수자원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가뭄의 영
향을감소시키기위해세계적으로취해지고있는다양한수단들을제시한다. 

이 장은 제한적이고 대개는 가변적인 물 공급(3장)과 주요 사용자 집단의 수요 증가(2장), 혜택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감
소시켜야하는필요성(본장)에대한논의와함께마무리된다. 이섹션은혜택을견주어보고물과그다양한용도로부터
의수익을최대화하는것은지속가능한개발과빈곤퇴치에핵심적이라는주장을입증하면서물스트레스와물부족의개

념을다룬다. 

섹션 4.6을제외하고이장의내용은도전영역보고서(2권 3부) “물과건강”(34장), “생태계”(21장), “물관련재난”(27
장)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가뭄 그리고 건조지대에서의 이들의 물에 대한 영향”(28장) 그리고 특별 보고서“물과 성”
(35장)에서요약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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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물과인간의건강

물 관리의 개선과 안전한 식수 및 기본 위생시설에 대한 접

근성 확대, 위생 장려(WaSH)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

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물과공중

위생이가지는세계적인중요성은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에

반영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목표7 타겟c는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 위생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성이 없는 사람의 비율

을 2015년까지절반으로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물

관리와 식수, 공중위생은 새천년개발목표 4와 5, 6의 달성

과아동사망률감소및모성보건향상, 말라리아부담의감

소등현재까지의성과를유지하는데에도핵심적이다. 

공중보건 개입정책으로 물 관리 및 식수 공급, 공중위생은

물관련질병이라는세계적부담을상당히예방하는주요기

반이될수있다. 이러한질병들에는설사성질환및비소중

독, 불소중독, 장내선충감염, 영양실조, 트라코마, 주혈흡

충병, 말라리아, 회선사상충증, 드라쿤쿨루스증, 일본 뇌염,

림프관 사상충증, 뎅기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질병에 맞

서기 위해 공중보건 개입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경

제적, 사회적, 환경적 동인들과 각각 관련이 되어 있어 정책

을성공적으로시행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 각정부내

부의 책임소재는 다양한 차원의 수많은 기관들로 나누어져

있고, 그들 간의 부문을 아우르는 조율은 계속되는 과제로

남아있다. 뿐만아니라현재의큰지식격차는트렌드와지역

적 핫스팟에 대한 적절한 예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

나이러한개입정책들이질병감소와예방에어떻게기여하

는지를잘보여주는뚜렷한사례도있다. 

4.1.1 트렌드와핫스팟

물과 건강이 갖는 관계에서 경향성과 주요 문제를 알아내는

것은 모니터링과 보고의 어려움과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의

부재, 건강에 대한 비환경적 결정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극단적으로힘들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용한통찰은효

과적인행동의근거를제공하고있다. 지역화된질병유병률

추정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질병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예: 콜레라, 박스 4.1 참조), 이러한질병의원인을찾

으면질병문제를해결할수있다. 아래의세사례는질병리

스크의복잡한특성을보여주고있으며, 이러한질병에맞서

기위한전략이이미조사되고실행되고있는방법들을조명

하고있다.

4.1.2 동인들

인구 변동, 농업과 기반시설의 발전, 기후변화 등의 세계적

인 요인들은 수자원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된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는 물 수요 증가와 물 오염의 확산을 통

해인간의건강에막대한영향을줄수있다. 수자원에대한

수요증가는식수접근성및수질, 위생에대한영향을초래

할수도있는물부족을야기할수있다. 세정이나개인위생

을 위해 안전한 물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오

염된물과접촉할경우에질병전파사례가증가하는경향이

있다. 그 예로는 설사성 질병과 장내 선충 감염, 트라코마가

있다. 안전한물을공급하는믿을만한서비스가마련되어있

지않은도시나도시외곽지역에서인구가급격히증가할경

우, 소규모 물 저장소(Bradley and Bos, 2010)와 물 오

염, 병원균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세계보

건기구, 2007). 이러한 상황은 설사성 질환, 장내 선충 감

염, 트라코마, 주혈흡충병, 뎅기열, 림프관사상충증등의질

병의리스크를증가시킨다.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소홀히 설계·관리되는

물시스템(예: 헬스케어센터, 학교, 공공건물등)이나공공

장소의열악한위생시설이점점더많이노출되고있는실정

이다. 이러한 상황은 질병 발병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공공

장소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공보건 우

선순위가 있다. 세계적으로 보건관련 감염에 관한 이환율과

사망률은 보건 부문 및 가정의 자원 손실을 의미한다. 학교,

특히농촌과도시외곽지역에있는학교에는식수대와위생

시설, 손 씻는 시설이 없다. 그 결과 이곳 아이들은 질병에

자주 감염되어 결석률도 높다. 공공장소는 방문객들에게 맞

춤형메시지와가정에서따라할수있는안전한환경의“모

델”을 통해 질병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용이하다. 안전한 수칙 및 훈련, 홍보에 관한 국가 정책

및 기준, 지침은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감염 감소를 목표로

할 수 있다.(세계보건기구, 2011c; 세계보건기구/유니세

프, 2009).

농업은 식량안보와 적절한 영양에 핵심적이다. 그러나 일부

관행은 관개용 물 인출을 증가시키고, 농업 생태계의 물 체

계를 변경시키며 물 오염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다. 농업과 산업의 증가는 현재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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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1

2000년과 2010년사이세계보건기구에보고된콜레라발생건수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하여 야기된 급성 설사성 질병

이다. 매년, 300~500만 건의 콜레라 사례가 추정

되고 10만~12만 명이 콜레라로 인해 사망한

다.(세계보건기구는 발생 사례의 5~10%만이 공

식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콜레라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좌측 그림

참조).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발생건수는 2008년

에서 2009년까지 16% 증가했으며, 2009년에서

2010년까지 43%, 2000년에서 2010년 십 년간

130% 증가했다고 한다(세계보건기구, 2010a).

2010년의 큰 폭의 증가는 주로 2010년 1월 아이

티지진이후 10월에시작된발병때문이다. 

콜레라는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초보적인 위

생시스템, 폐수 처리의 부재, 공공 위생과 안전한

식수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이다(Huq et

al., 1996). 구체적으로 콜레라는 아프리카와 아시

아의많은지역에서발생하는풍토병이며, 최근에는

출처: WHO(2011a, fig. 1)에서정리.

비브리오

콜레라의

감염량 섭취

공생요각류를

통한 비브리오

콜레라의 확산

조류에 의한

비브리오 콜레라

생존 촉진 및 동물성

플랑크톤에 대한 양분 제공

비브리오 콜레라 및

플랑크톤 성장과

독성 발현에 적합한

비생물적 조건

인간에 대한 전염

콜레라 전염 환경에 대한 위계적 모델

동물성 플랑크톤: 요각류, 기타 갑각류

식물성 플랑크톤 및

수생식물

기온, pH Fe3+,
염도,햇빛

계절적 영향

햇빛 기온 강우량 몬순

비브리오 콜레라 인간 사회경제학,
인구통계, 위생

기후 가변성

기후변화

엘니뇨 남방진동

북대서양 진동

콜레라전염환경에대한계층적모델

출처: Lipp et al.(2002, fig. 1, p. 763,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The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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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 2006). 무분별한 농업 활동은

살충제및오염물질, 영양분, 침전물로인해지표수와지하수

의오염을야기할수있다. 이러한영향은질병매개체의서식

지증가및동물의분변으로인한병원균에오염된물공급도

포함된다. 농업의확장과집중화로인해증가할가능성이있는

질병들은설사성질병및트라코마, 주혈흡충병, 림프관사상

충증, 말라리아가포함된다(Jiang et al., 1997; Nygard et

al., 2004; Press and Mariotti, 2000; Rejmankova et

al., 2006). 폐수(하수)와배설물이작물의관개수또는비료

로이용될때, 오염된물은설사성질병의전파를촉진할수도

있다. 이러한농업관행은세계의많은도시외곽지역에서특

히, 농업과도시간의물경쟁이심한특징을가지고있으며도

시인구의식습관이바뀌고있는건조지역및반건조지역에

서 점차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건강 상의 위협이

되고있다(Drechsel et al., 2010). 농업의확장은각지역

이경작에필요한면적을넓히려고함에따라삼림파괴를야

기할수도있다. 삼림파괴는비점오염원이주수로에들어가

는 것을 통제하는 데 기여하는 숲이라는 완충장치를 제거하

고 하류의 오염물질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줄수있다. 비점오염원에는영양분및화약성분, 침

전물, 설사성 질환을 야기하는 병원균 등이 있다. 물 오염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도, 삼림파괴는 매개체와 숙주의 생태

계와 행동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질병율에도 영향을 주어

말라리아나회선사상충증의발병률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

다(Adjami et al., 2004; Walsh et al., 1993; Wilson

et al., 2002).

댐 및 관개 프로젝트 등 기반시설의 건설은 물 수요 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자원 기반시설이 식량 및 에

너지에 기여하고 물 관련 극한사건들의 관리에 도움이 되지

미주에서도 발생하기 시ㅣ작했다. 풍토병 지역의 위험 요인

들은 지표수와의 근접성 및 높은 인구밀도, 낮은 교육수준

등이며(Ali et al., 2002), 비브리오 콜레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기온과 염도, 햇빛, pH, 철, 식물성 플랑크톤 및

동물성 플랑크톤의 성장 등이 있다(Lipp et al., 2002). 아

래의그림은콜레라전염환경에대한위계적모델을설명한

다. 콜레라발병의위험성은분쟁및홍수, 대규모인구의이

동 리스크는 분쟁및 홍수, 대규모 인구의이동 등 인도주의

적 위기 동안 높아진다. 전형적인 위험지역은 도시 주변부

슬럼과 난민 캠프 등이며, 이런 곳에는 안전한 식수나 최소

한의 위생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콜레라의 재발

은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생활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

타난다(Barrett et al., 1998). 예를들어, 1991년페루콜

레라 발병과 확산은 1980년대 경제 위기로 인한 식수 공급

및 위생, 보건 서비스의 악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Brandling-Bennett, Libel and Migliónico, 1994). 

콜레라의 최대 80%는 경구보급염(Oral rehydration

salts)의 투여를 통해 간단하고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콜레라 예방은 안전한 물의 가용성과 사용 그리고

폐수처리 및 위생 등 위생시설의 향상에 의존한다. 콜레라

발병을피하거나완환하려면예방전력또한필수적이다. 아

이티의 발명 사례에서는 공공보건 인구부(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Population)가 주도하고 세계보건기

구와 다른 파트너들이 콜레라로 인한 유병률과 사망률의 수

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건 솔루션을 공공보건 대응

전략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보건솔루션에는 세수용 비누 공

급및염소및다른제품또는가정용물처리기구공급, 공

중화장실건설, (시장및학교, 의료시설, 감옥등) 공공장소

의 위생 향상, 지역여론 형성자(Community mobilizer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 교육 캠페인 실행 등이 있다

(WHO 세계보건기구, 2010b). 사실, 안전한 물공급의 가

용성은 항생제나 백신보다 콜레라에 맞서는데 더욱 중요한

것으로 증명된 듯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안전한 물 공급

이 아이티에서 2011년 3월에서 11월 사이에 10만 5천 건

의 콜레라 발생(신뢰도 95% 범위 88,000~116,000)과

1,500명의 사망(신뢰도 95%, 범위 1,100~2,300)을 막

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항생제나 백신의 개인에 대한 영

향추정치보다더큰것이다(Andrews and Basu, 2011).

도시 주변부 슬럼과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

고 인도주의적 위기의 영향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콜레라에걸릴위험은세계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높

다. 이는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위생시설, 이런 조건하에서

향상된위생적인행동의필요성을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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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또한인간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댐

과 관개 프로젝트는 적절하게 설계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회선사상충을 전파하는 먹파리(Black flies)와 말라리아과

림프성사상충증, 일본뇌염을전파하는모기의서식처가될

수도있다(Erlanger et al., 2005; Keiser et al., 2005a;

Keiser et al., 2005b). 이러한 프로젝트는 또한 주혈흡충

병의숙주달팽이의증가를야기하는서식지를만들수도있

다(Molyneux et al., 2008).

세계 기후변화는 인구 증가와 토지사용으로 인해 가해지고

있는현재의수자원에대한스트레스를악화시키고, 극한기

후 및 수문 현상(예: 내륙 홍수)의 빈도와 심각성 또한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온증가와 강우집중도의 증가, 장기

수요를넘어서: 물의사회적환경적혜택 109WWDR4

박스 4.2

유해적조

유해적조(HABs)는독성이없고해양생태계와담수생태계

의 자연스러운 일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조류와 달리 인간

및 동식물에 해로운 조류이다. 유해적조가 세계적으로 지배

적인 질병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조 발견 건수가 증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시가 증

가했을뿐만아니라실제발생도증가했다는것을나타낼확

률이 높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다양한데, 자연적인 생물

종의 분산 메커니즘 및 공해 및 기후변화, 밸러스트수

(Ballast water)를 통한 이동 등 인위적인 원인 등이 있다

(Graneli and Turner, 2006). 세계적으로 연평균 약 6만

건의 개인 및 집단 인체중독 사례가 발생한다(Van Dolah

et al., 2001). 비록유해적조가사람의건강에영향을주는

메커니즘은 완벽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정부당국은 유해적

조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그영향을완화하기위해공

공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환경보호청

(EPA)은 유해적조 관련 조류를 식수오염 후보 리스트

(Drinking Water Contaminant Candidate List )에 올

렸다. 이리스트에는우선조사대상이되어야한다고생각되

는 유기체와 독소들이 수록되어 있다. 유해적조의 직접통제

는 완화조치보다 훨씬 더 어렵고 논란을 야기하는데, 통제

전략으로는 기계적, 생물학적, 화학적, 유전자적, 환경적 통

제가 있다. 역으로, 유해적조 예방은 많은 지역에서 유해적

조생성원인에대한이해가부족할뿐만아니라이미알려진

결정요인들을변경하거나통제할수있는능력이없기때문

에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농업 및 가정,

산업에서 영양분의 투입 증가는 유해적조를 발생하는 원인

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영양분 투입의 많은 부분은

대개 통제하기 힘든 비점오염원에서 유발된다(Anderson

et al., 2002). 유해적조 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는

토지 사용의 통제 그리고 경관보전, 비점원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사업의 실행(예: 우수 저류 연못과

기반시설설계향상) 등이있다(Piehler, 2008). 세계인구

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안 자원에 대한 수요도 거의 확실

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 때문에 유해적조 현상을 이해하고

바람직한정책과사업을개발할필요성이늘어나고있다. 

박스 4.3

뎅기열

2004년 약 900만 명이 열성 질병인 뎅기열에 감염되었다

(세계보건기구, 2008). 세계적 발병사례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25억 명이 뎅기열에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 뎅기열 바

이러스에 대한 약이나 백신이 없다. 그러므로, 안전한 물과

위생이 이 질병에 대한 핵심 개입정책이다. 뎅기열은 집 주

위의임시로물이고여있는곳에서서식하는이집트숲모기

(Aedes aegypti)와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라는

두 가지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 따라서, 가정용 물 저장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 특히 천수농업을 하는 곳이나 대형

물 저장 용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물 저장소를 잘 관리하는

것이 뎅기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Mariappan

et al., 2008). 가정용물저장소는모기를차단하는스크린

또는적절한뚜껑을갖출수는있지만꼼꼼한관리와일관된

사용이어렵다. 살충제로처리된뚜껑은뎅기열매개체의밀

도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뎅기열 전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Kroeger et al., 2006; Seng et al.,

2008). 파이프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물 저장

소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을까지 연장된 파이프

가 뎅기열의 발생 범위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농촌에서는 파이프를 통한 물 공급이 불

안정하다보니 예전에 우물에 의존했을 때처럼 물을 오랜 기

간 동안 가정에 보관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예,

Nguyen et al., 2011). 설사성 질병과 다른 물 관련 질병

(예: 뎅기열과 말라리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도상

국과선진국의가정과공동체에서가정용물처리및안전한

저장시설을갖추기위한통합적인접근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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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낮은유량은다양한형태의물오염을증가시키고, 말라

리아및주혈흡충증, 설사성질병등의질병에관한압력을증

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Bates et al., 2008; Koelle et al.,

2005; Zhou et al., 2008). 예를 들어, 기후는 방글라데시

(Bouma and Pascual, 2001; Colwell, 1996; Koelle et

al., 2005; Pascual et al., 2000; Rodo et al., 2002;)와

페루(Colwell, 1996; Speelmon et al., 2000), 아프리카 5

개국(Constantin de Magny et al., 2007)에서콜레라역학

관계에영향을준것으로밝혀졌다. 폭우빈도의증가는또한

하수시스템의용량에과부하를걸가능성도있을것이며, 이

로인해미처리하수와관련병원균이수역으로흘러들어가,

설사성 질환의 발병(유행을 포함해서)을 일으키는 경향을 보

일수도있다. 

비전 2030 연구(세계보건기구/국제개발부, 2009)는 기후

가변성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물의복원력과위생기반시설을식수와위생에관한계획

및 정책 수립, 관리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식수와 위생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통상적”(Business-as-usual)

접근법에대한주요패러다임전환이필수적이다. 물의복원

력과위생기반시설을최적화하는것은미래투자의건강상

의 혜택을 극대화할 것이며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극한 기후

현상에 직면하여 식구 및 위생 기반시설이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보장할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한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를 조속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동인들을 만드는 복잡한 일련의 요소들과 동인들의 취

약성을 증가시키는 모집단의 특성을 밝히고, 각각의 위협에

대해 가장 큰 리스크에 처한 모집단을 식별(Myers and

Patz, 2009)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해의향상은물관련

질병으로 인한 건강 리스크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의

근거를제공할수있을것이며, 그를통해자원관리자및정

책입안자들이 그들의 결정에 따른 건강 상의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을 지원하고 기관들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대상선정을가능하게할것이다.  

4.1.3 선택과결과

핵심메시지

1. 물 환경을 통해 질병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

된세계적요인들은인구증가및도시화, 농업기반시설,

세계기후변화이다. 이러한요인의트렌드는직·간접적

으로 대개는 부정적으로 질병에 대한 세계적 부담에 영

향을 미치고 미래의 인간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

성을증가시킨다. 

2. 물과 관련되지 않은 많은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들과 물

관련 건강 트렌드 및 핫스팟에 대한 속성을 혼란스럽게

하는비환경적건강결정요인들이있다.

3. 각각의 주요 물관련 질병군에 대한 환경-건강 넥서스에

대한간략한설명을통해다섯가지주요한솔루션이

발견되었다. 즉,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기

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위생 향상, 환경 관리, 환경

영향 평가의 활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의 실행은

다양한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역할을한다. 

4. 이 보고서에서 규명된 것과 같은 강력한 근본적인 요인

들의 미래 영향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는 더욱 정확하

게 물과 건강에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할 것을 요

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2030 비전 연구(The 2030

Vision Study)와유사하게인구와개발, 도시화에대한

복잡한 상호관계를 평가할 것이다. 2030 비전 연구는

기후변화에 직면한 물 공급과 위생의 복원력에 관한 주

요리스크와불확실성, 기회를밝혀냈다. 

5.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 또는 환경과 관련 없

는 부문들의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협동이필요하다.

어떻게 과거와 현재(그리고 예상 가능한 미래)의 원동력이

질병의 부담에 기여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주

요예방전략개발을위한근거를제공한다. 각각의주요물

관련질병에대한경로를간략히설명하는것은질병이야기

하는 부담에 맞서는 다섯 가지 핵심 조치의 수립을 이끌어

낸다. 즉, 안전한식수에대한접근성, 그리고기본위생시설

에대한접근성, 위생향상, 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의활

용이그것이다. 이러한조치를실행하는것은질병의부담을

감소시키고수십억명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

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1년 5월에도 재확인되었다. 64차 세계

보건 총회는“식수와 위생, 보건”(세계보건총회, 2011b)에

관한 결의안과“콜레라: 예방과 통제 메커니즘”(세계보건총

회, 2011a) 에관한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 세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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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구와유엔자매기구들특히유니세프와 193개국회원국

의보건당국은이결의안을통해안전하고맑은식수에대한

접근성과 기본 위생시설, 위생 수칙을 향상시키는 과감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회원국

들은 식수와 공중위생에 대한 고려가 각국의 보건 전략에서

강력한역할을수행하라는권고를받았다. 

주요 물 관련 질병 부담들에 맞서는 조치들은 다양한 수준에

서추진될수있다. 

쪾국가정책수립및제도적프레임워크설립: 이영역에대한

노력은 안전한 물과 위생 서비스의 보편적이며 효율적인

공급을가능케할수있다. 

쪾네트워킹: 정보와경험을공유하도록전문가들을모으는것은

물관련질병부담에맞서는데핵심역할을할수있다. 이러

한네트워크의사례에는세계보건기구주최의국제네트워크

(예: 식수규제당국네트워크[Drinking-water Regulators

Network]와 소규모 공동체 물공급 관리 네트워크[Small

Community Water Supplies Management Network])

와가정용물처리및안전한보관에관한세계보건기구/유니

세프 네트워크(WHO/UNICEF Network on Household

Water Treatment and Safe Storage)와운영과관리에관

한 세계보건기구/국제물협회 네트워크(WHO/IWA

Network on Operation and Maintenance)가있다.

쪾규범적인역량: 규범적인역량을강화하기위한노력은질병

예방 예컨대, 세계보건기구 식수 수질 지침 제 4판(The

fourth edition of the WHO Drinking Water Quality

Guidelines [WHO, 2011b])과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한 물

안전 계획 접근법을 강화할 수 있다(세계보건기구/세계물회

의, 2009). 

쪾모니터링과 감시: 국제보건기구/유니세프의 물 공급과 위

생에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JMP)과 유엔워터/세계보건

기구의위생과식수에대한세계적분석및평가(GLAAS)

에 의한 세계적인 모니터링은 새천년개발계획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 및 자원 할당, 행동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며물과위생에관한인권기준과연결되어있는 2015년

이후 모니터링의 지표와 목표 개발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11). 

건강영향평가(HIAs)는 물 정책 또는 프로젝트가 건강에 미

치는 잠재적인 영향을수행되었거나수립되기 전에도객관적

인평가를하기위해사용될수있으며, 공공보건관리계획의

일환으로건강상긍정적인결과를 증대하고부정적인결과를

최소화할수있는권고안을제공한다. 건강영향평가(HIA) 프

레임워크는개발 계획을 위한의사결정과정에서전통적인공

공보건 영역에 속하지 않은 공공 보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

루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영역에는 교통 및 농업, 토지사

용, 에너지그리고기반시설이있다. 공공보건결과를고려함

으로써초기계획프로세스의일환인“상류”는일단프로젝트

가 운영되면 불가능한 설계와 관리 개입을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병원균 전파를 감소시키고, 보건 부문에

“숨은비용”의이전을예방할수있다.

과거 및 현재, 예측 가능한 미래 원동력이 물 관련 질병 부담

에어떻게기여할것인가를알아내는것또한주요리스크및

불확실성, 기회를파악할수있도록해준다. 여기에는노후한

물 기반시설의 고장 증가 리스크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인,

향상된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수자원 및 물 공급, 위생 기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

다. 이런조치의영향은제한된금융자원의사용을향상시키

며, 그를 통해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간접적으로 영양실조와 같은 광범위한

건강지표의향상을가져온다. 

추가적인 심층연구도 물과 건강에 관한 리스크와 기회를 더

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영국 국제개발부와 세

계보건기구의요청으로 2030 비전연구는기후변화에직면하

여 물 공급과 위생의 복원력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와 불확실

성, 기회에대해이같은연구를수행했다(세계보건기구/국제

개발부, 2009). 이연구는기후변화및기술적용트렌드, 식

수와위생적응성및복원력에관한지식개발에대한예측으

로부터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 목적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특히 물 접근성과 위생서비스가 제한적인 중·저소득

국가에 필요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운영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의 다섯 가지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기후변화는 주로 기회라기 보다는 위협으로 인식된다. 기

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건강과 개발에 전반적으로 상당

한혜택이있을수도있다.

2. 현재 혹은 미래의 투자가 낭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는정책과계획의주요변화가필요하다. 

3. 잠재적인 적응 역량은 높지만 획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

다. 현재의 기후 가변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원력은 식

수요를넘어서: 물의사회적환경적혜택 111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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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위생관리에통합될필요가있다. 이는미래의가변

성의부정적인영향을통제하는데필수적일것이다. 

4. 일부지역에서는기후경향이불확실하지만대부분의지

역에서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시급하고 신중한 변화에

기반이될충분한지식을갖추고있다. 

5. 효과적인조치를방해하는중요한지식적인격차는이미

어느정도는존재하며머지않아더벌어질수도있다. 기

술과 기본적 정보에 대한 격차를 메우고, 단순한 도구를

개발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맞춤형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세계보건기구

/국제개발부, 2009, p. 3).

물 관련 질병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요인들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 보호는 다양한 부문의 협동

을요구한다. 물및건강과관련없는분야의정책과프로젝

트들은의도치않은공중보건에대한부정적인결과를피하

고전반적인혜택을증가시키기위해물관리와건강을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 전

문가와기관의참여가필요하다. 

식수의수질관리에관해서는물오염의복잡한근본원인을

해결하는것이문제가발생한후에대응하는것보다더효과

적이고지속가능한접근법이라는인식이확대되고있다. “식

수 품질에 관한 지침 제 4판”은(세계보건기구, 2011b) 산

업용 및 농업용, 가정용 폐수를 집수지에 방류하는 토지 사

용자 또는 가정 및 환경 규제의 실행과 집행을 관장하는 다

양한 부처의 정책입안자, 물 배송 담당자, 수도물 소비자들

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동의 필요성에 대

해 강조한다. 이러한 예방적이고 협동적인 물 안전 계획 접

근법에는 비용절감 및 수질의 지속가능한 향상 등의 혜택이

있다. 경험은또한진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그러한“지

름길”(no short-cut) 접근법을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각각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은 해당 물 공

급에 맞춤형일 필요가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교

류하여공통의목표달성에전념할필요가있다. 

4.2 물과성

세계적으로 많은 물 관련 도전과제들 중에, 수질 악화를 야

기하는 물 부족 위기와 물과 식량안보 간의 관련성, 향상된

물 지배구조의 필요성은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권에

대한성적(性的) 차이가가장중요하다. 다양한용도의수요

증가및기후가변성, 자연재해로인한수요증가로부터발

생하는 담수 자원의 가용성과 수질에 관한 불확실성과 리스

크로 인해 이러한 도전과제는 미래에는 더욱 강렬해질 것으

로예상된다. 

물은공중보건과농업, 에너지, 산업등광범위한사회경제

적 활동에 사용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내려진 지속 불가능

하고 단기적인 결정은 공동체의 남성과 여성들에게 상이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가져다 주며, 수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위기의 결과로 지역 차원에서 벌어진 물

부족은지역수자원에관한접근성과통제권에관해지역공

동체들안에서의불평등을심화할가능성이있으며, 그결과

빈곤여성층에가장큰영향을준다. 

전지역에걸쳐그리고다양한사용목적들에대한물공유및

물할당, 물분배에관한결정은대개경제적, 정치적고려가

사회적 관심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층에서 내려

진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적으로 공동체에 가용한 수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원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상

실할가능성이있다. 농촌여성들은물필요를충족시키기위

해종종작은수역및연못, 개울등공동의수자원에의존하

지만, 토지사용의변경으로인해많은지역에서이러한수원

“식수의수질관리에
관해서는물오염의복잡한
근본원인을해결하는것이
문제가발생한후에

대응하는것보다더
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
접근법이라는인식이

확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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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손상되었거나 사라졌거나 개발을 위해 또는 도시지역에

물을공급하기위해국가또는산업이점유해버렸다. 

물은 다양한 사용법과 목적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며, 같

은 수원이 사회적인 목적으로도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이용

될 수 있다. 사회환경적 가치평가는 지자체 수준에서 더욱

일반적이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수자원이 수질에 따라 식수

용이나 목욕이나 세탁 등 일반적인 용도 등 다양한 용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 종교적 목적에서 신성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관개 계획에 따라 관개용수와 같이 경제적 재화로 여

겨져 왔던 물은 지역 공동체에서 특히, 바로 그 관개용수를

가정용으로도농사용으로도사용하는여성에게는사회적가

치또한갖는다. 여성을위한물접근성을향상시키고그들의

물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물의가치를분석함으로써찾아낼수있다.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관점에 근거한 물 정책은 지역적 지식

과 사회적, 성적(Gender) 측면과 의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지역수자원이공동체의상이한남성과여성의

그룹에 의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목적을 인식하는 것은 성적

(性的) 고려를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수자원에 의존하는

물 할당과 담수 자원의 수요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빚는 도

시물공급및농업, 산업, 에너지같은부문들에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러한 부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협동함으로써정부기관의의사결정권자들과민간부문,

시민사회는 지역 공동체에 상이한 남성과 여성 그룹에 접근

성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이

해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예상하는 것을 돕고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그룹

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성 인지적인(Gender-sensitive) 접근법을 개발에 통합하

는 것은 물 개입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및 수자원 보

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있다. 남성과여성모두가개입정책의설계와실행에

참여하는 것은 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새로운 솔루션으로

인도하며, 각국 정부가 잘못된 투자와 값비싼 실수를 피할

수있도록도우며, 프로젝트들을더욱지속가능하게만들며,

기반시설 개발이 최대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낳도록 보장하

며 기아 및 아동 사망률 감소와 양성평등을 개선하는 등의

개발목표의달성에도움이된다(Oxfam, 2005, 2007). 

비록 수자원에 대한 정책결정과 관리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많은 장벽들이 극

복될필요가있는것은사실이지만, 물개입정책을관리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여성들에게 지도

적인역할을수행하고자신들의경제적상황을개선할수있

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성역할에성공적으로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은 지역적 맥락에서 종종 제한된다. 물 권리를 여성에게 부

여하는 것과 같은 더 큰 이슈들은 이러한 개입 정책의 범위

밖에있을뿐아니라, 단기적으로변경하기힘들고정책입안

자와 정부, 정치인, 후원단체들의 장기적인 헌신을 필요로

하는외부적요인들에의해지배되고있다. 

수십년간유엔은베이징선언및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과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등기념비적인합의들과양성평등과여성

권한신장의달성을촉진시키기위한유엔여성지원기구(UN

Women)의설립을통해양성평등발전에큰진전을만들어왔

다. 물과성(性)은유엔워터의 2010년에서 2011년행동프

로그램의우선주제영역에포함되어있으며양성평등의촉

진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유네스코의 두 가지 세계적

우선과제중하나이다. 

4.3 생태계건강

생태계 트렌드와 생태계가 가져다 주는 혜택은 심각한 생태

계상의불균형이존재한다는사실을나타낸다. 이러한불균
형과 생태계 악화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리스크를 증대

시킨다. 일정수준을넘으면피해가가속화되고회복이불가
능해지는 지점인 생태계 임계점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높은 리스크와 대규모 사회, 경제적 영향의 가능성도
수반하고 있다. 좋은 소식도 있다. 현재의 상황이 생태계와
몇몇 성공적인 대응, 물 및 생태계, 환경, 생물 다양성과 인
간의 개발 이해 간의 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는 물 관련 목표들의 달성 그리고 불
확실성과리스크감소에대한솔루션을제공한다. 이러한작
업은생태계를주류에편입시키고그가치를높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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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다양한 혜택(서비스)

을제공한다. 이러한주요서비스중다수는물에서직접기

인하며, 모든 서비스들이 물의 뒷받침을 받는다. 그러므로,

생태계 건강의 트렌드는 이러한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트렌드를 나타내며, 인간사회가 물에 균형을 유지하는지 그

렇지 않은지에 대한 핵심 지표를 제공한다. 그리고, 생태계

가지탱하는생명등의생태계트렌드는명백히그리고뚜렷

하게 균형을 벗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고있다. 

세계물개발보고서 제 2판(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 2006)

과 제 3판(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 2009)은 담수 생태계

에 대한 주요 압력과 영향을 검토했다. 관련된 직접적인 핵

심 물 관련 동인들은 생태계 전환(예: 배수시설과 습지 전

환) 그리고 파편화(예: 댐과 저수지), 악화(물의 가용성/유

량 및 수질/물 오염 악화)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동인의 발

생에 책임이 있는 간접적인 동인들은 개발과 관련된 사회경

제적 변화(인구변화 포함)와 대부분의 인간 필요와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서 발

생한다. 세계적그리고지역적규모에서이러한동인들의특

성은대개변하지않고있다. 비록동인들간의상대적중요

성은 약간 변화했지만, 대부분의 동인들은 전반적으로 부정

적인경향이증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동인들의트렌드를고려할때, 생태계건강의전반적

인 최근 양상의 악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

그림 4.1

내륙수역과연안수역에서의영양분적재

참조: 산소 레벨이 대부분의 해양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너무 낮게 떨어진 연안 수역인“데드존”의 관측수는 1960년대 이후 매 1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했다.

많은데드존은주요하천하구근처에집중되어있고, 대개는비료가씻겨져수로로들어가는내륙농업지역에서흘러나온영양분의증가때문이다.이러한영양

분은조류의증가를촉진하는데, 이러한조류들이죽어서해저에서분해되면물속의산소를고갈시키고어업과생계, 관광을위협한다.

출처: CBD(2010a, fig. 15,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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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판과제 3판에소개되었으며새천년생태계평가가포

괄적으로 약술한 증가하는 부정적 트렌드는 몇몇 최근 상세

평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구환경전망보고서

4(Global Environment Outlook 4[유엔환경계획,

2007])와 지구생물다양성전망보고서(Global Biodiversity

Outlook 3[생물다양성협약, 2010a]) 그리고아프리카를위

해수행된평가(유엔환경계획, 2008) 등의지역적평가등이

포함된다. 내륙 수역의 2010 생물다양성 목표(2010

biodiversity target)에 대한 성과 보고서는 내륙수역의 생

물다양성에 관한 목표와 하위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고결론내린다. 생물다양성의손실을야기하는동인도변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는 내

륙(과연안) 수역생태계변화에주요한직접동인으로부상

하고있는과도한영양분적재도한몫을한다. 지하수오염

은여전히주요한관심사다. 물순환에서지표수와지하수의

비중은 지자체, 지역, 대륙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직접적인 사용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어, 추출 가능한 물의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박스 4.4). 비

록 정책과 업무 대응에서 진전이 있었지만(예컨대 보호지구

지정), 증가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지표들

은 대개는 점점 더 빠르게 감소되는 추세이다(Butchart et

al., 2010). 비록 보호지구로 설정된 습지가 늘어가고 있지

만, 대부분의 습지 지역은 악화되고 있다(생물다양성협약,

2010b).

예컨대, 영양분 적재량 관리의 향상(그림 4.2)과 습지 복원

또는 생물다양성 손실 속도 감소 또는 역전 등 선진국 지역

에서 나타나는 일부 긍정적인 트렌드는 개발도상국 지역에

서 가속화된 악화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

제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연자원의 소비를 유지 또는 증가시

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세계자연보호기금,

2010), 자신들의 물 발자국을 생산자, 일반적으로 더 가난

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

면, 물 발자국의 62%가 농산품과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38%가 국내 수자원에서 기인한 것이다

(Chapagain and Orr, 2008). 그 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

가들이 오염통제를 통해 거두었다는 성과의 상당 부분은 산

업생산지역을중국과같은다른지역으로이전한결과로얻

은 것이다. 이는‘가상수”무역 등을 통해서 불확실성과 리

스크를처리할역량이부족한개발도상국가로이전되었다는

것을의미한다. 따라서더부유한소비자가자신들의세계적

물발자국에대한책임을인식하고떠안을때까지사회는근

본원인의 해결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문제의 증상을 해결해

야할것이다. 

인간이 자연자원을 전반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과소

비하고있다는많은증거들이있다. 다양한예측치들은통상

적 시나리오에 기반했을 때 전세계 인구가 유럽 및 북미의

평균적인라이프스타일을유지하기위해서는약 3.5개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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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그림 4.2 

유럽의질소잔존량

참조:선별된유럽국가들의농지 1헥타르당평균질소잔존량(작물과목축

으로사용된양과비교해서비료로사용되어토지에더해진질소의양 ). 몇

몇국가에서시간경과에따른감소는비료사용의효율성향상을의미하

며, 따라서 영양분이 흘러 들어가서 생물 다양성에 피해를 줄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출처: CBD (2010a, fig. 1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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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이러한

딜레마의주요부분집합이다. 최근연구들은물의지속가능

성에 대한 지구적인 한계에 이미 도달했거나 초과했다는 것

을시사한다(박스 4.4). 생태계서비스의악화는“핫스팟”은

체계적으로 측량되지 않았으나 물 스트레스 지역(섹션 4.6

참조) 및 높은 오염부하량(그림 4.1)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급속한 개발 및 높은 인구 밀집도와 성장, 산업화와

어느정도는제한된물가용성은가장영향을받는생태계의

지역의특징이된다. 

박스4.4

물의지속가능성에관한세계적한계치에이미도달했는

가? 

지구의생태계가지속가능하게공급할수있는것에대한평

가에 기초해서 록스트룀 등(Rockström et al., 2009a)은

“청수”의수원(하천과호수, 지하수저장소, 관개시설로부터

의 증발 및 증산)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는 연간

4,000 km3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청수 소

비는 연간 2,600 km3로 추정된다. 그러나 몰덴(Molden,

2009)은 세계적 물 공급 및 수용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4,000 km3는너무높은기준이라고지적한다. 이러한연구

들은 사회가 지속가능한 물의 가용성에 관한 세계적 한계에

거의접근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물의 분배와 소비는 불균등하다. 이미 많은 지역에

서 지속가능한 물 인출의 한계를 넘어섰다. 예를 들어, 호주

의머레이달링강과중국의황하, 파키스탄과인도의인더스

강, 중앙아시아의아무다리야강과시르다리야강, 나일강, 미

국과멕시코의콜로라도강과대부분의중동지방에서는추가

적인 하천유량이 거의 또는 아예 없으며,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도 할 수 없다. 이들 지역 중 다수가 중요한 작물 생산

지역이다. 이러한스트레스는생태계건강에반영되어있다.

이모든유역들은지나친오염및하천건조, 공급을위한경

쟁, 기타 생태계 악화로 고통받고 있다(Molden, 2009).

세계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하천들만이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하천 유역은 현재 비슷한 스트레스의

징후를보이고있다(Vörösmarty et al., 2010). 

박스 4.5

생태계임계점: 이론일뿐인가, 실제상황인가?

삼림파괴는 숲에서 구름을 만드는 증발산 작용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지역 강수량의 감소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있다. 지역기후가더욱건조해지고, 그결과생태계변화

가 가속화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는 명백히 심각하지

않은 20%의 삼림파괴가 더 이상의 파괴는 전체 유역에 걸

친 숲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세계은행, 2010a). 이는 물 안보와 다른

생태계 서비스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지역 농

업과 세계탄소 저장소1에 대한 영향 등 아마존 지역보다 훨

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낳을 것이다. 불행

히도아마존의삼림파괴는이미약 18%에달하고있다. 

남미의 손상되지 않은 열대삼림은 최근 몇 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량의 완화라는 역할에서 이산

화탄소 증가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가뭄

이 들지 않은 해 동안에 회복되지 않았다. 만약 가뭄이 계속

된다면, 기후변화나 삼림파괴, 직접적인 물 사용 중 어떤 방

법을 사용하더라도 손상되지 않은 아마존이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증가를완화해주는시대는끝날수도있다(Lewis et

al., 2011).

느켐 등(Nkem et al., 2009)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

된 몇몇 국가 특히,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의 보고서들에서

입증된 증거를 토대로 이러한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거나 사

실초과했다는증거를제공했다. 이는삼림파괴의영향이예

컨대, 지속가능한수력발전을위협할정도로이미물공급에

영향을주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설문조사에참여한국가

들은 또한 기후변화-물-삼림 넥서스를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하나로명확히인식하고있다.

여러스트레스요인에의해야기된임계점은단지물과탄소

를넘어서고있다. 록스트롬등(Rockstrom et al., 2009b)

은생태계가넘어서서는안되는 9가지지구의한계를규명했

다. 즉, 기후변화(온실가스의 수준) 그리고 해양 산성화, 성

층권오존, 질소및인적재량(순환), 세계담수사용, 토지시

스템 변화, 정량화된 한계가 규명된 생물다양성의 손실비율,

화학적 오염과 (계측 대기중인) 대기 중 에어로졸 적재량이

그것이다. 록스트롬 등은 인류를 이미 3가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추정했다. 즉,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손실비율,

세계적인 질소 순환(와 이미 언급했듯이 담수 사용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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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개 물 관리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손실과 물 순환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중점

을 둔다. 토양 생태계가 뒷받침하는 토양 수분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지방 및 지역 습기와 땅을 덮

은초목의관계에대한더욱더폭넓은관심이필요하다. 정

책 입안자와 관리자들은 생태계가 물을 공급하며 재활용하

기 때문에 물을 소비하지 않고 생태계에서 지속불가능하게

빼앗은 물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생태계의

능력을감소시킨다는것을이해할필요가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2009)은 생태계 손

실과 악화는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즉각적

으로발견할수있거나손실에비례하는반응을항상야기하

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신, 명백히 안정적인 상태를 한동안

유지하다가도“임계점”에 이르면, 바로 그 지점에서 급격하

고 재앙적인 붕괴가 일어난다(예컨대, Lenton et al.,

2008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는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복지

를 향한 진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빈곤층은 대개 이러

한 변화에 가장 빨리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

로모든사회와공동체가그결과로인한고통을받게될것

이다(생물다양성협약, 2010a)(박스 4.5).

한가지유용한상황전개는물과생태계, 인간의상호의존성

을더욱잘설명하고조명하기위해가용한지식과데이터세

트를통합할필요성에대한관심이높아진다는것이다. 앞에

서 언급한 환경 및 생태계, 생물다양성의 트렌드에 대한 검

토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으나 대개는 많은

주제영역에서독립적으로트렌드의해석을내놓고있다. 이

제가장중대한발전은다양한데이터세트와지식소스를더

욱잘통합하는접근법으로부터부상할가능성이있다. 예를

들어, 뵈뢰즈마티 등(V̈orösmarty et al., 2010)은“누적

위협 프레임워크”(Cumulative threat framework)를 평

가하기 위해 23가지 스트레스 요인(동인들)을 묘사하는 데

이터를 사용하여,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는 4가지 주요 주제

(집수지 교란 및 오염, 수자원 개발, 생물적 요인)로 그룹화

했다. 그결과는 2000년수치에근거할때, 약 80%의세계

인구가물안보에대한높은수준의위협에노출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전 평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의미한다.

세계적 또는 지역적 트렌드 분석은 지자체와 국가적 규모에

서만들어진훌륭한진보를감춘다. 수질은전반적으로계속

“자연에서 사용 가능한 물은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임의로이동할수있다는가정이있다. 예를들어, 다수의정

부들은엄청난양의물을물풍족국가에서물부족국가의하

천 유역으로 옮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Molden, 2009, p. 116).”이러한유역간물이동이생태

계건강에미치는결과는여전히알수없으나, 아마도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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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도달했거나 넘어섰다)에서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추정했다. “한계를 넘어선 것의 사회적 영향은 영향을 받는

사회의사회·경제적복원력의기능일것이다. …우리가제

안한“지구의 한계”라는 개념은 물 지배구조와 관리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

려는목표를가진성장의한계점에대한부문적분석에서벗

어나인간개발을위한안전한공간의평가(와관리)로전환

시키는토대가될것이다(Rockstrom et al., 2009b).

박스 4.6

중국습지의트렌드: 손실을되돌리고혜택을복원하다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놀랄만한 경제성장은 당연히

심각한 환경 문제를 낳았다. 특히 급속한 습지 악화와 손실

그리고 북부지방에서의 심각한 물 부족, 전국에 걸친 폐수

공해 등의 문제를 낳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동안 30%의자연적습지가사라졌을것

이라고한다(Cyranoski, 2009). 이는역사상가장빠른속

도의자연서식지의파괴이지만, 특히개발의전형적인영향

이다. OECD 국가 중 데이터가 있는 것에서는 더 광범위한

습지 파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

서 90% 이상의습지파괴가있었다(Ausseil et al., 2008).

그러나, 중국은대규모복원노력을포함하는방향으로습지

정책을 변경하었다. 최근 한 검토에 따르면 2000년 이후 5

년간 중국의 습지는 안정화되었고 심지어는 약간 증가했을

가능성도있다고한다(Xu et al., 2009). 이러한정책변화

의 원동력은 물 관련 습지 생태계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물 관리 문제에 대한 비용효율적인 솔루션으로써 습지를 회

복해야할필요성에대한인식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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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고있는반면, 비록비점원오염이특히농업으로부터

의오염이거의모든지역에서여전히어려운문제로남아있

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 조치들을(그림 4.3) 통해 몇몇

오염물질이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징조가 있다. 한가지 긍정

적인 트렌드는 물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생태계 기반의 접

근법에관한더광범위한관심과실제사례들이부상하고있

다는것이다. 이러한접근법들은아직세계적혜택을성취하

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거나 주류에 편입되지 못했으나 유망한 징후들이 존

재한다(박스 4.6).

4.4 물관련재해리스크

물 관련 재해는 자연 재해의 부분집합이다. 가장 중요한 물

관련 재해에는 홍수와 토사유출, 폭풍, 폭풍과 관련된 폭풍

해일, 폭염, 한파, 가뭄및수인성질병이있다. 대부분의재

해는 물에 관련된 일부 위험들과 지리적, 생물학적 기원을

두는 다른 일부 위험들의 조합에 의해 야기된다. 이러한 사

건들에는쓰나미와하천을막는토사유출, 제방과댐의파손

뿐만 아니라 빙하호 붕괴, 비정상적인 해수면 또는 해수면

상승과관련된해안침수, 너무적거나많은물과관련된유

행병및해충발생이있다.

물 관련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의 90%를 차지하며, 그 빈도

와강도는일반적으로상승하고있다. “2010년약 373건의

자연재해가 296,800명의 희생자를 냈으며, 약 2억 8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고, 미화 1,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

다”(국제연합, 2011).

가뭄은관련통계에거의집계되지않는물관련재해중하

나이다. 유엔의 세계평가보고서(Global Assessment

Report)에따르면 1990년이후 1,100만명이상이가뭄의

그림 4.3

1997년이래, 청정으로분류된말레이시아하천유역의비중이증가해왔다

출처: CBD(2010a, fig. 11,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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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사망했으며, 20억 명 이상이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다른어떤물리적위험보다많은희생을발생시킨것이

다(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 2011). 그러나 이 수치

는 아마도 실제적인 전체 수치보다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뭄 피해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보고하

고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같이그러한보고와기록을하는국가도보험보상을받은피

해만을보고하고있다고한다. 

물 관련위험이야기하는재해는개인들의삶과생계뿐만아

니라국가발전에서도타격을주었다. 물관련재해의발생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기후 가변성은 항상 존재해 왔으며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사실, 기후 가변성이 높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보이고 있다

(Brown and Lall, 2006)(그림 4.4). 1990년과 2000년

사이,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자연재해는 각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15%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세계은행, 2004; 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 2009). 

기후변화로인해, 특정자연재해의빈도는증가할것으로예상

된다(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2007). 현재는기후변화가

물관련재해와관련된피해증가에대한직접적인책임이있다

는 증거는 없지만(Bouwer, 2011), 노출과 극단성을 고려할

때, 많은국가들이재해리스크감소를기후변화적응의일부로

고려하고있다(재해감소를위한국제전략기구, 2011). 

2010년 출간된 세계은행의 한 연구는 구체적인 예방 수단

의 비용과 혜택에 대해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예방조치에

대한정부의지출을검토하여, 관련지출이재난이일어나면

발생해서몇년간지속적으로높은상태를유지하는구제비

용보다일반적으로낮다는것을발견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예방은 액수뿐만 아니라 자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도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는 대피소와 정확한 일

기 예보, 국민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경보 발령, 국민들의 구

조 계획에 적은 금액을 지출함으로써 싸이클론으로 인한 사

망자를줄일수있었다. 들어간모든비용의효과가더미미

했을대규모제방건설에비해적은비용이든것이었다(세계

은행,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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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후가변성이국내총생산(GDP)에영향을준다

참조: 이그래프는높은기후가변성지수(CVI)(진한갈색점)을갖는국가들이일반적으로낮은 1인당GDP를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점의크기에반영됨). 여

기서큰진한갈색점은석유생산국가인쿠웨이트및오만, 아랍에미리트등을나타낸다

출처: Brown and Lall(2006,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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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재해의 경제적 손실과 희생자수는 정부와 인

도주의 단체들이 대비와 예방, 취약성의 근본 원인 해결에

관심을 더욱 집중하는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어야 한다. 사

실, 재난 예방과 리스크 감소에 대한 기부자들의 관심 증가

는 새로운 자금조달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규모

와부합되지않았다(Martin et al., 2006). 

4.4.1 물관련재난의영향과리스크트렌드

물 관련 재난은 직접적 영향(예: 빌딩 및 작물,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와 인명과 재산 손실)과 간접적 영향(예: 생산성

및 생계상의 손실 그리고 투자 리스크 증가, 채무, 건강상의

영향)을 모두를 야기한다. 허리케인과 태풍, 싸이클론의 영

향은 바람의 속도(카테고리 1~5), 그리고, 폭풍이 강타한

지역, 폭풍이 유발한 범람의 정도, 인구 집중도, 빌딩의 상

태, 피해지역의 기반시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폭풍은

강한 바람과 토네이도, 폭풍 해일(해안선에서 80~160Km

정도까지), 폭풍 조수(Storm tide, 조수로 인해 강력해진

폭풍해일), 폭우로 인한 범람을 통해 영향을 준다. 해안가

근처에서는폭풍해일이생명과재산에대한가장큰위협이

다. 이 종류의 폭풍은 단 수 초 만에 엄청난 피해와 인명 손

실을야기할수있다. 

홍수는가장빈번한자연재해중하나이며거의모든나라에

서발생한다. 돌발홍수및하천홍수, 도시홍수의심각성은

강우 강도 및 강우의 공간적 분포, 지형, 표면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기후변화가 홍수의 심각성과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측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2007). 가

뭄은세계적으로어떤다른자연재해보다더많은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 2011). 가

뭄은 기반시설을 파괴하거나 기아를 유발할 수 있기는 하지

만(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망은 식량안보를 둘러싼 복잡한 일

련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않는다. 1,330만명이상의생계를위협했던아프리

카의 뿔 지역의 2011년 기근은 적은 강우량을 초래한 기상

현상(이 낳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과 제한적인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취약한 유목 인구, 갈등의 정치적 맥락

간의복잡한상호작용을부각시켰다. 

홍수와가뭄에대한“지구적차원에서리스크패턴과트렌드

의관찰은리스크가집중된주요지역들에대한시각화와국

     

         

그림 4.5

홍수에노출된인구

출처: UNISDR(2009, fig. 2.14,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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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전반에걸친재해리스크의지리적분포및시간경과에

따른 트렌드, 이러한 패턴과 트렌드에 대한 주요 동인들의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

2011). 

1970년과 2010년 사이의 세계 인구는(37억 명에서 69억

명으로) 87% 증가했다(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

2011). 같은기간동안홍수에노출된연평균인구는(3,330

만명에서 7,040만 명으로)112% 증가하였다(재해 감소를

위한국제전략기구, 2011)(그림 4.5).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열대성 싸이클론과 홍수 등 주요 물

관련재해와관련된사망리스크를줄이기위해자신들의역

량을 강화했다”(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 2011, p.

18). 그림 4.6은세가지재해(열대성싸이클론과홍수·강

우에 의해 유발된 산사태)에 관한 사망 리스크의 최근 국제

적 분포를 보여준다. 이 지도에서 가장 높은 리스크를 보이

는 지역은 심각한 주요 재해에 빈번히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밀집된지역과일치한다. 

그에 반해서, 각국은 다른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훨씬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제적 자

산의 노출이 취약성 감소속도를 앞지르기 때문에 열대성 싸

이클론과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리스크는 증가하는 경

향이있다(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2007). 홍수로인

한 사망 리스크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밀집된 농촌지역

과물지배구조가취약한국가들에서가장높다. 모든물관

련 재해에 대해서 국내총생산(GDP)이 낮고 물 지배구조가

취약한 국가들이 물 지배구조가 강하고 부유한 국가들에 비

해 훨씬 높은 사망 리스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재해 감소

를위한국제전략기구, 2011). 

인간의건강은직간접적으로물관련재해의영향을받는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은 재해 이후 오염 또는 부적절한

물공급의결과로발생할수있으며, 때로는수천명의사람

들에게영향을끼치고많은사망자를유발하기도한다. 매체

감염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스리랑

카, 베네주엘라의 기록에 따르면 엘레뇨 남방진동과 관련된

건기 이후에(유행병 취약 지역에서) 더욱 자주 발생하는 말

수요를넘어서: 물의사회적환경적혜택 121WWDR4

그림 4.6

재해사망리스크(홍수, 열대성싸이클론및강우유발산사태)

출처: UNISDR의GAR team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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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아확산이관찰되었다(범미국보건기구, 2000). 

영양실조와 인구과밀, 가장 기초적인 위생시설의 부재가 공

통적인 복합적인 재해 속에서 재앙과도 같은 위장병의 발생

이일어났다(범미국보건기구, 2000a). 2010년아이티에서

지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인용하면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매우 취약한 대규모 난민이 허리케인 계절과 질

병 발생 속에 방치되었다. 지진과 범람의 여파로 발생한 콜

레라로인해약 15만명이입원해야했고, 약 5천명이사망

하였다(국제개발처, 2011). 

4.4.2 트렌드의뒤에: 변화의동인들

물 관련재해리스크의근본요인을이해하는것은리스크와

미래의영향을감소시키는모든노력의초석이다. 물관련질

병의증가를야기한요인들에는기후취약성같은자연적압

력들과 적절한 조직적 시스템 부재 및 부적절한 토지 및 물

관리 같은 관리적 압력, 인구 증가 및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자산 및 거주지 같은 사회적 압력이 포함된다(Adikari and

Yoshitani, 2009).

지난수십년간자연재해손실의증가는크게는노출자산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나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는 손실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ouwer, 2011). 2050년에는

홍수취약지대의인구증가와기후변화, 삼림파괴, 습지의감

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에 취약한 인구가 20억 명으

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국제연합대학교, 2004).

4.4.3 미래의도전과제에맞서다

물 관련 위험들이 야기한 재해와 관련된 도전과제에 맞서기

위해서는바람직한재난리스크감소(DRR) 사업에대한투

자와 실행이 필요하다. 예방 노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재

해는여전히발생할것이며따라서대비와대응역량이핵심

적이다. 비록실제적필요에대응할수있을만큼그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중심적인 과제로 남아있지만 인도주

의단체및정부, 수자원관리자, 민간부문, 개발관련기관들

이이끄는모범사례는풍부하다. 

재해 대비는 향상되고 있다. 조기 경보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국제적십자연맹, 2009). 예를

들어, 기상및기후정보를비상계획및대비조치에포함시

키는역량과도구들에대한실제적인투자는대비태세와자

원을 절약하는 대응, 생계 및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다

(Hellmuth et al., 2011). 모잠비크와같은홍수취약지역

에서 공동체의 역량과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홍수

가발생했을때향상된대비태세와대응을이끌어냈다(국제

협력유한책임회사, 2007). 보츠와나에서는 계절에 대한 예

보를 통해 몇 개월 이전부터 말라리아 유행 가능성에 대한

유용한징후를제공해줄수있다(Hellmuth et al., 2009;

Thomson et al., 2006).. 

상승하는비용을해결하기위해, 각국정부들은리스크를보

다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을도와줄수있는보험메커니즘

과기상지수를점점더이용하고있다. 이를통해극단적인

기상현상이발생하면대금을제공받는다. 이는빠르게현금

투입을할수있는중요한이점을제공하며, 더시의적절한

대응을할수있도록해준다, 또다른이점은필요한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재난이 벌어지기

전이라도구체적인계획을세울수있는능력이다. 카리브해

지역및이티오피아, 인도, 말라위, 멕시코는재난구조의지

수 보험(Index insurance)의 사례를 보여준다(Hellmuth

et al., 2009).

재난리스크감소(DRR)에대한투자는매우불확실한강우

의 영향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력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다. 예를 들어, 식량

불안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지역에서 식량 원조를 보충하

고 복원력과 생산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가난의

굴레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필요하다(Trench et al.,

“예방노력의향상에도
불구하고, 재해는여전히
발생할것이며따라서
대비와대응역량이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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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예컨대, 가정은 공식 또는 비공식 보험 메카니즘을

통해 리스크에 대비함으로써 취약성 또는 리스크의 영향을

감소시키는완화전략을사용할수도있다. 

극단적인 사건에 관해 최근 1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자연 재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망하며,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주된 원인

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곳에서, 자연재해 동안 또는 자연재해 이후 거의 같은 숫자

의남성과여성이사망한다. 반면에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

가 낮은 경우 남성보다 많은 여성이 사망한다(또는 보다 어

린 나이에 사망한다)”(Neumayer and Plumper, 2007,

p. 5). 성(性)을 재난 리스크 감소(DRR)의 주요 이슈로 삼

는 것은 재난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양성 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성(性) 관점을

재난리스크감소(DRR)에도입하는것은정책입안자및실

행당국의태도변화를요구한다. 모든시민들은재해리스크

감소를위한역할을가지고있지만정부들은여성과남성모

두이러한노력에참여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다. 여기

에는여성이이용할수있는통신과경보시스템이포함될것

이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여

성들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UNISDR et

al., 2009; 박스 4.7 참조).

비록 수자원 기반시설 등 재난 리스크 감소(DRR)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연된다 하더라도, 투자의 상대적인 비용효과

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으며, 수량화된증거들이만들

어지고있다. 인도주의단체들은지난몇십년동안대응과

복구에서 더욱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그들의 접근법을 변경

했다. 그러나, 보완적인 역량 강화와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격차를메우기위해서는매우필요하다. 홍수재해의비용과

빈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비 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범람원 정책 개발,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 대

응 메커니즘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와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필수적이다(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 2011). 물 관

련 재해로 인한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는 변화하는 리스크의

이해 향상뿐만 아니라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 및 지속가능한

해결책의계획과실행을위해서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빠른 변화와 때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

력들의결합상의비연속성때문에미래의리스크는알수없

다. 발생가능한미래시나리오를반영하는것은의사결정자

들이더장기적인시야를갖도록도울수있다. 

4.5 수자원에대한사막화의영향

빈약하고 지속 불가능한 토지 활용과 관리 관행은 전세계적

으로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수자원에 대

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물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추정

치는 세계적으로중국면적의두 배에 달하는거의 20억 헥

타르의 토지가 이미 심각하게 황폐화되었고 일부는 회복 불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8). 198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지구 토지 면적의 거

의 1/4이황폐화됨에따라토지황폐화가증가하고있다. 토

지 황폐화에 대한 강조는 건조지역에 집중되어 왔지만 습윤

지역도당초생각했던것보다놀랄만한수준의세계적토지

황폐화를겪고있다(Bai et al., 2008). 

수요를넘어서: 물의사회적환경적혜택 123WWDR4

박스 4.7

재해시의여성

대개여성들이아동과노인에대한책임을지고있다. 따라서,

재난직전과재난중여성들의수요는남성들의수요와는매우

다르다. 그런상이한수요는경고를받은후대응에나서야할

시간이 매우 제한될 정도로 재해가 빨리 시작된 경우에 특히

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 재해복구와재건에서의젠더의주류

화 (Mainstreaming Gender into 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에관한한보고서 (Dimitrijevics, 2007)는

재해의 영향을 받은 여성 스탭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구축하는 재해 관리자에

대한몇몇사례들을제공한다. 이런종류의현장결정은어떻

게 조기 경보와 비상 대응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보육을 제공

하는것이일상적인비상계획이더많은사람들을도울수있

는지를설명한다. 위의사례들은또한지식및성적차별성의

인정과존중, 그리고강한사회적규범이구조물품의계획과

관리뿐만아니라대응을향상시킬수있는지를보여준다(재해

감소를위한국제전략기구외., 2009). 

출처: Mool et al. (2001b, plate 9.13,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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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사막화및토지황폐화, 가뭄을핵심과제로인식하다

사막화및토지황폐화, 가뭄(DLDD)은세계건조지역의보

편적인 과제이지만(그림 4.7; 박스 4.8) 모든 농업 생태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적 사회적 취약성에 미치는

범위와 영향으로 인해 점차 세계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가뭄은 경작 가능한 토

지에 영향을 주어서 토지를 폐허로 바꾸고, 인간의 생계와

행복에영향을주고, 빈곤과강제적인인간이주를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대한 지역의 인구들을 궁핍에 처하게 하고,

식량부족 및 영양실조, 기근의 위협에 처하게 한다. 세계적

으로 DLDD는황폐화되고있는지역에의존하는 15억인구

에 영향을 주며, 빈곤층의 32%,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의

15%가 황폐화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42%의 극빈층이 황폐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

DLDD는 빈곤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Nachtergaele

et al. 2010). 추정치에 따르면 240억 톤의 비옥한 토양이

매년 사라지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사라진 지표면적은

미국전체의농지와맞먹는다. DLDD에직면해상당한비율

의 지구 자연 산림이 이미 파괴되었으며 60% 이상의 생태

계서비스가이미악화된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부적적인

영향은 향후 50년간 가속화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최대 90%의 아프리카 서부의 연안 열대 우림이

1900년이후사라졌다(MA, 2005b). 

DLDD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세계의 극빈층과 가장 한계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힘이 없는 시민들이다.

그림 4.7

세계건조지역시스템의범위(2000년)

참조: 건조지역은물에의해작물및사료, 목재, 기타생태계서비스가제한되는모든육지지역을포함한다.

공식적으로이러한정의는아습윤, 반건조, 건조, 과건조기후로분류되는지역모두를건조로포괄하는것이다. 이러한분류는건조도지수(AI) 수치에기반한

다. 건조도지수는특정지역의연간강수량중간값과연간가능한증발산량의중간값의비율에대한장기적중간값이다.

출처: MA(2005c, a ppendix A, p. 23에인용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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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만 해도 이런 인구는 전체의 26%를 차지하며, 중국은

17%,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4%를 차

지한다. 아시아태평양의남은지역에서는 18.3%가이런사

람들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그 비중이 훨씬 낮다. 라

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6.2%, 북미가 4.6%이다

(국제농업연구센터, 2008). DLDD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주지만 2/3가사막이거나건조지역인아프리카에가

장큰영향을미치고있다.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고려할 때 건조지역의 많은 국가들

은점점더물부족상황에직면하고있다. 대부분의건조지

역은 과건조 및 건조, 반건조, 아습윤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수자원을가지고있으며, 수자원보충은거의전적으

로 강우에 의존한다. 강우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며 매우 변

동이 심하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 2, 3년 이상 계속 건

조한 상황이 지속된다. 결과적으로 건조지역의 많은 사람들

은매우불균등하게분포된물접근성에대한부재로고통을

받고있다. 

8억 인구가 거주하면서도 인구성장률이 2.5% 이상인 사하

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지역이 그러한 경우이다(Carles,

2009). 일부 건조지역에 대한 강우 패턴에 대한 통계적 분

석은 1970년 초 이후 강우량의 계단적 감소가 시작되어 계

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 대한 한 분석은 강우량

수준이약 20% 감소했으며, 이로인해지표유출수가 40%

감소했음을보여준다(유럽연합, 2007).

4.5.2 수자원에대한 DLDD의영향

삼림 파괴와 화전 및 부적절한 농업과 축산 관행 등 다양한

인간활동이지형을변화시킨다. 이는분수령과집수지지역

의 황폐화와 사막화를 야기하여 하류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

한물의양을줄인다. 대개, 이러한지형변화는시간경과에

따라물부족을야기하는하천과저수지의토사유입과퇴적

작용을 통해 토양 침식을 악화시키고, 토양의 물 보유 능력

을저하시키며, 지하수의재충전과현재의지표수보유능력

을 감소시킨다. 또한 습지의 물 유출은 지하수 재충전을 위

한 물의 가용성을 감소시켜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을 야기한다. 또한, 농업(관개) 및 산

업적 목적으로 하천의 수로를 변경하는 것은 하천과 저수지

가 평상시의 유량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여 배후지의 물 부

족을초래할수있다. 

사막화는 담수 보유량의 직접적인 감소를 초래하여 물 부족

을 야기하는 주범이다. 사막화는 강물의 혼탁도를 증가시켜

하천의유속에직접적인영향을주며, 이는결과적으로지표

수 저수지와 하구에 토사유입과 퇴적작용을 심화시킨다. 또

한강우시토양이물을스며들게하는능력을약화시켜서지

하수 수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막화와 그에 따른 물

부족에직면해서사회·경제적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지하

수매장량의남용이가속화되며종종만연하게되는데, 이는

지하수의점진적인고갈과물부족심화를야기하게된다. 

호주와 같은 건조지역의 부유한 국가도 물 부족을 피해갈 수

없다. 가뭄은 호주 및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의 많은 지역에

심각한 물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Morrison et al., 2009).

그럼에도불구하고, 호주도시지역의일인당물소비량은일

수요를넘어서: 물의사회적환경적혜택 125WWDR4

박스 4.8

사막화에대한주요사실

쪾사막화는 기후 변동 및 인간 활동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건조및반건조, 건조한반습윤지역의토지황폐화를통해

서발생한다. 

쪾사막화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의 사막이 확

장되는것은아니다. 

쪾사막화는 세계인구의 1/6인 약 1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

고있다.

쪾사막화는 모든 건조지대의 70% 또는 지구 전체 육지의

1/4에서발생하고있다. 

쪾사막화는세계방목지중 73%의황폐화에책임이있다, 

쪾사막화는 전체의 2/3이 사막이거나 건조지대이며 농업용

건조지대의 73%가 이미 심각하게 또는 상당히 황폐화되

고있는아프리카에서특히심각하다. 

쪾아시아는거의 14억헥타르가영향을받음으로써다른어

떤대륙보다사막화의영향을받은토지면적이크다. 

쪾거의 2/3에 달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건조지대가 상당히

또는심각하게사막화되었다. 

쪾사막화로인한생산성감소로인해세계는연간 400억달

러의손실을입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출처: Rogers(1995)에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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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00L에달하며, 유럽인들은 200L를사용하는반면, 사

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은 하루 20L 미만으

로 버티고 있다(Natarajan, 2007). 가뭄 이외에도 중국 및

인도,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관설(冠雪, Snow caps) 감소로

인해하천유량과물공급이감소하고있다. 이들국가에서는

10억명이상의사람들이이미안전한식수와적절한위생에

대한접근성이없는상태이다(Morrison et al., 2009). 

대개 이들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임박한 DLDD관련 재해

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신뢰할수있는조기경보시스템이존재하지않는다. 가뭄의

시기와 적절한 기술적 옵션의 부재로 인해 빈곤계층이 피해

감소를 위한 가뭄 관리 사업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은종종제한된다(Pandey et al., 2007). 강우가지

연되는곳에서농민들은대개적당한기회가있을때까지파

종이나이양을연기하고비료의사용을줄이기도한다. 가뭄

과물부족이길어지면, 피해를줄이기위한작물관리조정

의기회가더이상존재하지않게된다. 

DLDD관련물부족의주요영향중하나는피해지역특히, 건

조지대의개발도상국의공동체가겪는식량불안정과기아를

통해느낄수있다. DLDD관련물부족은필연적으로공동체

를 취약하게 하는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주요 이슈는 농업의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은 가난한 국가

에서 가장 물을 많이 소비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Carles,

2009). 따라서, 건조지역의 국가가 수자원에 대한 DLDD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 및

식량안보의향상을위해서는각국이DLDD 핵심과제를해결

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이핵심적이다. 

DLDD에대한대응에서일부정부들과물당국은하천수로

변경및저수지건설, 지하수펌핑등각국의수자원인출량

을증가시키는공급측면의수단에대한투자에의존하고있

다. 다른 투자는 물 효율적인 프로세스 및 물 절약 관개 계

획, 물 재생 및 재사용 등에서 가능하다. 이런 조치들이 물

가용성과 접근가능성을 증진시키고 물 안보의 전망을 향상

시키지만이러한조치들의일부는환경적, 나아가재정적비

용을유발하고, 하류의물안보를감소시키고물스트레스를

악화시킨다.

예를들어아랄해와차드호수는상류의기반시설개발로인

해사라지고있다. 차드호는 1960년대이래면적으로 95%

가사라졌다. 하천수로변경은또한유역을공유하는하천주

변 국가들이 많은 곳에서는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하천유역들은 예컨대, 콩고강(13)

그리고 니제르강(11), 나일강(10), 잠베지강(9), 차드호

(8), 볼타강(6)은다섯개이상의하천주변국가들이공유한

다(Carles, 2009). 이런 국제 수자원의 모니터링과 관리는

더욱복잡하며, DLDD 측면에서만약부적절하게관리되면,

특히하류사용자들에게, 더큰리스크를야기할수있다. 

4.5.3 물부족과제를완화하기위해DLDD 핵심과제와
맞서다

사막화는고립된프로세스로고려되어서는안되며, 그완화

프로세스도 고립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사막화는 토지

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발

전의핵심적인부분이다. 따라서사막화에맞서는것은복잡

하고 어려우며, 사막화의 발생을 야기한 토지 관리 관행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대개 불가능하다. 토지 황폐화를 줄이고

사막화와 물 부족을 회피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상이

한조치들이사용되고있다. 

모든아시아산악지역의논에서수식방지를위해계단식농

업이 사용된다. 경사가 덜 진 토지에는 등고선 대상 재배도

효과적이다. 밭을 갈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밭을 가는 보전

농업은토양보전의부가적인도구이다. 보전농업은아프리

“가뭄의시기와적절한
기술적옵션의부재로
인해빈곤계층이피해
감소를위한가뭄관리
사업에능동적으로
적응할수있는유연성은
종종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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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및 아시아, 유럽의 일부에서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캐나다,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Brown,

2006).

자연환경 복원과 보전, 보호를 위한 조치와 결합된 토양 및

물, 초목 보전의 촉진은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SLM)의 전

제조건이다. SLM을 실행하는 것은 토지와 수자원의 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몇 안

되는 옵션 중 하나이다. 이는 DLDD 핵심과제의 예방과 경

감뿐 아니라 농업생산과 식량안보, 생태적인 다양성 보호에

도필요하다. 

DLDD에가장잘맞서는방법에대한결정이탄탄한과학적

인, 경제적인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 다양한 부문에 걸친 토

지및수자원관리에서지역적지식이가지는중요성을인식

해야 하며, 인간의 담수 사용을 기술적 이슈로 보는 관점에

서벗어나생태계및사회적서비스의생성을위한집수지의

담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채택된 모든 정책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그들의 생태적 지식을 다층적인

물지배구조시스템의제도적구조에포함시킬수있도록해

야 한다. 결과적으로 해결책의 개발은 반드시 포괄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Climate Institute,

2009).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정책은 담수시스템이 복잡하고 적응

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한다(스톡홀름국제물연구소, 2009). DLDD의

영향은세계적으로파악되나, 그해결책은대부분지방적또

는 국가적,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

에서 DLDD에 맞서기 위한 통합적이며 조율된 접근법과 매

우 잘 통합된 정책은 물 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완

화하기위해서필요하다. 

4.6 균형또는불균형?

4.6.1 사용과공급의균형: 물스트레스와물부족의개념

2장 전체를 통해 설명했듯이, 모든 주요 물 사용 부문에서

세계적인 물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농업 분야에서의 미래 물

수요를예측하는것은불확실성으로가득하지만세계적으로

농업의 물 수요는 2050년까지 20%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

산된다. 천수농업과 관개농업의 생산성에 관한 상당한 향상

이 없다면 인구증가와 식단변화로 인한 식량수요 증가를 충

족하기위해서는이러한증가폭은더욱커질수도있다.

에너지 수요의 증가 또한 수자원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것

이다. 특히, 15억명의인구중 80%가전기에대한접근성이

없는사하라사막남부의아프리카지역과남아시아의최빈국

에서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 연료와 역청사(歷靑沙),

셰일 가스 같은 다른 물 집중적인 에너지원의 수요가 증가하

는것은에너지부문의물발자국증가를더할뿐이다. 

비례해서, 산업부문의물사용은국가발전수준이올라감에

따라증가하는경향이있다. 왜냐하면경제성장으로인해농

업 기반의 경제에서 더욱 다양한 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요는가장빠르게성장하는국가에서

가장빨리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에너지와 산업과 마찬가지로 물 공급과 위생 서비스의 수요

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할 것이다. 비록 새천년개발목

표가 이러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국가적 국제적 정책 아젠다

로높이는것을도왔음에도불구하고아직해결과제가많다

또한, 최종적으로 국내 수요 성장을 충족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정부는 종종 제한된 물 공급을 위

해다른부문들과여전히경쟁할필요가있을것이다. 

생태계는 물의 사용자(2장)이자 공급자(섹션 4.2)이다. 일

부 물은 건강한 생태계의 보호와 유지에 필요하다. 대신 생

태계는 수질과 관련된 중요한 서비스와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생계의유지등다른혜택들을제공한다. 

건강한 생태계와 안전한 수자원, 물 공급, 위생 서비스는 인

간의건강(섹션 4.1)에매우중요한혜택을준다. 물을통해

인간의건강을유지하는것은설사성질병으로인한조기사

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거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생

산성의이익이며, 치료할환자의수가적어져서발생하는이

익이자, 환자의 치료와 운반에 드는 직접적 비용이 들지 않

아서발생하는이익일뿐만아니라, 현재는부적절한서비스

를받고있지만근처의물과위생시설에접근성을확보하게

될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혜택이 될 것이다. 이

장의 이전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물 관련 재해의 증가하는

발생 건수와 관련 비용은 사람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부정적인결과를만들며, 국가발전에영향을준다. 

수요를넘어서: 물의사회적환경적혜택 127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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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인당 물 소비량이 줄고 있는 반면 전

반적인 물 수요는 모든 주요 사용 부문에 걸처 증가하고 있

다. 이는주로개발도상국과신흥국에서식량과에너지수요

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외없이 지구의 제한된

수자원에압력을증가시킬것이다. 이에따라많은지역에서

는이미다양한수준의물스트레스를겪고있다. 세계는유

한한물의한계로인해미래의경제성장과발전을제약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재생가능한 수자

원일지라도신중히관리되지않으면충분한물공급을할수

없다는것이점점명확해지고있다.(Patterson, 2009).

물스트레스와물부족

“수문학자들은 전형적으로 인구-물 방정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물 부족을 평가한다. 연평균 물 공급량이 1인당

1,700m3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연평균 1인당 물 공급이 1,000m3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들은물부족에직면하게되고, 500m3 미만이면‘절대

적부족’상태에빠지게된다”(유엔워터, n.d.)(그림 4.8).

물스트레스와물부족의개념은동의어처럼보일수도있지

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때로는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용어들을설명하기위해서는다른정의가사용된다. 예를들

어, “물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재생가능하며 가

용한 물의 전체 양에 대한 물 사용 비율(즉, 자연적인 물 시

스템에서 인출한 물의 양)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가용한물의부분으로써더많은사용을할수록, 공급시스템

에대한스트레스는높아진다. 

그림 4.8

담수가용성(1인당연간m3, 2007년)

출처: UNEP/GRID-Arendal(2008)(http://maps.grida.no/go/graphic/global-waterstress-and-scarcity, P. Rekacewicz [cartographer](Le

Monde diplomatique), FAO와WRI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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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자들과 기관들은 강우량과 하천, 지하수로부터의

재생가능한물공급대비가정용및산업용, 농업용물소비

를 포함시킴으로써 분수령의 물 스트레스를 계산하여 그리

드스케일(Grid scales)로표현하였다. 그림 4.9는다른지

도들과 일관성을 보이는 그러한 지도 중 하나이다(e.g.

Maplecroft, 2011; Smakhtin et al, 2003; Veolia

Water, 2011). 각각의 지도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데

이터세트에기반하고있다. 아랍지역의국가들은가장높은

수준의 물 스트레스를받고 있으며, 중국 동부와 인도, 미국

서남부의대부분의지역도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하에서 낮은 물 스트레스가 높은 물 접

근성을자동적으로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는세계의많은

인구가 현재 접하고 있는 패러독스이다. “물 스트레스”가

“수자원의 가용성”의 기능인 반면“물 부족”이라는 개념은

또한“접근성”의기능이다. 이런점에서자원의가용성에의

해서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자원의 분배에 대한 인간적, 제도적, 금융적 제한요소들로

인해 제한되는“경제적 부족”은 이러한 패러독스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림 3.10은 세계적인 물리적 경제적 물

부족을내타낸다. 

유엔워터2에 의하면, 물 부족은 모든 사용자들의 총 영향이

지배적인제도적장치하에서환경등모든부문의수요를완

전하게는충족시킬수없을정도로물공급과수질에영향을

주는지점을의미한다. 따라서, 물“스트레스”가“물리적인”

개념인 곳에서 물“부족”은“상대적인”개념으로 공급 또는

수요의모든차원에서발생할수있다. “부족은아마도사회

적구성체(풍요와기대, 그리고관습적인행동의산물) 또는

예컨대 기후변화로 인해 벌어지는 변경된 공급 패턴의 결과

일지도모른다(유엔워터, n.d.).”

수요를넘어서: 물의사회적환경적혜택 129WWDR4

그림 4.9

주요유역의세계물스트레스지표(WSI)

출처: UNEP/GRID-Arendal(2008)(http://maps.grida.no/go/graphic/water-scarcity-index, P. Rekacewicz [cartographer], Smakhtin,

Revenga and Döll [2004]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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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부족 지역은 그림 4.9의 고스트레스 지역과 일치한

다. 그러나, 중간에서 낮은 정도의 물 스트레스를 보이는 중

앙 아프리카나 인도 동북부, 남미의 동북부,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들이(그림 4.9) 순전히 제도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한물부족을겪고있다. 

비록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한한 세계의 담수자원은 시

간경과에 따라 그리고 모든 하천유역에서 기후 가변성의 기

능에 의해 매우 가변적일 수 있다. 기후변화는 강우 패턴과

눈과얼음이녹는것모두에영향을줄수있으며, 따라서대

부분의담수가인출되는지표수의유량의가변성증가를초

래할수있다. 

기후변화 모델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미래의 상황에 대한 특히 지

역 및 유역 차원의 규모에서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몇몇 세계적인 주요

대수층은, 특히 건조지역과 반건조지역의 대수층은 제한되

고 매우 취약성이 높은 저장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

에고갈되어가고있다. 

따라서증가하는물수요가오직공급중심의솔루션을통해

충족될 가능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세계적인 그리

고 대부분 지역적이며 지방적인 물 위기들의 핵심 솔루션은

수요를더욱잘관리하면서도다양한물의혜택의균형을잡

으면서최대화하는노력속에있다. 

그림 4.10

세계의물리적및경제적물부족현황

정의와지표들

쪾물부족하지않거나약간부족. 사용할수있는풍부한수자원, 25% 미만의물이사람이사용할목적으로강에서인출됨.

쪾물리적물부족(수자원개발이지속가능한제한선에접근하는중이거나초과함) 농업용, 산업용, 가정용목적으로 75%이상이물이강에서인출됨(회수유량

의재생의원인이됨). 물수요대비물가용성에관한이러한정의는건조지역이반드시물이부족한것은아니라는것을의미함.

쪾물리적물부족에접근. 60% 이상의하천유량이인출됨. 이러한유역은머지않은미래에물리적물부족을경험할것임.

쪾경제적 물 부족(비록 지역적으로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수량일지라도 인적, 제도적, 경제적 자산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 수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편, 25% 미만의물이사람이사용할목적으로강에서인출됨, 하지만영양실조가존재함. 

출처: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2007, map 2.1, p. 63, 즶 IWMI, http://www.iwmi.cgi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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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개발및빈곤감소관련부문들을위한넥서스로서
의물: 상충관계의균형을잡다

식량과 에너지, 경제 성장의 기회, 인간과 환경의 건강, 물

관련 재해로부터의 보호는 모두 소득 창출 및 빈곤 감소를

포함하는발전의필요요소들이다. 이들모두는물에의존한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와 경제를 포괄하는 지배

적이며 전략적인 프레임워크의 한 부분으로써가 아니라 매

우자주고립되어다루어져왔다. 그결과, 상이한개발부문

들은그들모두가의존하는유한한수자원을두고서로경쟁

해왔다. 그러므로, 수자원이 제한적인 국가와 지역에서, 한

부문에혜택을주는결정은종종다른부분에부정적인결과

를 야기한다. 물을 통해서 한 부문의 전반적인 경제적, 발전

적인이익은다른부문들의손해를통해서상쇄된다.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단기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결정

을 야기하고 물 부족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킨

다. 기후변화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Steer, 2010).

현대적인 경제적 사고와 의사결정은 물에 의존하면서도 생

태계와매우어긋나있는경제를탄생시켰는데, 이경제는붕

괴로 치닫고 있다(Brown, 2011).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서는적절한권한을갖는대표기구를통해서, 부문들및지

역전반에걸쳐, 지역적으로또한세계적으로관리되고있는

현재의물지배구조프레임워크안에서물에대한고려를전

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물 관리자들은

자신들의개입정책의사회적, 경제적영향을측정할수있는

도구들에익숙해질필요가있다. 물관리자가새로운프로젝

트를 도입하여 그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기에 앞

서 사회적 맥락과 현재의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은중요하다. 이러한접근법은공동체에가장적합한솔루션

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할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위기는가속화된속도로부상하고있

다. 비록,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금융”위기, “인간 건

강”위기, “기후변화”위기등대개개별적으로설명되기는하

지만, 이러한위기들은원인과결과를통해모두서로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위기들의 근본 원인은 대개 소수의 대개는

제한적인 주요 자원에 대한 경쟁의 확산으로 귀결된다. 그리

고 물은 이러한 모든 위기에 공통적이다. 이들 서로 관계가

있는위기들은또한성장과발전전망에부정적인영향을미

치며빈곤층과취약계층에불균등하고부정적인영향을미치

는결과를낳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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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위기는가속화된속도로
부상하고있다. 비록,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금융’위기, ‘인간건강’위기, ‘기후변화’위기등대개
개별적으로설명되기는하지만, 이러한위기들은원인과
결과를통해모두서로밀접한관계가있다. 이위기들의
근본원인은대개소수의제한적인주요자원에대한
경쟁의확산으로귀결된다. 그리고물은이러한모든
위기에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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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새천년개발목표 또는 지속가능

한 성장에 관한 리우+20, “녹색 경제”3 등의 국제 물 지배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은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

의모든영역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소로서물의중심적역

할을인식하는데실패했다. 두경우모두물은다른부문과

는다소독립적으로다루어야할또하나의“부문”으로인식

하고 있다. 이는 식수와 위생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처럼

“식수와 위생서비스”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적절할 수 도 있

다. 녹색 경제의 구체적인 부문으로써 세계적 공급과 물 인

출사이의차이를줄이기위해필요한기반시설과물정책개

혁, 신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요청(유엔환경계획,

2011)한다면이러한관점도적절할듯하다. 그러나, 전반적

으로 이런 접근법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각자의 분야인

건강과식량및농업, 에너지또는도시거주지에대해개별

적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라

는 측면에서 물의 파편화를 촉진한다. 사실, 이런 정책 결정

이궁극적으로물이어떻게할당될것인가를결정한다. 그러

므로, “물 정책 개혁”(예: 앞서 말한 녹색 경제 하에서 요청

되는 개혁)은 보다 광범위한 국가 정책의 개혁을 수반할 것

이다. 이를통해각각의정치적부문에관한결정에물에대

한 고려가 충분히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물 관리자들

이프로세스를알릴수있는분야이기도하다. 

비슷한 주장이 위에서 약술한 다양한 세계적 위기들에도 적

용된다. 이런위기들에대해제안된솔루션은대개파편화되

어 있고 물의 중심적인 중요성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고려

하지않는다. 

지난 몇 년간, “넥서스”라는 용어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환경적 분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설명하

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기후변화와 에너지가 가장 좋은 사

례이다. 이경우넥서스는온실가스이다. 농업에서식량으로

재배된 작물과 바이오 연료용으로 재배된 작물 간의 토지와

물을 둘러싼 증가하는 경쟁이“식량-에너지 넥서스”라는 용

어를 낳았다. 물-식량-에너지-기후 넥서스를 관리하는 물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분석과 토론의 주제가 되어왔

다. 생태계및인류보건, 도시화및인구이동은물에대한경

쟁으로 서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같은 넥서스에서 서로 만난

다. 

비록 상이한 부문들이 물에 대한“경쟁 상태”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것이논리적일듯하지만, 물의모든혜택은지속

가능한경제발전에필요하다. 수자원이제한된곳에서는상

이한 개발 부문에 물이 제공하는 혜택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을 다양한 사용처에

할당하는과정에서일부협정이필요하다. 이는매우중요하

지만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다. 10장은 이 과제에 대해 초점

을 맞추면서, 물 할당에 대한 결정이 단지 사회적이고 윤리

적일뿐만아니라물기반시설과관리에대한투자가이러한

다양한혜택을통해더많은결과를낳을정도로경제적이기

도하다는것을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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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에걸쳐서설명했듯이, 물은모든사회적, 경제적부문을지탱하는개발의모든측면에서중심적이다. 따라서인간
이물을어떻게관리하는가라는문제는공동체와사회의성장과번영에핵심적이다. 그러나“물관리”라는용어는물공동
체의전문가들조차여러의미로사용하고있다(그리고잘못이해한다). 그렇다면이용어가진짜로의미하는것은무엇일
까?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인가? 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할당 및 지원 협정을 충족시키고 점차
수요가 불확실해져 가는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광범위한 사용처를 포괄하는(때로는 제한적인) 공급을 분배하는 것인가?
정답은모두다이며그외의측면도존재한다는것이다. 

세계물개발보고서이전판에서는지속가능하고, 향상된그러면서당연히통합적인수자원관리를요청했었다. 그리고, 적
응적인관리와함께이러한개념은이번제 4판에도곳곳에분산되어있다. 다양한지역에서의물관리가접한도전과제와
기회(7장) 그리고수자원과혜택을평가및할당(10장), 변화를다루기위한물관리제도의변천(11장) 물관리의관점
에서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13장)의측면에서다루어진다. 

이전세계물개발보고서에서다루어진물관리관련이슈들에기반하여, 이장은실제로물관리란무엇인가를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일부지역에서물관리에대한접근법은지난 1세기동안어떻게진화해왔는지와증가하는불확실성과관련된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화를 계속할 것인지(이 논의는 11장에서 계속된다)에 대한 간략한 검토도 포함된
다. 이장은또한전체적으로물관리에대한“게임의규칙”을정하는물관련기구들에대한간략한설명도제공하며, 이
러한기구들이점차불확실해져가는미래에직면하게될몇몇도전과제에대한윤곽을제시한다. 이장은제도적효과성
의핵심요소로지식과역량의중요성을부각하는섹션으로마무리된다. 

섹션 5.1을제외하고, 이장의 내용은도전영역보고서(2권 3부) “물과제도적변화: 현재와미래의 불확실성에대한대
응”(25장)와“지식과역량개발”(26장)을요약한것이다. 

4-1-1권4   2013.12.13 11:42 AM  페이지139   mac3 



5.1 왜물관리가필요한가?

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며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자연환경과 모든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 모든 사

람들은 물을 통해 큰 혜택을 누리지만 실제 물 관리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 관리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라고

할수만은없다. 정책, 가격, 기타인센티브, 기반시설, 물리

적설비설치등을포함하는수단의결합을요구한다. 통합수

자원관리(IWRM)의초점은모든분야의정책및제도전반

에걸쳐요구되는통합을이루어내는것이다. 

물 관리는 불확실성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인구구성, 소비패

턴, 이주, 기후변화 등의 세계적 트렌드의 결과로 변화가 일

어나고있으며위험수위도높아지고있다(8, 9장참조) 이러

한변화에적응하고, 도래하는위험에대응하고, 피해를완화

하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물 관리 정책, 제도 및 규제를 더

욱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적응적 물 관리는 좀 더

유연한관리과정을통해불확실성을해결할수있으며, 수자

원에영향을줄수있는결정을내리는행위자뿐만아니라현

재물관리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고있는행위자를

포함할 수 있는 통합수자원관리(IWRM)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5.1.1 물관리시스템의특성

물은물순환에따라시공간을이동하기때문에“물관리”라

는용어는다양한활동과규제를포함한다. 개략적으로보면

수자원관리, 물서비스관리, 공급과수요균형을맞추기위

해 필요한 트레이드오프 관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수

자원 관리는 강, 호수의 물과 지하수 관리를 의미한다. 여기

에는 물 배분, 평가 및 오염관리; 물 관련 생태계 및 수질관

리 보호; 수자원 재분배 및 저장을 위한 자연 및 인공 기반

시설; 지하수함양을포함한다.

물 서비스 관리는 대량의 물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부터 단계

별 과정, 최종 사용자에게 이르는 수도 분배망 시스템관리

및 폐수를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 안전한 방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트레이드오프 관리는 사회경

제적이해관계를충족할수있는배분과자격에관한합의를

이끄는 광범위한 행정 활동을 의미한다. 각 활동은 각기 다

른 요구사항을 갖고 있지만 결국 모두가 모여 물 관리라고

불린다. 

물관리는다른자원의관리에비해매우독특한특징을갖는

다. 물관리는인간의웰빙의모든영역즉사회경제발전, 안

전, 건강, 환경및종교적신념등이포함된모든영역을다루

고있다.(Dalcanale et al., 2011). 예를들어, 선진국, 개도

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이례적인 극심한 홍수에 취약하

다. 2005년미남부지역을강타한허리케인카트리나, 2010

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 지난 10년 동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발생했던쓰나미로인한홍수가좋은예이다. 

홍수처럼두드러지지는않지만종종그피해가적지않은경

우가 2011년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이다. 그

당시이지역은농작물유실로수천명이목숨을잃었다. 또

다른 예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준 아랄해 해수 감

소로 인한 재해, 남 아프리카의 다수의 광산에서 발생한 독

성물질 유출(Coetzee, 1995; Coetzee et al., 2006;

Hobbs et al., 2008; Winde, 2009; Winde and van

der Walt, 2004), 또한 적절한 상수원 및 위생의 결여로

인한 지구촌의 많은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등의 느리게 진행하는 재해들을 들 수 있다. 여전

히 사회경제 발전은 물 공급의 기능에 의존한다. 따라서 적

절한물관리는인간사회에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전세계

로유한하나잠재적으로재생가능한자원에대한수요는증

가하고있기때문이다.

21세기의 물 관리는 댐이나 유역 변경과 같은 기반시설과

종종 관련이 있다(세계댐위원회, 2000). 이에 대한 설명은

Hard Path Approach(Wolff and Gleick, 2002) 또는

경제발전의 Hydraulic Mission 단계(e.g. Allan, 2000)

에잘나타나있다. 이프로젝트들의목적은물부족및과잉

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 저장시설(댐) 건축, 자연 시스템 개

발(대수층 저장 및 함양)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물 부족 시

사용할수있는예비수자원을확보할수있으며, 홍수시피

해여파를관리할수있다. 인간의발전과정에서꼭자연의

지속가능성 패턴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자원의 지속가능

성은 많은 지역에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인간의

행동(농업 생산, 도시화, 산업화)의 증가에 의해 훼손되었

다. 이러한인위적물수요들은자연스럽게충돌에직면하게

되고트레이드오프관리의필요성을증대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이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하수에

대한 걱정이 특히 심하다. 굴착 및 펌핑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발 증가로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3

CHAPTER 5 140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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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참조). 지금세계는유한한수자원의압박이미래의경제

성장과발전을제한하는새로운시대로다가가고있다. 점점

확실해지고있는것은재생가능한수자원조차도주의깊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Patterson, 2009).

21세기는 공학 디자인이 발달하고 철근콘크리트가 상용화

됨으로써 댐 건설이 붐이었다. 이로 인해 경성경로 접근

(Hard Path Approach) 또는 수력전도(Hydraulic

Mission)의 한 요소로“기반시설 접근법”이라는 용어가 생

성되었다. 이방법은튼튼한기반시설이제공되기만해도인

간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을 전제

로 하고 있다(Allan, 2000).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견실한

기반시설 접근방법의 제한사항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Snaddon etal., 1999).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지속

적으로제방높이를높이는것이지속가능하지않다는사실

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 수문상태를 존중하고 견

고한 기반시설의 혜택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인정하는 새로

운 접근법이 생성되었다(van Stokkom et al., 2005). 수

문상태의대대적인변화, 특히유역유로변경(Snaddon et

al., 1993)과 같은 간섭으로 자연적인 홍수 주기(Junk et

al., 1989; Puckridge et al., 1993)의 변화 등 의도하지

않은결과에직면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을종종복수효과

(Tenner, 1996)라 부른다. 습지와 같은 생태계 악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연상태로 둔다면, “도시와 농촌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줄(Emertonand Bos, 2004, p. 20) 산림, 습지와

같은자연생태계는수자원공급의질과양을유지하는중요

한경제서비스를발생시킨다. 또한홍수및가뭄과같은물

관련 재해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Emerton and Bos,

2004). 현 시대의 물 관리자들은 차츰 복잡해지는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급변하고 불확

실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한 공급

을잘관리해야하고변화무쌍한생태, 경제, 사회가치의균

형을 맞춰야 하며 높은 위험과 알지 못한 사항에 직면해야

하며, 때로는일어나고있는트렌드와현상들에적응해야한

다. 즉 물 관리는 점점 위기와 불확실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때때로 새로운 원인제공 및 그 영향이 기존의 물 영

역을 벗어나 출현하기도 한다. 또한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

해서는지구지표의거의절반에달하는 276개의하천공유

유역이존재한다는점을고려해보면효과적인물관리를위

해서는 초국가적 공조가 필요하다(Bakker, 2007; De

Stefano et al., 2010; OSU, n.d., 2008 data). 약 273

개의초접경적대수층은다양한국가의경제의근간이되고

있다.(Puri and Aureli, 2009).

따라서 물 관리는 기술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목표달성을

위해전체적인접근방법을요하는문제이다. 20세기에는기

존의물관리의구조적선택사항인수자원관리를위한물리

적 기반시설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필수적인 물 관리

기반시설개발을구축한국가에서는증가하는불확실성으로

인한 수문시스템의 기반시설 개입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비구조적 관리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1세

기의물관리는트레이드오프관리에가장밀접한소프트기

반시설에초점을맞추고제도, 정책, 법, 경쟁구도에있는사

용자간의 대화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11 장 참조).

일부 저자들은 물 관리를 Soft Path Approach로 설명한

다.(Brooks et al., 2009; Wolff and Gleick, 2002). 수

십 년 동안 기반시설 개발로 혜택을 누려 온 선진국들에게

닥친 도전은 소프트 방식을 기존의 물 관리 구조에 접목 시

켜발전시키는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여전히 기초수준의 물 기반시

설 개발을 유지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다. 이들 국가가 당면

하게 될 도전과제는 하드, 소프트 방식의 요소를 도입하여

균형을 맞추어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

는것이다.

기반시설개발을통한물관리

물 관리 하드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물의 저장, 수송, 처리,

물관리및제도, 역량개발 141WWDR4

“지금세계는유한한
수자원의압박이미래의
경제성장과발전을
제한하는새로움시대로

다가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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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홍수방지 및 배분 및 수거 시스템 구축, 수력발전소,

지하우물및펌프설치를의미한다. 이는추가적인물공급

을확보하는목적과일치하는것이다. 이러한구조의용량은

보통 미래 또는 재현기간(횟수)에 예측되는 물 흐름, 단계

및 수요의 역사적 기록에 달려 있다. 일부 국가들은 바쁘게

이와 같은 구조를 구축해서 가정, 산업, 환경용 관개를 위해

부족한수자원을이용하려한다. 다른일부국가들은홍수로

부터늘어나는인구를보호하려고특히신경쓰고있으며반

면 환경 및 생태시스템, 관련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드

기반시설을제거하고수정하는국가도있다.

하드기반시설방법은장기적인기간동안수문고정을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능이 약화되어 위험을

관리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물 부족

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필요하다(섹션 4.6 참

조).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에게 하드 기반시설 방식의 사회

경제적혜택이비용을훨씬뛰어넘기때문이다. 또한이방

식의예상치못한부정적영향을줄이기위해투입된비용은

매우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장기 계획

은매우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의참여의중요성이점차증

가하는것은환경에대한영향및잠재혜택간의트레이드오

프의균형을맞추기위함이다. 매우민주적인방식이긴하지

만정치적리더십과통치구조에더욱더많은것을요구하게

되며 때로는 프로젝트 실행의 지연을 가져 올 수는 있지만

위험을없애기위해필요하다.

물수요관리는물수요를크게줄일수있고적절한물관리

를위한주요한구성요소를항상유지할수있을것이다(11

장 참조). 그러나 사회경제 발전과 기후변화에 필수적인 물

저장 능력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혁신적인 저장 기반시설 도입을 통해 하드 기반시설의 단점

을 보완하고 동시에 장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

기반시설(습지포함)”, 환경훼손이덜한댐을이용하여자연

과 조화를 이루면 잠재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Wolff and Gleick, 2002). 일례로, 도시에서

콘크리트가아닌투과성있는코팅을사용하게되면도시생

태계를 증진시키면서 빗물 유출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전략을실행하는것은물관리자들의업무영역을넘어

서는것이다. 식량, 에너지, 홍수방지, 저장능력개선을통

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물리적 기반시설이 필

요하다는 인식하에 적절한 조치가 계획에서 기반시설 운영

에이르는전영역에적절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 또한농

업, 도시및산업용용수에상관없이모든하드접근법과함

께새로운또는최신의수자원기반시설도요구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경우 물 관리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

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주체들과 이슈들이 결정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험과 취약성의

증가가물관리시스템의내재적특성이라는것이다.

21세기물관리와다양한소프트방법의출현

물리적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의 단점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혁, 인센티브, 행동 변화에 기반한 정책의 점진

적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11장 참조). 이런 종류의 접근법

이 추구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자원과 관련된 위험

을관리하는데있어전통적인“워터박스”를넘어서는비전

통적인모든요소들을받아들이는것이다. 물관리자들의역

할은 다른 주체들이 결정된 사항들을 알리는 것이다. 물 사

용과관련된인간활동의변화와개정된물관리과정과시스

템이 여기에 속한다. 문화적 가치, 물의 가격 결정, 수자원

재배치, 경제적 인센티브/불이익 등의 일반적인 보충수단들

과 비효율적인 물 사용 관행을 줄이는 사회적 인식, 수원지

의다각화및유사활동들이이에포함된다. 이모든것들을

고려한 창의적인 새로운 방식인 소프트 경로 접근법은 다양

한정부부처간의상당한수준의조율과운영능력을요한다.

이러한 경로에서 통합수자원관리(IWRM)에서의“I(통합)”

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 진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자원 문제 해결에 있어 소프트 선택사항

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전에는 조율되지 않았던 주체들을

통합하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점

이다. 이해관계자들의의미있는참여는조치를구상하고새

로운수요를제도및정치적리더십에부여하는데그중요성

은더욱증대될것으로보인다.

모든 종류의 소프트 접근법을 아우르는 해결책을 통해 개선

된예측및모델링으로정확한위험평가와수자원시스템의

회복력 증대, 취약성 감소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주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이며 비전통적인 수자원 관

리를실현할수있을것이다. 기저위험에대한정보를이해

관계자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는 아니

지만 수자원 관리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ACCA, 2009; Chang,

2009; Klop and Wellington, 2008).

대중들은 자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현존하는 수

4-1-1권4   2013.12.13 11:42 AM  페이지142   mac3 



자원을이용할때이것이물의질과양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지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생긴다. 그러나대중이수자원

관련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항상이해하지못하는것은아

니다. 적절한교육과인식을제고하면물수요와오염을감소

하는 등 필요한 행동에 이해관계자들을 동참시킬 수 있으며

정부나기타정책입안자들에게압력을행사할수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하며 동등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

자원관리자들을물관련문제, 실행초기단계에서의이용자

와 지역사회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들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권력 관계에서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여성의 니즈와 잠재적인 공헌을 인식함으로써 물

시스템의기능성, 일상생활, 식량안보에실질적인변화를가

져올 수 있다. 대중은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기관과 사용자,

이해관계자들이 수자원 이용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유도할수있다. 

비구조적관리방법을실행하기위해서는견실한운영능력이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만 투자의 제한이 있어 시간이 어느 정

도 흘러야만 투자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비구조적 방식이

의도한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구조적방식에역행할때, 이

러한방식은보통수정되거나추가투자없이종결된다.

유연성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정치적 리더십과 경쟁구도

의 이해집단간의 트레이드오프 관리에 더 많은 요구를 가하

게될것이다. 

5.1.2 통합수자원관리

통합수자원관리(IWRM)는“이에 따르는 경제사회적 복지

를 중요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공평한 방식으로 극대화

하기위해수자원, 토지및관련자원을조율있게개발, 관리

하도록 고무하는”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WP-TAC,

2000, p. 22). 통합수자원관리(IWRM)는 지역 수자원 시

스템의상호의존성, 예를들자면높은관개수요와농업용수

에의한배수로오염으로인한식수, 담수, 산업용수의감소,

도시산업계에서발생하는폐수로인한강의오염및생태계

위협, 폐광에서 흐르는 산성물의 디캔팅관리 부재에 따르는

잠재적 재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의 저류로 인한 농

업용수감소등상호유기적인의존성에관심을갖고있다.

통합수자원관리(IWRM)는모든수자원의이용을함께고려

하는것을의미한다. 물의할당및관리를결정할때는한편

으로는 각각의 물 이용시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와 건강 및 안전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 관련된 정책, 특히

국가물안보, 식량안보및에너지안보관련정책을입안할

때에는 입안자들간의 조율을 통한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한

다. 경쟁적 사용자 그룹(농민, 지역사회, 환경보호주의자

등)은기술적인측면보다는정치적측면이점점강조되면서

수자원으로 인한 다양한 잠재적 혜택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기술적인 측면은 약화시키고 정치적 측면은 강화시키게 된

다(Phillips et al., 2006, 2008). 그러므로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용자들은 수자원 보존 및 저수지 보호에 있어

지역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GWP-TAC,

2000). 통합된 관리는 식수, 관개용수, 에너지, 폐광, 환경

문제를 각각의 담당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접근법과는 배

치된다. 모든 분야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면 수자원 개발 및

관리가 조율되지 않아 혼란과 충돌 및 자원낭비를 초래

(CapNet, GWP/유엔개발계획, 2005)하고, 모든 요소들

이 최적화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

으로이끌것이다.

통합수자원관리(IWRM)의중대한목적은물관리를더욱효

율·효과적으로하는것이다. 통합수자원관리(IWRM)는“정

책, 제도, 규제의 기본틀, 즉, 계획, 운영, 유지보수 및 설계

기준에 있어 다양한 기관들, 수자원 및 관련 자연자원 관리

담당 부서들”의 조율이 수반되어야 한다(Stakhiv and

Pietrowsky, 2009, pp. 4-5). 그러므로 통합수자원관리

(IWRM)의중요한특징은학제간, 부처간조율및협력이다.

이번에발간하는세계물개발보고서는세계각국의통합수자

원관리(IWRM)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최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섹션 1.3.3 참조). 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진척은 있었지만 통합수자원관리

(IWRM)에대한국가차원의계획및준비상황및실행률은

여전히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 관리

는세분화된제도적시스템에서효과적으로실행될수있으

며 반드시 효율적인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호주, 브라질,

미국의경우, 연방정부가관리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어정

책결정의투명성이보장되고대중의참여가높으며계획, 실

행단계에있어적절한재정지원이제공된다. 필수요소가갖

춰지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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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지 못한다. 통합수자원관리(IWRM)의 1단계는 적절

한제도적기본틀을구축하는것이다”(섹션 11.2 참조).

통합수자원관리(IWRM)의 목적 중의 하나는 경제 발전과

생태계 유지 관리이다. 이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다. 왜냐하

면경제발전목표와환경적니즈가다양한시간적측면과관

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두 부분은 소프트

접근법과는 달리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고려

하지못한전통적인물관리개념에기반을두어왔다. 이러

한 이유로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 및 이에 대한 가치평가가

통합수자원관리(IWRM) 계획단계에 점차 더 고려되고 있

다. 그러나이러한요소들은또한다양한이유로불확실성의

주요요인으로꼽힌다. 

물관리의효과적이며지속가능한해결책은토지와물관리

간, 다양한도시의물관리시스템간, 물, 에너지, 광업및농

업 분야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간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다. 통합은 과정의 단계마다 점진적으로 달성된다. 특

히이해관계자들간의대화는통합을촉진시킨다.

이해관계자들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통합수자원관리(IWRM) 영역을벗어난조율과통합과같은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 세계물개발보고서 제3판(WWDR3, 세계수자원평

가프로그램, 2009)에서설명하고있는것처럼, 물과관련이

없는 분야의 정책입안자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 취한 행동에

수자원이용과관리가영향을받을때발생한다.

5.1.3 불확실한수요에직면한수자원관리

빈도, 강도, 기간, 강수발생및유출수에관한수문기상학적

정보는기본적으로물관리결정시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인 경제, 환경, 사회경제학적 정보 및 목적과

통합되어 물 관리 결정에 더욱 더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토지이용규정, 경제적우선순위, 무역정

책 및 비용편익 기준 등이 물 관리 선택사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정보이다(Stakhiv and Steward, 2009). 이런

점을고려할때, 현재의물관리는자연의예측불가능한변

화, 인구성장의 타이밍, 이주, 세계화, 소비패턴의 변화, 기

술의발달및산업발달등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시되어 왔

다. 기후변화라는재앙이임박하고있다는사실은이러한문

제들의 중요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앞서 언급한 요인들에

의한 복잡성의 심화에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추정은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기때문에현재도전과제중하나는수자원시스템의미

래 정보 및 계획 하수량이 역사적 기록을 기반으로 더 이상

예측 측정이 불가능한 수자원 시스템에 필요한 새로운 기반

시설 구성요소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하

에서오늘날의과학은과거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미래

의 니즈를 예측하는데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Turton,

2007). 급변하는시대에서수요를예측하는것은어려운과

제로서 복잡성을 더욱 강화한다. 물의 성장동력은 자체적으

로 상호작용을 하여(9장 참조) 새로운 불확실성과 이에 따

른 위험 및 다양하고 복잡한 복합적인 통합과 실행 가능한

경로를제시한다. 관리에있어다양한도전과제를다루는사

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예

를들어토지이용변경, 도시화는이미오염을일으키고있

고 표면 밀폐와 산림, 습지 유실로 유출수가 증가하여 홍수,

퇴적및부영양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인구증가를포함한

인구통계학적인 변화,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이주로 인해 종

종 물과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자원에 대한 압력

의 증가는 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해안

“대중들은종종충분한
정보를제공받지못하여
현존하는수자원을이용할
때이것이물의질과양에
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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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해안 지역은 이미 물 공급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증가함으로써 종종 지하수

의 염류화를 초래한다. 즉, 지하수의 토양 내에 수분량이 많

아져서 희석된 소금성분이 지표까지 올라오게 되었지만 충

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

2009). 에너지소비의증가가물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이나 화력발전소 냉각에는 엄청난 양의 물

이 필요한데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에너지 소비에 따른 기후변화로 수온상승이 더욱 심화되

면서 많은 물이 손실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황 순환

으로 인해 산성비가 만들어지면서 물의 화학상태도 변화를

겪고있다. 결국댐, 관개시스템등의기반시설상태가적절

하지 못하면 수자원 낭비라는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

다. 이로 인해 물 부족이 악화되고 심각한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될것이다. 이러한위험은기후변화의여파를악화

시킬것이다(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09).

일반적으로 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학분야는“역

사적인 경험의 축적, 법, 공학 관행 및 규제를 통해”구체적

이며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미래의사건들을예측하고적

응해 왔다. 그러므로 홍수 예방을 위해 100년 사용 가능한

범람원을조성하고, 작은규모지만자주발생하는재해에대

처하기위해도시배수시스템을설계하고, 만년단위로드물

게 발생하는 홍수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만들어 댐 안전성을

고려했다. 이러한 예방활동은 비용의 적정성, 인구의 비교

취약성, 국가및지역적경제적혜택등모든요소를고려한

사회적판단이다. 이러한결정은경험적또는시뮬레이션모

델링을 기반으로 한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위험에 대한

사회허용과서비스에대한신뢰의규정은대중의참여와더

불어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사회 계약”의 일부분

(Stakhiv and Pietrowsky,2009, p. 8)이며 소프트 경로

접근법에서불확실성의한요소이다. 

디스카운팅이란 미래의 비용 편익을 현재의 단일한 가치로

환산하는방법으로중요한개념이다. 왜냐하면비용-편익계

산에 주요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높은 스카운트율은 적응

비용을 현 단계에서 피하고 싶어할 것이다. 반면 낮은 디스

카운트율은 즉각적인 조치를 촉진한다. 그러므로 디스카운

트율을정하는것은결정에중대한영향을주는요인을기반

으로수세대를위한사회복지를규정하게된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개발되어 다가올 미래를

사회 가치에 기반한 결정에 따라 규명하게 된다. 이러한 시

나리오에 기반을 둔 모델은 미래의 수문학적 상황을 예측하

고 물 관리 방법들이 해결할 수 있는 취약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을줄것이다(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09).

5.1.4 적합한관리

물 관리의 복잡성, 불확실성의 증가 및 사회경제 발전과 기

후변화는 전통적인 지휘 및 통제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

음을 보여 준다. 통합수자원관리(IWRM)을 위한 적합한 접

근법은이러한상황에대응하는것이다. 적합한관리는일반

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리 전략을 파악하고 관리정책

과 관행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Pahl-Wostl et al., 2007).

적합한관리는급변하는사회, 경제, 기후및기술분야에대

처및적응하려는지속적인노력과정이다. 중요한것은적합

한물관리는일련의피드백순환이물관리시스템에내장되

도록 하여 점진적이며 다양한 적응을 통해 재앙수준의 문제

가발생하기전에대비할수있게해준다는점이다. 또한배

움을통해관리방법을알게될것이다.

물관리를배우기위해서는구조적, 비구조적방법의효과성

을 테스트함에 있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정치적 분야를 이

해해야한다. 이러한접근법에서관리의질은매우중요하며

관리전략과방법의변경이관리과정중에필요할수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Pahl-Wostl et al., 2007). 성공적으

로 적합한 물 관리를 하려면 전체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접근법이필요하다(Mysiak et al, 2010), 

쪾이러한 접근법은 정부, 사회, 과학 분야의 협력 기반 위에

조치가 취해져야만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다. 신뢰와 사

회자본은문제해결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쪾이러한접근법은적응적접근법을방해하지않고정치, 제

도, 법적환경이라는“제기능을하는환경”에서가능하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09).

쪾이러한접근법은물공급관리에서물수요관리에이르기

까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수자원의 베이스 라인은 물

수요가 아니라 수자원의 가용성이다. 물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하면자원이부족할때다양한용도로사용할수있도

록지속가능하게물공급을할수있다

쪾이러한 접근법은 비구조적인 또는“소프트적인”물 관리

방법에관심을더욱갖도록해준다. 법적·정책적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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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모든분야에서물을지속가능하게사용할수있도록

해주며동시에형평성과빈곤완화방법에대한상당한고

려를하게해준다.

쪾이러한 접근법은 에너지, 식량 가격, 인구 통계학적 추세,

이주, 소비패턴, 기후변화와같은변화속에서적절한물

관리가일시적인조치가아닌장기적이고지속적인노력임

을 잘 인식한다. 또한, 적절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

식한다. 

쪾이러한 접근법은 수자원 이용의 가치평가 및 가격 결정에

기반을둔물관리의자금조달을할때취약층에게불균형

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역 경쟁력에 무리하게 해를 끼치

지않는방식으로한다. 

권고 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관리자들

은전통적방식에대한타당성및다양한주체들의저항을극

복해야한다. 그러나지역및국가적차원의권위주의적규제

당국에게주요도전은비난을극복하고다른주체들과권력을

공유하는것외에도“이러한방식을실행할수있는조율된비

전”을 개발하는 것이다(Timmerman and Bernardini,

2009, p. 2).

5.2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물관련제도의중요성

5.2.1 제도: 게임의법칙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에

따르면, “제도는 인간적으로 고안된 제약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상호작용을구조화한다.”고설명한다. 제도는비공식

적 제약(제재, 금기사항, 관습, 전통, 행동규약)과 공식적인

규제(헌법, 법, 규제, 재산권) 등을포함한다(North, 1990,

p. 97).

제도는“게임의 법칙”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역할과 절차를

규정하고 성과와 안정성을 갖게 되고 무엇이 적합하고 합법

적인지를 결정한다(25장 참조). 이러한‘규정’은 역사, 지

리, 문화, 정치에 상응하여 유기적으로 진화하며 기술 발달

과전문적인관행의변화, 지역의역량등을반영한다. 물관

리자들외의 주체들이 종종 물에 대한 게임의 법칙을 제정하

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게임의 법칙은 중요한

인식없이물의중요성이간과된채제정된다.

제도는 물 관리와 건강, 복지,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는 주요

서비스의 제공을 기반으로 한다. 글로벌 물 관련 제도의 문

제점은 모든 단계에 적절한 제도의 부족으로 발생한 지배구

조의 부재와 현존하는 제도의 만성적인 역기능이 원인이라

할수있다(Lewis et al., 2005). 물관리제도는많은국가

들의 광범위한 제도적 기본틀의 일부분이다(11과 25장 참

조). 이 기본틀의 효능성은 수자원과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 접근법을 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

다. 법, 정책, 민간및공공기관과‘워터박스’밖에있는이

해관계자들은 모두 물 관련 제도가 일반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방식에영향을줄수있다.

5.2.2 어떤제도가주요하며왜중요한지

물 관련 제도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초국가적 단계에 이르기

까지다양한규모에서기능을하며수자원과서비스의할당,

배분, 관리, 계획, 보호및규제를감독한다. 제도는역할, 절

차를 규정하고 무엇이 적합하고 적법하며 적당한지를 결정

짓는다(25장 참조). 또한 전통적, 현시대적 사회규범이 물

이용과관리에적용될수도있다.

비공식적인 물 권리 시스템이 단순히 ‘관습적’, ‘전통적’,

‘아주 오래된’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런 시스템

은 규정, 절차 및 현시대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조직적

인형태의역동적인믹스를형성한다. 이러한시스템은지역,

국가, 세계의 규정을 통합하며 때로는 토속의, 식민지의, 동

시대의 규범 및 권리를 혼합한다. 지역의 물 권리는 다양한

기원을 가진 규제와 원칙 및 합법화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하

는법적복수주의환경속에서존재한다(Boelens, 2008).

중동지역에 확산되어 있는 아플라즈 관개 시스템은 비공식

적인물할당시스템의한사례이다.1후견주의2또는부패또

한다양한분야와집단사이의수자원과서비스의할당을결

정하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비공식 시스템은 때때로

공식적인 경제에 동화될 수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소규모

민간식수공급시스템이인정을받아왔으며지역정부와소

규모민간기업간의합의가이루어져왔다. 그러므로서비스

의 가격책정과 질을 쉽게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었다

(Phumpiu and Gustafsson, 2008).

2010년 UN 총회와인권위원회가내린결의안에따르면안

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권리라고 확언하였다

(섹션 1.2.4 참조). 회원국은자국내에서모든국민에게물

과위생에관한권리를점진적으로실행하여야한다. 이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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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현재물과위생에대한권리를누리지못하는수십억의사

람들에게필수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데큰진전을가져오기

를 바란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세계보건기구/유니세

프 공동 수자원 공급 및 위생 감시계획(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위생과 식수에 관한 세

계연간평가(GLAAS) 보고서에따르면, 전세계 8억 8천 4

백만 명이 아직도 적절한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26억명이개선된위생을이용하지못하고있다(세계보건기

구/유니세프, 2010). 좀 더 정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물에

대한 권리를 측정하여 얻은 수치들도 여전히 과소평가 되어

있다. 어떤수치에따르면가정내안전한수돗물을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3~4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물 권리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것이미래의물서비스발전에중요한원동력이될

것이다.

5.2.3 ‘ 목적에부합하는’제도

세계물개발보고서 2판(WWDR2)에따르면수자원및서비

스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의 주요 원인은 물 부족 때문이 아

니라‘인간의 능력과 물리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 및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

이다(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 2006). 예를 들어, 가장 큰

부족을겪고있는국가들의경우현수준의위생과식수에대

한원조를받아들일수없다.

이러한 개도국들은서비스를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위생과식수서비스제공하기위해계획, 실행, 감독하

기위한국가적시스템과하위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

이다(세계보건기구/유엔워터, 2010). 세계보건기구/유엔워터

세계 위생 및 식수에 대한 평가와 분석(The WHO/UN-

Water GLAAS, 2010)은위생및식수문제해결을위해서

는적절한제도적역할과책임을규정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

다. 국가전략이잘갖추어져있고적절한재정조달이가능한

경우에서도위생및식수의진전을제한하는요소들이여전히

있을 수 있다. 적절히 교육 받은 유능한 인적자원 부족, 효

과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는 작업환경 결여가 그 예이다(세

계보건기구/유엔워터, 2010). WWDR2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물 관리의 혼란의 이유는‘물

관련 제도의 결여’, ‘단편적인 제도적 구조들간의 불일치’

때문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GLAAS 2010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효과적인 제도와 함

께‘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최적화

에 중요하다고 한다. 진전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생과 식수

에 관련된다양한 제도의역할과 책임을명확하게규정하는

것또한중요하다.’(세계보건기구/유엔워터, 2010, p. 2).

관련국가에서사업을하면서겪게될다양한제약사항에대

해 조사한 최근 비즈니스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제도로 인

한 제약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1). 관료주의적 성

과, 부패관리와같은제도및통치관련이슈들이사하라이

남지역과남아시아지역에서는기반시설의질보다높은순위

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3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많은 경우

에물개발투자는소프트, 하드방법들이조화를이뤄야하

며 제도적 개혁을 우선 순위로 하고 유용한 지배구조, 효과

적인 규제, 견실한 운영 능력 및 부패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점이다. 

많은 국가들은 제도적 설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중동지역, 북아프리카의 경우 물 제도는 강력한

정부 중심의 상의하달식 관리와 관료주의적 통제를 반영한

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정부, 시민사회, 시장 사이의 권력 분

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명성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책임에중요성을두고있다.

유형에 상관없이 제도는 자원 할당, 퀄러티 보호, 계획 등의

유사한 문제들을 다룬다. 할당은 중동지역 국가들에게 보편

적인이슈로자리잡아가고있다. 왜냐하면이지역에서는이

미 물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발을 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물

공급에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동

지역의많은국가들은물의최대 90%까지관개용으로사용

하고 있지만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분야는 자주

심각한물부족에직면하고있다(Beaumont, 2005). 

효과적인 제도는 자연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불확실성

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공유에 대한 긴장과 충돌을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으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불확실성

을 감소시켜줄 수 있으며 더욱 합리적인 물 사용과 할당을

할수있도록해줄것이다. 효과적인물제도는몇가지목적

을달성한다. 

다양한 규모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제도는 누가 재원
을 관리할지 및 소유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규정한다

물관리및제도, 역량개발 147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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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da, et al., 2006). 제도는 실질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규정을정하고다수의또는공동사용자간의관계또는

천연자원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냐

는최근행해진물분야개혁을통해서비스제공및유역관

리와연관있는기관의역할과책임을제도적으로분명히구

분 짓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개혁은 분야전체의 접근법

으로 계획(SWAp)4을 하도록 하여 파트너십, 행동, 투자,

계획, 조율, 감독 및 결정을 촉진하며 한 분야 내에 또는 분

야간에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두고있다.

한계를 정하고 충돌을 중재한다. 제도는 물 이용에 대한 개
별, 집단적제한을정하고누가어떤물을얼만큼언제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한다. 물 수급의 격차가 더욱 벌

어짐으로써 물 사용자, 지역, 경제 분야 간의 경쟁이 심화된

다. 그결과자원할당및관리를담당하는기관들은더욱부

담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관리하는메커니즘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메

콩강유역은지방정부간의복잡한관계와물관리시스템간

의경쟁을잘보여준다. 초국가적인물관련충돌은보통메

콩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환경 및 개발로 인한 물 부족

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충돌이 예상되며 규제,

할당 시스템에 개혁이 있을 것이다. 몇몇 경우에는 물 관리

충돌은제도적변화를촉진해왔다.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촉진한다. 제도는 투자증진
과효과적투자를기반으로한다. 취약한제도는투자위험을

증가시키고국가의경쟁력과기업의성과에영향을준다. 효

과적인제도는거래비용(경제적교류및시장참가에서발생

하는다양한비용)을줄이고연구, 정보, 거래, 결정및정책

실행을위한비용등을줄일수있다.

5.2.4 물관련제도: 현상황과미래도전

물은다양한분야를포함하며자연순환을통해다양한규모

그림 5.1

일부지리경제지역에서사업을하는데있어주요장애요인

참조: 조사에사용된질문은‘여러분의국가에서사업을하는데있어위에언급한 14가지제약사항중가장문제가되는 5가지를고르시오.’

출처 : Kaufmann(2005, fig. 2,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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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전반적으로통합된관리시스템없이사용된다. 

예를들어통합수자원관리(IWRM) 패러다임을적용하는것

을포함하여물관리를일관성있게하더라도지역발전에대

한 국가 정책, 국가적인 무역, 관광, 주택, 에너지, 농업, 식

량안보 및 환경보호와 같은‘워터 박스’외부의 요소들이 있

어야물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다. 이러한복잡성때문에

물관련제도가현재및미래의위기와불확실성에적응하고

일관성있는접근법을개발하기란어렵다.

다양한 재원 및 이용/서비스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물

관리구조는물관리를위해현존하는복잡성과단편성을보

여준다. 물 분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물 부처’을 찾기란

어렵다(볼리비아, 인도, 탄자니아에서는 존재). 일반적으로

는수자원, 관개, 환경, 전력, 수송, 건강, 도시지역물공급,

농촌지역 물 공급 등을 별개로 책임지는 부처가 존재한다.

각각의요소는물에영향을주지만각각의부처가별개로책

임을 지고 행정 조직을 갖추고 이해관계자들과 독립적으로

자금조달을한다.

물 관리의‘게임의 법칙’은 기후변화나 환경의 지속가능성

에대응하기위해물을부차적인문제로생각하는분야의특

정한 요구에 의해 즉각적으로 결정이 취해져야 하는 분산된

제도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다양한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고

여러가지이슈에대한일관성있는결정을내리기위해서는

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주요 분야의 결정자들을 연결시키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좀 더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들

이규정을만드는과정에참여할필요가있다(그림 10.2).

일부국가들은효과적인물관리를위한진전을보이고있지

만 제도 개혁의 성공은 부정적, 긍정적 요소가 혼재한다. 다

수의국가는관리, 재정및능력측면의단점을극복하지못

하고있다. 예를들어가나, 인도, 남아프리카에서개혁은경

제개혁의 일부분에 속하지만 균일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

다.

제도적 개혁의 공통적인 특성은 수자원 계획, 강 유역 관리

당국신설,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촉진, 비용-효과분

석사용, 비용회수및비용-편익분석등의통합수자원관리

(IWRM) 기본틀을 도입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이다. 물서비스에대한권리기반접근법과통합및책임기

준을사용하는것은최근전개사항이다.

물관리와정책수립은문화, 경제, 정치, 사회, 환경적변화

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이 제

도적 개혁에 다양한 도전을 제기한다. 몇 가지를 상세히 설

명해보겠다. 

통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을 관리하는 제도는 충분히 포
괄적이어야하며물관리정책은충분히일관성이있어서다

가올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예가

바로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는현재제도변화를이끄는주

요 원동력이다. 물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양한 분야에서

느낄수있도록하는주요매개체가될것이며물관리를통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 감소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

을것이다. 물가용성과수요의변화는건강, 식량생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물다양성과 같은 분야에서 존재하는 어려

움을 더욱 심화시키면서동시에 홍수, 폭풍 해일, 산사태 등

과같은이상기후현상으로발생하는물관련위험이증가할

것이다. 제도적 대응에는 비용-효과적 보존 방법 증진과 효

과적인물수요관리관행하에효율성증진이포함된다. 지역

제도 강화 및 사회 네트워크 강화는 성공적인 적응의 필수

요소이다(박스 5.1).

제도는 충분히 유연성이 있고 적응력이 있어서 물 수급에서

의불확실성을해결할수있어야한다. 어느정도의정부차

원 인식 및 동화는 민간 물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서 정당

화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 공급업자들은 기존의 정부가

제공하는 공급네트워크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있다. 

통합, 투명성과 책임성. 관리 부실, 부패, 관료주의의 타성,

관료주의절차등을해결하기위한노력이제도적변화를이

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부패는 부실한 관리를 보여주는

핵심이며 부실한 관리는 투자를 왜곡시키고 거래비용을 증

가시키며혁신을저해한다.

작은부패는가난하고권한을부여받지못한약자에게특히

영향을준다. 무엇보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서비스제공

자의 성과와 지출에 대한 규제를 실행해야 한다. 대부분 개

도국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는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현존하는 감독 시스템과 정책 실행, 제재 및 인센티브는 제

도적 기반에 적용되지 못하며 후견주의 및 부패로 종종 제

기능을못한다(박스 5.2).

물관리및제도, 역량개발 149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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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150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역량개발과 재원. 지역의 물 관련 기관의 대표단은 권한, 도

구, 재원 등의 능력 이전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대표단은 신중한 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분

권 또는 중앙집권 수준을 결정하되 기술적 측면과 규모 및

범위의경제를고려해야한다. 물관리및서비스기관은잘

알려지지않고인기가없기때문에이들기관의재원과능력

이점차적으로손실되어왔음에도잘알려지지않았다. 이러

한경향은만일문제의기관들이필요한포괄적인변화를이

행하지않는다면반전이필요하다. 

개도국의대다수물관련제도는적절하며지속가능한자금

조달에 취약한 상태이다(Dinar and Saleth, 2005). 제도

적역량증진과적응에새로운자금이요구되지만, 기존의자

금조달또한매우중요하다. 물 자금조달의 대부분은 기반시설 개발에 사용되고 작은 부

분만이운영, 유지보수, 제도및인적능력개발에투자된다.

2009년-2010년 시민사회(CSO)와 GLAAS 국가 보고서

에 참가한 11개의 국가들 중 임금, 비임금 및 도시 보조금

박스 5.1

대히말라야산맥에서의물부족에대한적응

대 히말라야 산맥에서의 5가지 사례에서 보면 일부 사람들

은 과도한 물(홍수, 침수) 때문에 또 다른 일부는 부족한 물

(가뭄, 물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

의 치트랄(Chitral) 지역의 건조한 계곡, 네팔의 중앙 언덕,

인도 베하르(Bihar)의 범람원, 코쉬 유역(Koshi basin),

인도아삼지역의브라마푸트라강의범람원, 중국윈난성구

릉지대가조사대상지였다.

적응을 위한 주요 조사내용은 생계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제

도 및 사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략 믹스로 구성된다. 문화규범 및 규칙은 인간의적응 행

동에 영향을 주며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과 규칙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

해 변하기도 한다. 더나아가 국가 제도및 정책은 국가차원

에서는규범및가치의적응에의한행동양식에영향을주기

는 어렵지만 지역차원의 사람들에게는 국가적 제도의 정책

이적응력에강한영향을준다.

출처 : ICIMOD (2009);25장참조.

박스 5.2

중남미에서의규제회계의발전

회계 조작은 공익사업을 규제하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 당국은 보통 상당한 관심을 그들의 규제대상인 공익사

업이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둔다. 일반적으로 규제자는 관할

권하에 회계시스템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일

을 할 수 없다. 상하수도 사업이 199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민간투자에 개방했을 때 규제 기본틀을 개발하여 국가가 정

한목적의방향으로유도할필요성이생겼다. 아구아스아르

헨티나시스템은최초로이지역내물과위생서비스공급자

를 위한 규제 회계를 경험하였다. 다음의 교훈은 효과적인

규제프레임워크를실행하면서배운것이다. 

쪾가능한 정도까지 프로젝트는 규제자와 규제대상 간의 공

동의 임무로 접근해야 하며 양측에는 다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전담팀이필요하다.

쪾프로젝트의 공헌자들은 가능한 빨리 합류해야 한다. 이러

한공헌자에는기술, 운영, 상업, 행정, 정보기술인력들로

서효과적인협력과지원을확실히해준다. 

쪾현존하는 대기업에서 규제 회계 실행에 관련된 정보시스

템과 절차를 수정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재량권을 제한하고 변화를 실행하는 시간을 연

장할수있다

쪾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고 필요한 수정을 할 시간을

갖기 위해, 프로젝트가 공익사업체와 규제 당국의 기업문

화에미치는영향이참작되어야한다.

국내외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이 서비스

제공자의규제및감독에서도존재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일

단아구아스아르헨티나계약이 2006년철회되고서비스가

정부 소유 기업인 아르헨티나 수도공사(AySA)로 넘어갔을

때, 새 규제 기본 프레임워크에서 제정한 것은 공기업도 규

제회계를실행해야한다는것이다. 

출처: Jouravlev (2004) and Lentini (2009a,b).

4-1-1권4   2013.12.13 11:43 AM  페이지150   mac3 



등의 경상경비가 총 위생 및 식수 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은

13% ~78%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부지출을위한자

금조달 중 내부 자금원만을 포함시킨 것이었다(세계보건기

구/유엔워터, 2010). 공공 민간 분야의 자금조달은 필요한

경우혁신적인자금조달접근법을통해개선되어야한다.

전통적인 물 계획은 과도하게 엄격하여 적합한 관리 기본틀

과제도를위해필요한도전과제를충족시키기어렵다. 따라

서 회복력 있는 제도와 접근법이 요구되어 왔다(세계물협력

체, 2009). 사실, 물 관리 및 사용을 관장하는 제도는 불변

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개혁은 충돌의 결과

로발생한다(박스 5.3)

제도적 개혁은 스스로 이전비용을 발생시키고 몇몇 기대 혜

택을 상쇄시킬 수 있다. 케냐의 경우 몇몇 이해관계자들은

계획에대한분야전체의접근법(SWAP)과같은제도적변

화를잠재적인관료주의와복잡성증가로볼뿐만아니라대

중의의사결정권을더빼앗는것으로보고있다. 일각에서는

SWAP로 인해 이전비용이 잠재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

려하고있고비정부기관(NGOs)에서도 SWAP가자금조달

수준을감소시킬수있다고우려한다. 이러한제도적개혁은

더높은수준의투명성과정부의감독능력을요구한다. 현재

이부분의수준은낮은편이다.

물 분야의 제도가 발전하려면 더욱 광범위한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없다. 영국의웨일즈와칠레에서는물자산의민영화

가 이루어졌는데, 칠레에서의 물 시장은 정치·법률적인 측

면에서 관리하던 물을 민간이 관리하고 소유하게 되면서 성

장했다. 물관세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 부족한자원을할당

하기위해서는강력한국가통제보다는시장을이용하여더욱

광범위한민간생산자의참여를유도하고경제적인차원에서

실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 서비스의 관리 및 제공

에서 공공·민간 분야의 정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나라마

다 다르다. 그러나 정치, 이념,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공공분

야가 항상 우세하다. 선진국의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소유권의 형태와 다양한 트레이드오프의

사례별 평가에 대한 호의적인 대중의 태도가 정당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Renzetti and Dupont,

2003; Vickers and Yarrow, 1988).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제도

적 모델이 공존하여 정책과 기술 및 논리적 혁신을 위한 복

원력과잠재력을높일수있다는주장도있다.

5.3 제도적지식과역량

5.3.1 지식의동화및전이의중요성

물관련문제들은보통비효과적인제도와부적절한물관리

의결과로생긴다. 물관리개선을위해필요한것은포괄적

인기술과훈련으로구체적으로는공학, 기반시설유지보수,

재정 및 정책 분석 등이 있다. 또 다른 가치 있는 지식의 원

천은지역의물전문가가물을직접관리하면서얻는경험이

다. 이러한 지역적인 지식은 기록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인식하지도못한다. 중요한것은지역관리자가그

들이 운영하는 물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

을 인식하고 종종 새로운 쟁점들과 문제점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해결책도제시한다는점이다.

지역 해결책은 지역 고유의 관행과 지식을 반영하고 우선순

위에 부합하는 목적을 가질 때 효과적이다. 지역 지식은 이

해되고고위의사결정론자들에게전달되어국가적으로정책

구성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광범위

하게적용될교훈을수용하고지역의제도및시민사회의역

량을구축하며지역주체에권한을부여한다. 

보통역량은‘무엇을할수있고이해할수있는능력’을말

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역량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 집단, 제도 및 기관이 발전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것이라정의한다(유엔개발계획, 1997).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공관리네트워크(OECD-DAC

GOVNET, 2006, p.12) 따르면역량구축이란‘시간이흐

름에따라사람, 기관및전체사회가역량을발휘, 강화, 창

조, 및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국제적으로역량구축및역

량개발은MDGs(Pres, 2008)를달성하는데필수이다. 이

것이의미하는것은효과적이며지속가능한물이용을이끄

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관리제도에 대한 자금조달과 재

원 공급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식을 입수하는 것은 물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낳기 위해 매우 중

요하다. 

‘지역 중심’과‘기술적 접근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적인 리더십과 권한이 필요하며 하의상달과 상

의하달접근법사이의균형을맞추어야한다. 무엇보다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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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것은지식을적용하는데초점을두는태도야말로역

량개발에있어가장중요하다는점이다.

5.3.2 효과적인제도를위한변화

물공급과위생분야는대다수개도국에서는우선순위중하

위에 있다. 이들 국가의 주요 우선순위는 건강,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1997년이래로위생과식수에할당된개발원조

비중은 8%에서 5%로 하락했다. 반면 건강에 할당된 개발

원조 비중은 7%에서 11.5%로 상승했으며 교육의 경우는

7% 수준으로현상유지를하고있다’(세계보건기구/유엔워

터, 2010, p. 15).

그러나기반시설과인적자원모두투자가부족하여불충분한

물 관리를 하게 되어 보통 수인성 질병을 낳는다(섹션 4.1).

이러한 질병은 개도국에게는 최악의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개도국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Jønch- Clausen, 2004). ‘설사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

향’은HIV/AIDS, 결핵과말라리아를다합한영향보다크다

(세계보건기구/유엔워터, 2010, p. 2). 그러므로물관련제

도의효과를증진시키는것이매우필요하다. 1990년대이후

역량개발이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데선호되는접근법이되

었다(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공관리네트워크, 2006;

Pres, 2008).

역량 개발은 전체적인 접근법을 요하며 이를 통해 인간, 조

직및사회가계속해서지속가능한개발능력을동원, 유지,

박스 5.3

변화의요인으로서의물분쟁

최근물, 강유역관리에있어변화는충돌의결과물로발생한다. 호주머레이-달링유역(Murray-Darling Basin)의경우는환경보

호주의자들과 농민간의 오랜 분쟁으로 토지보살피기운동(Landcare movement)과 이 유역의 물을 관리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포럼을만들었다. 지난오랜기간동안주정부간의경쟁적인수요는머레이-달링유역물관리의제도적개발의기반을만들어

왔다. 참여모델과같은담수량관리를두고충돌되는비젼은뉴사우스웨일즈의제도적접근법을형성하였다. 

충돌을피하는자체로물관리의혁신을이끄는원동력이될수있다. 동남아시아의경우메콩강을공유하는국가들간의재원기반

의충돌의씨앗이메콩강위원회를통한강한협력의원동력이되었으며위원회에공식적도움을주기위한중요한정당성을제공한

다. 세산(Se San) 문제는좋은예이다. 캄보디아북동지역의하류강가지역사회에있는베트남얄리폭포(Yali Falls Dam) 댐은

힘없는국가의토착주민이더강력한정부에의한재원개발의영향을해결해야할상황에처해있다. 강위원회들은항상은아니지만

개선과혁신적인방법론적접근법을제공할수있다. 최근에는신속한유역평가기준이발표되었다.

태국의경우정부의물관련법의초안을두고벌어진충돌은물가격결정옵션을포함한물관련입법및통제에대한활발한공식

적인토론과포괄적인국가정책아젠다를이끌어냈다. 이로인해혁신의속도가베트남라오스의개혁속도와비교했을때약화되

었다. 태국의물관련법은 1997년과 98년에충분한공식적인토론없이통과되었다. 그러나베트남에서물관련법초안에대한제

한적인토론이있었지만 20여차례개정이있었고국회에서통과되기전대대적인토론이있었다. 

출처: Boesen and Munk Ranvborg(2004). 추가정보 http://www.mrcmekong.org/news-and-events/news/innovative-tool-for- mekong-

basin-wide-sustainable-hydropower-assessment-launched/ 참조

“지식은사회, 자연을
이해하면서여러분야를
포괄하여통합된접근법을

촉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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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및 확대하게 된다(Batz, 2007).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물관리방식은매우역동적인시스템을다루는데때때로충

분하지 않다.(Timmerman et al.,2008). 이러한 전통적

인방식을통제에만역점을두는것에서배움에기반을둔관

리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인간적 차원을 관리시스템의 한 부

분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통합수자원관리(IWRM)는 적합한 물 관리(AWM) 접근법

에기반을두어야한다. 여기서적합한물관리(AWM) 접근

법이란‘실행되고 있는 관리 전략을 배움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 정책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Pahl-

Wostl, 2007, p. 51). 개혁요건은제도마다주요기능과권

한에따라다르다. 또한각국과각지역은수자원상황과제

도적 기본틀 측면에서 특정한 특성과 요건을 가지고 있다

(Hamdy et al., 1998). 이것이의미하는바는일반적인접

근법이없으며문제해결과제도는각국가와지역마다특정

요구나상황에따른맞춤식으로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다. 

물관련제도는대체적으로기술과공급주도에좌우된다. 일

반 상식과 능력은 보통 학문적 지식에 초점을 두며 기술적

노하우와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요구되

는 지식은 물리적이며수문학, 생물학, 지질학 및 기타 생물

물리학과관련이있다(Chambers, 1997). 이런종류의전

통적인기술관련지식과역량이중요하며앞으로물관련기

관과의사결정이여전히중요하게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술적 솔루션에서

포괄적인 의사결정과 하의상달 접근법을 포함한 과정과 인

간관리에중점을두어야한다(Tropp, 2007).

지식은사회, 자연을이해하는것을기반으로다양한분야를

포함해야하며통합접근법을촉진할수있어야한다. 그러므

로모든이해당사자들을참여시키고권한을부여하여물제

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간 조율은 수자

원관리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인식제

고, 지역사회에서정치인들을포함하는모든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기반으로 성립

된 제도가 바로 유역관리 위원회이다. 유역관리 위원회는 통

합수자원관리(IWRM) 접근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이해

당사자 그룹들이 자신들의 유역내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관

점과 관심사항을 소통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한다(Jø

nch-Clausen, 2004; Dourojeanni, Jouravlev and

Chávez, 2002 and Dourojeanni, 2001 지역측면의 사례

와문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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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4

메콩강유역의적응능력강화

2000년에 메콩 델타지역은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경험

했다. 그 해에 홍수로 약 8백명이 사망하였고 9백만 명이

피해를입었으며경제적피해규모는 4억 5천 5백만달러에

육박했다. 그 후, 홍수 완화관리 프로그램(FMMP)하에 다

양한 이니셔티브가 실행되어 왔다. 여기에는 홍수 예측능

력, 홍수위기통합관리및지역계획과정의통합가이드라

인, 홍수가능성 맵핑및토지이용구획설정및연간메콩

홍수포럼등이포함된다.

FMMP 2009 홍수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특히홍수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또한 FMMP

2010 연간메콩홍수포럼에서중요한논의주제였다. 이번

포럼은메콩강유역을이해하는것을촉진하며정부및기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구에게 다양한 규모로 강의 흐름

변화및홍수위험에관한데이터를수집하고경험을공유하

여함의하는바와대응을찾을수있는기회를준다. 예를들

어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는 유사한 도전에 지방분권

재난관리시스템을실행하는국가들의지역규모별홍수위

기관리통합에관한교훈을제공해주고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는 다양한 국

내 NGO와 정부재난관리위원회로 구성된 캄보디아의 국가

재난위기감소(DRR)포럼에 참가하여 아시아재난대비센터

(ADPC)와 메콩강위원회(MRC) 모두에게 다양한 접근법

을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또한지역차원의시

험단계의계획과국가재난위기관리(DRM) 정책과정을연

결하는채널역할을해왔다. 

메콩강위원회(MRC)는 다양한 지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메콩강 유역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이해증진을 위해 상호 방

문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와 메

콩강위원회(MCR)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촉진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메콩패널을 기후변화적응 이니셔티

브(CCAI)하에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역내의 기후변화를

이해하고반영할예정이다.

출처: Mitchell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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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유역관리 위원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

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명령 아우트라인이 필요하

다. 충분한 자금 또한 위원회에 할당해 분지 관리에 적극적

으로 기여하고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시,

평가, 의사결정의기반을마련할최신생물물리학, 사회, 금

융,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탄탄한 정보 기반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모든이해관계자들을공정하게대변하고위원회가

모든수준의관리와의사결정에의미있는기여를하기위해

적절한인적능력이가장중요하다. 

물전문가는조정자와정보중개자의역할을수행할수있으

며 모든 수준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며 그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할수있다. 물전문가는우려와우선사항을더잘말

하며 통찰력과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지역 사회, 사용자 협

회, 사업, 지역정부, 기타이해관계자들을지원한다. 이들은

또한 분명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미비아의

경우, 통합수자원관리(IWRM) 계획의 능력 배양 구성 중

중요 요소 하나는 정부의 수행지원팀 설립이다. 이 물 전문

가로구성된팀은지역정부에직접지원을제공함으로써수

도계량기대체정책수립, 누수탐지보수보조, 배관, 일반

물수도관망유지보수와같은업무를돕는다. 

이는 능력 개발과 주인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당국의 기술과

행정 스태프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MAWF,

2010b). 나미비아에서 수행지원팀의 개념은 통합수자원관

리(IWRM) 계획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도입되었다. 그

러나 이 개념은 국가의 통합수자원관리(IWRM) 채택 여부

와관계없이적용할수있다. 지원팀의주요관심은기관과

부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전통적인 수자원 관리 기술 지식과 능력은 AWM의 측면에

서보면여전히중요하지만새관리유형흡수, 채택, 실행하

는수자원관리기관과관리자의능력은추가적지식과능력

에 달려 있다. AWM 하에서 능력 개발은 관리자와 전문기

관에 있어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리스크와 불확실성

증가측면에서관리기관과관리자를충분히지지해줄수있

는 유연하고 책임있는 창조적 기관 설립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의개발을의미한다(van Scheltinga et al., 2009). 

박스 5.4는다른수준에서적응할수있는능력향상을위한

좋은관행의사례를제공한다. 

아프리카의 예처럼 기관 변화의 양성평등적 접근 방식은 성

공의또다른열쇠이다(박스 5.6).

5.3.3 정보통신시스템

물 관리자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새로운정보에접근할수있어야하며정보를처리

하여 새로운 지식에 기반하여 변화를 이행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Pahl-Wostl, 2007). 현지관리자는적시에관리자에

게 유용한 형태로 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있다. 이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며,

서비스제공업자와정부에더많은책임을부여한다. 정보통

신시스템(ICS)은 특히 강 유역·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

로 지식과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국

박스 5.5

개선된물관리성과를이끌수있는정치적리더십

최근 몇 년 동안 개도국에서 물과 환경 장관에 여성이 지명

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 물 안보를 개

선하고국내용및생산적인목적으로물의사용접근권의형

평성을개선하는원동력이되었다. 예를들어우간다의마리

아 무타감바(Maria Mutagamba) 물 장관과 부엘와 손지

카(Buyelwa Sonjica) 전물장관및에드나몰레와(Edna

Molewa) 남아공의 물 환경 장관(2010년에 지명됨)은 차

별 시정 조치를 통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여성 권한을 증진시

켜 왔다.이 세 장관은 아프리카물장관위원회(AMCOW)의

의장을 맡아 물 공급 및 위생 협동위원회(WSSCC)의 물,

위생을 위한 여성 리더(WASH)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와 기타지역의 물 관리 분야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선도적인노력을해왔다. 

2010년 9월아프리카물장관위원회(AMCOW)는 2010년-

2014년 아프리카 물 분야에서 양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만들어 차별 시정 조치를 통해 물, 위생 관리 분

야의 여성진출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레소토, 남아공 및

우간다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를 제공하여 물, 과학과 공학을 포함한 위생 관련 분야의 여

성진출을위한교육을촉진하고있다.

출처: Brewster et al.(2006). 

추가정보 http://www.amcow.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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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수준에서 물 분야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데이터, 정

보와 지식을 포착, 저장, 배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보통

신시스템(ICS)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프레임 워크는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을 향상시키

는데상당한기여를한다(MAWF, 2010a). 공동체적수준

에서향상된의사결정과수자원관리에기여하고, 정보와지

식 공유를 향한 견고한 단계는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도와주

는서비스기관들(예. 정부기관, 확대된서비스, 비정부기

관, 기타 서비스 제공업자)을 포함한 대화 플랫폼을 형성하

는것이포함된다. 박스 5.6은그러한서비스플랫폼의예로

써 통합자원관리포럼(Forum for Integrated Resource

Management, FIRM)을제시한다. 이와같은공동체중심

의포럼은집중해결책에대해논쟁하는것보다정보가제공

된결정을하거나계획하는것에집중한다.

과학적(물리적, 기술적, 사회적)인 조사는 이론적으로 수자

원 관리 향상에 기여해야만 한다. 과학자들은 정치 입안자,

정치가, 공동체에 의해 이해되고, 손쉽게 시행될 수 있는 방

법으로“결과 배포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과학

자들은 반드시 각계각층의 이용자들이 경험으로 얻은 것에

대해 배워야 한다(Seely et al., 2008, p. 236). 정보통신

기술의 범위는 애니메이션과 역할극을 포함한 과학적 지식

을효과적으로소통하기위해존재한다. 

‘뜨거운’물 문제는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이

물관리및제도, 역량개발 155WWDR4

박스 5.6

통합자원관리포럼(FIRM): 나미비아농촌사례

통합자원관리포럼(FIRM)은 일반적으로 관리된 농장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Kruger et al., 2003). 중심에서는농민들의공동체기반기구(CBO) 혹은워터포인트위원회가활동과개발의조직, 계

획, 감시를주도하며동시에서비스제공업자개입을조율한다. 서비스제공업자는전통적권위자들, 정부혹은민간서비스, 비정

부기관(NGO), 기타 CBO 그리고장, 단기프로젝트또는프로그램을포함한다. 

통합자원관리포럼(FIRM)의주요요소는 CBO 주도하의 협력계획, 실행, 모니터링 과정이다(Kambatuku, 2003). 이방법은주

로모든 CBO 회원과관련서비스제공업자들이참여하는회의의형태로이루어진다(연간혹은연 2회개최). 회의기간동안공동

체의비전, 목적, 목표가검토되며재확인혹은수정된다. 공식혹은비공식전년도계획과활동모니터링결과는철저하게논의하여

교훈을 얻는다. 이 분석은 다음해의 실행 계획이라는 연례 회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된다. 이 과정 동안 다양한

서비스제공업자들은자신들의권한하에서공동체가동의한목표에기반을두고공동체에특정한지원을제공하겠다는많은약속을

한다. 이방법은위탁받은서비스제공업자와프로젝트파트너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가 CBO와더큰공동체의동의된필요와희

망에기여를할수있게한다. 이방법은또한공동체가서비스제공업자와만나는데드는시간을최소화하고더나아가그분야에

서발생하는중재에대한공동체의소유권을보장한다. 

출처: Seely et al.(2007, p. 112)을토대로재작성

“현지관리자는적시에
관리자에게유용한형태로

된일관되고신뢰할만한

정보에접근할수있다. 
- 이는의사결정에참여할
수있는권한을부여하며,
서비스제공업자와정부에
더많은책임을부여한다.”

4-1-1권4   2013.12.13 11:43 AM  페이지155   mac3 



CHAPTER 5 156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용될 수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외레순 다리 건설은

ITC의 성공적인 도입을 보여준다. 그 프로젝트는 대중을 포

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로 일해야 하는 각기 다른

원칙의전문가들을포함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실

시간 물 정보 서비스의 설립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

트의 과정과 다른 시나리오 결과를 모니터하고 선제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Velickov, 2007).

실리 등(Seely et al., 2008)에 따르면, 일부 주요 요소의

연결은 모든 수준의 연구 적용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정보, 동기, 능력에 기여하는 번역,

정보 배포, 통신, 통신 플랫폼, 한계 기관, 리더십을 포함한

다. ‘연구 브로커’와 과학 기자들의 학제적인 정책 결정 논

의참여고취는이과정을용이하게할수있다. 대중과정책

입안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는덴마크의과학기자와전달자

들은 과학지식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사회적이

고민주적으로의사를결정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Hvidtfelt-Nielsen, 2010).

5.3.4 지식과능력개발: 지속적인과정

‘최근평가는물관련개발프로젝트들이 90년대중반이전

보다이제점점더효과적이고지속가능해졌다는것을분명

히 보여준다(세계은행, 2010). 이것은 능력이 강화된 개도

국의더강력한기관, 더나은기술관리적역량에상당히기

여할수있다.’(Alaerts and Dickinson, 2009, p. 29).

적절한멘토와함께직접적인경험과함께증가하는능력개

발제공은거의동시에시작될수있다.

그러나 개인, 조직, 기관들에게있어 능력 개발은 끝나지 않

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자연, 사회, 경제적 지식과 환경이 지속

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 개발의 주요 요소는 지

박스 5.7

인도남부바바니의사회적학습과순응적수자원관리

남부바바니프로젝트(LBP)는남인도주의타밀나두에위치한 84,000 헥타르크기의사령지구를보유하고있다. 이곳의가장중

요한 불확실성 요인은 강수량 가변성이다. LBP는 물 부족과 높은 불예측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농민들이 운하 공급 없이 우기를

견디고받아들일수밖에없어농민들은몇년동안배우고적응해왔다. 이지역의대규모우물개발은농민들이어떻게성공적으로

관리해건기동안물부족의균형을맞추는물가능성을늘려왔는지보여준다. 농민들은또한계절에따라차이가있어예측하기어

려운운하를통한물공급의취약성과전체강우상황에작물양식을빠르게적응하는능력을길러왔다. 

전체시스템의연쇄변화는 LBP 시스템내의사회적학습이자리를잡아가고있음을보여준다. 다른경제주체들이함께어떻게시

스템을기술적기반시설, 저수능력과, 운하방출능력, 변덕스러운강수량에의해결정되는공급의가변성의제약안에서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해배웠다. 결합적인 지하수사용과관개된 건조된 작물로부터이득을 얻는 것과같이 농민들이배우고 서로에의해고

취된 방법은 단기로 경제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학습의 예시이다. 장기적으로는 LBP 시스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환경적 반응과

서로의행동으로 배워왔다. 이들은 지배구조구조의변화에 모두 함께기여해 왔으며 기존의기술적 기반시설의원래 용도에얽매

이거나제약되지 않은채새로운혁신적 관습을개발해왔다. 따라서모든 경제주체자들은 변화와 함께살아가지만 무엇이시스템

의변화를초래했는지왜일어났는지에대해서기억하는이는거의없다. 

AWM 분석은 LBP 시스템이시간이흐름에따라복잡한순응시스템의기준을점점더잘충족시켜왔다는것을보여준다. 몇몇변

화가생겨났고초기실수나실패는점차적으로현재의복잡한인간환경기술적시스템에도달하도록점차적으로해결되었다. 이시

스템은순응능력을보여주며농민들은임시적방법으로해결할뿐만아니라상이한순응전략을개발해왔음을보여준다. 더크게보

면시스템은순응체제의요구사항을충족한다. 사회적학습은시스템적수준과개별농민의수준모두에서자리잡았다. 불확실성요

소는점차적으로시스템변화주기동안고려되어왔으며시스템계획에포함되었다. 시스템은상의하달식프로젝트에서다양한주체

들이있는시스템관리로변화해왔다. 농민과당국은모두몇년에걸쳐학습해왔으며이제더나은교류가능성을가지고있다. 

출처: Lannerstad and Molden(2009, pp. 26-27)에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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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변화의 사상과 발전하는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대처

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생각 주입이다. 박스 5.7는 어떻게

지식과 능력 개발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며 과거 이

세션에서언급되었던요소들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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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아플라지(Aflaj)는전통적시스템으로때때로공식적인법적지위를가지고

있으며상이한기간에사용자들사이의물을할당하는전통적관습을규정한

다. 이는소유권또는임대에기반한사용자들의권리의프로세스를포함한다

(25장참조). 

2 클라이언텔리즘(Clientelism)은많은지역에서공통된사회적조직의한형

태로후원자와클라이언트관계가특징이다. 이런곳에서는비교적강력하고

부유한“후원자”가“클라이언트”에게투표또는노동등의다른형태의충성

을대가로직업과보호, 기반시설, 다른혜택을준다고약속한다. 

3 지역내국가들간의큰폭의차이가있을수있는것이일반적으로인정된다.

설문조사의결과는지역적비교에적합치않으며상대적으로받아들여야한다. 

4 증여자가자신의자원을동원하기로합의하고, 원조기금의배분과회계를위

한중앙정부의절차를사용하는것을포함하여일반적인정책을따르기로한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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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국가에서체계적인데이터수집이없다는상황은수자원과물사용트렌드에관한정기적인보고를저해한다. 결
과적으로 더욱 양질의 더욱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물 데이터와 물 회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는 데이터
가용성과 수질의 향상 그리고 더 구조적인 데이터 획득, 물에 대한 더 양질의 정보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관측 방법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라는 측면에서 세계물개발보고서 제3판 이래로 큰 폭의 발전이 없었다.(제 3판 13장
“관측의격차를줄여”참조)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과 같은 세계적인 프로그램은 핵심 데이터 항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사용자들은자신들의구체적인관심사에대한지표들을계산할수있을것이다. 기술적발전은또한수자원의다양
한측면에대한모니터링과보고를더욱쉽게해준다. 이러한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적용하는것이우선과제가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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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데이터, 모니터링과지표의목적

본 판의 세계물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의주제는불확실성이다. 즉, 수자원과수

자원 사용 트렌드에 관한 적합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적합한

정보가현재사용되지못하고있다는의미이다. 성공적인리

스크 관리는 기관에 관계없이, 텃밭을 가꾸거나, 다국적 식

품회사 사업관리나, 국가 경제 관리 모두 충분한 정보를 수

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는 관련 리스크와 불확

실성을 적절하게 범주화하기 위해서이다. 수자원과 수자원

사용의 리스크 관리는 해당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물 관련 활동을 모

니터링하는것이다. 충분한데이터가모아졌으면, 그정보는

특정 분야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표의 형태로 요

약될수있다. 

세계물개발보고서는 2003년 첫 발간 이래, 수자원과 수자

원 사용의 다양한 부분에 관한 데이터와 지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본 4차 보고서의 1권에서도 데이터와 지

표를제시하고있으며(표 6.1), 이정보는다음출판될세계

물개발보고서에지속적으로업데이트될것이다(표 6.1).

표6.1은 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WWAP)이 유수기관들

(UN-물 산하기관, 비영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만든

지표를 제시한다. 이 리스트는 세계물개발보고서(WWDR)

의 핵심인 주요 도전 분야를 범주화한 것이다. 각각의 지표

는 DPSIR 분석체계의 한 가지 또는 한가지 이상의 요소(추

진력, 압력, 영향, 상태, 반응)에 속한다. 지표를 만드는 과

정은 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WWAP)의 가장 중요한 임

무인 전세계 물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다.세계물개발보고서(WWDR) 지표는 체계적으

로업데이트와수정을거쳐서궁극적인목표를달성한다. 그

목표는 자연환경(수자원 순환, 수생환경, 수질, 물 가용성과

사용등)뿐만아니라전세계사회경제및정치적환경의활

동(지배구조, 물 가격책정과 가치평가 등)을 모니터링하고

변화를추적하기위해서UN 산하전체기관이사용할수있

는일련의지표를만드는것이다. 

목표는정보의한면만보여주는것뿐만아니라, 전세계여

러 지역에서 물의 관점과 물 사용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다

르게변하는지를나타내는것이다. 이같은노력은물과관련

된 공공 및 민간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

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정된 수자원 관리를 개

선한다는가정을바탕으로하는것이다. 아울러, 세계물개발

보고서(WWDR) 독자들과 사용자들의 수자원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대한이해를도모하는것이다. 

물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단체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쪾정부. 많은 국가들은 물 안보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확실
하게하기위해서신뢰할만하고객관적인수자원및수자

원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 특히, 국가들은

미래의수자원및수자원의사용과관리에영향을미칠수

있는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 국가들은 벤치마킹하

고 다른 국가와 지역들과 비교함으로써 자국의 상황을 이

해하려고한다.

쪾다자간 기구. OECD와 같은 여러 다자 기관들은‘경제성

장으로부터환경적압력의탈동조화’등과같은환경적목

표를 포함해서 여러 정책목표를 세웠다(OECD, 2001,

p.11). 물사용트렌드와같은요인들을모니터링하는것

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U,

아프리카 연합, G8 등 다양한 지역 기관 및 특별 기관들

은관련된문제들을제기했다. 

물관련이슈들은지역사회, 글로벌다자기관등여러분야

에서 제기되고 있다. 농민, 도시계획자, 식수와 폐수처리 기

업, 재난관리사회, 재계와산업, 환경학자들모두현상황에

대해우려하고있다.

쪾점점 부유해지며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 충분한 식량을 생

산하는 능력은 글로벌 문제이다. 물은 식량생산에 필수적

인 자원이기 때문에 물 가용성, 지속가능성, 물 공급의 변

수(강수, 강과 호수나 지하수로부터의 취수)에 관해 지속

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물 관련 문제들이 지

역 식량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점점더중요해지고있는정치적인우려사항이다.

쪾마찬가지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확대로 인해 정부 계획

자들은 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의 가용수량과 개

발로 인한 폐수의 영향에 관해 질문을 받는다. 수자원에

대한미래압력에대한불확실성은물관리에영향을주지

만, 불확실한물의가용수량은경제활동과도시개발에위

원데이터에서정보에근거한결정까지 163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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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UN 세계물개발보고서지표

지속가능하지않은물사용의지표 원동력, 압력, 상태 주요지표

농촌및도시인구 압력, 상태 기초지표

상대적인물스트레스지표 압력, 상태 주요지표

현재질소부하의근원 압력, 상태 주요지표

대규모강과저수지로인한침전물트랩의영향 압력 주요지표

대기습도변동계수 상태 주요지표

물재사용지표 압력, 상태 주요지표

지배구조
정보, 참여, 정의에대한접근 대응 개발지표

통합수자원관리(IWRM) 목표달성진전평가 대응 주요지표

정착
도시인구비중(퍼센트) 압력, 상태 주요지표

슬럼에거주하는도시인구비중 압력, 상태 주요지표

실제로재활용할수있는총수자원 상태 주요지표

1인당실제로재활용할수있는총수자원 상태 개발지표

자원의상태
실제로재활용할수있는총수자원으로서수입된비중(의존도) 상태 개발지표

실제로재활용할수있는총수자원의비중: 

새천년개발목표물지표
상태 개발지표

지하수개발스트레스 압력, 상태 개발지표

얕은지점과중간지점의염분지하수 상태 주요지표

하천유량분리와규제: 강의강도 상태, 영향 주요지표

생태계
용존질소(질산염+ 이산화질소) 상태 주요지표

저수지보호트렌드 상태, 대응 주요지표

민물어종수트렌드지표 상태 주요지표

장애조정생활년수 영향 주요지표

5세이하아동의성장저해의확대 영향 개발지표

보건 5세이하아동의사망률 영향 개발지표

개선된식수에대한접근 영향 주요지표

개선된위생시설에대한접근 영향 주요지표

참조: 지표산출방법에관한자세한정의와설명이담겨있는지표프로파일시트(일부지표에관한데이터표)는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water/wwap/indicators 에있는대부분의지표에사용가능하다.예외로는‘실제로

재활용가능한총수자원’에대한하부지표가있다. 

a. 이범주는 DPSIR(추진력, 압력, 영향, 상태, 반응) 체제를바탕으로하고있다. 자세한정보는WWDR1(3장, p.32-47;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97/129726e.pdf#page=53)과WWDR2(1장, p.33-38;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54/145405e.pdf#page=21)에서확인할수있다. 

b. 기초지표는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며, 확고한지표로널리사용되고있다;일반적으로데이터는모든국가에서사용되고있다. 주요지표는정의가잘되어

있으며입증되었고, 전세계상황을나타내고, 정책목표와직접적으로연관돼있다. 개발지표는개발단계에있으며방법론적인문제나데이터개발의개선, 테

스트이후주요지표로발전할수있다. 출처: E. Koncag

 

ül, S. S. Saddhamangala Withanachchi, L. Dubin.

분야

자원에대한

스트레스수준

지표
원인·결과접근의

범주a 지표의종류b

4-1-2권4  2013.12.13 12:0 PM  페이지164   mac3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water/wwap/indicator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97/129726e.pdf#page=53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54/145405e.pdf#page=21


원데이터에서정보에근거한결정까지 165WWDR4

표 6.1

UN 세계물개발보고서지표(앞면에이어서)

영양실조인구비중(퍼센트) 상태 주요지표

농촌에거주하는빈곤층비중(퍼센트) 상태 주요지표

총GDP 대비농업GDP 상태 주요지표

관개지중경작지비중(퍼센트) 압력, 상태 주요지표

총취수대비농업취수비중 압력 주요지표

관개를통해염류화된토지비중 상태 주요지표

총관개대비지하수사용비중 압력, 상태 주요지표

공업용수사용트렌드 압력 주요지표

주요분야의물사용 상태 주요지표

산업부문의유기성오염배출량(생화학적산소요구량) 영향 주요지표

ISO 14001 인증트렌드 대응 주요지표

에너지원을이용한전력생산 상태 주요지표

총주요에너지공급량 상태 주요지표

전력생산의탄소강도 영향 주요지표

담수생산량 대응 주요지표

전력사용 압력 주요지표

수력발전능력 상태 주요지표

사망위험지수 상태 주요지표

리스크및정책평가지표 대응 주요지표

기후취약성지수 상태 주요지표

총공공지출중물분야의비중 대응 개발지표

요구되는식수공급에대한공공투자중실제투자비중 대응 개발지표

요구되는기본적위생에대한공공투자중실제투자비중 대응 개발지표

물공급및위생운영및유지비용회수율 원동력, 대응 개발지표

다양한가구소득층의물및위생비용비중 원동력, 대응 개발지표

지식지수 상태 개발지표

참조: 지표산출방법에관한자세한정의와설명이담겨있는지표프로파일시트(일부지표에관한데이터표)는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water/wwap/indicators 에있는대부분의지표에사용가능하다.예외로는‘실제로

재활용가능한총수자원’에대한하부지표가있다. 

a. 이범주는 DPSIR(원동력, 압력, 상태, 영향, 대응) 체제를바탕으로하고있다. 자세한정보는WWDR1(3장, p.32-47;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97/129726e.pdf#page=53)과WWDR2(1장, p.33-38;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54/145405e.pdf#page=21)에서확인할수있다. 

b. 기초지표는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며, 확고한지표로널리사용되고있다;일반적으로데이터는모든국가에서사용되고있다. 주요지표는정의가잘되어

있으며입증되었고, 전세계상황을나타내고, 정책목표와직접적으로연관돼있다. 개발지표는개발단계에있으며방법론적인문제나데이터개발의개선, 테

스트이후주요지표로발전할수있다. 출처: E. Koncagül, S. Saddhamangala Withanachchi, L. Dubin.

분야

식량, 농업과

농촌생활

산업

및에너지

리스크측정

자원가치측정

및가격청구

지식기반및

함량

지표
원인·결과접근의

범주a 지표의종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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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제기한다.

쪾지역사회차원에서, 기존의충분한물공급과폐수방출이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성으로 위험이 더해지고 있

다. 따라서 홍수와 같은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키우기 위

한대책에검토가필요하다.

쪾물은 기업활동의 미래에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대기업들은 평판에 대한 리스크 등 사업의 도전과제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물의 가용수량과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있다.

쪾환경 이해관계자들은 수자원 그 자체가 생태계이며, 다른

생태계의 건강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및 국제

법 모두 환경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규제의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생 생태계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중요하다.

쪾기후변화로인해물관련문제에대한관심이집중됐으며,

물의 가용수량 등 여러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과거에이문제들은과거기록을봤을때, 본질적으로변하

지않고통계적으로예측가능한것으로간주됐다. 기상이

변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로 인

해, 트렌드를가능하면조기에파악하기위해서수자원체

계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

조되었다.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접근

법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전략과 적응

전략에 수자원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활동분야에직접적인사회기반시설투자나‘소프트정

책’적응이니셔티브든지광범위한목표와관리전략에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목표와 전략이 마련되면, 그

효과도 모니터링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지표에

대한정의와적절한데이터의생성이필요하다. 주요한목표

는수자원과수자원사용에대한불확실성을줄여서전체생

태계의 일부분인 복잡한 자연체계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

는것이다.

6.2 주요지표

수자원의상태, 사용, 관리및모니터링등다양한용도를위

해서 과도하게 많은 지표들이 만들어지거나 제안되었다.

WWDR 1판에서는 160개 이상의 지표가 보고되었지만,

WWDR 4에는 49개만 보고됐다. 이렇게 지표수가 감소한

것은 지표에 대해 업데이트 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어렵고,

지표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두 명의 OECD

전문가가최근에언급한것과같이, 지표는항상사회, 정치,

기술 및 제도적 과정을 알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

해서 마련되었다. 환경 NGO가 만든 종합지표는 아마도 정

부 분석가들에게 정보제공의 도구로 널리 인식되기 보다는

대중의 인식을 제공하는 데 더 성공적일 것이다.(Scrivens

and Iasiello, 2010, p.9)

많은분야별지표가제안되고계산되었다. 물사용의단순한

트렌드 이외에도 단위 수량당 생산량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

의물사용효율성은유용한지표가될수있다. 마찬가지로,

처리된 가정 폐수의 양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물 사용이 자

연환경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그

러나기후변화에대한관심으로인해적절한지표선택의중

요성도강조되었다. 예를들어, 남아프리카에서에너지계획

을위해서는탄소배출과물사용효율성사이에적절한균형

이필요하다(박스 6.1).

보다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한 국가내 1명이 사용할 수 있

는물의양을의미(Falkenmark et al., 1989)하는국가물

스트레스(섹션 3.1과 4.6.1 참고)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른차원에서, 술리반(2002)이제안한물빈곤지수

는다양한요인을포함한다. 사용가능한수자원, 세가지주

요 분야의 물 사용, 수질에 관한 네 가지 대책, 비료와 살충

제 사용에 관한 정보, 환경 규제 능력,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가이드라인의 수와 멸종 위기종의 수 등을 포함한다.

“UN통계청은물원천과
사용방법에대한이해를

도모하기위해국가들이

물리적물계산방법을

개발하도록지속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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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에관한데이터는이지수의형식적인요소이다. 

2009년 세계물개발보고서 제3판(WWDR3)의 발간 이래,

수자원이슈를파악하고물관련정책결정을알리고자하는

중요한 글로벌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이를테면, 세계야생생

물기금(WWF) 등 UN CEO 수자원 관리그룹이 실시한 공

동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직접적인 활

동과공급망에서물사용방법에대한이해를도모하도록한

다. 물 발자국 네트워크(Water Footprint Network)는 연

구가실제로국가간물교류로이어지도록하기위한것으로

기업들이물사용과‘발자국’1에대해서알고줄이도록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AQUASTAT2는

국가에서 얻은 수자원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자료는체계적인검토를통해일관된정의를유지하

고국가간동일한유역을공동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국

가의 수자원 데이터의 비교분석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AQUASTAT는 각 국의 물 균형의 주

요 요소의 최적의 추정치를 모으고 업데이트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카리브해지역의 경우, AQUASTAT(수자원

과 농업에 대한 범세계적 정보시스템)는 일부 데이터 갭이

UN 데이터로채워지더라도, 국가차원에서여러부서와정부

기관에서 수취 가치 정보를 얻는다. 유럽 연합 통계청

(Eurostat)와 OECD는 유럽, 호주, 일본, 뉴질랜드, 북미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터 갭을 채우는데 사용되기

도한다.

물 공급과 위생(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공동 모니터링 프

로그램(JMP)3은 식수와 위생과 관련된MDG 달성 진전도

를 모니터링하는 공식적인 UN 프로그램이다. MDG지표는

식수와기본적위생설비에대한접근을측정한다. 

쪾개선된식수를사용하는인구비중

쪾개선된위생설비를사용하는인구비중

JMP는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국가, 지역, 글로벌차원

에서 다양한 식수와 위생설비 사용에 관해 업데이트된 추정

치를 2년마다발간한다. 이러한노력의성공은주로보고내

용의바탕이되는기본데이터에대한관심에달려있다.

이러한모든접근방식은수자원과수자원사용에관해비교

할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 데이터와 처리정보가 충분히

있는지에달려있다.

이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 유엔 통계청은 회원국

들이 물리적인 물 회계기준을 마련해서 물의 원천과 사용방

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

편, 호주는수자원관리로부터큰압력을받고있으며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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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6.1

트레이드오프에대한보고: 남아프리카에서전력생산을

위한물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활동과 사회적 안정은 충분한 전력

을지속적으로제공하는데달려있다. 이점은남아프리카의

국가수자원전략에명시되어있다. 이전략에서는전력생산

을 위한 물 사용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

지만, 이 전략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 사용은 다른 사용에

적용되는것과마찬가지로동일한효율성범주와물수요관

리요건에적용될것이라고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발전소

의 드라이 쿨링은 새 발전소 건설 시 실현 가능한 곳에 적용

돼야한다.’(야생동물보호자행동기금, 2004, p.52)

전력생산의‘물강도’를기준으로평가되는성과는 1970년

에 처음으로 세워진 목표로 긍정적이다. 1980년과 2006년

사이 남아공 정부 전력공사 에스콤(ESKOM)은 물 사용이

내륙 발전소의 물 쿨링이 아니라 드라이 쿨링 사용으로

2.85L/ kWh에서 1.32L/kWh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세계최대직접드라이클링발전소인최신 4,000 메가와트

마팀바(Matimba) 발전소의 물 소비는 0.1L/kWh이다

(ESKOM, 2009). 

드라이 쿨링은 탄화수소 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물 쿨링 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기후

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남아프리카의 물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물 소비량 감소를 위해 비용을 많이 들이고 기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납득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지난

40년간지속적인지표의사용으로성과를추적하고지속적

으로 낼 수 있었다. 현재 전력 계획에 따르면, 전력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총 물 사용량을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향

후 10년 동안 효율적인 발전소가 더 많이 설립되고, 전력원

으로사용되는재생에너지가늘어날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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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돕

기위해체계적인물회계시스템을만들고있다(박스 6.2). 

2007년, 세계물평가프로그램(WWAP) 이해관계자들은 핵

심적인지표그룹을만들어서많은정보와정책목표를전달

박스 6.2

호주물회계기준

호주는세계에서거주민이있는가장건조한대륙이자 1인당물소비가가장많은곳중하나이다. 지역사회, 관개하는사람, 기업과

환경단체들은 공정한 물 공급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물은 필수적인 자원이며, 물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 지면서, 경제,

사회및환경적필요를충족하기위해서물관리, 유지, 공급방법에대한비교와완전한이해의필요성이점점중요해지고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주정부위원회는 수자원 회계 기준 마련을 위해서 국가 물 이니셔티브(2004)에 규칙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물 정보가 표준화되고, 비교가 이루어지며, 통합되며, 정보에 관한 합의도 가능해진다. 2006년, 성과보고서는 재무회계

처럼, 물회계를외부사용자의필요를충족하기위한규율이자물관련기업의관리요건으로마련할것을제안했다. 

호주의물회계에대한접근방식은물, 물권리나물에대한 다른권리, 물에대한의무사항에대한정보를파악, 인식, 정량화, 보

고, 발간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호주의 물 회계 기준 마련은 현재 국제적인 수자원 회계 방식과는 달리, 통계가 아니라 재무회계

원리에바탕을두고있다. 그리고, 물의경제적가치보다수량에중점을둔다. 게다가, 정보에대해보고받는기관의크기때문에잠

재적독자도훨씬많다. 

호주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은물회계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기준마련지원을위해독립적인자문위원회인물회

계 기준 위원회(Water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세웠다. 이 위원회는 2007년과 2010년 사이 회계 및 수문학 산업의

큰 지지를 받아 물 회계 개념 체제(Water Accounting Conceptual Framework, WACF)와 호주 물 회계 기준 토의자료

(Exposure Draft of Australian Water Accounting Standard 1, ED AWAS 1)를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데 성공했

다. 이문서들은원리를바탕으로다목적물회계보고서(General Purpose Water Accounting Reports, GPWAR)를준비하고

제시하는데접근법을제시하고있다. 

물회계보고서의목표는보고에대해비교할만하고, 신뢰할만한접근법을제공해서수자원할당에관해결정을내리고그결정을

평가하는것이다. 또한, 수자원관리자들에게공공선을책임있게관리할수있도록기회를주는것이다. 게다가, 보고서발간을통

해일반대중과투자자가현재의수량, 물에대한권리소유자, 물사용방법에대해신뢰할수있을것이다

더많은사람이수자원에관한정보를사용하는동안, 물과관련한다양한문제에관해더나은결정이내려질수있다. 그예는다음

과같다:

쪾수자원공급방법

쪾수량측정기술이나기반시설개선에대한투자방법

쪾민간기업들이물사용사업지선정방법

쪾추가적인수자원이요구될때지역사회의증가하는필요충족방법

쪾물과관련하여큰사업리스크에노출된기업에대한투자방법

단기간동안물회계기준마련과도입에있어서많은진전이이루어졌지만, 이기준은아직초기단계이다. 결국에, 자원할당에관

한결정을내리고평가하는데있어서필요한정보를결정하는자는바로기준사용자들이될것이다. 

참조: 추가정보는www.bom.gov.au/water/was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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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다.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한 세계물평가프로그램

(WWAP)은유엔컨소시엄의세가지운영프로그램중하

나로 필요한 여러 지표와 향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데이터 도전과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

를실시했다. 

2009년 8월, WWAP가이끈지표에관한유엔워터전담반

인모니터링과리포팅(Monitoring and Reporting, IMR)

은 그 결과를 유엔워터4(UN-Water)에 제시했다. 이 전담

반의가장중요한목표는위생등물과물관련분야에서글

로벌및국가차원에서개선된모니터링과보고를통해서대

중 정보와 지혜로운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제 및 국가 의사결정자들을 지원하고 물과 위생과 관련해

국제적으로합의된목표를더잘실행하는것이목표였다. 

여기에는 수자원의 상태, 국가 의사결정자와 국제사회를 지

원하는일련의측정지표등정책과관리프로그램의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법 마련이 있다. 15개 지

표각각에대한자세한설명과방법이제안되었다5.

이 지표들을 통해 이슈에 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

지만, 이지표의목표인매우중요한물이슈에관해국제차

원에서시민사회에정보를제공하는데는도움이되고있다.

하지만, IMR 전담반은지표를만들고사용하는것은역동적

인과정이며제안된지표리스트는완전한것이아니라고말

했다. 이지표들은사용가능한지식과데이터가개선되면서

진화할것이다. 어떠한지표든완전한지표의전제조건은정

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일관된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수집

하는것이다. 현재진행중인이과정중일부분은이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다.

6.3 데이터와정보의상태

수자원과 수자원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과

제이다. 특히, 수자원의 재생 가능한 특성과 복잡성, 시공간

에따라공급의변화, 물의다양한형태를고려할때그러하

다. 게다가, 목표 모니터링의 다양성도 또 다른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지표를추가하기위해서필요한데이터는

국제, 국가, 지역 또는 유역 차원에서 체계적이거나 신뢰할

만한경우는드물다. 

표 6.1은데이터의부족을설명하고있다. 표6.1은남아프리

카 개발 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국가들의 데이터 가용성에 대해 요약

하고있다. 

시간의흐름에따라다른지표의트렌드를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비교할 만한 데이터를 규칙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도전과제 중 하나이다. 데이터 격차가 종종 모델 사용

으로보완되는한편, 정보의질은수정할수있는충분한현

장데이터와지상실측모델에달려있다. 

IMR에관한WWAP 전문가그룹은데이터의가용성과데이

터흐름을개선하기위해서취할수있는행동에대해고려했

다. 그결과, 다양한지표를측정하기위해서필요한주요‘데

이터 아이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테면,

국가차원의여러지표의가치를측정하기위해서필요한하

나의 주요 데이터 아이템은 국가나 지역차원에서나 총 실제

재생가능 수자원(Total Actual Renewable Water

Resource, TARWR) 이다.

TARWR는과거 30년(1960년부터 1990까지기간은널리

사용되는 기준) 동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됐다. 물

부족(1일당 TARWR)과물생산성(TARWR당GDP)등중

요한지표들은그측정내용을바탕으로하고있다.

하지만, TARWR은 규칙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고,

체계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방법도 없다. 따라서, 국가의 물

부족 등의 지표들이 과거 10년 동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존 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물 가용성의 변화는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국제 물

원데이터에서정보에근거한결정까지 169WWDR4

“물생산성에대한개선
가능성이많더라도, 
실제사용데이터없이는
추적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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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데이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가정은 수문학

은‘변하지않는것’이라는점이다(5,8,11장참고).

하지만, 물지표에대한관심을커지게한요인중하나인기

후변화에관한우려는“정적인수문학”의가정이더이상물

가용성에대한높은수준의검토를위한근거로사용될수없

다는 명확한 인식을 낳았다. 이는 하천 유량에 대한 세계적

데이터의제한된가용성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 이러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자원 가용성에 대한 추정치가 이루

어져야하기때문이다. 원격감지를통해서측정될수있는강

수량에관해가용한정보는많지만, 빗물에서하천까지의변

화또는지하수의함유량은측정하기는훨씬어렵다. 일반적

으로 데이터 가용성은 지하수와 수질의 경우 특히나 부족하

다. 

물사용데이터는종종수자원상태에관한데이터보다수집

하기 훨씬 더 어렵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수자원 사용과

분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국내총

생산(GDP) 단위당 물 사용 면에서 물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데이터가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 과정에서의 물 사용 효율성은 보통

물 수요 관리 프로그램의 효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될수있다.

하지만, 실제로물사용은종종특정산업의물소비의기본

적인가정을사용해서측정된다. 물생산성개선사항이많더

라도, 실제사용데이터없이는추적할수없다. 따라서기술

적인 과정의 영향은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특정 분야에서 실

그림 6.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국가의데이터가용성대시보드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레소로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정보부족 충분한정보

제한된정보 응답없음

출처: SADC(2010,표 4,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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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지 않는 경우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의물사용에관한지식이부족하다는것은효율적인물

사용을도모하기위한기회와우선과제를놓칠수있다는것

을의미한다. 

이러한예를통해물관리자들이정책입안자들의최대우려

사항인 트렌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생산

에더큰관심을기울여야하는필요성을강조해준다.

6.4 개선된모니터링과리포팅의제약요인

6.4.1 제도및정치적제약요인

여러제도및정치적제약요인으로수자원과수자원사용정

보에관한모니터링과리포팅이어려워진다. 좋은관리는좋

은 데이터를 낳고, 부적절한 관리는 질이 낮은 데이터를 낳

는다. 부적절한 관리는 종종 질이 낮은 데이터의 결과이며,

데이터격차를더커지게한다. 

물의 가치가 비교적 낮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물의 사용,

특히 관개시설의 물 사용은 대개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다. 운영적인 면에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물의 양

을측정하는것보다우선순위를세우고그에따라사용가능

한물의양에대해서결정하는것이더중요하다. 여러관할

구역에서물할당은구체적인양적측정을피하기위해서다

양한사용자층을위해서여러신뢰도차원에서이뤄진다. 

게다가, 물생산은인공적인과정이아니라자연스러운과정

이기때문에, 대부분의경우첫물공급에대한확실성이낮

다. 이는 다른 공익 사업과 자연자원 상황과는 다르다. 이를

테면, 에너지생산에서, 광산에서발전소까지운송되는석탄

의 양은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전력소에서 흐르는 전력

도 공급된 전력을 측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전력생산 기업에 의해 측정된다. 하지만, 수자원은 이와 달

리석탄연소과정도없고, 발전소로흘러들어가는물의양

도정기적으로측정되지않는다.

게다가, 수자원은 종종 여러 정치적 관할구역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사회가하류관할구와자원가용성에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 정보가 자원 분

배에관한분쟁에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민간기업

들이 물 가용성과 사용에 관한 데이터가 기업활동에 전략적

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현상은여러국가가공유하고있는유역지역(겐지스강과

메콩강 등 대규모 유역)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하지만,

비슷한 논리가 수자원 관리를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하고 있

는연방체제의국가에도적용될수있다.

그 결과는 이웃 국가들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며, 데

이터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

한메커니즘이될것이다(박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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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6.3

중앙아시아분쟁예방을위한수자원정보

1989년소비에트연방의몰락으로그이후등장한국가에서

는 수자원 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전에는 지역

간에 물 사용과 물 공유와 관련된 결정은 중앙정부가 했으

나, 몰락 이후에는 다른 범주를 가진 주권국가의 지방에서

하게됐다. 그결과, 지방들사이에분쟁이발생할여지가있

다. 이는잠재적리스크로, 이웃국가간의기존의분쟁을악

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대응방법으로 미국이 제

안한 것은 개선된 수자원 정보를 첫 번째 필수적인 단계로

제공하는것이다. 

물관리개선을위한기준데이터제공

중앙 및 남아시아 국가들은 개발 수준에 상관없이 물 공

급, 흐름, 사용에 관한 일관되고 비교할 만한 데이터에 공

개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류 및

하류 국가에서는 물 관리를 두고 긴장감을 갖게 됐다. 모

든 국가에 기본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

국이 물 관리에 대해 진실된 논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있는건설적인방법이다. 미국은주요하천과유역지역

의 물의 흐름과 유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관

련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빙하를 모니터링하고,

몬순의변화를추적하고, 다양한유량시나리오에따라기

후변화를모형화하기위해서이지역에기술적인파트너

십을도모해야한다.(미상원, 201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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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정의의문제: 성과측정도전과제

개선된 모니터링과 리포팅의 또다른 제약요인은 실제로 무

엇이 모니터링 되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과목표를 효과적인 대책과 함께

세우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 새천년개발계획(MDG) 등

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필수적이지만, 어떤데이터아이템

이이목표를가장잘달성할것인지는불확실하다. 

원가효용 분석에 필요한 결정의 잠재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책 결정에 지침이 될 범주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여기에는최적화를보다복잡하고잠재적으로보

다효과적으로하는생태계의가치등여러가지고려사항이

있다. 고전적인원가효용과여러범주의참여적분석을혼합

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여러차원의불확실성을해결할수있다. 

수자원의 균형 있는 할당과 보호를 위해서 지표는 신중하게

만들어지고선택된정책수단을지지해야한다. 여기에는규

제사항(기술적 기준, 성과 기준 등), 할당량, 접근 규칙, 할

당절차, 경제적수단(특히생태계서비스를위한가치책정

체계와비용지불) 등이있다. 

경제적이론에따르면가격책정정책은목표달성에유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격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목표

를 추구한다. 물 서비스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희

소한자원의효율적인사용을위한인센티브, 공정성과분배

적 정의 등이 있다(10장 참고). 단순히 물 가격을 모니터링

해서반드시정책성공을위한유용한지표가만들어지는것

은아니다. 그러지않기위해서는개선된물관리의실제목

표를반영하는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6.4.3 기술적및재정적제약요인

수자원 가용성과 사용 정보의 생산과 리포팅에 대한 정치적

및 제도적 장벽에 더해, 기술적 및 재정적 제약요인들이 많

다.

물은자연적인구조에서발생하고물은한시즌에서다음시

즌까지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량과 같이 단순한 지표를

측정하는것은비용이매우많이들수있다. 중간크기의하

천을위한유량관측소한곳도비용이 1백만달러를넘기쉽

다. 현재진행중인운영, 유지및리포팅의비용은이러한활

동이기본적인물공급과함께제한된자금을놓고경쟁하는

빈국에서받아들이기어렵다. 또한, 즉각적인혜택도없다. 

한가지중요하지만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는자원은원

격탐사정보이다. 그러나아직까지이정보로물과물사용에

유용한가공정보가사용되게된것은아니다. 농작물을위해

직접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멀리서 측정된 데이터

를사용해서신뢰할만한수준으로측정할수있지만, 들판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하천과 댐으로부터 실제로 추출되는 물의

양을측정하는것은더어렵다. 그이유는멀리서측정된정

보를가지고하천의유량등요인들을측정하는것이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측정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추출된 물을 들판으로 이동시켜서 실제로 농작물

생산에사용하는효율성을측정할수없다는뜻이다. 

먼곳에서수질을모니터링하는것도가능하다. 그래서부영

양화와습지등자연생태계를체계적으로보호하는등의관

리도전과제에도움이될수있다. 기존의원격측정기술은

중요한 곳에 적용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자원 모니

터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서 적용되지 않는

다는것을의미한다. 

원격측정은유용한도구임이증명되고있지만, 지역정보수

집의 필요성을 대체하지는 못 할 것이다. 원격 측정을 진실

성없이사용하는것은위험할수있으며, 정부가원격측정

데이터를 위해서 하이드로메트(Hydromet) 네트워크에 지

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원격

측정과 하이드로메트 측정 네트워크는 모두 고가이지 않다.

하이드로메트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수자원관리, 계획, 설계, 운영을위해서필수적이다. 

6.5 데이터와정보의흐름개선

6.5.1 개선된데이터와지표의신흥시장

세계물평가프로그램(WWAP)의 임무는 글로벌 차원에서

수자원상태와사용에관해사용가능한정보를수집하고보

고하는것이지만, 데이터제약요인으로이활동을하는프로

그램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트렌드를 체계

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다. 이 임무를 효

과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 주요정책목표와나타나는변화

를추적하고필요한데이터를생산할수있는모니티링시스

템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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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파악해야 한다. 물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

한노력에있어서가장효과적인동인은사회경제분야활동

에서 정책 입안자와 의사결정자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이다.

하지만, 수자원과 수자원 사용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흐름개선에대한필요에관심이커지는긍정적인신

호가있다. 

정부 관점에서, 경제적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자원으로서 국

가경제에물이미치는영향력은대개측정되지않지만, 중요

하다고 인식한다. 그 결과, 더 광범위한 환경 회계와 병행해

서물회계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이와관련해서, 물환

경경제회계유엔시스템(UN 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for Water, SEEAW) 이니셔티

브와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특히 중요하며 OECD

의최근노력도마찬가지이다. 

국가및지역안보의수자원의중요성은위에서인용된것처

럼중앙아시아의예를통해잘알수있다. 재계가물이제기

하는 위험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데이터 부족’이

기존의 불확실성을 커지게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IBM,

2009, p.10)

재계 관점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

CEO 수자원 관리 책무(UN Global Compact CEO

Water Mandate)이다. 2007년에 마련된 것으로, 물 서비

스와 수자원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민간분야에 위험뿐만 아

니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또한, 현재

물 관리 관행은 자원으로서 물의 중요성과 물질성이 커진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관리 책무 회원국들은 물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자원 관리를

우선과제로삼고, 글로벌물도전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정

부, 유엔기구, 비정부기구(NGO), 다른이해관계자들과협

력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데이터 가용성의 도전과제에 관심

을 돌렸다. 이와 연관되어, 200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재계

지도자들은 물 도전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행동

을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 데이터 채집, 관리, 공개 접근법을

기업을 위해 통합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박스

6.4). 

현재 많은 이니셔티브가 실행 중이다. 세계 비즈니스 협의회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는기업이물사용과물의영향력모니터링을보다

체계적으로하는것을돕기위해서‘물도구’를마련했다. 물

발자국 네트워크(Water Footprint Network)도 이와 비슷

하게 기업과 기업의 소비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품과 사

업의 물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Hoekstra et al., 2011).

이접근방식들사이에내재적인경쟁이있다. 한가지접근

법에서는구체적으로기업의물사용에대해초점을두고있

지만, 다른접근법에서는물을‘공장담장너머로’처럼집수

관점에서 이해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수자원

상태를모니터링하고평가하기위한것이다. 이접근방식의

사용은잘입증된결론을이끌어내기위해충분한데이터의

가용성에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효과적이다.

정부와기업,물사용자의관심에더해대중의관심도커지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중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기위해서전프로그램에서수자원에관한정보에대한접

근을포함시켰다. 이프로그램은전통적으로광물자원, 토지,

산림등보다논쟁이될자연자원에중점을두었다6.

수십년동안의 물관련 데이터 시장의 쇠퇴이후, 현재는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변하

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현재글로벌물기술자지역사

회, 물 사용자, 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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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점에서, 경제적
정책입안가들은현재
자원으로서국가경제에
물이미치는영향력은대개
측정되지않지만,
중요하다고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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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에관한정보의가용성과질을크게개선할수있는기

회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수자원 모니터링에 대

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면서, 더 넓은 지역사회가 현재 사용

가능한정보의한계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있다. 

6.5.2 기술적기회및데이터혁신

기술도기여하고있다. 예를들어, 농작물로부터의증발산을

원격 측정 등 다양한 측정을 통해서 직접 측정하는 기술 개

발이 있다.(Hellegers et al., 2009). 새로운 파트너십도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기지국 사이에서 발

생하는 신호 감쇄율에 관한 데이터는 정확한 강수량 추정치

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원격통신 사업자들이 데

이터갭을채우는데도움을제공할수있다는의미이다. 또,

잠재적으로 보다 중요한 개발로는 그레이스 인공위성

(GRACE family of satellites)이 있다. 이 인공위성은 특

정 지리적 지역의 총 수량의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 원격 중

력측정방식을적용한다. 이기술은아직대규모실험및작

동 단계에 있지만, 이미 대규모 충적 분지의 지하수량 변화

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수자원이 직

면한 고갈의 위험을 고려할 때 정책 입안가들이 이 기술에

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WWAP의시범이니셔티브는기본데이터아이템의역동적

인추정치를내기위한협력으로실제재생가능한수자원총

박스 6.4

지속가능한물관리개선을위한데이터

2009 세계경제포럼에서데이터와정보는더많은관심을필요로하는중요한분야로인식되었다. 여기서중요한이슈는무엇인가?

물 부족 국가에서 물 안보와 수질오염은 특히, 전력, 광산, 식량, 음료 및 반도체 분야 기업들에게 커져가는 우려사항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 협회, 재정 분석가와 기업에서 물 안보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한 수많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트렌드의 좋은 예로는

UN 글로벌콤팩트 CEO 수자원관리책무가있다. 

점차많은기업들이투자자들에게는물관련위험, 대중에게는물사용효율성대책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해야할것이다. 또

한, 기업들은바람직한물관리정책을갖고있는국가에관심을갖게될것이다. 물안보위험은기존의공급상황에대한정보부족

과개별기업들의부적절하고비정기적인리포팅과공개관행때문에기업과투자자들이측정하기어려운것이다(Levinson et al.,

2008).

정량적지표는문제발견, 트렌드추적, 리더와뒤처진자파악, 최상의관리관행을가능케한다. 국가간방법론적으로일관되어

기초에 관한 물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존 물 데이터는 국가 간의 비교 없이 채집된 것이다(Daniel C.

Esty, 미국예일환경법및정책센터이사, 세계경제포럼에서인용, 2009, p.12)

국가차원에서 데이터를개선해야하는 필요도있다. 인도에 관한참여 세션에서는인도의 물문제에대한 잠재적 솔류션을실행하

는데있어장애물중하나는문제에대한이해와인식부족이라는결론을내렸다. 

참가자들은물안보가보다가시적으로드러나면서이미매우중요한문제가되었다는데합의했지만, 일반대중과정치지도자들

은아직시급성을느끼지못하고있다. 독립기관및단체를통한개선된데이터및데이터투명성의질은현상황에대해더많은

정보를제공해줄것이다. 

데이터, 투명성, 분석: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물 문제의 영향을 정량화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 및 다른 이해관

계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행위자들은 추가적인 분석방식(추가적인 물 지표/지수/벤치마킹

도구/물발자국등)을마련해야한다(세계경제포럼, 2009,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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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Total Actual Renewable Water Resources,

TARWR)이있다.

TARWR은 여러 주요한 지표에서변수로 사용되지만, 현재

고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주로 1960년~1990년 사이

유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혁신은 사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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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6.5

뉴욕시립대(CUNY)와세계물시스템프로젝트(Global Water System Project, GWSP)가주관한세계물평가프로그램

(WWAP)의역동적인 TARWR 시범이니셔티브

세계물평가프로그램(WWAP)의시범이니셔티브는뉴욕시립대(CUNY)와세계물시스템프로젝트(GWSP)의협력하에기초데이

터 아이템의 역동적인 추정치, 실제 재생 가능한 수자원총량(Total Actual Renewable Water Resources, TARWR) 추정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TARWR은 (국가, 강습지 및 지역의)수자원 가용성의 근본적인 측정 방법으로 여러 지표에서 사용된다. 다음으

로부터측정된국가(또는다른기관)가실제로사용가능한이론적인최대수량이다. 

쪾국가내물의원천

쪾국가로흘러들어가는물

쪾국가밖으로흐르는물(조약약속사항)

쪾각국가에서매년재활용되는지표수및지하수로정의되는가용성은지속적으로사용가능한이론적인수량이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 TARWR은국가로유입되는외부의물의총량이다. 

쪾국가에서생산되는유출수(Surface water runoff, SWAR)의양

쪾국가에서발생하는지하수함양(Groundwater recharge, GAR) 

빼기:

쪾국가내에서지하수나유출수와흐르면서효과적으로공유되는총수량. 줄어들지않기위해서는 2배로계산돼야한다

(‘오버랩’을가리키기도한다).

쪾공식또는비공식합의나조약에의해하류국가로흐르는수량

지표에 관한WWAP 시범연구(WWAP Pilot Study on Indicators, PSI)는 뉴욕시립대(CUNY)에서 찰스 보로스마티(Charles

Vörösmarty)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 수문학 지구 네트워크(Global Terrestrial Network for Hydrology, GTN-H)와

GEO/IGWCO(Water Community of Practice)와파트너십을하고있으며, 미육군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의지원을받고있다. 이그룹은국가차원의 TARWR을추정하기위한방법을개발했다. 이접근방식은수문기상학및고

해상도(6분 하천 네트워크 및 ESRI 국경) 수면표고 데이터에 바탕을 둔 것이지, 이 데이터만을 기초로 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TARWR 트렌드(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더 습해지거나 건조해지는지)와 변수(예를 들어, 한 해에서 다음 해까지의 물 공급의 변

화)를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역동적인 TARWR’은 대안적인 국가의 1인당 물 가용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 데이터 아이템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

다. 관측기초및역동적특성을감안할때, 이아이템이궁극적인판단기준이되길바란다. 물가용성의변화를시간의추이에따라

추적할수있기때문이다. 기후및기후관련도전과제가있는가운데부적당한것으로간주되는변하지않는수문학의가정으로발

생하는여러제약요인을극복할수있을것이다. 

현재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AQUASTAT 프로그램이현 TARWR 시리즈를만들고있다(TARWR-FAO, 2003). 국가가사

용가능한수자원데이터시트와국가의물균형컴퓨터스프레드시트를토대로계산된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이데이

터를‘최상의추정치’라부르고, 다른정보가제공될경우데이터를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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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물 추정치의 기초를 관측된 수문기상학 및 수면 표고

데이터에두고장기적으로변하는평균치를내는것이다. 이

접근 방식으로‘정적인 수문학’의 제약요인으로부터 벗어나

고, TARWR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이

앞으로 더 발전돼야 하지만, 관측 기초 및 역동적인 특성은

국가의 물 가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박스

6.5).

섹션 6.4.3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격 측정은 중요한 수자원

요인, 특히수질및환경보호에관한정보의질을개선하는

데활용될수있는분야가많다. 이분야에서의활동으로수

역의 부영양화 및 습지의 감소에서의 글로벌 트렌드를 체계

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방법을마련할수도있다. 하지

만, 언급된바와같이, 진실성없이원격측정데이터를사용

하는것은위험할수있고, 지역정보수집을대체하기어려

울것이다.

6.5.3 제도적책임, 제약요인및기회

많은 기관이 협력해서 수자원 정보를 생산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의주요관심사는물이아니다. 따라서특정한도전과제

가발생할수있다. UN산하중요한수자원기관세곳은유

네스코(UNESC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청

(WMO)이지만, 유엔환경계획(UNEP)도지구환경관측시스

템(GEMS) 물프로그램을통해수자원과수질에관심을기

울이고있다. WMO는과학플랫폼및세계하천유량데이

터 보관소인 지구유출자료센터(Global Runoff Data

Centre)를 통해서 기본적인 수문학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

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AQUASTAT 프로그램은

수자원및수자원사용에관한데이터플랫폼을제공하고있

으며, 농업 부문 이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세 기구 모

두 이미 상당한 임무를 실행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글로벌식량및농업감독기관이고, 유네스코는과

학, 문학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세계기상청

(WMO)의글로벌임무는주로기상및기후의대기를모니

터링하는것이다. 수자원이이들기관의최우선순위는아니

지만, 세기관모두많은물프로그램을유지하고있다. 예를

들어, 최근 FAO가기관전체의물관련활동을조율하기위

해서‘물플랫폼’설치를발표했다. 

이외에도, 세계기상청(WMO)의 수문학 및 수자원 프로그램

(WMO’s Hydrology and Water Resources Programme)

과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을구성하는유네스코의일련의과학-교

육-평가‘프로그램’, IHE 물 교육 연구소(IHE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 세계물평가프로그램(WWAP), 역내수

문학자네트워크가있다. UN-Water는 UN산하조율기관으

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앞서 언급한 UN-Water 전담반 모니터링과 리포팅

(Monitoring and Reporting) 회원들은 연방 물 모니터링

시스템(Federated Water Monitoring System)과 주요

물 지요 포털(Key Water Indicators Portal)에 관한 활동

을시작했다. 

또다른 도전과제는 물순환의 지표유출 요소가 특성상 주로

지역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지구 관측을 하고

있는과학계의체계적인관심을비교적많이받고있지못하

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 관측 시스템을 구성하는 상대적으

로 적은 프로그램이 지역적 기초에 반하여 광범위하게 물을

다루고 있다. 한 가지 예외로는, 세계 물 시스템 프로젝트

(Global Water Systems Project, GWSP)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자원은기상및기후차원의정보보다훨씬적기

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접근법은 데이터가 공급되지 않으면

국가의 물 회계기준 마련 도모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지를

얻고있는국가차원의접근법을통해보완된다. 이는두가

지다른접근방식이다. 이를테면, UN 물환경-경제회계기

관(UN System of SEEAW)의 모델 시스템은 양과(작게

는 질)을 다루고자 하지만, 호주에서는 금융을 토대로 하는

접근법이물회계에사용되고있다. 물론, 큰변수가국가경

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전과

제에 직면하고 있기는 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계

에서도개별기업의구체적인물발자국이나더광범위한수

자원의 역동성, ‘공장 담장 너머로’물 사용에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접근법의 다양성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

나, 글로벌사회가수자원, 수자원의관리및사용에대해재

조명하고 있다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지표로 이해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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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개발보고서 시리즈 최초로 이번 제 4판에서는 다섯 개의 지역 보고서(2권 3부)와 각각의 보고서에 대한 요약본을
소개함으로써지역수준에서수자원의현황및수자원의사용과관리에관해보고한다. 이지역보고서들이다루는지역은
다음과같다. 

쪾유럽과북미

쪾아시아와태평양지역

쪾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

쪾아프리카

쪾아랍과서아시아지역

다섯 지역의 구분은 유엔 지역 경제위원회(유럽 경제위원회[UNECE]와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서아시아 경제
사회위원회[UNESCWA], 카리브해·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UNECLA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회원국들에 대한 지도는 이 장의 해당 섹션에 제공된다)의 지역적 구분을 따랐다. 아프리카, 아랍 그리고
서아시아지역은예외이다. 이두보고서에관해서는모든아랍국가들중일부를북아프리카보고서에서다루고또일부를
서아시아보고서에서다루기보다는광범위하게아랍과서아시아보고서에서함께다루는것으로(아프리카경제위원회와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의합의하에) 결정했다. 각각의지역보고서는해당지역경제위원회에서준비하였다. 아프리카
보고서는 예외적으로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이 유엔워터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수자원 각료회의(African Ministers’
Council on Water, AMCOW), 아프리카경제위원회와의협의를통해준비하였다. 

지역보고서는각지역이현재직면하고있는주요이슈와각지역이최근몇년간어떻게변화해왔는가에대해조명하고

있다. 각각의보고서는 해당 지역의가장중요한외부동인을열거하며각동인들이수자원과 그사용및관리에주는압
력과영향에대해분석했다. 세계물개발보고서제 4판과동일선상에서지리적분쟁지역과특별한관심사인부문적이슈
들뿐만아니라각지역과관련된주요리스크들과불확실성, 기회들을수록하였으며, 구체적인사례를통한결과를보고하
였다. 의사결정권자들이각각의구체적인이슈에대한솔루션을파악하는것을돕기위한대응옵션들이제공된다. 

이장은각각의지역보고서(29장에서 33장)의요약본이다. 이장은다양한지역과세계적도전과제의상호연관성을검
토하면서마무리된다. 이러한검토를통해세계의한부분에서취해지는조치들이다른지역에서기회뿐만아니라부정적
인영향을만들수있는지를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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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180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지도 7.1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회원국

출처: Economic Commission of Africa, Map No. 3975 Rev.8, November 2011. Department of Field Support, Cartographic Section,

United Nations.

참조:이지역은다음과같이하부지역들로나뉜다

북부: Algeria, Egypt, Libya, Morocco, Tunisia.

수단부근사하라지역: Burkina Faso, Cape Verde, Chad, Djibouti, Eritrea, Gambia, Mali, Mauritania, Niger, Senegal, Somalia, South Sudan,

Sudan.

기니만지역: Benin, Côte d’Ivoire, Ghana, Guinea, Guinea-Bissau, Liberia, Nigeria, Sierra Leone, Togo.

중부: Angola,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quitorial Guinea, Gabon, Sao Tome and

Principe.

동부: Burundi, Ethiopia, Kenya, Rwanda,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남부: Botswana, Lesotho, Malawi, Mozambique, Namibia, South Africa, Swaziland, Zambia, Zimbabwe.

인도양도서국: Comoros, Madagascar, Mauritius, Seych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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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프리카

지도 7.1은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회원국을

제시한다. 본 장의 목적상 아프리카 지역은 46개국으로 구

성돼있으며최북단국가인알제리, 지부티, 이집트,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수단, 남수단, 튀니지는 섹션 7.5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외하며 아랍과 서아시아 지역도 제외한다.

즉, 여기에제시된아프리카지역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정치적정의와거의대응된다. 이지역의총면적은 2천 4백

만 ㎢로 전 세계 면적의 약 18%를 차지한 다(유엔식량농업

기구, 2008). 아프리카기후는적도와두열대지방, 두개의

주요 사막인 북반구의 사하라 사막과 남반구의 칼라하리 사

막에 영향을 받는다. 강우분포가 공간·시간적으로 극심하

게불균등해서, 아프리카대륙사람들의생계와복지에중요

한영향을미친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5).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목표 달성에 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있다는것은널리알려져있다. 아프리카는지역빈곤과

식량안보위기, 만연한저개발문제에직면해있다. 거의모

든 국가들은 인적 역량과 경제적 역량, 제도적 역량이 부족

해서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개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대략 연간 재생가능 담수

량의 5%를소비하지만, 물공급이개선된데대한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거의 모든 국가가 농업생산과 관개

확장으로 가용한 경작지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력전기가 저개발된 상태다. 유엔아

프리카경제위원회에서는‘아프리카의잠재수자원 개발에 대

한투자와안전한식수와적절한위생에대한접근성이없는

사람의 수를 급격히 감축, 관개 면적 확장을 통한 식량 안보

보장, 효율적인 가뭄과 홍수, 사막화 관리를 통한 경제개발

의 혜택 보존’을 아프리카의 주요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NEPAD, 2006, 2).

아프리카 물비전 2025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프리카 개발

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아프리카 연합(AU)에

의해 채택됐다. 비전이 채택된 것은 물과 물관리에 대한 목

표를 투자에 잘 설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포커스

가새롭게설정되었다는증거이다. 아프리카물비전 2025에

서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통합 수자원관리(IWRM) 원

칙을채택할목적으로제도적체계를향상시키는것이다. 대

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통합수자원관리(IWRM)을 채택해

물지배구조와관리의기초로삼았다. 세계물정책(관련) 제

언은계속해서중요하며결정적인역할을담당할것이다.

7.1.1 수자원을압박하는요소들

급격한 인구성장과 빈곤, 저개발은 아프리카 지역 물 관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다. 아프리카내 식수와

위생 프로그램 개발과 다른 물 부문 활동들은 인구와 경제,

정치, 기후환경이수자원과물수요에만연하게미치는영향

을고려해야한다.

인구구조

아프리카지역 인구가 점증하면서 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여

러 국가에서 수자원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1년

중반까지, 아프리카인구수는(최북단국가는제외) 거의 8억

3천 8백만이었고연평균자연증가율은 2.6%로전세계평

균 1.2%를상회한다. 한예상치에따르면, 아프리카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까지 12억 4천 5백만 명을, 2050

년까지 20억 6천 9백만명을기록할것으로보고있다(미국

인구통계연구소, 2011).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61%는 시골지역에 거주하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50%를 초과하는 수치다. 평균 인구 밀도는

1km2 당 29명이다. 도시인구는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3.4% 증가했으며, 이는 시골인구 증가율보다 1.1% 빠른

것이다(유엔환경계획, 2010b). 사하라이남지역국가의도

시빈민인구수는각국정부가아무런즉각적인조치를취하

지 않을 경우 2배 증가해 2020년에 대략 4억에 달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인간정주위원회, 2005). 하지만 도시 빈

민 인구의 생존 전략은 상황에 따라 잘 변하기 때문에 도시

빈민인구수는매우유동적이고집계도어렵다. 이런상황에

도 분명한 것은, 개선 사항들이 도시 사하라 이남 지역의 급

격한 도시 빈민 인구 증가율에 못미친다는 것이다(인간정주

위원회, 2010). 특히, 도시외곽빈민지역에서급격한인구

증가에 대한 미흡한 관리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물 서비스가

부족해졌고, 이는 이 지역의 물과 위생 개발에 주요 도전과

제가되고있다.

한편 인구 증가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율이

점진적으로감축해예상값에따르면, 1990년과 1995년사

이 약 2.8%에서 2010년과 2015년 사이에는 약 2.3%가

될 것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5). 이 추세는 경제 성장

률과맞물려사회경제적발전에기여할것이다. 여기에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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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물관리와물관련서비스제공이포함된다.

경제개발과빈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전세계에서가장빈곤하고저

개발된 지역으로, 이 지역 인구의 반은 하루 1 달러 이하의

돈으로생활하고있다. 이지역국가의약 2/3는인간개발지

수에서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8). 두드러진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에도, 아프리카지역전반에걸친만성적이고만연한빈곤때

문에많은도시와지역사회가물과위생서비스를적절히제

공하고, 경제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하며 수질 악

화를방지하는데한계가있다(유엔환경계획, 2010b).

전대륙에걸쳐광범위하게이루어진경제개혁이이제많은

국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

(GDP)면에서 부정적인 추세가 점차 성장세로 돌아서서, 평

균적으로 개발도상국 국내총생산(GDP)의 평균치를 기록하

고있다. 이코노미스트지분석에따르면, 2000년에서 2010

년 간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10개국 중 6개국이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였다(이코노미스트, 2011). 그렇

지만, 아프리카의평균 1인당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여

전히다른지역에비해훨씬낮다.

대부분의아프리카경제국은천수농업을경제성장의원동력으

로 삼고 의존한다. 천수농업은 아프리카지역 국내총생산

(GDP)의약 20%, 전체노동력의 60%, 전체수출품의 20%,

시골지역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농업은 전체 취수의 약

87%를차지하며가장물을많이소비하는산업이다(유엔식량

농업기구, 2008). 특히관개농업에투자하면빈민계층의소득

수준을제고하는데에다른부문에투자하는것보다 4배이상

효과적이다(유엔환경계획, 2010b).

7.1.2 도전과제와위험요인, 불확실성

수문학적변동

아프리카 기후의 특징은 극단적이다. 적도의 적도습윤기후

에서부터 중간지역의 열대기후와 반건조기후, 남북주변부의

건조기후에 이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강수량은

비교적 풍부하며 연평균 강수량이 815㎜로 예상된다(유엔

식량농업기구, 2008). 그러나 계절적 변동이 심해서 전 지

역에걸쳐강수량이불균등하다(표 7.1). 또한, 홍수와가뭄

이 잦다. 적도를 따라서 강수량이 가장 많으며 니제르 삼각

지에서콩고강유역에이르는지역이포함된다. 사하라사막

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서부와 중앙 아프리카는 예

외적으로강수량이변동적이어서예측불가능하다.

대륙차원에서재생가능수자원은총강수량의약 20%를나

타내고 전 세계 재생가능 자원의 9%를 못 미친다(유엔식량

농업기구, 2005).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1인당국경내재

생가능 수자원이 감소해 1960년 거주민 일인당 16,500㎥

이상에서 2005년에 약 5,500㎥가 되었다. 이는 대체로 인

구증가때문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8). 지하수는총재

CHAPTER 7182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표 7.1

아프리카하부지역의총재생가능수자원과아프리카국경내물자원의비율

아프리카중부 2 858.08 50.66

아프리카동부 262.04 4.64

서인도양도서국 345.95 6.13

아프리카북부 168.66 2.99

아프리카남부 691.35 12.25

아프리카서부 1 315.28 23.32

아프리카전체 5 641.36 100

출처: UNEP(2010b, table 1.2, p. 15; 원데이터 FAO AQUASTAT).

아프리카내부수자원중차지하는비중전체적인수자원(km3/연)(2008)하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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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 자원의 15%를 나타낸다. 하지만 75% 이상의 아프

리카 인구가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망

된다(유엔환경계획, 2010b). 재생가능 자원 공급이 부족하

기 때문에, 강수량 저장과 보존은 중요하다. 더 중요한 사실

은, 아프리카대륙여러지역의가뭄때문에재생가능자원량

이 적다는 것이다. 물 접근성 부족문제는 주로 희소성의 원

칙때문이지만(섹션 4.6.1 그림 4.10 참조), 하부지역내또

는 지역간 상당한 차이도 1인당 평균 수취량을 연평균

247m3로낮추는데기여한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5). 

아프리카 대륙의 약 66%는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이며 사

하라이남아프리카거주민 8억명중 3억명이상이물부족

환경에서살고있다. 이는 1인당물소비량이 1,000m3 보다

적다는 의미이다(NEPAD, 2006).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은 특히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물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추세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물공급 정

체와 부적절한 물관리로 접근성 부족은 심해지고 있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아프리카의 물 공급에 심각한 도전과제

가 발생하고 나아가 식량 안보 위기와 건강악화, 특히, 천수

농업이 생계에 중요한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환경파괴

가나타나고있다(유엔환경계획, 2010b).

식수와위생에대한접근성

물이 비록 아프리카 문화와 종교, 사회와 수많은 방식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현대 아프리카 사회는 충분히 적응

능력을개발하지못해서가정에필요한물과기타필수서비

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종종 물을 먼 곳에서 길어 오기

때문에, 물을얻는데여성과아이들이큰부담을진다. 도시

와 도시 외곽지역에서, 상인들로부터 불공정한 가격에 물을

구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물의 질도 좋지 않다.

각국 정부가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가의도시빈민인구수가 2005년 2억명에서두

배로 증가해 2020년에는 4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인

간정주위원회, 200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1의 식수 공급량은 거의 60%이며 세

계 평균 공급량은 약 87% 이다. 전 세계에서 8억 8천 4백

만 명의 사람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식수원을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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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개선된식수원의사용(2008년)

출처: WHO/UNICEF(2010, fig. 4, page 7)에서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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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3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한다. 도시의

개선된식수원공급률은 1990년과 2008년사이 83%에머

물렀다. 시골의 개선된 식수원 공급률은 2008년 47%로,

1990년 수치보다 11% 증가해 1억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개선된 식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도시의 수치에 비해

낮았다(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10). 그림 7.1에서 제시

하는것은나라별개선된식수원소비비율이다.

아프리카에서 위생시설의 부족은 물관리에 더 큰 도전과제

이다. 많은수자원과기타자원이무분별하게배설물을폐기

한 탓에 미생물로 오염돼 있다. 이로인해, 설사, 콜레라, 트

라코마, 주혈흡충병등과같은수인성질병으로사람들의건

강이 저해되고 이는 주요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인구의 31% 만이 개선된 위생시

설을 사용한다. 도농간 큰 차이가 있는데, 도시의 소비비율

은 2008년 44% 였고, 시골의 비율은 24% 였다. 이 지역

의 노상배변 인구비율은 줄고 있으나, 절대수치는 증가해

1990년 1억 8천 8백만 명에서 2008년 2억 2천 4백만 명

을기록했다(AMCOW, 2010).

물에 대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안전한 식수와 기본

위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국가 중 5개국의 인구만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달성하는데필요한 75% 이상을갖고있으며캐냐와남아프

리카 두 국가만이 기본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75%이상을 갖고 있다(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09). 안전한식수와적절한위생시설의부족은인류의건

강과복지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경제성장과안보도저

해한다.

식량안보위기

2000년과 2007년 사이 전체 인구의 25.5%가 영양실조였

고 5세 이하 어린이의 30%가 영양실조였다. 1990년대 중

반과 2008년사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영양실조인구

가 증가해 2억 명에서 3억 5천만 명~ 4억 명이 되었다(유

엔식량농업기구, 2008).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성이 여러 아

프리카 국가의 농업생산과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있다(Boko et al., 2007).

1960년대 중반부터 농업생산량이 연평균 최소 2%씩 증가

했으나인구수는약 3%가증가했다(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

회, 2006). 

이 지역 농경지의 97%는 천수농업에 의존하며 거의 모든

아프리카의 식량을 생산한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08). 아

프리카가 식량안보 목표를 2025년까지 달성하려면, 농업생

산률을연평균 3.3% 늘려야한다. 물이식량안보의주요요

소인이유는관개농경지가관개잠재성의 20%만을소비하

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역에서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농경지의 5% 이하가 관개 농경지이다. 그래서 식량안

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관개시설 확장이 필

요하다(유엔환경계획, 2010b).

한편 다른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개 농경지를 세 배 늘리면

2025년까지필요한식량생산증가에 5% 기여하게된다(유

엔워터/아프리카, 2004). 이외에도대규모의천수농경지확

대와 물유출량 방지, 몇몇 지역에서 위치한 개발되지 않은

지하수저류의 광범위한 소비의 효과도 있다(유엔환경계획,

2010b).

에너지안보위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 바이오매스 에너지 최대 소비

국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나무, 농작물 폐기물, 숯, 퇴

비, 양초, 등유를포함한다(섹션 2.2, 19장참조). 바이오매

스가남아프리카에너지소비에공급하는에너지량은 15%,

나머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공급량은 86%, 시골인구 공

급량은 90% 이상이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 인구 4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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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의약 66%
는건조또는반건조

지역이며사하라이남

아프리카거주민 8억명중
3억명이상이물부족
환경에서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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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이전기를소비하는셈이다. 투자부족과수요증가, 분

쟁, 예측불가능하고변동적인기후조건, 장비의노후화때문

에 때론 전력공급에도 의존할 수 없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경

제활동을 저해한다. 수력발전 에너지 공급량은 아프리카 총

에너지 32%이지만, 저개발된 상태다. 재생 가능 수자원의

3% 만이수력발전에이용된다(유엔환경계획, 2010b).

유엔환경계획(UNEP)의 아프리카 수자원 도해서의 내용은

수력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제약요인중 하나로

아프리카 하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능력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수력발전의무한한잠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중앙

아프리카 하부지역은 가장 전력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다. 아프리카수자원도해서는또한기후변화가강우량변동

성을악화시킬것이며몇몇지역의수력발전잠재력을저해

할것이란내용을담고있다.

아프리카는 전 대륙의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력발전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수력발전을개발하면앞으

로경제가활성화되며인류복지가증진되고, 바이오매스에너

지 의존도가 감소하며,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GHG) 를 덜

배출하고, 의존할만한기저부하를제공해다른재생가능에

너지사용을가능케할것이다. 수력발전분야를적절한방식

으로개발하면, 과거대규모댐개발과관련된환경과사회적

영향을줄일수있을것이다(유엔환경계획 2010b). 

사회기반시설과유지를위한금융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전반에 걸쳐 물 기반시설을 위한 금융

을강화해야한다는인식이있지만, 필요한양을결정하기는

어렵다. 물과 위생, 관개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최근에 기울

인가장진지한노력중하나는아프리카기반시설국가진단

(AICD)이다(Foster and Briceño-Garmendia, 2010).

이 연구는 사회 기반시설의 상태와 기반시설 서비스 금융을

제공하는데 발생하는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점에서이례적이다. 연구에따르면, 연 2백 2십억달러가물

공급과 위생(WSS) 부문에 필요하며, 이는 사회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며, 10년내 아프리

카내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이다(박스 7.1 참조).

아프리카 기반시설 국가진단(AICD)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

리카내 관개 시스템에 필요한 잠재 투자량이 소규모의 경우

약 1백 8십억달러, 대규모의경우 2십 7억달러가향후 50

년의투자수평선에서필요할것이라고한다.(박스 7.2).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185WWDR4

박스 7.1

아프리카의물과위생서비스투자수요필요성

물과 위생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가

연평균 2백 2십억 달러(약 아프리카 GDP의 3.3%)가 필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망치가 만

들어졌다. 시나리오는 2006년도 기준 모델리티(Modality)

가 동일 분포돼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도시와 농촌에 적용하

는것이다.

물과위생지출필요, 2006-2015, 연간 10억불

전체 투자 유지

물 17.2 11.5 5.7

위생 5.4 3.9 1.4

전체 22.6 15.4 6.1

자본투자 수요량은 연 1백 5십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아

프리카 지역 GDP의 2.2%이다. 자본지출 전망치는 새로운

기반시설과 기존자산 복구(Rehablitation)를 포함하며 수

용가능한최소자산을기준으로삼고있다. 

또한, 자본지출 전망치는 접근성 패턴(혹은, 물과 위생 모델

리티의 상대적 보급)이 2006년과 2015년 사이 동일할 것

과 서비스가 최소한의 고객에 대해서만 향상될 것이라는 가

정을하고있다.

유지요구비용은 연 약 60억 달러(GDP의 1.1%)이다. 운영

과 유지의 네트워크와 비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 기반시설

대체 값의 각각 3%와 1.5%이다. 복구 전망치는 각국의 새

기반시설의 유지 비축분(backlog)을 고려하는 모델을 기준

으로삼았다.

출처: Foster and Brice?o-Garmendi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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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Transboundary) 물관리

아프리카는 세계의 주요 국제 물분지의 1/3(100,000㎢보

다큰)을갖고있다. 이집트를포함한거의모든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어도 1개의 국제 물분지를 공유하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63개(유엔환경계획, 2010b)에서 80

개(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2000)의국제하천과호수분지

가 있다. 물의 상호의존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하류지역

국가에 유입되는 총 물줄기의 상당부분이 하류국가 외부국

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2001). 종종상류지역국가와비교할때, 하류지역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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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7.2

아프리카의관개투자요구량

관개개발의두항목을투자수평선 50년관점에서평가했다:

쪾대규모댐에기반한관개항목은수력에관한비교연구를통해확인결과수력발전저수지와연관이있었다.

이관개항목은현장개발을위한평균투자비용을 1헥타르당최소 3천달러로가정한다; 물수송에 1m3당 0.25 달러; 운하운영과

유지에대리비용; 현장운영과유지에 1헥타르당 10달러, 댐비용이제외된이유는댐과연관된수력발전계획에충분히반영이됐

다고가정하기때문이다.

쪾소규모관개는작은저수지, 용수조절지, 관개용패달펌프(Treadle pumps)와지역유출수를모아주는물수확구조물을기초

로삼는다. 5년투자주기를가정해, 현장개발을위한평균투자비용을 1헥타르당최소 2천달러, 운영과유지비용은 1 헥타르당

80달러로한다.

2004년과 2006년사이국제상품가격에기반한곡물가격은각국의가격정책과시장거래가격에따라조정됐다.

이전망치는수문지리학적, 경제적변수를종합한공간적분석연구에기초해잠재관개투자필요량을예상했다.

수단-사하라 0.26 508 14 1.26 4 391 33

동부 0.25 482 18 1.08 3 873 28

기니만 0.61 1 188 18 2.61 8 233 22

중부 0.00 4 12 0.30 881 29

남부 0.23 458 16 0.19 413 13

인도양섬 0.00 0.00 - 0.00 0.00 - 

전체 1.35 2 640 17 5.44 17 790 26

참조:

수단-사하라: Burkina Faso, Cape Verde, Chad, Niger, Senegal, South Sudan and Sudan

동부: Ethiopia, Kenya, Rwanda, Tanzania and Uganda

기니만: Benin, Côte d’Ivoire, Ghana and Nigeria

중부: Cameroon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남부: Lesotho, Malawi, Mozambique, Namibia, South Africa and Zambia

인도양섬: Madagascar

출처: Foster and Briceño-Garmendia(2010, table 15.2, p. 291); You(2008).

평균IRR(%)

소규모관개대규모관개

투자금액

(백만$)

관개면적의

증가(백만ha)
평균IRR(%)

투자금액

(백만$)

관개면적의

증가(백만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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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위에 있다. 이런 경우는 니제르강 유역(Niger River

Basin)과 주바와 샤벨레강 유역(Juba-Shabelle River

Basin), 오카방고강 유역(Okavango River Basin)에서

발생한다.

초국경물관리의또다른문제점은초국경수자원특히지하

수에대한완전하고신뢰할만하고일관성있는데이터가부

족하다는 것이다(박스 7.3). 따라서 수자원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공유하고

있는물분지의관리를돕기위해 90 개가넘는국제물협정

이 체결되었다(UNEP, 2010b). 그 중 한 예로, 공유 수로

에대한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2000 프로토콜이

있다(SADC, 2008). 이를 통해, 공유 수로 협정 수립을 증

진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사용과 환경적으로 건강한 자원

개발원칙을제도화하고있다.

또다른아프리카모델은나일강유역이니셔티브로, 공식적으

로 1999년 2월나일강유역국의수자원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of Water Affairs of the Nile Basin States)에서

채택됐다.

이니셔티브를통해, ‘협력적인방식으로강을개발하고상당

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나누며, 지역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

려고한다(유엔환경계획, 2009, p. 50). 

기후변화와극단적인기후현상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회원국들은‘기후변화

가현재몇몇국가가겪고있는물스트레스를심화시킬것이

며지금은겪고있지않더라도다른나라들도곧물스트레스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Boko et al., 2007, p.

435). 특히아프리카를포함한개도국에서수중기후변동성

과경제저성장간의긴밀한연결성에대한증거가늘고있다.

대부분의 빈국은 기후변동성이 크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국내총생산(GDP)와강수량간의상관관계가있다.

가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후 리스

크이다. 가뭄으로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식량원

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1/3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저해된다. 케냐의 경우 라니냐 현

상과 관련된 가뭄으로,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국내총생

산(GDP)이 6% 감소했다. 홍수도 기반시설, 교통, 물품과

서비스의 흐름에 매우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며 물공급원을

오염시키고, 콜레라와같은수인성질병을유발한다. 

2000년에모잠비크에서발생한홍수로, 2백만명이상의사

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0%

로전망됐다(Brown and Hansen, 2008). 사하라이남아

프리카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수문학적으로 극심한 기후현

상의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고, 특히 농업의존도가 높고 기

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더 그렇다. 향후 몇십 년간 기후변

화의 영향이 심화되면, 기후변동성과 유관한 가뭄과 홍수는

취약한아프리카국가지역사회를계속파괴할것이다.

아프리카 농민들이 이미 기술을 개발해 내재된 기후변동성에

적응하고 있으나, 기술개발만으로는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다층적인영향에적응하기충분치않을수있다(Boko et al.,

2007).

데이터도전과제

물과 물수요에 대해 데이터가 (사회경제적 지표면에서)불충

분하고일관적이지않고신뢰가떨어지는것과더불어극심한

기상현상은아프리카가직면한주요 도전과제들이다. 아프리

카대륙은수자원을잘관리하려고노력하고있다(Young et

al., 2009). 예를 들면, 경제계획자는 인구증가나 도시화와

같은인구학적변화에대한가정의불확실성이높더라도국가

계획에 포함시켜 고려한다. 인구조사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

분한경우, 인종이나종교, 정치적고려사항들이나타난다. 아

프리카 수자원 도해서에 따르면, ‘상세하고 일관적이며 정확

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기초로 삼는 것이 아프리카의 물 미래

의 핵심 도전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하였다(유엔환경계획,

2010b, p. 38). 과학적정보의경우, 수문지리학적데이터세

트가부족한탓에차드호(Lake Chad) 유역을흐르는지하수

원을지속가능하게사용하지못하는것이다(박스 7.3).

7.1.3 대응책

제도적, 법적, 계획적(Planning) 대응책

아프리카연합이니셔티브 - 예를들면, 아프리카수자원각료회

의(AMCOW), 아프리카물기구(African Water Facility),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농촌

물과 위생 이니셔티브 - 가 생생하게 지속되고 있는 물관련

개발노력을방증하고있다. 가장중요한행사중하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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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연합(AU) 정부와 국가수반의 제2차 특별세션으로,

2004년 2월리비아시르테(Sirte)에서열렸다. 세션주제는

농업과 물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물과 위생에 대한

AU 국가수반정상회의로 2007년 7월이집트샤름알-셰이

크(Sharm el-Sheikh)에서 열렸다. 아프리카수자원각료회

의(AMCOW)주최로 열린 아프리카 물주간 행사가 수자원

개발과관리에대한인식의중요성에박차를가했다. 하지만

더 폭넓은 국제협력이 있어야 유럽연합(EU)과 진행중인 노

력과연계해지역적·대륙적노력을증강시킬수있다. 많은

경우, 국제 하천 협정은 공유 물자원에 대한 잠재적 갈등 해

소에성공적이었다(박스 7.4).

아프리카 각국이 수력발전과 관련된 초국경 물문제를 해소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남아프리카 전력연합

(SAPP)과 서아프리카 전력연합(WAPP)과 같은 전력연합

을 통한 지역통합을 강화했기에 가능했다. 연합을 이용해,

각국은비용을줄일수있는동시에자국에전력공급을유지

하고, 전력시스템 작동불가능시 상호 의존하고, 사회환경적

혜택을 누리고, 국가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유엔환경계

획, 2010b).

아프리카 전역에서 노력을 기울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해

소하려고하고있다. 아프리카기상응용센터, 아프리카정부간

개발기구(IGAD’s), 아프리카기후예측응용센터(ICPAC), 남

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산하의 아프리카 가뭄감시센터

와 같은 아프리카의 기후기관들 및 국제기후연구소와 협력하

여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역량을 구축해

농업생산, 식량안보, 수자원관리, 건강보호, 재난위험관리와

같은 분야별 정책결정절차에 기후를 원만히 통합시키고 있

다. 또한, 지역적법령체계를일치화시키는데도움을주어혜

택 공유 패러다임을 통해 공유 수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물 이전 계획을 정비해서 차드호와 같은

죽어가는 물 생태계(박스7.3 그림 참조)를 복구하거나 물이

풍부한지역에서부족한곳으로옮길수있다.

지역적, 대륙적, 국가간차원의공동의노력을통해기후변동

성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아프리카 각국이 지속가

능한 개발로 수자원을 이용해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인적·제도적 자원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통해불확실성의다양한원인에대한정량적

지식에대한이해를제고해공동의도전과제를해결할수있

기때문이다. 수자원관리자와기타이해당사자간지식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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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7.3

차드호유역지하수원

차드호는 사헬 최대 담수 저수지중 하나이며 3백만 명 이상

의 사람들의 주요 수원이다. 대부분 차드호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고 생계로 어류양식을 한다. 사람들은 차드호

반경 200㎞내에 거주한다. 이 지역의 계절별, 연별, 10년

강수량은 변동이 극심하다. 차드호 유역에 샤리(Chari), 로

곤(Logone), 고마도고 요베(Komadougou Yobé) 강물

이유입된다. 그러나 1960년대중반부터가뭄과물전환, 관

개로물유입이 75% 줄었다(그림참조). 생태계가빠르게적

응하지 못해서, 어촌공동체가 사라졌고 건기때 목축의 질과

범위가감소했다.

더 넓게는 차드호 유역에 거주하는 3천 5백만 명 가량의 주

민들은어느정도의타격을받았다. 물부족으로지하수소비

가늘었음에도불구하고몇몇연구에따르면, 강수량감소로

차드호 유역 밑을 흐르는 쿼터너리 대수층(Quaternary

aquifer)의 수위가 영향을 받았다. 지하수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지만, 수문지리학적 데이터세트의 가용성과 완

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정책입안자들이

차드호 유역의 수자원 감소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엔환경계획, 2010b).

랜드새트(Landsat) 영상을통한차드호의개방수역의범위

1973년~2010년

출처: UNEP(2010b,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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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방식도중요하다. 또한, 불확실성이수자원관리와정

책결정에포함되는방식도중요하다(Hughes, 2008).

기반시설측면의 도전과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조

기경보시스템도포함된다. 왜냐하면우기의시작과기간, 계

절내 건기, 비정상적인 강우량을 중반구형의 원격연결에 기

초해예측하는것과엘니뇨와라니냐현상의영향에대한리

드타임(lead times)을예측하는데에도움을주기때문이다.

7.2 유럽과북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지역은 EU 56개국; 서부, 중

부, 동부유럽; 코카서스지역; 중앙아시아; 북미로구성돼있

으며,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로 구성되어 있다(지도 7.2 참

조).

댐과수로가건설된것은수력발전과관개를제공하고홍수를

관리하여, 이 지역의 물유출량을 상당량 줄이기 위해서이다.

댐과 보, 수로는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문학적 체계를

변경하고, 강과서식지의연속성을방해하고, 인근습지와범

람원으로부터강의연결을차단하고침식과정과퇴적물운반

도 변경한다. 산업화와 자치도시 폐수로 인한 대부분의 점원

오염은거의모든선진국에서는해결됐으나, 처리되지않았거

나 충분히 처리가 안 된 폐수 방출이 계속돼 동남부 유럽

(SEE),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서압력이높아지고있다.

UNECE 지역전반에서농업유출수에의한영양물질에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물을 고갈시키는 관개농업에

대한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도

시물수요가증가하고있다. 동시에기후변화가가용한수자

원을위협하고물이용자간경쟁과열을일으키고있다. 이지

역에서 몇몇 지역은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며 기후변화가 이

러한위협을심화시키고있다.

UNECE 지역 중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40%이상이 접경유

역으로 섬나라 3개국을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는 적어

도 한 개 국가와 수자원을 공유하고 있다(유엔유럽경제위원

회, 2007a). 1개 강 유역에 100개의 국제 하천이 있고 하

나당 1천 ㎢ 이상이며 100개가 넘는 접경이 지하대수층도

있다(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1a). 이로인해 양자간, 다자

간협력이강화되고공유수자원에대한협정이체결됐다.

국가의수질과물관리차원에서유럽연합(EU), 북미와동부

유럽, 중앙아시아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유럽연합(EU)과

북미는 협약의정서,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규칙, 제안, 행동

지침을통해오랜시간에걸쳐물관리를포함한환경법이제

정되어 왔다. 동부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와 여러 EU국

가들은 물공급과 오염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

고있다.

7.2.1 수자원을압박하는요인

인구와풍요, 빈곤

유럽과 북미에 1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북미에만 4

억명이넘는인구가살고있다.

1960년과 2000년 사이, 중앙아시아(인구증가율 120% 이

상)와 코카서스(60% 이상)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상당히

빠르게인구가성장했다. 동서부유럽대부분의국가는인구

수가 안정적이거나 감소했다(미국 인구통계연구소, 2008).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전망 때문에 여러 동부유럽국가에서

서부도시로 영구적으로 이주하거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

주한다. 

북미의 경우,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과 2010년 사이

9.7%였다. 1990년과 2050년 사이 60년간 인구가 50%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미국통계국, n.d.). 미국의총취수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189WWDR4

박스 7.4

세네갈강공동관리

공동관리에대해건설적인타협이이루어져, 세네갈강유역

에서 잠재적 갈등이 방지됐다. 이를 가능하게 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972년 세네갈 강 개발기구(OMVS) 창설,

2002년 세네갈 강 헌장 채택, 그리고 금융메커니즘 사용을

통한강유역 4개국에대한수익과이익창출.

차드호 유역에 대한 협정이 포괄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몇몇

유역국이 법적 협정과 차드호에 대한 전략적 행동 프로그램

에동참하지않았기때문이다. 시행중인초국경협정내에서

도 아직 국제물법령원칙에 대한 지역별 관점의 이해제고와

명료화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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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7.2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회원국

출처: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Map No. 3976 Rev. 11, November 2011. Department of Field Support, Cartographic Section, United Nations.

참조: 북미회원국들도명단에있으나지도상에표시하지않았다. 

본장의목적상, UNECE 회원국은다음과같이그룹별로나뉜다:

EU countries: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Western Europe: Andorra,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Liechtenstein, Luxembourg, Monaco,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an Marino,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Western Europe EU-15 countries: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United Kingd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zech Republic, Croatia, Cyprus,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Montenegro, Poland, Romania, Serbia, Slovakia, Slove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that became EU Member States in the course of the EU enlargement process: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Poland, Romania, Slovakia, Slovenia.

Balkan countries(as a subgroup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Republic of Macedonia, Montenegro, Serbia.

Mediterranean: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Cyprus, France, Greece, Israel, Italy, Malta, Monaco, Montenegro, Portugal, Serbia, Slovenia,

Spain, Turkey.

Eastern Europe,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Republic of Moldova,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The Caucasus: Armenia, Azerbaijan, Georgia.

Central Asi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North America: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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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1970년과 1980년사이증가했고, 1980년과 1985년

사이 9%이상감소했다. 그당시지속적인인구성장에도불구

하고 그 이후론 정체되어 있다(미국 국가지도집, 2011). 캐

나다의 경우, 총 취수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북미 환경협력위

원회, 2008). 24개유럽국에서총취수량은지난 10~17년

간약 12% 감소했으나유럽총인구의 1/5(약 1억 1천 3백

만 명)은 아직도 물부족국가에서 살고 있다(유럽환경청,

2010).

유럽과북미인구도사실상수입식품과물품에포함된물을

상당량 소비한다. 한 계산치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전 소련

연방국 제외)에 있는 한 사람이 소비하는 양은 하루 최소 3

㎥이다. 아시아 사람은 1.4㎥, 아프리카 사람은 1.1㎥이다

(Zimmer and Renault, n.d.).

서부유럽과북미에서식량생산에소비하는 1인당 물소비량

은지난몇십년간상당량감소했다(Renault, 2002).

총 물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는 경제적 요인과 규제의 효율성

증가, 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증대 때문이다. 유럽의

체제전환 경제국들도 소비량 감소추세를 따라잡고 있으나,

삶의수준개선때문에소비량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1차산업과중공업이서부와동부유럽, 북미경제에대한기

여가 감소한 동시에, 서비스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이 한 기여

는 증가했다. 이로인해, 점 오염원이 감소했다(유엔환경계

획, 2006b). 탈산업화 경제로의 두드러진 변화에도 불구하

고, 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 코카서스에서는 여전히 물수요

가 많다. 이는 농업과 광산업, 기타 수출상품에 의존하기 때

문이다.

아르메니아, 조지아(Georgia),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공화

국,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저임금 국가에 사는

빈민계층은 종종 국내에서 기본적인 물 서비스를 구입할 여

력이없다.

기후변화

유럽과 북미는 기후변화에 과도하게 기여했다. 기후변화에

관한정부간패널(IPCC)에따르면, ‘담수자원은기후변화에

취약하고앞으로기후변화에큰영향을받을잠재성이있다’

고한다(Bates et al., 2008, p. 135). 북부고위도지역은

극심한 온난화, 눈과 빙하 상태가 급격히 변함에 따른 북극

주민의위험성증가를겪을것으로전망된다. 가장빈곤하고

취약한계층일수록위험을감당할자원이적기때문에더심

한피해를입게될것이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 지역간 전망치 차이가 다르나 기

후변화로 인해 남부유럽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서 온도

상승, 가뭄, 가용한 물의 양 감소, 농업 생산성 감소가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력발전 잠재성과 여름철 관광산업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앙과 동부유럽에서,

여름철강수량이감소함에따라, 물스트레스지수가높아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단기적으로 북부유럽에 긍정적인 결과

를가져올수있으나기후변화가진행됨에따른부정적인결

과로 긍정적인 면이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경제위원

회, 2009a).

북미는더온난한기온, 강수량증가, 여름철가뭄, 토네이도

나 허리케인과 같은 더 강도높고 빈번한 이상기후현상을 겪

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의영향은추후에더논의할것이다.

물과농업

이 지역의 농경법은 지난 몇십 년간 크게 변했다: 메커니즘,

비료와 살충제 사용증가, 영농전문화, 농장규모 증대, 지면

배수, 축산업의 발전과 물 소비와 물 오염의 하부 지역차로

인해 수생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앙아시아, 그리

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곡물과 가축생산을 위

한물소비량은총소비량의 50~60%를차지한다. 다른국

가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밖에 되지 않으나

제조산업에서냉각을위한소비량의비중은크다.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191WWDR4

“유럽과북미인구도
사실상수입식품과물품에
포함된물을상당량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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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으로 이지역 수자원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질소와 인, 살충제가 수로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동부유럽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압박요인의

분산은‘광범위하나 과도한 정도’는 아니다(유럽경제위원

회, 2007a, 2011a). 그러나경제가활성화됨에따라, 압박

요인이증가해국내와국제하천과인류의건강을위협할것

이다.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몇몇 강 분지에서, 관개로 인해

수역의 토양염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높은 수치의 무기염

도발생하고있다(박스 7.5).

1960년대이후, 캐나다의경우관개지가 2배늘었고미국은

건조와반건조지역이늘어남에따라관개지가 50%이상증

가했다. 유출수가지하수함량(涵養)보다더많아지면서많은

지역에서 지하수 유량이 줄어 들고 있다(북미환경협력위원

회, 2008). 1950년대 이후, 미시시피강에서 농지유출수로

부터 발생한 질산염 부하량이 크게 증가했다. 미시시피강은

미국 본토안의 48주, 총 대륙의 40% 이상의 땅을 따라 흐

른다(미국환경보호청, 2008).

농업부문에서 오염을 줄이려는 법 체계와 모범 관리 실천방

안이 이미 유럽연합(EU)과 북미에서 마련됐다. 유럽연합

(EU) 국가의 지중해 배수지역과 동부 대서양 배수지역, 흑

해 배수지역에서, 법 체계와 모범 관리 실천방안 이행이 뒤

쳐지며, 수질도 아직 좋지 않다. 유기무기질 비료를 서부유

럽 농경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소스 할당 연구에 따르

면, 농업에서일반적으로배출하는질산염부하량은총부하

량의 50-80%이며, 농업폐수가 나머지 부하량을 차지한다

(유럽환경청, 2005). 질산도포율이 지난 몇십 년간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제는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다. 하지만강물

에 녹아있는 질소화합물의 농도를 줄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다(유럽경제위원회, 2011a).

산업과도시부문의물

현대의 오염저감기술은 서부유럽과 북미의 대규모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염에서 탄생했다. 최근에 신의약

품과 호르몬을 포함한 현대 화학물질과 관련된 우려가 생겨

났다. 아직도물오염의주요한원인이많은중소규모의산업

에서 배출한 오염물질과 동부유럽, 코카서스, 동부아시아와

몇몇 신 EU 회원국에 있는 소규모 도시 폐수처리 공장에서

기준을준수하지않고배출한물질이라는것이다(박스 7.6).

서부유럽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경기후퇴의 여파

가 여전히 두드러진다. 이는 폐수가 아직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있고, 물은계속중금속과인, 질소, 기름생산물로오염

CHAPTER 7192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박스 7.5

중앙아시아에서농업과물사용

중앙아시아에서는 농업부문이 취수한 지표수의 90% 이상

을, 취수한지하수의 43%를차지한다. 그러나이지역인구

의반이농업으로삶을부양한다. 관개농업과물기반전체부

문은이지역국내총생산(GDP)의약 40%에서 45% 기여한

다(Stulina, 2009). 중앙아시아는전소련연방지역의총관

개면적의 50%를나타낸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11).

농수오염과 퇴적작용(Sedimentation), 조류의 대번식으로

인해 몇가지 심각하고 잘 알려진 영향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전체의 멸종, 식수의 질 악화, 건

강문제발생, 곡물수확량감소, 빈곤, 실업, 이주, 갈등위험

요소가 포함된다(Yessekin, et al. 2006). 이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많은 조치가 취해졌지만, 금융자원 부족으로 해결

방안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접경유역 상황을 포함한 물분배

협상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이 최근에야 인식됐다.

아랄해살리기국제기금(IFAS)이 현 상황 개선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박스 7.6

몰도바공화국의폐수처리기반시설

1990년대 경기침체로 몰도바의 도시 폐수처리 공장 운영능

력이 크게 감퇴했다. 2010년까지, 24%의 공장만 운영중이

었고, 이중 4%의 공장만이 법적 폐수처리 요건을 준수하고

있었다. 시골지역에서는, 70%의 가정이 하수도 처리에 연

결되지 않았다. 그 결과, 처리안된 폐수가 강에 대량으로 방

출됐다. EU와 다른 기금이 대규모 원조프로그램 지원에 착

수하여 도시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시골의 위생상태를

제고하기 시작했다. EU법을 모델로 하고 국가정책대화

(National Policy Dialogue) 과정에서도출된신폐수처리

법안이 2008년 10월 발효되어 기존 소련식 법안을 대체했

다. 기존 공장은 이제 복구될 것이며 새 공장은 최신처리기

술에따라건립될것이다(유럽경제위원회,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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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 때문이다(유럽환경청, 2010). 광업도 남동유럽

(SEE)과 코카서스, 북부유럽 몇몇 지방에 지역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로에대한사회기반시설변화

이지역전반에걸쳐서유출수에대한구조적변화로자연유

속이변경되고, 야생동물서식지가파괴되고, 생태계서비스

가교란되고, 강물과범람원이단절되어많은지역에서홍수

발생위험성이증가했다. 일부국가는수로를복원할계획을

갖고 있다. 서부와 동부유럽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어느정도

강이 변경됐고, 조사됐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인식이 높

고해결책에이미착수했다. 복구하려면상당한시간과금융

자원이 필요하다. 다뉴브강 유역의 강들이 바로 그 예다(박

스 30.5, ‘다뉴브강유역의수문지형물리적변경,’30장참

조). 현경제여건과전망때문에이과정이지연되고있다.

미국환경보호국은몇개주에보조금을지급해강과하천을

복원하는한편, 혜택보다환경과다른비용이더큰지역의댐

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American Rivers,

n.d.).

다뉴브강은 수력발전과 수방, 항해때문에 수로를 변경한 유

역에위치해있다. 16세기이후다뉴브강은강길이의 30%

정도의수력저수량을갖고있다. 이제다뉴브강은 1998년에

발효된 다뉴브강 보호협약에 따라 생태계 질을 제고하려는

계획에영향을받는다. 이협약은수력문제뿐만아니라오염

된 농업과 도시등의 폐수도 다룬다(국제 다뉴브강 보호위원

회, 2007). 서부유럽에서는물관리지침(WFD)을통해수생

환경서비스보호및증진프로그램을만들고, UNECE 지역

에서는 독창적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접근법을 취했

다(Wunder, 2005; 유럽경제위원회, 2005).

표 7.2는여러하부지역에걸친물자원에대한다양한압박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요약하고 있다.(유럽경제위원회,

2007a). 경제가 회복되거나 성장함에 따라, 특히 동부유럽

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압박요인들의 상대

적중요성에변화가나타날것이다.

7.2.2 도전과제와위험요소, 불확실성

유럽과 북미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가장 두드러진 곳

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포함된다. 이 지역은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영향에는 극심

한 물관련 기후현상의 위험성 증가도 포함된다.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로 제한된 수자원의 양이 줄거나 오염된 수자원의

양이늘어나는지역과이수자원을여러부문간이나다른인

구간공유하는지역에서에서갈등이생길수있다. 도시지역

에서 갈등 발생 가능 지역이 늘어나는 등 이러한 지역들도

변하고 있다. 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특정

도전과제는 관개농업에서 물 사용의 효율성이다. 궁극적으

로, 물과위생서비스공급이부족한지역에서인간의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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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우선순위에따른수자원에대한주요압박요인(하향식)

EU 15개회원국과북미동부유럽과코카서스, 중앙아시아국가

수질에대한압박요인:

도시하수처리, 하수도서비스를못받는인구, 낙후된산업시설, 

불법폐수방류, 가정용폐수와산업용폐수불법방류, 

낙후된댐, 위험한매립지

지하수소비압박요인: 농업용수사용

수문지형물리적변경: 수력발전댐, 관개수로, 강변경

기타압박요인:

농약사용으로인한오염(갈수록심화), 채굴과채석

출처: 제30장

수질에대한압박요인:

농업(특히, 질소)과도시오염원

지하수소비압박요인:

농업용수사용(특히, 남부유럽과미국남서부), 주요도시센터

수문지형물리적변경: 수력발전댐, 강변경

기타압박요인:

일부산업의위험한물질방류, 채굴과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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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처해있다.

홍수와가뭄

지하수 남용과 물부족, 가뭄은 직접적으로 시민과 경제부문

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과 북미의 대규모 일대가 이미 영향

을 받고 있다(박스 7.7와 박스 7.8).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

로이지역의기온이상승해가뭄현상이심화될것이다

1976년과 2006년사이유럽에서, 가뭄의영향을받은지역

과사람수가 2배증가했다(그림 7.2). 가뭄의영향에는곡물

과 수력전기 생산 감소, 경제영향도 포함될 수 있다(2010년

러시아의 상황이 그 예이다). 여러 서부유럽 국가는 가뭄 관

리계획을고안했다(유럽공동체, 2009). 가뭄과물부족이인

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경제위원회

(UNECE)와 세계보건기구/유럽(WHO/Europe)은 세부 가

이드라인과 제안사항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배수와 하수, 폐

수처리에대한적응책이포함된다(유럽경제위원회, 2009a).

21세기 이래 홍수로 유럽경제위원회(UNECE) 지역에서 3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홍수 관련 피해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다. 홍수로 사람들은 여러 건강 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사망하며, 이주하고, 경제적 손실을 겪었

다. 이요인들에는홍수발생가능지역에서의인구증가와산

림황폐화, 습지손실이포함된다. 자연적범람이생태계에가

져오는 혜택과 수방에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많

은 유럽국가와 북미에서 홍수관리에 통합적인 접근법을 취

하기 시작했다. 많은 접경유역에서 통합물관리 계획을 주도

했다(Roy et al., 2010; 유럽경제위원회, 2009b).

기후변화와불확실성, 위험요인

IPCC는 앞으로 물 스트레스가 중앙유럽과 남부유럽에서 증

가할것이며 2070년대까지물부족에영향받는사람의수가

증가해 2백 8십만명에서 4백 4십만명이될것이라고확신

하고 있다. 여름유량이 남부유럽과 일부 중앙유럽과 동부유

럽에서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이다. 유럽의 수력발전 잠

재량은평균 6% 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2070년까지지중

해지역에서는 수력발전 잠재량이 20%에서 50%사이로 증

가할전망이다(Alcamo, et al. 2007).

북미에대해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은물부족

으로 인한 여파에는 부족한 물자원을 둘러싼 이용자간의 경

쟁심화도포함될것이라고확신한다. 기후변화로인해앞으

로 공유하고 있는 오대호2를 둘러싼 국가간 관계도 영향을

받게될것이다. 오대호에서유량은줄어들고인구는증가해

앞으로물수요가증가할것이다(Field et al., 2007). 이지

역의 국가 물관리 기관들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인

CHAPTER 7194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박스 7.7

북미대초원에대한불확실성과위험요인

캐나다대초원과북미대초원일부에서유량이매우변동적이

다. 이는심한홍수와가뭄이발생함을나타낸다. 예측가능성

의부족이빙하의융해와들판이눈덩이로덮임으로심화되어

(이는 기후변화의 결과물이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물을

둘러싸고농업과석유, 가스산업간경쟁을벌이며, 도시간경

쟁도 늘고 있다. 강유역 계획과 관리전략을 구축해 환경변화

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1971년과 2004년 사이에 캐나다 대초원에서 양수량 20㎦

감소가 포함된다(유엔환경계획, 2007; Statistics Canada,

2010).

박스 7.8 

가뭄발생지역에서도시물수요를충족시키는것

건기동안에이스탄불에사는 1천 2백만명과앙카라에사는

4백만명에게충분한물을공급하는데문제가있어물배급

이 이루어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의 전

망에 따르면, 이스탄불의 물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물 수요

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구제책을 취했다. 구제책의

사례로는물절약캠페인에서부터 150㎞떨어진곳에서부터

물을가져오는것이있다(Waterwiki.net, n.d.).

2008년 가뭄 동안, 바르셀로나는 도시 분수와 해변가 샤워

실에물공급을중단하고호수물을이용해수영장을채우는

것을 금지했다. 같은 기간에 사이프러스는 비상대책을 마련

했다. 여기에는 물 공급량 30% 감축이 포함되었다(유럽환

경청, 2007, 2010).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긴급 제한조치

가 이해당사자와 함께 협의절차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도 오르후스 협약 요구조건에 영향을 받았다(유엔경제

위원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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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대해불확실성이농후하다. 특히, 동유럽, 코카서스, 중

앙아시아에서는 금융과 인적 자원이 만연한 빈곤으로 인해

제한돼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 대응책이 물관리에 대해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을 증가시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유럽경제위원회, 2009a). 일례로, 식량생산과 생물에너지

수확물을위한물소비를두고논란이있다.

물과인류의건강

유럽지역에거주하는약 1억 2천만명의사람들은안전한식

수에대한접근성이없다. 심지어위생에대한접근성은더낮

아서 수인성 질병이 만연하다. 북미에서는 원주민들이 종종

수돗물과위생시설서비스를잘받지못한다. 예를들면, 캐나

다에서 1만 가구 이상이 옥내 화장실이 없으며, 물과 하수도

시스템의 경우 네 가구중 한 가구는 기준이하의 서비스를 받

고있다(유엔경제사회국, 2009).

국제적노력을조율해이지역의건강문제를해결하려는움

직임은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으며, 유럽경제위

원회(UNECE) 물 협약하에 물과 건강에 대한 프로토콜

(Protocol on Water and Health)을 작성한 것이 노력의

정점이었다. 이 프로토콜은 모두가 충분한 식수와 위생서비

스를받도록보장하려는노력의일환이다. 이프로토콜로인

해 노력을 유지하고 물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움직임까지나타났다(유럽경제위원회, 2010). 라인강,

뫼즈강, 스켈트강, 다뉴브강에 대한 강 유역 기관들도 강유

역국가들이더조율된접근법을개발하고, 인류건강과물관

리에 가장 큰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하는 영향을 완화하고,

점점 인식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적응책

을개발하도록촉구하고있다(유럽경제위원회, 2011a).

7.2.3 대응책

제도적, 법적, 계획대응책

물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적 대응책은 이 지역

에서오래전에만들어졌다. 북미에서물지배구조가 1970년

대에 강화됐다. 그당시 미국에서 청정수법(CWA)과 안전한

식수법(SDWA)과 같은 규제책이 통과됐었다. 캐나다에서

는 수질관리법을 포함해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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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유럽경제위원회(UNECE) 지역에서극심한기후현상에영향받은사람의수(1970년~2008년)

참조: 다음항목중최소 1개이상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보도에따르면 10명이상사망; 100명정도영향받음; 국가재난선언; 또는국제원조요청.

출처: 2009년이탈리아국립환경보호연구소(ISPRA)가루베인(Louvain)카톨릭대학의재해역학연구센터(CRED)의 EM-DAT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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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더 분권화, 분산화되어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와 연

방정부간권력분립때문이었다. 

2008년부터2012년까지4년간시행되는연방물정책에대해

최근물안보체제를구축하려는요구가발생했다(Norman et

al., 2010). 최근미국에서물지배구조에대해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의권력이양이있었다. 이로인해물관리에대한지역

적참여가늘었다(Norman and Bakker, 2005).

아직체제전환기에있는국가에서물관련기관들의힘은전

반적으로 약하다. 왜냐하면 물 관리 능력이 기관간 흩어져

있어서 시행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러 방면에서 유럽연

합(EU)의 도움을 받은 유럽연합(EU)의 새 회원국들은, 다

른 동부유럽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새로

운 제도적 구조 구축면에서 더 진전이 있었다(유럽경제위원

회, 2010). 최근에 체결된 몇개의 기준과 지하수에 대한 지

침과 별도로, 물관리지침(WFD)이 2000년에 체결됐다. 물

관리지침(WFD)은 유럽연합(EU) 물 법안 중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유럽공동체, 2000). 수질과 수질 보호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다른 지침들은 도시 폐수 관리(1991), 농업

에서의 질소오염 통제및 제한(1991), 식수의 질 규제

(1998), 물과 건강이슈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유럽연합의

물관리기본지침(WFD)은물보호범위를모든물로확장하

고, EU국가에 2015년까지 모든 물에 대해‘깨끗한 상태’

목표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국가에서 물관리

향상으로 인한 결과 외에도, 물관리 기본지침(WFD) 원칙

적용은 물관리 향상과 유럽연합(EU) 국경에 있는 국가들의

오염감소에매우중요하다(예: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우

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접경유역 물 사용과 보호는 1992년까지 유럽경제위원회 물

협약이 관장했다. 협약에서는 당사국간에 양자간 또는 다자

간 협정을 맺으며, 공동 기관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FD)이 국가간 물관리의

긴 과정을 유럽연합(EU)의 40개 국제 강유역에 대해 가속

화 및 심화시켰다. 대표적 예가 다뉴브강 유역과 라인강 유

역이다(EC, 2008).

캐나다와 미국도 공유 수자원에 대한 양자간 관리에서 특히

국제공동위원회를통해주도적인역할을했다. 그결과지역

의많은수로의상태가상당히향상됐고공유수자원에대한

분쟁사례도 훨씬 줄었다(유럽경제위원회, 2009c). 국경지

역 지하수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예외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일부 서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경지역 지하수

부문에서공동기관들이하는일이충분치않기때문이다.

7.3 아시아-태평양지역

본 장의 목적상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3은 5개 하부지역

의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55개회

원국으로구성되어있다: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오세아니

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지도 7.3 ESCAP 회원

국참조). 이지역은매우다양하다. 세계에서 7 번째로인구

가 많고, 여러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몇

나라는태평양에위치해있다(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11).

아태지역인구수는총세계인구의 60%이나수자원은세계

총 수자원의 36% 이다(아태물포럼, 2009).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태지역은 공유하고 있는 재생가능 담수량이 연평균

21조 1천 3백 5십억㎥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많은 인구와

경제성장률을감안할때, 취수율도평균총재생가능수자원

의 11%로 높다. 이는 유럽의 취수율과 비슷한 수준이며 물

이 부족한 중동에 이어 세계 2위이다(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10a). 이 지역에서 1인당 가용한 물은 세계에서 가장 적

다(아태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

2010).

이지역에는러시아연방, 인도, 중국브릭스(BRICS)의 3개

국이 포함된다. 이 국가들에서 물 수요 증가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한다. 인구증가, 급격한도시화, 산업화, 경제발전, 기

후변화가 계속해서 이 지역 재생가능 자원을 압박하며 이미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아태지역의 사회경제적 발

전패턴은 값싼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로인해 이중경제가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급격한 성장과 동

시에지속적인빈곤과환경파괴가발생했다.

1990년과 2008년사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인 새천

년개발(MDG) 목표 달성에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위생서비스 개선면

에서 진전이 더뎠다. 약 4억 8천만 명이 2008년에 향상된

물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반면 19억 명은 개선된 위

생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다.4 심지어 접근성이 확보되어

도, 자연재해와기능수준식수나위생시스템이계속해서이

지역의수요를충당할수있는지의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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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다. 아태지역은 이상기후현상에 매우 취약하다. 또

한, 기후변화가 기후 변동성 및 홍수와 가뭄의 규모와 빈도

를증대시킬것으로전망된다 .

물의 가용성과 분배, 질은 여전히 주요한 이슈다. 관개농업

에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같은

일부국가에서는, 총가용수자원의 1% 미만을소비하는반

면다른국가에서는지표수와지하수를합한총가용수자원

의상당량을소비한다. 일례로, 아랄해에서과도한물소비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인구성장, 늘어나는 물 소비량,

환경파괴, 농경활동피해, 열악한수원지관리, 산업화, 지하

수남용으로수질이저하되고있다.

7.3.1 수자원을압박하는요인

아태지역은매우역동적으로급격한도시화, 경제성장, 산업

화, 집약적인 농업발전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야에서 바람직

한추세도나타난다. 여기에는이지역의사회경제적물개발

수요를충당할수있는역량에영향을미치는동력이포함된

다. 

인구구조

아태지역 인구는 1987년과 2007년사이 3십억 미만에서 4

십억 명으로 성장했다(유엔환경계획, 2007). 평균인구밀도

는 1 ㎢당 111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유엔환경계획,

2011). 모든 국가가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시기와

속도는 다 다르다.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인구성장률은 여전히 높다. 아시아에 세계 2/3의

기아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는 중요한 문제다(아

태물포럼, 2009). 국제이주와도시화가거대도시수증가의

동력이다(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11). 아태지역에는 세계

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여러개 있다. 2010년과

2025년 사이에 인구는 7억 명 늘어 도시 물 서비스 수요도

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10a).

경제발전

2000년 이후, 아태지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5%

를 초과했다(유엔환경계획, 2007).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산업활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결과 집약적인 자원소

비가나타났다. 이로인해수생태계에상당한압력을받고있

으며,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있다. 2008년 말, 글로벌 식량

과 연료, 금융위기가 발생해 수백만 명의 인구가 빈곤선 이

하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후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중국과인도, 기타국가에서는급격한경제성장

이 재개됐다. 2010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에 따르면, ‘소득향상으로 기술적 변화가 절실한

분야와 사회기반시설, 일자리 창출에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현경제성장패턴은한정된자원을압박하고자원소

비자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한다(아태경제사회위

원회, 2010a, p. 3).

아태지역에서 농업은 총 수자원 소비량의 평균 약 80%를

소비하지만 황폐화된 생태계에서 식량생산 증진이라는 도전

과제를 맞고 있다(아태물포럼, 2009). 게다가 관개농업 부

문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수요관리 메커니즘도 이미

마련되어있지만비효율적이다. 수질또한산업발전과개발,

도시화, 농업집약적 활동으로 악화되고 있다(아태물포럼,

2007).

물을둘러싼갈등

물 경쟁으로 특히 지난 20년 간 아태지역에서 물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했다. 1990년 이후, 국가간 갈등이 지배적이이

었다. 동 기간동안 중국에서만 12만 건 이상의 물관련 분쟁

이 있었다.5 인도에서 물관리 노력과 자원은 종종 국가 간

‘갈등관리’에주력한다. 직접적인갈등은보통지역차원에서

발생한다. 갈등은종종‘궁여지책’댐건설이나모호한취수

관리, 수질악화때문에발생한다.

수자원이점점더부족해지지만배분이물갈등의핵심요인

이다. 아태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

제는 서로 다른 물 소비량 균형을 맞추고 경제와 사회, 환경

적영향을관리하는것이다. 물부족국가에서는생계가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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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산업, 농업, 생태계에서물소비경쟁을벌이고있다.

또한, 유역간물이전을놓고물분쟁이일어나고있다. 유역

간 물 이전 계획은 환경과 사회, 금융 도전과제를 갖고 있다

(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10a).

CHAPTER 7198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지도 7.3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회원국

출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Map No. 3974 Rev. 17, November 2011. Department of Field Support, Cartographic

Section, United Nations.

참조: 아시아-태평양하부지역의 ESCAP회원국은다음과같다.

North-East Asia: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Mongolia,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Armenia, Azerbaijan,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Timor-Leste, Viet Nam.

South and South-West Asia: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Islamic Republic of Iran, Maldives, Nepal, Pakistan, Sri Lanka, Turkey.

The Pacific: American Samoa, Australia, Cook Islands, Fiji, French Polynesia, Guam, Kiribati,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Nauru, New

Caledonia, New Zealand, Niue, Northern Mariana Islands,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olomon Islands, Tonga, Tuvalu, Vanu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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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도전과제와위험요인, 불확실성

분쟁지역

아태지역에서 물자원에 대한 많은 위협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며많은우려를제기하고있다. 지역적조치의우선순

위를 제대로 정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는‘분쟁지역’을 규명했다. 분쟁지역은 다중적 도

전과제를 갖고 있다. 분쟁지역은 국가와 지역, 생태계로 물

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부족, 제한된 물 가용성, 수질 악화,

기후변화와물관련재해에대한노출증가와같은도전과제

가 서로 중복된다. 2010년 여름의 경우, 파키스탄 대륙의

약 1/5이침수되고, 인더스강을따라홍수지역에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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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아태지역물분쟁지역

출처: ESCAP(2006, 2010a); Dilley, et al.(2005); FAO AQUASTAT(accesse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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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명이상의사람이영향을받았다. 또한, 홍수가 1백 6

십만 에이커의 경작지를 파괴했다(Guha-Sapir, et al.,

2011).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발전 기로에 서 있다(그

림 7.3).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수자원 관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개발 우선과제는 자연재해, 기후

변화, 가정의열악한물과위생접근성으로부터발생하는위

험성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는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반면, 파키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물 소비패턴이

두드러진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성이여전히가장우려된다.

우려지역에는인도의펀자브와중국북부평야와같은아시

아의주요곡창지대도포함된다. 이지역에서지하수면이연

간 2m에서 3m만큼 감소하여 농업과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생산을 위한 물 생산성이 낮은 열

대삼각지는 이미 황폐화되고 있고 해수면 상승 위험에 처해

있다. 

아태지역의 여러 지역에서는 식량안보가 도전과제이다. 세

계 영양실조 인구의 65%가 7개국에 집중돼 있는데 이중 5

개국이아태지역에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아태물포럼, 2009).

물 과다와 과소 소비 그룹 모두가 물부족 위험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물 기금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부양하기 위

한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물부족은 자원이 잘 보존되지 않고 가구와 농장, 산업, 환경

간에 배분·소비된다면, 재생가능 자원 부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10a). 아태지역의 생태계

적 수용력도 수질악화에 영향을 받으며, 심지어 상대적으로

물이풍부한국가(예를들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부탄,

파푸아뉴기니)도도시물공급과수질제한문제를겪고있

다. 특히 가정 하수가 우려인 이유는, 가정하수가 인구밀집

지역근처의생태계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하루당약 1

억 5천㎥에서 2억 5천㎥의처리되지않은폐수가도시에서

방출돼바다로유입되거나심토에스며든다.6 이로인한여파

는 열악한 인류건강과 유아사망률 증가에서부터 만연한 환

경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도시에 있는 수로가 황폐화

된이유는땅에대한수요, 적절한위생시설부족, 부족한배

수시설, 경제와환경, 생태적가치상승의부족때문이다.

식수와위생에대한접근성

전반적으로 아태지역은, 식수와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 불균등하다. 이는 도시와 시골지역간, 부유한 가정과 빈

곤한가정간극명한차이가있다. 여기서위생접근성의격차

가 가장 크다. 물과 위생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하다

고해도, 이미설치된시설은반드시금융적으로지속가능하

고, 기능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수요에 대

응적이어야 하며 남녀노소에 적합하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있어야한다. 여러사회프로그램이제공하는위생서비스

가여성의요구와부합되지않을수도있다. 예를들면, 학교

에여성전용화장실이부족한것이다. 이는여학생들의학교

출석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아태지역에서개선된식수원에대한접근성이있는인구의비

중이 1990년과 2008년사이에 73%에서 88%로증가했다.

이는 1백 2십억 명이 증가한 것이다(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10a). 동 기간에 중국과 인도에서 개선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가진인구를합친비중이세계비중의 1백 8십억으

로 47% 증가했다. 1990년이후, 동아시아는 5억 1천만명,

남아시아 1억 3천 7백만명, 동남아시아 1억 1천 5백만명의

인구가가정에서수돗물에대한접근성이생겼다(세계보건기

구 - 유니세프, 2010).

그러나 위생 접근성의 상태는 훨씬 덜 긍정적이다. 개선된

위생시설을사용하지못하는 2백십억명의사람들중 72%

가 아시아에 산다(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2010). 동북아

시아에서 급진적으로 위생이 향상됐다. 1990년과 2008년

사이위생접근성이 12% 증가했고동남아시아는 22% 증가

했다. 반면에 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다. 1990년대 이후 위생 접근성을 가진 사람의 수는 두 배

나늘었지만, 2008년평균위생보급률은 38%로접근성이

없는 사람이 2005년도보다 2008년에 더 많았다. 노상배변

을 하는 세계 인구의 64% 가 남아시아에 사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 지역에서 대부분 노상배변 관행은 감소하여 1990년

66%이던것이 2008년 44% 로줄었다(세계보건기구-유니

세프, 2010). 그러나 인도에서만 6억 3천 8백만 명이 여전

히노상배변을하고있다.

CHAPTER 7200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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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극심한기후현상

세계에서 아태지역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왜

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규모로 경제발전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이 해안가와 홍수발생지역에서 많이 이

루어졌는데, 이 지역은 특히 태풍과 폭풍우에 취약하다. 기

후변동성과 극심한 기후현상의 증가가 이 지역에 심각한 타

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홍수와 가뭄의 규모와 빈

도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쓰나미로인한영향을제외하

고 이 지역에서 2000년과 2009년 사이 연평균 20,451명

이 물재해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사망수는

23,651명이었다(루뱅대부설재난역학연구센터, 2009).

태평양의군소도서국(SIDS)은특히열대저기압, 태풍, 지진

이재해로돌변하는것과같은자연재해의위험에특히취약

하다. 한번의 쓰나미나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 몇 년간의

개발노력이수포로돌아갈수있기때문이다. 기후변화가앞

으로 SIDS(와기타해안저지대)의취약성을심화시킬것이

다. 왜냐하면 해수면상승과 폭풍 해일, 해안 침식이 예상되

기때문이다.

남녀 관계의 구조는 사회와 문화적 맥락의 한 부분으로, 한

지역사회가 재해에 대해 대비, 대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켜 준다. 예를 들어, 많은 태평양 도서국에서 남성은

바다와 관련된 활동에 책임이 있고, 여성은 땅과 관련된 활

동을책임진다. 각각의역할은이들이위험에접근하는방식

에서나타난다. 남자는카누와같은물리적구조물을확보하

고, 여자는 식량과 가족을 챙긴다. 위험을 균등하게 감소시

키려면, 각각 다른 역할을 취할 필요가 있다(Herrmann et

al., 2005).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물공급과 위생 시스템

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에 단

한번성공했다고해서기본기반시설을제공하는데성공했

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설치된 시스템이 기능과 신

뢰성, 적정가격대, 수요에 대한 반응성, 금융적인 지속가능

성을갖췄는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가용한정

보에따르면, 이지역에서여러시스템이비효율적으로작동

해 퇴보가 있었다. 이는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제한된

능력과열악한금융관리의결과이다.

7.3.3 대응책

제도적, 법적, 계획대응책

아태지역은 점점 더 수자원 관리 정책, 전략, 계획, 법 체제

면에서, 통합수자원관리(IWRM)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

칙이행‘현장’이복잡한것으로증명됐지만, 이는지배구조

의모든위치에있는물이해관계자와시민사회참여와포용

적인협의절차확립이필요하기때문이다.

아태지역에서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여러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박스 2.2 섹션 2.5 참

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이마련되었거나마련중에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

리핀, 스리랑카에는이와관련한여러사례가있다. 가정의물

안보 증진과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 인식, ‘폐수 혁

명’주도가 지역협력을 요하는 우선과제이며 이 지역의 각국

의 열악한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개발 난제 해결에도

중요하다. 어떤국가는국가개발계획에위생을우선과제로삼

는특별한정책을도입했다. 사례로는, 태국의시골환경위생

프로그램이 지난 40년간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과서벵골과남아시아기타지역에서전세계위생캠페인을

도입한것이있다(지속개발위원회, 2008).

아태지역은 노력을 기울여 더 친환경적인 개발 방법에 착수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201WWDR4

“각국정부는더나은물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지속가능하고
환경효율적인물
기반시설을개발해야한다.
이를위해, 시장여건을
조성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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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세계 최대의 녹색기술 수출국이다.

2005년 3월에열린제5차유엔아·태환경과개발장관회

의에서‘녹색성장’이채택되었다. 이는포용적이며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이 지역의 핵심 전략이며, 유망한 친환경 개

발 목표 추구 접근법으로 부상했다.(1장과 4장 참조). 녹색

성장이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적용된다면, 개발 딜레마를 해

결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녹색성장이 기본적인 물과 위생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꾀하는

동시에환경적지속가능성을확보할것이다.

기반시설대응책

아태지역에서 물 기반시설은 단기적 혜택을 주는 계획과 개

발에서더전략적, 장기적인혜택을주는계획으로전환되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계획은 경제발전에서 환경적 효율성 문

제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더 나은 물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환경효율적인 물 기반시설

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

다. 이 목표는 이 지역을 3개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

다. 첫째, 환경친화도시 개발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도시

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가능한 환경 효율

적 기반시설 솔루션에는 도시의 강 복원, 모듈형 수처리 디

자인, 통합적폭우관리, 분권화된폐수처리, 물재사용과재

활용이 포함된다. 둘째, 도시 중심과 거리가 먼 시골지역에

역점을 둔다. 왜냐하면 거리때문에 전통 기반시설이 비싸고

비효율적이기때문이다. 현대관개시스템, 분권화된식수와

위생 서비스, 물 재사용과 재활용, 빗물 저장은 시골지역에

서몇몇유망한솔루션이다. 셋째, 이지역의수로를‘폐수혁

명’을통해정화시켜야하는시급한필요성과관련이있다.

물재사용을위한폐수처리는필수적인고려사항이다. 일반

적으로 중앙집권화된 폐수처리는 지속가능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넓은 지역, 상당량의 금융지원, 전문지식을 요구한

다. 어떤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컴팩트한 폐수처리공장을 위

한 현 기술이 향상됐다. 그래서 더 크고 중앙집권화된 시스

템에이익을제공하고있다.

아태지역에서의 수자원 관리는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 방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 에너지 금융자원

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효

율성이증대됐고소비가감소했기때문이다. 수요관리접근

법이 계속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는 강 유역의 가용성과

수요 평가, 기존 저수지에서 가능한 재분배나 저수지 확장,

물사용에서 평등성과 효율성간의 균형맞추기, 부적절한 법

과 제도적 체제, 낙후된 물 기반시설에 대해 늘어나는 금융

부담이포함된다. 

수요관리대책시행이지역간불균등하지만, 물사용의효울

성제고에대한관심은꾸준히늘고있다. 가정의물안보, 녹

색성장, 폐수에 대한 염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관심의

동력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하루 도시의 물 수요가

1994년 176L에서 2007년 157L로 감소했다(Kiang,

n.d.). 방콕과마닐라에서누수검출프로그램이미계량된물

의 전망치를 낮췄다. 이로인해, 새로운 기반시설 개발이 연

기되었다(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 2009, 9장). 2008년

이후, 호주의 시드니 수도공사가 이중분배망 서비스를 혹스

턴 공원 지역가구에 제공했다. 그래서 두 번 물이 공급됐다.

한번은식수용으로, 다른한번은다목적용으로재활용된물

을공급했다(Sydney Water, 2011).

7.4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LAC)에서는 물관리에 대한

전통이 오래됐다(지도 7.4 참조). 하지만 국가간 부문간의

효율성에서는 전통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국가간에 이룩한

진전에대해서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이러한진전이항상

같은 속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아직 물 사용 효율성이

나 전반적인 수질향상면에서 공통적으로 진전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물이사회경제적발전에대해한기여는

증가했다. 비록물관리기관에서각각의진전이나타났지만,

여러 국가 중 특히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

비아, 페루에서모호한물관리개혁방안을취했다.

LAC 지역 국가가 당면한 물관리 주요이슈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않다(박스 7.11 참조). 기관을설립할능력이전반적

으로 없어서 물 부족이 심화되고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하에

서 물관리에 대처할 수 없다. 개선이 부족한 이유에는 무능

력한 관리기관, 부적절한 운영 능력, 비공식성, 자기금융능

력의 부재, 변동이 많은 정치적 도움에 의존, 물관리를 포함

한수자원, 수자원이용, 이용자, 미래의수요에대한공신력

있는정보부족이포함된다.

그러나반대되는사실도많으며, 이런문제들은기후나물의

변동성이나 반드시 운영돼야 하는 물관리의 규모 때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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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7.4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UNECLAC) 회원국

출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ap No. 3977 Rev. 4, May 2011. Department of Field Support,

Cartographic Section, United Nations.

참조: 본장의목적에따라, 다음의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회원국은 LAC 지역의일부로간주하지않는다: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영국, 미국. 

또한, 아루바섬, 영국령버진제도, 케이맨제도만을중남미경제위원회( ECLAC) 준회원으로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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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브라질의 경우, 도미니카보다 면적이 십만 배 넓다).

이는제도시스템의성격과효율성의차이, 인구분배와구조

의 차이, 소득수준의 상당한 차이 때문이다. 몇몇 국가에서

특정물관리활동면에서인상적인진전이있었다; 예를들면

칠레의도시물공급과하수도서비스수준이매우향상되었

다.

7.4.1 수자원을압박하는요인

LAC지역의 물관리 문제는 항상 워터박스 내에서 발생하는

요인만이 아니라 물관리와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

인과도 연관이 있다. 가장 중요한 외부요인에는 국내 정책

변화, 국제 금융위기(예: 2008-2009)와 같은 경제현상과

정치적불안정성; 꾸준한경제사회적변화와관련된외부영

향에의해생겨나는더세밀한변화들이있다.

카리브해지역에서 허리케인과 같은 극심한 기후현상은 오랫

동안 물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글로벌 기

후변화와같은새로운불확실성이요인에추가되었다.

인구구조변화

세계 인구의 8% 이상이 LAC에 거주한다. 5억 8천 1백만

명 중 - 반은 브라질과 멕시코에 살고 있다(유엔환경계획,

2007). LAC지역은앞으로급격한인구구조변화를겪게될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도시로의대이주에이어, 현

인구현상의주요특징은급격한출산율감소로인한인구성

장률 둔화이다. 현재 전체 출산율은 1.3% 이나, 앞으로 하

락해 2050년에는 0.5%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

세가 계속된다면, 몇몇 국가 특히 쿠바와 우르과이의 경우,

인구수가 심지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CELADE, 2007). 반대로, 연평균인구성장률이아직일부

중미국가의 경우 2% 이상이다. 인구증가가 앞으로 계속되

면, 이 지역의 전반적인 물 수요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 2010a).

출산율 감소는 또한 총 국가인구가 안정적일지라도 여러 시

골과고립된지역의경우인구수가줄어들게될것임을의미

한다. 인구가 줄게 되면, 인적·금융적 자원이 감소해 사회

기반시설을 운영 및 유지할 수 없게됨을 의미한다. 관리 책

CHAPTER 7204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100

90

70

60

50

40

30

20

1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퍼
센
트

카리브해 농촌지역

중앙아메리카 농촌지역

남아메리카 농촌지역

카리브해 도시지역

중앙아메리카 도시지역

남아메리카 도시지역

그림 7.4

도시인구증가추이(1970년~2010년)

출처: UNEP(2010a, p. 28, CEPAL STAT database [http://www.pnuma.org/geo/geoalc3/ing/graficosEn.php]에서통계치를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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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분권화된 지역의 경우,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다. 물

공급과하수도의경우, 인구감소로, 결국시설들이과도하게

디자인되어운영을저해하게됨을의미한다. 이는또한아직

물과 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국가에게 부정적인

질문을던질수있다.

LAC는세계에서가장도시화된개발지역이다;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ECLAC, 2010a)(그림7.4). 지난

40년 간 도시인구는 3배 증가했고 2030년에는 6억 9백만

명이될것으로전망된다. 거주민이 1백만명이상되는도시

가 많이 있다. 어떤 국가들은 인구가 한두 개의 거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유엔환경계획, 2010a). 최근의 추세

는 중소규모 도시의 인구 증가이다. 또한, 최근에 오랫동안

인구밀도가 낮았던 지역, 특히 아마존과 오리노코강 유역에

정착하는사람의수가늘었다.

경제발전

경제사회적 변화는 물사용과 수요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기적인 영향과

일명 1994년 멕시코 페소위기나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와 같은 국가경제 불안을 넘어선다(Klein and

Coutiño, 1996) 이런 현상은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중요한것은, LAC 사회와글로벌경제에서일어나

는장기적인변화로물에대한새로운수요가발생하는것이

다. 카리브해지역관광산업과모든지역의에너지에대한수

요 변화에서 특히 격차가 두드러진다. 두 수요 모두 LAC지

역을 포함한 세계 1인당 소득 증가와 관련이 깊다(OECD,

2009). 때로는 수자원 개발로 인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갈등을일으켜물관리기관에심각한문제를야

기할 수 있다. 여러 사례가 있는데, 특히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의경우: 브라질정부가아마존의싱구강지류에벨로몬

테 댐 건설을 승인한 결정을 둘러싼 글로벌 논쟁이 일례다.

또다른 예는, 칠레 리오베이커(Río Baker) 강에 발전소 건

설제안이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늘면서, LAC지역 빈곤율

이 하락했다. 많은 국가에서 인구의 반이 빈곤선보다 1.8배

많은 소득을 벌게 되었고, 우르과이, 칠레, 코스타리카의 경

우는 거의 2/3배였다(ECLAC, 2009). 그러나 빈곤은 여전

히 LAC지역의 숙제다. 비록 지난 20 년간, 평균 빈곤율은

꾸준히하락했지만, 이지역인구의약 30%인 1억 7천 7백

만 명은 아직도 가난하며 12%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7(ECLAC, 2011). 물관리와 배분에 대한 결정은 공익

사업공급과경제발전에유리한여건창출을통해빈곤감축

기능을 담당한다. 농업, 광산업, 전기발전업과 같은 여러경

제활동은물에의존한다.

더 많은 중산층의 부상으로 나타난 결과는, 환경적 갈등 해

소에 주력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이다. 예로는, 칠레에서

댐 건설 반대와 도시 폐수처리라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자금

조달하기위한관세증가용인(2010년말까지거의도시하

수의 87%가 처리됐다[칠레상하수도관리청, 2011]), 아르

헨티나의마딴사-리아츄엘로강(Matanza-Riachuelo) 유역

의오염제거계획이포함된다.

멕시코와 중미의 몇몇 소국가를 제외한, LAC지역 국가들은

천연자원 수출중심 경제구조이다. 천연자원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최근몇년간눈에띄게증가했다. 또한, 주로천연자

원상품을생산하는데외부자본으로자금조달하고, 많은시

설은외국인소유이다. 그래서 LAC지역의주요경제성장동

력은 과도한 물 수요이며, 이로인해 LAC지역 각국 정부의

직접적인통제권외의요소에많이영향을받는다.

물관리면에서, 천연자원 의존 경제활동은 각국의 위치에 따

라양상이복잡하다. 칠레와페루에서구리와금광산의확장

이 주로 건조지대에서 일어났다. 이로인해, 부족한 물을 놓

고농업수출과원주민인구의물수요경쟁이발생했으며, 관

광수요가 많은 카리브해 섬의 물 부족을 증가시켰다(박스

7.9). 커피 생산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며, 커피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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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중산층의
부상으로나타난결과는,
환경적갈등해소에
주력하려는수요가늘어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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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문제가 다른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관개에 대한 미래 수요는,

바이오연료생산으로부터발생할수있다. 현재브라질에서

는 사탕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되며 천수답식이다. 하지만,

바이오 연료에 대한 관개 수요는 3.5% 정도이다(de

Fraiture et al., 2008).

글로벌시장의수요의특징과불확실성의수준, 변동성은항

상 LAC지역의 물관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역경

제가 글로벌 경제의 변동에 따라 확장, 수축, 변동하기 때문

에관련결정이취해져야하고정책이적용되야하는환경분

야에도변동이생기는것이다.

물가용성과사용

LAC지역의 1인당 연평균 물 가용성의 양은 약 7,200㎥에

달한다. 그러나 카리브해지역의 경우는 2,466㎥이다. 빗물

이 주요 물자원인 소엔틸리스 열도는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

리고있다(유엔환경계획, 2010a). 중남미대륙에서, 수자원

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여전히 낮고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취수율은가용한물의 1%인것으로전망되지만, 카리

브해지역, 심지어본토8의경우취수율이훨씬더높다. 본토

의취수율은가용한물의 14% 이다(ECLAC, 2010a).

그러나인구과밀지역의수자원이항상풍부한것은아니다.

이 지역 인구의 약 1/3은 건조와 반건조 지역에 거주한다.

멕시코 북부, 브라질 북동, 페루 해안가, 칠레 북부는 다른

지역에비해물수요를충당하기어렵다.

인구성장, 확대된 산업활동 특히 안데스 국가의 광업, 높은

관개수요로 인해 지난 세기 총 취수율이 10배 증가했다.

1990년과 2004년 사이 취수율이 76% 늘었다(유엔환경계

획, 2010a). 2000년대 중반까지, 취수량은 연간 263㎦에

달했다. 멕시코와 브라질의 총합이 약 121.5㎦이상이었다

(유엔환경계획, 2007).

7.4.2 도전과제, 위험요인, 불확실성

LAC지역이 맞딱드린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은

다음으로부터비롯되기쉽다

쪾글로벌경제현상의영향;

쪾도시화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국내 물소비량의

꾸준한증가 ;

쪾수질개선의필요성, 특히도시와도시외곽지역에서의물

과위생서비스공급확대; 

쪾그리고 특히, 물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

변화의영향

수자원 관리와 서비스, 기반시설, 관련투자, 적절한 법과 기

관 개선에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거시경제 정책과 환경이 매

우 중요하다. ‘거시경제 정책은 물분야 전체의 인센티브와

성과구조에 만연한 영향을 미친다’(Donoso and Melo,

2004, p. 4). 거시경제 여건이 비우호적이면, 최적의 물관

리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는 이 지역 국가에서 나타나

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물

소비에 대한 효과적인 물함양 시스템 개발이나 수질보존 노

력이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물정책

도지속가능한물소비에영향을미치는문제들을충분히해

결할수없다. 왜냐하면거시경제불안정성으로인한경기침

체나 경기확장에 못미치는 투자로 인해, 기반시설 유지비용

이부족해지기때문이다.

반대로, 성공적인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1990년대 칠레와, 최근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경우, 물수요

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자에게 도전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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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7.9

바베이도스의물관리

인구가 29만 명인 바베이도스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가뭄 발생이 잦은 섬이며, 사람들은 거의 지하수에 의

존한다. 가용한 물공급량은 연간 1인당 390㎥도 못 미치는

절대적인물부족국가이다.

소비에 따른 변동적 관세를 통해 세계 공통의 물 수량계가

도입되었으나 관세가 너무 낮았다. 일부 공정하며 성공적인

물효율성방법이도입됐지만, 생활수준향상으로인해물소

비가 증가했다. 바베이도스섬 경제에 중요한 관광업은 특히

물을 많이 소비한다. 비록 물 감독기관은 부적절한 물관리

능력으로인해어려움을겪었지만, 결국물관리는잘이루어

졌다. 최근에 바베이도스섬은 미주개발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다. 이를 통해, 물 감독기관과 해안지대 물관리, 기후변

화적응의효율성을제고하려고한다(미주개발은행, 2009).

출처 BW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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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했다. 기존정책은종종새로운경제환경으로인한문제

를 해결할 수 없다. 물관리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새로

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가용한 자원이 한정

되어 있고, 전문 스태프가 부족해서 제도적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소규모국가에서중요하다.

물에대한미래수요와소비

이 지역에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이 지역의 광업, 농업,

에너지원에대한글로벌수요가증대됨에따라, 물에대한수

요도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의 물소비는 경

제성장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수력발전으로 이 지역의 53% 전기를 생산하고, 기

존용량은 2005년과 2008년사이 7% 증가했다. 수력발전이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상당부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유

엔환경계획, 2010a). 현재와 미래의 물수요, 경쟁수요(생태

계와생태계서비스포함)간에균형을맞추는것이앞으로이

슈가 될 것이다. 현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

근몇년간광물채취면에서국제수요가 56% 증가했다.

국제수요는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상당량의물이특히귀금속, 구리, 니켈채취에필요하다. 광

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과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

다. 이는이지역의물오염의주원인이자지역인구의건강

과안전성에도심각한위험요인이다(Miranda and Sauer,

2010).

농업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 지역 경작지의 약 14%는 관

개된 경작지이며(유엔식량농업기구, 2011), 1960년대 이

후 관개가 꾸준히 확대됐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식량

과 바이오연료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를 충족시키려는 의

도를 감안할 때, 관개는 물 사용면에서 앞으로 더 효율적이

어야할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개선된 물과 위생을 도시인구에 잘

공급하고 있지만, 시골인구에는 잘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아직도많은도시의물공급과하수도네트워크가기

준 이하이다. 특히, 중소도시에서 늘고 있는 도시인구가 물

공급과위생필요충족미달의또다른위험요인이되고있다.

도시지역은가정에더많은물을공급해야하는것뿐만아니

라, 범람원과수원지로까지도시지역이확장되고있다. 지역

의물부족문제해결과물소비자간갈등해소과정에서, 이

러한 수요증가가 물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

용할수있다(박스 7.10).

기후변화와극심한기후현상

LAC의많은지역에서는항상홍수, 가뭄, 특히남방진동혹

은 엘리뇨 남방진동(ENSO) 현상과 관련된 기후변동성과

같은 다양한 이상기후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이상기후현상

의 빈도, 지속기간, 강도는 기후변화때문에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인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그림 7.5는 이러한 기상현상이 이미 1970년대부터

증가해왔음을제시한다.

돌발홍수와가뭄은물생태계의생산성, 홍수발생지역과건

조지역의 삶의 여건과 인류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패널, 2007). 이 지역에서 도시홍수는 해마

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홍수는 라플라타 유

역대부분의도시에서발생한다. 많은도시에서빗물배수거

가부족해이문제를심화시키고있다. 카라카스와리우데자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207WWDR4

박스 7.10

코피아포계곡의물경쟁

칠레 북부에 있는 코피아포 계곡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글로벌 시장 기능을 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로 갈

등이 발생한 예다. 이 지역은 구리와 다른 광물이 많다(심지

어 미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수담수화를 고려중이다). 또

한, 생식용 포도와 같은 많은 양의 수출곡물을 생산한다. 그

리고사람에게필요한물공급도증가추세에있다

사람들은이계곡의지표수를오랫동안사용해왔고, 과수재

배 농부들간 지하수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우물이 더 깊게

파고 취수율도 지하수 함양량을 초과한다. 일반적으로 칠레

의 물소비 기관의 강도높은 물 거버넌스와 물시장 운영으로

도문제를방지하지못했다. 물관리거래제도시행은물소비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 지하수 권리가

정의된 형식과 통제력 부족, 채택될 대응책에 대한 합의 도

달과 효율적 시행(‘무임승차’행위) 확률 제로로 인해, 현재

의수자원과잉착취현상이발생하게되었다.

출처: Personal communications in 2011 in Santiago, Chile with

Michael Hantke-Domas and Humberto 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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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루와 같은 인구 과밀 도시에서는 집들이 가파른 경사지

에있어, 산사태가홍수의영향을심화시킨다.

이 지역의 빙하는 기후변화로 이미 녹고 있다. 빙하의 후퇴

가 이지역의 3천만 명 인구의 물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유엔환경계획, 2010a). 키토의 60%와 라파스의

30%의물은빙하에서얻는다. 페루에있는빙하는 7십억㎥

의 물을 잃었다. 이는 리마에 물을 10년 동안 공급할 수 있

는양이다. 이미가뭄이정기적으로발생하고있다. 2000년

과 2005년사이에가뭄은심각한경제손실을입혔으며 123

만명이재해를입었다(유엔환경계획, 2010a).

기후변화가 없어도 이미 물부족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는 2천 2백만 명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

널(IPCC, 2008)은 기후변화로 물부족 유역에 거주하는 사

람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구체적으로 2020년대

에는 1천 2백만에서 8천 1백만명, 2050년대에는 7천 9백

만에서 1억 7천 8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러 기

후모델에따르면, 전염의지리학적한계의변화때문에, 말라

리아와 뎅기열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수가 증가할 것이라

고한다.

기후변화는 카리브해 섬의 중요한 관광산업에 손실을 입히기

쉽다(유엔환경계획, 2007). 해수면상승또한작은도서국가

와 대륙 해안지대, 하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이는 수질, 수량, 물가용성을 악화시킬 것이다(ECLAC,

2010b). 기후변화는 또한 판타나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전망된다. 판타나우는세계최대습지중하나이며, 물

을저장하고, 파라과이강과강지류의유량을조절하여가뭄과

홍수의 영향을 완화시킨다(Roy, Barr and Venema,

2010).

중미, 카리브해지역, 안데스지역에서 최빈국들은 상대적으로

물관리 능력이취약하다. 그래서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영향

으로가장큰위험에처할것이다. 가장심각한곳은아이티이

다. 아이티는산림황폐화, 악지지형, 빈곤, 공공기반시설의부

족으로특히더이상기후현상에취약하다(ECLAC, 2010a).

불충분한 수문학적, 기상학적 관측 네트워크가 이상기후현

상에 대한 대응을 저해한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 지역의

ENSO 현상의여파에적응하는동안얻은교훈(예: 페루)과

브라질 북동부의 다각적인 가뭄지역의 건기와 우기의 주기

로인해, 기후변화시물관리에적용가능한기술적혁신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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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수문기상학적현상의빈도(1970년~2007년)

출처: UNEP(2010a, p. 40, the CEPAL STAT database [http://www.pnuma.org/geo/geoalc3/ing/graficosEn.php에서통계치를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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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했다. 이는 또한 인류의 대응력 증가로 이어졌다(미국 국

립해양대기청, n.d.). 이상기후현상은부정적인결과만을가

져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발생하고, 물과 다

른 기반시설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물기반시설

이 심각한 피해를 잘 이겨내거나 빨리 복구된다면, 물과 물

관련 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대중의 이해를 얻어 국가내에서

물과물서비스역할의중요성을제고할것이다. 

식수와위생에대한접근성

지난 20년간, 물공급과 위생서비스 제공부분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증가가 대부분의 LAC 국가에서 있었다. 2008년에,

개선된 물공급이 도시인구의 97%와 시골인구의 80%에게

제공되었다(위생의경우각각 86%와 55%). 이는지역차원

에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보다 더 큰 성과였다(세계보건기

구/유니세프, 2010). 그러나 이러한 누적통계치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변동성을 가린다. 많은 국가에서, 물공급과 위

생서비스는낮은수질의악순환에의해오염됐다. 정치적개

입, 부적절한 관리, 낮은 관세가 모두 질낮은 서비스제공과

열악한관리에공모했다. 그래서공급시차질과저압이발생

하여, 시스템 내부를 오염시킬 수 있거나 하수도 처리 공장

에서처리안된폐수가방출될수있다(Corrales, 2004).

국가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서 큰 차이가 여전히 있다.

멕시코 중남부,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경우, 많은 도시에서

전체 인구의 10%미만만이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있다. 위

생면에서, 개선된 위생은 아주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의미한

다. 그래서 발표된 통계치는 이 지역 국가들이 실제 상황에

대한 지침을 거의 제공해주지 못한다(ECLAC, 2010a). 거

의 4천만 명이 아직도 안전한 물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이

없고, 약 120명은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수요증가,

더만성적인접근성이슈때문에물의비용이증가하고있다.

최빈곤계층과가장취약한사람들은종종결국물비용을더

많이 내게 된다. 왜냐하면 트럭의 물탱크에서 구입한 물의

수질은열악하고비싸지만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유

엔환경연합, 2010a).

명백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결국 네 개의

다른 이슈가 발생했다. 이 지역 전체의 경우, 하수의 최대

28%정도가 방류되기 전에 처리된다고 예측된다. 도시에서

방류되는하수와산업폐수로인해, 바다를비롯한수로의물

이심각하게오염된다(Lentini, 2008). 여기서칠레는중요

한 예외국가이다. 곧 하수처리가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스 7.11).

종종제도를도입할때, 정치적으로기술적으로너무복잡해

서오염을통제하지못해혼잡한결과를양산하는경우가있

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 폐수 방류에 대한 요금제 도입

이물오염감소에결정적인요인이었는가가분명하지않다.

아직 많은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이다. 여기에는, 물공급과

위생서비스에 대한 자금조달 부족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는 이슈도 포함된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떤 이

익도최소한줄어들거나부정적이게된다. 요인은운영의효

율성 감소와 지속가능한 금융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발

생하는 유지 부족이다. 유지 부족으로 인해, 상수도 시스템

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쿠바의 경우, 정부는 배분손실

이처리공장에서방류된물의최소한반이상에달할것이라

고 예상한다(Business News America, 2010). 심지어

칠레에서는, 물을담당하는시스템이 30% 이하였다(칠레상

하수도관리청, 2011).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209WWDR4

박스 7.11

칠레에서위생기반시설에하는투자

칠레가 우수한 물과 위생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던 성공비

결은 도시인구에 높은 수준의 투자를 한 것이었다. 1999년

부터 2008년까지, 칠레가물공급과위생부문에한투자량은

28억을 넘었다. 또한, 수백만 달러를 산업오염을 통제하고

빗물배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투자했다. 정부가 자국의

수출농산품을보호하기로한결정이중요한동인이되었다.

개혁성공의주요한요인들에는,

(i)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안정적이며 수준높은 기관 창설

(ii) 재정자원투자에대한엄격한기준도입(iii) 책임을갖고

항상투자분야를관리하고강도높은효율성추구(iv) 폭넓은

사회적 합의 구축이 정치와 전문가 차원 모두에서 이룩됨,

그리고(v)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려는 전략이 실제적인 판단

과 전반적인 일관성 확보와 국가의 실제 능력 점검에 대한

관심이있다.

출처: Valenzuela and Jouravlev(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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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대응책

제도적, 법적, 계획적대응책

LAC가 직면한 물관리면의 최대 도전과제는 전반적인 지배

구조의 지속적인 제고이다. 각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

다(안데스공동체, 2010). 이 도전과제에 대응하려면, 효율

적인 제도정비, 공익 보호; 물소비권리 정의 및 이행, 일정

방류량허용; 기준정립, 메커니즘통제및검사; 상당량의금

융자원의운용이필요하다.

물관리를 통해 많은 개선을 이루려면, 각국 정부는 반드시

일상업무와정책적규제활동간분명한선을그어야하며, 효

율성제고를위해인센티브를늘리고, 관리자훈련을도모하

며, 정책결정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분명한 체계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

해, 관리결정에서이해당사자의참여도를높일수있다.

도전과제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물 관리자나 정책결정자들

의문제해결의지가감퇴하는것은아니며, 사회와경제분야

내에서 물관리를 더 강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개혁을 자국의 물관리

기관에서 실행했다. 여기에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이 있다.

그러나몇몇국가에서는여전히실행에문제가있다. 브라질

에서는, 대부분의물사용비가정기적으로걷히지않고있다

(Benjaḿin, Marques and Tinker, 2005). 다른 국가에

서는, 기관들이능력이없어서주요한개혁시행에실패하거

나이분야에대한합의를도출하기어려워보인다.

지난몇십년간이지역에서는각정부부처외에서물기관을

설립하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물

자원은 국립수도위원회가 관리한다(멕시코수자원공사); 그

리고 최근에 브라질은 국가 물 기관(ANA)을 설치했다. 기

관의주요목적은, 시스템상발생한전통적인갈등과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 상에서는 최근까지 물이 각 부

처의기능성을담당해왔다. 다른기관들은물분배와관리의

기능적인측면과직접적인연관성이없는경우도있다. 여기

에는콜롬비아의환경, 주택, 영토개발부(MAVDT); 자메이

카의 수자원부; 베네수엘라의 환경 및 천연자원부; 칠레의

일반수자원공공사업부가포함된다. 대부분국가가물관련

법개혁을논의하고있지만, 실제로는혁신성과의가시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Solanes and Jouravlev, 2006).

최근몇년간, 몇몇국가가새로운물관련법을채택했다(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온두라스,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

라의 몇몇 지방). 그리고 기타지역이 물 관련법을 개혁했다

(예: 칠레, 멕시코). 공통적인 추세에는 통합된 수자원 관리

패러다임의 분명한 채택, 물 지배구조의 개선, 물 감독기관

과 강 유역기관 창설, 대중과 물 소비자의 참여, 수자원 계

획, 경제도구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다. 이는 비록 실행 초기

단계일지라도, 이 지역에서 몇몇 국가의 수자원 관리방식의

주요한변화이다. 

사실상모든국가가물공급과위생부문을개혁하였고, 각기

능의 제도적 분리에 주력했다. 여기에는 분야별 정책결정,

경제적 규제와 서비스 제공; 분권화된 절차 확대;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움직임은 훗

날 많은 국제 민간 사업자가 각국을 떠나게 했고, 많은 서비

스를재국유화시켰다.; 특정규제체계가만들어지고; 서비스

가 자기자금조달 방식으로 변해야 하며 보조금 배정이 저소

득 단체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반드

시 설립되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개혁은 각 경

제국의 구조적 한계와 공익, 서비스 제공의 경제, 공공시설

규제 분야의 건전한 원칙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지못했다.

CHAPTER 7210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민간부문참여에대해,
지역적경험에따르면, 
물공급과위생서비스에
영향을미치는다중적
문제를해결하는데,
이것이만병통치약은
아니다.”

4-1-2권4  2013.12.13 12:0 PM  페이지210   mac3 



어떤 국가들은 물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거나(볼리비아와 에

콰도르) 메커니즘을 설립해 빈곤계층에 보조금을 생성해주

는 물 서비스의 경제성을 향상시켰다(아르헨티나, 칠레, 콜

롬비아). 민간부문 참여에 대해, 지역적 경험에 따르면, 물

공급과 위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적 문제를 해결하

는데, 이것이만병통치약은아니다.

LAC 지역에는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61개 강 유역과 73개

대수층이 있다(유네스코, 2010). 많은 국가들은 특히, 수력

발전에 대한 초국경 물 협정을 발효했다. 더 많은 협력을 국

제강유역관리면에서이룩하기위해서는아직정치적장애

물이많이남아있고, 정치적갈등의몇몇사례가있다. 점점

더, 양자간, 다자간 협정이 환경문제도 포괄하고 있다. 여기

에는통합적수자원관리나지속가능성목표가포함된다. 하

지만 아직 협정의 적용은 초기단계에 있다(Roy, Barr and

Venema, 2010). 최소한 연구단계에 있는 국제 협력의 한

사례는, 과라니대수층에대한연구이다(박스 7.12).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에 대한 기본

협의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물 관리

에 대해 각국 정부에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게 한다.

하향식이니셔티브나신조직창설과상당한조율의노력끝

에다른지역에서효율적인법과유기적구조를달성한경험

에서 추정하는 것 만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실수다.

전문가들이 계획한 개혁 제안서를 갖고있는 것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만약 개혁이 정치적 아젠다에 오른다면, 어떤

제안이든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 전문

가들이바른방향으로합의를구축하는과정을알려줄수있

다. 만약그러한합의가없다면, 변화나제안된개혁, 심지어

이미채택된법안에대해그어떤신뢰도얻을수없으며, 어

떤 성과도 도출하지 못할 것이다. 도전과제는, 물관리 문제

를 사회 전반에 개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부문

이지난성과를토대로계속해서 LAC지역모든국가에서더

나은사회를만드는데기여할수있다.

7.5 아랍과서아시아지역

유엔 서아시아 경제사회 위원회(ESCWA) 14개 회원국을

포함한(지도 7.5 참조) 아랍 지역의 22개국에는 세계 최대

몇몇 물부족 국가가 포함된다. 최소 이중 12개국이‘절대’

물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 이는 연간 재생가능 담수 자원량

이 500㎥도안되기때문이다(33장참조). 심지어상대적으

로 수자원이 풍부한 아랍국가들도 종종 매우 저개발된 국가

이거나 위기에 처한 국가인 경우가 있다. 여러 사회, 정치,

경제적동인이물부족상태를심화시킨다. 따라서수량과수

질과관련된위험요인과불확실성이증가한다.

시골개발과 식량안보 정책은 지역적 수자원 문제를 더 복잡

하게 만든다. 조율된 방식으로 지역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랍 각국 정부는 아랍연맹국(LAS)

주최의 아랍 물 각료회의(AMWC)를 설립했다. 아랍 물 각

료회의(AMWC)는 2009년 1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랍

경제사회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아랍전

략을 준비했다. 이는 이 지역을 도와서 지역적 물부족의 현

재와 미래 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다.

아랍 물안보 전략(2010-2030)은 해결책을 제시하여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물의 효율적 사용,

비전통적 수자원, 기후변화, 통합수자원관리(IWRM), 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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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7.12

과라니대수층시스템(GAS) 프로젝트: 

접경지역지하수관리

과라니 대수층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가

공유하고 있다. 이 대수층의 면적은 1백 2십만㎢ 이상이고,

여기에 1천 5백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도움

을받고있는 4개국은협력하여 2003년과 2007년간의대

수층사용현황을연구했다. 대수층은약 4만㎦이상의담수

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간주된다. 현재이용상태는적당하

나, 과잉양수에대한우려로수요가늘고있다. 

2010년 8월, 4개국의대통령이대수층에대한지식확대, 주

요분야 규명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초국경 대수

층시스템에대한협정이거의없기때문에특이할만하다. 4

개국은서로노력을경주해‘GAS의환경보존을제고함으로

써, 수자원의 다층적, 합리적, 지속가능한, 평등한 이용을 보

장한다’(Article 4 of the Guarani Aquif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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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초점을맞춘프로젝트실행이포함된다. 국가적차원에

서 물 부문 전략 개발면에서 위험을 감소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물문제를국가개발계획에포함시키고, 제도적, 법적

개혁을추구하며, 공유수자원관리와관련된불확실성해소

를해결하려고하고있다.

7.5.1 수자원을압박하는요인들

아랍지역수자원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에는, 인구증가

와이주, 소비증가패턴, 지역분쟁, 지배구조의제한이있다.

이러한요인들이이미부족한담수자원을더압박하고, 수질

과 수량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며, 공유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시골개발과 식량안보를 증진시

키는정책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

인구구조와사회, 경제적개발

아랍지역에서지난 20년간인구가약 43% 증가했다. 2010

년에 총 인구수는 3억 5천 9백만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4억 6천 1백만이 될 것이다(서아시아 경제사

회위원회, 2009b). 전체 인구의 55% 이상이 도시에 거주

하고,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에서시골에서

CHAPTER 7212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그림 7.6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회원국

출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Map No. 3978 Rev. 11, December 2011. Department of Field Support, Cartographic Section,

United Nations.

참조: 본장의목적상, 아랍지역국가들은다음처럼아랍연맹회원국으로한다 : 알제리, 바레인, 코모로, 지부티,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

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랍공화국,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방,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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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의 이주현상이 목도됐다(유엔경제사회국, 2007). 도

시로의 이주는 주로 농업분야의 소득감소와 고용기회 감소

때문이다. 여기에 청년층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랍

각국 정부는 노력을 기울여 이 추세를 둔화시키려고 했다.

농업생산과 시골 개발과 연계한 시골지역 생계 정책을 도입

했다. 그러나이연계성으로부족한수자원이많은지역에서

농업 부문으로만 치우쳐 분배되었다. 도시지역의 물 수요도

증가했다. 이는 경제발전과 연관된 이주와 지역갈등으로 난

민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해안가 지역에 인구가 과밀된 것

외에도, 도시화로 개간된 황무지와 확장된 해안가, 도시 주

변부에 정착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전통적 물자원에 대

한 민관 부문의 투자가 늘었다. 특히, 충분한 담수원을 얻기

위한담수화부문에투자가증가했다.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회원국의 물 소비는 대

부분 국내총생산(GDP)와 연관이 있다(그림 7.6), 비록 이

는 담수화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이다. 다른 아랍지역의

물소비는주로농경활동과연관이있다. 그래서국내총생산

(GDP)에는 미약한 영향을 미친다. 걸프 협력 회의(GCC)

회원국들의 담수소비는 고소득,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 부

동산개발, 담수화에대한에너지가용성, 관광산업의성장으

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지역의 농업 물소

비는 저생산적인 성격을 띠며, 최근 몇 년간 가뭄으로 큰 타

격을받았다.

지역분쟁과난민들

몇십년간아랍지역은주기적인갈등으로점철됐다. 이로인

해, 많은 내부 실향민이 생겨났다. 그래서 지역이주가 증가

했고, 난민인구를받아들이는지역에서수자원과서비스부

족현상을 겪고 있다.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

역에 세계 난민의 36%가 있다(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2009d). 구체적으로는요르단과시리아로이주한 2백만명

의 이라크 난민, 예멘으로 이주한 소말리아 난민, 난민캠프

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정권 변화로 이어진 시위때,

이집트와 튀니지로 망명한 리비아인과 이주노동자가 있다.

폭력적 갈등은 여러 시기에 베이루트, 쿠웨이트, 레바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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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UNESCWA) 지역에서 1인당국내총생산(GDP)대비국내물소비량

출처: ESCWA(2009c,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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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반시설을파괴했다.

이는송수분배확대보다, 손상된시스템의복구를요한다.

담수자원관리는이지역주요강들이대부분국경유역강이

기때문에 더 복잡하다. 여기에는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오론테스강, 요르단강(야르무크 포함), 나일강, 세네갈강이

있다. 차드호는 너무나 국경과 국경에 걸쳐져 있어서 종종

하안이웃국가간정치적분쟁이일어난다. 아랍지역의가용

한지표수의 66%는아랍외부지역에서유입되는것으로예

측된다. 지방과 지역차원의 물 분쟁이 행정구역과, 지구, 지

역사회와종족간에도발생한다(박스 7.13).

그러나, 동시에 2010년 12월이지역을휩쓴‘아랍의봄’이

기회를 제공하여 물 지배구조 구조를 되살펴보고 지역사회

차원의대협의를원활하게할수있다. 예를들면, 각정권이

바뀜에따라, 튀니지와이집트의정부관료들은물문제에개

입해 물 부문에 대한 계획짜기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 차

원의대중참여를활성화시켰다.

7.5.2 도전과제와위험요인그리고불확실성

물부족

거의모든아랍국가들은물부족상태이다. 아랍지역의물소

비가 크게 총 재생가능 물 공급량을 초과했다. 거의 모든 아

랍국가들은 물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전에는 수

자원이풍부했던국가들에서도인구증가때문에지난 40 년

간 총 연간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의 양이 반감했다(그림

7.7). 이러한감소추세는아랍지역의물부문최대도전과제

이다.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수단에서는담수의 70%를

물이지속적으로흐르는강으로부터얻는다. 오만, 사우디아

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예멘에서는 지표수가

주요자원이다. 이국가들도간헐적으로흐르는강(와디)에서

물을 얻는다. 이 강에서는, 계절적 홍수로 대수층을 함양한

다. 다른아랍국들은최소한총전통적인물공급의 1/3을지

하수에서얻는다. 지하수발굴이증가하여여러국가의공유

대수층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분쟁

의위험이증가하고있다.

이 지역의 재생불가능한 공유 대수층 혹은‘화석’대수층은

갈수록 더 착취되고 있다. 여기에는 차드, 이집트, 리비아가

공유하는 누비안 사암 대수층;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가 공

유하는사하라북서부대수층;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가공

유하는바잘트대수층(Basalt Aquifer)이있다.

수질

각국 정부가 수질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정도는 담수체제와

물부족상황에따라다르다. 지하수의과도한사용으로염수

침입이발생했는데, 이는해안가대수층관리의주요도전과

제이다. 여기에는 이집트의 북부해안, 레바논 해안, 가자지

구해안, 페르시아만동부몇몇해안도시의대수층이있다. 

해수면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나일강 델타와 샤텔아라브강

을 포함한 해안가 대수층과 수로에 대한 물부족 압박이 더

증가할것이다. 농업유출수, 수확후처리과정, 의류생산, 가

정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살충제와 비료물질도 여러 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영향에는, 부영양화와

어류몰사가 레바논에서 발생하여 튀니스호 어족이 줄었고

(Harbridge et al., 2007), 나일강델타양식업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식량안보 위험이 증가했다. 석유생산으로 인

CHAPTER 7214 STATUS, TRENDS AND CHALLENGES

박스 7.13

예멘의물분쟁지역

예멘의사시와타이즈시는극심한물부족을겪고있다. 물접

근성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갈등원인이 되고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예멘의시골지역갈등의 70%와 80% 정도는물

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인구증가, 열악한 물관리, 불법

우물 시추, 법시행의 부재, 물 배분에 필요한 안정적 에너지

에 대한 의존도, 시골과 도시지역 물 소비자간의 경쟁, 소말

리아 난민의 유입, 농업에 필요한 물 소비를 포함한 지속불

가능한물배분으로물부족상황이악화되고있다. 여기에는

카트(qat)(이 지역의 대중적인 약한 마약식물, 포도재배보

다물이 5배더많이필요하다) 재배도포함된다.

갈등악화는예멘이세계최대물부족국가중하나라는사실

을 보여준다. 연간 1인당 물 가용성이 세계 평균 2,500 ㎥

와 비교해 125㎥이다 .현재의 물 소비량을 감안할 때, 전문

가는 사시의 물이 201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Kasin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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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염은 주로 해양 생태계와 관련이 있지만, 여러 지역의

문제이다. 이주압박과 맞물린 아랍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는, 부적절한 도시계획과 규제시행, 빈곤선 근처에 있는 많

은 사람들과 함께 도시 물자원의 오염 방지를 더 어렵게 만

들고 있다. 각 부처차원의 이중 물지배구조 구조와 부처와

도시간의중복되는관할권이상황을더악화시키고있다.

식량안보

농업은 아랍지역의 주요 물부족 원인이다. 농업은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SCWA)회원국가 총 물 수요의 70% 이

상을 차지한다. 이라크, 오만, 시리아, 예멘에서, 농업은 전

체 물 소비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인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생산하지

못한다.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회원국은 총 곡

물소비의 40~50%를수입한다. 연구에따르면, 상황은악

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80년에는 기후변화로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생산성이 자그마치 25% 감소

할것이기때문이다(Cline, 2007).

지난몇년간, 글로벌곡물시장에서물안정한공급과더불어

곡물가가 상승했다. 이는 식량안보도 위협한다. 특히, 몇몇

국가는 곡물의 반 이상을 수입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기

존 사회구조도 식량공급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부가상류계층에만집중되어있다. 반면대다수

인구는 빈곤선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뭄발생 빈도와 수입

식량에대한의존도증가, 인구성장으로인해아랍지역은식

량안보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이집트와 수단과 같은 몇몇

국가의 경우, 일부 사람들은 더 수익성 있는 상업용 바이오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215WWDR4

그림 7.8 

아랍지역에서 1인당재생가능물자원의감소

참조: *남수단과수단지역은함께다루고있다. 

출처: FAO AQUA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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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에 쓰이는 곡물 재배를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족

한 물자원에 대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서아시아경제사회

위원회, 2009e).

이와 같이, 이 지역의 식량위기는 국가나 지역적 차원의 식

량 자급자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조금과 가격보상 지

원금이초기에몇몇국가에서(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

아포함) 식량생산량의증가를위해지급됐다. 곡물생산증

진을 위한 후속 이니셔티브에는 관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확대, 저수지용량증대, 더많은양의지하수활용이포함된

다. 범아랍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역내 농업교역이 활성화되

었다. 그결과, 아랍 식량 자급자족 정책이 광의의 식량안보

개념으로바뀌었다. 가용한금융자원을가진각국정부는글

로벌 시장내에서 대안을 추구할 수 있었고 식량수요를 맞출

수있었다. 그러나개발과교역정책을재검토하고있는국가

도있다.

예를들어, 어떤국가는식량생산을위해다른국가의땅을장

기 임대하고 있다. 그래서 물부족 상황에 처해 있지만, 식량

안보증가를위한실제물수입량이증가하고있다. 기업식영

농회사와투자기금이이추세를주도하고있다. 이런계약은

점점더일반화되며늘고있다. 2004년이후, 승인된땅분배

의 거의 2백 5십만 헥타르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1,000 헥타르 이하 분배는 제외 [Cotula et al., 2009]).

여기에는 아랍국가가 한 투자도 포함된다. 어떤 면에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조치는 아랍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식량공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국에게는 기반시설

투자와향후경제적혜택을제공한다.

기후변화와이상기후현상

아랍지역은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이

미극심한기후변동성과물부족을겪고있기때문이다. 기후

패턴의 작은 변화로 대규모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여

파일지는아직불확실하지만, 예상되는결과에는, 지온과건

조도상승, 계절적강우패턴의변화(이미시리아와튀니지같

은 몇몇 천수답식 농경지대에서는 겪고 있다), 지하수 함양

률 감소, 홍수와 가뭄을 포함한 더 잦은 이상기후현상, 강설

량감소, 산악지역의눈녹음현상, 해수면상승, 해안가대수

층의염도증가가있다. 알제리,모로코, 시리아, 소말리아, 튀

니지에서는 지난 20년~40년간 가뭄의 빈도가 이미 증가했

다.

더많은인구수, 더높은생활수준, 물수요증가와관련된요

인들이이지역의가뭄에대한취약성을증가시키고있다(서

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2005). 예를들어, 모로코의가뭄주

기가 1990년 이전에는 평균 5년에 1년 꼴이었는데, 1990

년과 2000년 사이에는 2년에 1년으로 변했다(Karrou,

2002). 2011년에, 아프리카의 뿔지역은 몇십 년만에 최악

의 가뭄을 겪었다. 아랍국가는 가뭄에 대한 취약성이 특히

높은데, 이는주요경제활동이천수답식농업에의존하고있

기때문이다. 가뭄은또한토지황폐화와사막화에도기여한

다. 와디와같은위험발생률이높은지역에서의급격한개발

로 인해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했다. 느슨한 건축법규와

취약한 규제와 법 시행도 한 몫을 했다. 그 결과, 주요 홍수

사태를견딜수없는빌딩과기반시설이건립되었다.

데이터와정보

일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수자원 데이터와 정보가 부족해서

아랍지역에서현명한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 이는또한

공유수자원관리와변화와진전평가를위한일관적이며협

력적인 정책체계 개발을 저해한다. 수자원 지식기반 증대를

위한 몇몇 노력에는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통계수치 보고와

연관된정부간프로세스가포함된다. 다른프로세스는, 지역

보도메커니즘이나학계이니셔티브를통해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간 간극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주로 정치적 민감성과 국가 안보 우려와 관련이

깊다. 때로는 국가안보가 정보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른출처에서얻은정보를짜깁기한데이터가연구와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며, 공식적인 데이터는 정부 기

관으로부터얻기힘든경우가많다.

7.5.3 대응책

제도적, 법적, 계획적대응책

수자원관리향상과아랍지역에서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달

성하기 위한 공통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1년

아랍물각료회의(AMWC)에서아랍물안보전략을채택해지

속가능한 개발의 도전과제와 미래수요를 해결하기로 했다

(2010-2030). 여러내용중에서, 전략은지역적차원에서행

동을 취해야 할 우선 분야로 다음과 같다:(1) 사회경제적 개

발우선과제(물공급과위생접근성, 농업용수포함), 재원조달

과 투자, 기술, 비전통적 수자원과 통합수자원관리(IWRM);

(2) 공유수자원관리와아랍물권리보호와관련된정치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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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권4  2013.12.13 12:0 PM  페이지216   mac3 



선과제; 그리고(3) 역량구축, 인식제고, 연구, 시민사회의참

여제고와관련된제도적우선과제

아랍지역에서 지역 기관과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언급된 우

선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9년 6월 알제리에서

열린 제1차 아랍 물 각료회의가 포함된다. 각료회의는 정부

간 회의로, 아랍연맹 체제 내에서 창설됐다. 각료회는 행정

국과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또

다른 예는, 아랍 상수도 협회(ACWUA)로, 협회는 물공급

과 위생을 위한 대화와 역량구축에 주력한다. 타 기관보다

이 기관들은 아랍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공유수자원, 통합수

자원관리(IWRM), 새천년개발목표(MDG)등에 중점을 둔

여러지역물관련이니셔티브를조율한다. 

국가차원에서, 다른부처와감독기관은수자원관리와물서

비스 분배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비록 공유 수자원을 지

원하는 공동 위원회나 팀이 몇 개 안되지만, 많은 노력이 진

행됐거나 진행중이다. 그래서, 통합수자원관리(IWRM) 계

획에만제한돼있던분야의통합증진을포함한물부문의제

도적, 법적체계를향상시키고있다. 

이 목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관들이 모로코

(Makboul, 2009), 이집트, 예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

바논에 설치됐다. 다양한 메커니즘에는 지방분권화, 민관파

트너십, 공공사업 실적지표, 통합수자원관리(IWRM)의 개

발계획으로의통합, 지하수관리, 기반시설관리위생과수자

원관리가포함된다.

식량안보와관련해회복력과준비태세를강화하기위해서, 어

떤아랍국가들은교역, 투자, 타국가와의계약을주선한다.

타국가에서장기적으로토지를임대하는현상도, 국내농업

생산성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

토지, 에너지, 기술적 제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식량안보

위기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

결국, 현지국은계약기간동안임대지역의교통, 물, 에너지

기반시설개발과 1차, 2차기업식영농의개발에대한투자를

확보할수있다. 미래투자를위한아랍지역의타겟지역에는

이집트, 수단, 터키, 에티오피아, 필리핀, 브라질이 있다. 민

간 부문과 민간 투자회사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의

결실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원주민사회와 목축민은 전

통적으로 임대한 땅을 사용했다. 33장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내용을담고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재난에 대한 준비력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아랍각료의 선언(2007)에

서는기후변화적응과감축에더주력할의지를표명하고있

다. 선언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기후변화 행동계획의 초안

이 마련되었다. 동시에, 아랍국들은 천연 자원에 대한 기후

변화의영향을평가했다. 국가별적응계획과교류내용을기

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알리기위한 수단이었

다. 아랍 연맹(LAS)과 유엔에서 통일된 평가가 시작됐다.

이기관들은, 수자원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을평가하기위

한 지역별 이니셔티브와 아랍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하

에 이 지역을 담당한다. 이 내용은, 아랍 물 각료회의

(AMWC)와유엔지역별조정메커니즘에보고됐다.

기후변화와 이상기후현상과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국가와 지역차원의 노력이 활성화되어 재난의 위험성을 감

소시키고 이에 대비하게 된다. 2010년-2015년에 대한 재

난위험감소 아랍 전략이 2010년 아랍 환경장관협의회

(CAMRE)에서 채택됐으며, 유엔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

(UNISDR)와지역협력국의도움을받았다. 이전략은자연

재해 목록과 토지사용 계획, 규제체계, 자원조달, 사용자 친

화적인정보의접근성, 커뮤니케이션수단향상을위한역량

구축에주력한다.

기반시설대응책

모든 아랍국들은 공급측면의 접근법을 취했다. 그래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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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물수요를해결하려고했다. 여기에는댐구축, 해수담수

화, 물재사용, 저수지사용, 집수와같은기존과비전통적방

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이 있다. 대규모 댐이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홍수와

기후변동성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줄수도있다.

많은 아랍국들은 총 댐 용량을 늘렸다. 이집트는 선두에 서

서 2003년 이래 총 용량을 최소 169㎦ 늘렸다. 물 공급을

위한이라크의총댐용량은거의 3배증가해 1990년 50.2

㎦에서, 2000년 139.7㎦가 되었다. 시리아 용량은, 1994

년 15.85㎦에서 2007년 19.65㎦가 되었다. 댐으로,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시나이와 아스완 댐은 효과적으로

물을 저장해 2010년 홍수 기간 동안 네마만(Ne’ama

Bay), 이집트의누웨이바와다합의홍수피해를방지하는(이

집트정부, 2010) 동시에, 지하수면을 증가시키고 해안가의

염수침입을방지했다.

아랍국이물관련위험과불확실성해소를위해취한또다른

접근법은, 대수층 함양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안 대수층에 염수침입을 방지하고(특히, 지중해와 페르시

아만 해안선), 해수 담수화로 만들어진 추가 수량을 저장하

는방법을활용한다. 미래물수요나걸프협력회의(GCC) 국

가에서담수화발전소가실패할경우잘관리된대수층은완

충작용을할수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담수자원을 얻기 위해 해수담수화에

과잉 의존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담수화 용량을

갖고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가세계 2위담수생산국이

다. 두 국가는 글로벌 담수 생산량의 30% 이상을 생산한다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2009c). 담수화 용량은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에 늘어나는 공유 담수량에 물을 공

급한다. 공동시설에서 전력과 담수화된 물과 전력의 공동생

산량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다(Zawya,

2011). 이는에너지빈국에서비용효율적해결안은아니다.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는 원

자력담수화전망을개선시키고있다. 대용물이없어필터를

과도하게 사용해 비록 건강문제가 발생했지만, 소규모 가정

용 담수화 장치는 가자지구 10만 가정에서 2차 식수원으로

사용되고있다(세계은행, 2009).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에서

처리된 폐수 재사용량은 현재 총 비전통적 자원에서 생산된

수량의 15%에서 35%를차지한다. 우수집수가아랍지역에서

확대되고있고, 포레스트콘덴세이션(Forest condensation)

을통해집수가더많이고려되고있다. 기타새로운접근방

식으로는안개집수와구름씨뿌리기가있다.

향상된 원격 탐사 기법(Shaban, 2009)으로 이 지역의 수

중 샘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접근법으로, 공유 바다와

해저자원에대한영토분쟁이일어날수있다. 아랍과서아시

아 지역보고서에서는 비전통적 수자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

용을담고있다.

만성적 물부족 문제는,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물 소비량으로

심화되고있어, 수요측면의관리가이지역의물부족과관련

된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또 다른 전략이 되고 있다. 여러 조

치에는 물 소비량 감축, 물사용 효율성 증대, 물서비스 향상

을위한허용치와관세와같은새로운규제책도입이있다.

다양한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물은 아랍지역

문화와 의식의 핵심이다. 그러나 아랍지역은 지속적인 물부

족, 인구증가, 식량 안보 위기,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 공

유 수자원에 대한 기존과 잠재적 갈등을 겪고 있다. 개인적

이든 공동으로든 이 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랍국들의 지

표수와지하수원관리능력에영향을미칠것이다.

7.6 지역-글로벌연계: 영향과도전과제

7.6.1 지역차원을글로벌차원에연계

글로벌 차원에서, 인간 활동, 기후변동성, 기타 외부 압박요

인은 수량과 수질에 모두 타격을 입혔다. 또한, 수중 생태계

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부양하는 데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도

약화시켰다(유엔환경계획, 2006a). 지난 20년간 국제사회

는 수자원을 더 지속가능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

식했다. 

9장에서 제시되었듯이, 글로벌 그림은 상호연관된 여러 환

경, 경제, 정치 기술, 사회적 동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차원의물도전과제와글로벌물문제간의복잡한관계를이

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도전과제가 글로벌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문제는 외부

와단절된상태에서발생하지않고, 다양한국가와지역사회

가 여러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호연관된 관계의 사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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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생한다. 물공급으로인한환경황폐화와과도한취수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런 행위를 하는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역과 다

른 수단을 통한 글로벌 협력이, 물부족 지역의 압박요인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물

집약적인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그로 인한 혜택을 수자원으

로 늘어나는 인구에게 기본수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와

공유하는 것이다(1장 참조). 지역의 위협과 글로벌 성과를

조사하고, 경제와교역정책이지역의물관리에영향을미치

는 방식을 살펴보고, 여러 지배구조 도전과제를 고려함으로

써이러한연계성은이섹션에서증명될것이다.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목표와 현장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듯하다. 그래서지역적노력에더주력하고있다. 예를들어,

지난 10년간물문제를해결하려는다양한글로벌도구가마

련됐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각 2010년 7월

과 9월에물과위생을인권문제로인정했다.(섹션 1.2.4 참

조); 주요 8개국은 에비앙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10년물이니셔티브에서명했다. 이이니셔티브는

민관파트너십을장려해더많은물을확보하는세계를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많은 기타 이니셔티브도 마련되었다. 여기에

는세계물위원회와세계물포럼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많은 국가가 점점 물 안보위기에 처하고,

물 접근성 격차가 커지고, 종종 물 관료들의 물관리 운영능

력이부족해져서, 물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을조정하는능

력이 줄고 있다. 세계에 걸쳐서 수십억 인구가 수자원으로

기본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 여러 지역에

서 인구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국 식량분도 점점 더 재

배하기어려워져서, 이국가들은땅과물이풍부한이웃국과

다른 지역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국제 의존성의

특정 다이내믹과, ‘가진자’와‘못 가진자’간의 취약한 균형

이유지될것이다.

접경유역 강들이 뚜렷한 예이다. 이 강들은 식수, 위생, 농

업, 산업에 필요한 많은 양의 수자원을 제공한다. 자료에 따

르면, 사실상접경유역강의 40%에만최소한개의강을관

리하는 협정이 마련되어 있다(De Stefano et al., 2010).

이것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가 IPCC에 의해

물 부족에 가장 취약한 대륙 중 하나이며 사막화 수준이 날

로 늘어나는 지역으로 규명됐기 때문이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2007).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

는다면, 글로벌노력은성과를보지못할것이다.

넓은땅을매입한경우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한 지역에서 취한 정책과 조치는 다

른 지역에 여파를 미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부

족한 수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많은 국가가 농업전반

에투자하고있다(박스 7.14). 법의세가지주요원인이있

다. 농업에대한해외투자를관장하는것: 국내법, 국제투자

계약, 국제투자협정(IIA)가 있다. 이 법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국제법이 어느 경우에 국내법을 관장할 것인가와 추가

권리와 구제책을 해외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 선진국에서는, 국내법이국내이해관계자와각국정부를

보호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사항

을정한다. 그렇지않은여러개발도상국의경우, 사회, 경제

적혹은환경적문제에대한취약하고불완전한국내법기반

이 국제 계약과 협정이 더 자유로운 권리와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특히 농업에 대한 해외투자에 적절하

다. 농업에서는 토지보유권, 물권리, 환경적 화학물질과 관

련된 관리 체제, 농장 등에 대한 노동법이 취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다(Mann and Smaller, 2010).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최대곡물생산지중한나라로, 지하수를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곡물 생산량을 연 12%씩 감축하겠다고 발

표했다. 물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농작

물생산을위해서사우디기업에게아프리카에있는넓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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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7.14

초국경토지취득증가의물관점

현재대규모로초국경토지취득(‘토지수탈’로도알려져있음)이급증하고있다. 이는몇십년전부터여러요인이축적된결과이다: 소비습
관의변화와맞물린인구증가, 농업에대한투자정체와보조금감소, 개혁과구조적조정프로그램, 더최근에는식량작물을희생하고, 바
이오연료작물을재배하기위한대지면적을늘린것이있다. 토지황폐화와수자원고갈은또한농업분야가급증하는식량수요에대해대처
할수있게하는능력을제한했다. 이러한요인들로여러개발도상국들이식량수입에의존하게되었고일반적으로시골과도시의빈민계층
인소규모농민들을예전보다더국제곡물가변동에더취약하게만들었다. 토지수탈현상의더직접적인요인들에는 2008년식량가폭등,
2007년과 2008년사이의석유가폭등, 비슷한시기에곡창지대에나타난비우호적인기후현상이있다.

현재이런계약을규제하고감시하는메커니즘이없기때문에, 초국경토지취득면적은출처와날짜에따라변동성이크다. 2009년 1천 5
백만~2천만 헥타르에서부터(von Braun and Meinzen-Dick에 등록된 토지 누적 수, 2009) 2012년엔 7천만 헥타르까지 다양하다
(Anseeuw et al. [2012]에서 인용한 토지 매트릭스 프로젝트 데이터). 이 매트릭스의 데이터베이스는 2,000건 이상의 계약을 담고 있
다. 그 중 반인 7천만 헥타르는 재차 확인됐다. 아프리카는 꾸준히 이 계약의 주요 타겟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전체 면적의
2/3을차지한다.

초국경토지취득에서가장활발한대규모투자가에는, 석유는풍부하나식량이부족한페르시아만국가들, 땅은좁으나인구는많은아시아
국가들, 선진국이있다. 비국가투자가에는서구식량생산, 제조, 수출기업이포함된다. 바이오연료수요와투자기금과관련된기회에매력
을느낀새로운투자가들도있다. 

토지취득이면에있는요인들은최근연구에서많이논의가됐다. 그러나, 토지를위한초국경탐색을요하는측면에서물접근성의중요성
(특히, 관개에대한물)은아직충분한관심을받지못하고있다.

중국과인도의경우, 물부족으로식량수요증가에대응할수있는기회가제한되고있으며, 이로인해식량안보도전과제를국내농업생산
성증대로해결하려는대체방안이반드시강구되어야한다. 농업에쓸수있는토지가점점양국가에서줄고있다. 이는, 화석수자원이급
격히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밀 생산량을 줄여야만 했고 2007년 밀 수입을 재개해야 했다(Cotula et al., 2009;
Smaller and Mann, 2009; Woertz, 2009); 거의비슷한시기에(2008년), 농업기금이설치되었는데, 이는전반적인농업분야투자를
증진하기위해서였다(Smaller and Mann, 2009).

천수답식 농업에 대한 의존성 감소와 담수자원의 부족 때문에, 투자자들의 곡물은 종종 관개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적인 물 확보가
투자결정여부의주요요인이다. 농업교역전문가들은가상수거래에대한개념을오래전부터갖고있었다. 오늘날, 외국국가에서물권리
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물관리와 물 접근성과 관련된 토지 구입이나 임대는 중요한 동기이자 장기적인 농업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의일부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물은일반적으로이미밝혀진토지계약건에서도명백히언급되지않는다. 물이언급되거나, 허용된취수량이명시된경
우가거의없다. 에반스(Evans, 2009)가인용한네슬레최고경영자의말에따르면, ‘취수할수있는권리가따라오는땅은, 거의모든국
가에서무료이다. 이는앞으로계약의가장중요한부분이될수있다. 그리고이물이무료라고해서, 투자자들은무료라고생각해서는안
된다.’이러한경향의결과는, 물부족으로재원이더많고기술도보유한다른행위자들과경쟁을해야만하는시골지역빈민층에게해로울
것이다. 특히, 초국경강유역에서앞으로의국가간분쟁이또한우려의원인이될수있다. 토지취득의현속도와이와관련된물권리를투
자자들에게양보하는것은, 나일강, 니제르강, 세네갈강과같은여러강유역에서초국경협력에큰위협이될수있다. 

이런 점에서, 토지 접근성 부족과 물권리와 토지소유권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기존 해결책은 토지부문에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많은경우더이상의효용이없다. 물과토지는주요전략자원이되고있으며, 그어느때보다상호연관성이크다. 이자원의황
폐화와고갈에대응하기위해서는통합된접근법이개별적으로접근하는방식보다더효과적이며필요하다. 또한, 투자자들이초기단계에서
부터이프로젝트의잠재적영향을고려하여영향을적절한대응책에포함시키는것이중요하다.

출처: Madiodio Niasse(International Land Coalition Secretariat), Praveen Jha(University of Delhi), Rudolph Cleveringa(IFAD) and Michael

Taylor(International Land Coalition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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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대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아프리카에 투자

함으로써, 사우디는 연간 수억 갤런의 물에 맞먹는 양을 절

약하고화석수대수층고갈율을줄이고있다. 사우디투자가

들은이미수단,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에있는땅을임대

했다. 인도는 옥수수, 사탕수수, 렌즈콩, 쌀은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모잠비크에서재배하여국내시

장에내놓고있다. 반면, 유럽기업들은아프리카땅의 3백 9

십만헥타르를구해 2015년까지바이오연료목표의 10%를

달성하려고하고있다(Cotula et al., 2009).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지역에서 실행한 조치가

물을 통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이지 않는 부정

적인결과도있을수있다, 에티오피아같은나라의경우, 세

계에서 식량위기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 인도에서 이곳

의 땅 1백만 헥타르를 구입했다. 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부적절하게 관리되면, 지역 인구에게 식량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위기라는 부정적인 결과

가 생길 수 있다. 다양한 집단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고향과 토지를 등지게 되고, 갈등과 불안정이 대두

될 가능성도 생겨났다. 대규모로 산업화된 영농은 비료, 살

충제, 제초제, 대규모 수송, 저장과 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이

다. 이런행위가일어나는많은국가에서도취약한지배구조

를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와 혜택 공

유 메커니즘도 없다. 최근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

한 농업투자가 특히 취약한 지역주민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있는권리를앗아가며, 동시에환경사회적보호조치도무

시하고있어서(Deininger et al., 2010), 전반적인농업투

자로부터 상호 혜택을 육성하기 위한 책임있는 기업식 영농

에대한원칙을제안하고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바이오연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과

기타국 토지에 과도하게 투자했다. 2020년까지 중국정부는

중국의교통에너지수요의 15%가바이오연료로충족될것

이라 예상하였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거대 계획의 일환

으로, 중국은 앞으로 매년 1천 2백만 톤의 석유를 2백만 톤

의 바이오디젤과 1천만톤의바이오에탄올로대체할것이다

(Kraus, 2009). ‘녹색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투

자목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개입은 산림황폐화, 단일

재배에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 위협, 식량가격 상승, 식량 재

고량 감소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상쇄되었다.(국제통화

기금전망에따르면, 2006년과 2008년사이에바이오연료

에 대한 수요증가가 옥수수 가격 상승의 70%, 콩가격 상승

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으로 난민인구도

발생했다. 물은제 1차바이오연료상품생산의주요생산요

소인데 땅이 농장으로 전환되면서 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이

다.(Kraus, 2009). 바이오연료농장에필요한수량은, 서아

프리카와 같은 지역에는 특히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국가들은 이미 물부족 국가이기 때

문이다(유엔무역개발위원회 XII, 2008). 예를 들면, 사탕수

수에서 1L의 에탄올을 얻으려면, 18.4L의 물과 1.52㎡의

땅이필요하다(Periera and Ortega, 2010).

7.6.2 지역적위협과글로벌성과

기후에의한지역자연재해와글로벌영향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자연재해의 여파를 더 여실히 경험하고

있다(섹션 4.4, 27장 참조). 모든 자연과 인간에 의한 재해

중에서, 물 관련 자연재해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재해로 인

류안보와지속가능한사회경제발전을달성하는데가장큰

방해물이다(Adikari andYoshitani, 2009).

물관련 재난에 더 큰 여파를 미친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에는

기후변동성과 같은 자연적 압박요인; 적절한 관리체계의 부

족과 부적절한 토지관리와 같은 관리적 압박요인; 인구증가

와 위험지역에서의 특히 취약한 인구의 정착과 같은 사회적

압박요인이 있다(Adikari and Yoshitani, 2009). 가뭄은

특정지역사회의물에대한접근성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

농업생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가뭄이 식량

가격 폭등과 식량부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Krugman,

2011). 예를 들어, 밀 가격은 국제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10년 여름과 2011년 여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상

승했다. 미농무부에따르면, 밀생산량이크게감소한것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가 2010년 여름에 기록적인 가뭄과 폭

염을겪었기때문이다(Krugman, 2010). 러시아에서화재

가발생해일시적으로밀수출중단결정을내리면서전세계

에서 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했다(Hernandez,

2010). 밀과같은원자재가격의상승은부산물과관련식량

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 다른사회·정치적영향을

가져올수있어식량폭동이나정치불안정과같은더광범위

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집트의 경우, 현재 밀 가격은 2010년보다 30% 높다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221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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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llo, 2011). 이집트는많은양의밀을소비하는데, 다른

사회정치적 문제와 맞물려 빵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결

과, 상당한 정치적 불안정과 국내 사회 불안이 나타났다. 이

집트에서 식량가와 정치적 불안 간의 관계는, 알제리, 요르

단,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예멘과

같은 기타 중동국가도 분명히 경험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폭등하는 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밀을

가장많이수입했다. 여기서분명히알수있는것은, 가뭄에

기인한식량부족과큰사회정치적불안간의연관성이다.

마찬가지로 홍수는 안정적 물 공급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으며, 지역적차원을훨씬넘어서전지구적으로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홍수는 지구 온난화와 수문학적 주기에 미치

는영향으로앞으로규모가더커질것으로전망된다(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2007). 이는 적정한 기후변화의 영

향을 넘어서, 곡물과 가축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에서 홍수에 취약한 사람의 수는, 기후변화,

산림황폐화, 해수면상승, 홍수 발생 지역에서의 인구증가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 2050년엔 20억명이될것으

로전망된다(Adikari and Yoshitani, 2009).

가뭄의 경우를 봐도, 홍수로 인한 피해는 국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예로는, 2011년 1월호주에서홍수가발생해, 퀸

즈랜드의 90만㎢이상이물에잠겼다.

이 홍수는 호주에 사회경제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다른 많은 신흥국

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퀸즈랜드는 호주 석탄수출

의 최대 허브이며, 세계 총 거래 석탄의 28%를 차지한다.

특히, 호주는 세계 철강생산의 70%가 의존하는 연료탄을

생산한다. 일본, 인도, 중국, 태국, 한국은 퀸즈랜드 홍수에

타격을받았다. 왜냐하면이들국가의경제는석탄에과도하

게 의존해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생산량에

만 여파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계와 기반시설 발전에도

미친다.

7.6.3 갈등, 경쟁, 협력

물부족으로, 다양한강도와범위의분쟁이발생할수있다. 분

쟁이지역차원에서만일어나는듯보이지만, 평화와안보라는

광의의맥락에도도전과제를제시한다. 분쟁의다면적결과에

는난민, 대규모이주, 생계에빚어지는차질, 사회적붕괴, 폭

력, 건강상의위험, 사상자가있으며모두전세계에여파를미

친다. 수자원에대한분쟁은민족분쟁으로격화될수있다. 일

반적으로민족갈등은미래에대한집단적인공포감에의해촉

발되기때문이다(Lake and Rothchild, 1998). 따라서물부

족이어떻게이런불안감을만들어내는지쉽게알수있다.

물 부족이 주요 전쟁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이런 물 부

족을한번도겪지않은것으로알려진국가들에서도전쟁은

예상된다. 물에대한전면전은없었을지라도, 역사적으로물

이 주목할 만한 국가간 심각한 폭력과 갈등을 일으킨 적은

있었다(Postel and Wolf, 2001).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

부족은안보위협으로해석될수있다(Gleick, 1993).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국이 협력적 대화를

추가하거나협상을하지않는한, 물은잠재적으로불화를일

으키는쟁점임에분명하다. 예를들어, 경제성장과인구팽창,

에너지수요증가를충당하기위해서, 인도는여러다목적댐

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33개 프로젝트가 다양한 단계에 진

행중인데, 이것이 파키스탄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킨샨강

가강(Kinshanganga River)에 있는 330메가와트 댐 프로

젝트가파키스탄에서가장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강을 따라 있는 댐은 인더스강 물 조약의

규정을 받지 않고 파키스탄에 물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 2011년미외교상원위원회에따르면, 모든댐의누적

효과로, 인도는재배시기인중요한때에파키스탄에대한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상원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인도

정부관리가소송을제기했다는것은특히주목할만하다.

오늘날의 글로벌 안보 맥락에서, 그 어떤 지역도 분쟁이나

갈등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없다. 정치적갈등에도불

구하고, 각국은 물에 대해 성공적으로 협력했다. 인도와 파

키스탄의 경우, 1965년과 1971년 전쟁, 2001년-2002년

국가간대치에도불구하고, 인더스강물조약에있는사항들

을준수했다(1960). 따라서물문제에대한협력은가능하고

물 문제로 국가 간에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얻

을 수 있다. 중미에서는 국경지역 수자원에 대한 성공적인

협력이오래전에도있었다(Querol, 2002).

지역물관리에대한경제와교역정책의영향

경제와 교역정책은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촉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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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은, 어떤 정책이

국가, 지역, 글로벌차원에서지속가능한성과를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가이다. 특히, 물이 점점 더 희소해지고 가치가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역의 자원들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

정책이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주의는 경제적인 수단과

시장 메커니즘이 수자원을 더욱 경제력이 있는 지역으로 집

중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 때문에 취약계층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발자국이 높은 상

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호주의

정책수립이불평등한분위기를더욱고조시킬수도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원리에 기초하는 것이나 명령과 통제

접근법에만 의존하는 것 모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접근법이될수없다는것을알아야한다. 국가와지

역간 복잡한 상관성을 감안하면, 결국 한 지역에서 이로운

개입은다른지역에서는의도치못한결과를일으킬지도모

른다는 것이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한 지역의 자원부족이

국제 사회에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집단이 희소한 자원을 획득해, 취약한 집단이

어쩔수없이생태학적으로민감한지역로이주하게만들수

도 있다. 이로 인해, 지역간 권력 투쟁이, 국제사회 내에 불

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넓게는 이것이 국가내, 국가간

분쟁의소지가될수있다(Homer-Dixon, 1994).

칠레에있는물소유권은농업생산의가치증대에상당한기

여를한것으로보인다(Lee and Jouravlev, 1998). 물시

장 도입이 농업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물 시장의 영향력은 경제적 안정성과 무역 자

유화와토지권확보를포함한다른경제개혁과완전히분리

될 수 없다. 교역은 거의 마찰없이 물권리를 더 높은 가치로

향상시키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 예로는, 수출중심

농업, 도시물공급과광산업이있다(Donoso, 2003).

수자원을 감안할 때,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시키는 유용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이 고갈

되는 이유 중 한가지는 물이 한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저평

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가치를 제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향상의 좋은 방법은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논의중이다. 그러나 규범이나 가치를

통해서든지, 수자원은 제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

면 수자원 황폐화 경향이 동반될 것이다. 새천년생태계평가

에서 강조된 것처럼, 물의 이질성인 공공재이든지 사유재이

든지, 물은다층적으로다루어져야한다(MES, 2005).

특정지역에서수자원에대한가치를어떻게향상시킬것인가

에 대해 선택을 하려고 할 때,(무역과 경제정책과 관련짓기

위해서), 유엔이채택한권리에기초한접근법내에서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인권으로서의 물과 위생에 대한

섹션 1.2.4 참조). 각기다른지역에서수자원을대하는여러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물권리 보호가

다른기업, 법, 거래를관장하는정책보다중요시되는곳에서,

권리에기초한접근법은기준을제공할수있다.

7.6.4 지배구조도전과제

‘물 지배구조는 다양한 차원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

는 것을 규제하려고 마련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시스템을 말한다(세계물협력체, 2003, p. 7). 비록

많은 이니셔티브가 발족돼 물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해결하

려고하고있지만, 여전히지역적지배구조와글로벌지배구

조간에간극은크다.

지역적도전과제와세계적영향 223WWDR4

“각국은또한특정물
사용에대한관점과

접근법을조화시키기위해,
국제절차에순응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러
도전과제중하나는,
각국이물에대해다른

가치를부여하고물에대해
공통의이해를가지고

접근하지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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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면에서, 국가적 구조는 글로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수자원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지역적, 국가적 구조가

물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지역적, 글로벌 메

커니즘이 개입한다. 각국은 또한 특정 물 사용에 대한 관점

과접근법을조화시키기위해, 국제절차에순응한다.

그러나 여기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중 하나는 각국이 물에

대해다른가치를부여하고물에대해공통의이해를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Langridge, 2008)(10장 참

조). 따라서 한 지역에서 작동하는 어떤 지배구조 구조를 다

른 지역으로 치환해야 한다는 도전과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물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

표이다. 물이 사회, 경제, 환경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상관성을 무시하고 적절한 지배구조를 도출하는

데에는간단명료한답이없다. 지배구조는다른유기적시스

템에서 나타날 수 있고 형식적 내용은 다르게 배열될 수 있

다(예를 들면, 법과 제도적 배열). 사회에 대한 지배구조 시

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반드시 환경여건, 힘 구조, 해당 사회

에국한된수요를고려해야한다.

국제지배구조는각국회원국이주도하기때문에, 국제지배

구조가 분권화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개별 시스템

의 다른요소가 복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예도 있

다.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호주는 통합적 강 유역 관리를

위해 매우 정교하고 회복력이 강한 체제를 구축했다(Shah

et al., 2001).여러선진국들은기반시설의공급측면에서자

연적변동성을다룬다. 이는안정적인공급을확보하고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함이다. 비록 개발도상국들은 처한 현실이

달라서 이런 구조를 수입하지 못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급

측면의 해결책만으로는 인구구조와 경제, 기후적 압박요인

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 개발

도상국들은 폐수처리와 물 재활용과 같은 다른 접근법을 복

제할 수 있고, 부족한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관리 대책

을제고할수도있다(유엔워터, 2008). 14장이강조하는것

은, 다른예로, 서로다른시스템의다양한요소나특정국가

에적합한요소가물관리자에의해채택될수있다.

특정요소의필요는, 효과적인지역지배구조메커니즘의핵

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작동한 메커니즘이

다른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호주에서 성공적

으로 시행된‘사용자부담’원칙의 경우, 솔로몬 제도에서는

폐기됐다. 솔로몬 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

정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을 내린 주요 이유는 정치구조, 국

가우선순위, 삶의수준, 기술적역량, 금융과기반시설의성

장, 관리 역량의 변화의 주요한 차이 때문이다(Shahet al.,

2001). 그러나 다른 시스템의 공통적인 측면도 연구될 수

있다(14장참조).

지역지배구조체계에서여러차이점이있을수있지만공통

점도 있다. 공통점은 효과적인 구조를 지지할 수 있다. 공통

점으로는다음사항들이있다.

쪾물관리를위한기술시스템향상

쪾지역관리자강화

쪾지역차원에서효율적으로자원관리

쪾다른차원의감독기관간횡단조율제고

쪾정보와감시시스템개선

쪾특히, 전문가 집단 내의 합의 구축, 수자원 관리 지식면에

서, 대중의참여향상

쪾지역과국제협력증진

이러한 개선은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실행될 수 있지만,

서로다른지역에걸쳐서강화된지배구조구조를도출할수

있다.

지배구조 구조 강화의 여러 도전과제 중 하나는, 금융이다.

금융은국제적, 국가적차원모두에적용된다. 비효율적이거

나 저개발된 행정시스템을 전면개혁 하는데 가용한 자원이

없을지도 모른다. 물부족이 점점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어,

여러 부문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식이나 빈곤 경감의 방식으로 다루어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좀더 국제협력, 외교, 안보, 이주노력

에통합되어야한다.

물 법칙과 과학은 연구와 전문지식처럼 따로 분리된 영역이

될 수 없다. 물 분야는 교육, 도시계획, 사회개발과 같이 서

로 연관성이 없는 분야처럼 보이는 분야들과 반드시 통합돼

야 한다. 미래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야별, 지역별

사고방식과 조율방식의 새로운 차원을 통합해야 하며, 장기

적인비전도담고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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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북아프리키와사하라남부(SSA)에대한아프리카세계보건기구의정의는

http://www.who.int/about/ regions/afro/en/ index.html 참조. SSA

에는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는제외된다. 

2 이상황은최소수준의물은위해서고정적으로필요하다는사실로인해더

악화된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과“ESCAP 지역”은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의회원국과준회원국을집단적으로일컫는다.

4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스탭들의공동모니터링프로그램 2010년보

고서에관한계산에따른 2010년 5월 10일평가는

http://www.wssinfo.org/datamining/introduction.html에서찾을수

있다.

5 분석의목적상, 갈등은무력분쟁에국한되지않으며중재가필요한모든물

관련분쟁을포함한다. 폭력적이든그렇지않든, 이러한분쟁은지역의사회

경제적발전과정의안정성을위협한다. 

6 유엔환경계획(UNEP)의데이터(2002)에근거한 ESCAP의계산

7 유엔환경계획(UNEP)의수치는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ECLAC)

2009년보고서에기반한다. 이보고서에서는“극빈”을모든수입을식량에사

용한다고해도기본적인영양수요를충족할수없는경우라고정의한다.  

8 중미와남미의카리브해지역국가들은수리남, 가이아나, 프랑스령가이아나,

벨리즈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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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게변화하는환경에서의행동

세계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시스템은

항상예측가능한방식으로만변화하는것이아니고, 다양한

영향을 불러 일으킨다. 기술은 진화하고 있고 생활 수준과

소비 패턴, 기대 수명 모두가 변화하고 있다. 인구는 증가하

고있으며확장되고있는도시지역으로이주하고있고그들

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도 확장되고 있다. 그 결

과 토지 사용과 표층은 기후와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는 비율은 많은 경우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

편그장기적영향은대개불확실하다. 단절이일어날수있

으며, 돌이킬수없는변화의임계점이존재할수있다. 이러

한변화는수질과분배, 담수공급및수요를변화시키는방

식으로지역적물순환에영향을줄수있다. 

일상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 기술, 환경에 대한 변화는 가속

화된 속도로 계속될 것 같다. 매일 새로운 리스크와 불확실

성,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 인간은 더 적은 자원으로, 모든

일을더빠르고, 더효율적으로달성할것이라고예측되는때

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목표와 감정이 바뀌고, 기업이 바뀌

는데, 그부분적인이유는라이프스타일과기술이변화할뿐

아니라이러한변화의결과로인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

가용한 물의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기 때문이다(그 예는,

Jackson et al., 2001; Kates and Clark, 1996; Marien,

2002; Ostrom, 1990; Tansey and O’Riordan, 1999

참조). 

어떻게 물 관리자들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미래의 수자원

상황에대한계획을하고적응할수있을까? 어떻게물사용

자들은미래물공급및수요의불확실성에대해계획을하고

적응할수있을까? 어떻게우리모두가이용하고상호작용하

는 물 지배구조를 만들어 규제하고, 적용하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물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는우리환경과취약계층의필요도포함된다. 또한사회가불

확실한 미래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 어떻게 협동할 수 있나(Vincent, 2007;

Watkins and McKinney, 1997)?

변화에적응하는것은기회가된다. 과거에어떤일이생겼냐

는변하지않지만미래는지금내리는결정에영향을받을수

있다. 물은 인간 활동과 기후의 변화가 지구의 표면과 생태

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기본 매체이다. 인간은

물과수질을통해서변화의영향을가장많이느끼게될것이

다.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 또는 계획이 없다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열악한 보건, 에너지 부족, 빈곤, 물 부족,

공해, 홍수의위험에노출될것이다(Anderies et al., 2004;

Folke et al., 2002; Ganoulis, 2004; Holling et al.,

2002; Lu, 2009; 미국 국립연구회의, 1983; Pahl-Wostl

et al., 2007).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대부분은 환경적

행동에 나서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개 가

능한 구제책의 비용은 단기적으로 고려되지만 그 혜택은 미

래에더커질것으로인식될수있다. 행동하지않는다른이

유는 다양한 행동의 상대적 장점을 결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때문이다. 효과적인공공정책결정은대안적인미

래들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떻게 그러한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있는가, 어떤조치가그러한불확실성에직면해서희망하

는 결과를 보장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명

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노력을 요구한다(영

국내각전략청, 2002).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은 무대응을 변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

니다. 장기적인 미래에 혜택이 생긴다 하더라도, 물 기반시

설투자및운영, 관리에관한결정은곧내려져야할필요가

있다. 더 정확한 지식을 위해 수십년간 기다리는 것은 대응

책이 없는 것에 대한 적절한 또는 납득할만한 변명이 아니

다. 물 기반시설 투자와 운영에 관한 결정은 그 서비스들이

주는 혜택이 발생하기 전, 즉 그러한 결정이 명백히 불확실

한 데이터와 가정을 기반으로 해야 할 때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정확한지식은절대있을수없다. 누가물의가용성에

영향을줄것인가, 어떻게물이관리될수있는가, 어떻게물

이간접적인사용을포함해서사용될수있는가모두는당시

에가용한불확실한정보에기반한의사결정을필요로한다

(Cosgrove and Rijsberman, 2000; Funtowicz and

Ravetz, 1990; Morgan and Henrion, 1990).

관심 있는 대중과 과학자,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증가는의사결정과정의개선을가능하게한다. 이러한상호

작용은 제안되고 토론되며 실행되는 정책들의 범위에 의문

을 제기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정책입

안자들과 대중에 정보 제공을 도울 필요가 있으며, 대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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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없을경우, 받아들여질수없다는것을확실하게할필

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사회와 자연이 조직될 수

있는가에대한정치적토론에관한새로운아이디어를제공할

수있다. 또한아이디어가갖는장점을평가하기위해모든아

이디어를 검사하고 탐구할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대

안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를 위해 대안

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들이 미칠 영향과 불확실성을

평가해야 한다(미국 국립연구회의, 1996; Wildavsky and

Dake, 1990).

현재알려져있는것또는가정되고있는것은무엇인가? 다

음의사항들이중요하다. 

쪾정부의 의사결정권자와 민간부문,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처리하는것에대한인식(어떤결정은물에영향을

미치더라도, 물에대한고려사항의영향을받을수도있고

그렇지않을수도있다.) 

쪾더 광범위한 상황과 사회·경제의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

는인식및이해 (이는해당분야에서결정을내리는사람

들에게 그들의 결정이 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물이 그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필요하다. 이러한분야및부분들은물관리자들과사

용자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불확실성과 거의 유사한 불확

실성에직면하고있고, 리스크관리에도점차관여하고있

기때문이다.) 

쪾미래에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대부분의 변화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수용.(따라서

물관리에대한접근법들은적응적이며, 반응적이고, 예측

적이어야만한다.)

쪾목적지 도착이 아니라 적응하는 경로를 따라 계속되는 여

행이라는관점에서지속가능한물관리에접근

쪾경제적, 사회적, 생태계 영역의 불확실성에 강한 적응 결

정에대한지지

쪾모니터링 네트워크와 담수 지표들의 강화를 통한 새로 부

상하는패턴과관련대응에대한추적

쪾“영향 사고”(Impacts thinking)에서“적응 사고”

(Adaptation thinking)로의전환그리고후회가생길수

도있다면, 후회를최소화할수있는전략의채택

쪾국가에서 하천유역 및 지방적 조치까지 수자원 관리의 모

든위계구조에대한변화적응구축

쪾모두를 위한 균형적 혜택을 달성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의

핵심목표중하나로서환경유량확보

쪾기후 대응형(Climate-smart) 방식에 의한 현재의 기반

시설관리와새로운물기반시설건설및운영

쪾대응 옵션에(예: 습지와 범람원 등) “자연적 기반시설”을

포함시키고적당한모든곳에이러한수단을사용

쪾담수생태계의연결성및완전성향상

“영향사고”(Impacts thinking)는결정의영향을예측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현재의 관행은 대안적인 결정의 구체적인

영향을예측할수있는분석가들의능력을크게신뢰하고있

다. 이는 변화 적응 활동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이 반응적인“영향 사고”이다. 문제는 기초적인

가정과 분석가들이 선택한 영향 주제가 너무 협소할 수 있

고, 대개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추정된 영향이나 결

과에반영된다. “적응사고”(Adaptation thinking)는모델

에기반한영향예측에관련된내재적불확실성을인정하고,

경제 및 사회, 생태계를 다양한 이유로 현재와 과거의 상태

와는달라지게될동적인실체로취급한다. 이러한접근법은

유연성과 계속적인 시나리오 개발과 분석을 촉진한다

(Alcamo et al., 2000; van Notten, 2005).

불확실성은 다양한 관리 조치들에 관련된 리스크를 정확하

게 정성화·정량화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

예방적 원칙은 불확실성이 더 클수록(즉, 리스크를 정확히

정의하거나정량화할수있는우리의역량이적을수록) 그리

고 가능한 결과가 더 재앙적일수록, 관리 조치가 더욱 신중

해야 하며 또한“가역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유네

스코, 2005). 미래의연구가일부불확실성을줄이는데도

움은 줄 수 있겠지만 새로운 불확실성이 출현할 것이며, 실

제로 무엇이 불확실한지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면서 불확

실성의범위를확장시킬것이다. 불확실성은미래예측에장

애가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일부는 무엇이 불확실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뜻밖의일들과예측불가능한변화는그특성상불확실하며,

그렇기때문에정확하게예측하는것이불가능하다. 

물 기획자와 관리자, 사용자 그리고 물의 양, 질, 분배, 사용

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은 적극적으

로불확실성을해결할수있다. 모든불확실성이추가적인연

구로해결될수있는것은아니며, 심지어불확실성의감소가

가능한 곳에서도 그에 대한 비용이 뒤따른다. 과학은 어디서

어떻게불확실성을감소하며어떤조건하에서불확실성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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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될 수 없는지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

에서과학적지식과과학자의역할에는한계가있다.

세계물개발보고서 제3판(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 2009)

의 결론 장에서도 무대응의 결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리스크

와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리스크

와 불확실성은 오랫동안 세계의 모든 경제 부문과 지역들에

걸쳐 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도전과

제였다. 새로운것은기후변화에의해일어나며예측불가능

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 및 인구 다이내믹스에 의해 가속화

되는 수문과정의 비정상성에 대한 인식이다

(Koutsoyiannis, 2006; Milly et al., 2008). 이는 불확

실성과그에따른리스크를증가시켜왔으며리스크관리업

무를더욱복잡하고의사결정에핵심적인업무로만들었다. 

1부는전지구적인사회, 경제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국가

적·세계적 도전과제들을 설명했다. 어떤 미래들이 가능한

가? 이보고서의 2부에서는리스크와불확실성에따른의사

결정의개념과결과들, 그리고어떻게이들이수자원에영향

을 주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다. 모든경제활동과생명에필요한물은광범위한부문이나

영역에서만들어진, 때로는물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결정

의영향을받기도한다. 의사결정권자는또한다양한리스크

와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각 부문 또는 영역마다 다양한 방

식으로결정이내려지고리스크가관리된다. 다양한결정(조

치들, 무대응)이수자원에미치는광범위한결과를보여주는

도구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반적인 자원 관

리를 향상시키고 위협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할수있다(Bier et al., 1999).

물 관리자들은 물의 유량과 저장량을 변화시키는 불확실한

미래의기후와토지용도의변화를고려하여다음과같은문

제를 제기한다. 제방의 세부 시설이나 저수지의 홍수 저수량

은어느정도의보호책이될수있는가? 특정한운영정책과

함께저수지의지정된유동저장용량은가뭄에맞서는어떤

대책을 제공하는가? 보호수단이자 범람원 토지용도로 지정

하기위한 100년범람원의한계는정확히어디까지인가?  정

책과투자에대한결정을하거나영향을주는책임이있는사

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하다면

다양한우선과제들중에어떤것이가장중요한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나? 기후변화와

가능한사회적, 경제적, 금융적, 문화적, 환경적 미래를 고려

할때불확실성이어느정도결정에반영될수있는가? 

2부는몇몇도전과제와리스크를분석하고대응하는방법들

에 대해 논의한다. 2부는 물 관리 및 사회경제적 정책이 이

미 불확실성과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

되어왔는지에대한사례를제공하면서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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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자와사용자는리스크와불확실성을가지고일하는데(리스크와불확실성에따른의사결정을하는데) 익숙해져있
다. 분수계의물공급의예측가능성은부분적으로자연에의존하는분수령에서얻지만강수량은빗물이하천의유량이되
거나대수층으로스며들기때문에특성상가변적이다. 물사용자의수요또한변화할수있으며불확실한인구규모및분
배뿐만아니라예측할수없는기상및변화하는사회적, 경제적조건들에의존한다. 기술은진화하고있으며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에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에 의존하는 일부 사용자들 즉, 공동체와 기업, 관개당국은 기후변화 및 인구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유
역의환경등으로인해불확실성과리스크가증가하기이전에도, 물부족및오염가능성에대해자신들이노출되는것을
막아왔다. 

물은 거의 모든 상품의 생산공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이다. 자동차 타이어 한 개를 생산하려면 평균적으로 2m3의 물

이 필요하고, 1톤의 강철을 생산하는 데는 237m3, 달걀 하나는 0.5m3, 컴퓨터에 사용되는 200mm 반도체 하나는 28
m3의초고순도물이필요하다. “물발자국”이증가함에따라, 개인과기업, 전체사회는주수로안팎에서모든수요를충
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Hoekstra and Chapagain,
2008). 

일부사람들은물부족이아직걱정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다. 어쨌거나세계는물로뒤덮여있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의 물 중 97.5%가 소금물이다. 남은 2.5% 중 일부만이 접근가능한 지표수 또는 지하수이며, 생
명을 지탱하고 식량을 기르고,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태학적 과정, 에너지생산, 화물 운송,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등 핵
심적인기능에사용된다(Kumma et al., 2010; Palmer et al., 2008; UN-Water, 2006).

불확실성은공급및수요모두의안정적인데이터의부족또는전적인부재로인해악화되고있다. 어떤지역에서든언제,
어떤규모의가뭄또는홍수가발생할것인지누구도예측할수없다. 가뭄과홍수모두피해가능성, 즉리스크를만든다.
둘다어떤조치를언제취하는가에관한불확실성을불러일으킨다(Berstein, 1998; Brugnach et al., 2008; Giles,
2002; Hoffmann-Riem and Wynne, 2002; Kasperson et al., 2003; Rayner, 1992; Slovic et al., 2004;
Tversky and Kahnema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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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불확실성과리스크의개념

8.1.1 몇몇정의들

리스크는일반적으로부정적인사건또는결정의결과를지칭

한다(섹션 8.1.2참조, Aven, 2003 ; Bedfore and Cooke,

2001 ; Cooke, 2009 ; Covello and Mumpower, 2001;

Kaplan and Garrick, 1981 ; Kasperson et al., 1988 ;

Mays, 1996 ; Slovic, 1992 ; Yoe, 1996 참조).

불확실성은 대개 리스크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때로는

서로바꿔쓸수도있다). 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불확실

성의의미는무엇이현재존재하는지, 미래에는무엇이발생

할지, 발생하지않을지모르기때문에의심하게되는정신상

태를 지칭한다. 이 단어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확신인 확실

성의 반대말이다(Bogardi and Kundzewicz, 2002;

Morgan and Henrion,1990; Pindyk, 2007). 

신뢰수준또는구간은견해의변화또는차이가존재하는인

구 샘플링에 사용된다. 한 연구에서 앞으로 10년간 홍수로

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범람유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비율 또는 10년 동안 홍수가발생하지않는 범람원개발 시

나리오 시뮬레이션의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부분적으로는인구 규모 대비 샘플의 크기, 즉 질문에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 또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수에따라신뢰수준과구간이결정될수있다. 두경우모두

결과가 85%라면, 결과는“우리는 95% 신뢰수준에서 85%

의범람유역에사는사람들이향후 10년간홍수피해를격지

않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며, 오차범위는± 3%이다”라

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10년 동안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82%에서 85%의 인구가 생

각하는 것이 95% 확실하다는 것이다(Berger, 1985;

Coles, 2001). 

8.1.2 물의리스크와불확실성

수자원 시스템이 미래에 얼마나 잘 작동할 것인가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변경되거나 불

확실한요인의영향을받기쉽고, 변화하는불확실한수요를

제공한다. 리스크와불확실성은물관리자들과사회, 경제적

정책 입안자들이 처리해야만 하는 과제의 많은 부분들의 특

징이다. 이들이이러한불확실성과리스크에대해서더많이

이해할수록, 불확실성과리스크를줄일수있는물시스템들

을더효율적으로계획하고설계하고관리할수있을것이다.

물공급또는물이공급하는서비스에의존하는사람들은항

상 그들이 바라는 물 또는 물의 위험(즉, 홍수 또는 가뭄 또

는오염)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지확신할수없다. 어떤

누구도 저장소 또는 하천과 지천을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

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력발전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다. 사실, 어떤 에너지 종류이

든그에의존하는사람들은안정적인공급을기대할수없는

데,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물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물과에너지옵션의균형잡힌발전의근거이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다루는 지식은 종종 과거의 경험과 관

찰, 기록에서나온다. 그러나, 이는미래의인구증가와공간

적분포의변화, 물소비패턴, 사회경제적발전, 기후변동성

과 기후변화에 의한 불확실성때문에 미래의 물 기획자와 관

리자, 사용자,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원천을 이해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

크를 분석하고 내재화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

요하다. 

8.1.3 불확실성의원천과종류에대한이해

불확실성은 근본적으로 프로세스의 가변성 또는 그 프로세

스에대한불완전한지식에서기인할수도있다. 의사결정권

자들은그것이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 지출의정도는어느

정도일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로,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막대한 자금 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때가종종있다.(Knight, 1921).

물시스템과관리에관련된불확실성은데이터의부재, 데이

터 획득과 기록, 저장에서 발생하는 임의적 그리고 체계적

오류, 미래의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미래 프로세스 예측

능력 부재, 물 순환의 다양한 자연적 또는 물리적 프로세스

에대한불확실성등에근본적인원인이있다. 

또다른불확실성의근원은사회적불확실성이다. 인간의행

태는 예측 불가능다. 따라서 시장이 불확실하듯이 개인 및

사회, 제도들의 행태도 불확실하다. 기술적 혁신과 그 인식

및 사용, 환경에 대한 영향도 종종 예측 불가능하며 불확실

하다. 

많은 경험적 정보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정보를

설명할 때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해석하는 데

불확실성에따른노력과리스크관리 241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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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전문가들의상이한의견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지가 있다. 수문 시스템의 일부 현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인간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무엇을이해하지못했는가라는질문자체도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때때로 올바른 질문을 제

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것을“알려지지 않은 미지”

(Unknown unknowns)라고한다. 우리가모르고있는것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때때로 그것에 대해 고심하게 하

고, 연구를통해더잘이해할수있게된다. 우리가알지못

했던‘알려지지않은것들’은우리가듣고보고측정하고분

석한 것에 대해 항상 질문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드러

난다(Walker et al., 2003). 

8.1.4 불확실성의범위와기간에대한추측

인구변화및지구상의분포, 라이프스타일, 제도등과함께

기후변화는앞으로수십, 수백년간확실히물환경을변화

시킬것이다. 문제는얼마나변화시킬것인가이다. 장단기적

으로공급와수요의불확실성은지속될듯하다. 관찰과분석

은이불확실성을감소시키겠지만, 대부분의경우단일증거

나실험결과가이러한불확실성을제거할수있는명확한답

을제공할수는없다. 실제로시간경과에따라정반대의현

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권자와 그들에게 권고

를 할 책임을 가지는 기획자들, 가능한 결정들이 미래에 미

칠수있는영향들에대해예측하는연구자들은미래에대한

조사를진행하면할수록더많은불확실성에직면한다. 그러

나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줄 결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

록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

정을할필요가있다. 핵심수량에대한확률적추정은모든

계획과평가활동에유용할수있다. 예컨대다음과같은질

문에대응하는예측이필요하다. 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가

증가하면, 평상시에 비해 더 건조할 것인가, 습윤할 것인가,

더워질 것인가, 추워질 것인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

면 해수면의 수위는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인구 증가와 라

이프스타일의변화에따라식량수요는얼마나증가할것인

가(식량수요의증가는결과적으로관개수와물사용효율성

요구에영향을주게될것이다.).

분석가들은컴퓨터를이용해각각의시뮬레이션에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거나 시뮬레이션 되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일련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을 실시함으로써 확률적 설명을 자신들의 모델과 분석에 포

함시키고자한다. 이러한분석결과는각각의확률과함께발

표된다. 광범위한모델입력을통해이해관계자들에게받아

들여질수있는결과를산출하는설계와정책이미래의조건

변화에강력하게고려된다. 이러한정책을확인하기위해사

용된도구중일부는이장의뒤쪽에서설명된다.

8.1.5 리스크의이해

리스크와그에대한다양한설명은개인적그리고사회적인

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리스크 인식과 내성은 개인이 피

해를당할가능성, 그리고피해에대한통제력, 피해또는위

험의 정도,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고자 하는 자발성, 리스크

정보 출처에 대한 신뢰에 의해 결정된다. 리스크 인식은 집

단적 그리고 개인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

스크를더욱명확하게함으로써유용한결정을내릴수도있

다. 현재의 물 관련 리스크의 사례들에는 물 부족, 수질 저

하, 생태계 서비스의 상실, 극한수문사상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Ganoulis, 1994).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은 부분적으로는 시간의 측

“리스크인식과내성은
개인이피해를당할

가능성, 그리고피해에
대한통제력, 피해또는
위험의정도, 
피해가능성에노출되고자
하는자발성, 리스크정보
출처에대한신뢰에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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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의존한다. 변화가수년이아니라수십년에걸쳐일어

날것이라고예상되기때문이다. 이는기후변화에해당하는

이슈이다. 사회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으나 만약 발생하면

심각한결과를낳을수있는사건들, 예를들어댐의붕괴또

는 1000년 빈도의 홍수, 재앙적인 물 관련 전염병 등이 발

생하면무엇을해야하는지결정하는것에관한문제를가지

고있다. 이러한문제는뒤에서논의될예방적원칙그리고

안전한최소표준이라는개념과같은기준들이만들었다. 그

러나, 높은발생확률을갖는훨씬더흔한변화에대한대처

를 배제할 정도로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극단적인 결과

에대해우려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8.1.6 모델불확실성

모든사회적또는자연적시스템의모델은그시스템의단순

화된 근사치이다. 모델은 그런 시스템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결정들의 영향을 추정

하기위해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고 유용한 모델은 필요하고 바람직

한 정보와 정확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가장 단순하며 이해하

기 쉬운 모델이다. 모든 분석에서 사용될 모델의 선정은 부

분적으로는 가용한 과학적 지식과 데이터 모델 결과의 사용

의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델의 선정은 주

관적이고실용적이다. 

모델(에내재된가정)의기능적형태에대한불확실성은, 입

력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

게발생할수있다. 두가지불확실성모두모델의결과를어

떻게해석할것인가에대해다양한전문가들이서로다른의

견을내놓을수있다. 근본적인문제와불확실성의잠재적인

원천은 분석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대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들의 모델에 포함시켜야 하는 목적과 결정 규칙에

대해 명확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모델의 운영자

는각각다양한목적의상이한조합을대표하는광범위한선

택권을 이해관계자와 의사 결정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8.1.7 임계값과임계점

“임계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가

시스템의 상태 또는 발전을 질적으로, 비가역적으로 변경하

는 결정적인 임계값을 지칭한다(Brugnach et al., 2003;

Gladwell, 2000; Lenton et al., 2008; Keller et al.,

2008; Walker and Meyers, 2004). 대서양 열염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 우림의 고사 및 손실, 그린란드 빙상의

융해에관련된임계점은최근언론의관심을받아왔다. 각각

의 경우, 과학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점진적인

변화가 프로세스 중 일정 지점에서 비가역적으로 될 가능성

이있다고생각한다. 이것이이러한시스템에장기적으로영

불확실성에따른노력과리스크관리 243WWDR4

박스 8.1

네덜란드의델타(Delta)에관한접근법

2007년, 네덜란드 정부는 지반 침하, 도시화, 주요 하천의

최고 하천 유량의 증가와 더불어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결과

인 해수면 상승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 목적은

네덜란드가 최악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해 가장 큰 복원력을

발휘할수있는방법을결정하기위해서였다. 기후변화와도

시화, 지반침하에 취약한 델타(Delta) 지대에서 장기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들은 보편적이지만 그 문제

를해결하는전략은지방의환경에따라맞춤형일필요가있

다.  국가델타위원회(The national Delta Commission)

가연구와(물분야뿐만아니라공간계획, 기후분야의) 저명

한 학자를 포함한 연구원들, 그리고 금융 부문과 민간 업체

의 대표들을 감독했다. 모든 이해 당사자 그룹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들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정책이 최악

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적절한 곳은 어디인지

조사; “임계점”이적용될수도있는대상과시점, 즉특정정

책 또는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재정적으로 감

당이안되거나사회적으로용납되지않는지점을규명; 델타

지대의 사람들이 2100년에 살기를 바라는 곳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개발; 임계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희망하는 비

전을실현할것인가또는그비전으로나아갈것인가에대한

전략도출; 후회없는수단을가지고시작해서더늦어지거나

빨라진 변화 혹은 미래 세대의 변화된 가치관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델타 펀드(Delta Fund)와 델타 장관

(Delta Commissioner), 델타법(Delta Law)을통한장기

적 실행 보장 등이 그것이다. 3년 안에 네덜란드 정부는 기

후복원력을갖도록하는비전을세우고, 의회에서델타법을

통과시켰다. 또한델타펀드를설립하고델타장관을지명하

였으며 델타 실행 계획(Delta Implementation Plan)에도

합의했다.

출처: Policy Research Corporati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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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칠수도있다. 

임계점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물 지배구조나 군사적

행동과 관련되어 내려진 결정과 같은 다른 상황들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임계점의 더욱 일반적인 사례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구조들에서 알 수 있다. 금속 피로는 비행기에 관련해

서잘알려진현상으로비행기사용이늘어나면서꼬리와날

개구조에균열이나타나기시작하는것을의미한다. 정기적

인 검사로 이러한 균열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전체 날개

의고장을야기하거나꼬리부품의손상으로제어가되지않

는상태가되는임계점에이르는것을방지한다.  

박스 8.1은일부에서는시나리오상의“분기점”(Branching

points)이라고 생각하는 임계점을 지칭한다. 그들은 이러한

분기점 또는 결정 지점은 과학적인 의미에서 엄밀하게는 임

계점이아니라고주장할것이다. 

8.1.8 비정상성

수자원 관리와 물 기반시설 계획 및 설계는 특정 사이트에

적용되기때문에물순환과수문학에대한이해에의존한다.

계획과 설계 목적에서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분수계

또는유역의수문과정이시간경과에따라변화하지않는확

률분포에의해설명될수있다고가정했다. 즉, 이러한프로

세스의 역사적인 통계적 특징은 본질적으로 시간 흐름에 대

해일정하거나정적이라고가정했다. 지구의기후변화와인

간의 예측 불가능한 활동으로 인해 극단적 사건이 많이 발생

할수록, 물을계획하고관리하는것은더욱어려운일이된다.

문제는물계획과관리에서물의공급과수요모두에대한고

려를 어떻게 비정상성 상태에 가장 바람직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가이다. 수자원기획자들과관리자들은토지사용의변화

그리고도시화, 미래의강우량과증발량, 지하수침투량, 지표

유출수, 수로유량에영향을미치는기후변화의영향을자신

들의 분석에 상당한 부분 적용해야만 한다(Aerts et al.,

2011; Block and Brown, 2009; Folke et al., 2004;

Hamilton and Keim, 2009; Holling, 1986).

8.1.9 다른주요개념

알려지지않은것에대한인식결여(Lack of knowing what

is unknown)는불확실성의극단적인상태이다. 많은결정적

인 사건들과 기술 발전, 최근의 과학적 발견은 수십 년 전만

해도알수없었으며심지어는상상할수도없었다. 

불확정성(Indeterminacy)은 복잡한 시스템들의 실행 특징

을충분히이해하지못하는데서발생하는불확실성이다. 이

는다양한결과들에대한신빙성있는확률계산을허용하는

복잡한시스템에대한완전한지식이거의존재하지않기때

문에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가능한 결과들의 전체 범위도

대개는알려져있지않다. 

신뢰성(Reliability)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행 지표 값이

만족스럽게생각되는확률을나타낸다. 이개념은실행에대

한각각의지표또는측정값이만족또는불만족값으로구

분되는 임계값에 의해 결정된다. 다양한 임계 수준에 관해

다양한 신뢰성의 수준이 존재할 수 있다(Duckstein and

Parent, 1994; Hashimoto et al., 1982; Plate and

Duckstein, 1988). 

강력함(Robustness)은 무엇이 불확실한가에 관련된 가능

한 입력 시나리오의 범위에서 얼마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가를나타낸다(Hashimoto et al., 1982).

복원력(Resilience)은미래의발전을위한기회를제공하면

서변화에적응하고혼란에서회복할수있는능력을나타내

는 척도이다(Fiering, 1982, Hashimoto et al., 1982;

Holling, 1973; Walker et al., 2004).

후회(Regret)는 하나의 결정에서 야기된 불만족한 상태에

대한 척도이다. 시스템들은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최악의)

후회를 최소화하거나 최소(최저) 수준의 실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설계되고운영될수있다. 최대손실최소화나최소이익

최대화목표는가장극단적인리스크또는실패의결과를감

소시키려는시도이다. 

급변(Surprise)은예상치못한물리적시스템또는사회, 경

제적시스템의갑작스러운또는단절적인변화가있을때발

생한다.

취약성(Vulnerability)은 신뢰성과 함께 모든 실적 지표와

관련된 중요한 척도이다. 취약성의 다양한 형태(예상 수준,

최대수준, 신뢰수준)는만약실패가발생한다면실패의결

과를 나타낸다(Hashimoto et al., 1982; Heltber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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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어떻게불확실성과리스크가의사결정에
영향을주는가

물을 취급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결정 결과를 확실히

알지못한채선택을해야만하는경우가흔하다. 이러한결

과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태도는 언

제나그들의결정에영향을준다(Walker et al., 2003).

예를들어, 농민은얼마나많은비가올것인지, 농사철에비

의 분포는 어떠할지 모른 채 재배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재

배결과는수확철까지알수없을것이다. 아니면이런예를

들 수도 있다.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기업은 새로운 빌딩

을 건축하고 싶어하고 따라서 위치를 선정해야만 한다. 뉴

올리언즈는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기업은 이곳

의 기후(예: 허리케인)가 기업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지,

그 결과 얼마나 큰 손실을 입힐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여길

것이다. 다른 사례를 들어 보면,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홍

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고려해 지불할 가격을

낮게제시할수도있다. 홍수피해를입게될것인지는불확

실하지만 집이 범람원에 지어졌다면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

한다. 이런리스크는홍수방지또는경제적손실을보전해주

는 홍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완화될 수는 있

을것이다. 

불확실성 하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리스크에 대한 그

들의 태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시장

이홍수피해를크게줄일수있도록제방의보호 수준을높

이거나도로를유지하기위해자금을써야한다면, 시장은더

욱즉각적이며지속적으로대중의감사와지지를얻을수있

도록홍수발생자체보다는홍수발생의가능성을고려해도시

의 도로 상태를 향상시켜야 한다. 만약 시장이 도로 유지를

선택했는데 홍수가 발생해서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대중

의감사와지지는사라져버릴것이다. 만약시장이리스크에

회피적이라면, 홍수가발생할확률이낮더라도, 적절한홍수

대책의 결여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대중의 지지 상실이라는

리스크를떠안고싶어하지않을수도있다.(박스 8.2 참조) 

결정이 내려지는 맥락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리스크를

다르게 인지한다. 관리자들은 언제나 리스크가 상황에 내재

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리스크를 통제의 대상이

라고 간주함으로써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을 회피한다. 많은

관리자들은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관리자들은 수학적인 분석보다는 자

신들의주관적인판단에더욱의존한다. 잘못된결정의결과

가 더 재앙적일수록 리스크를 명확히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확률은낮을것이다. 

리스크를 포함한 문제 혹은 결정에 직면했을 때, 관리자들

은 결정을내리기 전에리스크를 받아들이거나리스크를감

소시키려고 한다.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추가적인 분

석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이 있다. 홍수 피

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는 리스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인데, 이를 통

해리스크의영향을감소시킬수있다. 주요기반시설에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첨단 담수화나 폐수처리 기술 등에 대해

선행연구를수행하는것도가능하다. 혹은공급회사가리스크

의 일부를 떠안게 하고 이를 구매계약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일단 내려진 결정은 가능하다면 미래에 개

정가능하도록명시해야하며, 그것이불가능할지라도광범위

한 미래의 상황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Alerts et

불확실성에따른노력과리스크관리 245WWDR4

박스 8.2

호주퀸즈랜드주범람구역에대한위험경고

2011년주전역의홍수재해에대한퀸즈랜드홍수과학공학기

술위원회(The Queensland Floods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ical Panel)가출간한“홍수에대한이해: 질문과

답변”이라는홍수조사보고서는적절한개발은무엇인가에대

한새로운테스트를요청했다. 이 보고서는홍수리스크계획

이“홍수발생확률과인간및재산, 기반시설에대한홍수피

해의조합”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한다. 

“홍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2011년 8월) 퀸즈랜드 지방정

부 기반시설에 20억 호주달러의 피해를 유발했으며 공공 기

반시설에 대한 총 피해액은 60억 호주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뉴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에서 홍수로 인한 호

주 경제에 대한 피해액은 300억 호주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 37명이사망했는데, 우리주에서만 35명이사망했다.”이

는 일부 지역의 홍수가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경제

적·사회적결과를낳을수도있다는것을보여준다.  

출처: Hoffma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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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246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al., 2008; Burton, 1996; Callaway et al., 2008; Dessai

and van der Sluijs, 2007; DETR, 2000; Elshayeb,

2005; Liu et al., 2000; Lofstedt, 2003; Miller and

Yates, 2006; NRC, 2000; UNDP, 2004; van Aalst et

al., 2007; UNDRO, 1991). 

8.2.1 리스크와불확실성하에서의사결정에정보를제공
하는접근법

의사 결정 결과의 발생 확률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

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 의사결정은 리스크 분석에 기

반을 둘 수 있다. 의사결정은 단순한 것부터 최첨단에 이르

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도구와 기술들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Downing et al., 1999; Frederick et al.,

1997; Green et al., 2000; Hobbs, 1997; Karamouz

et al., 2003; Li et al., 2009; Loucks and van Beek,

2005; NOAA, 2009; Simonovic, 2008; Willows and

Connell, 2003). 모델링을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 결과는

비용-편익- 리스크 분석(또는 단순히 비용-리스크 분석)이

나신뢰성분석중하나이다. 모든리스크분석은특정실적

측정 또는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수준의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박스 8.3).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점차 상향식 프로세스가 되어가

고 있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만연한 곳에서는 전문가들이

미래에어떤일이발생할수있는가또는무엇이지속가능한

가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결정의 성공과 실패를 결

정할수있는영향을받는이해관계자들의의견이필요하다.

통합적인 수자원 계획의 수립과 관리(IWRM)를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관심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

다. 상호작용하는결정지원모델은이해관계자의참여를촉

진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모

델링도구의목적은특정수자원시스템의작동방식과시스

템성능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공동의비전수립을최대

한돕는데있다. 

8.2.2 불확실성을처리하는전략

수자원시스템의구조적취약성감소의중요성은지난몇년

간더욱큰주목을받아왔다. 더유연하고더강력한물관리

전략과 기반시설의 개발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서 회복 등의

시스템복원력에거의확실하게기여하게될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의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

들은여전히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이는예컨대비용-편익-

리스크 분석 등의 선별된 전략과 함께, 역사적 데이터와 통

계적 분석에 근거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행되었다. 1장에

서 설명한 많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처럼 리스크

가 정량화될 수 없거나 고립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

사결정지원도구가필요하다. 

기후요인으로인해복잡한물관리문제가발생하는곳에서

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나아지는 동안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데몇년몇십년이걸리기도한다. 사회, 경제적그리고행

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의사결정권자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의사결정

박스 8.3

미군공병단(US Corps of Engineering) 리스크분석

리스크 분석은 미군 공병단 내부에서 문제들의 광범위한 결

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고, 적용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석은

극단적이거나확률이낮은사건뿐만아니라다양한가능성이

존재하는모든상황을대상으로한것이다. 리스크분석을계

속이용하는사례는다음과같다. 

쪾 폭풍 및 하천, 호수와 제방 성능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반

영한다양한하천과호수의 제방에대한복원효과의경제

적혜택에대한검토

쪾발전기및터빈의고장확률과유지및복원비용을이용한

수력발전기및터빈의대안적인복원계획들에대한비교

쪾바지선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견인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에 기반한 걸프 내륙대수로의 항해 향상 계

획의검토

쪾홍수 피해 감소 계획의 수립 및 평가 기간 동안 통합적인

수문학적그리고경제적분석을실시하는소프트웨어시스

템을 이용한 홍수 피해 평가. 이는 방류초과 확률과 수위

방류, 수위리스크기능을정량화하기위해리스크기반분

석 절차를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루이즈빌, 뉴

올리언즈, 모빌, 포트워쓰, 갈베스톤, 호놀룰루, 캔자스시

티, 로스엔젤레스, 오마하,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사바

나,  세인트루이스, 세인트폴지역등에서사용되었다.

출처: Males(2002,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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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관리전략이존재한다. 

1. 적응적 전략: 당면한 이슈와 미래 전망에 대한 더 많은

지식으로 더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한

전략을 선택하시오. 이러한 적응 전략은 시스템 성능의

새로운목표와목적뿐만아니라시간경과에따라변화하

는초기요인에대해서잘반응할수있다. 

2. 강력한전략: 미래의환경에대한범위를파악한후모든

범위에서잘 작동할수 있는 접근법을추구하시오. 이 전

략은 특히 미래에 쉽게 또는 비용효율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결정에적용된다.

적응적인 전략은 현재 취해진 결정의 미래 영향은 알 수 없

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런 경우, 성공적인 연구의 완료 이

후에 특정 결정의 가능한 결과를 더욱 잘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

간기간 동안 경제적, 환경적 혜택 또는 비용절감 또는 피해

축소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대신, 현재의 지식과 최선

의판단에기반한결정을내릴수있으며, 그결정이올바른

지 또는 미래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결과에대한모니터링이뒤따를수있다. 후자를“적응적의

사결정”이라고부른다. 모니터링은적응적전략의성공에핵

심적이다. 이러한 전략은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관찰되어

지는변화와잘들어맞을때최고의효과가있다(박스 8.4). 

다른경우에는, 광범위한미래시나리오에대한강력한전략

이효과가있다. 이전략은적응적전략이쉽게실행될수없

을 경우, 예컨대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저수지 용량을

결정하거나 홍수 통제 구조를 수립해야 할 때 특히 적절하

다. 강력한 전략은 그 성능이 초기요인과 매개변수 값에 관

한상이한가정하에서는급격히악화되는최적의설계전략

과는대조를이룬다. 이전략은있을법하지않은사건이실

제로 생겨난다 해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성능

보다는약간낮은성능을낼수도있다. 

그 성능이 광범위한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만족스러

운강력한설계와대비되지만, 적응적시스템은실패나불만

족스러운상황이빨리수정되는(즉, 상대적으로빨리시스템

이복구되거나만족스러운상태로접어들수있는) 시스템이

다.  복원력의 정의 중 하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고려할

때, 일정시간동안만족스럽게변화할수있는확률이다. 복
원력 있는 시스템은 실패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대개 이 시스템을 더 강력하고 복원력 있게 만들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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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4

남아시아의가뭄과홍수에대응한적응적전략

“남아시아 전체에 걸쳐 홍수와 가뭄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이

며, 그영향은더광범위한물관리이슈들을통해큰영향을

받는다. 홍수와 가뭄에 대한 현재의 대응은 제도적 지원의

역할을 가진 장기적인 적응적 메커니즘에 대한 개발의 병행

없이인도주의적원조가주를이룬다. 현재의세계화시대에

그리고…세계적인기후변화시대에, 효과적인기후변화대

응전략을위한세계적그리고지역적인연구가진행되고있

다.”

“광범위한 경제적, 인구적,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효

과적인 소규모, 혁신적인 지역 대응 전략은 존재하며, 이러

한전략은주목받을필요가있지만, 이전략을더높은수준

으로확장하는것은어렵다. 양방향으로의정보흐름부재는

핵심문제이다. 이분야에서확장된네트워크에도불구하고,

극소수만이 튼튼한 현장수준의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소수의지방그룹만이지역적, 세계적논쟁과연계를가지고

있다.”

“적응적인전략프로젝트는인도에서시작되었다.”그목적

은 기후변화와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극한의 기후 사건에 대

한 인식과 대응을 중재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프로젝트는

네곳의현장에서수행된통합적인일련의연구를통해더욱

효과적인 접근법을 위한 개념과 기회에 대해 문서화하고 현

실화하기 위해 계획되었다.(인도의) 라자스탄(Rajasthan)

과 구자라트(Gujarat)라는 건조 지역 중 가뭄의 영향을 받

은 지역과 인도와 네팔 국경의 로히니(Rohini)와 바그마티

(Bagmati) 강유역의홍수의영향을받은두곳에서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공동체들의

현재의 대처 전략을 밝혀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가뭄과 홍

수가발생했을동안가뭄과홍수의발생가능성예측을어렵

게 했던 사회적·경제적 변화의 패턴과 피해와 어려움의 리

스크를감소시키기위한기회를제시했다. 

출처: ISET (2010)에서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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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취약성이적게만들수있는설계및운영옵션들이존재

한다. 

리스크회피 결정은 대부분 가능한 대안적인 결정 중“최선”

을결정하기위한최대후회를최소화하는기준을반영할수

도 있다. 최대 후회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결정하는 것 또는

그러한결정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리스크”는이러한기

준을 만족시킨다. 결정의 영향력은 알 수 없는 결과에 의존

한다. 예를들어, 물공급을위한우물을파기로결정하는것

은물이없다면소용이없어질비용을수반하지만물이있다

면큰혜택을가져올것이다. 

물과 수생 생태계 관리에 적용된 적응적인 정책과 강력한 정

책에 관한 추가정보는 블루멘펠드 등(Blumenfeld et al.,

2009)과 카펜터, 브로크 및 한선(Carpenter, Brock and

Hanson, 1999), 첸 등(Chen et al., 2009), 폴크스 등

(Folkes et al., 2002), MA(2005), 산더스와 루이스

(Sanders and Lewis, 2003), 스투입 등(Stuip et al.,

2002), 탤리스 등(Tallis et al., 2008), 르 퀘스와 매튜스

(Le Quesne and Matthews, 2009, 2010)에서 찾을 수

있다.

8.2.3 시나리오분석

시나리오는 다양한 이유에서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적절

하고검증된접근법이다. 

장기적관점의필요성.지속가능한개발의맥락에서물이슈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수문과정과 사회과정 중 일부

의 느린 전개를 고려하고 급수 시설 투자가 혜택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걸리는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시스템에대한높은불확실성.이유가무엇이든가능한사건

이나 미래의 결과에 대해 확률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 계획과설계, 운영중인시스템의성능에영향을주는미

래에발생가능한시나리오를만들어낼수있다. 비록이렇

게설정된시나리오의발생확률이제로에가깝더라도, 이러

한 일련의 시나리오는 기획자와 설계자, 운영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시스템은 광범위한 미래의 가능성 하에서 작동할

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는 일반

적으로통제되지않는자연적사건뿐만아니라인간의결정

도 포함할 것이다. 인간과 제도의 미래 행동은 말하자면 기

후만큼이나중요한시나리오의구성요소다. 

비정량적 요인들의 포함 필요성. 생성된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와 관련된 시스템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시나리오는 보통 시간 경과에 따라 시뮬레이션되며 다

양한 지표 값들은 시뮬레이션되는 각각의 기간 동안에 대해

컴퓨터로연산된다. 이러한지표들은항상정성적값뿐만아

니라정량적값을포함하게될것이다. 정성적시뮬레이션과

정량적 시뮬레이션 모두 고려되는 특정 시스템에서 기대되

는 가능한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가장 잘 포착하고

평가하는데적절할수도있다. 

통합과 폭, 그리고 견해(관점)을 제공하는 시나리오의 필요

성. 물 시스템은 농업용, 가정용, 산업용 수요 뿐만 아니라

하천 중 레크리에이션 수요 및 환경적 유량으로 기여한다.

이는 토지 사용 그리고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사회

적조건, 정치적결정, 에너지필요의변화에영향을받는다.

시나리오 개발은 시스템 구성요소의 이 모든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을 적절히 포착해야만 한다. 또한 지방적, 지역적, 국

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커버하는 시

각을적절하게제공해야한다.

의사결정을위한이해를조직할필요성.시나리오및관련된

시뮬레이션 모델의 사용은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에대한시뮬레이션을할필요성을제시한다. 이상적으로말

하면, 이러한 잠재적인 기획자와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이

해관계자들을포함하는시뮬레이션은상호작용을통해이러

한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응하는 결정을 도

출할 것이다. 대안으로, 시뮬레이션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이용되는결정규칙을정할수도있는데, 이때시뮬레이션이

“적응적인전략은현재
취해진결정의
미래영향은알수없다는
가정에기반한다.”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248   mac3 



일어나는 동안 시뮬레이션 모델과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언제 결정

이 내려질 필요가 있는지, 인간의 행동이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곳에서분기점은무엇인지에대해더많은관심을집중

시킨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작동방식에대한비전을공유할수있게하는데목

표를두어야한다.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변화 및 불연속성,

“와일드 카드”, 서프라이즈 가능성, 다른 변경된 조건은 그

영향이 매우 크더라도 종종 무시되거나 생략된다.(예:

Marien, 2002; Rahmstorf and Ganopolski, 1999;

van Notten, 2005, 2006 참조).

이런 부류의 불확실성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한 방법은 서

프라이즈 시나리오를 통해서이다. 이를 위해“역사적 유사

점”또는“서프라이즈이론”등의다양한접근법이제안되었

다. 이러한 접근법의 근본 원리인 서프라이즈는“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생각”(미래의 사건과 관련된 가능한 시나리

오를 구축한 뒤에 가능성이 없는 미래 사건을 상상)을 통해

체계적으로연구되었다. 

8.2.4 재구성

재구성은 대안적인 미래 탐구를 위한 대안적인 시나리오 접

근법이다. 이것의 목적은 미래를 과거의 연속으로 취급하는

경향을피하고미래불확실성에관한가능한한많은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재구성은 현재를 시작점으로 삼는 대신

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하는(또는 원치 않는) 미래상에

서시작하여그러한미래상을달성할수있게하는행동들과

달성을 방해하거나 막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밝히려고 한

다. 재구성은미래의비전과정책개입이 (재)조정되는반복

적인 프로세스이다(그림 8.1참조). 반복은 대개 내부적 불

일치를 해소하고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재구성 연

구의주요결과는일반적으로그실현가능성과결과라는측

면에서완벽히분석된대안적인미래상이다. 

재구성의 실행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다른 단계를 따른다.

첫 번째 단계는 바람직한(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미래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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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시나리오 프로세스:
쪾동인의 식별
쪾서술적 줄거리의 구성
쪾줄거리에 살 붙이기
쪾강력한 솔루션의 식별

재구성 시나리오 프로세스:
·(안)바람직한 미래(들)의 구성
·정책 개입 및 조치, 사건들의 식별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평가
·원래의 미래(들) 조정

미래 1

미래 2

미래 3

Future
vision

현재 미래 현재 미래

그림 8.1

재구성과예상시나리오비교

출처: van ‘t Klooster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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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다음 단계는 정의된 미래에서

출발해그미래를현재로연결시킬전략및수단, 정책, 프로

그램을찾아내기위해재구성을하는작업이다. 이러한창조

적인 단계 다음에는 실현가능성과 대안적인 미래상의 결과

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미래들에 깔려있는 가정을 평가하고,

단기적 정책수립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함축적 가치를 반영

한다. 바람직한(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의 실현에(실현을 회

피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입 및 조치, 사건들을 밝혀낸 이

후, 원래의미래비전은대체로수정된다. 

수년 동안 재구성은(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후완화

전략의개발에서정기적으로적용되어왔다. 물관리논의에

서 재구성은 비교적 새로운 접근법이다. 세계 물 위원회의

세계 물 비전(Cosgrove and Rijsberman, 2000)은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의 요소를 사용한 정성적인 재구성 시나

리오였다. 재구성은최근“기후에견딜수있는”네덜란드를

위한적응적전략개발에사용되었다. 

8.2.5 제도적의사결정원칙과패러다임

현재, 개연성이 비정상적인 상황인 곳에서는 리스크와 불확

실성의조건에서결정이내려지고있다. 모델링의현재상태

를기반해서는결정의가치는알수없으며추정될수없다.

이는 물 관리와 물 사용을 목적으로 한 부정적인 영향의 리

스크추정을거의의미없는일로만들고있다. 따라서, 비정

상성을 다룰 때는 상당히 다른 물 관리 접근법이 적절한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의 원칙과 평가 기술의 토대를 둔

접근법은하나밖에없다. 이러한접근법은본질적으로현재

의 입증된 원칙과 기술에 완전히 맞춘 것이며“강력한 의사

결정”이라는용어로불린다.

이는최적의결과에덜초점을맞추는대신강력한솔루션의

개발에 더욱 초점을 맞춘 평가와 예측 정당화 원칙과 함께

불확실한시나리오를수용하기위해설계된프로세스이다. 

수명이수십년이상인수자원기반시설의설계와운영을계

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히 저수지와 같이 일단

축조되고나면설계가쉽게또는저비용으로변경될수없다

면, 하나의어려운과제가된다. 그이유중하나는수문현상

의 변화하는 특성과 변화의 불확실한 특성이다. 50년, 100

년뒤에수문현상이어떻게될지는그야말로알수없다. 우

리는 다시 수문학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추측할 수 있다.

향후 10년또는 20년에걸친변화는중요하지않을것이나,

미래 시나리오 예측을 지원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가능하게

할듯하다. 또다른이유는고려중인기반시설프로젝트또

는 시스템에서 기인한 미래의 혜택과 비용은 현재가로 할인

하면 무시할 정도이지만 지금부터 50년 또는 100년을 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될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가치를 고려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필

요성이있다. 이는미래의시스템사용자가언제라도실시할

모든편익/비용분석에서사용되는금리뿐만아니라비록불

확실성이 정량화될 수 없더라도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수준

에 반응적일 필요가 있다.(Bardhan, 1993; Hall, 2003;

Keeny and Raiffa, 1993)

8.2.6 설계절차를바꿀필요성에대한인식

최근몇년간토지사용과물소비, 세계기후의변화가일어

난것은확실하며, 불확실한미래의변화와변화의속도가우

려할만한진짜원인이라는것은확실하다. 물관리기관은이

때문에 과학자 만큼이나 애로 사항이 많고 미래의 조건에 대

한 정상성의 부재로 생겨나는 불확실성을 더 잘 포함시키기

위해향상된평가방법을만들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기획자와엔지니어의주요한질문은다음과같아야한다. 비

정상성에 직면해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복원력 있고

취약하지 않은 수자원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할

수있는더좋은방법은존재하는가?

정상성의 가정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계획 및 설

계요구사항을만족시키기위해대체전략이필요하다. 만약

최선의 대체 전략에 대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물관리기구들로부터이를받아들여서실행

해야만한다. 

이슈들과정책사안을가지고있는물관리기구들은수자원

프로젝트를 더욱 적응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강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비정상성을 포함하는 대안적인 방법론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수문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프로세스

의비정상성을고려하는향상된계획및설계방법론에대한

참여는관료조직기구내에서방법론의실행에도움이될것

이다. 이는새로운법률제정과인가를수반할수도있다. 

새로운 방법론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과 설계에 포함시

키는 것이 기존 프로젝트의 운영규칙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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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울수도있는데, 왜냐하면운영규칙은종종법률로규정되

어 있어서 변경이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영규칙

이 비정상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 계획

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

다. 비정상성에서기인하는잠재적인변화에대한모델연구

는다양한기준에관해시스템성능을증가시키는운영을적

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연성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

안할지도 모른다. 어떤 계획 모델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기

구들은 정확하게 어떤 매개변수가 비정상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것인지그리고지역적토대에서어떤범위의편차가예

상될수있는지에대한일정수준의공감대를형성할의무가

있다. 실행 방법은 일관적이고 재현 가능해야만 한다. 기존

의 절차에 대한 변화는 정부 대형 기구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변화가실행되기전에모든이해관계자들사이의상

당한연구와협동, 커뮤니케이션이있어야만한다.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는 비록 현재

의 절차들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기후 가변성과 토지사용 변

화의 잠재적인 영향으로 증가하더라도 기구들은 이런 절차

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절차가 다른 절차들에

비해 열등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이용한다면 항상 비

판받을리스크가더적다.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도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더 좋은

방법이존재한다는설득력있는주장이없다면물관리기관

들이 현재의 물 관리 운영을 수정하기를 원하게 될 것 같지

는 않다.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궁

극적인솔루션은확실히관련있는과학을수자원계획접근

법과활동들에통합시키는지침및규제의과학과발달을이

해하기 위한 학제적 접근법을 수반할 것이다(Baggett et

al., 2006; Frederick and Major, 1997; Palmer et al.,

2008; Wardekker et al, 2008).. 

8.2.7 행태적결정이론

대부분의 중요한 현실 세계의 결정 문제는 한 명 이상의 의

사결정권자에의해서결정된다. 정부와민간부문, 시민사회

기관을통해결정이내려지고실행된다. 과학적그리고경제

적 원리에 근거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의 결과는

종종정치적요인및감정, 종교적신념, 직관에근거한단순

한직감보다도적절하지않은것으로여겨졌다. 불확실성하

에서의의사결정의더중요한측면중한가지는조직적구조

가 불확실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관의 성공과 조직을 실

패에 더 민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에 영향을

주는프로세스에관한것이다. 

이러한요인들은“행태적결정이론”(Behavioural decision

theory) 내부에서또는리스크관련의사결정문헌들에서광

범위하게논의된다. 불확실성에직면해서어떻게결정을내려

야하는지간략히설명하는결정분석과는대조적으로행태적

결정이론은결정또는편익-비용-리스크분석등의분석적인

절차에의해영향을받거나지원을받지못할경우어떻게사

람들이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인

간 정신의 합리적 부분과 감정적 부분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설명한다(Camerer and Weber, 1992;

Loewenstein and Cohen, 2008; Marris et al., 1997;

Wolt and Peterson, 2000). 

8.2.8 예방적원칙

불확실성이존재할경우경제적, 환경적그리고사회적혜택

의증가를획득하기위해서취해진많은조치와결정들은현

재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

불확실성에따른노력과리스크관리 251WWDR4

“과학적그리고경제적원리에근거한정량적인분석과
정성적인분석의결과는종종정치적요인및감정,
종교적신념, 직관에근거한단순한직감보다도적절하지
않은것으로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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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영향 중 어떤 하나라도 미래에 인간 또는 환경에 해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적 원칙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사람과환경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결정과같은제안된결

정이미래에어느누구에게도그리고어떤것에도해롭지않

다는것을증명할부담을그러한조치를제안한사람에게부

가한다. 이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도입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을 의

사결정권자에게부가하는것이다. 이원리는고려중인어떤

결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해

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가 있다는 신념에서 유래했다. 이 원

리에 따르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결정

은 어떠한 위협도 특히 불가역적인 위협도 발생하지 않는다

는증거가있을때만내려질수있다(유네스코, 2005).

8.2.9 다양화

불확실성 하에서 강력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전

략은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지식

에기반을둔방법과수단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현

재의 물 시스템이 더욱 다양할수록,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더욱강한복원력을보여야한다. 

물관리결정과투자를다양화하기위해요구되는여러단계

가존재한다. 첫번째단계는가능한개입및그와관련된비

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된 경제활동인 천수 농

업을 위해서 물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반건조 지역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경제가 천수 농업의 성공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관리자의과제는지표수의저장용량증가와지하수용량

증가, 지방농업공동체를위한관개체계수립등새로운가

뭄 완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된다. 물 관리자는 무엇보다

도물가격책정정책또는다른금융메커니즘의도입을통

해 또는 다른 개발 전략에 대한 결정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

을하는의사결정권자에게정보를제공한다. 어떤수단에투

자를할것인가의선택은가용한예산과대중(유권자와납세

자)의 수용도, 주요 사용자 그룹, 지리적 조건에 의해 결정

된다. 각각의수단의비용효과성은기후변화또는미래의경

제상황과같은트렌드가개별수단의효과성을어떻게결정

하는가와조합된여러수단들의성공에의해결정될것이다. 

만약국가가감당할수있다면, 투자의다양화는주식시장에

서의 포트폴리오와 비슷하게 전체적인 물 수단 포트폴리오

의리스크를감소시킬수있다. 비슷한결과를얻기위한물

관리 수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는(또는 부분적인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투자는 같은 미래 트렌드 하에서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관개에 투자하는 것

은절약할수있는물의양에근본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

지만, 물과 자금조달이 가능할 때만 타당하다. 물에 대한 가

격책정도 똑같이 물 절약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대중

이용인했을때만가능하다. 지표아래의물저장용량을증

가시키기위한제 3의투자는아마도증발량감소를통해물

절약을 증가시키겠지만 그 장기적인 성공은 또한 실패를 막

기위한유지보수의수준에달려있다. 

핵심은물의가용성측면에서의가능한가장높은이익(비용-

편익분석)을야기할세가지투자의조합을찾아내고예측하

지못한사건을흡수할수있는물관리투자의조합, 다시말

해의사결정프로세스의부분으로불확실성을중요시하는조

합을 찾아내는 것이다(Brown and Carriquiry, 2007;

Figge, 2004; Johansson et al., 2002; Perrot-Maitre,

2006).

8.2.10 장기결정과단기결정

이슈의 기간과 범위 및 정치적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불확

실성은 정책결정 과정에 다른 적절성을 가질 수 있다. 모호

한정보또는비가역성을검토할때는기간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 장기 결정은 상당한 고정비용을 포함하고(프로젝트

의 규모 또는 용량과 무관한 비용)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에 지불이 요구되는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설비투자와

관련이있다. 장기투자결정은오랜기간존재할것으로기

대되는 기반시설 설계 또는 토지 사용 정책과 관련이 있다.

많은 경우 이런 결정이 실행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예를 들

어, 저수지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저수지를

없애는결정을내리는것보다쉽다. 장기적의사결정의과제

는 미래의 공급 및 수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래

의영향을적절히고려하는것이다. 

홍수로부터의보호또는홍수피해감소에관한결정을생각

해 보자. 미국 미시시피강을 따라 있는 또는 네덜란드의 연

안지대에 있는 제방과 뚝의 설계는 장기 결정의 사례이다.

비록 과거의 수문학적 사건들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현재의

지식에 근거한 예측에 기반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

도, 누구도 미래에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를 예측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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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어떠한 설계가 선택되었더라도 실패할 리스크는

존재한다. 장기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들

은 어떤 수준의 리스크를 용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의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미래의 기반시설 확장을 위한 비용을

감소시키는설계에얼마나많은지출을해야하는가등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용량 확장 모델은 이러한 결정

을 하는데 지침을 제공하지만, 그 결과 역시 불확실하다. 장

기 결정에 비해 단기 결정은 그 영향이 훨씬 더 예측가능하

기때문에훨씬쉽게결정할수있다. 단기결정은일반적으

로 그 실적이 장기 결정에 의존하는 운영 정책의 변화를 수

반한다. 저수지저장량의비율이그러한사례인데일부는홍

수 저장에 할당되어야 하고 일부는 상호보완적이며 경쟁적

인 다양하고 유익한 목적들(농업용, 가정용, 산업용 물공급

및 수력, 레크리에이션, 환경)에 할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아마도 최근의 수문학적 그리고 경제적 사건

또는상황, 그리고농민의경우작물의미래시장가격예측

의영향을받을수도있다. 

장기결정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내려진 단기

결정도 리스크를 유발한다. 그러나, 많은 장기적 리스크와

달리 단기적 리스크는 대개 더욱 잘 관리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다. 리스크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를 안

고생활하거나관리하는법을배운다. 개인적리스크를감소

시키는 한가지 접근법은 보험을 통해서이다. 보험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이 존재하면 홍수나 작황실패

또는 기근으로 이어지는 가뭄, 극심한 공해로 인한 질병의

경제적영향을줄이는역할을할수있다. 경제적인손실리

스크를완화하는방법이되는것이다. 보험사들이겪는문제

는예측할수없게변화하는기후하에서자신들의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수 보험은 어려운 과제인 기후

가변성 또는 인적 실패로 인한 실제적 손실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하지않는다. 왜냐하면인덱스보험의지급은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피보험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적인 지표 또는 척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Brown and Carriquiry, 2007).

8.2.11 정책불확실성

모든 장기 결정 또는 단기 결정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외부

요인에 의존한다. 모든 결정의 성공 또는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줄수있는그런요인중하나는공공기관들이수립

한 일련의 정책 또는 규칙 및 규제, 법률이다. 더 광범위한

공공정책의변화는오염통제정책의잠재적효과와에너지

목표 또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일련의 수력

발전소의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불확실성의 이

러한 원천은 자연적 사건으로 인한 불확실성 만큼이나 중요

할수있다(Camerer and Weber, 1992).

8.2.12 모니터링된데이터의필요성과불확실성

이 보고서의 6장과 세계물개발보고서 제 3판의 13장에서

논의했듯이, 실제 세계 수자원 시스템과 토지 사용 패턴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할 필요가 있

다. 많은 신호들은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기후가

기후가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문과정의 속

도를변화시키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러한현상들과그

원인과 방향, 변화의 속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후 모델을 통

해서 고려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공간적 규모인 하부 유역

규모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에 직면한 수자원 기획

자와 관리자들에게 향상된 수문학적 기후 모델링과 다운스

케일링방법(Downscaling methods)이반드시필요하다. 

기후모델링에대한더많은연구의필요성뿐만아니라지난

세기 동안 기록된 수문적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필요가있다. 이기간동안인간은토지사용에주요한영

향을미쳤으며상당한양의온실가스를대기중에배출했다.

세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초기의 수준에

비해약 35% 증가했다. 이산화탄소증가와이에따른온난화

는 수문 순환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수문학적기록연구를통해알수있을것이다.

따라서기후변화와지반의변화와같이수문학적변화(예: 토

양 습도, 동토, 영양염류 운동성, 조류 운동성)를 모니터링하

고더욱잘이해할필요가있다. 개선된의사결정은토지-물-

대기의상호작용과기후와유역및분수계규모에서의기후의

영향을모델링하는더좋은방법뿐만아니라수문학적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에도 의존한다(Murdoch et

al., 2000; Naiman and Turner, 2000; Vörösmarty et

al., 2000).

모니터링과 측정은 분수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수십 년간의 기록

과그기록의분석이수반된다. 시간과공간에따라물의유

량 그리고 저장량, 수질 및 용도의 확률적 분포가 비정상적

불확실성에따른노력과리스크관리 253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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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관리되는

시스템에 대한 관찰과 이러한 관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와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식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8.3 불확실성과리스크를관리하기위한생태계이용

역사는 수자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생태계의 복원력을 감

소시키고 그에 따라 생태계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증가

시켰다는 것을 알려줬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을 감소시키면

리스크와불확실성도감소시킬수있다는것도알려줬다. 생

태계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며

물안보와수질향상, 레크리에이션, 수력발전, 항해, 야생생

물및홍수통제로인한혜택을증가시키는역할을할수있

다. 생태계는 토지 표층(초목)과 분수계 및 습지, 범람원의

토지 기능을 포함하는 물 순환과 관련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있다. 

생태계는광범위하게사용되며그유용성을증명했다. 특히,

수질과 수문사상(가뭄과 홍수), 저장 요구량과 관련된 불확

실성을감소시키는데유용하다는것을증명했다. 부유한국

가에서 하드 엔지니어링 접근법(Hard engineering

approaches)은(5장 참조) 성공적으로 리스크를 감소시켰

지만 상당한 자본과 유지비용(과 때로는 환경적 비용)이 들

었다. 모든 개발도상국이 같은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금융

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예컨대, 기후변화 또는

도시의팽창을통해) 리스크나우선순위가변화함에따라물

리적 기반시설은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힘들고 확실히 높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 옵션을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기반

시설의 선택적 건설과 자연적 기반시설의 선택적인 사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는 또한 많은 물 관련 리스크가 물로 인하여 생태계 시

스템 변화와 인간에 대한 변화들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관리

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태계는 물 순환을

유지하는 데 중심적이며, 따라서 이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리스크가 발생되고 이전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

구를제공한다. 물정책과관리에포용적이며전체적이고참

여적인 접근법은 관련된 전체 생태계 서비스와 어디에 리스

크가 있는지, 누가 리스크에 취약한지, 왜 그런지에 대한 파

악을 가능케 한다. 향상된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결코없앨수는없다. 새로운패러다임이요구되면서

(섹션 2.5에서 지적했듯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

패러다임은 생태계(환경)를 내키지는 않지만 개발의 필요한

비용이라 간주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개발 솔루션의 핵심적

인부분이라는인식의전환을야기했다(박스 8.5). 

인간이 직접적인 물수요를 감소시키면 물에 대한 압력도 줄

어들것이다. 이에따라생태계의지속가능성이높아지고생

태계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리스크

는감소할것이다. 이보고서의다른섹션에서는물사용효

율성향상등물발자국을감소시킬수있는기회에대해다

룬다. 실행차원에서물관리자는적극적으로생태계의다양

한 요소들을 관리하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는 것은 다음 3단계의 과정를

수반한다. 

1. 기반시설에 집중하는 대신 물 관리 목표를 파악한다.(예

컨대, 목표는 물 저장 또는 청정수이지 댐이나 처리시설

이아니다).

2. 파악된목표(예: 물저장및오염감소)를달성한다는측

면에서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등을 통해서 생태계가 무

엇을제공하는지조사한다. 

3. 다양한 관리 옵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잠재적으

로영향을받는모든생태계서비스에대해서고려함으로

써결정에관련된불확실성과리스크를감소시킨다. 여기

에는행동의바람직한경로를결정하기위해다양한부가

혜택의가치를평가하는것과그들간의상충관계를검토

“많은장기적리스크와
달리단기적리스크는

대개더욱잘관리할수
있고감소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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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등이포함된다.

생태계 기반의 접근법은 복원력을 향상하고 더욱 지속가능

하고 대개 비용효과적으로 다양한 물 관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계의 능력을 물 기반시설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해결한다. “생태계”(또는“자연적”) 기반시설이라

는용어는(“소프트기반시설”에관한섹션 5.1의논의참조)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 관련 서비스들은 기존의 공학적인 기

반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와유사하고보충적이라는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물리적 기반시설의 자본과 운영비용은 상실

된 생태계 서비스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수

처리비용은생태계악화로인한이러한비용을반영한다(생

태계서비스로서의청정수상실). 부분적으로는기후변화적

응 수단으로서의 상당한 잠재성 때문에 녹색 기반시설에 대

한공공및민간투자에관한매력적인비용-편익사례가있

다(생태계와다양성의경제학, 2009). 

물리적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대한 세계적인 깊은 의존성의

결과는리스크관리요건들을통해더욱잘이해되기시작했

다. 예를들어, 배트커등(Batker et al., 2010)은미시시피

삼각주에관한신뢰할만한사례연구를제시했다. 미시시피

삼각주에서는 생태계 복원 옵션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발

생시키면서도 리스크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시됐

다. 특히, 전통적·물리적으로엔지니어링된물관리접근법

이야기한재해리스크를해결했다(섹션 2.5의박스 2.3 참

조). 물리스크감소를위한대규모물리적엔지니어링접근

법에 대한 정책은 엔지니어들과 환경론자들 사이에서 20년

이상 토론거리였다. 이 토론은 덜 감정적이고 더 공평하고

균형 잡힌 리스크 전략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더욱 엄격한

과학에점차종속되었다.(박스 8.6)

생태계를고려하지않는접근법들의위험을증명하는것은그

자체로설득력있는사례를준비하는것이다. 그러나, 불확실

성과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생태계 솔루션은 사업을 통해서

가장 잘 증명되며 현재 이런 접근법으로 대규모의 전환이 일

어나고 있다. 기업 부문의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솔선수범을

하고 있다(박스 8.7). 예를 들어, 세계 자원 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는 세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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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접근법

새 패러다임

생태계/생물다양성
(내키지는 않지만 필요한
“비용”,	실제로는,	
리스크의 증가)

물 관리 목표

관리 목표

영향

물 관리

생태계/생물다양성
- 그리고 건설된 기반시설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물

물에 의해 지탱되는
다른 생태계
서비스들

물 관리
- 물 사용과 건설된 기반시설

관리

유지

생태계 서비스
(리스크 감소)

박스 8.5

물관리의변화하는패러다임

전통적인 접근법들은 물관리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나(인간을 위한)

물 사용이 생태계(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정

에 따라 행동했다. 따라서 생태계가 제공하는 전

체적인 혜택(서비스)의 가치는 의사결정에 포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생태계와 생태계의 필요는

인간의 필요와 갈등관계로 파악되었고 그 때문에

전반적인리스크가증가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건설된 기반시설과 함께)

생태계는 요구되는 전체 생태계 서비스(예: 물의

양과 수질)의 제공이라는 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관리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시스템 리

스크를줄인다. 생태계는문제가아니라솔루션으

로파악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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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와협력하여“기업생태계서비스리뷰”(Corporate

Ecosystems Services Review)를발간하고있다. 이리뷰는

기업들이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영

향과의존성으로부터야기되는리스크와기회를발견하고측

정하는것을돕고있다(세계자원연구소, 메리디언연구소, 세

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2008).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

의회(WBCSD, 2011)는생태계에대한평가가사업계획과

기업의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한다. 모든 적절

한기업활동을포괄하도록이런접근법을확장할필요가있

다. 

수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생태계 기반시설을 사

용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실적이 있는 광범위하

게실행되는관행이다(박스 8.7). 범람과관련된리스크를관

리하기 위해 생태계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와 사례,

증명된 실현가능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이

다. 홍수 관리는 또한 물 관리의 리스크 전가를 포함한다는

것을분명히보여준다(박스 8.8).

또다른적절한사례는에콰도르의수자원보호기금(Water

Protection Fund, FONAG)의성공적인경험이다. 이는키

토시와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분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 신탁 기금으로 중장기적 물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을목표로한다(박스 8.9). 수자원보호기금(FONAG)의

성과는 에콰도르 다른 지역(Ambato, Riobamba,

Cuenca, Loja and Esṕindola)과에콰도르밖(콜롬비아와

페루)(Lloret, 2009)에서유사한기금의설립을이끌었다.

박스 8.6

물리적기반시설접근법에대한재고

뵈뢰즈마티 등(Vörösmarty et al., 2010)은 동일한 공간

적회계프레임워크안에서인간의물안보와생물다양성관

점을 제출했다. 그들은 23가지 스트레스 요인(동인)을 묘사

하는데이터를사용해서환경적영향을나타내는네가지주

제에따라집수지혼란, 오염, 수자원개발, 생물적요인으로

그룹화했다. 결과는 2000년수치를기준으로세계인구의약

80%가 높은 수준의 물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평가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리스크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물 리스크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물

리적”엔지니어링 솔루션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금융자

원의부재가적절한기반시설개발에걸림돌이될때에는가

능한모든곳에서생태계기반의솔루션을사용하는것이현

명한 선택이다. 이는 또한 중기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일단부유해진후, 지속가능한균형적인결과를얻기위해서

결국 사용했던 기반시설 대부분을 해체해야 할 필요성을 최

소화한다.

박스 8.7 

수질리스크를위한생태계솔루션

물공급을특히도시를위한식수를보호하기위한자연적기반

시설의 사용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가수자원청(National Water Agency)이개발한물생산자

프로그램(Water Producer Programme)은상파울로에 9백

만주민들에게물을공급하는중요한상류수를보호하기위해

농민들에게 보상금을제공한다.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

슷한 접근법들은 성공을 거두었다(국제자연보호협회, 2010).

비슷한사례로콜럼비아안데스산맥에있는칭가자국립공원

의파라모초원은콜롬비아수도보고타의 8백만주민의물공

급을유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혁신적인민관파트너십

이환경신탁기금을설립했고, 그를통해물회사들이지급한

돈이파라모를지속가능하게관리하는데이전되어, 물회사는

연간 약 4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Forslund et al., 2009). 21장의박스 21.5는프랑스네슬레

가생수생산에심각한상업적리스크인확산오염또는점원

오염의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

법을실행하기위한핵심메커니즘은생태계서비스체계를위

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예: 청정수)의

사용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유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을

하게된다. 2006년국제수로및국제호수의보호및사용에관

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boundary Watercourses and International Lakes)

은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IWRM)의 일부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유럽경제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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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생태계 기반시설은 물 순환의 모든 생물학적, 생태

계적 요소를 포함하며 지표수와 지하수의 가용성과 수질에

제한되지 않는다. 임계점의 회피 등의 지역적 물 균형을 유

지하는 숲의 사례는 4장 섹션 4.3에서 제시되었다. 수문학

적 리스크의 감소를 위해서 토지 표층(초목)과 토양의 역할

이 생태계 조건에서 물 저장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박스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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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8

생태계와홍수리스크감소

재앙적인 범람은 취약성 증가의 가장 중대한 원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세가지 요인 때문이다. 홍수 리스크가 큰

지역(특히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서의 인구 및 기반시설 개발의 증가, 그리고 물 유량을 통제하는 습지 서비스의 상실, 기후 변화

하에서극단적인기상사건의빈도와심각성증가가그것이다. 

현재대부분의현대적홍수관리계획은범람구역과습지의사용을포함한다. 이러한토지의핵심서비스들에는물을빨리흡수하고

천천히 방출하는(통제하는) 능력과 유사이동을 통제하여 생태계의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만으로도

현재까지 계산된 최고의 토지 및 자연 가치를 차지하는데, 예컨대 미국에서 허리케인 리스크 감소에 있어 습지가 연간 헥타르당

33,000달러의가치가있다고한다(Costanza et al. 2008). 폭풍과연안및내륙범람, 산사태의잠재적피해는세심한토지사용

및유지계획과완충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생태계복원의조합을통해상당히감소될수있다. 예를들어, 한베트남보고서(Tallis

et al., 2008)에 따르면 12,000헥타르의 맹그로브를 심고 보호하는데 110만 달러가 들었으나 제방 유지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

730만 달러를 절약했다. 에머톤과 케쿨란달라(Emerton and Kekulandala, 2003)에 따르면, 스리랑카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연안습지인무투라자웰라습지는여러가지의보다뚜렷한생태계서비스(농업과어업, 땔나무)를제공하는데, 이는직접적으

로 지방의 수입에 기여하지만(전체적인 가치는 매년 헥타르당 150달러) 폭넓은 인구에게 생기는 가장 실질적인 혜택은 홍수 약화

(헥타르당 1,907달러)와산업용및가정용폐수처리(헥타르당 654달러)에관한것이라고한다. 

그러나 자연적 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 주장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미국 메이플강 분수령의 경우, 슐츠와 레이츠(Shultz

and Leitch, 2001)는생태계복원이불충분한리스크감소를가져왔다고한다. 

중국은 토양침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계 서비스 체계 중 세계 최대의 지불제도인 경작지의 녹지 전환 프로그램(Grain-to-

Greens Programme)을운영하고있다. 토양침식은 1998년발생한대홍수의주요원인으로생각되었다. 나무를심고초지를유

지함으로써 경사지의 경작지 900백만 헥타르를 복원했다. 홍수 리스크 감소 뿐만 아니라, 대왕 판다의 서식지에 미친 긍정적인 영

향등야생생물보전이라는부가적인혜택도얻을수있었다(Chen et al., 2009).

관리된리스크이전은전체적리스크관리의솔루션이될수있다. 예를들어, 런던은범람에매우취약하고물리적홍수예방기반시

설이급격히노후화되고있다. 그러나, 홍수리스크관리자는하천복원행동을통해, 예를들어런던하천행동계획(London Rivers

Action Plan)(RRC, 2009)을통해, 가능한모든곳에홍수로인한물에대비하는공간을만드는데전념하고있다. 역사적으로제방

은농업을보호하기위해집수지상류에서사용되어왔는데, 이는결과적으로물을더욱빨리런던을향하도록우회시켰고, 따라서리

스크가증가했다. 작물과가축, 농업기반시설이국가기념물과주요금융센터, 고가의주택과밀집한인구보다가치가적다는당연한

사실에기초하여, 현재홍수관리전략의일부는제방을철거하여습지를복원하고농민들에게리스크증가에대해보상하는것을포

함하고있다. 그과정에서막대한기반시설유지비용과런던시민들을위한홍수보험납입금이줄어들었다. 농업생산성은크게영향

을받지않았으며특별히큰홍수가발생할때를제외하면사실생산성도증가할수있었는데, 이는범람원을복원하는것이장기적으

로농업산출물의커다란손실을야기하는것만은아니라는증거를제시하는것이다. 이슈는분명히리스크에관한것이지생산성에

관한것이아니다. 그리고솔루션은리스크노출이증가한곳에보상함으로써전체적혜택을증가시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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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에서 불확실성의 증가는 생태계의 기능과 생태계 서

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야기된 것으로 데이터와 모니터링의 심각한 격차도 원

인이되었다. 자연·환경적이해와“보전”에관한과학의역

사적인초점은이러한불확실성에기여했다. 목적은그자체

로중요하지만물정책에서보전의관심에대한영향은(그래

서 결과적으로 자연 보전에 대한 영향은) 개발 우선순위가

지배적인 영역에서, 특히 수자원이 제한된 곳에서는 변칙적

이며제한적이다. 그러나지난 20년간자연보전이해에대

한 가시적이며 환영할 만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물 문제

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요 국

제적 특성을 지닌 비정부기구들은 이제는 자연을 광범위한

개발 맥락에서 바라본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경우 더욱 그

러한데, 생태계 서비스의 제공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

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과학

은 뒤쳐지고 있다. 종(種)과 인구, 거주지의 경향은 생태계

박스 8.9

수자원보호기금(Water Protection Fund, FONAG,

Ecuador)의실행과운영에서도출된교훈들

쪾수자원보호기금의 금융재원은 물의 직접적 사용자에 의해

충당되며 지불액의 일부가 수자원 보호에 사용된다. 신탁

펀드는 지방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채워졌고 해외 자본

이나정부자본에의존하지않았다. 

쪾자연 자원, 특히 물의 약한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적

인금융기구의가용성은수자원보호를위한개입과프로

그램이지속가능성을보장한다. 

쪾지속적인장기프로그램은큰효과를발휘한다. 따라서신

탁기금은높은영향력을갖는개입수단을획득하는한방

법이다.

쪾기금의 계획이 참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고

려할 때, 이 계획들은 항상 자금조달에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취해진 조치들과 함께 행위자들의 강력한 참여

를야기한다.

쪾기금의 규칙은 명확히 투자처와 관리에 할당되는 최대 금

액, 현재 지출과 다른 비용을 규정한다. 따라서 투자의 양

과질을보장할수있다. 

출처: Lloret(2009, p. 6, Lessons Learned, with minor

modification).

박스 8.10

물저장에대한재고: 토양의기능성복원

토양수분은물순환의주요요소이다. 토양수분은지하수에

기여하고 지표의 초목과 토양의 건강을 유지한다. 토양 생태

계는생물다양성이풍부해영양분순환그리고탄소저장, 침

식 통제, 물 순환 및 정화, 특히 모든 농업 생산 등 중요하고

상호의존적인생태계서비스를지원한다. 

물의손실은토양을악화시키고사막화를초래한다(섹션4.5와

사막화, 토지황폐화, 그리고 가뭄에 처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참조). 강우패턴의변화를제외하고, 토양악화의주요원인은

토지사용관행, 특히토양교란(과도한논밭갈이), 오염과토

지표층(초목)의손실이다. 토양수분의손실은농업의주요위

험요인이며, 토양의물보유를복원하는것은지속가능한농업

의 핵심이다. 포괄적 농업 물관리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7)는악화된토지를복원하는것을포함한천수농업의향

상은농업생산을향상시키고세계식량안보를달성하기위한

주요기회라고결론내렸다. 이이슈는대개토양생태계의수

분을관리하는것에대한것이다. 

보전농업은최소토양교란과영구적토양표층, 작물의윤작

이라는세가지원칙을가지고토양물리스크를다룬다. 농업

적 혜택들에는 유기 물질의 증가와 토양 내 수분 보존, 토양

구조의 향상과 그에 따른 루팅 존(Rooting zone)을 포함한

다. 다른 향상된 생태계 서비스는 토양 침식의 통제(도로 및

댐, 수력발전소의유지비용감소)와수질, 공기의질, 탄소격

리, 생물 다양성·자연의 혜택, 물 가용성의 통제(홍수 리스

크감소포함) 등이있다. 보전농업은모든크기의농장과농

업생태계 시스템 및 구역에 대한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태계기반관리를사용하여, 보전농업은수익성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홍수 리스크 감소 및 토양 침식 통제

등의크게향상된환경적혜택을제공한다. 이접근법은예컨

대, 브라질과캐나다에서대규모로채택되고있다. 또한보전

농업은건조지대에서식량안보를위해물리스크를해결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건조지역에서는 보전 농업의

다양한 혜택이 높은 리스크와 자본 집중적인 관개 옵션에 비

해큰이점이있다.

보전농업에대한추가적자료는유엔식량농업기구웹사이트

http://www.fao.org/ag/ca/index.html.참조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258   mac3 

http://www.fao.org/ag/ca/index.html.%EC%B0%B8%EC%A1%B0


변화의대용물로활용되는경우가늘고있기는하지만, 이는

여전히생물다양성모니터링의초석이되고있다. 습지의상

태와 범위에 대한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은 지속적으로 과학

을 제약한다. 이는 습지의 수문학적 기능을 고려할 때 중요

한 격차이다. 사막화(주로 물의 가용성에 의해 야기된 프로

세스)와이것이사막생태계서비스와공동체복지에끼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에는 진전이 있었지만(예컨대

UNCCD, 2011), 수질데이터는고르지못한상태이다. 그

러나 정보에 대한 가장 큰 격차는 많은 적절한 생태계 서비

스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에서 발견되는 계속되는 어려

움과관련이있다. 최첨단의생태계서비스모니터링분야도

여전히식량및수력발전같은인간이받는직접적인혜택에

국한되어있다. 다른핵심서비스에도상당한격차가존재한

다. 특히 영양염류 순환 그리고 침전물 운반 및 퇴적(토지

형성, 해안 침식 통제, 증발산의 역할 등), 물에 대한 통제,

물관련재해의경제적, 인적영향에대한정보범위안에서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는 역량에 존재한다. 물과 생태계, 인

간 사이의 적절한 연관성을 만들려는 시도는 향상되어 왔지

만,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사례연구와 제한된 세계적 데이터

에 근거한 줄거리 만들기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주제의

중요성에비추어볼때모니터링을뒷받침하고, 이해를향상

시키고, 복잡하고때때로논란거리가되는과학에대한현재

의지나친의존성을감소시키기위해더많은자원이당연히

제공되어야한다. 

생태계기반시설솔루션의특징중하나는부패가능성이적

다는 것이다. 물 관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이것이

이 솔루션이 채택되지 않는 주요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생태계기반시설들은점점물관리대화의일부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시행사는 경제적 평가에 대한 엄격함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기반시설을 모든 물 리스크 관리

의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

솔루션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일련의

옵션들중에하나일뿐이며, 향상된정보가불확실성을감소

시키는 곳에서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접근법은가장비용효과적이고, 총체적이며지

속가능한 리스크 관리 전략의 부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의 증거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생태계 기반 접근법들이

점차물안보의토대가될것이라는전망을보여준다. 

불확실성에따른노력과리스크관리 259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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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266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물을관리하는것은과거와현재의리스크를관리하는것이다. 물관리는항상리스크관리를포함했으며물순환과그물
리적프로세스의관리에대한상당한규모의지식이존재한다. 물관리는또한포괄적인활동이다. 물관리자들은공평성
문제에대해서주의하면서도다양한경제부문과환경의요구사항을충족시킬책임이있다. 이는쉬운일은아니다. 수체
계는 동적이고 강우량과 유출수에 대해 상당한 공간적, 시간적 가변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홍수와 가뭄과 같은 물 관련
리스크를가지고있다. 다양한용도에대한물분배를통제하는할당프레임워크가자원가용성안에내재된가변성같은
물리적인현실을항상반영하는것은아니다. 또한, 부문내의역동성은대개수자원에대한새롭고예측하지못한수요를
창출하며, 그로인해사회와환경을위한물공급용량에압박을증가시킨다. 

유엔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WWAP)은현재 2050년까지의세계수자원과그용도에대한가능한시나리오를개발하
는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지난번세계물시나리오는 10년전에출판되었으며(Cosgrove and Rijsberman, 2000),
이 시나리오에서는 당시에 알려진 대부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고려하였으나, 기후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인구
변동과 기술, 정치,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법률은 가속화되고 있는 트렌드 및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세계 환경
시나리오(Global Environment Outlook 4)와기후변화에관한정부가패널(IPCC)의기후변화에관한시나리오등의
세계적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여타시나리오프로세스들과연관성이만들어지고있다. 이장은현재까지의발견을반영
하고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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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핵심적요인의가능성있는전개

전통적으로 확률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과거 기후분석은 극

단적물상황을추정하여물순환을조사하는데확실히믿을

만한 근원을 제공해 주었다. 과거에 대한 기상학적, 수문학

적 정보는 물 관리의 출발점을 형성하며, 과거에 대한 외삽

법이일반적으로사용되어미래의물상태를예측했다. 안타

깝게도수자원에대한예측된압력은물관리의통제력을넘

어서고있다. 이는물공급과소비사이의균형에심각한악

영향을 미치며(가끔씩 불확실한 경로로), 따라서 물 관리자

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준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불

확실성과위험성으로인해이전과는다른물관리전략접근

법이필요하게되었다.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의 세계 물 시나리오 프로젝트 1단

계에서 변화의 열 가지 원인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원인의관련성은지역에따라상이하다. 

물 스트레스와 지속성은 가용수자원, 취수 및 소비에서 비롯

되는 현상이다. 수자원과소비는모두여러요인들에의존해

있는변수이다. 물스트레스, 지속성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

는원인에는생태계, 농업, 산업기반시설, 기술, 인구모형, 경

제가있다. 지배구조, 정치, 윤리, 사회(가치와평등), 기후변

화, 안보와 같은 상위 원인은 이들과 밀접한 기타 원인에 영

향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각 분야의 전문가는 열 개의 보고서 중 하나를 읽고 보

고서에서밝히는향후의상황전개에대해의견을기술하도록

요청 받았다. 몇몇은 그 상황전개의 상대적 중요성과 발생시

기를 규명토록 의뢰받은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 몇몇은 가능

성이 높은 시나리오와 시기를 나타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다음은 매우 중요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상황전개를 강조

하였다. 

9.1.1 수자원: 지표수, 지하수, 생태계

수자원 전략, 기획, 설계,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연구는

수자원과 공급시스템의 양과 질의 변동성을 기본으로 삼아

야한다. 현재고려해야할새로운측면은가능성있는변수

의중요성과이변수한계에대한불확실성이다.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WWAP) 세계 물 시나리오 프로

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는 농업분야에서 물 생산성 증가를 물

에영향을주는가장중요한상황전개로생각했다. 식량생산

에 있어서 물 생산성은 1961년부터 2001년 사이 약

100% 정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2040년까지 100%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천수농업분야의 곡물생산량은 2040년에 핵타르당 평균

3.5톤으로추산하였다. 

물에영향을주는두번째중요한상황전개요인은가뭄에영

향 받는 육지면적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2040년

까지2 극단적인 사건으로 인해 50%, 심각한 가뭄으로

40%, 기타 원인으로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물 이용성 문제는 2050년 이전에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전개중하나이다.

전문가들은세계취수량이 2020년이전에 2000년대비약

50% 늘어날 것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2030년까

지 연 평균 하천 유량이 약 10%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0년도에 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역의 지

하수 재생률은 2030년경에는 20%가량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20년 세계농업무역 부문에서 식량생산

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전체의 20%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

하였다.

물 이용성 모니터링과 관리에 대해 해결책은 단기간에 나오

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하수와 지표수 통합 관리책도 2040

년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전 10년에 비해 대수층 취수량이 평균 재생률을 넘어서지

않도록관리하는경우에서그러하다.

태평양 10년 주기 변동(PDO), 엘니뇨남방진동(ENSO), 북

대서양진동(NAO)에대해파악하는시점은 2020년경이될

것이며, 기후예측모델에포함될것이라고예측했다. 비정상적

기후의배경과물관리계획에있어서수문학적, 인위적요인도

2030년초에파악할것으로예측되었다.

담수화는 2050년이전까지는물이용성에대한해결책으로

보이지않았다. 담수화는 2040년말까지도시식수의 25%

와 2050년말까지식량생산용수 5%를생산해낼것으로예

측되었다. 

담수화 기술 적용이 느리다는 점도 농업, 경제, 기술분야의

협의대응에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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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손실은가장중요하면서도 2030년대초에일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담수 생물종 다양성은

빠르면 2020년초에시작해서 2030년경이되면일어날것

으로 보여지는데, 그 원인은 고온, 유량 감소, 대기 중 이산

화탄소, 기후변화로 인한 질소 증가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에 극단적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력이 높은 유기체가 생태계

에서 점차 존재감을 높여갈 수 있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억

제하며, 손실률을 50% 낮추는적절한대응책은 2040년초

가 되어야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50

년 이전에 수중침습성 이상생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는어려울것으로예상했다. 

9.1.2 농업

수자원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상황전개는

농업용취수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연간취수량은현재

3조 1천억m3 수준에서 2020년또는가능성높은 2030년

에는 4조 5천억m3로늘어날것으로예측되었다.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특히사하라남부아프리

카와같은세계몇몇지역에서이용할수있는물의양이수

요를감당하지못한다. 기타우려되는국가에서는저장에필

요한대규모시설투자가경제적으로가능하지않다. 

상황전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은 삼림파

괴이다. 삼림파괴는그속도는느릴지모르지만, 여러지역에

서농지를확장해나가는주요수단일것이다. 전문가들은생

태계 우려의 결과로서 농업확장의 속도를 늦추는 것보다 이

러한상황전개가일어날확률이더높은것으로내다보았다. 

가능성있는 상황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비료가격이 에너지

가격추이를뒤따를가능성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다른 조치로 상쇄되지 않는다면 생산가

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또 가능성이 있는 점은 기반시설

투자가 2020년이 되면 천수농업의 생산잠재력을 향상시킨

다는점이다.(예를들어빗물포집과저장시스템의발전) 이

러한 상황전개가 진행되면 가용 토지와 물을 더욱 효과적으

로이용할수있을것이다. 

9.1.3 기후변화와변동성

기후변화는 물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물 이용성과 사용자에

도영향을미칠것이다. 홍수와가뭄과같은극단적인물관

련재난발생빈도가높아질것이며강도도높아질것으로예

상된다.(Bates et al., 2008). 이전 데이터를 모으는데 쓰

였던외삽법은향후불확실성이높아지는물순환전체에대

해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세계 기후변화 모델

의 공간분해능(Spatial resolution)도 상대적으로 정확도

가떨어진다. 그결과물관리에필요한정밀한도구로의전

환은더어려울수있다. 이러한일련의예측이많은수자원

계획이 발생하는 각 지역 수준이나 강 유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사실이문제를더악화시킨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중요한 상황전개는 물 이용성과 관련이

있다. 조사에참가한전문가들은물스트레스에직면한사람

이 2030년까지(빠르면 2020년까지) 17억 명에 이를 것이

며 2030년 초에는 20억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수

치는 2050년이후에는 32억명에이를수도있다고예측하

였다.

이러한예측은다소앞설가능성은있어도 IPCC 배출시나리

오에 관한 특별보고서(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SRES) 시나리오와 거의 일치한

다.(Nakicenovic, 2000).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전개는 홍수에 취약한 삼각주가 증가

한다는 것이다. 약 50% 가량 더 늘어날 것이며 발생시점은

2040년초기로예상되었다.

“조사에참가한사람들은
강력하고국제적구속력을
지닌효율적기후변화대응
합의가 2040년정도에
나올것이라고예측했으며,
이를매우중요한사건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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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으로 농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년간의

홍수와 그에 따른 담수 부족현상으로 2040년에는 전세계

작물수확량이 10% 감소할것으로보여졌다. 

또다른중요한상황은세계적인삶의질개선과인구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30년 초부터 이러한 사

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 이 시기에 대체

에너지 기술과 해법이 비중있게 떠오를 것이다. 2030년까

지 배터리 전기차가 전 세계 차량의 30%를 차지할 것이다.

풍력 발전은 2030년 말까지 전세계 전력수요의 20%를 담

당할 것이다. 2040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의 30%가 스마

트 그리드로 충족되며 같은 기간 내에 수소연료전지차량이

전세계차량의 20%를차지할것이다. 2050년이후에나탄

소포집및저장기술이현재개조나폐쇄중인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모든발전소의 50%에적용될것이다.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강력하고 국제적인 구속력을 지닌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합의가 2040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를매우중요한사건으로보고있다. 

조기에일어날가능성이있는사건들중긍정적인상황은기

후변화의 사실, 원인, 영향, 비용에 대한 잘 짜여진 계획에

기반한 여러 국가가 재정을 뒷받침하는 대중교육에 대한 지

원이 2020년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후, 기

후관련 문제에 대해 대중의 정보와 지식이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강수량과 기온의 확실한 변화가 2020

년대에 공개적으로 보고될 수 있고 2030년대에는 기후분

석, 완화, 순응, 최신관련데이터지식경험의지속적인교류

가효율적인국제공조를통해이루어질것이다. 

2030년에는기후변화적응과적응적물관리자금지원이통

합될것이다. 물의존적사회경제분야에서는우선순위인문

제이다.

9.1.4 기반시설

노후한 물 기반시설, 데이터 부족, 모니터링 네트워크 악화

는거의모든지역의미래에큰위험요인이다.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휴대용 식수 접근성과 적절한 위생

시설을이부분에서가장중요한상황전개로꼽았다. 이들은

전세계인구의 90%가 2040년초까지안전한식수에대한

상당한 접근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30년 초

에는 30개국이상에서나노필터를이용한휴대용식수정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들의 의견은 이러한 평가에 영향

을 미쳤다. 기술 조사에서도 시간적으로 이와 비슷한 예상

결과가 나왔다. 경제적인 나노테크놀로지(예: 탄소 나노튜

브)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 담수화와 오염통제에 있어서

새롭고 효율적인 막과 촉매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또한 세계 인구의 90%가 2040년 말까지 적절

한위생시설에대한상당한접근성을가질확률이높다고보

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상황전개는 50년 이상 되거나 심각한 구

조적 위험을 내포한 모든 댐과 둑에 대한 연례조사이다. 이

것은 2030년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행 책

임을 분명히 명시한 댐과 둑 위급상황 대처계획 역시 2030

년대에세워질것으로예측되었다. 이러한계획이적절한이

유는기후변화와삼림파괴로대규모댐의잔여수명을 30%

가량축소시킬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전개는중요하

며제시된상황전개와같은기간에일어날확률이높은것으

로보였다.

기반시설투자역시매우중요한것으로여겨졌다. 수도사업

수입(관세, 세금, 이전)이 모든 운용비용 및 시설의 감가상

각을 상쇄하는 시점은 2040년 초로 예상되었다. 이것은 저

소득국가의외부부채탕감, 수자원기반시설투자자금자유

화를통해가능해질것이다. 

국내항해의 필요성은 하천 운용이나 유량 분배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20년대에는 물 기반시설 규제

에서 적절한 유량을 공급해야 하는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한

국가적물계획이이루어질것이다. 

2030년이면적어도 10개국이상에서로봇이멀리떨어진지

하 파이프를 안정적으로 고치게 될 것이며 CBRN

(Chemical br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n)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물 시스템의 위험한 사고를 모니터링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사 참가자들은 2030년에는 원거리

센싱기술과GPS가지역수자원모니터링시스템과기타기

술의보완으로사용되어위치를알수없거나잊혀진지하시

설의규명, 시각화, 탐사에이용될것이라고내다보았다.

주요동인들과관련된불확실성과리스크에대한이해 269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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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270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9.1.5 기술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대부

분의 대형 물 소비자들이 제품을 이용하여 물을 아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품에는 압력감소 밸브, 수평축 세탁

기, 고효율식기세척기, 생활오수재활용시스템, 물적게내

리는변기와물없는소변기가포함된다. 

해안선 100마일(160km)이내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식수

와공업용수를공급해줄수있는저렴한대규모담수화기술

은 2020년에 시작되어, 2030년이 되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보인다. 이는경제적으로가능한(탄소나노튜브와같

은) 나노테크놀로지와연관되어있다. 이기술은물에서중

금속이나 용존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담수화나 오염 통

제에 있어서 새롭고 효율적인 막이나 촉매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참가자들은 발생시점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로

보았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채택이나 구축

연기를감안한시점일것이다.

널리사용되는유명기술인빗물수집기술에수집된물을정

화하는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시점은 2020년에서 2030년사이로예상되었다. 또한농민

이 작물이나 토양 수분에 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여 관개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경제적인

기술이나타나는시점역시이와비슷할것으로예상되었다.

두가지모두토지와물이용효율성을높여줄것이다.

9.1.6 인구변동

인구성장, 노령화, 연령분배, 도시화, 이주를포함한인구역

학은 물 수요와 오염 정도를 높임으로써 담수자원에 압력을

더해갈것이다.

당연하게도 이 섹션의 상황전개에서 전체적인 세계인구 크

기가중요한요소로고려되었다. 조사에참가한사람들은세

계인구가 2034년에는 79억, 2050년 초에는 91억 5천만,

2050년 이후에는 104억 6천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

다. 이는 2050년의인구를 91억명으로예상한UN 인구국

의 2008 개정판과유사한수치다(유엔경제사회국, 2009).

인구증가는 이전에 획득했던 물과 위생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가자들은(주로 인구학자) 2030년대에 주

요 개발도상국의인구증가로 1990년대부터 쌓아왔던 10%

의물공급과위생접근성이낮아질수있다고예상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여성 교육과 고용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상황전개로보였다. 최저개발국에서는 2030년경에여성교

육과고용증가로출산율이현저하게떨어질수있다.

최저개발국의 사망률 감소를 위한 노력도 조기 발생가능성

이 있는 상황전개로 여겨졌다. 에이즈 유병률이 1%를 넘고

에이즈 감염인구가 50만을 넘는 58개 국가 그룹에서 대부

분 국가들이 2020년까지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인구비율이 6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에

서 같은 시기에 에이즈 모자감염 방지를 위한 개입 비율도

60%에 다다를 것이다. 위 두 가지 비율은 2007년도에

36%에불과했다. 

설사성 질환과 말라리아로 인한 연간 세계 사망도 2008년

253만 명에 비해 2030년 이전에 154만 명 이하로, 2040

년이전에 71만명이하로줄어들수있다. 

유아 사망률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2005년에서

2010년사이추산된저개발국의평균유아사망률은 1,000

명당 78명이었다3. 2030년에는 60개 개발도상국에서

1,000명당 45명으로떨어질것으로예측되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면 참가자들

이왜 2040년에모든개발도상국의평균수명을 70세이상

으로잡았는지이해할수있다.

수명을 줄이는 상황전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되

었다. 대질병의 유행, 병원체의 재출현, 약물내성 질병의 발

현 등의 역학적 요인의 악화로 2030년대의 평균 기대수명

은 75.5세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 2030년대 말에는 평균

기대수명 75.5세를 넘는데 비만의 만성적 영향이 방해요인

으로작용할수있다.

도시인구 증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2030년대 말

에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계슬럼거주인구는현재 33%에서 2040년말에는 25%

로줄어들것으로예측되었다. 

해안지역 거주인구 비율은 2010년 60%에서 2030년대에

75%에이를것이다. 기후변화로인한이주민수는 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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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2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종종 자연재해

나 무력분쟁으로 발생된 이주는 주로 해안 도시지역에서 일

어나고있다. 광범위한도시근교슬럼을포함하며이곳에서

는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으며 질병

이나유행전염병에도취약하다.

9.1.7 경제와안보

경제와안보조사에참가한이들은두가지가능한상황전개

의중요성에동일하게무게를두었다.

첫째, 2011년 수준에 비해 개도국 물 수요가 50% 증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이 현상의 발생 시점을 2020년에서

2030년 사이로 잡았다. 이는 농업분야의 상황전개를 조사

한참가자들의의견을뒷받침해준다. 

둘째, 2020년에 40% 이상의국가에서심각한담수부족현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주로 저소득국가나 사하라 이남 지역,

아시아에서일어날확률이높다. 2020년에서 2030년사이

에물접근성의불평등으로새로운경제양극성이생길것이

다. 이러한 경제 양극성은 정치적 불안정과 후속 분쟁의 위

험을높인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물 발자국(Water footprint)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며 연 단위로 공개될 것이다.(예컨데,

생태 발자국은 2030년에 들어서면 지구 표면 크기의 약 2

배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정책결정자에게자원이나적절

히대응할의지가있느냐라는의문이계속남는다해도이러

한방법은이들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해줄것이다. 2020

년에서 2030년 사이에 비용 효율적 담수화나 기타 기술이

가능해질것이며전세계적으로안전한물공급을 20% 늘려

줄 것이다. 이는 식수나 산업용수에 적용되지만 고부가가치

작물이나신규식량생산방법을제외하고여전히높은가격

을형성할가능성이높다. 

9.1.8 지배구조

조사에참가한사람들대부분은다수의도시에서물공급시

설 실패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도시 물 시스템 개선을 강

조) 이같은현상은 2030년 24개이상의주요도시에서발

생할수있다. 이항목이지배구조에서중요하게고려되었다

는점은참가자들이도시물시스템지배구조에관심을집중

시켜야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지자체와시민사회를포함한온라인물문제포럼개발도중

요하게 고려되었다. 이는 사용자, 공급자, 정책 결정자가 가

지는정보의비대칭성을줄여준다. 정보공유에대한국가적

인 공조 네트워크와 지방 물 관련 단체의 모범적 관행 교류

는중요하게고려되었으며, 2020년에서 2030년사이에최

소 95% 이상의 국가에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공

부문의협조와정보공유는높은가능성을달성하는데핵심

요소로고려되었다. 

특히지하수에관한국제컨벤션개최는지난날지하수에관

해관심이적었던사실을감안할때중요하게고려되었다. 참

가자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2030년이 되어야

가능한것으로예상되었고, 아마도이는 1997년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대한 유엔 컨벤션 비준의 연기를 반영하고

있을것이다(2011년 10월현재비준국가는 24개국).

9.1.9 정치

정치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 지배구조에 관련하여 투명

성과참여절차구축및실행을중요한요소로보고있었다.

그러나 2020년에서 2030년사이 120개국에서이를달성

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상당히 불안정하고 치안이 결여된 국가의 주민수도 중요하

게 보았다. 2010년 실패국가지수에 따르면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이러한상황에서살아가고있다고한다. 이지수는

펀드포피스(Fund for Peace)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국가통합이나 성과의 12가

지 지수를 이용하여 세계 177개4 국가의 취약성을 진단한

다. 2030년까지 10억명으로줄어들것이라는명제는가능

성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앞서 기술하였듯이,(식량이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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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물발자국측정이
가능해질것이며

연단위로공개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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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관련) 물 부족은 위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될수있다. 오히려만성적물부족을겪는국가

에서사회불안정이나폭력이만연할가능성이더높다고참

가자들은보고있다. 

참가자들은 정부 내부 및 기득권층의 저항이 정부 참여도,

유연성, 투명성이 높아지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불신과 정치적 행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적어도 100개 국가가 이러한

상태로빠져들것이라고보았다. 또한대부분사람들이생활

체계의연결성은찬성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그러나대

부분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는데 찬성해도 현재 정부 구성으

로봤을때대응을할수없을것이라고생각했다.

9.1.10 윤리와문화

윤리문화조사그룹은인간가치가변화하고있고이에따라

사람들이 미래를 향한 기회 보전이 개발만큼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위

현상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었다. 

이러한상황전개는정치조사그룹이산정한확률과비슷하다

고생각되는생활체계연결성인식과도관련이있다. 대중의

인식변화는물관리를개선시킬수있는기회를줄수있다. 

참가자들은 빈국에서 증가하는 물 부족으로 인한 물 접근성

불평등 심화가 매우 중요하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발생할것으로예상하였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전한 물 접근성이 기본 인권이라

고인정한사실도중요하게생각되었다. 그러나이러한국제

적인식에도불구하고 2030년이가까워서야권리가존중받

을것으로참가자들은예상했다. 급수장, 관개, 식량생산현

장에서저소득층고용을포함한물관련빈곤대처전략개발

도 비슷한 중요성을 띤다. 참가자들은 같은 시기에 적어도

30개 국에서 이러한 전략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물 사용 윤리에 관한 국제적

공동 R&D가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했다. 

9.2 도전과제대응: 과거는불확실한미래에대한
미숙한안내자

물 관리자들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근무한다. 이들의 우선순

위는 물 공급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안전은 물 이용을

결정하는 지구물리학적 계수(강수량, 지표유출수, 침입수)

나유량이나수질에영향을주는인간활동적요인(예: 토지

이용이 폭풍우 유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간과 공간의 배분

등에 달려 있다. 최근까지 확률통계적 분석5을 사용한 과거

데이터 분석은 과거 기후 변동 상황에서 물 공급의 극치와

민감도, 공급의 견실도, 회복력, 신뢰성 등을 측정하는 좋은

기반을마련해주었다. 물관리자에게도모든현실적분석의

시발점이자, 대부분의 관리 시스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

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물 공급 변동성

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과거자료에기반한

분석은신뢰도가예전보다떨어질것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복잡성이 더해가면서 수요의

불확실성도커져가고있으며, 각종데이터를혼합, 분석하여

결정을내리는물관리자의능력을넘어서고있다. 

한 가지 예로, 생산, 수송, 처분을 통해 물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비롯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 관리자가 받는 불

확실성과위험성을더증가시킨다.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신규 기술개발로 물 생산이나 수질관리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고 위험도 낮출 수 있지만 물에 대한 기타

영향을고려하지않고몇가지타겟만설정한기술이개발되

면 현재 위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예: 현재의 바이오연

료기술)

물관리자는운용하고있는시스템내의현재취약성이나향

후취약성을알고있다. 그러나통제할수없는외부요인이

빠르게쌓여들어온다면물관리에악영향을주며이를해결

할수있는금전적, 제도적자원에도부정적영향을준다. 

해결책에 대한 합의와 실행은 10년에 걸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지역적, 국제적측면을띤사안일때더욱그러하

다. 변화의 속도가 문제를 인식하고 합의를 이루며 올바른

결정을적기에실행할수있는시간을줄여버릴수있다. 물

과 관련없는 정책 결정자는 형성요인이 발전하는 방향에 따

라 스스로 영향을 받는다. 물 관리자는 이들의 결정에만 영

향을미치며가용한도구를이용하여관리한다. 이러한상황

에서, 관리에있어서지리적상황에가장근접하면서도적절

한정보를개발하는것은중요하다. 그림 9.1은다양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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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들사이의복잡한상호작용을보여준다.

9.2.1 시나리오분석

시나리오 분석은 핵심 요인들이 발전하고 상호작용하는 방

법에 따라 잠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미래의 모습을 평가하는

계획 툴이다.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인은 많다. 따라서

이많은요인을동시에모두고려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지금까지열가지가논의되었다.).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분석은 한번에 제한된 요인만 고려할

수 있으며, 요인의 통합적 영향이 특히 미래를 형성하는 중

요한 변수들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예: 인

구 증가나 인구분포, 농업 크기, 물 사용량 등). 민감도분석

은명확히포함되지않은요인에대해사용되어도출된시나

리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온 예측치는 정책평가

및 계획적 대응 평가에 이용되어 바람직한 상태를 이루는데

효과를극대화하며손실을최소화하는데도움이된다.

세계물시나리오프로젝트

세계 물 시나리오 프로젝트6의 골자는 미래의 물 이용성과,

생명유지기능을 제공하는 생태계의 건강을 포함한 인간 웰

빙에 미치는 영향이다. 시나리오의 논리(구성)가 짜여지는

데필요한중요한인과관계가시험적으로규명되었다.

그림 9.1에 제시된 것처럼, 물 스트레스와 지속가능성(가장

위)은가용수자원과취수, 소비의기능이다. 그리고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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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물스트레스, 지속가능성, 인간웰빙에영향을미치는핵심인자와인과적연결

출처: Gallopíin(2012, fig. 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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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비가 많은 인자(적절성이 높은 인자만 선택)로부터 영

향을받는변수이다. 주요요인들이위에서부터아래로차례

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물 스트레스와 지속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근접 인자(윗줄 박스)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개 근접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 인자(아랫줄 박스)

가 배열되어 있다. 화살표는 인자들 사이의 인과적 영향과

시작점을 보여준다. 몇몇 경우에는 상호 인과관계(피드백)

가형성되어있다. 시나리오프로젝트의다음단계는시나리

오개발과정책결정자가사용할수있는시나리오개발툴을

포함할것이다.

9.3 예상가능한미래엿보기

섹션 9.1은 향후 40년 동안 물과 핵심 요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높은가장중요한추세에대해살펴보았으며, 수자

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 향후의 압력,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주었다. 섹션 9.2는 변화요인간 상호연결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

(WWAP)의 세계 물 시나리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모델을이용한정성적, 정량적인분석이이루어질것이다.

세계물시나리오프로젝트에시스템적, 분석적접근이없다

하더라도특정요인이서로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 예상가

능한미래수자원모습을평가하기위해트렌드가어떻게쌓

여가는가를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창출될 것

으로 보이는 긍정적, 부정적 압력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의

종류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적, 세계적 위험성 측면에서 각

각의가능한미래상이검토된다.

현재 위기(식량, 에너지, 빈곤, 보건, 경제, 환경 파괴, 기후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압력 혹은 요인의 결합에 의

해만들어진결과이다. 이러한위기를반영하고가능한해결

책을 찾음과 동시에 미래의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본 섹션에서는 9.1에서 논의되었던 다

양한트렌드의결합에따른가능한결과가과연어떠할지개

략적으로살펴본다. 그리고각각의상황이내포하는단기및

장기적위험에대한분석을시도한다.

아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세계 인구

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가, 기술 발전은 어떤 도움을

줄건인가, 그리고지속가능한경제로전환하기위한정책의

역할은무엇인가이다. 

9.3.1 90억인구의식량공급혹은실패

가능한 첫 번째 미래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정책적 참여가 없을 때 어

떠한모습일지예상하는것이다.

세계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2050년에는

91억 명에 다다를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인구증가가 천

연자원, 특히물에큰악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인구통계학적추세를자세히살펴보면 2050년의

삶을더정확하게알수있다. 유엔인구국조사(2010년개

정)(UNDESA, 2009)에 따르면, 90억 인구의 68%가 도

시지역에 거주할 것이다. 24세 이하 인구가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할 것이며, 평균적으로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 평균수명: 75.5세)(유엔경제사회국, 2009). 섹션

9.1에서 논의했듯이, 인구증가 이유 하나만으로 물 공급과

위생접근인구비율을 10% 줄일수있다. 

“해결에대한합의와
실행은 10년에걸쳐서
이루어질수있다. 
특히지역적, 국제적
측면을띤사안일때
더욱그렇다. 변화의
속도가문제를인식하고
합의를이루며올바른

결정을적기에실행할

수있게시간을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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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와 영양습관 변화로 인한 식량 수요 증가 및 도시

화증가로물수요역시몇배증가할것이다. 인구증가로인

한 다른 영향에는 취약토지나 불모지 침식, 삼림 파괴, 오염

증가가 있다. 대부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예상하는 바는

변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여 지구 물 이용성에도 심

각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섹션 9.1에서 보았

듯이 물 이용성(지하수 재생, 하천 유량, 강수)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감소할 것이다. 향후 세계 농업용수 소비(천수농

업, 관개농업 포함)가 2050년까지 19% 늘어날 것으로 예

측되는가운데, 기술발전이나정책적개입이없다면증가비

율은 더 커질 것이다.(2장 참조) 사실 현재 추세를 보자면

개발도상국의취수량증가율은 25%로예측되고있다.(유엔

환경계획, 2007)

생활의근간을이루는천연자원과생태계도이용강도가높

아지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큰

압박을받게될것이다. 예를들어, 세계 227개대형하천의

60%에서 댐이나 개발로 인한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유엔

환경계획, 2007), 또한 댐 건설률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공급을위한삼림파괴나농업확장으로토양침식도가

높아지며토양비옥도가낮아지고있다. 또한침적토가여러수

계나저수지에점차쌓이면서댐의효율성을낮추고있다. 개

간된토지는물저장능력을떨어뜨리기때문에대수층보충률

도낮아지고유출수를통한물손실도일어난다. 그러나농업

용토지개간이언제나상당한수확량증가로이어지는것은아

니다. 특히장기적으로봤을때그러한데, 이는토지비옥도가

급격하게떨어지고작물농업이점차노동집약적으로변모하기

때문이다.(참조: e.g. Gibbons, et al, 2009; Juo et al.,

1995).

세계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최소 70%의 수자원을 계속 사용

하게 되는 가운데 기타 경제분야에서 수자원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것이다. 명확한배분결정메커니즘이부재한가운데

일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대부분 경우에 물은 여

전히 경제적, 분야별 정책을 세우는데 후순위에 머물 것이

다. 신흥공업국이나비농업적다각화계획을추진하는국가

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경제 분야의 물 사용이 상당

히늘어날가능성이있다. 비록일부국가가식수확보를우

선순위로명확히밝히고있지만, 분야간물분배결정은특

정한규제의대상이아니다. 

천연 자원에 대한 압박, 국가 경제간 연결성 증가는 세계가

최근식량, 금융위기및임박한에너지위기와같은주기적

인 위기에 계속 시달릴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복

잡한 각각의 상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

을더욱높이고있다. 예를들어식량가격은교통과비료가

격을 통한 에너지 가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정치적 요

인(예: 산유국들의 분쟁)이나 극한 기후(작물 생산국의 가

뭄)로 촉발된 한 시장의 변동성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과거

분야의 경계를 뛰어넘는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결과를 낳는

다. 

이와같은위기에대한대응역시수자원과관리에부정적인

영향을미친다. 특정한물사용(대개는과도한물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에 대해 편견이 자연스레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바이오연료혹은도달하기어렵거나물

집약적인 화석연료 속 매장연료(오일 샌드, 셰일가스)를 이

용하여 에너지 위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는 악영향을 낳

을 수 있다. 토지나 물 이용을 식량생산에서 전용시키고 더

욱거대한경쟁분야를만들어낼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미국의발전소냉각용수는미국내산업용수전

체의 40%를 차지한다. 중국의 발전소 냉각용수 사용 비율

은 2030년에 3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효율성을지닌기술을이용한에너지생산증가는부

족한수자원에몇배의부담을더할가능성이높다. 

기술향상이나 정책적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자원이 많

은나라와부족한나라, 분야, 지역간경제양극화가더심화

될 것이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이 떨어지는 부족한 물

을 놓고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불능

력이높은분야나지역, 국가로물이우선적으로갈수밖에

없다는점때문에기본적인식량, 에너지, 물, 위생에만족하

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단지정체상태일뿐만아니라현재여건과비교해퇴보

하는형태를띠게되는것이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가능한 결과는 매우 높은 위험

이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

들사이에깔린기저연관성이잘파악되지않았고정책결정

과정의 일부로 반영되지도 않았으며 핵심분야의 결정이 물

에장기적으로미칠영향도대부분무시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미래상은 변동성이 매우 높고,(비록 모든 경제분

주요동인들과관련된불확실성과리스크에대한이해 275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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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물이중요자산으로여겨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단

일요인의발전방향이나결과에상관없이물이심각한영향

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상은 장기적으로 높은

사회적위험성과미래물이용과관리에있어서의높은불확

실성을드러내며, 개인이나정부, 민간분야는장기적가능성

보다는 눈 앞의 이익을 추구하고 일상적 결정을 할 때 위험

회피정도가가장낮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9.3.2 기술발전과녹색경제에대한관심증대

두번째가능한미래상은이전섹션에서강조되었던현재기

술의 발전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본 결과는 현재 대중

의인식정도, 시장상황, 선진국의이익마진에대한압력증

가에대응하는민간분야의협력의생산물로봐도된다는점

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려되고 있는 기술은 물 관리

활동(여과기술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 사용 분야

(농업, 에너지)에도적용될수있다. 그러나모든분야에서물

수요, 낭비가감소하고물관리가향상된다는점을가정한다. 

향후 10년동안예상되면서도가능성이가장높은상황전개

중하나는담수화이다. 담수화는물이용성을증가시킬가능

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실제 운용성 측면에서 속도가 느릴 수 있어도, 담수화

기술은 향후 50년간 해안지역 식수 공급에 있어서 가장 유

망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증가나 생태계

과다염분화로인해현재의효율성은떨어지고있으나본기

술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된 바가 없었다.

그대로놔둔다면이기술은물공급에상당한긍정적영향을

끼칠수있으나, 부작용(소금물)이나과다흡입으로인해해

양및해안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세계자연보

호기금, 2007) 담수화에는많은에너지가소비된다. 따라서

물공급과에너지생산간상쇄효과에대한의문을일으킬수

있다. 일부 국가(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험하고 있는

태양열담수화공장은태양열을쉽게얻을수있는국가에서

더욱안정적인대안으로떠오를수있다. 

민간분야협력이느리지만상쇄효과가낮으며더욱전망이높

은 트렌드에는 농업용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포

함한다. 다양한기술은통합되면주요물사용분야에서물저

장능력을상당히끌어올려줄수있다. 물수집기술의전파,

효율적인 관개(점적관개), 도시 근교 농업의 오수 재활용 기

술등은식량생산용물이용성을높여줄수있다. 지속가능

한 방식의 도시농업 발전은 지역 물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돌

파구가될것이다. 이미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개발

도상국 도시 인구의 70%가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

표하였다(유엔식량농업기구, 2010). 바이오비료기술발전은

영양흡수율과작물생장률을높임으로서물사용효율성을높

여줄것이다. 농업기후정보(기후및강수변동성에대한대응

을높여준다)를적기에이용할수있게되고조기경보시스템

과 메커니즘이 확립됨으로써 농업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는

전체적인물이용효율성을향상시켜주었다.

생산자들이 이러한 수익성 높은 기술에 대응하다 보면 증가

하던 물 사용 효율성을 상쇄(혹은 제로화)시킬 수 있다. 예

를들어생산자들이불모지나취약지(습지, 경사지, 삼림)를

밀어내고 농작지를 계속 확대한다면 삼림파괴나 토양 침식

을더욱가속화시킬것이다. 그럼에도이러한기술발전을조

합한다면 농업용수 필요 증가분을 당초 70~90%(섹션

9.2.1)에서 20~25%(2장)로낮출수있다.

가파른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물 생산과 하수 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적기술이절대취수량과하수량을줄여줄것으로기대된다.

예를 들어 섹션 9.2.1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술로 언급된 나

노 기술이 개발되면 오염을 완화하고 여과 속도를 향상시켜

서 물 재활용이 더욱 저렴해지고 가능해질 것이다.(효율성

높은 화장실, 집안내 생활오수 재사용, 효율성 높은 샤워기

등) 도시생활에적용가능한간단한물저장기술과함께생

활오수를 재사용 한다면 도시민들의 물 저장 비용을 경감시

켜줄것이다. 환경친화적선택의기회비용은개인과사회적

으로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효율적 도시계획 선택 폭

이넓어지고신규도시이주민을더잘통합할수있는그린

빌딩디자인이늘어난다는의미이다. 

비슷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재생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효율성측정분야이다. 이들분야는최근에너지자원

에 가해지는 부담이 이들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물이 거의

모든 에너지 생산(추출에서 냉각까지)에서 핵심적인 자원을

담당하고있기때문에, 인구증가가에너지수요증가로이어

지듯이 산업계의 물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기술 발전은 물 수요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 농업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자원을 해제할 수 있다. 다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광전

지패널과풍력터빈은극히적은양의물만사용하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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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도 물 소비가 많지 않다. 따라서 더욱 저렴한 태양에

너지를이용한도시발전은물수요를줄여줄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빠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인간이 자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예상속도, 특

히 물 부족 이슈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과 비교될 수 있

다.(섹션 9.1) ‘책임있는’제품에 관심이 이미 높은 선진국

시장에서는기술개발이계속장려될것이며, 경제적인녹색

상품, 관습, 선택의이용도가높아지면서서서히녹색경제로

전환해나갈것이다. 이는식품뿐만아니라다른소비재에도

적용된다. 또한농업도서서히유기농농업, 로컬및도시근

교농업 형태로의 전환과 농업 전체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형태를 띠도록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농업은 살

충제를 적게 사용하고 물을 포함한 필요자원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며수확량도증가시키고사회경제적이익도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유기농식료품시장이 10~20% 성장하였고(Sahota,

2009), 이에따라지속가능한관리를받는농지도비슷하게

확대되고있다(유엔환경계획, 2011).

유엔환경계획은 녹색경제를‘향상된 인간 복지와 사회적 평

등을 창출하는 동시에 환경적 위험과 생태학적 부족을 완화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유엔환경계획, 2010, p. 4).

자연적으로성장하는녹색경제(기술개발과인식제고를통합

한의도적정책개입없이형성된)는대부분물사용분야, 특

히 농업분야의 물 발자국을 줄여줄 것이다. 물 저장, 재사용

및 재활용성은 증가하고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적 빈곤 감소와 사회경제적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미칠것이다. 

이같은 미래에서는 물 효율성이나 물 사용에 따라 자발적으

로제품에명기하는관행이(비록이것이보편적인규범과기

준이안될지라도) 점차빈번해질것이다. 물발자국의측정

역시공정무역, 친환경, 지속가능성라벨링에점차적으로포

함될것이다.

이러한 다소 자연발생적인 기술개발(최근 동향에서 추론)은

수자원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예측된 녹색경제를 완전히 만

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술

이용에 대한 여러가지 문화적 장벽(예: 하수 재활용수로 이

루어진식수에대한거부감)의이유로, 기술도입이다소지

연될수있다. 

둘째, 지적재산권 장벽이나 연구 및 확장에 관한 투자 부족

(특히 농업분야), 자금 부족 등의 이유에 기반한 구조적, 정

책적장벽이있을수있다. 이는지역간접근성차이를만들

며 현 소득 차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주요 인기 있는 특

허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분야의 자금사정과

함께 이러한 접근성 차이는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 규제되

지 않은 기술개발로‘가진 자’와‘가지지 못한 자’사이의

간극이 영구적으로 벌어질 위험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충분

하지 못한 지배구조와 정책결정 시스템이 가령 부적절한 보

조금이나 장기적 비전의 부재 등으로 비효율적 기술을 지향

하는 시장왜곡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결과 두 번째

가능한 미래상은 목표한 지역이나 자금적 측면에서 현실적

으로달성가능할수있다하더라도, 차선에머물것이다. 따

라서 더욱 신속, 평등, 지속가능한 변화를 향한 정책적 대응

이나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 

그럼에도 이 미래상은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인식이 제고되고, 기회에 대한 민간분야의 이

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물 관리가 단기적 이익 때문에 더 이

상가려지지않음을의미하기때문이다. 본미래에서는물에

관한다양한분야적또는이익에기반한결정의영향에대해

더욱잘이해하게될것이다. R&D 투자가늘어나고기술발

전으로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미래상에서는 민간

과 공공분야의몇몇 부문에서 R&D투자 및 신규시장형성과

발전으로 단기적 위험의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 장기적인

위험이 더욱 분명해지고 잠재적 이익이 보다 확실하게 규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 사용자와 물 사용분야에서

직면한 장기적 위험과 불확실성은 완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

다. 게다가 자연발생적 녹색경제가 부상한다면 물에는 긍정

적영향을줄가능성이있으나, 또다른부정적영향이나상

쇄효과가상존한다. 

9.3.3 지속가능한물경제로의전환을장려하는정책

세 번째 가능한 미래상은 현재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기술적

트렌드및향후 20년동안사용될수있는정책적변화를바

탕으로 추론되었다. 핵심적인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기반

하여가능성있는미래상을보여주고있다. 

여기에는재정, 빈곤완화, 기후변화, 과학, 물지배구조, 그

리고전체적경제정책이포함된다.

주요동인들과관련된불확실성과리스크에대한이해 277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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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278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섹션 9.2.2에서강조하였듯이, 기후변화에대응한구속력있

는 국제적 합의는 2040년이 되어야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국가의 인식제고 및 채택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

이다. 대부분기후변화에따른영향이물과관련하여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수준을 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 기반시설에 투

자가많아지고, 낭비되는수자원을줄이며위생시설보급률

이향상될것이다. 온실가스배출을억제하는공동의노력을

발휘하면 대체 및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은 민간분야에 분

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위에 언급되었던 기술이 주도

하는 미래에서 밝힌 트렌드를 확립할 것이다. 따라서 물 추

출과배분그리고산업계의물사용절감(특히에너지분야)

을위한기술개발은최적의기후변화체제를채택하는것으

로부터기대될수있다. 

빈곤을완화하기위한강력한공동의노력은물관련이니셔

티브의 자금지원을 높여줌으로써 물과 위생에 대해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물이 농업 생산성과 기타 경제개

발형태의속박성인자로작용함에따라물관리, 저장및위

생에관한투자가빈곤완화에매우큰이익을가져다줄것

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향후 예상되는 국제 정책결정 중 하

나인채무면제는물기반시설및개발에관한자금지원수준

을높여줄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또 다른 핵심적 정책은 공정한 물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이는 견실한 재산체계 확립,

토지보유권 조율의 문서화, 그리고 물에 대한 권리와 분배

시스템의명확한확립에달려있을것이다. 그러나지역시민

들의 인식 제고와 물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 상승이

뒷받침된다면 물 관련 문제가 개발 계획, 특히 도시 계획에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물 관리로부터 세수를

충분히 얻는다면 물 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 유지보수가 가

능하게되고오염이나누수를줄일수있을것이다. 

또 다른 정책변화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 보조금 철폐

나 전면적인 농업무역 자유화가 있을 것이다. 비효율적 토

지, 수자원, 비료 이용을 조장하고 돈 많은 이용자를 지향하

는시장왜곡을만드는보조금은유연하고, 자료기반적인보

험에 의해 점차 대체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보험은 생산자

로하여금기후변동이나극한상황에기반한단기적작물생

산 결정을 내리도록 하며, 계절 내에서 혁신이나 경작 관행

의기술적발전을꾀할수있도록한다. 농업기술투자증가

와 함께, 이러한 확장 및 연구(경제 회복의 동력)는 농업분

야에서물효율성을상당히끌어올려줄것이다. 유엔환경계

획(UNEP) 녹색경제 이니셔티브가 최근 개발한 모델에 따

르면 무역 자유화가 일어나면 물 부족 지역에서 물 사용이

줄어들며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물 사용이 늘어난다고 밝

히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되도록 분배됨을 의미한다(Calzadilla et al., 2010). 그러

나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 분배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유화를더추진하게되면소규모생산자의물접근성어려

움을가중시키거나장벽을만들어낼수있다. 

건강한 환경이 핵심 서비스, 특히 물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인식은또다른정책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 그에따라지

자체나 중앙정부가 생태계의 핵심 기능의 복원과 재활에 투

자를 시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환경 기능을 손

상시키지 않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기술

발전추이나특히선진국에서의인식제고로인해크게촉진

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생태계가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

하면서 지역의 생계를 유지시켜 준다는 인식이 높아질수록

힘을얻을수있다. 최근연구에서보여지듯이, 맹그로브, 삼

림, 습지 등 건강한 생태계가 가져다주는 물이 인공 구조물

(정화시설)을거친물에비해좋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 인공적인 처리시설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2010; 세계은행, 2010 참고) 수명

“향후예상되는국제정책결정중하나인채무면제는
물기반시설및개발에관한자금지원수준을높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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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짧으며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알려지고있다. 

국가적, 세계적 관심 제고와 정보 접근성 향상, 포용성 증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간 물

지배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물이 지역적 차원에서 제일 잘

관리된다는 사실 인식이 퍼지면서 수자원 유역 기구나 지방

행정단위에 국가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잘 규제된 가격과 혁신적

인 물 권리 트레이드 메커니즘이 발전하면서 지역적으로 그

리고 기후에 책임 있는 사용자간 물 배분을 장려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물 요구량을 충족하며 환경적 목표를 달성함

과동시에물이가장효율적으로사용되는데도움을줄것이

다. 물을 공유하는 지역에서는 기타 시장 왜곡이 사라지고

앞서언급되었듯이물자유화가이루어진다면, 투명한물할

당, 배분제도가생겨날것이다.

소비주의지양그리고개인과국가, 특히선진국에서에너지

소비감소를위한공동의노력과같은가치의발전이필요하

다. 이는공정한국제무역시스템이출현될수있는식품주

권주의(예: 물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 지역 식품 생산)에 대

한 열망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물이 인권으로

서인식되고있는반면공정한물가격이형성될수있는가

치의발전이필요할것이다. 

지역사회나 국가는 물 사용자간 정보 증가 및 참여와 대화

확대, 그리고 전체론적 접근을 지향하는(그리고 도입하는)

장기적인관점등으로물의위험성을장기적으로더잘관리

할수있으며불확실성에대한대비도더나아질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 위험과 상쇄효과를 고려한 공통의 생

각과행동의산물이다. 정보와지식의확대로불확실성이줄

어들것이며, 명확한정책을도입함으로써시장에분명한메

시지를 전달하고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사회의각구성원이정책적관행적변화와새로운상품및시

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단기적 위험성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

이며, 그렇게되면장기적인세계리스크는줄어들것이다. 

9.4 더나은정책결정을위한물의미래

지금까지미래에대한고찰은향후가능성있는모습에대한

피상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다양한 요인들간 상호관계가 어

떻게작용하는지보여주고있다. 현재는어렵게(혹은위험하

게보이는) 보이지만모든계층의경제적, 생활적이익을빠

르게 창출하며 장기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예

상되는 강력한 정책이나 선택의 영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

고있다. 

그러나 가능한 미래를 가늠해보고 예측하며 지역과 세계의

물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이성적

이며 과학적인 물 미래 모델링 예측방법이 필요하다. 지식

부족은 앞서 주지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후회

없는’현명한정책을만들려면계획에필요한적절한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식은 불확실성을 낮추며 개인, 사회,

세계적차원의위험관리성을높여준다. 

여기에는 다양한 산물에 대한 과학적, 합의적 물 발자국 측

정방법이포함된다. 에너지공급기술, 기본적가전제품, 작

물에서 사용되는 물 효율성 측정 방법, 유역권별 할당 결정

에도움이되는축소된기후및수문학적모델, 그리고기반

시설, 생태계복원및다양화등다양한정책적조치나투자

가불러올수익률에관한금융정보나아무런행동이없을때

따르는 장기적 비용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제적 모델

이 이에 포함된다.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WWAP)의 세

계 물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포괄적

이고철저한물시나리오는특정미래모습을지향하는(혹은

회피하는) 정책 방향에 분명한 지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평상시와다를바없는물관리가계속되면서발생되는리스

크와 불확실성을 맞아, 물 시나리오의 개발 필요성은 그 어

느때보다증가하고있다. 

주요동인들과관련된불확실성과리스크에대한이해 279WWDR4

주석

1 세계적, 기타지형적차원의상당수물관련시나리오가규명및실험되어세

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WWAP)시나리오에서검토되어야할요인들을결정

하는데사용되었다. 석사급이상연구원들의검토를통해깊이있는연구를

위한열가지요인들이규명되어각각의분야에서가능성있는미래상을살

펴보는동시에기타선별된요인들간상호작용을조사하고있다. 세계물개

발평가프로그램(WWAP) ‘세계물미래 2050’2권참고. Five Stylized

Scenarios(G. Gallop·n) and The Dynamics of Global Water

Futures: Driving Forces 2011·2050(C. E. Cosgrove and W. J.

Cosgrove).

2 가뭄사상은대기순환및강수량변화로인한해수면온도변화(특히열대지

방)에따라결정되고있다. 지난 30년동안토지강수량감소와온도상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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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해, 가뭄사상은더욱확산되고강도도세지고기간도늘어나고있다. 그

결과표면증산과건조도가증가하였다.

3 UN 4년주기인구국산정과예측에기반하였다. 세계인구예측, 2006년개

정, and the UN Common Database code 13600.

4 추가정보는 The Fund for Peace 웹사이트참조

http://www.fundforpeace.org

5 확률통계분석은대개유한분산을이용한확률분포로정의된다. 

6 유엔워터(UN Water)를통한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WWAP) 프로젝트

7 유엔환경계획(UNEP, 2011)(GER 4)에서인용된국립연구회의(2010)와

2030 수자원그룹(2009)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Vol. 56, No. 1, pp. 9-

18.

Nakicenovic, N.(ed.) 2000.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Prepar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Working Group III for COP 6. Geneva,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and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

Sahota, A. 2009. The global market for organic food and drink.

H. Willer and L. Kilcher(eds)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09. FIBL-IFOAM Report.

Bonn/Frick/Genev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IFOAM)/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FiBL)/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http://orgprints. org/18380/16/willer-kilcher-2009.pdf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10.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Mainstreaming the Economics of Nature: A synthesis of the

approach,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EEB.

Geneva,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UNDESA(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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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미래를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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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지배구조를형성하는정책들은일반적으로계획및경제, 금융, 물사용부서의정치인들이나공무원들이수립한다. 따
라서, 국가적경제및금융에대한고려가매우영향력있는역할을한다. 물에대한투자와물개발및관리개혁에관한
사례를보면, 종종사회적, 윤리적, 공평성의측면이나공공보건조건의측면에서다른사람들에의해틀이잡히기도한다.
그 결과, 개혁의 실제적 중요성이 공공 결정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이러한상황이계속되거나약화될리스크가존재하며, 이는더욱큰도전과제를낳는다. 따라서개혁사례는경제적인용
어로적절히서술되는것이중요하다. 이장은경제에대한물의전반적인혜택에서시작하여물순환의다양한부분에서
물이가치를고려하면서그런경제적사례의요소들을제시한다. 이러한혜택과가치는자원압박과불확실성, 관련된리
스크가증가하는상황에서물의할당과사용에관한정책을알리는데사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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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물투자의정치경제학: 이익언급

물 투자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온다. 특히, 다음과 같

은내용으로국민소득증대를촉진시킨다.

쪾물이용가능성변동에대비한안보(홍수와가뭄완화) 및

장기기후회복력증진

쪾종전에는 실현가능성 없었던 신규 경제 활동에 따른 성장

촉매

쪾수문순환 전반에 걸친 이용자 복지와 부가가치 측면에서

의 지속적인 혜택. 이들 이용자에는 농업, 산업, 수력, 수

운활동, 오락및관광과같은경제생산영역과가정이포

함된다. 또한 물은 생태계 및 모든 수중 서식지에 핵심적

인요소로, 경제적가치가있는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

생명에도필수적이다.

다음세가지섹션에서는이러한혜택을차례로검토한다. 

10.1.1 기후변동에대한완충제및기후회복력의핵심요소

물 안보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본 용어는 상이한 맥락에서 상이한 의미를 갖는

다. 일반적으로이는물취약성에직면하여생산적으로기능

할수있는한국가의능력을반영한다. 물안보를위해모든

사회가물기관과기반시설에대한투자를가능하게하는최

소한의플랫폼을가질필요가있다(예: Grey and Sadoff,

2008). 최소 수준을 밑도는 사회에서는 그 취약성 때문에

물 파동(Water shock)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산용·일상

생활용 물이 불안정하게 공급될 수 있다: 즉‘사회 구조는

상당한타격을받고경제성장도신뢰성있고예측가능하게

다루어지지못한다’(Grey and Sadoff, 2008, p.7). 따라

서 일단 최소 플랫폼이 갖추어지면, 기본 수요가 충족되고

추가적인물개발로경제성장이촉진될수있다. 

앞서 언급된 취약성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는 이상기후로 인

해 주기적으로 황폐화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가정수요를 충

족시켜주지못하며, 농업과산업에믿을만한물서비스를제

공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제 체제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는

장려되지않고, 신뢰성없는물공급은산업및서비스발전

도 저해한다(아프리카 기반시설 국가진단, 2010). 기후 변

동성대응능력이향상되면가뭄과홍수의최악의피해를피

할 수 있다. 케냐에서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엘니뇨로

인한 홍수,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라니냐로 인한 가

뭄이 발생하여 입은 경제적 손실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GDP)의 10~16%에 달했다. 모잠비크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물 파동으로 인해 연간 1% 감소하였다.

잠비아에서 물 변동성은 매년 농업 성장률을 1% 감소시키

는 것으로 추산된다. 탄자니아에서는 2006년에 가뭄이 발

생해 농업 분야에서만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McKinsey, 2009). 따라서 물 변동성에 따

른 피해를 감소시킨다면 거시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얻

을수있을것이다(아프리카기반시설국가진단, 2010). 

물 안보 강화 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후 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 없이도 이러한 프로젝트 중 다수는 타당성을 갖는

다. 후회 없는, 후회가 적은 선택(No regret and low

regret)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의 영향 및 결과와 무관하게

순 사회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이익을 생성시킨다. 이들 프

로젝트 다수는 향후 변화와 무관하게 현재의 기후 변동성에

보다잘대응할수있는경제를가능하게할것이다.

10.1.2 경제성장의촉매로서물기반시설

물 자원 이용 및 개발은 역사상 많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기본적 동력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는 20세기 대부분

서부 미국 발전의 주요한 요소였고, 테네시 계곡 지역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촉진시켰다(Delli

Priscoli, 2008). 아리조나(미국), 한국 및 터키의 경제 성

장에 있어서 물 자원 개발의 역할은 Mays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있다(2006).

대규모 댐 건설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평가하고,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히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세계댐위원회, 2009). 특

정 지역(예: 아프리카의 아스완, 카리바, 볼타 댐)의 대규모

댐투자는현지경제발전과다양화에있어서주요자극제가

되었다(Granit and Lindstrom, 2009). 상술한조건에해

당하는기후변화는아프리카등지역에서물저장을증가시

키자는기존주장을강화시켰다. 

10.1.3 물사이클전반에걸친혜택

강우와 기타 강수로부터 만들어진 물은 대부분 호수나 대수

층등에저장되어다양한용도로사용된후, 하천, 호수또는

지하수로 되돌아가 다시 사용된다.1 비록 물이 종종 한 영역

가치평가되지않은물이불확실한미래를야기한다 283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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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사실 이는 매우

흔한매체이며물순환각각의부분에서혜택을창출한다(그

림 10.1). 물의 많은 측면은‘가치 사슬’로 인식될 수도 있

다(OECD, 2010).

유역(Watershed)과 저수지(Catchment)에 대한 개발·관

리는다양한활동을아우르며, ‘물리적(Hard)’활동과‘정신

적(Soft)’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범위는 주요 다목적 저장

체계에서부터, 조림, 저수지관리, 토지사용통제등유역및

하천유역기능보호및개선에따르는활동에이르기까지다

양하다. 유인책과제제에대응하는농민의경우와같이, 이들

활동의다수는토지사용자에의해직접실행된다. 이러한활

동은 실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비용을 절감

시킴으로써 하류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한다. 뉴욕 주에서

는상류저수지지역농민들이보다환경친화적인방법으로

경작관행을전환하도록장려하는유역보호프로그램을시행

하고 있으며, 이것이 뉴욕시 인구의 하류 물 처리 비용을 상

당히 절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Salzman, 2005;

OECD, 2010). 기타 미국 도시(포틀랜드 오레곤, 포틀랜드

메인, 시애틀)의 데이터는 새로운 물 처리 시설이나 여과 시

스템을건설하는것보다유역보호를통한재정적절감이더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Emerton and Bos, 2004). 이

러한 사례는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살바도르 등 남

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발견된다(Dourojeanni and

Jouravlev, 1999; Jouravlev, 2003).

상류지역의투자및관리는다른방법으로하류지역의사용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양질의 물

유량이보다정기적으로공급되면도시수도사업, 산업추출

자(Abstractor), 농민및기타물사용자의저장, 개발및처

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최소 유량 유지는 폐수 방출의

동화 용량(Assimilative capacity)을 창출하고(그렇지 않을

경우전처리가필요하다) 하천에무거운토사량과함께플러

싱(Flushing)을 제공한다. 어떠한 경우든 이를 잘못 관리하

여자연하천기능이손상되면이로인해발생한문제를해결

하기위해고비용의인간개입이필요하게된다. 

물은산업, 광업, 발전및관광등경제활동의입지관련결

정에점점더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물부족지역에서활

동하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들이 남겼거나

남기게될‘물발자국’과이것이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사업 운영과

기업에 대한 평판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많은국가들이증가하는물집약적도시, 농장및산업

에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다. 이러한경우공급과수요를보다잘조율할수있게하는

조치에투자하여, 향후상황에대비할수있다. 

물 공급-수요 균형에 관한 한 연구-이 연구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의 상파울루, 남아프리카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에 따르면 지금의 궤적과

정책불변으로인해 2030년까지성장예상치가물부존량과

전혀맞지않을수있다. 요구되는성장목표를이루기위해

서는공급증대에대한투자및수요관리조치를결합시켜,

물의잠재적공급-수요격차를해소하기위한조치가필요하

다(McKinsey, 2009).

물순환의가장가시적이며잘연구된측면은가정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즉, 청정하며 안전한 물과 관련된 위생 시설

을제공받음으로써각개인및가정에게주어지는혜택은수

인성질병감염이줄어들고개인적세척, 요리및가정청소

에사용가능한에너지와시간이늘어난다는점이다.

이와 같이, 가정 위생 시설이 개선되면 공공 보건에 상당한

생태계 및
수중 거주지 서비스

폐수 채집,	처리,
재사용 및 폐기

수력발전,	산업,	
농업,	광업,	오락
및 관광 등의
부가가치

가정용 물
공급 및 위생시설

하천유역 관리,	
자원개발,

홍수 통제 등

그림 10.1 

물순환에서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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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줄뿐아니라, 사생활추구를위해노력해야할시간

이 줄어들고, 존엄성이 증대되며, 곤란한 상황이 줄어들고

여성 교육 기회가 증대되며 자부심이 향상되고, 지역 및 개

인의 위신이 향상된다.2 렌티니와 오블리타스 드 루이스

(Lentini and Oblitas de Ruiz, 2010)는전형적인개도국

배경에서 물 서비스의 수많은 다양한 혜택을 철저하게 분석

하였으며 렌티니(Lentini, 2010)는 이의 금전적 평가를 위

한방법도제시했다. 

혜택의정도및이의투자수익을시사하는증거가가용하지

만, 이와 같은 잠재적인 혜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파악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수행한 실증

연구에따르면다양한물공급및위생시설개입투자는비

용 대비 경제적 혜택이 크다. 이러한 혜택은 전형적으로 물

을끌어오는등가사업무소요시간을절감하는것이고, 이

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질병 및 의학적 치료에 소요되는 다

양한비용을절감시킨다(Hutton and Haller, 2004).

다음은서술한연구에서모델로사용된조건이다.

1. 식수 부문의 목표: ‘안전한 식수 및 기초 위생 시설에 대

한 지속 가능한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을 2015년까

지절반으로줄인다.’(유럽연합, 2010, p.58, 목표 7c)

2. 물및위생시설에대한상기목표

3. 개선된물및위생시설에모든이가접근가능

4. 개입뿐아니라사용시물의일반적소독

5. 규제된 파이프 물 및 하수를 가정에 연결되도록 하는 일

반적인접근

각각의 17개 세계보건기구(WHO) 지역 및 각각의 5가지

모델에 있어서, 비용 대비 혜택 비율은 긍정적이었고, 일부

는 매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3(Hutton and Haller,

2004, p.35, 64).

위생 시설의 경제적 혜택에는 공공 화장실의 대기 시간 및

외부에서 외딴 장소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 절감, 특히 여성

청소년의 학교 출석률 증가, 적절한 위생 시설이 제공되는

장소에서여성고용의편의성증대로인한국가생산성증가

가 포함된다. 현지 위생 기준은 관련 지역의 관광객 방문에

도영향을줄수있다(OECD, 2010, p.33).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은행의한연구가추산한바에따르면

불량한 위생 시설 및 위생으로 인해 2006년 국가적으로 미

화 63억 달러(GDP의 2.3%) 손실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에따라, 보건비용및경제적손실이증대되어다른부문의

비용을 상쇄시켰다(세계은행, 2008b). 필리핀에서 해당 손

실은동일한전반적연구에서미화 414억달러또는국내총

생산(GDP)의 1.5%에이르렀다(세계은행, 2008a).

산업폐수등안전한폐수채집및처리투자는경제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남아프카에서 물

오염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연간 국민 소득의 1%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된다(Pegram and Schreiner, 2010).

폐수 처리의 주요 혜택은 오염 비용 및 소도시, 산업, 농민

및관광산업등하류지역사용자의오염된물사용에따른

비용을 피하는 것이다. 심각한 경우, 수역 오염으로 인해 산

업계가폐쇄되고막대한비용으로이전하거나, 농업및어업

생산물의국제시장접근성이저해된다.

물은 가정, 산업 등에 의해 사용된 후에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 증가로 폐수의 경제적 가

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 도시 경관, 산업용

냉각, 지하수 충전, 환경 유량 및 습지 복원, 추가적인 도시

소비에 사용되는 소도시 폐수의 재활용이 물 부족 국가에서

급증하고있다. 

물기반시설의중요한부분은물을저장하고, 유량을통제하

고 품질 보존을 돕는 숲, 저수지, 습지 등 자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연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가치평가되지않은물이불확실한미래를야기한다 285WWDR4

“폐수처리의주요혜택은
오염및소도시, 산업, 
농민및관광산업등
하류지역사용자의

오염된물사용에따른

비용을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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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들의기능은인공적시설에의해, 종종매우높은비

용으로 대체된다. 한 사례에서, 무스라자웰라 습지, 스리랑

카의 토탄지의 홍수 희석 기능은 연간 미화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손실시 필요한 완화 또는 예방 비용과

관련된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도캄팔라를가로지르는우간

다의 나키부도 습지도 도시 물 품질을 보장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한다. 다량의미처리가정용하수및도시하수작업

의 폐수가 습지를 통과한 후 빅토리아 호수를 통과하는데,

이는도시에식수를공급하는물작업의유입부에가까운곳

이다. 습지는 폐수의 자연 여과 및 정화 기능을 한다. 이와

유사한 수준의 폐수 처리 제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

운용하려면 연간 최대 200만 달러(USD)가 소요될 것이다

(Emerton and Bos, 2004).

물과관개가비경제적투자라는통상의견해와는달리, 아프

리카사하라이남지역의물공급및관개프로젝트의(가중)

평균경제수익률을비교한결과에따르면이들이기타기반

시설유형에비해바람직하다(표 10.1).

10.2 물의가치평가

10.2.1 물의다양한가치

물 서비스의 혜택은 다양한 상태 및 용도의 물의 경제적 가

치를 기초로 한다. 물에 대한 다수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가

치 평가하는 것은 정부, 국제 기구, 공여 지역사회, 민간 사

회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결정을 개선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역으로, 다양한 용도의 물의 혜택을 충분히 가치 평가하지

않는 것은 물에 대한 정치적인 무관심 및 잘못된 관리의 주

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물 기반시설에 최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국가개발프로그램, 빈곤감소전략및기타정책에서물정

책에 낮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다. 또한, 이는 국제적 사

회경제적목표달성실패의주요한원인이된다. 

물의 가치 평가는 물 자원 및 서비스가 사회 복지를 최대화

시키기 위해 부가, 비교 또는 배분되는 것을 촉진시켜야 한

다. 그러나, 물의 모든 혜택이 금전적으로 정량화되거나 표

현될 수는 없다. 다양한 용도의 물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

기 위해 개발된 방법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일부는 논쟁적

이거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복잡하거나, 기술적 및

경제적기술을필요로한다. 가치평가는상이한용도및정

책적목적에대해상이한기술을사용하여다방면에걸쳐이

루어진다. 물에경제적가치를부여하는통합적시스템의생

산이매우야심찬일이기는하지만여러주관적평가를하는

행위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거치면서 특정

현지 또는 지역적 맥락에서 몇몇 유용한 결과가 만들어지기

도한다. 

이와같은정치적및기술적대화는광범위한합의로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정책 수립에 유용하다. 그러나, 상이한 집단의

사람들은 물을 상이한 방식으로 가치 평가하고 심지어 동일

한 집단에서의 인식도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모스

등(Moss et al., 2003, p.46)은“다수의상이한이해관계자

간인터페이스의복잡성과물이갖고있는격한감정을불러

일으키는성향은종종‘가치의상이함’이‘가치의분열’이되

도록한다”고주장한다. 이는대화를가로막는양극화로이어

지고합리적인지배구조해결책을저해할수있다. 가치의상

이함을 보다 잘 이해하면 협상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통점및상호의존성을발견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OECD에 따르면(2010), 물과 위생 시설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투자혜택의일관적분석결여는물서비스가전달되는

분열된 시장 때문이라고 한다. 각 부처가 전반적인 정책 방

향을 결정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지만, 종종 조율되지 않는

표 10.1 

아프리카사하라이남지역인프라프로젝트의경제적수익률(%) 

출처: AICD(2010, p. 71).

철도복원

5.1 

관개

22.2 

도로복원

24.2 

도로개선

17.0 

도로유지

138.8 

발전

18.9 

물공급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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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탈집중화된수준에서운영하는시설및기관에의

해투자가이루어진다. 따라서, 물관리및서비스의전체가

치사슬전반에걸친광범위한투자의혜택(및비용)은적절

하게평가되지못한다.

10.2.2 상이한용도의물의경제적가치

물과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더블린성명(Dublin Statement

on 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2)에 따

르면‘물은 모든 경쟁적 용도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며

경제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물의 가치, 비용 및 가격은 구

분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종종 서로 매우 상이하다. 물의

경제적 가치는 물 부족 상황에서 특히 뚜렷해진다. 물은 상

이한 용도에서 상이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물은 공급의

경제적 비용을 가지는데, 이는 각각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특정 시간, 장소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물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경제적 비용도 발생

시키기도 한다. 특정 혜택과 특정 비용 사이의 관계는 해당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제적인 합리화의 기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물의가격은공급자와사용자사이의재정적또

는금융적거래이고, 이는종종공공당국에의해면밀히통

제된다. 이때 물의 가격은 특정 용도에서의 가치나 공급 비

용과거의무관하다.

물 가치 평가 방법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며 관련 분야

및 용도 및 가용 정보에 의존한다(Winpenny et al.,

2010). 가정 소비는 통상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또는‘선

택 실험’증거 기술을 사용하는 직접 조사로부터 비용 지불

의향에 관한 증거를 사용하여 가치 평가된다. 이러한‘일정

가치(Stated value)’접근은, 예를 들어 관세 변경에 따른

소비 변화로부터 사용자들의 성향을 추론하거나 실제 지출

을추산하는등밝혀진성향의증거에의해보충되고대조되

어야한다. 

관개용수 사용은 두 가지 상이한 방법 중 하나로 가치 평가

될수있다. 물의한계생산성(물의부가적인적용으로얻는

생산량의 추가적 가치)은 작물-물(Crop-Water) 시험 중

수확량의 변화로부터 추산될 수 있다. 또는, 보다 흔한 접근

법(‘Net- back’방법)은 물의 가치를 농장 예산 데이터로

부터모든기타비용이사용된이후잔여값으로도출하는것

이다. 후자의 방법은 잔여, 또는 밝혀지지 않은 농장의 흑자

가 기타 요소가 아닌 순전히 물로부터 기인한다는 대략적인

가설을이용한다. 

산업용수의 가치 평가는 더 큰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산업

(및 상업) 기업에게 물은 총 비용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한

다. 따라서 잔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 관개에 있어서 이는 총 잔여 흑자가 물에 기인한다고 보

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산업용수(Bulk water)는 우물이나

하천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된다. 다수의 기업은 폐기물 유량

을처리하고재사용함으로써물을재활용한다. 한가치평가

접근법은 재활용 비용을 산업 지불의사액(WTP)의 상한으

로 간주하는데, 기업이 상기 수준 이상으로 구매하는 것 보

다합리적으로재활용을하기때문이다.

상기 용도는 모두 물의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그러나

물은폐기물흡수및희석, 플러싱침전물, 생태시스템의기

능, 수운활동, 다양한유형의오락(수중스포츠, 관광, 낚시,

산책(Rambling) 등을 위한 인스트림(in-stream) 가치도

갖는다. 다양한가치평가옵션이이들용도에적용될수있

다. 종종이러한물의자연적기능(흡수, 희석, 플러싱)은대

안(준설 및 처리)의 추가적 비용과 비교될 수 있다. 수운활

동용 물의 가치는 차선의 가장 저렴한 교통 수단(예: 철도)

에대한비용우위로부터입력될수있다. 오락및생태적목

적(낮은유량체계및습지유지)의물의가치는일반적으로

WTP 또는여행비용4 조사에의해추산된다. 

이러한 환경적 효과의 실험적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편익

이전(Benefit transfer) 접근을사용하는것이점점흔해지

고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위치나프로젝트에가용한상황으로부터증거가전송된다.5

수력발전용수 사용은 통상적으로 화력 또는 기타 대안의 전

력생산에대한수력의비용우위에따라가치평가된다. 이

방법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을 비교하고

추산의기초를분명히하는것이중요하다.6

상이한용도로사용되는물의경제적가치에관해많은포괄

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선택적인 활동이 활발히 전

개되었다. 초기 연구는 미국으로부터의 데이터만 사용되었

지만보다최근의기타지역의연구는광범위하게이들의결

과를지지한다. 표 10.2는최근의미국비교연구결과를보

여준다.

가치평가되지않은물이불확실한미래를야기한다 287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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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 등(Turner et al., 2004, p.91)이 제시한 증거는 다

수의 저급 작물(전형적으로 식용 곡물 및 동물 사료) 관개

농업용수의가치는매우낮다는것을보여준다. 같은이유에

서, 물을신뢰할수있는고급작물(예: 과일, 채소및꽃)에

대한물가치는높을수있다. 가뭄을대비한보충적관개의

경우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한결과는물시장이존재하는경

우물에대해실제지불되는가격에의해지지된다. 즉, 관개

용수에부가되는가치는신뢰도및생산되는작물유형에상

당히 의존한다. 공공적으로 공급되는 표면 물 체계에 비해

민간소유지하수가가치가높은경향이있다.

가정용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는 동종의 범주가

아니다. 식수, 요리 및 기초 위생 등 가장 필수적인 용도의

가정용수는보통의일상생활에쓰이는물의매우적은부분

을 차지한다. 나머지는‘라이프스타일’이나 생산적 목적으

로 사용된다. 온난 기후의 부유한 지역에서는 많은 물이 정

원과잔디급수, 세차, 수영장조성등야외용으로사용된다.

가정은야외보다실내용도에더높은가치를부가하는경향

이있는데, 물이생산적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적용되

지 않는다. 일부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물의 대부

분은작물재배및가축사육에사용된다(즉, 다용도목적에

공급된다). 실제로, 가정용수의 가치 평가는 통상적으로 평

균 관세와 동가로 여겨지는데, 이는 대개 공급의 경제적 가

치를 저평가하며 포함된 소비자 흑자(Consumer

surplus)7를무시한다.

환경용수의 가치는 서술한 연구에 적절히 제시되지는 않았

는데, 이들은 주로 특정 오락에서의 사용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사실상, 오락적 가치는 방문 비율, 부지의 입지, 물의

품질 및 오락의 유형(낚시 및 사격 라이센스는 일부 국가에

서 높은 요금을 받는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물

가치평가의혜택을고려하지않으면비효율적인물분배결

정으로 이어진다. 전형적인 가치는 농업 및 소도시/가정 수

“식수, 요리및기초
위생등가장필수적인
용도의가정용수는
보통의일상생활에쓰이는
물의매우적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생산적목적으로

사용된다.”

표 10.2  

미국내물사용의경제적가치 : 물 1에이커풋당 US$(1995) 

출처 : 에이커풋은 1에이커를 1피트의깊이로채우는데필요한물의양이다. 미터단위로, 1 에이커풋은 0.1233 m3 per ha에해당한다. 

Source: Turner et al.(2004, 표 9, p. 92).

원래용도

폐기물처리 3 1 0 12 23

오락및거주 48 5 0 2,642 211

수운활동 146 10 0 483 7

수력 25 21 1 113 57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관측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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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사이에 해당되지만, 물의 비사용 환경적 혜택의 가치

평가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며 다양한 범위의 결과를 산출

한다(Turner et al., 2004, p.92). 

10.3 물정책통지를위한혜택및가치사용

다양한상태와용도를갖고있는물의경제적가치를파악하

는것은물관리의필수적인부분이다. 이는하천유역의일

상적인 관리 및 다목적 저장 체계에도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 분배에 관한 결정이 실시간으로 매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 파악은 계절적 가뭄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며물부족과공급-수요불균형심화에적응하기위한

전략을결정하는데있어서는더욱그러하다. 

기능형 물 시장에서, 물의 경제적 가치는 그것의 거래 가격

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물 시장은 불완전한 경쟁, 외부

성, 불확실성, 비대칭 정보 및 분포적 영향의 다양한 정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가치의 척도로 사용되는

시장 가격의 적절성에 영향을 준다(Saliba et al., 1987).

따라서, 가장 흔히 관측되는 시장 가격은 지불 의향의 이상

적인 척도에서 벗어나며, 이용 가능한 물의 추가적인 양이

해당지역의총공급에비해적은경우지역물공급에부가

되는 한계 가치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의 기능밖에 할 수 없

을것이다.

다양한 물 가치 및 시장 실패를 보다 완전히 분석하는 것은

물거래허용및통제결정에바람직하다. 예를들어권리보

유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어떤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

합하는지가이에해당된다. 호주의최근 8년간가뭄중농민

간물권리거래는머레이-달링하천유역의농업에주는영

향을상당히완화시켰다. 저급에서고급목적으로의물이동

은물이용가능성의 70% 감소가생산가치의단지 30% 하

락으로이어짐을의미한다(Sadoff and Muller, 2009).

물 가치를 사용하여 관리 및 분배 정책을 통지하는 것이 시

장이이러한결정에서마지막역할을해야함을의미하는것

은 아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훌륭한 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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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학계+?	

환경기구

농민 및
식품 가공업체

물 품질 규제자

제조 업체

정부 및 커뮤니티 그룹

공공 및 민간)	기관

노동 조합

대화공간

이해관계자가 만나

'대화의 부재'가
없도록 한다.	

그림 10.2 

물대화공간당사자

출처 : Adapted from Moss et al.(200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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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형편없는 주인일 수 있다. 공공 당국은 부정적 외부효

과의 파급을 막고 물 및 위생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

하여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 보건을 지키도록 마련된

규제를확립하는데개입할필요가있다. 

자연환경에적절한물을공급하는가치는적극적인공공개

입을 요구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머레이-달링 하천 유역에

서건조도가증가하여증발에의한물의손실이증가하고있

고, 이는 물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위협하는데, 이를 기타 용

도와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Young and McColl,

2009).

10.4 위험하고불확실한상태의물분배

물의경제적가치인식및수용은물분배의사회적, 윤리적,

공공 보건 및 형평성 차원에 경제적인 개념을 부가할 것이

다. 전자는 그 자체로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물투자를이끌어내지못하였다.

희소한물을상충하는용도에분배하는것이물관리의핵심

이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물 자원에 대한 압력 증가로

인해모든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물이부족해졌다. 일반적

으로네가지상호연관된과정이물부족으로이어진다. 이

는인구성장, 경제성장, 식량, 사료및에너지(바이오연료

가 원료 중 하나이다) 수요 증가, 기후 변동성 증가이다. 어

떻게점점희소해지는물을영역내에서, 한사용자집단에서

다른 사용자 집단으로, 영역별로 공유, 분배, 재분배할지 선

택해야 한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물 분배에 대한 지침이

되어야하는원칙, 어떻게특정상황에서접근및형평성, 경

제적효율성, 지속가능성및기존관례적규범및가치가조

화될수있는지에대한논쟁이촉발된다. 

전형적으로 물 분배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간 대화의 결과물이

다. 이러한당사자는이들의‘가치관점(Value perspectives)’

을수렴시킬필요가있다(그림10.2 및10.3). 

CHAPTER 10290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기타?	

환경

성별

공공 보건

제품 및 제품 사용

정치

경제

사회

대화공간

가치관점을 분명히

하고 논의를 통한

공동 기반 발견

그림 10.3 

물대화공간의가치관점

출처 : Adapted from Moss et al.(2003,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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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배는 규모 및 지속성에서 매우 다양한 관행을 포괄한

다. 여기에는효과적이고유익한사용을지속하면서수십년

또는 심지어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관

개체계에대한물권리또는허가부여, 관개자간시간별일

정 분배, 전력망내 최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기적 저

수지방출, 산업계, 필수서비스, 전력생산, 농민및가정간

가뭄시의물배급계획이포함된다.

다음과같이물분배시스템의네가지주요측면이있다. 

쪾물재정지원혜택(공식또는비공식)을통해물을취수하

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용한 용도로 이용할 권리를 보유

자에게 제공한다(Le Quesne et al., 2007). 한 개인의

물취수혜택은타인에게합법적으로인식되어야한다.

쪾물분배는이용가능한물이합법적인권리자사이에공유

되고분배되는과정이다(Le Quesne et al., 2007).

쪾물 서비스 전달(또는 통제)은 자격이 부여된 이들에게 물

을 공급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행위

이다.

쪾물사용은특정목적을위한모든고의적인물의이용이다

(Perry, 2007).

물 재정 지원 혜택, 분배, 서비스 전달 및 사용은 특정 시간

에 이용 가능한 물의 양과 역동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에

제한된다. 물 사용은 향후 유사한 용도에 대한 기대를 만들

어낸다. 지속되는경우, 재정지원혜택이발생하며, 이는무

시하거나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물

의양은자연적및인공적변화및변동에쉽게영향을받는

경향이있다. 

점점 다양해지는 물 순환은 자원 이용 가능성을 시간 및 지

리적인 면 모두에 있어서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다. 인구, 기

술, 경제및정치적특징은인간가치의변화와함께장기불

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변화, 불확실성 및 동반되는

위험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배 메커니즘

을알아내는것이중요하다. 

다양한시간범위에따라이용가능한향후의지표수와지하

수를 추산할 수 있는 능력과 향후 물 수요와 용도를 예측할

수없는능력은물분배문제에있어중요한요소이다. 이론

의 여지는 있지만,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결될 필요가 있는

실제문제에대한제도차원의변경부재위험및물관리기

구가잘못된결정을내릴가능성에기인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물 분배 문제에 다음과 같은

네가지주요한도전과제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1.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어떻게 분배/재분배하여 자연적·

경제적상황변화에대응할것인가?

2. 권리가 과도하게 분배되어 가뭄시 모든 보유자를 만족시

키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출처로부터의 물의 이용 가능

성이장기적으로감소하는경우어떤해결책을활용할수

있는가?

3. 물 제도가 변화에 발맞추고 이를 예상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할수있는가?

4. 어떤제도적수단이논쟁및분쟁의원인이되는긴장증

대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러한 긴장이 협력으로 전

환될수있는가?

물분배결정을투명하고공정하게하기위해효과적인이해

관계자의개입이필요하다. 물사용자가이용가능한정보를

개선시키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일상적인 이해관계자의 협의는 진정한

권한 부여와 동일하지 않은데, 이는 한 지역사회가 물 관리

를통제하는경우실행의기회가많은보다합법적이고비용

효과적인해결책으로이어질수있다. 다행히, 세계물개발평

가프로그램(WWAP) 시나리오 프로젝트(제9장 참고)에 따

라 협의한 전문가들은 향후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고,

시민참여가보다광범위하게이루어질것이라고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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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예외는물의소비적사용으로, 이는호수, 저수지, 나무및작물로부터증발하

는것을의미한다(여기에는녹수가포함되는데WWDR3[WWAP, 2009,

p.161]에서는녹수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녹수는강우에서생성되어토

양을투과하고식물에의해흡수되거나증발산에이용될수있는토양수분을

말한다. 토양이나오픈워터(Open water)에서증발하게되면녹수는가치

가없어지는데, 이는다시비의형태로땅에직접떨어진다.’). 담수는바다로

방출되거나, 사실상매우오염이심한형태로소비되기도하는데, 이는매우

높은비용을들이지않으면추가로유용하게사용될수없기때문이다. 

2 파이낸셜타임즈에보낸서한에서(2010년 6월 7일), 물공급및위생시설

협동위원회(Water Supply and Sanitation Collaborative Council)의장

존레인은이제화장실보다휴대폰을소유하고있는아프리카인이더많다는

사실을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국가에서화장실이신규의휴대폰이다.

즉, 당신이성공하였음을보여주는증거가된다’고덧붙였다. 전지역사회위

생시설프로그램(Total Community Sanitation Programme)에서특정

지역사회의가정들은개방된배변이이루어지는마을에서딸에게청혼을하

면단호히거절한다고알려져있다(Kar, 2003). 이는위생시설에대한접근

성이건강과번영의상징으로인식됨을보여주는전형적인예이다.

3 최고치는 191.05이다.

4 여행비용가치평가방법은해당장소에도달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및비

용으로부터방문자가무료생활편의시설에두는가치를평가함을의미한다. 

5 많은결과가터너등(Turner et al., 2004)에의해검토되었다

6 단기적접근이취해진다면, 비교될대안모두에대한용량이고정되어야한다

는가정이세워진다. 장기적으로, 신규투자가양쪽모두에서이루어질수있

다. 한계및평균비용은두가지대안모두에서상이하다.

7 소비자가지불할의향이있는것과실제지불하는것사이의차이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292   mac3 

http://www.cepal.org/
http://www.eclac.cl/publicaciones/xml/7/13727/lcl2003e.pdf
http://www


McKinsey & Company. 2009. Charting our Water Future:

Economic Frameworks to Inform Decision-making. 

2030 Water Resources Group. 

http:// www.2030waterresourcesgroup.com/water_full/

Moss, J., Wolff, G. Gladden, G. and Gutierrez, E. 2003. 

Valuing Water for Better Governance: How to Promote

Dialogue to Balanc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Values? White paper for the Business and Industry CEO

Panel. Calif., Pacific Institute.

Oblitas de Ruiz, L. 2010. Servicios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en el Perú: beneficios potenciales y

determinantes de éxito. LC/W.355. Santiago,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ECLAC). http://www.cepal.org/publicaciones/

xml/4/41764/lcw355e.pd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 operation and 

Development). 2010. Benefits of Investing in Water and

Sanitation: An OECD Perspective. Paris, OECD.

Pegram, G. and Schreiner, B. 2010. Financing Water 

Resource Management: South African Experience. A Case

Study Report prepared by Pegasys Consultants for the

OECD Expert Meeting on Water Economics and 

Financing, March 2010. European Water Initiative(EUWI) and

Global Water Partnership(GWP).

Perry, C. 2007. Efficient irrigation; inefficient communication;

flawed recommendations. Irrigation and Drainage, Vol. 56,

No. 4, pp. 367-78.

Sadoff, C. and Muller, M. 2009. Water Management, Water

Security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Early Impacts 

and Essential Responses. GWP Technical Committee,

Background Paper no. 14. Stockholm, Global Water

Partnership(GWP).

Saliba, B. C., Bush, D. B., Martin, W. E. and Brown, T. C. 1987. 

Do water market prices appropriately measure water values?

Natural Resources Journal, Vol. 27, pp. 617-51.

Salzman, J. 2005. Creating markets for ecosystem services: 

tes from the field. NYU Law Review, Vol. 870.

http://www1.law.nyu.edu/journals/lawreview/issues/vol80/

no3/NYU302.pdf

Turner, K., Stavros, G., Clark, R., Brouwer, R. and Burke, 

J. 2004. Economic Valuation of Water Resources in

Agriculture. FAO Water Report No. 27.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UN(United Nations). 20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0. New York, UN.

Winpenny, J.T. 1997.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 economic view. R. M. Auty and K. Brown(eds)

Approach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Pinter.

Winpenny, J., Heinz, I., Koo-Oshima, S., Salgot, M., Collado, J.,

Hernandez, F. and Torricelli, R. 2010. The Wealth of Waste:

The Economics of Wastewater Use in Agriculture. FAO Water

Report No. 35. Rome, FAO.

World Bank. 2008a. Economic Impacts of Sanitation in 

the Philippines. Summary. Research Report published for 

the Water and Sanitation Programme(WSP). Jakarta, 

The World Bank.

----. 2008b. Economic Impacts of Sanitation in Indonesia.

Research Report published for the Water and Sanitation

Programme(WSP). Jakarta, The World Bank.

World Commission on Dams. 2000. Dams and Development: 

A New Framework for Decision-making. London, Earthscan.

WWAP(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2009.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3: Water 

in a Changing World. Paris/London, UNESCO Publishing/

Earthscan.

Young, M. and McColl, J. 2009. More from less: when 

should river systems be made smaller and managed

differently? Droplet, No. 16, email newsletter, 13 April.

Adelaide, University of Adelaide.

가치평가되지않은물이불확실한미래를야기한다 293WWDR4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293   mac3 

http://www.2030waterresourcesgroup.com/water_full/
http://www.cepal.org/publicaciones/
http://www1.law.nyu.edu/journals/lawreview/issues/vol80/


즶 Philippe Bourseiller

저 자하나에드워드(Hannah Edwards), 다니엘로우크스(Daniel P. Loucks), 
안쏘니터튼(Anthony Turton), 제임스윈페니(James Winpenny)

기고자 리차드코너(Richard Connor), 유리샤미르(Uri Shamir), 조스티머맨( Jos G. Timmerman)

변화에대응하기위한
물관리제도의변형

제11장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294   mac3 



변화에대응하기위한물관리제도의변형 295WWDR4

수자원관리에관련된모든개인과기구, 제도들은그들이내린결정으로그들의목적을이루지못할수도있다는것을매
우잘알고있다. 모든관리결정이야기하는경제적, 환경적, 사회적혜택또는비용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확실히알려
져있지않다. 이러한불확실성은더높은수준의안정성또는복원력을이끌어내는만큼어느정도의취약성도야기한다.
물관리자와관련제도는불확실성이불확실한방식으로변화하는불확실한환경에서내리는자신들의결정의잠재적결

과를인식할필요가있다. 

수자원시스템에대한취약성평가는불확실성과리스크에따른물관리의중요한기반이다. 

정부와민간부문, 시민사회의지도자들은물에영향을주는대부분의중요한결정을내린다. 따라서지도자들이물의역할
을이해하고이러한정보를자신들의결정범위에포함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예측및시나리오등의중요한의사결
정지원수단과광범위한미래가능성을종합하는것은더욱강력한의사결정을가능하게한다. 물관리제도는이러한접
근법을반영하여설립되거나변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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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296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11.1 서론

지속가능한발전은본래불확실한상황에서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 주요 요인에는 입력 데이터를 점차 다양화하는 필

요성과자원의커지는압력에대한적응능력이있다. 이를위

해서는견고하고탄력성있는물프로젝트구조관리를일상화

하기 위한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5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

이, 이러한근본적인변화는물관리대책의비구조적요소에

서일어날가능성이크다. 복잡한세상에서‘물분야’밖에있

는정부, 민간분야, 시민사회지도자들은물에영향을미치는

대부분의중요한결정을내린다. 따라서정부의의사결정자들

과그결정의영향을받는사람들에게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

기위한새로운방법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Falkenmark,

2007). 이를위해서는기술전문가, 정부의사결정자, 사회전

체사이에형식적인관계가형성돼야한다(그림11.3 참고, 본

장 후반부에 설명)(Hattingh et al.,2007; Turton et al.,

2007a,b). 

최근글로벌기후, 금융시장, 토지사용, 소비패턴의변화로

향후수자원관리의불확실성이커졌다. 이불확실성은시스

템 자체에 본래 존재했던 것으로, 수문학, 금융, 사회, 생태

학적인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과 관련 있다. 또한, 생태계가

새로운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 부족과도

연관되어있다. 현재일부사람들은생태계와사회시스템을

분리해서생각하는것으로부터벗어나사회·생태학적인시

스템(Socio-ecological systems, SESs)에 대해서 사고

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Burns and Weaver, 2008).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영향이 너무 커서 경제적 활동과 관

련된 사회적 노력이 더 이상 생태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회생태계 시스템이 함께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가 받아들

여졌다. 이 견해는 새로운 지질학적인 세(世)가 될 인류세

라는 새로운 개념과 일치한다(Zalasiewicz et al., 2008)

물관리기관은한가지미래에대해계획하기보다는불확실

하지만다양한가능성이있는여러가지미래에대응하기위

해서 평가 방법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엔지니어링 이슈에는 계획, 설계,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만 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취약하지 않은

수자원 시스템이 있다. 이 이슈들은 점점 불확실한 일련의

요인과연관되어있다. 궁극적인목표는다양한미래현실을

반영하는수자원계획, 과학및경제적인결정범주, 모니터

링과 평가 프로세스를 위해서 가이드라인과 규제사항 마련

에대한다양한접근을하는것이다. 

물 관리는 5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방식이 전통적으로

탑-다운 방식이었다. 내재적으로 불확실한 상황하의 수자원

관리로서 고려될 수 있는‘적응적인 물 관리’는 탑-다운 방

식을 상향식 방식과 연결시킨다. 현재의 경험에 따르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 핵심적인 도전과제인 불확

실성과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 탑-다운

방식은 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서

물관리활동이나프로그램이마련돼서실행될수있는일반

적인 체계를 제시할 수 있다. 상향식 방식은 보다 운영적인

면의 방식으로, 연관된‘실제’물 이슈, 여러 행위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느끼는 필요와 불확실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그

림을제시할수있다. 물관련이슈를해결하기위한관심과

지원은 보통 지역적인 차원에서 생긴다. 그 이유는 적절한

위치에있고효과적인문제해결능력이있는경우, 실제영

향과연관성이가장커서필요한행동을촉진하기때문이다. 

효과적인 수자원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관리 스펙트럼의 양 극단을 이상적으로 통합한다. 구체적으

로 말하면, 중점을 두는 부분이 기반시설 건설에서 제도 마

련으로 변했다(그림 11.1). 하지만, 각각의 접근 방식의 상

대적인중요성은사회, 정치, 경제, 환경의다른환경에따라

달라질 것이다. 내재적인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해결하는 가

장큰과제는통합수자원관리(IWRM) 체계도입여부에상

관없이보다적응적인접근법을도입하는것이다. 

11.1.1 통합수자원관리(IWRM)에적응적관리도입

통합수자원관리(IWRM)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글로벌

관리 체계이다(Ashton et al., 2006). 통합수자원관리

(IWRM)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며, 가장 잘 알려진 정의에

따르면수단이아니라프로세스라는것이다. 게다가, 통합수

자원관리(IWRM)는 수단이나그 자체가목표가 아니며, 이

프로세스는 1장에 설명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진전에도 불

구하고, 개도국에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1.3.3 섹

션).

지배구조와 통합수자원관리(IWRM)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토대로 여러 분야의 수요 사이의 경쟁을 해결하기

위한주요방법이다. 각분야는자체적인원칙, 규칙및인센

티브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는 종종 다른 분야와 대치되면

서최대화되었다. 사회적리스크수용과서비스의존도를정

의하는 것은 새 의약품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것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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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반시설에관한것이든각사회에서지속적인대화를통

해이루어지는사회적합의의한부분이다(Nyambe et al.,

2007). 통합수자원관리(IWRM)는 맥락상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분야(생태계, 생물물리, 경제, 사회, 제도)를 포함하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종종 과정에 따라 달라

진다(11.4.4. 섹션 참고). 따라서, 효과적인 통합수자원관

리(IWRM)는 지식 집약적이고, 직접적으로 통제를 거의 하

지못하는외생변화에계속대응하기위해서적응적일필요

가 있다. 하지만그 적응은 통합수자원관리(IWRM) 없이도

기초적인과정으로도입될수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적응적인관리란‘관리행동및다른사건의결과에대한이

해가 커지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을 도모

하는 과정’이다(미국립연구소, 2004). 이 보고서는 적응적

관리를 미래 변화를 따라가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응하

기위해서내린과거의결정을정기적으로수정하기위한접

근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결정의 결과에 영

향을미치는향후사회, 경제, 기후또는기술적상황이확실

하게예측불가능한상황에적용할수있다.  

효과적인 적응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

나는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과거의 결정에 따른

대응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적응적 관리 접근법에서 중요한 요

소이다. 이 접근 방식은 경제 성장 데이터, 인구 트렌드, 식

량 소비 패턴, 채굴 영향 및 에너지 수요의 변화 등 물 분야

이외의요인에관한정보와관련있다. 적응적관리는물관

리모든분야에적용가능하며, 홍수및가뭄상황및홍수와

가뭄이 식량 생산, 재산 피해, 이주 및 다른 사회적 영향에

미치는영향에대한대응에도적용가능하다.

11.2 리스크와불확실성에따른물관리원칙

의사결정자들이 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 관리는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변화를 특징짓는 불확실성과 가

변성을 해결해야 한다. 렘퍼트(Lempert)와 그로브스

(Groves)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원칙

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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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A

제도 마련
(두 번째 오더 포커스)

기반시설 개발
첫 번째 오더 포커스)

물은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물은 경제적 자원이다공급면
옵션

수요면
옵션

물은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다

분산 관리

중앙 관리

그림 11.1

수자원관리자들이보다다양한요인과이슈를포함시키면서나타나는일반적인트렌드변화를보여주는개념적모델

출처: 터톤외.(2007a,그림1.1, 5쪽, 스프링거과학+비즈니스미디어(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의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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쪾강한 프로젝트나 전략 모색 및 일반적으로 수자원 관리에

사용되는 현재의 경제와 바람직한 결정 규칙의 대대적인

수정

쪾강인함을 기르기 위한 적응적 전략 활용, 단기 전략은 보

다 나은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서 수정될 수 있는 명확한

설계

쪾가설, 옵션및가능성에대해상호적으로탐색에참여하기

위해사용되는컴퓨터이용프로세스

수자원 종사자와 학자들은 이 원칙에 대해 지지를 점차 확대

해가고있으며, 이원칙을바탕으로기술적혁신, 엔지니어링

설계변화, 다목적물계획, 대중의참여, 제도, 재정, 정책적

인센티브등이이루어지고있다. 이를테면, 보통분리된분야

와체계의보고를통합하기위해서마련된호주의물회계체

계가 있다(AASB, 2011; Godfrey and Chalmers,

2011). 기존의 예보 방식의 개선이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미

래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분석가

들과의사결정자들은다양한시나리오를예상하는일련의단

기및장기행동을마련할수있다. 한가지미래만예상하는

데의존하지않는다. 

또 다른 주요 원칙은 높은 수요와 낮은 가용성이 동시에 주

기적으로일어나고예측불가능하기때문에발생하는스트레

스기간을예측해야하는필요성과연관되어있다.

가뭄스트레스를어느정도줄일수있는옵션을몇가지고

려해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저장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

반시설의 건설이 늘어나고, 물 줄기 방향전환 운하 및 분배

시스템의 누수를 줄이고, 아마도 담수화를 통해서 수자원을

더공급할수있는대책을사용할수있다. 보다전통적이고

물 소비가 많은 자원보다 물 소비가 적은 지열, 풍력, 태양

전지 등 대안적인 에너지원이 개발될 수 있다. 단기 옵션에

는 인간의 물 소비를 줄이고 물 재사용을 확대하는 수요 관

리대책이있다. 

11.2.1 적응적물관리의핵심원리로서의다변화

적응적수자원관리의목표는예측불가능한사건에대한적

절한대응능력을개선해서회복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광

범위한 회복력 이론(Burns and Weaver, 2008)에 따르

면 이 원칙들은 생태계 이론(Holling, 1973)에서 나온 것

으로, 다양한시스템이최악의사건을더잘해결할수있다

고 주장한다. 그 예로, 다양한 리스크 프로파일의결과에 투

자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는 포트폴리오 이

론의 활용이 있다. 물 관리 결정과 투자를 다변화하기 위해

서 여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빗물에 거의 의

존하지않는반건조농업지대의도전과제는새로운가뭄완

화대책을마련하는것이다. 이를테면, 지표수저장능력강

화, 지하수능력강화, 지역농업사회의관계시설체계, 정

밀농업을위한인공위성기술및내건성종자등이있다. 물

관리자들은정책결정자들에게물가격책정정책, 보조금또

는여타재정적인센티브체계를포함한대책을도모하기위

해서필요한정책체계에대해조언을제시해야한다. 

11.2.2 취약성평가

하시모토(Hashimoto, 1982)는 물관리 성과 평가의 내재

적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분류학을 소개했다. 이

들은 보다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신뢰성 분석의 핵심 요소를

갖고 있는 일련의 기술어를 대표하는 단순한 원칙을 사용한

다. 요약하자면, 전략적 불확실성의 특징 등 불확실성 지표

와결정변수의민감성에중점을두고있다. 주요원칙은다

음과같다(Hashimoto, 1982).

쪾신뢰성 : 성공적인결과의가능성

쪾강인함 : 여러시나리오에서시스템의만족스러운성과

쪾회복력 : 시스템이 실패(홍수, 가뭄, 인구유출)로부터 회

복하는속도의빠른정도

쪾취약성 : 실패결과의심각성

이다섯가지원칙은지표의민감성과불확실한상황의결정

의 변수에 중점을 둠으로써 보다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신뢰

성분석의주요요소를확대시킨다. 시스템회복력을설계의

문제로 개선함으로써 수압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줄

이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그 전력

을평가할것인지이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인데이터와통계

적인분석을토대로리스크관리를통해이루어졌으나, 현재

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현실을 예측하기 어렵다. 비

선형 복잡성이 커졌기 때문이다(Turton, 2007). 이를 테

면, 원가효용 기반 리스크 분석방법을 사용한 전략이 현재

선택되고있다. 경제분석에서‘할인율선택’은물프로젝트

의 경제적 실현가능성의 결정요인이며, 장기 프로젝트에 적

합하거나사회및환경적혜택이큰할인율수준은엔지니어

링계에서활발히논의되고있는주제이다. ‘감당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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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수준이나 불확실성도 마찬가지다. 물론 불확실성은

완벽하게 정량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긴 하다. 9장에 설명되

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정량화하거나분리할수없을때는추가적인결정지원방법

이필요하다. 

11.2.3 예방적원칙

예방적 원칙은 행동이나 정책으로 발생하는 영향으로 가능

한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인간과 환경이

피해를입을수있는경우, 그행동을취한사람들이그행동

이나정책이해롭지않다고증명해야한다. 이는의사결정자

들이 대중과 환경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노출로부터보호함으로써신중하게행동을취하기로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는 복잡한 경

제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다양

한 국제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에서 분명해 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아무런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추후의 과학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에만완화될수있다.

11.2.4 불확실성과리스크에따른관리를위한정보충족
의필요성

내재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수자원 관리와 연관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련의 보다 광범위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

다. 수문학 데이터가 수력전기 체계, 물 공급 시스템 및 물

처리공장의사용및설계등특정한목적을위해서종종수

집되고 있다. 그러나 적응적인 통합수자원관리(IWRM)의

필요성은 정보제공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시공간적으

로 물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마치 변하지 않는

자원처럼관리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이접근법은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덜 복잡했던 과거에는 가능했다

(Turton, 2008,2010). 그러나오늘날에는물의존도의네

트워크는보다복잡해지고, 정확한정보가부족해서의사결

정자들은점점더큰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특히물보존

및수요관리전략등물관리옵션의범주와관련해서더욱

그러하다. 심각한문제는대중이나규제당국이접근할수없

는 상업적 기관들이 정보를 보유하고 조작하는 것이다(박스

11.1). 정보는 기존의 정부 기관과(이나) 물 데이터 정보원

에서이용할수있겠지만, 데이터입수를모니터링하는노력

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

지않다. 모니터링을하기위해서는광범위한제도화와전달

능력이 필요하고, 인간의 능력도 요구된다. 또한, 지속 가능

하게운영하는데비용이많이들기도한다. 이처럼이분야

의어려움은커지고있는실정이다(6장).

11.3 리스크와불확실성에따른물관리접근법

수자원시스템의취약성과경제적분열및혼란에대한사회

의민감성은분리하는것이유용하다. 수자원시스템의취약

성은수문학민감성과물관리시스템의상대적인성과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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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1.1

복합성증가의예: 남아프리카의광산폐쇄

남아프리카의 도시 요하네스버그는 강, 호수나 해안가가 부

족하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와 다르다. 대신, 대륙 분수령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도시 아래에 거대한 금맥이 존재한다

(Turton et al., 2006). 금이 매장되어 있는 광석은 황화물

에 풍부한 황철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거대한 카르스

트지형이있다(Buchanan, 2010). 하지만, 채굴활동의중

단으로 빈 공간이 생겨 산성도가 높은 물로 채워 넣게 되어,

광산 소유자들의 우려를 낳았다(Coetzee et al., 2002,

2006). 이로인해불확실성이생겨났고, 물자원관리자들이

직면하고있는복잡성증가의전형적인예가된다. 

중요한이슈는그빈공간에서늘어나는물의비율을측정하

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물높이를모니터링하기위한직

접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수갱을 통제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의 책임감을 줄이기 원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대중에

공개되길원치않는다 (Adler et al., 2007). 과거에는수자

원 관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던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갱내수가 오렌

지(The Orange)와 림포포(The Limpopo)라는 두 개의

주요유역의상류수로흘러들어가기때문이다. 이두유역은

5개이상의하류국가(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

리카, 짐바브웨)의여러사회경제적이해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자원 관리 도전과제 중 하나

는 법안이 제한돼 있고, 분야간 제도적 연결이 되어 있지 않

아서 필요한 데이터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광산 폐쇄

를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Strachan et al.,

2008; van Tonder and Coetz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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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다. SES의 취약성은 물 기반시설의 민감성과 SES의

회복력의 기능에 있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하지만, 후자는 인구 증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자원시스템에가해지면서더욱분명해지고있다. 그결과

는 대재앙적인 실패가 발생하기 전에 오차범위가 줄어들고

회복력을상실하는것이다. 이는자원또는흡수원으로서점

차줄어들고있는수자원에대한의존도가커지면서, 취약성

의경향으로간주될수있다.

여러 가지 물 관리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물 관리자들이 통

제할수없는경제, 환경, 사회적인이유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물 관리 결정의 효과는 이러한‘물과 관련 없는’요인들

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결정을 내릴 때는 변화하는 요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매

우취약하다. 물사용이나물관리와관련된결정, 특히장기

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을 제안할 때 물어야 하는 질문

은, 이 결정이나 발전 정책이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 현명

하거나 이로울 것인가? 통합적인 수자원 계획이나 정책이

완벽하게부합하는것인가?이다.

물 관리 기관이 통합된 계획 및 관리 전략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의 규칙과 규제사항 때문에 어느 기관이 내

리는 결정이든 또는 책임감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

서, 어느기관이내린결정이이룬통합성의정도에관해확

인하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누가 통합된 계획 및 정

책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가이다(박스 11.2). 모든 가능한

결과와 요인,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미래를 보면서

어떤결정이미래지속가능성에중요할것인지판단해야하

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적응적 통합수자

원관리(IWRM)가실행되고있는범위에대한측정이다. 

이 질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면 도전과제가 너무 심각해져

서기존의기관간권한조정과의사결정과정을통해적절하

게도전과제를해결하기전에적응할수있을것이다.

11.3.1 적응적관리접근방식의주요요소

적응적 관리 접근 방식은 비선형 시스템에서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한미래시나리오의불확실성의증가때문에진화속

도가 느리다. 그 결과, 수자원 관리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도

전과제는 예측 불가능한 비율로 변한다. 따라서‘적절하게

대응하지못하는것’그자체가큰리스크가된다. 실용적인

‘적극적인 적응적 관리’접근법은 5장에서 언급된‘후회 없

는’철학과비교했을때도입될필요가있다. 적응적통합수

자원관리(IWRM)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쪾개선된 대중 참여와 구체적인 대책을 요하는 대중의 긴급

상황이선언되어야하는상황과그대책의한계(당국과사

용자의 권력과 책임감) 파악 등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강

화된응급상황관리및준비계획

쪾적응 대책의 점진적이고 측정된 도입을 프로그램화하고

그대책을요하는기준을정의하는능력

쪾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련 분야와 소통하고, 다른 분야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중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와 의사소통 전략(Nyambe et al.,

2007)

박스 11.2  

기후취약성지표

글로벌 변화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은 다양한 사회, 경제, 환

경적 요인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의 영

향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이 요인들은 변하는 환경에 대처

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 취약성 지수(Climate

Vulnerability Index, CVI)는 취약성 정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 종합 지수 접근방식이다. 이 방법은 지역 인구를 보호

하기 위해서 행동에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취약성을 파

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후 취약성 지수(CVI)는 특정 지

역과 관련된 변수, 자원 정량화, 물과 재산권에 대한 접근성

에 대한 정보, 인간과 제도의 능력, 물 활용과 생태계 건강

유지 등 글로벌 임펙트 요인(Global Impact Factors,

GIF)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수의 가치는 0부터 100으로,

가치가높을수록취약성이크다. 기후및사회경제적시나리

오 상에서 다양한 미래 상황을 만들어 봄으로써, 기후 취약

성 지수(CVI) 점수가 현재 가치에 비해 변화하는 것은 여러

글로벌 임펙트 요인(GIF)이 다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있다. 기후 취약성 지수(CVI)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이고 실행가능한

결과를제시할수있다. 

출처: Sullivan and Heigh(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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쪾적응 변화를 위한 공동 절차와 적용 연구 마련을 위한 기

관간협력강화

쪾정의된 다양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위한 리스크 기반 계

획및기반시설설계

쪾최악의 상황(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을 위한

신세대리스크기반설계기준

쪾점검 강화, 운영 기간 동안 기반시설 감독 및 규제, 노후

기반시설유지및생산주기관리

쪾실패시물기반시설취약성평가및사회경제적시스템의

영향평가

쪾수문학변화와가변성에대한연구및개발강화

쪾예측방법개선

쪾그 과정은 반복되어야 하고, 모든 단계는 공통의 원칙을

바탕으로해야한다.

물 가용성 및 사용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는 실제로 국가의

개발상태와상관없이모든국가에서불충분하다. 정보와데

이터가있더라도그정보와데이터는신뢰할수없거나분리

되어있거나총추정치를기초로하고있다. 그정보와데이

터는(시기 간) 일시적으로(국가, 물 분야나 사용자, 수역

간) 공간적으로일치하지않는다.

11.3.2 적응적관리접근법의한요소로서의시나리오

불완전한미래예측은적응적관리접근법을통해개선이이

루어지고있다. 이개선은일어날수있는미래를토대로한

것이며, 분석가들과 의사결정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

한 단기 및 장기 옵션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한 가

지 미래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어

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Lempert and

Groves, 2010; 본보고서의 8장과 9장).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모

니터링시스템이필요하다. 때문에전의사결정과정에압력

이더해진다. 적응적관리의필요성에는피드백루프에있는

복잡한데이터가기본적으로필요하다. 이는특히다양한시

스템에서 필요한 점진적인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를 테면, 그러한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Stakhiv

and Pietrowsky, 2009). 실제로이는핵심문제가재정의

되고 새로운 대응방법이 수정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마

련되기때문에제도적인교훈을얻을수있다. 

11.3.3 적응적관리접근법의요소로서의모델제작

수문, 댐, 제방, 관개수로, 수송터널의시스템은정교한모

델 제작과 리스크 및 신뢰성 분석이 이루어진 시기 전이나

수문학 가변성과 관련이 있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판단하

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전에 전세계적으

로지어졌다. 이시설들은예측할수없는다양한수요와공

급을 통해 아직도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간단히 말

하자면, 이 시설들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그러나구체적인기후요인을토대로한설계사양이변화하

는기후에서도기능할수있을것인지는확실치않다. 

모든분야에서는제도와기준을마련했고, 대중의안전에대

해 책임이 있는 엔지니어들도 분명 자신들만의 제도와 기준

을 갖고 있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성공적으로 보이거나 적

어도 대중이 받아들일 것 같은 과거의 관행 때문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도급업자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규칙 및 규제사항 때문이다. 안전 기준의 예로는 어떤 것이

홍수에 취약하고 안전한지를 잘 보여주며 널리 사용되고 있

는 100년된 범람원이다. 이는 분명 임의적이고, 피해의 실

제리스크를대개반영하고있지않다. 또다른예는네덜란

드의 제방 보호 수준이다. 이 곳 제방은 1,250년 빈도와

10,000년 연안의 폭풍까지 보호하고 있다. 상당 부분은 대

중이‘안전’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모델 제작은 고려되고 있는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정확성을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하지만현재모니터링프

로그램에서 얻은 데이터가 미래 관리자들에게 가치 있는 것

이더라도, 정확한 데이터와 미래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확

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할

때첫번째단계는결정의종류에필요한정보를정의하는것

이다. 그 필요한 정보는 측정해야 하는 특징, 수집되어야 하

는데이터의종류와적용해야하는분석의종류를결정한다.

강수량과유출수의빈도, 크기, 지속기간, 발생회수에관한

수문 기후학적인 정보가 대부분의 물 관리 결정에 기본적으

로 입력되는 것일지라도, 대부분의 물 관리 결정의 보다 근

본적인 경제, 환경, 사회경제적정보 및 목표보다 앞선 것이

다. 실제로, 물관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사용될수있는

여러 옵션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회가 사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결정 규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한하는

변화에대응하기위한물관리제도의변형 301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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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비수문학적인정보이다. 토지사용규제사항, 경제적우

선과제, 무역정책, 원가효용범주와심지어미래하천의혜

택 및 비용 등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을 선

택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수문학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결정요

인이다(Stakhiv, 2010, p.22).

측정의 횟수와 모니터링 현장의 밀도는 시공간에 따른 속성

이나 지표의 가치의 가변성에 달려있다. 모니터링 네트워크

설계에대한정의가일단내려지면, 결과를보고하고전파하

기 위한 계획과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하는 과

정을구체화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모니터링전략에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식이나 목표, 방법과 기기 장치

의 개선, 예산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고 개

선될 수 있다.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이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취해지는행동은정보요구량을

변화시킬것이다. 이러한것들이변하면서, 모니터링계획은

그에 따라 수정된다(그림 11.2)(유럽경제위원회, 2006).

이접근법은새로운정보가생기고관련질문이변화함에따

라 반복적으로 진화하는 적응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발

을 지원한다(Lindenmayer and Likens, 2009). 이는 제

도적 교훈의 내재적 특징이자 적절한 적응적 변화를 가리키

는것이다.

11.3.4 불확실성및리스크를반영하는의사결정

적응적인통합수자원관리(IWRM)는현대물관리자들을위

한합리적이고실용적인접근법이다. 현대사회생태계시스

템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

됐다는 점에서 통합수자원관리(IWRM)를 확대한 것이다

(Burns and Weaver, 2008). 자연 환경은‘기반시설’로

간주될수있다. 인공기반시설과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기

때문이다. 습지는폐수처리장과동일한방법으로여러유기

폐기물을 분해한다. 토양 습도와 지하수는 잠재적인 전략적

저장원이다. 생태계물요구량에대한연구와모니터링확대

는기반시설관점에서자연환경사용을최적화하는데도움

이된다.

저장과수요관리는적응적인통합수자원관리(IWRM) 면에

서 개선된 자원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

여를촉진하기위해서물사용의종류와유연성사이에균형

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물

관리 방법으로는 수요 관리 및 보다 효율적인 물 사용을 지

원하는제도적개혁및정책변화가있다. 예를들어적절한

기술의 사용이 있다. 수자원 관리에 대한 이 접근법을 이해

하는것은중요하다. 행동적변화및경제및여타인센티브

를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Brooks et al., 2009). 가장효

과적이기 위해서는 대중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대중

의참여확대가필요하다. 대중, 언론및정치적역할담당자

등 비기술적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하고, 이해하며,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적 방법 및 모델을 개

선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림 11.3에제시된다이어그램은 3

자 회담에 의해 구상된 것이다(Ashton et al., 2006;

Hattingh et al., 2007; Turton et al., 2007a, 2007b).

이러한 다분야 접근법에 이해관계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수문학자, 수자원 관리자, 정치 과학자가 참여하며, 최적의

기반시설설계및물사용정책마련이더욱요구되고있다.

물 공급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인간과 재산을 홍수 및

가뭄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큰 위협

이지만, 주로 이러한 상황의 악영향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

반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개도국이 특히 위협을 느끼고 있

다. 물관리시스템은현대수문학변수로알려져있는예측

된최악의상황속에서모든수요를충족하도록설계된것이

아니다. 그시스템은사회에가해지는다양한위험의리스크

와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설계됐다. 리스크와비용균형

물 관리

정보의 필요 보고 및 정보 사용

데이터 관리 및 평가정보 전략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그림 11.2 

모니터링및평가사이클

출처: UNECE(2006, 표 3,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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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회에서지속적으로조정되고있다. 때문에많은국가들

이 홍수 및 가뭄 기반시설 신뢰성을 특정 년도 단위 주기로

정해 놓았다. 물론, 도시의 인구 밀도와 생활방식이 증가하

면서, 이 기준은 예외없이 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국가의 리스크 회피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새로운

설계 기준과 계획 범주를 세우는 것은 아마도 어느 적응 전

략에서든가장중요한부분이다. 

현재적응적관리의원칙과함께진화하고있는수자원관리

는 취약성을 줄이고, 시스템 회복력과 강인함을 제고하고,

물관련서비스를신뢰할만하게제공하기위해서다양한방

법을여러가지조합을통해활용하고있다. ‘이러한방법으

로는 기술적 혁신, 엔지니어링 설계 변화, 다목적 분수령 계

획, 대중참여, 규제, 재정, 정책적인센티브가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분산돼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관리 대책의 조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

기능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핵심 이

슈를해결하는것이수요변화적응을해결하기위한전략의

핵심부분’(Stakhiv, 2010, p.23)이다. 그리고, 이것이바

로 적응적 제도의 산물이다(Falkenmark, 2007;

Nyambe et al., 2007; Priscoli, 2007).

11.4 리스크및불확실성관리를위한제도

일반적으로 현재 물 제도는 토지와 수자원 관리 통합, 시너

지 창출 노력, 투명성과 책임의식 확보, 충분한 능력과 자원

확보, 적응적 시설용량 확보 등 현재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체계에는 분수

계 서비스 마련, 거래 비용 감소, 분야간 연결, 새로운 리더

십형태개발등이있다.

제도 개선에는 시설용량 강화, 교훈 중심의 제도적 과정 마

련, 제도 부족 해결, 비형식적 제도를 물 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수반된다. 이는주된관행으로는흔하지않은방법으로

물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시설용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 

시설용량은각당국의역할과책임에대한명확한정의를포

함해야한다. 특히긴급상황이나느리게발생하는재난의경

우에더욱그렇다. 적응적시설용량의중요한특징은정기적

인 교육과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지속되는 명확한 의사결

정과정, 의사소통의정서및긴급사태대책이있다(유럽경

제위원회, 2009; 세계물개발평가프로그램, 2009).

전통적인물계획은주로유연성이없고, 물제도는보통수

자원 및 서비스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다른

제도와의연관성이약하다(Funke et al., 2007). 총체적인

도전과제는 보다 회복적인 제도 및 접근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요구되기때문에적응적지배구조체계및제도를마련

하는 방법을 확정하는 것이다(세계물협력체 2009). 최근

물관리의개발은공식및비공식분야의변화등개선된지

배구조와제도의변화와공공/민간분야의분리영역의변화

에 중점을 두고 있다(Falkenmark, 2007; Priscoli,

2007; Nyambe et al., 2007). 일부 국가가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제도 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새로운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

배구조, 재정및시설용량의부족문제를겪고있다.

변화에대응하기위한물관리제도의변형 303WWDR4

정부 과정 정부-과학 접점 과학 과정

사회 과정

지배구조정
부
사
회
접
점

과
학
사
회
접
점

그림 11.3 

세가지주요행위자인정부, 사회, 과학사이의구조화된

접점이있는 3자회담모델은적응적통합수자원관리

(IWRM)에이롭다. 

출처: Hattingh et al.(2007, 표 1, 즶 CS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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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적응적이고유연한제도마련

통합수자원관리(IWRM, 섹션 5.1)가보다적응적이어야한

다는 인식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가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를 통해 건강한 제도적

변화의기회가생겼다. 불확실성을반영하는제도없이기후

및 다른 외부 변화는 물 사용자와 물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큰피해를주어결국에는경제성장잠재력도제한할

것이다. 내적및외적특징이관리과정에영향을미치는방

법을파악하는것은적응적제도구조를강화하고효과를높

인다. 건강한 제도적 진화를 지속하는 데 주요 도전과제는

다음과같다.

통합

통합에는 토지와 물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공식 및 비공식

제도내의정책의정렬과통합이있다. 효과적인제도는비용

효과적인보존대책과효율성개선을촉진한다. 마치물수요

관리관행처럼말이다. 또한점차불확실한기후예측을수용

하기 충분할 정도로 유연하고 적응적이다. 또한 잘못 관리할

경우불안정해질수있는행동인물공급재할당을촉진함으로

써물가용성의변화를수용할만큼충분히강해야한다. 통합

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는균형이필수적이며, 자원최적화

와악영향최소화를위해서시너지를창출해야한다. 주요도

전과제는공식적인물공급체제와규제되지않는전통적이고

비공식적인제도적체계를같이사용하는방법이다.  

시너지실현

여러제도는각제도에영향을미치는대책을선택할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연합 물 관리 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

이된다. 제도간의약하거나강한연관성을파악하는것은시

너지 창출 가능성을 파악(또는 차질을 피하고)하고, 개혁 과

제를 기술하고, 제도적 우선과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Wettestad, 2008). 마찬가지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채

굴해야하는기관이실행하는정책은사회전체에도움이될

수 있으나, 국가 식량 안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획되지 않은 광산 폐쇄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경우가 있다

(van Tonder and Coetzee, 2008).

물투명성과책임의식

투명한과정과정보에대한접근은효율적이고균등한물할

당 및 물과 위생 서비스 제공,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부패는

거래 비용을 늘리는 지배구조 위기의 증상이자(Allen,

1999; Lund, 1993) 투자를 줄인다(Earle, 2007). 따라

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에 영향을 미친다

(Marin et al., 2007).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이러한 구체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당국은 이미 약하며 때로는

존재하지않는경우도있다(van Wyk et al., 2007). 물회

계는현재호주와같이물이부족한국가에서모든이해관계

자들의물사용에관한보고의투명성제고의필요성으로인

해 등장하기 시작했다(AASB, 2011; 세계물개발평가프로

그램-유엔통계처, 2011).

박스 11.3

나이지리아의수질모니터링

수질 모니터링의 목표는 수자원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입수

하는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국내및산업에사용되는물의

대부분은강과지하수에서흘러들어온다. 대부분의국민들

은 강과 얕은 우물에서 물을 얻고,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은오염을확인하고피할뿐만아니라기준을개선하는방법

이다. 이는 높은 인구 밀도와 산업으로 인해 다량의 폐수를

수역에 방출하는 도시에서 가장 실용적이다. 나이지리아의

수질 모니터링에서만 각 주에서 매년 지하수 높이를 모니터

링하며, 각 주의 물 위원회가 나이지리아의 연방환경보호청

이 마련한 기준을 사용해서 진행되고 있다. 통합된 강 수질

모니터링체계는없다. 환경이불리한입법, 기술, 운영적상

황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나이지리아의 수질 모니터링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제도적 장벽이다. 이 기관적 체계는 모

니터링의 진행을 방해한다. 주요 이슈에는 필요시 재정 부

족, 필수인력부족, 기관활동을위한중심협력기관의부재,

기반시설 유지 관리 부족, 제도적 개혁 필요성에 대한 대응

부족이있다. 그결과, 책임자들에대한처벌이아예없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진다. 게다가, 오염에 관한 정부가

부족한것이오염관리를막는심각한장애물이다. 모니터링

은단순히기술적인문제가아니다. 기관적이고제도적인문

제이다. 

출처:Ekiye and Zejia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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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개발및자원

충분한 자금지원과 인력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물 서비스

제공과 투명성 및 책임의식과 같은 기본적인 지배구조 이슈

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과 권한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로는,

림포포 강 유역(Limpopo River Basin)의 마푼구베

(Mapungubwe)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정부가 물 부족

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보호지역의 문화적 민감성을 고

려하지않고채굴권을할당하는곳이다. 치열한논쟁과정을

거친 뒤, 광산업, 정부, 야생동물 보호론자들은 모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하기로 합의

했다.1

리스크와불확실성을해결하기위한제도의적응적능력

기술과 기반시설의 발전과 재정의 가용성은 물 사용 효율성

을높이는데필수적일것이다. 한가지예로는거대한소우

트판스버그(Greater Soutpansberg, 림포포강유역의일

부)의 새로운 탄광이 있다. 이 곳의 만성적인 물 부족은 광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은 DWA에

의해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만드는것이다. 이회사는농민들의기존의물권리

매입을촉진하고, 광산분야와구매계약합의를위해서협상

을할것이다. 이는정부가물을분야별물효율성(Sectoral

water efficiency, SWE) 비율(농업)이 낮은 활동에서

SWE 비율(광산)이 높은 활동으로 전화하기위해서 적극적

인역할을하는적응적관리의예이다.

충분하고지속가능한자금조달

개도국의 여러 물 기관은 자금과 시설용량 부족으로 어려움

을겪고있다. 보다효과적인제도적실행을위해서는새로운

자금지원이필요하지만, 기존의재정상황이보다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한다. 대부분의물재정상황은제도및인간의능

력개발투자보다는기반시설개발에사용된다. 정부와민간

분야는제도적실행을개선할수있는혁신적인재정접근법

을위해서더나은인센티브를제공해서인간의삶과수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 다른 체계는 무임승차와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Nicol et. al., 2001). 수자원기관은누가어떤물을어떻

게, 언제, 얼마나사용할수있는지밝힌다. 또한, 관리책임

과 관세를 정하고 비용을 걷어 들인다. 기관이 이러한 활동

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재정적 기

여를해야한다. 무임승차는합법적인물사용자들이할당된

물의양보다더많이사용할때일어난다. 그러면할당을놓

고분쟁이일어날수있다. 법적권리, 허가, 특정자원에대

해권한이없는비합법적사용자들이수자원을사용할수있

다. 이는 지하수의 경우 통제하기 어렵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물 공급

프로젝트는종종지지를얻지못한다. 많은지역사회에서공

통의수자원과관련된운영및유지보수비용을감당하기위

해서 충분한 자금을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물 사용자

모니터링과통제를위한거래비용은너무비싸서이로운점

보다더클수있다. 특히물사용자들이넓은지역에서흩어

져사는농촌지역의경우그러하다. 공정한물할당및비용

부담이라는 지역사회의 목표가 없는 곳도 마찬가지이다. 사

회적 제제를 통해 무임 승차자들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Clark, 1997; Olson, 1965). 사회적 관습을 통해

규칙을어기고사회적배격이나멸시를당할수있는지역사

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처벌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Breier

and Visser, 2006; Ostrom, 1990).

이러한 제약요인의 일부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

는 것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인도의 스와얌 쉬크샨 프

라요그(Swayam Shikshan Prayog) 프로젝트는 1,000

개이상의여성들의저축및채권단을 만들었다. 이들은대

출을제공하기위해서자본을조달했다. 사크히사무다야코

쉬(Sakhi Samudaya Kosh)는 재난 지역에 있는 저소득

층에게 농업, 물, 위생, 보험과 관련해 여성들에게 소액금융

을제공하기위해서 2006년에설립된비영리기관2이다. 그

라민 뱅크(Grameen Bank)가 또 다른 예이다. 2006년에

공동으로노벨상을수상할정도로그효과가매우크다.3

11.4.2 제도를개선할수있는행동

물관리내에서제도적인변화는내생적요인(물부족, 성과

악화, 지속적이지않은재정)과외생적요인(거시경제위기,

정치적 개혁, 자연재해, 기술발전) 때문으로 일어난다. 이러

한 요인들은 제도적 변화의 기회 비용을 높이고, 그에 따른

거래 비용을 낮추고, 개혁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문화를 만

들어 낸다. 박스 11.4는 제도적 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요인

의 공통적으로 지원적인 부분을 모으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제안사항을제시하고있다.

변화에대응하기위한물관리제도의변형 305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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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물관리는협력적인지배구조를토대로했을때가장

효과적이다. 정부, 사회, 기술적기관의공동의노력으로이루

어지는 물 관리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Hattingh

et al., 2007; Turton et al., 2007). 이는물분야와관련이

없는분야를볼수있도록하고, 기술및정책차원에서물, 농

업, 채굴, 환경, 계획, 재정및농촌개발등의다양한분야를

통합한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문제해결과정이진행되도

록 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고 사회적 자본(Fine, 2001;

Ostrom, 1994, 2001)을모아야한다(Timmerman et al.,

2010).

제도적 개혁은 그 굳건한 토대를 이해관계자들과 이들의 리

더십에두어야한다. 만약기관이대중으로부터정당성을인

정받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은

현상을유지하거나자신들만의비공식적인규칙을만들어서

시스템의투명성을해칠확률이높다. 따라서중요한체계는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인 성과를 개

선하는 것이다. 이는 물 의사결정권자들의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다른모든방법이실패했을경우, 분쟁을효과적으로해결하

기 위해서 시스템의 토대는 독립적인 행정관이나 사법부에

있어야한다. 분쟁에대한판결을내릴수있는강제관할권

을가진사법부와같은기관이갈등을조정하지않는다면현

상 유지로부터 혜택을 입은 측은 다른(자발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사용하려들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효과적인 제도적 변화와 내재적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

는 제도적 변화의 정도는‘경로 의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경로 의존성은 과거 상황이 현재와 미래와 관련이

없더라도, 물의사결정자들이어느환경에서든처해있는현

재상황을과거결정을통해일반적으로어떻게정의내리고

있는지가장간단한형식으로설명해주고있다. 일반적으로

물기관의경로의존성때문에물의사결정자들은다음과같

은 대책의 도입을 통해 의미 있는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인

센티브를제공하는노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물제도강화: 정치적이해관계및책임의식시스템등실행

도전과제를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은 물

제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국가들이 시설용량,

정보의흐름, 자금의부족으로생겨난실행문제로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 제도의 실행과 적절한 제도 마련을 저해하는

근본적인지배구조문제는여전히해결하기어렵다. 후원자/

고객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지배구조 시스템 내에서 부패와

정치적기득권문제는계속남아있다. 의사결정관행을투명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바꾸는 것이 이러한 상

황 속에서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개선하는 것보

다더효과적일것이다.

학습중심의제도적과정창출: 경험에따르면, 제도적개혁

은 여러 단체들의 협상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호적

인학습과정이다. 완벽한해결책이나특정상황에서효과가

있는유일한해결책이란없기때문에, 최선의해결책이최선

박스 11.4

11개국의물관리제도및개혁검토

살레스(Saleth)와디나(Dinar)가 11개국(멕시코, 칠레, 브

라질, 스페인, 모로코,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호

주, 중국, 인도)에대해서실시한검토에따르면(1999), 11

개국 중에서(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개선된 제도적 변화 단

계에 있는 국가는 호주와 칠레(와 미국내 캘리포니아와 콜

로라도)이다.  

제도적변화에관한본연구의제안사항은다음과같다:

쪾물관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시도

는다른부분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통합된접근방식이

가장 좋으며, 그 방식의 핵심은 물 관리 전체의 스펙트럼

을 위해서 법, 정책, 행정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

표로하는제도적인변화여야한다. 

쪾모든곳에서일어나고있는제도적변화에따르면, 제도적

변화의 기회비용(과 순이익)은 대부분의 거래 비용보다

크다. 하지만, 제도적 변화는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

비용과거래비용은달라진다

쪾자금조달 기관은 성공과 낮은 거래비용을 위해서 핵심 인

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국가, 지역, 하위분야에 노력과

지원을집중해야한다. 

쪾개혁의 순서와 속도는 규모의 경제와 개혁 구성원들로부터

의 정치적 압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가능할 경우에는,

개혁을가속화하기위해서정치적경제도활용되어야한다. 

출처: Saleth and Dinar(1999,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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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행보다종종더중요하다(Baietti et al., 2006). 

국가적 차원에서 대화와 의견 일치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분야가참여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성공의필수적인

요소이다. 

제도적단점해결: 수질과지하수관리를담당하는분야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종종 제한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지

속 가능한 관리를 하는 것은 변화하는 인구구조, 사회 경제

적발전및기후변화와더관련이있을것이다. 

공식적인 규제를 넘어 비공식적 제도를 리스크와 불확실성

분석에 포함: 비공식적인 지역 제도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수자원을 할당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규제 시스템이 이러한

결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때문에비공

식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 계층

에물을할당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데어려움이생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물관리로간주되는분야를넘어서물과

관련이 없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물 관리를

토지 관리와 농업, 채굴, 에너지와 같은 분야와 제도적 차원

에서 연결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Ashton et al., 2006). 이 접근 방식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전통적인

접근 방식의 관성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

이 여전히 큰 과제이다. 의사결정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천에옮기는데지원과비판을견뎌낼수있는용기, 그리

고 다른 행위자들과 권력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

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앞장서서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사

람들은 종종 성공적으로 시작한 변화의 과정에 희생양이 된

다(Huitema and Meijerink, 2009).

11.5 리스크와불확실성전달

특정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위해서, 먼저관련된불확실성과리스크에대해서분

명하게이해해야한다. 리스크의가능성이높은상황(예: 걷

거나자전거를타는도중에차에부딪히는경우)보다리스크

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예: 비행기 추락이나 원자력 발전소

누수)에대해두려워한다. 명확하고간결하게표현된정확한

정보 없이 행동과 관련된 리스크나 불확실성의 크기를 잘못

판단하기쉽다. 상황에과도한리스크를잘못부여하면불필

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개인들 스스로를 해로

운 상황에 내몰리게 할 수 있다(Thaler and Johnson,

1990). 불확실한 상황은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르는부분이있다. 이에대해적절하게의사소통이이루어

지지 못하면, 과장된 우려나 두려움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불확실성과 직면하게 될 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

도록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면불확실

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그 결과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적

인결과를얻을수있다. 

11.5.1 언론의영향력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

무도쉬운일이다. 왜냐하면언론에서부정적으로자주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차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의제를 원하는 사람들은‘사실을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잘

못된방법으로전달해서우려나두려움을일으킬수있는기

회를가질수있다. 그목표가사람들로하여금긍정적인행

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방식이든 그렇지 않은 방

식이든 통제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전달함으로

써대개역효과를낳아서, 두려움과무력함의분위기를만들

수있다. 

이슈를 균형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일은 기자

변화에대응하기위한물관리제도의변형 307WWDR4

“투명한과정과정보에
대한접근은효율적이고
균등한물할당및물과

위생서비스제공, 특히
빈곤층과취약계층에
부정적으로영향을
미치는부패를방지하기
위해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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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언론인들의과제임이분명하다. 특히, 불확실성에관한

성명이 즉시 보도되어서 지속적인 대중 논의에서 다르거나

상반되게해석될수있는상황에는더욱그렇다. 

불확실성은또한이로움점을창출할수있는중요한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점을 강조하고 권한을 부

여하며 건설적인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을찾는것이중요하다.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전달할 때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할때혼란을일으킬수있는또다른분야는전문가나일반

인들사이에의견차가많은곳이다. 만약상반되는주장이나

의견이 신뢰할 만 하고 명성 있는 언론단체, 전문가, 정부기

관, 존경 받는 사람이나 언론인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전

달된다면, 일반대중이혼란스러워하는상황이빠르게발생

할것이다. 

개인이나단체는상반되는정보에대해다른반응을할것이

다. 일부는 자신의 삶의 방식/신념과 가장 부합하는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고, 다른 이들은 관심이 충분히 있는 한 보다

합리적인 의견의 근거를 더 찾기 위해서 깊이 살펴볼 것이

다. 다른이들은상반되는의견을이해하지못하거나이해하

려고하지않을수도있다. ‘들은내용을믿을수가없다’는

식으로전체논의주제에대해관심이없을수도있다. 

미래의 글로벌 변화와 도전과제와 직면하기 위해서 강하고

통일된하나의목소리를내기위한물분야의지속적인노력

이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 의사결정자, 모든 계층의 이해관

계자들로 하여금 모두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실현시키는 방

식으로 협력하고 행동하기 원한다면 이 노력이 최우선순위

이다. 중요한정보를일관되고조율된방식으로전달하는것

은매우중요하다. 

11.5.2 불확실성과리스크해독

전문가와비전문가모두불확실성과확률적인표현을지속적

으로 관리한다. 세부적으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유량, 호수의 높이, 기후상황, 물 부족, 홍수 및 오

염 정도 등 상황의 가능성에 대한 비기술적이고 확률론적인

정보관리에성공한다. 논의되고있는결정의본질이대개기

술적일 때는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측면을 전달하는 것은 특

히 어렵다. 물 관리자들이 아닌 의사결정자, 이를 테면 사용

자, 정치인, 지도자, 일반 대중은 현대 물 관리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하지만때로는표준적인기술개념을완전히이해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년 범람원이

나 5등급 허리케인 폭풍 해일에 관한 개념이 불확실성과 미

지의부분에대해설명하는것이더욱필요해지고있다. 도전

과제는대중과이해관계자, 의사결정자들이불확실성과불확

실성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최선의결정에관한논의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가

장효과적인방법을찾는것이다. 따라서불확실성과리스크

해독을위한목표중하나는확률론적정보와전문가의견을

비기술적이고이해하기쉬운언어로표현하는것이다. 

과학 연구와 의사결정자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변화

의핵심이다. 의사소통은의사결정과정의큰부분을차지하

며, 과소평가되어서는안된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인 현상과 변화는 아직도 자연스

러운 역사적 기후변동의 형태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의 수자원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변동의 크기 정도를 수용하

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관행은 설계에

불필요한 중복(안전 요인)을 포함시켜서 불확실성을 설명한

다. 홍수와 농작물 보험 요율의 결정, 범람원 지역의 정의,

제방, 저수지, 유출수, 고속도로지하배수로설계등에서일

하는 사람들이 리스크와 불확실성 및 그 경제적, 환경적, 사

회적영향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성보다 명확성을 선호한다. 이 사

람들은‘오늘 비가 올 확률이 64%’라는 말을 듣기보다‘오

늘비가올것’이라거나‘내리지않을것’이라는말을더듣

기원할것이다. 확정적인말이사실이아닐수도있다는점

을 알더라도 말이다. 만약 예보가 틀리면, 사람들과 예보자

사이의 신뢰는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반응하

는행동은부분적으로는불확실한것, 예를들면홍수위험에

대한사람들의태도에달려있다. 확실성을더원하는사람들

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홍수위험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은

위험에대해서덜우려할것이다. 그러나일어날수있는상

황에 피해의 리스크가 크다면, 그 상황과 상황의 리스크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일

반인들이알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 경고와 안심하는 말에도 적용된다. 불확실성보다는 확

실한 것을 전하려는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308   mac3 



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과도한 확신이 잘못된 것으로 드

러나면, 신뢰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훼손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확실한 점, 거의 확실한 점, 가능한 것, 가능할

수있는것, 가능하지만일어날확률이낮은것, 일어날확률

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

다. 불확실한 리스크가 전문가 의견에 따라 표현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불확실성의 여러 범위가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예방책은 더 정당화될 수 있다. 분명히

리스크가더심각할수있기때문이다.

리스크와불확실성을측정하거나정량화하려는사람들은측

정치와 정량적 대책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

다. 예를들어, 오늘비가내릴가능성이 10%라면, 그정보

는 얼마나 확실할까? 높은 차원의 불확실성은 리스크와 불

확실성에대한의사소통을어렵게만할뿐이다. 그러나리스

크와불확실성은미지의것이라하더라도존재하고있다. 따

라서리스크예측에대해서확신이설때까지리스크수준에

대해서는어떠한말도하지않기를원하는사람들은결코아

무말도할수가없을것이다.

불확실성에 대해 전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이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목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현재 고려되

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전달하고, 불확실성의 수준에 대해서

전달하는데있다. 

불확실성의수준을구체화할수있는쉬운방법은숫자를사

용하는것이다. ‘1백만중에서 1’은실제로일어날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중에서 1’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낮지만일어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10중에서 1’

은일어날가능성은낮지만, 일어날경우대부분의사람들이

놀랄것이라는점을의미한다. 일어나지않을가능성을나타

내는측정치로는’10 중에서 9’, ‘100 중에서 99’, ‘1백만

중에서 999,999’가 있다. ’50-50’을 사용하면, 그 증거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진 것인지 또는 판단의 근거를 둘

관련된증거가없다는것인지를명확히하는데도움이된다.

리스크의 영향에 대해서 결정할 때, 결정은 대부분 상황(예

를 들면, 무엇이 위험한가)에 달려 있다. 엔지니어는 설계할

때 10 중에서 1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비가 내릴 가능

성이 10 중에서 1이라면, 우산을챙기지않을것이다. 

여러수준의불확실성에대해서합리적이고명료하게전달할

수있는보다긴표현은다음과같다(Sandman, 2004):

쪾중요한 증거에 따르면 X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보다 일어

날확률이높기는하나의심의여지가크다.

쪾우리는 X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거의확신하며그가

정에 따라 행동할 것이지만,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가정을

바꾸기위해서상황을계속모니터링하고있다.

쪾우리는 X나 Y로인해충격을받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

Z가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1.5.3 타겟의사소통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예를 들어, ‘보다 효과적으로 리스크

를 해결하는 것은 이점을 창출하고, 취약성을 줄인다’), 종

종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이

디어에 동의 하기는 쉽지만 실현시키는 방법을 알기는 어렵

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글로벌 성명/목표를 더 작은 부분

으로나눠서이해하기쉽다. 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다.

‘어떻게그목표를달성할것인가?”“그목표를달성하기위

해서 취해야 하는 실제적인 조치는 무엇인가?”“누가 그 목

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사람들

이이것을어떻게할수있을까?”

청중을 타겟 그룹으로 나눠서 의사소통을 각각의 그룹에 맞

춰서 하는 것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여, 그 영향력을 강화

할수있다. 다양한형태중에서매우중요한타겟그룹이그

매개체이다. 중요한메시지가언론을통해서부정적또는긍

정적으로 나뉜다. 언론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강력한

의사소통 세력이고, 광범위한 주제에 있어서 의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언론은‘흥미로운 사실’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흥미로운 사실’이 역동적일수록, 정보가 인쇄

물로 나오거나 방송될 확률이 높다(예를 들어, 충격적인 통

계가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반면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긍정적

인 성명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동

시에 언론에 제공되는 정보의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것사이에균형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 

타겟청중을타겟메시지로동기를유발하기위해서는각그

룹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룹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각그룹이의사소통에어떻게반응하고메시지에행동

하는가는다를수있다. 정치지도자들이불확실성에직면했

을때지도자들의행동을유발하는요인은교사나소기업소

유자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과 다를 수 있다.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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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이 다양하고, 특정 메시지의 판단기준, 암호화, 편집

은 원하는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을 분석하는

데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 핵심 단어와 언어는

각각의 타겟 그룹을 향해 신중하고 올바르게 선택돼야 한다

(박스 11.5 참고).

각 그룹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화가 필요하고, 특정 그룹의 특징

을언제바르게파악할지를정하는것이중요하다(진부한식

별자는 피한다). 이는 타겟 그룹이 프로파일러가 속하지 않

은그룹일때더적절하다. 따라서, 다양한그룹은이활동을

실시해서보다광범위한사회적지식과인식을얻어야한다.

각그룹에물어볼수있는질문은다음과같다.

쪾평균교육수준은어떤가?

쪾어떤신문/잡지를(을) 구매하는가/할것인가?

쪾특정한 물품을 구입/특정한 행동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

가?

쪾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려사항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

인가?  

쪾어떤행동을취할수있는가/취할확률이높은가?

이행동을취하지못하는이유는무엇인가?

쪾자신들/타인이생각하는약점과강점은무엇인가?

일단 타겟 청중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청중의 동기와 욕구

를더잘이해하면, 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하기더쉽다. 한

타겟 청중을 위해서 준비한 전달 자료를 모든 타겟 청중이

이해하는지여부는중요하지않다. 중요한것은정보를전달

받는특정그룹이그정보를이해할수있는지이다. 타겟의

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언어는‘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더강하고분명할수있다. 더익숙

한 언어를 사용할수록, 그 특정 그룹이 이해하기 더 쉬워진

다. 예를들어, 한타겟그룹을위해서는기술적인정보와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그룹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

을수정하거나사용을삼가야한다.

불확실성과리스크에대해서전달할때, 긍정적인행동을이

끌어 내기 위한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각 타겟 그룹

이두려움이나무력감을느끼는것이아니라, 이성적으로느

끼거나 도전 받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충격 요인 비율이

반드시필요할수도있다).

결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임박한 멸망이나 재해로 표현하기 보

다는(대개 기술적인)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격차를 줄여주는

의사전달자와함께정확하고타겟이있는메시지를통해표

현할 수 있다. 언론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기회와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

도가져올수있다는사실을강조하는것이중요하다. 

지식은 권한을 부여하고, 지혜롭고 진보적인 결정을 내리는

토대이다. 또한, 한 목소리로 명확하게 정보를 타겟에게 전

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더 잘 해서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자

신들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변화에 필수적인 책임

감을부여하고, 행동을장려한다.

박스 11.5

정보전달의성별민감성: 

방글라데시조기경보시스템의사례

남성과여성은문화와노동의성분업으로인해정보에다른

방식으로접근, 처리, 해석, 반응한다. 과거에일어났던세계

재난에관한통계는성중립적인조기경보시스템의영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1년 방글라데시 사이클론으로 인

한 사망자 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5배 많았다. 그 이유는 남

성이공공장소에서조기경보정보를남성에게전달했고, 여

성에게는 직접적으로 거의 전달하지 못했다. ‘성 중립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은여성에게정보를충분히전달하는데비

효과적이다. 따라서대비를충분히하지못해서결국에는인

명피해로이어질수있다. 성별상민감한접근방식은모니터

링과 경고 서비스, 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의 정보 전

달, 대응 능력을 통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여성

은 경고에 대해 시의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첫 번째 반응

자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 

출처: 유엔재난경감전략기구, 유엔개발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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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316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물과위생에대한투자는아직이런서비스가없는많은가정에게중요한관심사이다. 물은현대경제의모든부분을뒷받
침하며, 물의생산적인사용은빈곤감축에도핵심적이다. 물개발은녹색경제의핵심적부분이다. 사회의기후변화적응
에중심적이며세계적인식량안보라는미래의우려를해결하는데도필수적이다. 

자금조달의증가는“하드”기반시설에서똑같이중요한관리와데이터수집및분석, 배포, 규제및다른물지배구조이슈
등“소프트”항목에이르기까지물개발의모든측면에서필요하다. 이장에서제시된자금조달접근법은실용적이며절충
적이다. 이접근법은내부적효율성과다른수단들을통해자금의격차를최소화하고사용자와정부예산, 공적개발원조
(ODA)를 통해 재원 마련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흐름을 채권과 대출, 주식 등 상환 금융을 차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노력
을검토한다. 

현재의국제금융환경은어렵다. 따라서, 가용한모든리스크분담제도들을이용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국제금융제도
(IFIs)가핵심적인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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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지속가능개발을위한투자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발전

에 대한 고정관념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는 기

후변화, 원자재가격의 변동,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글로벌

재정위기에대응하기위한공적투자의역할증대및국제자

금흐름의 변동에 따른 익스포져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열망

등이포함된다.

기반시설확장이현재환경에미치는영향은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존의 투자 비용보다 저렴하게 환경에 대

한부정적외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시스템설계, 운

영 및 보수유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Fay and Toman, 2010). 공공정책은민간분야에서투자

및 소비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환경지속성의 사회 혜택

및 다양한 형태의 환경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연구 개발 증대와 청정기술의

국제적이전의필요성이세계적으로대두되고있다.

그린 경제 아젠다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는 것이며 지속가

능한개발의진전을강화및촉진시키는방법을모색하는것

이다1. 공공정책, 개별및집단적비즈니스이니셔티브, 민간

소비자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 아젠다는 물 기반시설에 지

대한 영향을 준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낭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이 증가한다. 목적은 투자와 소비 패턴을

자연자원의고갈을완화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다. 

그린경제분야에는농업, 건축, 도시, 에너지, 수산, 산림, 제

조, 관광, 수송, 물관리, 물 등 11개 분야가 있다2. 물 개발

아젠다는 오염 관리, 폐수 채집, 처리, 재사용, 지속적인 물

사용, 물 사용의 효율성, 물과 폐수 처리의 에너지 효율성,

배분 및 재사용, 에너지 회수, 배출완화(폐수 및 관개수 처

리시 메탄 포집), 관개, 수력 및 습지를 포함한 자연수 생태

계관리등의분야에서그린경제아젠다와중첩된다. 

대부분의 이러한 프로젝트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비용조달을 용이하게 한

다. 따라서 물 개발은 그린경제에서 발생한 경제 및 재정 시

너지를얻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프로젝트가수자원에미

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완화 노력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린니스(Greenness)’로입증된다른조치들도물관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 기술의 촉진은 좋은 예

이다(수자원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개발된 바이오 연료의 영

향, Saulino, 2011 참조). 비록 물이 11개의 그린경제 분

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물을 한 분야로 구획화하는 것은

너무나제한적이다.

물리적, 자연적자산에대한투자는성장의원동력이자빈곤

감축의 열쇠일 수 있다(Garrido-Lecca, 2010; 유엔환경

계획, 2010).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국가에서 물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지만(Winpenny et al., 2009), 이에

대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역행적 재정조

치를 통해 보정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원자재의 효율적 이용, 청정기술, 폐기물 감

소, 생태계의 지속가능한이용 및 회복,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린투자로 2008년부터 총 2조의 달러 경기부양책 중 약

20% 정도가 투입되었다. 물은 그 중요성이 완전히 인식되

지않고있지만, 이러한프로그램의수혜대상중하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따르면‘향후수년또는수

십년동안경제발전이재생에너지원으로의변화, 기후친화

기술, 저탄소장비및제품, 지속가능한소비방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범위는 매우 크다(유엔무역개발회의,

2009, p.168). 이러한새로운시장에진입함으로써기후변

화완화정책은빠른성장과고용창출을할수있는경제개

발을촉진시킬수있다(유엔환경계획, 2008). 선진국은‘환

경 제품’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일부 개도국은 자국의 천

연자원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가고 있

다.

12.1.1 새천년개발계획과지속가능한개발

환경목표는개발과효율성이없으면달성될수없다. 적절한

식량, 영양분, 물과 위생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파

괴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생존에 위험을

가할지라도당장의생존을위해환경파괴를할수밖에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적절한 환경관리가 없다면 달성 및

유지될수없다. 빈곤감축프로그램에대한투자는환경정책

에매우중요한반면건강한환경유지에대한투자는성공적

인빈곤감축에매우중요하다. 그러나대다수의개도국은여

전히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달성할 만큼 충분한 투자

를하고있지못한상태다.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물에대한투자와자금조달 317WWDR4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317   mac3 



CHAPTER 12 318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유엔 새천년 프로젝트(UN Millennium Project)와 유엔

새천년 생태계평가(UN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2005; 섹션 2.5 참조)에서는 경제발

전과 빈곤감축과일반적인웰빙을위한 환경관리 사이의 상

호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빈곤, 가뭄에 대한 취약성, 흉

작, 안전한 식수 부족 및 기타 환경관련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매년수백만명이목숨을잃는다. 10억이상의인

구가 안전한 식수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걸려 생산성이 감

소 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절박한 상황은 경제,

환경 및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준다(박스 12.1). 레티니

(Lentini;2010)는전형적인개도국의경우물서비스의다

양한 혜택에 대한 평가, 특히 빈곤층을 대상으로한 평가의

개요를제출하였다.

빈곤 퇴치, 기아 종식, 보편적인 초등교육 실현, 보건 개선,

건강한환경복원을위한유엔새천년개발목표(UN MDGs)

와 함께 생태계평가(MA)는 인간의 웰빙에 대한 생태계변

화의 영향을 연구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인간사

회에 공헌을 증진하는 방법을 분석한다. 환경파괴는 지속가

능한개발및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큰걸림돌이

다. 생태계평가(MA)가 24개의 생태계 서비스 즉 인간이

생태계로부터얻는 혜택을조사하여내린 결론에따르면 지

난 50년 동안 4개 부분의 생산성만이 증대하였다고 한다.

반면 수산, 물 정화, 자연 위험 관리 및 지역 기후 통제 등

15개 부분은 생산성이 하락하였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11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70%는 생태계 서비

스에 직접적으로 의지하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Sachs

and Reid, p. 1002).

환경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통해 빈곤, 기아, 질병 완화

라는국가적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수질오

염을 감소시키려는 농업관행 개선에 대한 투자로 해안지역

수산업을활성화할수있다.

습지보호를 통해 농촌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동

시 홍수관리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Sachs

and Reid, p. 1002).

박스 12.1

개선된식수및위생에대한접근의경제학

안전한물과기본적위생설비에대한접근을개선하면엄청난경제적혜택을가져올수있다. 세계은행이 5개의동아시아국가를대

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이들국가의국내총생산(GDP) 합산액중약 2%가취약한위생으로손실되었으며최악의경우인캄보디아

는 7%가 손실되었다(세계은행, 2008). 보건 개선에 따르는 경제적 혜택으로는 보건시스템 비용감소, 병가 및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일수의감소, 편리성및시간절약을들수있다(Hutton et al., 2007). 위생및수인성질환의예방으로의료보건시스템비용을연

간 70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사망자 감소에 따른 가치를 미래이익 할인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36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Hutton et al., 2007). 세계보건기구(WHO)에따르면 2015년까지개선된식수및위생에접근하지못하는인구를절반으로줄이

게되면이에따르는경제적혜택은투자대비 8:1의압도적인효과를가져올것이다(Prüss-Üst ̈un and Corvalán, 2006). 위생및

식수에대한접근을높이면개별국가의경제및보건발전에분명한발전을가져오는사실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들은위생과식수

를위한새천년개발목표(MDG)를달성하기위해충분한재원을할당하지않고있는듯하다. 교육및보건을포함한타분야와비교

했을 때 위생과 식수는 공적 개발원조(ODA)와 국내 할당에서 모두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에 속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유엔워터,

2010, p. 2).

사실상, 모든물관련측면에대한지원은 1997년에서 2008년사이에 8%에서 5%로감소했다(세계보건기구/유엔워터, 2010). 또한

국내및해외원조도가장필요로하는곳(최빈층과소외계층)을충분히대상으로다루고있지도못한다. 물과위생에대한외부지원과

자금조달의절반정도는저소득국가에제공되고원조의적은비율만이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기본서

비스제공에할당된다(세계보건기구/유엔워터, 2010). 이해당사자들은위생과물에대한투자를증대하기위해꾸준히경제개발을추

진해야한다. 또한다른분야와비교하여위생및식수를위한적절한수준의재원에대한연구도지속적으로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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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일관되고 대담한 빈곤감소 전략은 인구증가를

둔화시키고 빈곤국가가 장기적인 환경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환경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이러한 맥락에

서 정기적으로 환경/생태계 평가를 실행하면 도움이 된다3.

‘저명한생태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의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과학적 지식이 의사결정과 대중에게 제공됨으로써 과

학적 지식의 상태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연구를 동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특정 이해당사자가 발표한 잘못된 지

식에반론을제기할수있다(Sachs and Reid, p. 1002).

12.2 지배구조, 제도개혁및관리에대한자금조달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자원

관리와 물 공급 서비스 등의 모든 측면에 충분한 자금이 공

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기반시설 구축과 유지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환경보호, 오염완화 조치 및 정책개발,

연구, 모니터링, 행정, 법집행, 공공정보제공, 부패관리, 이

해충돌, 공공분야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같은 가시적이지 않

는부분들도포함된다(17장참조).

적절한 자금이 물 지배구조에 조달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

이고위험을관리하는데필수요소다. 정책입안가와매니저

에게 관찰, 분석, 모델링, 시나리오 제시를 하게 되면 정책

입안가들에게는적절한정보를제공하여불확실성을감소할

수 있다. 환경관리, 지하수 모니터링, 취수 라이센싱, 오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면수자원의과잉개발, 심각한지표수오염및되돌릴수없

을정도로심각한대수층오염의위험을줄일수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 기능의 일부는 취수와 오염 부담금을 부과함

으로써자체적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다. 

규제도마찬가지이다. 운영기능을담당하는민간및정부기

관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에게 관련정보를 완전하고 시의 적

절하게 제공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공급자는 객관적이며 투명한 규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

들의 행동에 대해 대중의 감독을 받고 합법성을 제시하며,

단기적인정치이득을얻기위한자의적행동을조심해야한

다. 다수의규제기관은상하수도비용에부과된세금을통해

자금 조달을 한다(예: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25장

참조).

세계물개발보고서 3판(WWAP, 2009)은 물 계획에서 자

주 발견되는‘사일로식 사고방식’을 넘어서 다른 경제분야

에서 취한 결정이 물에 어떤 영향을 주며 물관련 결정의 포

괄적인함의를고려할필요성이있음을강조했다. 이것이바

로 통합 수자원관리(IWRM)의 핵심 목표이다. 다른 개발기

관 중에서도 세계은행은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물에

영향을미치는제도의분절성을극복할수있는방법으로통

합수자원관리(IWRM)의 역량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접근방법의일환으로세계은행은물이여러분

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다양한 물

관련프로젝트를다른분야에통합하는일을추진하고있다.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물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는 지금까

지 개별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관리, 서비스, 수질 및 생태계 관련

프로젝트가포함된다(세계은행, 2010b).

다양한 물 지배구조 문제들이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으며

잠재위험과충돌을내포하고있다. 초국가적인물제도를위

한 시설용량 구축과 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조달

이필요하다. 이러한자금은보통다자또는양자기관, 지역

정부및기타자금원으로부터제공받는다.

12.3 정보를위한자금조달

6장에서는 국가 관찰시스템의 방치 및 퇴보로 중요한 수문

학적 데이터 손실을 유발해 왔다. 국가의 수자원과 물 관련

정보기반을업그레이드하기위한기술투자를통해큰수익

을가져올수있다. 그결과세계은행과기타기관이이러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세계은행, 2010b).

이와 같은 정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지역적, 국

제적 공공선을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심각한 수준의 자금

지원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Winpenny, 2009, p.

8). 주된이유로세가지를들수있다.

지역 프로그램과 제도는 대개 두 개 이상의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역 정부들간의 협력을 하며 긴급 국가현안과

비교해초국가적이슈를최우선순위상낮게책정하고있

다. 이웃국가가다른국가와전쟁중일때이러한문제는

더욱심각하다4.

다른 파트너 국가들에게 혜택을 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비용 공유가 문제가 되며 현실적인 예산과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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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근거를마련하는데방해가된다 5.

이런 이유로 공적개발원조(ODA) 원조국, 수원국 모두

지역 공공선을 국가프로그램에 비해 관심을 덜 갖는다.

원조국 또한 지역 및 공공선 보다는 국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왜냐하면 국제 문제에 대한 행동을 취할

때더큰혜택을자국이가질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

다. 한 추측자료에 따르면 투자대비 수익이 클수 있지만

공적개발원조(ODA)의 3~4%만이지역공공선에사용

되고있다고한다.

특히이런문제는아프리카에서심각하다. 이지역에존재하

는국경을공유하는 60개의강과하천유역은아프리카대륙

의 60%를차지한다. 특히모든아프리카강은몇개의국가

와국경을접하고있다. 나일강은 10개, 니제르강은 9개, 세

네갈강은 4개, 잠베지강은 8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프리카물안보를확보하기위해서는지역내공유되는물

기반시설을구축하고조율된관리를하는것이필요하다.

그와 같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후 및 수문학적

자료의강화된정보기반이요구된다. 

강 시스템과 지하수 매장량과 같은 수문학적 정보 개선은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기후 변동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많은 국가들은 기후 변동성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

다. 케냐가 1997년과 1998년 사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홍수와 1998년~2000년에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가뭄으

로 입은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16%에 달

했다. 모잠비크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물 쇼크로 인

해 연간 1%만큼 감소했다. 잠비아의 경우 수문학적 변동성

은 농업성장률보다도 낮으며 연간 1%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자니아도 이와 유사한 예로서 2006년 가뭄이

농업에 미친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손실을

가져왔다(McKinsey, 2010). 이러한 수문학적 변동성은

피해를줄이면거시경제에큰혜택을가져다줄것이다(아프

리카기반시설국가진단, 2010). 개선된날씨및홍수예측

은 홍수 위험관리, 특히 홍수 피해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날씨 예측과 기상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비용-편익이 높을

수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 관리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개선된 수

문학적, 기상학적정보이다. 기본적인데이터는정부와국제

기구가 운영하는 시스템(위성 관측도 포함됨)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구들은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는 데 실패한다. 민간기업 또한 데이터를 경제적

목적으로 생성, 해석 및 적용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인포테라(Infoterra) 라는 민간회사는 농지

분석을위한위성데이터를제공하여미래에일어나게될기

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한다. 독일의 경우, 민간 위성 운영사

인래피드아이(RapidEye)는가뭄과기근의위험에처해있

는 국가들에게 작물보험을 마케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데이터를팔고있다. 이처럼석유채굴과개발에적극적인회

사들은 지하수 대수층 답사와 개발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Winpenny, 2010).

12.4 기후변화와수자원부족심화에대한대응을
위한자금조달

조사결과에따르면개도국의산업및도시원수공급분야에

서 기후변화 적응에 연간 사용하는 비용은 약 99억-109억

달러(net), 185억~193억 달러(gross)에 달한다고 한다.

강가 범람을 막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35억 달러~59억

달러(net) 또는 52억 달러-70억 달러(gross)에 달할 것으

로추측한다6(박스 12.2).

기후변화는주로기온및수문학적조건의큰변동에서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다양한 경우에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정부간패널(IPCC)이주장한것처럼, 기후변화적응을

촉진하기위해‘현재발생하고있는이상기후를해결하기위

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Adger et al., 2007, p.

719).

기후 측면의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변화의 범위가 더욱

불확실해 지고,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고 한계점과 되돌릴 수

없는지점에도달하는등여러가지상황들로상황이더욱악

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장 참조). 결정을 분석하고 기준을

정하는데있어불확실성은큰영향을준다(박스 12.3).

기후변화와 기타 변화요인의 영향에 관한 지속적인 불확실

성이라는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공통요소는 후회 없는 기

준을만들고어떤변화가발생하는지상관없이사회,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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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가져오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요관리 조치,

물배분의효율성증진, 폐수재활용, 홍수, 가뭄및기타이

상기후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보험제도를 통한 위험분산

등이예이다. 

후회 없는 프로젝트는 위험이나 불확실성 외에도 자금조달

측면에서정당성이입증될지라도, 현재는발생하고있지않

지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부족, 자본및대출부족, 사회적혜택과후원자에대한

재정인센티브간의부조화등을들수있다. 예를들어, 이러

한 요인들은 가정과 산업용 사용자들이 빠른 회수를 약속하

는이론상의응용기술및기법을선택하기를꺼리는경우물

수요관리 프로그램에서 발견된다. 아마도 후회 없는 프로젝

트는 이론상으로는 관심을 끌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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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2.2

수자원을위한기후변화적응비용

세계은행이 2010년에서 2050년까지의기간동안개도국의수자원분야가기후변화에적응하는데따르는영향을사회경제베이스

라인과 두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평가하였다(24장 참조). 호주 연방과학원(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과 미국에 소재한 국립대기과학연구소(National Centre for Atmospheric Research)가

이러한시나리오를제시했다.

적응비용은댐과방조제건설과같은하드옵션과조기경보시스템, 지역사회의대비프로그램, 분수령관리및도시/농촌구역정하

기와같은소프트옵션의측면에서정의되었다. 

아래표는강유역의홍수예방, 산업과도시의원수공급을포함하여연평균수자원적응비용을환산했다. 이수치를보면기후시

나리오에대응하기위한기후적응비용이개도국전체로보면 130억에서 170억달러까지로상승했음을알수있다. 이금액은이

들국가들의국내총생산(GDP)의 3%에해당하는것으로그중에서도아프리카가가장큰피해를입었다.

평균수자원적응비용(2010년~2050년) US$ billions(%/GDP)

* 베이스라인년도는 2005년이다. ‘개발베이스라인은각분야마다심혈을기울여설정되었으며특히기후변화가없는상태에서성장경로를만들어 2010년

에서 2050년까지일관성있는국내총생산(GDP)과인구예측을이용해분야별성과를결정지게된다.’(세계은행 2010a, p. 2)

** 0.00 이라는숫자는소수점세째자리에서반올림한것이므로 0을의미하지않음

참조: 할인율= 0%; 음의수는순혜택을의미함

출처: 세계은행(2010d; 2011). 그림에사용한데이터도세계은행의자료를이용(2010e, table 5.4, p. 41).

동아시아와태평양 29.4(0.06) 2.1(0.00) 1.0(0.00)

유럽과중앙아시아 15.8(0.03) 0.3(0.00) 2.3(0.00)

중남미와카리브해지역 13.4(0.03) 3.2(0.01) 5.5(0.01)

중동과북미 11.9(0.02) 0.1(0.00) -0.3(0.00)

남아시아 34.9(0.07) 4.0(0.01) -1.4(0.00)

사하라사막남부아프리카지역 9.8(0.02) 7.2(0.01) 6.2(0.01)

개도국합계 115.1(0.22) 16.9(0.03) 13.3(0.03)

비개도국합계 56.2(0.11) 7.4(0.01) 13.3(0.01)

지역

베이스라인* 순비용**

CSIRO** N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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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혜택

을주어현실화속도를촉진시킬수있을것이다.

이와는대조적으로예측되는기후변화에만근거한프로젝트

는 기후변화의 예측과 수문학적인 모델이 정확하다고 입증

되었을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다. 그와같은프로젝트들은

새로운 저장소와 공급 기반시설 건설, 기존 구조물 증개축,

운영프로토콜변경, 새로운수원지개발및물수송등이포

함된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예측이 입증된 프로젝트와 정책

은불확실한미래에대비해계획, 실행되어야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주요 기준은 복원력, 견고성, 유연성, 지

능성이 포함된다.(지능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서비스나 관

리를제공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일부프로젝트들은환

경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벗어난 영역에 혜택을 가져

올수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에서‘적응

조치를 기후변화 대응만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Adger et al., 2007, p. 719)고하였다.

기후변화와 기타 변화요인(1, 9장 참조)에 의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용량을 확보하는 것

은 물 기반시설에 있어 광범위한 도전이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것은정부, 공공기관, 국제연구기관을시험대에오르

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민간, 비정부기관이추가

적인 재원, 다양한 기존 및 신규 접근법과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이 실행하는 적

응과완화프로젝트는이러한특정한목적을위해신설된적

응펀드를포함한다양한개발펀드를기반으로할수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특화된 기후변화 펀드는 20개 이

다7. 산림또는에너지를특화한펀드외에도물을특화한적

응 펀드가 있다. 특히 연관성은 세계은행과 기타 국제금융기

구(IFIs)가 후원하는 기후 회복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PPCR)이제공하는펀드이다.

박스 12.3

의사결정에있어기후변화불확실성의영향

변동성과 근본적인불확실성의심화는 보통수명이 긴물 기반시설에 관한결정을 내리는데 중대한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다양한

수준과종류의영향을가져온다. 물기반시설에대한기후리스크는분야및프로젝트단계마다평가되어야한다. 

비용-편익 분석으로 위험을 다루는 전통적인 방식은 완전히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민감성 분석, 교환 가치 및 비용-편

익분석이포함된다. 

관련기관의리스크선호를고려하여결정규칙이이용되어야한다(최소최대, 최대최소, 최소후회)(Ben Tal et al., 2009).

불확실성과리스크에따른의사결정을내릴때도움이되려면가능성있는다양한미래시나리오를구축하여야한다. 그러나반드시

현재트렌드에서추정해서예측할필요는없다. 다양한시나리오를기반으로잘구축된프로젝트는견고하다(세계은행, 2010a).

프로젝트설계는더큰기후가변성을허용하고여태껏예상할수없었던현상들에대한처리에강력할필요가있다. 강력함을구축

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은(예컨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더 큰 저장용량 또는 미래의 더 큰 가동성을 위한 현재의 경제 규모 제

한) 기후변화시나리오하에서피해를피하기위한보험금으로간주될수있다. 

출처: Winpenny(2010, pp. 1-2).

참조: 민감성분석은특정변수에서변화로인한프로젝트의수익율을측정한다. 가치의교환은이익률을 0으로줄이는특정변수의변화이다. 위험-편익분석

은행동의위험(비용)과행동의혜택(손실예방)을비교한다.

Minimax = 예상되는최대손실을최소화; maximin = 예상되는최소결과를최대화; minimum regret = 최악의예상상황과기타상황과의차를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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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회복시범프로그램(PPCR)이 실행하고 있는 시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국가주도로 실행되며 국가적응

행동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s of

Action, NAPA), 기타 관련 국가 연구 및 전략을 기반

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략적으로 다른 원조국이

지원하는 활동과 함께 조율하여 규모가 큰 적응 조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한다(기후투자기금,

2011).

특히 기후 회복시범프로그램(PPCR)을 통한 기술원조 자금

지원을 통해 개도국이‘기후 복원력을 국가개발계획’에 반

영할수있도록도움을준다(기후투자기금, 2011).

기후변화 펀드가 수혜자들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있을수있다(Porter et al., 2008). 그와같은펀드

는시험프로젝트를위해유용한자금원이될수있지만(예:

기후 회복시범프로그램),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공투자 프로

그램 중 최소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주류화’할

수있는좋은예가될수있으며개별국가의자체절차와기

준이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적응과 완화 노력은 개발펀드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 하위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농민, 가계에서

도 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상업 재정원은 매우 중요하다.

소액금융은특히소규모농민에게관개효율개선을위해자

금을 조달해 주는데 적절하다. 특정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목표 달성율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유사지분으

로 자금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성과 누수감소를 위한 성과

연동계약을예로들수있다.

12.5 자금조달의다각화와수요관리

기술이용(담수, 개간)을 늘리고 이용자(농민, 가계, 기업)의

자체공급을증진함으로써수원의다각화를달성하면동일한

수문학 시스템에 의존하는 소수 수원들과 비교할 때 위험을

줄이고 분산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쉽게

자금조달을할수있다. 담수플랜트와개간관련프로젝트는

폐수처리 시설(WWTPs)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분과 상업금융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분야 또는 독립

상업벤처에게 적합하며, 보통 사업 양허계약 형태로 진행된

다. 멕시코의 아또또닐꼬 폐수처리 시설(Atotonilco

WWTP)은 처리된 도시폐수를 관개에 재사용한다. 최근 계

약 조건하에 BOT 개발(Build-operate-transfer: 시설을

건설, 소유하여운영하고계약기간종료시시설소유권을주

무관청에 양도하는 개발형태)형태로 입찰을 모집하고 있으

며 비용의 49%는 국가기반시설펀드 (National

Infrastructure Fund)가 제공하고 나머지는 민간 특허권

소유자가 충당한다. 마타후알라(Matahuala)와 엘 모로(El

Morro) 폐수처리시설도유사한목적과자금조달구조를가

지고있다. DBOT(Design-build-operate-transfer: 시설

을 설계, 건설, 소유하여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시설 소

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개발형태)와 BOT형태를 각각

가지고있다(GWI, 2009, pp. 51-2).

미래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측면의 행동도 요구

된다. 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재의 경로와 정책으

로는 2030년까지도시, 농업및산업성장률과국가의물능

력이양립할수없다.

현 상황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

국은 2030년 예상 수요와 현재 공급 수준과의 격차는 수요

의 17% 상당이될것이다. 또한기후변화로격차는더욱커

질것이다. 제한된물공급에대한경쟁은대도시에물공급

을담당하는강유역에서더욱심화될것이다(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아, 더반, 케이프타운). 가계 수요는 소득증가와 서

비스범위개선으로증가할것이다. 현재계획중인“발시스

템”(Vaal system) 시나리오(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아, 더

반, 케이프타운)의 가정에 따르면 수요관리가 수요증가를

15%만큼 감소시킬 것이다. 비록 농업의 물 분배를 감소하

여물효율성을증대할필요성이있을지라도농업이주요성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물에대한투자와자금조달 323WWDR4

“소액금융은특히소규모
농민에게관개효율의
개선을위해자금을
조달해주는데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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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동력 분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반면 산업, 발전, 광산

및 농업은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자 물 집약 분

야이다.

2030년 물 수급예측치의 차이를 줄여 아프리카 성장 잠재

력을달성하려면다양한조치가있어야한다. 공급측면이전

제도, 신규 댐 건설, 현재 구조의 부분 수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기존관개제도의전면수정, 광업및산업기업의물사

용 개선, 공급 측면과 수요관리의균형 등이 포함된다. 요약

하면, 공급 측면과 수요관리 방법의 균형은 필요하다. 수요

관리를위한비용은정부보조금과세금혜택을통해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소비자(가계, 농민, 산

업)가부담하게된다(McKinsey, 2010).

12.6 물기반시설과서비스를위한자금조달

개발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목적에 부합’하는 물 기

반시설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통해서 본 보고서가 찾아낸 증가하고 있는 도전

과리스크를해결할수있다. 

세계은행 조사(2010c)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새천

년개발목표(MDG) 달성의진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왔

다. 금융위기는또한기존의투자필요성을잠재적으로확대

하게될것이다. 관련위기를상세히설명하기위해이보고

서는세가지거시경제시나리오를이용하고있다. 이보고서

는 물 개발지표에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부족이 도래할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2015년 예측치에 따르면 1억 명이 추가

적으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추가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

융전략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아프리카 국가 진단 기반시설(AICD, 2010)에서는 사하라

이남지역의 기반시설 투자의 필요를 결정한다. 이러한 툴은

정책입안가들이 모든 기반시설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움을주며진전상황을모니터링할때기준선을제공해준

다. 아프리카 기반시설 국가진단(AICD)의 추정치에 따르면

물과 위생에 관련된 새천년 개발목표(MDGs)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연간 220억 달러(아프리카 GDP의 3.3%)

가 필요하다. 최소 수용할 만한 자산 기준으로 계산된 추정

치에는연간자산지출은 150억달러, 운영비로는약 7백만

달러가포함된다. 이러한수치에는수력발전또는관개시설

에대한투자비용은포함되지않았다. 중남미카리브해지역

에 대한 유사한 추정치는 미주개발은행(IDB) 보고서

(2010)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식수, 위생과 새천년개

발계획’에나와있다.

필요한 자금을 올리기 위해선 실용적이며 선택적인 접근법

이 요구된다. 1단계는 효율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과 기술 솔루션에 적응하여 금

융요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아프리카 기반시설 국가진단,

2010). 2단계는 관세 수익을 증대하고 적절한 정부예산편

성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용회수율

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물 이용자의 지불 의지

는 정치인의 비용부과 의지를 훨씬 능가한다. 3단계는 이러

한재원을이용하여변재능력이있는펀드원천을유치하여

가용수단을이용하여감축및완화를하고수자원자금조달

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다(Winpenny, 2003; OECD,

2010a).

물을 위한 상업금융을 증진하는 것은 2007년 이후 세계금

융상황때문에어려워졌다. 

어려운 세계금융상황 때문에 물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

한민간분야의관심이줄어들었을뿐만아니라기존민관

파트너십 사업의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했다. 2009년 초

국제금융공사(IFC)의 보도에 따르면 PSP의 2천억 달러

공급이지연되었거나물공급과위생에소요될 15-20%

의 자금이‘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은

위험자본(지분)과 이러한 영업허가 사업에 대한 대출 자

본에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감소하고 국제

은행들의 문제가 지역은행에게 여파를 미쳤기 때문이다.

다수의 혁신적인 사업은 기술 원조와 원조국과의 위험공

유로위험에처하게되었다(Winpenny et al., 2009, p.

18).

세계은행과 민관 기반시설 자문기구(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가관리하는민간분야의

기반시설 투자(PPI)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9년 금융

또는 계약이 종결되는 물 프로젝트의 수는 2008년 대비

46% 감소했으며 연간 투자 약속은 같은 기간 31% 감소했

다. 2009년 35개의 민간참여 물 프로젝트가 8개의 중,저

소득국가에서 실행되었으며 투자규모는 20억 달러에 달했

다. 그러나 3개 국가(알제리아, 중국, 요르단)에서 주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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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실행되었다(24장참조).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금융조달의 길이 막힌 다수의

프로젝트는자금조달원을자국공공은행및기관으로전

환함으로써 살아남았다. 심지어 금융위기로 물과 기타

분야의 PSP계약이 줄어들었을 때조차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가능성이 높고 더욱 더‘보수적인’프로젝트에

자금조달을 하는 구조를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분

을늘리고부채를줄이고위험을완화하는것을들수있

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규 국제 물 양허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시장과 프로젝트 형태를 선

택할 때 더욱 선택성을 높일 것이다(Winpenny et al.,

2009, p. 18)

그러나 최근 이러한 다국적 기업외에도 시장에 새로 진입하

는중남미, 중동, 동남및동아시아기업의수가늘어나고있

다(Winpenny, 2006)

개도국의 도시 물 서비스에 대한 민관파트너십(PPPs)은 혼

재된기록을보이고있다. 칠레를포함한일부국가에서는상

대적으로성공적인결과를보이고있는반면다른국가들(아

르헨티나, 볼리비아)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Jouravlev,

2004; Ducci, 2007; Lentini, 2011) 신규대출을직접제

공하기보다는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Marin, 2009). 많은도시의물수송과배분시스템이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

한 움직임은 합리적이라고 본다(아프리카 기반시설 국가진

단, 2010; Kingdom et al., 2006). 비용관리와 현금흐름

을개선하면간접적으로자체자금조달능력을높일수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비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물은 일반

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다. 그

러므로물제공에따르는비용이막대한부분을차지하고이

때 전기가격은 부경제학적(Subeconomic) 요금이 적용된

다. 물부족으로물이한계자원이되어원천확보나관리를위

한에너지요구가증가할것이다(GWI, 2009).

또다른잠재자금원은물비용중물요금징수율을개선할것

이다. 아프리카에서물요금징수비용은연간 5억달러이다.

물채집률을개선하면분명히요금인상없이도물세수를늘일

수있다. 비록아프리카에서물서비스를개선하여보통물요

금징수율을 80%이상으로올릴수있다할지라도(Mehta et

al., 2009), 공공부처및기관의비용면제가계속유지된다면

물 당국이 기대하는 물 자급에는 큰 구멍이 뚫리게 될 것이

다.

2007년 이후 전개된 국제 금융상황으로 국가적/국제적 공

공기관들은 물 기반시설을 위한 자금조달이 중요하다는 입

장을더강화하게되었다. 다수의국가가재정적으로어려움

을겪고있는반면다른국가들은원자재가격상승으로혜택

을 보아 물을 포함한 기반시설 투자에 재원을 투입했다

(Winpenny et al., 2009). 비록 총 공적개발원조(ODA)

중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감소해 왔

지만, ODA 전체 규모는 증가하기 시작했다(박스 12.4).

2007년-2008년 사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연간 양자

간 원조 약속은 53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다국적 기관의 양

허 원조까지 합하면 물과 위생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는 같은 기간 총 72억 달러였으며(OECD-DAC, 2010),

2006년에는 56억 달러였다(세계은행, 2010b). 아시아와

중동의 국부펀드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자연자원과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추가적이며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자

금원이 되고 있다(아프리카 인프라 컨소시엄, 2007). 상기

언급한 공공 보조금의 원천과 상업 금융은 특히 아프리카에

서는 대규모 물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금공급원을

유지할가능성이높다.

물로 인해 발생하는 거의 모든 수익은 지역화폐로 환산하면

증가한다(물과 전력의 초국가적 판매, 생산물 수출로 인한

간접적인혜택은제외됨).

이는 좋은 금융 조건을 제공할지라도 외부에서 제공되는 대

출과 지분에 환율 위험을 가져다 준다(예: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대출과지분). 평가절하는외국화폐로채무를상환

해야 하는 일부 유명한 국제적 물 투자 약속8에 큰 피해를

안겨줬으며 현재 민간 및 공공 분야의 모든 물 프로젝트에

심각한 잠재 위험이 되고 있다. 평가절하 위험을 피하는 것

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해결

책이 국내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칠레나 브라질 사례처럼 지

역의 금융과 자본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 있다(Jouravlev,

2004; Lentini, 2011). 많은 원조국과 IFIs는 종종 위험공

유 상품(섹션 12.7 참조)을 통해서 물과 기반시설을 위한

지역의화폐금융의성장을촉진할수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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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326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12.7 재정과정치리스크의완화

다수의 지역 물 공공사업은 사용자 또는 정부예산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 결과 대출을 받기 위한 적절한 현금흐름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절한 현금흐름을 가

지고 있을 수 있는 다수의 기업도 대출을 통해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출기관이 이들 기업을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이 기업들의 잠재적 등급으로

단기높은금리로대출을해주기때문이다. 

금융시장은다양한방법으로본보고서에기술된대출기관과

투자자의리스크을관리한다. 보험과보증은다국적및양국

적개발기관으로부터발생하는정치, 계약, 규제및신용에관

련된리스크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보증은개발동기를가

지고 있으며 신용과 투자 보험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만 한정하여 보증하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있다. 정치, 계약및신용에관련한위험을대비한대

규모활발한보험상품도많이있다. 이러한외부보증외에도,

국가보증이 있는데 이는‘국가가’시민, 기업 및 하위정부기

관이직접투자자금을유치할때보증해주는것이다. 어떤제

도는 유사 보증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IFIs와 기타

기관들이 제공하는‘안락우산’(Umbrellas of comfort)은

다른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을 참여(B loans)와‘지방지원협

약’(Municipal Support Agreements)을 통해 설립되었다

(Winpenny, 2005)10.

정치적 리스크는 대출기관과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또한물공공서비스에도영향을준다. 왜냐하면물서비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규정과 목적이 정해지고 요금이 정해지

며 보조금의 할당을 받기 때문이다. 물 공공사업은 수익이

충분이 예측 가능할 때에만 대출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수의 투자는 종종 정치적 이유로 요금을 경제상

황에 맞추기 위해 지연된다. 공공 보조금은 예측할 수 없으

므로대출의기반요소를구성할수없다. 

보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현

안으로 생각되는 특정위험을 감소하는 방법이나 증권(채권)

을 늘려 신용가치를 중요지점위로 끌어올리는 방법, 대출자

와프로젝트후원자가대출과투자를더욱좋은조건으로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

은시장과상품에대한노출의기회를제공해주는방법들이

이에 포함된다(Winpenny, 2005; Matsukawa and

Habeck, 2007; OECD, 2010a).

물서비스프로젝트에대한투자보증은다른분야와비교해

봤을때널리채택되지못해왔다. 2001년이후로국제금융

기구(IFIs)가 발행한 124개의 보증 중 단지 4개만이 물 공

급과위생에관한프로젝트에관한것이었다. 이러한결과는

지배구조와 인센티브 요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와 더불어 대출자와 정부의 태도와

관행의복합적인이유로발생한것이다. 보증을통해특정위

험은완화될순있지만물서비스에존재하는다른부정적인

프로젝트의펀디멘털은해결될수없다(Winpenny, 2005;

Matsukawa and Habeck, 2007; OECD, 2010a). 그러

박스 12.4 

물과위생에대한원조증가(2002년~2008년)

물과 위생에 대한 원조는 보고 기간인 2002년~2003년 이

래로급격히증가해왔다. 최근보고기간인 2007년~2008

년 평균 총 약속은 33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

며, 여기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공헌, 다국적

기관의 양허 원조가 포함되었다. 최근 보고 기간 동안 개발

원조위원회(DAC) 회원국중최대원조국은일본(연간평균

19억 달러), 독일(7억 7천백만 달러), 미국(6억 4천 4백만

달러)이다. 2003년-2008년 동안 물과 위생에 대한 원조는

주로물과위생에대한접근권이필요한지역에초점을맞추

고 있다. 사하라 이남지역은 총 원조 중 29%를, 중앙 및 남

아시아는 18%를 물과 위생 분야를 위해 받았다. ‘저소득국

가’로불리는빈국은 43%를받았으며이중 3분의 2는보조

금 형태였다. ‘대규모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가

2007년~2008년 물과 위생의 총원조의 57%로 주를 이루

었다. 대규모시스템을 위한 총 공적개발원조(ODA)의 68%

는 대출형태이며, 대출은 하천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의

33%를 담당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원조국은 대부분기본

식수와 위생에 자금조달을 위해 거의 절대적으로 공적개발

원조(ODA) 보조금(총 원조금 중 90%)에 의존하고 있다.

보조금은 또한 물 자원정책, 행정관리 및 수자원 보호 및 교

육과같은하위부분을주로지원한다.

출처: OECD(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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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줄 수 있다. 라오스(Lao PDR)의 남테운(Nam Theun)

수력프로젝트가 좋은 예이다. 세계은행의 다국적 투자 보증

기관(MIGA)의 정치와 특정 규제 위험에 대비한 투자 보증

또한 물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보여

주고있다(세계은행, 2010b).

풀링메커니즘은또다른도구로서인식된리스크를줄일수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잘 구축된 기존 모

델을기반으로국가리볼빙펀드를개발하였다. 또다른예는

2010년콜롬비아가콜롬비아증권거래소에서국내투자자에

게자국화폐로표시된 9천 2백만페소채권을발행했는데이

결정은 커뮤니티 그룹에 의해 내려졌었다. 이 결정은 콜롬비

아 인프라스트럭처 그룹 LLC(Colombia Infrastructure

Group LLC)의후원하에중소기업특히물과폐수프로젝트

에게 투자하는 기업에게 장기 펀드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수있도록허용해주었다(GWI, 2010).

모든 잠재적 자본가들은 특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평판리

스크에대한관리를우려하고있다. 세계은행은이러한프로

젝트를“고위험 고수익(HRHR)”이라 부른다. 대표적 IFI 대

응은 일련의 광범위한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고위험

고수익(HRHR) 프로젝트리스크를적절히해소하고완화하

는것이다.(세계은행, 2010b).

일반적으로 자본 디폴트 리스크는 대출조건을 리스크 프로

파일과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상 자본흐름을 고려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대규모 복잡 프로젝트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종합적혼합을실현하기위해다른형태의재원(상업차

관, 양허성 차관, 보조금, 주식)을 혼합하는 것이 일반화 되

고 있다. 현재 각각의 사례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특

정 리스크에 적합한 조건에 근거하여 주요 인트라 프로젝트

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국제적 플랫폼이 존재한

다.(예를 들어 유럽-아프리카 기반시설 신탁기금, EU NIF

가있다.)

또 다른 리스크 관리 접근법은 금융조건을 프로젝트 결과에

맞추는 것이다. 전환차관은 자본흐름이 채무상환문제를 유

발하는경우주식으로전환될수있다. 일부차관에대한이

자율은 후원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 프로젝트가 제공하

는재화와서비스의물가에연동된다. 

이외에 결과중심적 금융장치는 성과기반원조(OBA)로서,

프로젝트가완성되고, 운영될때만후원자에제공된다. 후원

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

히 알기 때문에 상업차관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이

언트(지방정부나 국가간 기구들)는 자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물공급 및 위생시설에 있어 31개의

프로젝트가 세계은행 OBA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세계은

행, 2010).

점증하는 물 관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 재원마련

방법으로 인덱스 보험과 농민들을 위한 날씨 파생상품이 있

다(Winpenny, 2010). 다른 리스크관리 방법에는 저장되

어 있는 물에 대한 옵션과“계약 옵션”이 있다. 후자는 도심

수자원당국이농민들의가뭄때물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

위해매입하는것이다. 이러한모든방법들은새로운기반시

설에드는많은비용을피할수있게할뿐만아니라물변동

성에대한안정장치를제공한다.

최근 물에 대한 혁신적 재원마련 보고에 따르면 모든 방식

가운데 상업차관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

다. 보증과 같은 방식들은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복

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의 신용은 약화되고 있다. 민간자본과

같은 물 관련 상업차관의 장기적 흐름은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개혁에 달려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새로운 형태의

재원마련이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언급했듯이

공공보조금과양허성차관을상업차관과함께이용할수있

는충분한여지가있다.(OECD,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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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목적을
완벽히이해하는
것이야말로적절한물관련
재원마련의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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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마련해야만

이 현재의 자금지원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향후 식

량생산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새천년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성장하는현대경제에제공하는모든서비스를지속

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녹색경제를 위한 새로운 추진

력은 물 관리에 있어 과제뿐만 아니라 기회도 준다. 기후변

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제이다. 동시에 이는 앞서 언급한

온실가스저감과물기반시설및서비스적응과도중복된다.

물은 또한 재난대비에 있어 핵심이다. 모든 미래 기후 시나

리오에서그중요성이커져가고있는듯하다. 

물이충분한자금공급을받지못하는기본적인한가지이유

는 종종 범위가 협소하게 비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물은 다양한 경제부문을 뒷받침한다. 본 보고서에서 설명했

듯이 대부분의 경제 부문이 물부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오

염과 압력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적목적을완전히이해하는것이적절한물관련자금마련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자금조달

환경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며, 실용적이며 절충적 접근법

이필요할것이다. 본장은그러한접근법에대한것이다. 예

를 들어 효율적 방법의 혼합, 기준과 기술적 선택사항의 재

검토, 개선될 물채집 비율, 물 사용자로부터 더 나은 비용회

수, 조금 더 예상 가능한 정부 예산 할당과 공적개발원조

(ODA), 그리고 기본 수익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현재 가용

한 다양한 위험분담방식을 이용하여 상환 가능한 재원을 확

보하는것이있다.

주석

1 녹색경제는인류의삶을개선하고장기적으로불평등을완화함과동시에미

래세대가심각한환경리스크와생태자원부족을경험하지않도록하는경제

를말한다.(유엔환경계획, 2010, p4)

2 추가정보는 http://www.unep.org/GreenEconomy/

Portals/93/documents/Full_GER_screen.pdf 참고

3 유엔새천년평가보고서, 지구환경전망보고서혹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환경전망을토대로했음. 

4 사헬지역국가에서 사막지대메뚜기관리가지역정보 및모니터링시스템

감소로타격을입고 있다.  부분적원인은 역내내전과무장갈등이다.

5 버드살(Birdsall,2006)은남아프리카전력풀, 발틱해정화, 사헬지역의사

상충증관리와남미의샤가스질병등의사례를인용한다.

6 총비용에는기후변화적응에서발생한모든비용이포함된다. 순비용(총비용

에서빼기)은기후변화에서발생하는비용절감과같은부정적비용을포함한

다. 본연구에서사용된방식은각국의긍정적, 부정적비용아이템을배제하

고있다. 하지만역내국가전체를포함하진않았다.(세계은행, 2010C: 3,

p.54 등)

7 추가정보 http://www.climatefundsupdate.org/listing 참조

8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리지널웨스트마닐라콘세션, 자카르타웨스트마닐라

콘세션은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에있는초기부채를이어받음.

9 예를들어, 미국개발신용기구, 프랑스개발기구(Agence Française de

Développement)와구아란코국제개발부(GUARANTCO DFID), 스웨덴

의국제개발협력위원회(SIDA) 외다른기구의계획.

10 유럽은행이사용하는재건과개발을위한대출은지방수자원공익사업과같

은정부산하기구로제공되며, 책임있는지방정부가모든역량을발휘하여공

익사업이부채를지속적으로상환할수있도록한다는이해를바탕으로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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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가용성과 수질 및 수자원 사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사결정자들은 특별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Shaw
and Woodward, 2010). 빠르고때로는예측불가능한변화가외부압력과요인에서일어나면서이러한새로운불확실
성이 증가하고 관련된 리스크도 발생한다(8장과 9장 참고).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
든이해관계자들이새로운행동을해야한다. 많은이해관계자들은자신들의결정과행동이물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
아직고려해보지않았다. 

물 관리자들은 수자원과 관련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및 국가 기관에서 마련한‘규칙’에 의존해서

다른접근법을사용하고있다(11장). 관리자들은전통적으로정해진계획과관리접근법을물시스템의회복력을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적응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변환을 촉진하는 방법과 옵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물을 여러 용도에
맞게 할당하는 것을 바꾸는 잠재적 이점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여러성과기준들간의상충관계에대한정보또한제공되어야한다. 관리자들이이과정에큰역할을하지만, 사회및경
제분야(와최종수혜자)의전문지식도필요하다. 

물관리자들은다른상황에서활동한다. 일부관리자들은정부가물부족과가변성을예상하는상황에적응해서예방적정
책도구를채택하며, 다른관리자들은정부가수자원에영향을미치는변화가일어나더라도현재의정책개발을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활동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일하더라도, 물 관리자들은 리스크 평가와 관리
관행을검토해야한다. 게다가, 리스크관리를통한불확실성대응의이점과실패할경우의위험에대해더많은이해관계
자들의인식을제고해야한다. 모두가수자원관리의불확실성과리스크의개념을이해하고다양한물사용을충족하기위
해서수자원을할당하고제공하는것은분석확대의토대가될수있다. 데이터를모으고공유하는것도필수적인요소이
다. 이러한상호보완적인방법을가지고외부세력의영향을분석하는것은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해서포괄적으로
이뤄질수있다. 전문가들의긍정적이고부정적인경험을통해행동방법에대해결정을내려야하는사람들은옵션을얻
을수있다. 리스크와불확실성이실제로줄어든다는확신이없는상황에서물관리자들은어떤행동을하고자할까·대
부분의 의사 결정자들은 수자원과 관련해서 사전 편익비용 분석의 변화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Shaw and
Woodward, 2008). 하지만, 측정하기어렵고물정책마련을불확실하게하는것은비용이아니라편익이다. 그결과,
의사결정자들은자신들의행동이가져올비용을측정할수있을것이나, 그행동이가져올편익에대해서는확신을내리
기어려울것이다. 

본 장은 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할 때, 물 공급 및 오염 통제 시스템의 계획, 설계,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법을다루고있다. 대응방법으로는보통대안적인수자원계획, 정책, 기반시설설계와선진국과개도국의여러지
역에적용할수있는운영규칙을파악하고평가하기위해서다양한도구를사용하는것이있다. 이러한대응방법사용하
면물계획과관리목표를실현하기도하고그러지못하기도한다. 관련된결정을지원하기위한관련데이터수집, 생산,
관리제도의상대적인효과도볼수있으며, 변화에대한적응과리스크및불확실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기술이어떻
게사용되었는지도알수있다.

본장은갑작스러운변화, 불연속성, 예측불가능성으로인해불확실성이증가할때결정을내려야하는필요에대해서도
다루고있다. 이러한변화와불연속성, 예측불가능성은추가적인리스크를가져올수도있고, 기회를제공할수도있다.
의사 결정자들은 어떻게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성공적으로 또는 비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를 테면 적응을 통해서
관리되고있는지에관한예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는리스크와불확실성속에서정부가균형을유지해야할
것들에대해서다루고있다. 다음섹션에서는물관리자들이실행한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가능한모든대응방법에대
해서설명하지않고, 물과관련된리스크와불확실성을줄이거나완화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제시하고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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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불확실성줄이기

불확실성을줄이는가장직접적인방법중하나는현재와미

래의물가용성과수질상태에관한새로운지식을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줄여서 할당, 사용, 개발,

처리에관한의사결정을촉진하기위해서데이터수집, 분석

적 능력 및 예측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물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지는않더라도이해를도모할수있다.

물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요인을고려

할 때, 이 활동은 예상만큼 쉽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국가나 사용자도 물 위기에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섹

션은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거나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한방법의예를다루고있다. 

13.1.1 불확실성감소와리스크이해를위한모니터링, 
모델제작및예측

기술이발전하면서, 향후물가용성을예측하는방법이보다

정교해져서 다양한 변수와 요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본보고서의 6장에서는수자원관리의도전과제를포함해서

수자원데이터와정보의다양한측면을다루고있다. 정기적

인 모니터링과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은 선형 트렌드를 만들

고더복잡한모델을개발하기위한토대가된다.

다양한종합적인접근은현실성있는예측을하는데유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도구들 뿐만 아니라 생태학자, 엔

지니어, 경제학자, 수문학자, 정치학자, 심리학자와 수자원

관리자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

의 사람들이 참여하면 리스크와 불확실성 속에서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물

이 다른 분야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지

식을 사용하면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하

게말해줄수있을것이다. 

수자원문제를해결과관련해‘기술, 경제, 환경, 사회, 제도적

측면을 일관된 분석과 관리 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인식

이일반적이다. 1960년대이래, 최적화와시뮬레이션도구를

합친컴퓨터연산체계가수자원개발전략을개발하고측정

하는 데 수 십 년 동안 사용되었다. 이전의 이러한 활동으로

경제적목표와물질적인제약요인간의상호작용을이해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한 고려

는 상대적으로 낮다’(Mayer and Muñoz-Hernandez,

2009, p.1177). 박스 13.1은이점은많지만포괄적인분석

과 모델 제작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일으킬 수

있는도전과제를강조하는덜제한된종합적도구사용에대

해설명하고있다.

13.1.2 리스크와불확실성의변화를예측하는적응적계획

적응적 계획과 관리는 물 관리자들이 변화와 불확실성 증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적응적관리는종종불확실성을줄이고의사결정

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다. 적응

적 계획과 관리는 가정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기위해서프로젝트설계, 관리, 모니터링과평가를통합하

고 있다. 근본적으로, 적응적 계획은‘접근법을 통해 교훈을

얻는것’을토대로하고있다(Kato and Ahern, 2008).

카토와 아헤른(2008)에 따르면, 문헌과 적용 검토에서 적

응적관리의주요개념과원리는‘(1) 관리행동을실험으로

계획(2) 일부 계획/실험을 빠른 학습을 위해 한 번에 실시

(3) 핵심이 되는 부분을 모니터링(4) 활동을 통해서 학습’

이다. 따라서, 적응적 관리는 이해 관계자들이 학습 과정에

정보를알려주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사회적과정이자과

학적과정이다(5장과 11장). 

적응적 관리는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불확실성을 관리 접근

방식에 포함시킨다. 적응적 관리 전략은 의사결정자들이 행

동에의한학습접근법으로얻은신규정보를통해프로젝트

와프로그램의방향을바꿀수있게한다. 

적응적관리를사용하는데몇가지어려운점이있다. 장기

목표를 위해서 단기 이점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과

이해관계자들의참여에대한수요가그것이다. 이해관계자

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Lockwood, 2006). 적응적관리가심각하게손상되어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경우와 모니터링 데이터가 분석되

거나정확하게평가되지않은경우, 또는결과가결론적이지

않은경우가그렇다(Moore and McCarthy, 2010). 게다

가, 만약 이 과정에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참여하지 않으면,

적응적관리는최적의결과를양산하지못할것이다. 

물분야밖에서내려지는결정도수자원과수자원사용에영

물관리관점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333WWDR4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333   mac3 



CHAPTER 13334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박스 13.1

통합수자원최적화모델(Integrated Water Resources Optimization Models, IWROMs)

통합 수자원 최적화 모델(IWROM)은 경쟁적인 분야간 최적의 물 할당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십 년 동안 개발된 도구이다.

IWROM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물 할당 전략의 최적화 방법론을 사용한다. 다양한 물 사용

분야의물소비와관련된경제적편익의모델은환경과연관된경제적편익을포함해서객관적으로만들어진다. 수문학시뮬레이션

모델은 경제적 편익 모델을 평가하고, 물리적 시스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태 변수의 가치를 제시하고, 환경적 영향을 평가

하기위해서상태변수를제시한다. 다양한물분야의할당, 경제적편익모델, 생물물리학시스템, 경제와환경적영향에대해서동

시에고려하고평가하는것은 IWROMs의통합된본질의기초이다.

IWROM은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하고 전략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방법으로 물 할당 전략을

찾고자한다. 게다가, IWROMs은특정지역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미래시나리오를테스트한다. 시나리오에는기후, 토지피

복, 토지사용, 기반시설개선, 인구, 소비자선호도의잠재적변화가있다. 이해관계자들은이시나리오를테스트해봄으로써구체적

인결정의잠재적인환경이나경제적영향을예측할수있다. 

IWROMs는물경쟁이치열하고, 다양한물사용분야를위해물의가치를측정할수있고, 제안된관리대안의경제및운영적영

향에관심이있고, 지지하는모델을조정하기위해서데이터가있는분야에서특히유용하다. IWROMs는수자원, 경제정책, 물기

반시설투자를시뮬레이션하고평가한다. IWROMs은인간과자연의관계를설명하고, 원동력의영향과환경의피드백을모방해서

지속가능성을효과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IWROMs은적절한생물물리학모델이여러하위분야의물사용과(수문기후) 상태의

공간이질성을반영할수있기때문에, 유역과관련된의사결정을지지한다. 

IWROM 적용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문 시뮬레이터와 수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IWROMs은 (가) 인간과 자연의 관

계를 모델로 삼고, 유역에서 수자원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방하고자 한다.(나) 경제 정책과 수자원 관리 전략을 시뮬레이

션하고평가한다.(다) 유역관련의사결정을지원한다.(라) 특히물이부족한지역에유용하다. 

하지만, IWROM이 효율적일지라도 불확실성은 IWROM 적용에 큰 도전과제이다. 이를 테면, IWROM 결과에서 오류의 원인을

구체화하고정확하게불확실성을측정하는것은매우어려울수있다(Jakeman and Letcher, 2003). 각각의모델의오류의원인

은파악하고정량화하기어려울수있다. IWROMs에사용되고, 모델조정과증명에데이터가부족한것이문제인수문시뮬레이터

와경제적모델처럼말이다. 통합모델의폭넓음과복잡성때문에, ‘불확실성의수준은설명할수없는무작위를넘어서많은것들이

근본적으로전통적, 객관적, 과학적으로알수없는상황까지이른다(Rothman and Robinson, 1997, Jakeman and Letcher

에서인용, 2003)’. 게다가, 통합시스템내에서피드백이복잡하기때문에, IWROM을통한오류확산에대한이해수준은낮다.

IWROMs 증명을 위한 적절한 과정이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적어도 역사적인 물 수요에 따라

IWROMs을조정하는시도를한적은있었다(Cai and Wang, 2006; Draper et al., 2003).

이 문제들을 통해서 IWROMs의 적용 불확실성이 모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보다정교한접근법이필요할것이다. 게다가, 모델은모델이조정되고테스트된상황과는매우다를수있는시나리오를연

구하는데사용되는경향이있다. IWROM이나다른분야의요소모델의타당성은확실하지않고, 예측불확실성의수준을정량화

하기어려울수있다. IWROM 적용계획기간을정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가마련되지않고있다. 계획기간은 10년에서 30년사

이이다. IWROM 장기적용의가치는모델제작의높은불확실성을고려할때확신할수없다. 특히, 경제모델의가격과비용면에

서그렇다. 시나리오분석은(8장에언급된바와같이) 이러한경우에모델불확실성을모색하기위해서사용될수있다. 하지만, 시

나리오(예를들어, 기후, 토지사용, 인구의변화)에서정량화된많은현상의단기트렌드가변할수있기때문에현실적인시나리오

를공식화하는것은어려울수있다.

출처: Reproduced from Mayer and Muñoz-Hernandez(2009, pp. 1176, 1187-8, 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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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치기때문에, 많은사람들은통합된적응적접근법을

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토대로

생각한다. 적응적 물 관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통합된 물 관리의 확대

라고할수있다. 변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한피드백체계

와 지식 확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통합된 물 관리 노력을 수

정하고업데이트하기위해서매우중요하다. 적응적모델제

작은 인간과 생태계의 물 수요를 모두 고려하고, 피드백 체

계도포함한다.

예를들어, 기후변화영향과관련한불확실성이있는가운데

장기적인 물 관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실

시된연구에서는물관리의세가지측면에중점을두었다.

홍수방어, 식수공급과로테르담하버(Rotterdam Harbour)

의보호이다. 집중적으로조명한부분은현재물관리전략이

다른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일지, 그리고 얼마나 효

과적일지이다. 이를살펴보기위해서, 연구에서는‘적응임계

점’의 개념을 사용했다(8장, 섹션 8.1.5 참고). 만약 변화의

규모가현재관리전략으로는도저히그목표를달성할수없

을정도라면, 연구는임계점에도달한것이라고볼수있고따

라서 대안적인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세웠다. 따라

서, 이 접근 방식은 모델 제작과 예측 요소를 적응적 관리의

요소와 혼합해서, 관리 접근법의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반복적인과정을제시했다. 계기들또는임계점은다양한관

리적이정표를평가하는효과적인방법이며, 물관리밖영역

의이해관계자들이동의하고인식할경우물에관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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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계획과관리는
가정을테스트하고

결과에서교훈을얻기
위해서프로젝트설계,
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통합한다.”

박스 13.2

적응적관리: 현재네덜란드홍수관리의적응임계점

홍수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모든 홍수

방어의안전수준은빈번하게발생하는폭풍을막아내고해안

사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형 경계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

어야 한다. 모래 채광과 영양분의 최적화는 생태계의 요건을

충족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 가장높은해수면상승시나

리오에서도, 기존의모래해안보호정책은적응티핑포인트

(Adaptation tipping point, APT)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

다. 하지만, 잠재적인 ATP는 사회적 및 정치적 차원에서 상

승할것이다. 예를들어, 거대한제방뒤에거주하는것에대

한사회적용인성은줄어들것이고, 보다큰제방을위한공간

주장으로거버넌스제도에변화가일어날수도있다. 

매슬란트 방재시설(Maeslant Barrier)은 로테르담 하버와

감조 하천 지역을 홍수에 대비해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지역의제방은매년 1/10,000과 1/4,000 사이의수면상

승을견디기위해서설계되었다. 이안전수준을충족하기위

해, 이제방은도르드레히트(Dordrecht)의수로배출구의수

면이 3m 또는 2.90m를넘는경우닫힌다. 해수면이상승한

다는것은제방이더자주닫힐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하지

만, 매슬란트 방재시설이 닫히면 로테르담 하버 사이의 항해

가 불가능해진다. 로테르담 항구 당국(Rotterdam Port

Authority)에따르면, 일년에최대로닫히는횟수를수용할

수있다고한다. 이는 ATP로간주된다. 매슬란트방재시설이

닫히는횟수는해수면, 홍수의지속기간, 하천의방출에달려

있다. 또다른ATP는 50m로최대해수면상승수준이고, 제

방이이수준에맞추어설계되었다. 

감조 하천 지역은 네덜란드 남서부에 민물을 제공(식수와 농

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건조한 여름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천방출이줄어들면지하수와지표수의염류화가심해진다.

이 분야의 ATP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천 배수가 줄어들어

서염도수준을핵심기능을유지할만큼낮게유지하는것이

불가능해지는경우발생한다. 물할당은국가및지역행정부

간의일련의물합의에서결정됐다. 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

내륙물시스템의염화물농도최대허용치는 250mg/L이다.

현 상태에서, 민물이 유입되는 만은 염수 유입으로부터 보호

되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마다 1번 닫아야 한다. 그러나 해

수면이상승하고하천방출이증가하면민물이유입되는만은

더자주, 더오래닫을수밖에없다.

출처: Kwadijk et al.(2010).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335   mac3 



CHAPTER 13336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내리기위해서효과적으로모든사용자들을포함해서사람들

을결집시키는계기가될수있다.

비슷한개념이재난리스크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

DRM)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 재난

리스크 관리(DRM)는 긴급상황 계기들을“적응 임계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재난 리스크 관리(DRM)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리 변화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한신속한적응적관리체계이다.

이것은새로운방식은아니지만, 상황에따라서효과가달라

지는 기능을 하는 방식이다. 신속하고 유연한 재난 리스크

관리(DRM)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의 가용성, 모니터링을위한 기술적 도구, 신속한 대응 시

스템 등 기본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들은 모든 국가

에서 항상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불확

실성은 줄어들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이미 마련된 관

리 대응방식의 도입을 통해 완화된다. 국제재난경감전략기

구(UNISDR)가 발간한 2011 글로벌 평가 보고서(2011

Global Assessment Report)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재난

리스크 관리(DRM) 체계는‘비상시가 아닌’경우에도 수력

전기나농업, 그밖의용도로물이필요할때요구량을충족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박스 13.3)를 보면, 생태계 기반

재난 리스크 관리는 유역, 도시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이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차 매력적인 조건이 되고 있

다.’(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 2011, p.127) 

계획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재난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또다른도구는박스 13.4에기술된것처럼대참사모델이다.

13.1.3 적극적인관리

물관리의리스크와불확실성을해결하는또다른방법은주

요요인의미래상황을예측하는것이다. 그요인중주된요

인은 물 수요이다. 물 수요의 결정요인 분석은 물 불확실성

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

며, 많은국가들이수요관리를물할당, 관리, 보존, 계획을

위한체계로도입했다. 물수요는수년동안상승하고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예측에 따르면, 수요

는계속해서늘어날것이다(Buttler and Memon, 2006).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2장에 언급된 요인들이

다. 예를들어인구증가, 이주, 생활방식과경제의변화, 인

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의영향이 있다. 이 요인들은 모두 불

확실성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증가하는 수요 충족을 어렵게

한다. 5장에 강조한 것처럼, 수요 측면의 관리는 새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를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서 소비적

수요를 해결한다(Buttler and Memon, 2006). 그 결과,

억제할수없는미래의물수요와잠재적인부족으로발생하

는불확실성과리스크를제한할수있다.

예를들어, 수요관리는영국정부의지속가능한개발정책의

핵심요소이다. 정부는녹색딜(Green Deal) 제정을통해서

이정책을실행했다. 녹색딜은공동의에너지와물절약을통

해가정과기업의효율적인물사용을장려하고, 물과오수기

업들이 2015년까지 220억 파운드를 투자하도록 도모하며,

새로운자산과혁신적인기술을개발한다(EA, 2011). 

물 수요 프로그램은 또한 남아프리카에서도 실행되었다. 거

대한 헤르마누스 물 보존 프로그램(Greater Hermanus

Water Conservation Program)의 목표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포괄적인장기물보존프로그램을사용해서물자연

자원을보존하는것이었다. 이프로그램은일련의원칙을기

반으로하고있다. 이를테면, 계량기로재지않고불법접속

부분과 누수 등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 손실을 관리하는 것이 있다. 개선 프로그램을 통

해서기존의가정과건물에물절약기기(일정기간후기기

를 설치하지 않은 소유주는 벌금에 처한다)를 제공하고, 어

떤 활동이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아내기 위해서 학교를 감시한다. 또한, 매달 정해진 양의 물

을제공하는데, 이는물이있는한모든가정에물을제공하

겠다는 당국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 밖에도, 블럭률 관

세의 증가, 물 효율적 정원 가꾸기 방법, 식량 생산을 위한

생활오수사용, 물규제사항과건물규칙마련등이있다(세

계기상기구, 2001). 

물 수요 관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물소비와 미래의 물부

족 가능성에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예상치 못한 도전과제를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 수

요 관리를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지

에관한바른이해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많은양의지

식과정보가필요하다. 지식과정보가없으면차선의분야나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리스크에 작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 사용 정보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와 자원

모니터링의개선이필요하다. 가치있는이새정보는물수

요에 대한 예측을 개선해서 계획 절차를 통해서 더 많은 사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336   mac3 



물관리관점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337WWDR4

박스 13.3

해결된리스크사례

유역홍수

중국후베이성(Hubei Province)의습지복원프로그램을통해호수와양쯔강이다시연결되었고, 홍수로인해불어난물 2억 8천 5백만㎥를저장

할수있는 448㎢규모의습지가복원됐다. 그이후, 지방정부는 350㎢에달하는호수 8개를더재연결했다. 호수의수문은계절별로재개방되고,

불법수경재배시설은제거되거나변경됐다. 지방행정부는호수와습지대를자연보존지역으로지정했다. 복원된호수와범람원은홍수예방에기

여했을뿐만아니라, 생물다양성을제고하고, 어업에서얻는수입을 20-30% 증가시켰고, 수질을마시기에적당한수준으로개선시켰다(세계자연보

호기금, 2008). 

2005년영국정부는물을위한공간만들기(Making Space for Water) 프로그램을실시했다. 이프로그램은강둑과해안선을따라홍수및해안

침식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높은비용의 인공 구조를 놓는 대신생태계를 활용하는혁신적인 전략이다. 1998년, 2000년에일어난 심한 홍수이후

마련된이프로그램은집수및해안가차원의 25개전국시범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 2003년 4월이래, 정부는 440억~ 720억에해당하는금

액을투자했다(2011년 3월기준). 한프로젝트는노스요크셔에있는리폰서부지방의 140㎢의래버강(Laver River)과스켈강(Skell River)에관

한 것이다. 활동에는 방풍림과 같은 나무 심기, 제방을 따라 식물 완충대 짓기, 산림지대 만들기, 산림지대를 가축과 구분하기 위해서 울타리 짓기,

홍수저장능력강화를위해서보유연못과습지만들기등이있다. 이활동을통해서, 지상류를가두거나보유하거나줄여서지표유출을줄였고, 야

생동물서식지보호등과같은혜택을가져다주었으며, 수질을개선시켰다(환경및재해위험감소에대한파트너십, 2010). 

도시홍수

도시개발은빗물저장과여과, 증발냉각및셰이딩, 온실가스감소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식물지대를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아스

팔트와 콘크리트로 대체시킨다. 도시 지역의 녹지 공간의 기능이 쉽게 간과되기는 하지만, 지방 정부는 도시 물 관리의 실행 가능한 요소와 도시열

해결수단으로‘녹색기반시설’(Gill et al., 2007) 재설치를시작했다. 예를들어, 뉴욕에서는처리되지않은우수(Storm water)과오수가정기적

으로거리에범람한다. 노후된오수시스템이더이상적절하지않기때문이다. 폭우이후범람하는유량이물처리공장으로가는것이아니라하천

과개울로직접흘러들어간다. 미국환경보호청의예측에따르면, 향후 20년동안전국의오수기반시설을업그레이드하는데약 3천억달러가투

자되어야한다. 뉴욕시에서만전통적인파이프와탱크를개수하는데 68억달러가들것으로예측된다(뉴욕시, 2009). 대신에뉴욕시는지방, 거리,

도보의녹색기반시설에 53억을투자해야할것이다. 이는많은이점을가져올것이다. 새로운녹지공간은빗물을더흡수하고, 도시의오수시스템

의부담을덜어주고, 공기의질은개선할것이고, 물과에너지비용을줄어들것이다. 

가뭄

30년전 니제르 남부 지방과 부르키나파소의 중부 지방에서 시작된 다르지만, 동시에 이루어진 농업생태학적 복원 과정으로 물 가용성이 증가하고,

토양비옥도가회복되고, 오염된건조지대의농업수확량이늘어났다. 지역농민들은외부지원이거의없는상황에서지역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전통적인농업및혼농임업기술을낮은비용으로적용하는실험을했다. 30년후, 수십만명의농민들은이기술을반복적용하여혜택을입었으며,

한때황량했던땅을변화시켰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십만이상헥타르의건조지대가복원되어, 매년 8만톤의식량이추가적으로생산됐다. 니제

르에서는 2백만그루의농장나무가다시심어져서, 매년 5십만톤의식량이추가적으로생산됐고, 여타많은상품과용역이가능해졌다. 게다가,

여성들이특히개선된물공급, 나무연료와다른나무상품을통해혜택을입었다(Reij et al., 2010). 

호주 북부 지역의 원주민들은 서식지와 식량 자원을 관리하는데 불을 오랫동안 사용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거주 형태의 변화와 소외화로 인해,

전통적인불관리는넓은지역으로나눠졌고, 불의영향을쉽게받는사바나지역에파괴적인산불이증가했다. 이른건조기에불넣기등전통적인

불관리관행이다시부활했고, 불의위치를파악하기위해서인공위성기술을사용하는등현대지식과접목되기도했다. 원주민불관리원들은불

관리를 통해서 28,000㎢의 아넘 랜드(Arnhem Land) 서부지방에서 대규모 산불 발생을 크게 줄였다. 온실가스도 매년 100,000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줄어들면서크게감소했다. 다윈액화천연가스공장은원주민사회가탄소를상쇄한것에대해매년 1백만달러보상을원주민사회

에제공한다. 그래서소외된원주민사회는많은수입을얻을수있다. 불관리로인한혜택에는생물다양성과원주민문화를보호하는것등이있다

(PEDRR, 2010).

출처: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UNISDR)에서전재(2011,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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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물을공급할수있게한다. 특히, 전통적으로물부

족으로부터가장큰피해를입는최빈곤층에확실한물공급

을보장한다(세계기상기구 2001).

또다른도전과제는정책에서수요관리에대한수요를다루

면서 사용자의 환경 인식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

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환경은 간과되어 왔지만, 수자원의

기초가 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환경 보존’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의 국가 물 법안을

통해서 이 개념이 등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 보존의

필요를평가하고적절한양의물을보존해두는것이정부의

의무이다’(남아공수자원부, 1997). 이러한접근방식은남

아프리카의수자원관리에큰영향을미쳤지만, 하천이나수

자원을 어느 정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

이제기됐다(세계기상기구, 2001).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수요 관

리를통해서발생하는또다른도전과제는다양한이해관계

자들이여러차원에서참여해야하는필요성이다. 이를위해

서는지역사회의개입, 수요관리패러다임의모니터링과준

수가 필요하다. 또한, 투명한 정보의 흐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등식에불확실성과리스크의원인이지는않지만, 불확

실성과리스크를키울수있는알려지지않은사용자에관한

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보가필요하다. 그러한정보의예로

는불법물접속과누수, 여타손실등이있다. 

수요 관리의 참여적 측면을 통합하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을‘민주화’할 수 있다

(Baroang et al., 2010). 박스 13.5와 같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수요 사이에 균형

을맞추고, 정책공식과그에대응하는관리대응방식에대

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13.2 위협에대한노출감소와리스크최소화

13.2.1 기반시설에대한투자

최신식 수자원 기반시설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와 수문 가변

성의 리스크와 이 리스크가 수자원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을 줄일 수 있다. 새 기반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의이점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일부지역에서

는물고기등의생태계에대한리스크를줄이기위해서지하

수를 없애고 있지만 물 저장 시설 확대는 물 부족 가능성이

매우큰경우, 특히물부족리스크를줄이고다른지역의홍

수를관리하기위해서불가피해보인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양하다. 개울과 유량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대응 방법은 자연 유량 체

계보다 인간과 환경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

으로시공간을넘어물을재분배할수있는저수지를설계하

고운용하는것이다. 하지만저수지에관해서는논란이많을

수있다. 물이부족하거나에너지가부족한지역에서는저수

지건설이많이이루어졌지만, 다른지역에서는생태계를복

박스 13.4

보험업의리스크이해와추정을위한대재앙모델제작도구

대재앙모델제작은보험분야의민간기업들이대재앙이후

에‘모든 관련 과학, 데이터, 엔지니어링 지식, 심지어 청구

자와보험사의행동을통합하기위한체계로서’만든도구이

다(Shah, 2008, p.5). 오늘날, 이 도구는 리스크 파악과

예방도구로진화했다. 리스크를지도에제작하고피해를측

정하는 것을 접목한 이 방식은 1980년대 말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됐다. 

확률적접근방식은대재앙에내재되어있는복잡성에대한

모델을제작하기위한가장적절한방법이라는것이일반적

인인식이지만, 확률적접근방식자체는다양한면을가지

고 있다. 대표적, 확률적, 대재앙적 사건 수천 개를 시공간

에 따라 시뮬레이션하고, 목록 설계를 위한 자세한 데이터

베이스를모으고, 다양한형태의구조와그내용에대해물

리적인 피해를 추정한다. 또한 물리적 피해를 화폐 손실로

환산하고, 건물의 전 포트폴리오를 통합한다. 대재앙 모델

은 모델 건설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한다(Grossi and TeHennepe, 2008, p.7)

대재앙 모델은 원래 보험업의 재정적 손실을 추정하고 예측

하기위한것으로, 점차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리스크관리

와 예방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대재앙 모델은 통합적 모델

을 제공하여 최종 손실을 정량화 할 수 있고, 계획의 적응적

대책을통합하기위해서균형점을분석할수있다.

출처: The Review(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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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저수지가없어지고있다. 본질

적으로, 댐과저수지는현재의상태와가변성에관한지식을

토대로하는리스크회피도구다. 

예를 들어, 국제물관리연구소(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IWMI)의 예측에 따르면, 기후변

화는 증가하고 있는 세계 인구 식량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빗물에만 의존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물관리관점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339WWDR4

박스 13.5

인도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의농민관리지하수시스템

안드라 프라데쉬 농민 관리 지하수 시스템(Andhra Pradesh Farmers Ground Water Management System, APFAMGS)

은 7개가뭄취약지역 638 곳의마을에사는 28,000명의남성과여성농민들이참여하는지역사회기반프로젝트이다. 이프로젝

트는지하수 사용자들이자신들의자원을 모두 지속 가능한방법으로 관리하는능력을개발하는 것에 중점을두고 있다. 이프로젝

트는지하수관리의수요측면의접근법이다. 즉, 농민들이자신들의지하수시스템이작동방식을이해해서물사용에있어서지혜

로운결정을내릴수있도록한다. APFAMGS의핵심개념은사용자가지하수의발생, 순환, 제한된가용성에대해서이해하고, 공

동의 결정을 통한 지하수 보존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 추출 통제는‘이유와 방법’을 알고 있고 건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지역 구성원들이 한

다. 즉, 정부가정한규칙과규제사항에따라서실행되지않는다. 

이 프로젝트는 공동의 수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지하수 사용자들의 능력 개발을 도모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

트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농민들은 수자원을 이해하고, 지하수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물 사용에 관해 지혜로운

결정을내릴수있다. APFAMGS의기본전제는지하수의지속가능한관리는사용자들이지하수발생과순환, 제한된가용성, 수

자원 관련 공동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 추출은 자신들의 관행의‘이유와 방법’에 대

해서알고있고 건전하고공동의정보에 바탕을 두고결정을내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하고 있다. 정부의 법과규제사항의 영향

을받지않는다. 

이프로젝트는재정적인인센티브나보조금을제공하지않는다. 대신에, 이프로젝트의가정은과학적인데이터와지식에대한접근

을통해서농민들이지하수자원사용에관해적절한선택과결정을할수있을것이라는점이다. 

목표는주로수요통제를통해서농민들이사용가능한지하수자원을지속가능하게관리할수있는데필요한지식, 데이터, 기술

을갖추도록하는것이다. 또한프로젝트는관개시설물절약기술, 개선된농법, 농장의물수요규제방법에관한정보에대한접

근을도모하는것이다. 중앙에기반을둔대부분의지하수관리시도와달리, APFAMGS는지하수사용감소를위해서지역사회의

합의가필요없다. 농민들은자유롭게농작물심기결정을내리고, 자신들이원하는대로지하수를추출할수있다. 또한, 지하수사

용자가규제에대한지역사회의공동의합의도없다. 따라서프로젝트는농작물선택과포스트몬순시즌의관개시설지역과관련해

서수천명의농민들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하수교육의영향에만중점을두고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농민들에게 지하수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고 있다. 지하수 자원이 고갈될 수 있지만, 그 어떤 농민이

나 농민집단들도 지하수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지하수

가용성과 예측 수요 상태에 관한 현 데이터를 적시에 사용하도록 해서 지혜롭게 농작물 심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

요인은농민의 리스크관리패러다임의 핵심적인부분이다. 두 번째요인은농민들의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하수과다

사용을줄인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실행을위해서당국의리더십은불필요하다(세계물협력체, 2008).

출처: APFAMGS(2008); World Ban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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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의농민들이있는아프리카와아시아지역에영향

을 미칠 것이다. 국제물관리연구소(IWMI)에 따르면, 아시

아 경작지의 66%가 빗물만 사용하는 반면, 사하라 사막 이

남 지역은 경작지의 94%가 천수답이다. 이 지역은 물 저장

기반시설이가장열악하고, 약 5억명이식량부족의위험에

처해있는곳이기도하다.

국제물관리연구소(IWMI)의 해결책은 소규모 빗물 탱크, 대

규모댐에서부터인공적으로지하수대수층을함양해서토양

이 더많은물을흡수할수있도록토양을개선하기위한시

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 저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

하는 것이다. 가뭄시 물을 저장하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현대 소비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산 투자

를다변화하는것처럼, 소작농들도기후변화영향에대한완

충대로서 다양한‘물 회계’가 필요하다’(McCartney and

Smakhtin, 2010; 국제물관리연구소인용, 2010, p.1). 

소규모 저장 프로젝트는 정치인들과 농민들이 모두 참여해

서 계획됐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짐바

브웨는 작은 유역을 통합해서 우기나 가뭄시 옥수수 수확량

을 제고했다. 인도의 라자스탄주(Rajasthan State)는

10,000 개의지하수를함양하는집수시설을통해 34,600

에이커(14,000 헥타르)에관개하고, 70,000명에게식량을

제공했다(Eichenseher, 2010). 2030년쯤물수요와공급

의 격차가 5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에서는 의사 결

정자들이저장프로젝트에자금을조달하기시작했다. 물공

박스 13.6

베트남의맹그로브복원

베트남은 1950년대이래 80%의맹그로브를잃었다. 두가지큰이유는베트남전쟁기간동안사용한고엽제와 1980년대초수경

재배 산업의 빠른 성장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1991년 이래 맹그로브 복원이 시작됐다. 복원의 근본적인 목표는 해수면과

해안폭풍의영향을완화하는것이다. 그러나, 맹그로브숲복원과관련해서이해관계자들은다양한이해관계, 우선순위, 선호도를

가지고있다. 

베트남은기후변화에매우취약하다. 여러기관의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르면, 강수량의트렌드예측이감소하거나줄어드는등다

양해서기후불확실성을가져온다. 또한예측에따르면, 열대폭풍의빈도가늘어나고, 강도가커지고해수면이상승할것이다. 

분명, 기후변화예측의불확실성은매우높다. 하지만, 이러한예측이제안하는변화없이, 베트남의농업과수자원은염류유입과

홍수범람의영향에더욱취약해지고있다. 기후변화로바닷물이해안지역에깨끗한물을제공하는지하수로유입될수있다. 습지

의빠른전환과배수는상류기반시설시설과연결돼있는유량의변화와함께더빈번한홍수와가뭄을가져올수있다. 폭풍해일

도기반시설, 댐, 빠르게성장하는수경재배산업을지탱하는시설에심각한피해를가져올수있다. 조수가홍수와폭풍해일로섞

이면지표및해양생태계제품과서비스에큰영향을미치는염도를높인다. 특히고유종과경제적가치가큰종에영향을미친다.   

맹그로브복원은댐과같은독립형대책과는대조적으로‘후회가낮거나없는대책’으로서장려되고있다. 맹그로브복원은기후변

화적응에대한예방적접근법으로적용될수있고, 현재분야별취약성과미래리스크를해결함으로써‘윈윈’상황을확대할수있

다. 베트남북부지역의맹그로브복원의포커스는재난리스크완화이다. 그래서보호기능이최우선순위이다. 이지역의산림대부

분은‘보호삼림’으로분류되어정부가소유하고관리하고있다. 남부지역의맹그로브는민간이소유하고있으며, 소유자는‘농업-

어업-삼림 혼합 모델’개발 등 산림 지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능이나 목표 면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베트남북부지방이태풍지대에위치해있어서폭풍해일로인해구조적피해를가장많이받기때문이다. 

후회가없는/낮은행동계획과정을포함한맹그로브복원실행은단하나의객관적인접근법과독립형대책보다이해관계자들사

이에서더많은이점을확보할가능성이높다. 불확실성을특징으로하는미래에도마찬가지이다(맹그로브행동프로젝트, 2008).

출처: APFAMGS(2008); 세계은행(2010).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340   mac3 



급확보를통해장기적인경제적혜택이발생한다는점을인

식하고있기때문이다(국제물관리연구소, 2009). 

미래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얻

거나 잃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

생할수있다. 예를들어, 미국사바나강의경우, 50년전세

개의댐과저수지시스템건설로야생동물, 하천의자연생

태계, 어귀, 홍수길을 지탱하는 자연의 흐름 패턴이 바뀌었

물관리관점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341WWDR4

박스 13.7

필리핀바야완(Bayawan) 도시의폐수처리를위한인공습지

습지는영양분과다른구성성분을여과하고혁신하는능력이있다. 그래서폐수를처리하고산성광산배수를처리하기위해서인공

습지를건설하고사용했다(Hammer, 1989, 1992; Wieder, 1989). 이러한습지가필리핀바야완도시에처음으로지어졌다. 이

습지는연안의물을가정폐수오염으로부터보호하고, 위생시설과폐수처리시설을갖춘개선된주택을통해지역거주민의건강

을보호하고, 습지건설기술사용을필리핀의다른지역사회에시범적으로보여주기위해서만들어졌다. 

이프로젝트는약 113,000명이거주하는 70,000 헥타르규모의네그로스섬(Negros Island) 남서부지방에서실시됐다. 프로젝

트는연안을 따라임시거주지에거주하고, 안전한 물공급과 위생 시설에접근할 수없었던 가정들을재정착시키는데 사용되고있

는 바야완의 근교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도시 보건 사무소(City Health Office)의 기록에 따르면, 임시 거주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이발생해이환율과사망률이높다. 

이마을과습지는해안가에가깝고, 우기에는지하수가지표면높이까지올라온다. 프로젝트를통해서콘크리트와콘크리트벽돌로

만든 작은 칸을 만들었고, 각 칸의 바닥에는 배수시설을 지었다. 이 칸들은 분리층과 여과층으로 덮여있다. 여과에 사용된 식물은

‘탐복’(Phragmites Karka)이라고불리는이지역의갈대이다. 이갈대는충전과정동안냄새제거제로서기능을하기도한다. 

폐수분배시스템은콘크리트압력조정탱크 4개와구멍이난고밀도폴리에틸렌파이프시스템으로이루어져있다. 이분배시스

템은전원을켜고끌수있는펌프와압력조정탱크를분배시스템으로비우는식으로구성되어있어서손으로작동할수있다. 압

력조정탱크는하루에 2-3번채워진다. 시스템은작동이시작된이래지속적으로개선됐다. 탱크는채우는과정동안냄새를최소

화하기위해서덮어져있고, 조류성장을줄이기위해서습지칸 2개와두번째칸사이에있는수집섬프(Collection sumps)가덮

여있다. 뿐만아니라, 폐수를처리하기위한대형저장탱크도설치되었다. 

지역의 물 서비스 제공업체는 습지의 영향과 폐수를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전용함유농도(TDS), 피에이치(pH), 암모니아, 질산염,

인산염, 미생물학적변수인대장균을분석한다. 처리된폐수에관한분석에따르면, 오염물질제거효율성이매우높다(생물학적산

소요구량의 97% 제거).

처리된폐수는처음에건설비용을줄이기위해서건설, 즉콘크리트생산에사용됐다. 현재는이지역에서실시되고있는유기농꽂

이꽃과야채재배프로젝트를위해서사용되고있다. 습지에서나오는폐수에관해서는기본적인미생물학적분석만실시되었다. 하

지만, 2008년 11월이래, 배설물대장균을분석하기위해서정확한모니터링이더자주실시되고있다. 폐수에는야채와꽂이꽃프

로젝트를위한적하시비법(적하식관수장치의물에비료분을섞는다)에사용되는거의이상적인수준의질산염과인산염이있다. 하

지만, 총대장균에대한보다개선된분석에따르면, 병원균농도가무제한적인관개로인해너무높지만, 처리된폐수의총대장균농

도는 네그로스 오리엔탈주의 거의 모든 강보다 낮다(약 10,000-＜100,000 CFU/100mL 하천수). 습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지장을받을수도있었던다양한경제활동에수자원이공급돼서불확실성이줄어들고있다(Lipkow and von Münch, 2009).

출처: APFAMGS(2008); World Ban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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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턴흐름의변화가특히우려되는것은풍부한생물다

양성이 존재하는 곳이 사바나강 하류지역이라는 점이다. 대

서양으로 이어지는 강에는 가장 많은 고유종(108종)이 서

식하고 있다(Hickey and Warner, 2005). 따라서 기반시

설접근법은모든측면의물리스크와기능을검토하는것이

다. 그럴때에만물관리자들이일어날확률이가장높은불

확실성과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가장 이로운 균형을 이루는

결정을내릴수있다.

사바나강의예는반복적인자문접근법이사용될시발생할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2010년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와 국제 자연 보호 협회

(Nature Conservancy, TNC)는강을복원하기위해서지속

가능한 하천 프로젝트(Sustainable Rivers Project)를 실시

했다. 주요전략은하류생태계과정과서비스를복원시킨흐

름체제를정의내리고, 지속적으로인간의물사용수요, 이를

테면전력생산(공급서비스), 레크리에이션(문화)과홍수통

제(규제)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3년 4월

오리엔테이션 미팅으로 시작했다. 이 회의에는 조지아와 사

우스캐롤라이나주정부, 연방기관, 학계, 기타비정부기관

에서 50명 이상의 유수한 과학자들이 과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참석했다. 민물, 범람원, 어귀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계절별 유량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데이터가 사용됐다. 유량 제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로 하여

금 양적인 흐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

지만, 참여자들에게제안사항이첫예측이고, 적응적관리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고 하자, 목표가

세워질 수 있었다. 많은 과학자들과 기관들이 일하는 것은

어렵고시간이많이드는일일수있지만, 이제약요인대부

분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하는 활동을 한 연구팀에게

만 부여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

의 다른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지식이 되었으며,

연구절차제안워크숍동안합의에이르는것이보다쉬워졌

다.

마침내, 일련의 계절별 통제된 방출 실행을 위한 흐름 처방

계획이 설계되고, 테스트되었다. 미 육군 공병대(USACE)

는 서몬드 댐(Thurmond Dam)에서 홍수로 불어난 물을

5일 동안 시간당 450㎥씩 방출했다. 기존에 매일 방출되는

130cm에비하면꽤많은양이다. 2004년 3월부터현재까

지통제된홍수방출이 7번진행되었다. 이렇게통제된방출

은댐이건설되기전에이전부터존재했던흐름상태를모방

한것이다. 여러프로젝트를통해서수많은생태학적영향이

평가됐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능력이다.

그 영향으로는 통제된 홍수가 어귀의 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박스 13.8

인도와브라질의지역사회기반습지관리

인도와 브라질 같은 국가의 지역사회 기반 습지 관리 시스템

의예를보면수자원을관리하고보호하는데여성단체의참여

가중요함을알수있다. 인도구자라트반건조지역에서여성

자영업자협회(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이 1995년집수, 분수령관리를통해서전통적인수

자원을 유지, 보호하고 관로와 장비를 수리,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여성, 물, 일 캠페인(Women, Water, Work

campaign)을 시작했다. 여성을 위한 여성 자영업자협회

(SEWA)의 공동 행동 접근방식은 강력한 시민단체와 여성

기술인 집단을 통합시켰다. 물 캠페인의 성공 덕분에 여성자

영업자협회(SEWA)의구성원이크게늘어났다. 여성들은수

입증가, 힘들고단조로운일의감소, 가정의생활개선, 여성

과 남성의 이주 감소, 여성자영업자협회(SEWA)의 다른 프

로그램의 참여 증가 등 많은 혜택을 입었다. 여성자영업자협

회(SEWA)은 과거에는 주로 남성이 주도했던 물 관리 지역

에 관한 협상을 여성들이 하는 강력한 비정부 기관이다

(Panda, 2007). 

브라질중앙의상주앙드알리앙세(São João D‘Aliança)

지역에 위치한 농촌 근로자 지역 연합(local Union of

Rural Workers)은 브라질 대학교(University of

Brasília, UnB)와 협력하여 브란카스강(das Brancas

River)의오염을막고강둑을따라있는지역식물을복원하

기 위해서 지역사회 물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물 여성 프로

젝트(Water Women Project)’라고불리는여성이주도하

는이니셔티브에서각여성단체는환경친화적인관행을자

신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했다.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

인들은오수를하천에버리지않는것과강둑을따라토착종

나무를 심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그 결과, 하천에 버려지는

폐기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강둑에 새로운 토착종 식물이

늘어나고, 토양 침식이 감소했다.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가

강화되고, 여성리더십능력에대한대중의인식도바뀌었다

(Souz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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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 범람원 숲의 재생 가능한 이점의 가능성을 검

토하는것, 짧은코철갑상어의움직임을추적하는것, 범람

원의무척추동물과물고기를추적하는것이있다. 이모니터

링을 통해서 이해 관계자들은 큰 통찰력을 얻고, 야생 동물

보존의가능성에대한정보를더많이얻을수있다.

13.2.2 환경엔지니어링

자연환경도 인공 기반시설과 동일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

기때문에‘기반시설’로간주될수있다(섹션 8.3). 예를들

어, 습지는 최대 홍수 흐름을 줄이고, 유기폐기물을폐수 처

리 공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해한다. 대개 인간은 수자원

분배를할때생태계의물수요를무시해서생명을유지해주

는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성에위험을가한다.

생태계물요건에대한연구와모니터링확대를통해계획담

당자들과 관리자들은 자연 환경을 수자원 기반시설의 한 요

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반시설 계획, 특히 생태계에

대한투자를통해보다큰가변성을예상하고지속가능성을

계획함으로써후회없는접근방식을취할수있을것이다.

자연 재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를통해해결될수있지만, 지연생태계강화가자연가변

성으로제기되는도전과제를일부완화할수있다는예가있

다. 홍수피해감소에대한다음의대응방식을통해생태계

강화가 기후로 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큰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연 생태계는

섹션 8.3에서다루었던것처럼, 홍수피해감소를위한옵션

이기도하다. 

정부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이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인도와 브라질의 예가 보여주듯이, 지역사회 기반 관

리는자연자원에성공적으로투자하고관리할수있다.

13.2.3. 남아프리카의몬디습지프로그램(Mondi
Wetlands Programme)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족한 자연 자원이 물이고, 현재까지

남아프리카 습지의 55%는 무차별 농업과 임업, 도시 개발,

오염, 댐 건설, 침식과 불로 인해 사라졌다. 게다가, 남아프

리카인대부분은식수를마실수가없어서필요충족을위해

서개울, 하천, 다양한하천의습지에서충분한물을얻는다.

현재의 수요와 공급률이 지속된다면, 남아프리카 수자원은

2025년쯤완전히고갈될것이다(몬디습지프로그램, n.d.). 

남아프리카센트리온(가우텡주)과호윅(쿠아줄루나탈주)에

기반을두고있는몬디습지프로그램(MWP)은남아프리카

의 최대 비정부기구(NGO) 보존 기관인 세계야생생물기금

(WWF-South Africa)과 남아프리카 야생환경보호단체

(Wildlife and Environment Society of South Africa,

WESSA)의 공동 프로그램이다. 기업 후원자는 마쯔다 야

생생물기금(Mazda Wildlife Fund)과 몬디 유한회사

(Mondi Ltd.) 두 곳이다. 1991년에 설립된 몬디 습지 프

로그램(MWP)은가장성공적인남아프리카비정부습지보

존 프로그램이며, 남아프리카 보존 지역 밖의 습지 보존에

선구자적인역할을해서파트너기관들의인정을받았다.

2011년 1월, 몬디습지프로젝트는지역사회에서사용하는

습지를 관리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공동의 습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데기여했다. 그활동으로는정부서비스확대와서

비스 제공업자들과 파트너십, 습지 관리 능력 강화, 지역사

회기반습지관리문제와이슈파악, 지역사회역동성에대

한 이해와 습지에 대한 인식 강화, 지역사회가 습지를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지원 및 촉진,

오염된습지중실현가능성이있는곳의복원촉진등이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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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가들은
불확실성과리스크가
있을때최대한의공공
서비스를제공하는결정을
내릴수도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현상유지일
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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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부족 사회,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

었다. 예를들어, 몬디습지프로그램은수백만란드를들여

오염된 습지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30,000 헥타르의 습지

상태를 평가하고, 여러 습지에서 복원 활동에 착수했다. 또

한, 남아프리카 밖에서 보존지역으로 선언된 21개의 핵심

지역에서 습지 보존 활동을 시작했고, 60개 기관의 1,050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습지 평가와 기능에 대해 교육하고,

습지에 관한 교육을 강화했다. 지역사회와 이해 관계자들은

장기과정에개입하고참여한다. 공동의습지프로그램의관

리자는농촌부족지역에서습지이슈에관한인식을제고하

고, 정부 관계자들의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여러 기관의

의사 결정자들이 습지 보존을 해결하도록 로비활동을 한다.

또한, 습지 지배구조 구조 마련을 촉진하고, 개선된 습지 관

리 관행 실행을 도모한다(Rosenberg and Taylor,

2005).

습지는 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습지는‘물 정화, 저

장, 지하수 대수층 함양, 하천 유량 규제의 기능을 한다. 습

지는 침식과 홍수 감소, 생물다양성의 가치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습지는 남아프리카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에 있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서식

지중하나이다’(세계야생생물기금, n.d.). 하지만, 특히, 비

국가 행위자들이 습지 보호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

다. 습지는보통토지와물의사용에비해가치가낮거나없

는 것으로 간주된다(Schuijt, 2002). 딜레마 중 하나는 습

지가 리스크 감소에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는

심각한물부족을겪고있는두지역중한곳으로(유엔환경

계획, 2002), 지역사회의장기적인건강, 안전, 복지를위해

습지가필요하다(Schuijt, 2002).

하지만, 아프리카 습지 대부분이 위협 아래 놓여있다. 이해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습지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습지 보호와는 반대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습지

자원이종종악용된다(Schuijt, 2002). 그렇기때문에몬디

습지프로그램이매우성공적인것이다. 프로그램을통해이

해관계자들은다양한사회적측면에서지원했다. 미래의리

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속에서, 습지에 대한 투자

는 습지에 의존하고 있는 야생 동물의 생명의 순환을 돕고,

물을 자연스럽게 여과한다. 또한 물 자원을 확보하고, 미래

가뭄, 홍수, 기후변화, 침식의영향을완화한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방식이기는 하

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로 몇 가지 도전과제가 제기될

수있다. 이해관계자들이물관리과정에참여하려하지않

거나참여할수없는리스크가항상존재한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효과적인 능력 개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의지가 없는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더 어렵고, 태도와 가

치를바꾸고교육을도모하는것을목표로하는더딘과정이

필요할수있다.

13.3 리스크와불확실성속에서사는것: 
물의사결정의균형

물관리자들은인간과자연의물필요를충족하기위해서부

분적으로는자연의가변성에서기인하는리스크와불확실성

을 항상 다루어왔다. 하지만, 새로운 이슈들이 특히 기후변

화와토지사용의변화, 외부요인의상충되는압력으로인해

발생한다. 그결과불확실성과관련된리스크가증가해서비

용과 정책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

워진다. 미래의 행동은 기후변화나 빠른 이주 흐름과 같은

글로벌차원의현상이등장하고있기때문에더이상과거의

상황에만기초를둘수없다. 물요인중일부의변화가가속

화되고있다. 이를테면, 소비, 인구구조, 기술, 또한이들의

중단가능성으로예측불가능성이악화되고있다. 의사결정

자들은 기후변화가 여러가지 면에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해결해야할것이다. 그해결방법중하나는불확실성을리

스크 시나리오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가능성을 관리나 정책 접근법에 포

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정책 옵션의 균

형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아래에서보는것과같이, 호주는기후변화에대해예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예시에서 보듯, 정부는 미

래의리스크를피하기위해서예방적대책을선택할수있지

만, 정책 결정 이후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다. 

호주 정부는 수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특히 가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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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래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 확

보국가계획(National Plan for Water Security)을마련

했다. 이 10 포인트 계획의 목표는 10년 동안 수자원에

100억달러를소비하는것이다. 예방적대책을실행하기위

한 노력으로, 자금 중 무려 60억 달러는 물 사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알려진 관개농업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사용된다. 

이계획의목표는물절약을한후, 환경지속가능성의토대

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계획에는 우려의 원인이자 미래

물부족의원인으로알려진물의과도한할당이슈를해결하

기위해서되사기(Buy-back) 프로세스도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이 있다. 공학 및

기술적인 해결에 투자를 하더라도 농민보다 엔지니어들이

더넓은분야에서수자원을관리하도록하는것은다른영향

을 가져올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반 해결책은 농장 차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서, 농민들과 장기적으로 마련한 교육 관

행보다 효과가 덜 할 수 있다. 게다가, 물 할당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체계로서 되사기 시스템이 저렴하더라도, 관개수

일부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개차를 없애면 산업계는

강도가낮은관개기반시설사용때문에불합리한재정적부

담을떠안게될수있다(Crase, 2008). 

예측하지못한또다른결과는관개수에중점을둬서지하수

관련 입법을 간과한 것이다. 입법 정책은 지하수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수에 대한 접근을 제한

했다. 그결과의사결정자들은지하수사용을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동시에과도한지표수추출을제한했다. 그러므로,

지하수 사용은 새로운 물 불확실성과 도전과제를 증가시킬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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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3.9

핵심오염통제서비스제공과산업을위한신뢰할수있는물접근성보장

다우(Dow)는혁신적인화학, 플라스틱, 농업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다. 네덜란드에있는다우테르네우젠(Terneuzen)

제조시설은많은양의담수를사용한다. 하지만, 그지역의물은염분이섞여있어서, 담수가약 100km 운송돼야한다. 산업과시

당국이모두담수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 다우는잠재적으로큰기업리스크라고할수있는담수부족심화와비용증가를줄여야

한다. 

테르네우젠프로젝트의목표는산업에비용효율적이고신뢰할만한물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이다. ‘가정폐수활용’프로젝트

가 2005년초에마련되어 2007년초에실행되었다. 공공사업자에비데스(Evides)와지역물위원회(Regional Water Board)는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강력하고 통합된 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테르네우젠 시설은 이전에는 하천으로 직접

방출됐던 폐수를 처리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대기 중에 증기로 방출하기 전에 제조 공장 스팀 생산과 냉각탑에서 각각 한 번씩,

총두번사용하고있다. 

2007년이래, 이공장은매일 990만 L 이상의가정폐수를사용하고있다. 다우는시당국의폐수를사용하고재활용하여담수사용

을절반으로줄일수있었다. 다우는이와같은물관리방식을통해필요한기수의양도줄였다. 

공장에서사용하는담수의양을현저히줄였을뿐만아니라, 앞으로환경적인이점이더있을수있다. 가정폐수는과거에사용됐던

염수보다낮은환경압력아래정화될수있다. 그러면매년에너지사용은 65%, 화학물질사용은 500톤줄어들고, 그에따라이산

화탄소도 5,000톤줄어들것이다. 게다가, 1L의물은한번이아니라세번사용되고있다. 

공장에장기적으로 신뢰할만한물을공급해서 공장은비용 효율을 달성하는결과를 얻게된다. 이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측면은다

우, 물기업에비데스(Evides), 지역물위원회가파트너십을맺었다는점이다.

출처: WBCSD에서전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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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예는미래의물불확실성과리스크를줄이기위해서정

부가의지를가지고균형을찾으려는사실을보여준다. 하지

만, 정책의 결과는 앞서 강조된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서 보

는 것과 같이 확실하지 않다. 정책 입안가들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있을 때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릴수도있다. 하지만, 불확실한상황에서는현상유지일수

밖에 없다. 몇몇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의사 결정자들은 불

확실할 때 현상을 유지하려는 강한 성향을 보인다. 이 성향

은옵션이많을때더욱강하게나타난다(Samuelson and

Zeckhauser, 1988). 물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기존

의 물 관리는 종종 일시적인 필요 충족과 장기적인 해결책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정

치적자본의손실이따를수있다.

제한된 물 가용성, 증가하고 진화하는 수요 및 점차 부족해

지는재정과물리적자원사이의경쟁으로인해, 의사결정자

들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계획을

위한균형을찾는데어려움을느낄수있다. 국가는리스크

와불확실성을해결하기위해서예방적또는현상유지접근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

해서어떻게균형을이루고자하는지알수있다. 정책변화

는 현상 유지 비용이 변화 실행의 거래 비용을 초과할 때에

만 일어난다(Saleth and Dinar, 2004). 같은 맥락에서,

국가는거래비용을다른관점에서볼수있을것이다. 일부

국가는 물과 환경 자원의 악화를 현재 정책을 바꾸는 데 소

요되는 만큼의 비용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간

주하지않을수있다. 다른국가는미래의물도전과제를미

래를 위해 현재 정책을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드는 과제

로볼수있다.

하지만, 모든 균형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실제로 물 분야

와 물 밖의 영역에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덕분에 여러 분야와 장기적으로는 물의 혜택으

로이어진윈윈의상황이있다. 하단의예는민간기업, 다우

케미컬(Dow Chemicals)이산업투입으로서물비용과오

염 통제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등장

했을 때, 어떻게 그 리스크를 모든 물 사용자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관리했는지보여준다. 

본장은물분야내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관리에중점을

두고 있지만, 다음 장은 다른 리스크와 불확실성 관리 노력

이어떻게물에긍정적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는

지강조하고있다. 리스크와불확실성이보다복잡해지고변

화가가속화되면서, 많은이점을가져다줄수있는관리접

근방식을마련하는것이중요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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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장에서살펴보았듯이, 물관리자들은자신들이직면한리스크와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데도움이되는많은메커니
즘을 사용한다. 물 정책 대응은 리스크 회피에서 예측적인 적응적 관리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인간의삶모든영역에서리스크와불확실성이가득하다. 이러한세계에서물도전과제에대한대응은 1차적
으로다른부문적리스크와불확실성을해결하려는시도들의(또는, 몇몇경우에는해결실패의) 한부분이되어야한다.

세계물개발보고서제 3판에서지적했듯이, 물부문안에서직면한많은문제들은다른부문에서내려진결정들에의해야
기되었으며물문제에대한많은솔루션도이러한다른부문에서발견될수있다. 물세계안팎에서내려진대부분의결정
들은어느정도리스크관리의형태를포함한다. 미래의혜택또는위협에대한예측은부문적결정과사업적결정에서핵
심적인부분이다. 이러한결정은언제나물을고려하는것은아니지만, 대개물에영향을미치며물관리자가선택해야만
하는결정과반응의종류에영향을미친다. 

이장은어떻게“워터박스”밖의리스크와불확실성관리가물관리에혜택을줄수있는지를보여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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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빈곤감축과녹색성장과경제

물은 사회경제 발전에 매우 밀접하기에 다른 하나를 해결하

지않고서하나만해결하는것은어렵다. 그러나빈곤감축과

경제발전의단기계획은지속할수없는개발방법을만들어

내며 종종 수자원 트레이드오프의 잠재력에 대한 장기 분석

없이는실행하기어렵다. 

식량, 식수, 위생과 같이 기본적 인간의 필요로써 물에 대한

전망을넘어서많은개발노력은물리스크와불확실성에영

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경우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물을

더 많이 사용하며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이룩할수록

물 오염이 심해진다. 예를 들어 농업 집약적인 생산은 지속

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빈곤 감축과 성장의

주요원동력으로강조되어왔다. 이말이사실일지라도기타

사용을 위한 물의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

양한 경제 성장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물 가용성과 관련된

위기와불확실성을해결하는데도움이된다. 그러나 트레이

드오프와 정치적 비용이 너무 높고 즉각적으로 느껴지기 때

문에이런일을하는국가는매우소수이다. 

박스 14.1은쿠바가빈곤감축의원동력으로농업을유지하

기로 선택하되, 농업을 유기적 방법을 발전시키고 헥타르당

곡물 생산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물 오염을 감소

시키고, 물의효율적사용을촉진시켰으며동시에부족한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미래의 물 부족 위기를 줄이고

경제발전의지속가능한기반을보장한사례를보여준다. 

일부의 경우, 녹색성장은 개발의 도전과제가 된다. 예를 들

어, 화학비료의부족은지속가능한개발의기회가된다. 이

모델을따라현존하는물부족은국가가기타국가가직면한

흔한 리스크를 피하면서 더욱더 녹색 경제로의 발전을 이룰

수있게도움을주는기술혁신의밑바탕을제공할수있다.

비싼 물을 기반으로 한 위생 시스템도 접하기 어려운 나라,

그중에서도특히시골에서는예를들어재래식화장실혹은

자연발효화장실의보급이물수요혹은리스크에대한추가

적인부담없이기본위생서비스를보장해주는효율적인대

체 방안이 될 수 있다. 물 효율 혹은 건조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국가는질병, 희소성, 금융과관련없이물과관련있는

리스크를피할수있다. 

14.2 기후변화대응: 적응과완화

기후 변화는 현재 인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불확

실성 중의 하나를 대변한다. 국제적으로 온도 증가, 해수면

상승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영향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

다. 그러나지역적인수준의영향은예측하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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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4.1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유기농농업을이용하는쿠바

쿠바정부는 1993년 9월식량위기에대응하기위해대부분

의국영농지를처분하고이농지를협동생산의기본단위로

바꿨다. 국영 농지였던 농지의 80%는 농부의 소유로 전환

되었고, 농부가 소유한 기업으로 재탄생 되었다. 비록 농부

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곡식 생산량을 맞춰

서생산하는한오래도록땅을빌릴수있었다. 

생산된곡물은정해진양만큼내고나면자유롭게농산품시

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그로 인해 벌어들인 돈

은효율적으로바이오비료, 지렁이, 혼합비료, 방목가축과

같은새로운유기농기술을사용하는데투자할수있게되었

다. 농부는또한간작, 비료와같이생산량을증가시키기위한

전통기술을부흥시켰다. 

공공정책 또한 1994년 도시 농업 국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f Urban Agriculture)을 통해 도시 유기농

농업을 지지했고,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농부들이 다양하고,

건강하며신선한상품을더많이생산하는것을고취시키도록

수립되었다. 하바나 사람들은 놀고 있는 땅과 뒷마당을 작은

밭이나 목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었다. 이 결과(총 5백

만인력중) 35만개의새로운고소득직업이생겨났고, 4백만

톤의 과일, 야채가 매년 하바나에서 생산되어(10년 만에 10

배 이상 증가) 2백 2십만 명의 도시민들이 농작물을 자급자

족할수있는도시가되었다. 

무역금지상황에서국가식량안보를지키는동안쿠바의유

기농농업으로의변화는상당한인구의지속적인수입을보장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게다가

화학물질은 종종 암과 같이 건강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주

기때문에농업생산품의농약부족은장기적으로는쿠바인들

의건강에긍정적영향을가져오는것처럼보였다. 

출처: 유엔환경계획에서전재(2011); Alvarez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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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4 352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그러나‘비유감(No-regrets)’의방법으로일컬어지는적응

적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즉 이 방법이 주어진 기후

시나리오의 실현과는 관계없이 개발이든 환경이든 혜택을

제공할것이라는뜻이다. 지역적영향과관련한확실성의부

재속에서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개발계획을짜는것이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

응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우 패

턴, 가뭄등기후변화의영향이대부분물가용성과관련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감지된 이후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전 장에서 보았듯이 적응적인 관리는 다양한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더 정확한 모

델과데이터로불확실성을다소감소하는데도움이된다.

기후변화대응계획에대한특정한노력은또한특별히의도

하지 않아도 물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낮은 농업 생산량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 농업의 다양화, 투입당 더 높은 수확량을 내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 더 많은 지속가능한 투입(토지, 물,

비료, 노동)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 이전을 결합한 방식 등

비유감 기후적응 방식을 통한 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 방법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이론적으로

더적은물을사용하는방법을제공하기때문에물리스크와

박스 14.2

물관련혜택으로산림황폐와산림파괴로인한온실가스방출량감축(REDD) 

유엔의 REDD 프로그램은유엔협력이니셔티브로개발도상국의산림황폐와산림파괴로인한방출량을감소시키기위한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선언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산림 황폐를 통해 임업 분야가 전세계

온실가스방출량의 17%를차지해에너지분야다음으로두번째로높은방출량의원인이된다는내용이다. 기본가정은‘감소된산

림 황폐와 파괴는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엄청난 지속 가능한 개발 혜택을 만들어내고, 개발도상

국가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해낼 수 있다. 만약 가격 효율적인 탄소 혜택을 REDD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면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증가율은감소할것이며, 효율적으로국가가이산화탄소방출량을감소시킬기술을적용할수있는

충분한시간을벌수있을것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유엔개발계획/유엔환경계획, 2008b, p.1)

적절히관리된산림은상당히많은탄소를흡수한다고알려져있다. 산림은생물다양성을보존하고, ‘토양과물상태를향상시키며지속적

으로목재와비목재산림생산품을제공하는데도움을주고, 지역공동체를위한삶과식량안보를지속혹은향상할수있도록도와준다.’

(유엔식량농업기구/유엔개발계획/유엔환경계획, 2008a). 그러나특정장소의토지사용이물서비스에각기다르게영향을주기때문에

산림과물사이의상쇄가존재할수도있다. 예컨대산림은종종연간유량을감소시킬수있고, 사실상새로운물리스크를만들수도있

다. 그러나수력발전의리스크감소혹은홍수리스크조절의경우산림은동시에퇴적작용을감소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다양한공동

혜택의적절한순위뿐만아니라REDD 이니셔티브로얻을수있는신중한특정장소의물리스크와공동혜택을확인하는것은물리스크

와불확실성뿐만아니라기후변화완화를도울수있는적절한REDD 프로그램을창안하는데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에콰도르는 소시오 보스케 프로그램(Socio Bosque Programme: 산림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통해

REDD 전략을이행함으로써이러한환경적공동혜택을얻는예를제공한다. 프로그램을통해산림소유자와원주민공동체는자발

적으로 20년동안자연그대로의산림을보존하겠다고약속하고그대가로그들은연간경제적인센티브를얻는것이다. 2008년 9

월이래로소시오보스케프로그램은 40만헥타르이상의산림보존약속을얻어냈으며 4만명의사람들에게혜택을주었다. 사회,

환경적(예상되는 물 혜택 포함) 공동 혜택의 순위와 모니터링을 하는 특정한 분석은 REDD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구조내에 통합된

보호장치시스템수립을통해발생한다. 이는기후변화가물공급, 수량, 수질에미치는미래의리스크를감소시키고, 특정공동체

에추가적인적응혜택을보장하는데도움을준다.

출처: 세계은행(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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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감소하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물이 점점 고갈되는 지역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농업 개발

투자는물불확실성에대한대응책을제공할수있다. 

상호지지할수있는혜택을창출하기위한노력의예시로는

산림관리와수자원관리사이의접점이있다.(박스 14.2)

14.3 리스크, 불확실성감소를위한사업결정

대부분의 기업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관련된 방법을 기반

으로 사업을 결정한다. 투자 결정과 생산 방식은 미래에 대

한추측을할수있게한다. 

유일하게재정적결과를바탕으로내린많은결정은또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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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4.3

건조한지역에서물공급복구 : 이탈스멘티(Italcementi)

시타푸람(The Sitapuram) 석회석광산은기계화된노천광으로서주아리시멘트회사(Zuari Cement Ltd), 이탈리아이탈스멘티

그룹(Italcementi Group)의 일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 광산은 인도 남동부 날곤다 디스트릭트(Nalgonda District) 돈다파두

(Dondapadu)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농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두 개의 하천이 끊임없이 흘러 현재의 조광권 지역을 지나 돈

다파두(Dondapadu)에이른다. 이지역은열대성기후로평균강수량은 64cm이며습도는최대 82%이다. 기온은 22。C에서 50。

C이다.

이회사의목표는석회암을제거한뒤기반암(사암)에도달하여채광한부분을지하수균형을위한지질유압을이용하여호수로전

환(채광 지역의 75~80%)하고 주변에 휴양지를 개발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이 회사는 호수 주변을 그린벨트로 개발했는데 토양을

유지하고동식물을보호하는것에목적이있었다.

작은연못과대형수역을포함하여채굴지역을호수로전환하였으며, 또한수질과지하수면을정기적으로측정했다. 집수지배수와

화관배수가만들어졌으며채석장과연결하여채광지역에서유사와침전물이흘러나오는것을막았다. 이는물저장고를만들어불

확실성을줄이고채광활동으로인한잠재적오염을낮추는데도움이됐다.

이 채석장은 1986년부터 운영되었고, 인근 그린벨트가 2000년에 개발되었다. 삼림이 채석장의 경사면에 조성되어 토양을 지탱하

고채석장의 벽이붕괴되는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조광권 구역의경계를 따라서있는 개발된 그린벨트는둘 사이의 장벽역할

을 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을 채광하는 동안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부터 보호해 준다. 2007년 300그루의 가누가(Ganuga)가 공

장 주거단지 인근에 심어졌다. 광산의 첫 벤치로부터 제거된 표토는 토양의 노출되어있는 부분 위에 식물을 심기전 화단을 만들기

위해사용되었다. 현재는자트로파(바이오디젤용도)가조광권구역 20에이커안과주변에서자라고있다. 또한 PVC파이프라인이

채석장벤치로부터나무에영구적으로수자원을공급하기위해설치되어있다.

결과는다음과같다:

쪾대형수역조성은오리, 학, 코뿔새등다른지역의많은조류를끌어들였으며이곳에서산란을해오던어류및다른지역의어류도

끌어들였다. 이를통해생태환경도보존할수있었다. 이저수지는물부족을겪고있는지역사회에도이득이될것이며이저수지

의물을농업용관개와어류양식에사용할수도있을것이다. 

쪾기저의대수층함유는주변지역의지하수면을끌어올리고초목을증가시키고있다.

쪾유사퇴적의감시와관리는퇴적물이흘러넘쳐광산지역에서주변으로유입되는것과지역내동식물에혼란을가져다줄수있는

결과로부터막을수있다. 채굴된채석장중일부는채워지는데좀더오랜시간이걸릴수도있다.

쪾광산구역주변의초지조성과토양유지는나무심기와숲조성과대기중 CO2 감소를위한것이다. 

출처: WBCSD(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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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련된리스크와불확실성을감소할수있는효율적인방

법을제공할수있다.

비록 법적 체계는 투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인센티브를

정의하는 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이런

방법은 또한 세율, 재정적 인센티브와 같은 투자나 기업을

주어진장소로끌어들이기위한정부정책을통해촉진될수

있다. 고용창출과도시에부를가져다주는기업에세제혜

택을주는일은상당히흔하다. 

이를통해기업이스스로물에영향을줄수있는지역(수역

근처) 혹은 더 손쉽게 물을 쓸 수 있는 지역에 기업을 세우

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9장에서 본 것처럼) 기업 활동이

수자원에미치는잠재적영향은무시하고해외기업이그국

가에창출해내는부때문에정부는식량이나기타생산품해

외기업의토지매입을용이하게할수있다. 

그반대도옳다. 그런종류의결정이흔치는않지만, 정부는

물 단위당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투자를끌어들이려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박스 14.3은 처음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혹은 생산을 하려면 자연자원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내린 기업의결정이 어떻게공동체와환경에 추가적

인물비축량을제공하고, 이를통해미래물부족과관련된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보여

준다. 

수자원의적절한가격설정과가치측정과같은도구는(식수

취수와폐수방류에드는비용과이동가능한물권리포함)

박스 14.4

내포된가치측정은기업과물리스크를감소시킨다

호주의리오틴토알루미늄(Rio Tinto Aluminium)사의웨이파(Weipa) 보크사이트광산은다양한수자원을지니고있으며

각각은관련비용과추가적인가치를지니고있다. 주요 4개자원은

쪾광산폐기물댐(채광후남은물질이저장된장소, 여기에는진흙, 침출수, 화학침전물, 부서진바위등이포함됨)에서흘러내린물

(재활용혹은재사용된물).

쪾슬럿(Slots) (작은우물과유사)과광산주변의빌린기타작은저장소에모인강우.

쪾지역아래의얕은대수층.

쪾대찬정분지(Great Artesian Basin)의더깊은대수층. 

각기다른자원의가용성은, 특히처음두곳의가용성은, 한해동안상당히달라질수있다. 리오틴토는일반환경리스크관리과

정 중 대찬정분지와 얕은 대수층에서 민감한 정도를 확인했다. 이는 대찬정분지 공조 위원회,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

자들의참여하에강화되었다. 비정부기구는얕은대수층과지역강사이에발생할수있는연결성에초점을맞춰왔다. 

이과정은처음에는광산폐기물댐, 이후에‘슬럿’, 그리고얕은대수층, 마지막으로대찬정분지의대수층에서자원을추출하도록안

내함으로써자원의공식체계를수립하는데도움을주었다.

일반적으로광산폐기물댐과슬럿에서자원을추출하는비용은지하대수층에의해뚫린지역에서작업하는비용보다적게든다. 그

러나대규모광산임대로인해두비용모두저렴하거나후자보다자원추출이더편리한경우가발생한다. 

자원추출 체계수립은물의자연자원에 대해내포된 가치를효율적으로 평가한다. 대찬정분지의 경우 재충전이가장 느리기때문

에초점은자원의장기적지속가능성에있다. 얕은대수층은기후로인해매우빠르게충전된다. 그러나그얕은깊이는강의생태계

와더긴밀하게연결될수있다. 

출처: WBCSD(n.d.)에서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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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이 생산에 필요한 주요 투입 요소일 때 기업의 결정

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 도구들은 그렇지 않으면 사업가에

게분명하지않았을트레이드오프, 비용과혜택/공동혜택을

강조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정부주도의사례중캐나다

북서쪽 영토의 지방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 지속 가능한 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강령뿐만 아니라 비전과 전략을

포함한 물 계획을 위한 포괄적 체계를 수립했다. 이는 또한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 가치에서부터 유역에서 제공

되는 생태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포함한다.(NWT, 2010).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스스로 진화해 오늘날 정부와 기업에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고려사항을 주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2011)에서 강조되었듯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있다. 산업과기업은자신의투자를보호하기위해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반면에 정부와 공동체는

자신의 생계와 안전,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리스크

관리모델을적용할수있다.

기타요인도또한기업에동기를부여해기업이나브랜드이

미지와명성의위험및사회책임과관련된특정결정을하게

된다. CERES보고서(2010년)에 따르면, 운영권은 더 이상

당연한것이아니다. 왜냐하면자원이점점부족해지고소비

자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기준에 관한 책임

을더욱더요구하기때문이다. 

불행히도모든기업결정이선의에의한것은아니지만기업

의명성을생각하여내린기업결정은물산업에긍정적인영

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폐수를 원료로 사용하

는‘제지제조공장에서는잉크, 먼지, 플라스틱, 기타펄프에

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생산되는 종이 1톤당

더많은물을필요로한다. 둘째로물재사용은폐수의화학

적산소요구량수치를높이며폐수처리를더욱어렵게만든

다’(Klop and Wellington, 2008, p. 30). 재활용물질은

비록‘긍정적인’공공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만일 생산과

정의 전체 라이프 싸이클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박스 14.5에서는 주요 생산 투입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긍적적인 회사 브랜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의예를잘보여주고있다. 펩시콜라사(PepsiCo)의 2010

연간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환

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을 감소시키고 비정

부 기구와 협력하여 환경 복원과 보호를 위해 노력한 예가

잘기술되어있다.

14.4 물분야혜택을위한분야별리스크관리

정책 선택간의 복잡한 트레이드오프를 관리하는 포괄적인

기본틀의부재하에한가지접근법은물의혜택을최대화하

고 물 이용자가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

워터박스밖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355WWDR4

박스 14.5

명성의우위를높이는기업결정은물혜택을가져온다.

펩시 콜라사(PepsiCo.)에서 물 효율성은 오랫동안 환경에

초점을맞춰왔다. 2010년 3/4분기동안국제외식산업은물

이용 강도를 2006년에 비해 19.5% 감소시켰다. 우리는 기

업소유의시설에대한 2015년목표치를달성할수있는방

향으로 가고 있다. 신기술로 우리 시설을 업그레드하는 것은

우리가이목표에도달하는데매우중요하다. 예를들어아리

조나카사그랜드(Casa Grande, Arizona)에있는피리토레

이(Frito-Lay) 공장은최첨단정수, 정화시스템을구비하여

생산에 사용된 물의 최대 75%까지 재활용 및 재사용을 할

수있다. 유사한기술이또한물부족을겪고있는호주의팅

갈파(Tingalpa facility in Australia)공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2009년펩시콜라사의인도사업부에서는긍정적인물밸런

스를 달성하여 과거 우리의 상품제조시 사용했던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사회에 다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물 부족지역으로 확산시

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2010년 자연보호(The Nature Conservancy)와 함

께물고위험지역을파악하기시작하여우리가사업을운영

하는 지역 중 가장 취약한 지역에‘순 긍정적 물 영향’에 관

심과재원을집중할수있게되었다. 우리는중국, 멕시코, 유

럽, 인도, 미국 등의 분수령을 선택하여 유연하고 견실한 시

스템을 개발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시스

템을통해펩시콜라공장은물위험의성격을파악할수있었

을 뿐만 아니라 물 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관련 복원

이니셔티브를파악할수있게되었다.

출처: PepsiCo(2011, p. 33)에서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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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야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정

책과 투자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 동기, 결정요인의 수를

줄일수있으며동시에윈-윈상황을가져올수있다.

14.4.1 수송분야의위험과비용감소

대규모기반시설을세우는데는어느정도의예상을통해투

자의 실행가능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거

대 수송 프로젝트에는 위에서 본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

을줄이는메커니즘뿐만아니라인구및소비패턴과같은기

타요소도감안한다. 

박스 14.6을보면기업이기반시설투자의내구성을늘리고

유지보수비용을줄이는노력을통해어떻게피해위험을감

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

한 조치는 미래의 물흐름과 주변지역에서의 물공급에 관련

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과 환경 자산에 혜택을 증대시키

박스 14.6

아우토비아스수로프로그램(Autovias Waterway Program)은도로유지보수의필요를줄이며동시에브라질에서가장중

요한대수층중하나를재보충하는데일조했다.

계획된 도로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기때 발생하는데, 도로에 고인 물이 유출수로 흘러 도로를 부식시키고 손상을 입혀 발생한다. 이

런 배경에서 스페인의 오브라스콘 후아레테 라인(Obrascon Huarte Lain S.A.,OHL)그룹 계열사인 아우토비아스(Autovias)는

고속도로표면에있는물을모아과라니(Guarani) 대수층재충전존에제공하는프로그램을개발했다. 이기업은이프로그램을주

로이지역의중요한수자원을보호하는목적으로고안했다. 아우토비아스(Autovias)는물을이대수층에제공하여직접적인수익

을올리지는못했지만도로의유지보수의필요를줄이고유실을막음으로써회사의비용을절약할수있었다. 

아우토비아스(Autovias)는 브라질 상파울로 주의(Brazil’s S~ao Paulo) 316.5 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운영권을 따냈다. 여기에

는기반시설 건설을포함한다양한 활동이포함되는데종종주변 경관을바꾸고 집수지역내의 물 역동성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부식, 침강, 특히대수층재충전지역에서의지하수침입감소및지역의물순환에직접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다. 

아우토비아스(Autovias)의현재와미래에대한환경공약은물순환의질, 수자원의효과적이용및재활용, 올바른수자원이용에

대한대중인식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세계최대의 과라니(Guarani) 대수층은 120만 km2 이상 규모이며 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는 이 대수층 위에 있다. 이

거대 대수층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다. 이 대수층은 40,000km3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이는지구의총강물의양보다많은양이다.

워터웨이 프로그램(Waterway Program)은 스푸카이 미림(Sapucaí-Mirim), 파르도(Pardo)와 그란데(Grande)강의 배수 유

역내에위치한기업이관리하고있는고속도로그리드를따라공공우물, 수로, 빗물방지댐을건설하는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4,000m3의 용량을 가진 520개 가량의 빗물 방지 댐이 건설되었으며 유료 도로망을 따라 빗물과 유출수

를저장하고우기때주변지역의빗물과유출수를저장할수있는용량약 200m3가확보되었다. 이유역이혜택을주는범위는약

5,200헥타르에달한다. 

그결과고속도로와인근지역에서흐르는빗물을저장하고물흐르는속도를늦춰대수층을다시채우고지하수면이무너지는것을

방지할수있었으며, 토양부식을막아물이유역밖으로빠져나가는것을방지했다.

출처: WBCSD(n.d)에서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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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혜택을주었다.

14.4.2 의료보건위험을줄이는방법에는물리스크를감
소시키는것도포함된다. 

생활방식의 선택은 종종 자연자원에 의도하지 않은 또는 오

해로인한영향을준다. 선진국에서흔하고신흥국에서급격

히부상하고있는육식식습관또한토양, 토지, 수자원에영

향을준다. 

최근 케이폰과 리젤(Capon and Rissel, 2010)의 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만성질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식

생활이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다. 육식식습관과운동부족

으로 선진국에서는 큰 질병 부담과 높은 의료 보건 비용을

직면하게 된다. 활동적인 생활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

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진행해오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은온실가스배출

문제해결, 오염감소, 건강한생활습관증진등과같은상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육류 소비에 사

워터박스밖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357WWDR4

박스 14.7

크라우드소싱을통한보건정보활용으로물관련리스크와불확실성감소

2011년일본의쓰나미발생이후다양한방법을통해생존자들의정보, 방사능수치, 구조활동정보를수집하기시작했다. 국제크

라우드 소싱 플랫폼인 우샤히디(Ushahidi)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지도에 위험 지역을 표시하고 실종된 가족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지역에 있는 생존자들의 자세한 상황을 이 사이트에

올릴수있었다. 그리고이정보를토대로구조활동을진행했다. 또한이사이트는사람들이가장가까운응급시설, 깨끗한식수와

식량 공급 시설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했다(Bonner, 2011). 패치베이(Pachube)는 실시간 시민들이 제공한 방사능 수치

정보와공식적인방사능수치를통합해서제공하는또다른사이트로방사능수치변화를추적할수있는맵핑소프트웨어를제공

했다. 또한이를통해수돗물수질을그룹모니터링할수있게되었다. 

또다른어플리케이션은바로구글트렌드로건강정보에대한패시브크라우드소싱(Passive crowd sourcing)을가능하게했다.

특정지역에입력된검색어의통계학적분석을기반으로하는구글트렌드는모니터가가능하며, 높은예측율로미국과캐나다의독

감유행을알아내기도한다(구글, 2011). 정부와수질관리국은이와유사한메커니즘을이용하여실시간물의가용수량과수질보

고를 알아낸다. 사실, 현재 많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거주지역의 수위와 수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올릴 수 있게 한다

(CreekWatch 참조). 

버클리대학생들은인도에서넥스트드롭프로젝트(NextDrop project)를실행하여각가구들이물의가용수량을예측하는데도움

을주었을뿐만아니라크라우드소싱이보건분야에서물관련불확실성및연관문제를줄이는데도움이된다는것을증명했다. 급

수시밸브를열때자동정보음성시스템에전화를한수질관리시설직원의모바일폰에서지역상수도흐름정보가제공된다. 이러한

보고는 실시간 물의 가용수량 업데이트와 배수 30~60분 전에 미리 통보를 하는데 사용된다. 뿐만아니라 넥스트드롭(NextDrop)

은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하여 수도관리시설 보고의 정확성을 입증,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생성하고, 수질관리시설 엔지

니어를도입했다(넥스트드롭, n.d.) 

구글과 인간정주위원회(UN Habitat)은 잔지바르에서 이와 유사한 파트너십을 실행했다. 바로 시민 참여 모니터링 기술을 공동으

로 만들어 새로 건설된 수자원의 관리를 지역사회에 위임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디지털 좌표 데이터 모집, 성별과 사회경제

적 기준으로 데이터 분리, 보건과 환경 상태에 관한 정보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 파트너십은 또한 서비스 제공범위,

효율성뿐만아니라사용자의책임감을향상시켰다는점에서도모범사례로꼽힌다(인간정주위원회, 2010).

참조: CreekWatch의정보는 http://creekwatch.researchlabs.ibm.com/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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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물의양을줄이고지속가능하지않고비효율적인수

송으로 발생하는 수질 오염을 줄임으로써 물에 중요한 상호

혜택을가져다준다. 

또 다른 예로, 물과 의료 건강 계획간의 윈-윈 혜택은 전염

병과 급속히 확산되는 동물 및 인간 전염병 증가에 대한 세

계적우려에서도발견될수있다. 물이전염의한매개체또

는 특정 전염병의 발병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이래,

글로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물과 관련

된리스크및불확실성관리에혜택을안겨줄수있다. 

전 세계적 전염병을 방지하려는 준비와 노력이 물 관련 리스

크와 불확실성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따르면개발도상국에서물과위생에투자할

경우 1달러당 5~10달러의 편익이 생긴다고 한다(Hutton

and Haller, 2004).

박스 14.7은크라우드소싱(Crowd souring)이물관리분

야의부수이익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위험성과불확실

성을감소시키는방법을어떻게제공하는지잘보여준다. 

14.4.3 에너지분야의리스크와불확실성증대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오늘날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까다로운 선택, 위기, 불확실성이 바로‘물-식량-에너지 넥

서스’라고강조한다. 

‘식량 안보 대(對) 에너지 안보’와 같이 둘 중에 하나를 선

택했을 경우 생기는 의도된 또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관한

예는풍부하다. 예를들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적어도

2030년까지 전세계 교통량의 5%가 바이오 연료(1일당 3

백 2십만 배럴)를 사용할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생산 과

정과 기술이 지금 상태로 머무른다면 이 정도 양의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현존하는 전 세계의 농업용수의 20~100%

의물(세계경제포럼, 2011, p. 31)이필요하다. 그밖에도,

셰일 가스 추출은 새로운 화석연료의 확실한 제공을 보장하

지만 그 과정은 매우 물 집약적이고 수질에 큰 위험을 미칠

수있다. 

따라서 리스크의 복잡한 연관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통합적인대응전략의조율이필요하다.

14.4.4 향상된통합도시화계획을통해불확실성을감소
시키는윈-윈전략

모델링툴(Modelling tools)도다양한동기와정책선택사

항을고려할때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데도움이된다. 

도시계획에서물은매우중요하다. 하지만최근에서야물의

다양한가치와사용, 그리고여기에영향을미치는리스크와

박스 14.8

도시계획필수조건에서불확실성을줄이는데도움이되

는공간분석(오레곤의사례)

공간분석개발은인간의활동과이로인한환경변화간의관

계를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지리적 정보 시스템 및 관

련 도구를 활용하여 오래곤 서부의 320km2에 달하는 강 분

수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디지털, 문서화했다. 이런도구들

은 인간정주와 천연 자원간의 시공간적 경향을 밝히는데도

사용되었다. 일련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시민과의 공동작업

을통해결정된바람직한미래를바탕으로이지역의향후상

황을 디지털화한 조형도는 수문학과 생태학적 효과 모델을

통해앞으로수질과생물다양성에어떤영향이미칠지에대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수질평가 모델, 비점오염원 지리정보

시스템 모델, 모의 태풍 모델은 과거 현장데이터를 기반으로

5가지의 미래, 현재, 과거의 오염물질을 계산한다. 생물다양

성 평가모델은 종의 개체수, 번식 가능서식지를 현재의 데이

터와과거, 가능한미래의데이터를비교하여측정한다.

수질모델의결과에따르면지표유출수의양과집수지의개발

지향적인 미래 환경으로 인한 전체 부유 고형물의 증가는 주

거단지 개발과 부식성 토양이 있는 가파른 비탈 지역의 비율

을 증가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적어

도예측가능한미래에는적어도토종을위한서식지는남아있

을것이다. 만약저수지의토지사용추세가변하지않거나또

는 더 개발이 되는 경우 현존하는 토착종의 풍부한 개체수에

가해지는위험은더커질것이다. 개체수가줄어들수도있는

토착종은개발의종류에따라다를것이며과거에비해더많

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위와 같은 서식지의

변화는예견되는서식지변화와다를것임을알수있다.

출처: Reproduced from Hulse et al.(2000, 2000 by the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Reproduced courtesy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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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통합적으로보기시작했다. 박스 14.8은도시가

공동체에서 물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모델링 연습(Modelling exercise)을

어떻게실행하는지보여준다. 

14.5 리스크와불확실성완화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부담을나누거나예측가능한다양한부정적인결

과를완화시킬수있는메커니즘을통해부정적인결과를최

소화할수있다. 보험이가장오래된방법중하나로모든분

야에 적용 가능하며 또한 물 관련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도도움이된다. 위험부담을공유, 재분배하는것은

한집단이다른집단보다위험부담을더감수해야하는경우

에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면, 농촌의 가난한 사람

들이다국적거대기업보다위험을덜받는경우이다. 

14.5.1 보험 - 리스크를최소화하는메커니즘

위험 부담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공간적 위

험분산(지리적위험분산)은상호보완적인기후패턴이다

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동부지역이

건기이면 남부지역은 우기이며, 아니면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후 패턴은 엘리뇨 남방진동(ENSO) 현

상과관련이있다. 라니냐현상은동부아프리카에강수량이

적고남부아프리카에강수량이많을때나타나며, 반대로엘

니뇨 현상은 위와 반대인 경우 나타난다. 이는 각 지역들이

강우량과 변수와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공유하고 있다

는메커니즘을잘보여준다. 

인덱스 기반(매개변수) 보험은 모든 분야의 위험 관리에 강

력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보험은 실제 손실이 아닌

강우량, 기온, 습도 또는 수확량과 같은 인덱스나 사건과 관

련있다. 이보험은실제손실을처리하는것이아니라상품

을 개발도상국의 고객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접근성이 용이

하도록 해주며 동시에 보험업체의 상품을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해준다. 

박스 14.9는손실모델의적용을통해재해위험과불확실성

을줄이고보험상품의구매풀을통해위험을지리적으로재

분산시키는두메커니즘의결합을보여준다.

14.5.2 불확실성을줄이기위한메커니즘으로서의조약

천연자원 사용자간의 분쟁과 시민 소요는 물에 대한 직·간

접적압력을발생시킬수있다. 조약과협약은항상미래안

전, 서비스의 지급량 또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불확

실성을줄이는메커니즘역할을해왔다. 접경유역에서의물

분배에 관한 물 조약이나 협약은 증가하고 있으며, 종종 신

뢰 구축 메커니즘과 이익 관계자들의 행동 예측가능성이 생

성되어다른위험을줄이는부차적혜택이있다고한다

드레이쉬쵸바등(Dreischova et al., 2001)이언급했듯이,

물과 연관된 불확실성이 조약입안이나 물 협력 메커니즘의

형성과정에서 항상 완전히 인지되지는 않는다. 개방성 전략

을취함으로써, 협약내에서유연한규칙형성을허용하는개

방성전략을택하는것은불확실성이물정책에얼마나영향

워터박스밖에서의리스크와불확실성에대한대응 359WWDR4

박스 14.9

캐리비안재난위험보험기금(CCRIF)

캐리비안 재난 위험 보험 기금(CCRIF)은 지리적 위험 분배

에기반을두고있다. CCRIF의목적은허리케인, 폭우, 지진

과 같은 이상 기후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특정 사태가 발

생할때변수공식을이용하여기금을제공한다. 

일본정부가첫기본기금을제공한뒤, CCRIF는앙귈라, 앤

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케이만제

도, 도미니카, 그레나다, 아이티, 자마이카, 세인트키츠네비

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라니다드토바

고, 터크스케이케스 제도의 16개 참여국에서회원금을받아

다자신탁기금운용을통해자본을늘려오고있다

참여국은 국가 특정 위험을 하나의 다변화된 보험 포트폴리

오로 공동 관리한다. 일년 동안 자연 재해 위험이 캐리비안

제도 국가 사이에서 무작위로 분배되므로, 공동 포트폴리오

의보험비용은각국가가같은기간동안내야할총비용보

다적어진다. 실제로, 보험비용은거의절반으로줄었다

CCRIF는 또한 주어진 위험으로부터의 잠재적 손실 범위를

이해하고, 특정 지역의 보험 비용을 산정하는 근거로 재난

모델접근방식(13장참고)을이용한다.  

출처: CCRIF(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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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는지에대한이해가높아지고있는것을보여준다. 나

일강 유역 이니셔티브와 공유 수로 시스템에 관한 남아프리

카개발공동체(SADC) 프로토콜과 같은 예가 위험관리, 분

배 결정, 공통 기준의 적용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

다.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다. 물 이외의 목적으로 고안된 협

약과조약은특히천연자원사용에있어제 3자의행동을상

호보장해준다는점에있어서, 물에관한위험과불확실성을

줄이는데도움이될수도있다. 평화조약은최소한사람의

사용으로발생하는물위험을줄일수있는최초의메커니즘

이될수있다

무역협정은종종물에있어잠재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주

거나위험을추가적으로발생시킨다고간주된다. 북미물자

원에 관한 자유 무역 협정(NAFTA)의 영향이 일례이다.

NAFTA 체결전에도수자원이풍부한캐나다의대량물수

출이 기존 규정내에서 진행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존재했다. NAFTA가채택된후로특히원천국가내

의지표수와지하수(예: 호수와강)가 NAFTA 협정대상이

되고, 수자원이 수출을 목적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이높아졌다.

일부는 물이 NAFTA의 협정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동시

에캐나다, 미국과멕시코정부는원천국가의물은 NAFTA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Johansen,

2002, p. 19).

14.5.3 다부문협력을통한물과안보문제해결

기후변화나 자원 희소성 또는 경제 변동에 관련되어 불확실

성은계속증가하며, 안보문제는세계어디서든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남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물은 때로 심각한 영

향을 주기도 하고 모든 문제가 맞물리는, 위험을 연결하는

요소가되기도한다. 

예를들어, 최근동아프리카의심각한가뭄은소말리아와수

단에서 진행중인 분쟁과 맞물려, 위험 촉발의 상황을 낳았

다. 폭력과 기근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수백만 인구

에 영향을 주었다. 물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축이 사

망하여, 인구이동이일어나고, 자원경쟁이더욱심해졌다. 

분쟁이이미만연하고, 무기도이미손에넣을수있는상황

이다보니, 이로인한인도적재난은더욱심각해졌다. 

국가와 지역내 안보를 세우는 것은 물을 위한 많은 혜택을

창출한다. 뿐만아니라미래물위험과불확실성을해결하기

“위험부담을분담하는
다양한방식이있다. 
그중하나는위험을

장소에분배하는지리학적
위험분배방식이다.”

박스 14.10

중앙아시아의물과관련하여협력적인안보에기반을둔

기관창설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

탄과함께] 추강과탈라스강의국가간사용의수자원설비의

효용을 위한 협약에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간 위원회

가설립되고OSCE는다목적수자원설비의 [위원회설립과

일부 수리와 보존]을 수행했다. 이 체제에는 두 국가가 합의

에이르도록하는중재도포함되어있다. 

OSCE는 또한 역내 협력, 물 관리와 역내 환경의 지속 가능

성 증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

협력을 위한 국가간 위원회(ICWC)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ICWC와 협력하여, OSCE는 물관리와 연계된 경제 메커니

즘의향상과역내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환경상태증진을

위한세미나를진행하고있다. 

물의지속가능한관리와물관련생태계에있어국가들간긴

밀한상호작용은역내발전과안보를공고히하는데중요하다. 

출처: OSCE에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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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메커니즘이 된다. 국가간 평화 구축을 위한 조건을 형

성하는데 있어 물 협력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이미 많은 의

견이제시되었다. 즉신뢰의조건, 공통목표와기구, 이후에

국경협력으로바뀔수있는점진적성취등이그예이다

그러나그반대또한가능하다. 안보측면의협력은물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고 따라서 모든 면에서의 개발과 성장을

돕는 상황을 형성할 수 있다.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 관리

(박스 14.10)에 관해 중앙 아시아국가들과 함께 지역내 협

력 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 중인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는최근이를인식했다.

최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연구에서 전쟁으로 피폐한 국가

나 분쟁에서 벗어난 국가에서 안정을 이루는 잠재적 요인으

로서 물의 역할도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재건 노력

이 충격을 이겨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

관의 설립과 국가적·지역적 양쪽 측면에서 물 관리 시스템

을더욱효과적으로설립할필요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권

하고있다.(미상원, 2011).

결론

이 장에서는 경제사회 발전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물 관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선택사항을 잠재적으로 늘리거나 제한

함으로써 어떻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물 리스크와

불확실성에영향을주는지를강조하고있다.

회피, 감축혹은완화의어떤형태를취하든, 위험관리는모

든 정책 결정의 필수적 부분이다. 더욱이 사회가 마주하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다. 선

택이 어떻게 물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으

로더안전하고더욱지속가능한발전을형성하여, 모든면

에서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다. 즉각

적, 중기적과장기적교환을명민하게고려하는것도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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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계물개발보고서 제 4판(WWDR4)은 오늘 날 물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증가하는 복잡성, 내일의 불확실

성과리스크를증명할뿐만아니라가까운미래에이러한도

전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물은 개발 넥

서스의 중심에 있으며, 식량과 보건,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

인 관심에서 산업과 무역, 경제까지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폭넓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이러한 부문 대부분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대응을통해미래번영의장을만들수있고임

박한 재앙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혜안을 제

공할 새로운 접근법이 요청된다. 세계물개발보고서 제 4판

은이러한위기들을해결하기위한방법이물을중심으로계

속만들어지고있다는것과현재의물문제를해결하는것은

지구의미래와우리모두의번영을위한기회를보장하기위

해필요하다는것을밝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2009년 세계물개발보고서가 출간된 이

래로그다지변한것이없다. 약 10억명이개선된식수원에

대한접근성이없으며도시에서수도물을사용할수없는사

람들이 1990년대 말보다도 더 많다. 또한 14억 명이 집에

서전기를이용할수없으며, 약 10억명이영양실조로고통

받고 있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물 관련 새천년개발목표

(MDGs) 중 일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 그러

나, 특히 세계적으로 빈곤의 타격을 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의 제일 취약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기위해서는아직많은과제가남아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물의 제약은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얽혀 있고 증가하는 빈곤과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악순환을

이루는 분쟁지대를 만들어 냈다. 원인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는모든지역에서벌어지고있다. 아프리카에서는물기반

시설과 접근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가 낮은 수준의 기

술적, 제도적 역량과 과도한 사용 및 오염과 어우러져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위생에 대

한과제와사용자간의분쟁을야기할뿐아니라자연재해와

극한사건들에대한높은노출도가현재의취약성과리스크,

불확실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일부 아랍국가들과 서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수요가날로증가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

역에서는산업과무역, 경제성장으로가속화되는수요증가

가 종종 압력을 해결하기에 부적합한 물 지배구조 시스템에

도전과제를부여하고있다. 

부문적관점에서물에대한압력은계속증가하고있으며매

우필요한물절약을이룰수있는기술적혁신은아직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대의 물 사용자인 농업은 많은

국가에서 비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역량 또는 정치적인 지원이

없기때문에이러한일이벌어지고있다. 1인당에너지소비

의증가와급격히증가하는에너지수요도물에대한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의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주

요부분이아직도물집약적인에너지원이기때문이다. 굉장

히 많은 양의 담수가(위생 서비스가 있는 도시들에서) 도시

위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새천년 개발목표 7c달성을

위한 담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폐수가 처리 없

이환경으로되돌아가고있으며, 이는인간과생태계에건강

리스크를낳고있다. 

2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 물수요는많은동인들의영향을

받는다. 그리고이러한동인들이미래에어떻게진화할것인

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지만 물 수요가 증가할 것이

라는것은어느정도확실하다. 남아있는문제는“어디서?”

그리고“얼마나 많이?”증가할 것인가이다. 다른 모든 것들

이 동일하면, 즉 관리에 대한 접근법도 똑같고 현재의 개발

경로도 그 궤적을 바꾸어 놓는 요소 없이 계속된다면, 수자

원은 모든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사

실, 많은지역과국가들이이러한물부족문제에현재직면

하고있다(7장). 

이보고서의 2부전체에서설명했듯이, 세계는그어느때보

다빨리변화하고있고더욱더복잡해지고있다. 물의가용

성과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과 인간

및 사회, 환경의 안녕에 관한 관련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지금대응을위한인식과정치적의지를창출하지못

한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물개발보고서제 4판을통해간략히설

명한 현재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세계물개발보고서 제 3

판 이후 달성한 중요한 진전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물과 에너지, 식량안보 넥서스에 대한 회의”(Conference

on the Water, Energy and Food Security Nexus,

Bonn, November 20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물과

개발의 다른 측면들 간의 연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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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인식의 제고는 물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저명한 이니셔티브들은에너지 및 식량

부분의 행위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개발에 있어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파악될 수도 있다. 확대 시행되

는(그리고 적응적인) 통합수자원관리(IWRM) 계획 없이도

“넥서스”대화는“워터박스”밖의정보에기반한의사결정을

위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통합수자원관

리(IWRM) 또한 향상되었다. 통합수자원관리(IWRM)을

향한 진전을 파악하기 위한 2011년 유엔 워터의 세계적인

설문조사의 예비적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 및 물 관리

관행에 큰 영향을 주는 통합적 접근법이 광범위하게 채택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장). 또한 최근의 유엔기후변

화협약(UNFCCC) 당사자국총회들(COPs)에서일부진전

이이루어졌다(1장).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론적으로는 물이 세계적 목표들을 달

성하는데근본적인측면이라는것을인식하고는있지만, 기

후변화 협상과 2012 유엔지속개발회의(리우+20)에서 그

랬던 것처럼 새천년 개발목표(MDGs)나 국제적·국가적인

프로세스등많은곳에서는계속해서물에대한우려를다른

이슈나도전과제로부터분리하여다루고있는실정이다. 그

러나이보고서에서살펴보았듯이, 물에대한우려를해결하

지 못하면 세계적 무역과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인해 농업 및

에너지, 산업, 보건 및 생계 등 모든 개발 부문에 감당할 수

없는리스크와불확실성이생겨나게될것이다. 

물 정책 입안자들과 수자원 관리자들은 장기적이고 포괄적

인 행동이 수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른 부문의 정책 입안자들도 이

지점에서 결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파악해야 하며,

다양한 부문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상호 연결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통합적인 접근법에 참여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물 관리자들은 이해관계자들과 물

사용자들과 협력하여 국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공평한 용도에 물을 재할당하는 결정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물관련문제들은국경을넘어세계경제의모

든 영역에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즉 국제적 정책을 이끄는 각국 정부들은 공통의

문제에 대한 공통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물 이슈들을

국제무대에올려놓을책임을가지고있다. 

5장에서 지적했듯이, “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원”이며 세계 경제에서 물의 역할은 보편적이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모든 수준의 일상적인 결정에서 우리가 물의

근본적인 역할과 가치를 계속 무시한다면(그리고 계속 물의

많은혜택의가치를과소평가한다면), 우리가대안적인행동

을 채택할 수 있기 전에 수자원의 전체 잠재성을 고갈시킬

것이다. 물 관리자는 모든 부문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물의

다양한 가치와 개발이 주는 많은 혜택에 대하여, 그리고 물

을통해서인간이얻을수있는사회적·경제적안녕의부가

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실제로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상충효

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돕는 옵션들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3장

과 14장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윈윈 접근법

들은 풍부하며, 다양한 혜택의 제공을 돕는 부문적 관리를

위한 많은 도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적응적 관리, 과학에

기반한 도구들, 경제적 접근법, 기타 정책 메커니즘 등을 위

한도구들이있다. 

증가하는 그리고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물

을 관리하는 것은 물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새로운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문적이고 제도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새

로운접근법들을요구한다. 이러한관리접근법은이미많은

맥락에서 진행 중이며 많은 국가들은 쇼케이스를 경험했다.

국제 분수령 관리와 학제간 시나리오 기반 계획, “녹색 회

계”메커니즘은 현재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향상이 있기 위해서는

기구들이 사회적 목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을 촉진하고

빠르게변화하는환경에서물할당과관리에관한신속한결

정을 지원하는 대화기반의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진화하

는것이필요하다.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공적인 물 관리는 물의 경제적

가치와 물의 다양한 혜택에 대한 명확한 인식 또한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물기반시설과제도에대한투자를촉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투자가 없다면 물은“기계

속의 유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경제적 모델

은 자연자원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즉, 값싼 물)에 바탕을

둔성장시나리오를근거로투자를장려하기때문이다. 물이

현재의 세계 경제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껏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예

측만을할수있을뿐이다. 물과물이주는혜택에대한완전

한가치를인식하고이러한혜택의공평한분배와물서비스

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리스크와

결론 365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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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완화하는것에도움이될수있다. 

이러한 인식을 넘어,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개발 목표를 달

성하려면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성공적인 물 관리에 대한

투자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성공적인 관리는 장기적인 물

서비스 공급을 위한, 따라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기반시설에 대한“하드”투자 그리고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감소시키기위해서역량과과학, 데이터수집및

분석, 물정보에대한“소프트”투자모두가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 서비스의 복원 등의 대안적이

고 혁신적인 형태의 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

다. 이는현재까지물관리의시작점으로써대개는무시되어

왔다. 5장과 8,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드한 접근법과

소프트한 접근법을 병행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더

높은수준의물가용성과수질을보장하는데도움이된다. 

경제정책과산업계획, 도시설계, 식량, 에너지, 무역정책

이더욱물에민감해진다면물의혜택의최적화와공평한분

배가 가능할 것이다. 모델링과 리스크 관리, 낮은 후회 또는

후회없는 계획 도구 와 같은 새로운 계획 도구들(8장) 때문

에상충관계와부가혜택은더욱두드러질수있다. 이는물

과 관련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과 리스크

를감소시키는데도움이되며, 더빠른경제성장에기여할

수있다.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의사결정권자들은아마도

20년 전에는 더 힘들었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환경적 지

속가능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한 인식은 대중의 측면에서는 장기적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기적 리스크의 일부를 짊어지려는 자

발적인의사를나타낸다(사회적리스크내성, 11장). 

리스크를떠안는역할을하는민간부문은대개기술적혁신

의 근원이다. 이 점에 대해서 금융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

용한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더 높은 자원 효율성과 더 적은

폐기물 및 오염을 향한 기술적 진보를 위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다. 사실 많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또는 물 보전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선결요건이라는 인식

에따라행동함으로써각국정부보다한발자국앞서나가고

있다. 사실 일부 사례에서 민간부문 대형기업들은 자신들에

게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생

태계 보전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장

의기호에대응하려는적극성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러한

종류의 접근법은 아직은 민간 부문 의사결정의 주류로 부상

하지 못했는데, 주된 이유는 공공 정책이 뒤쳐져 있으며

‘Greener’(더환경친화적인) 기술을도입하는데에는금융

적장애가여전히존재하기때문이다. 대조적으로일부이러

한녹색접근법은, 좋은의도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 13장

의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물에대한부정적을영향을

낳을수도있다. 

따라서, 상충관계의위계구조에대해서, 특히사업적결정에

서물의위치에대해서각국정보가민간부문의의사결정권

자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사회와 특히 환경 비정부기구들 또

한역할이있다. 환경비정부기구들이한때는반대세력으로

비춰졌던 곳에서는,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건설적인 참

여는 상이한 관심과 이해가 공공과 민간 운영자들이 내리는

일련의 결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도울

수있다. 

변화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과장된 리스크

를 떠안지 않고 이로운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를 제공한다. 과거의 경험이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

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8장)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트렌드에 기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9장에서 살펴보

았듯, 핵심 동인의 진화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방관하면 어

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또는 오늘 특정한 결정을 내리면 어

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혜안을 제공한다.

가능한 미래들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의순간으로부터시작하는여정을안내하는데도움이될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접근법들은 우리에게 유용한

“후회 없는”개발 계획 모델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 모델

은 다소 광범위한 불확실성(또는 확실성)이라는 틀 안에서

상황과관련없이최대혜택을획득하는결정이만들어질수

있는지를보여주기때문이다(13장). 적응적관리와후회없

는 계획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새로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적법

성)을갖는다면모든부문에적용될수있다. 5장과 11장에

서지적했듯이 IWRM에대한적응적인접근법은물관리자

및다른부문관리자모두에게더욱더적절해지고있다. 

이러한 우리의 미래 계획 방법과 유사하게, 우리는 또한 어

떻게 시스템들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큰 투자

를할필요가있다. 기후예측과모델링, 시나리오는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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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구상자의핵심적인부분이되어야한다. 예를들어지

하수(3장) 또는물유량유지및통제에관한생태계의역할

과 광범위한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의 능력(4장과 8장) 등의 물 시스템 내부와 주변에

관한비슷한지식이진화해야한다. 이러한지식은동떨어진

물 과학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의사결정에 본질

적인 부분이 되어야만 하며, 더욱 광범위한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물 사용자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만 한다.

지식과 기술적 혁신은 물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는데그리고물인센티브에서벗어나물효율적인개발모

델로이동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6장에서설명했

듯이, 대부분의국가에서체계적인데이터수집의부재는수

자원과 물 사용 상황 및 트렌드에 대한 정기적 보고에 장애

물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향상된 물 데이터와 물 회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향상된 데이터 가

용성, 그리고더욱구조적인데이터획득, 물에대한더양질

의정보로전환될필요가있다. 이러한데이터와정보들로부

터 다양한 사용자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에 관한 지표

들을계산할수있다. 

오늘날 어려움은 매일매일의 정책결정과 사업에서 내려진

상충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각각의 결정은 잠재적으로 물

에대한광범위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 예를들어, 최근어

떤정부가원자력에너지를멀리하겠다는결정은만약이결

정이 물 집약적인 에너지 생산을 초래한다면(예: 오일 샌드

추출) 물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난이나 대중의 의견

을 반영해 급하게 내려진 결정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

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최종 지점”또는 가장 우선시되는 결과(또는 미래)를 찾아

내는 것은 즉,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리고중장기적으로수용가능한트레이드오프

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에 대해서 구

체적인 것이든 개발 측면에서 일반적인 것이든 이러한 종류

의 비전수립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 향상의 여지는 많다. 새

천년개발목표가이런종류의비전을표현하지만, 물의포괄

적인 특성을 개발 넥서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기회를 놓

침으로써지나치게파편화된접근법을취할지도모른다. 

따라서, 부문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예전의 방식을 장기

적목표에비추어개발넥서스의다면적인측면과다양한리

스크와 불확실성, 비용과 혜택 또는 모든 결정을 고려하는

더광범위한프레임워크로교체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

각국 정부는 더 강력하고, 더 협력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수

립함으로써, 그리고 물 서비스와 기반시설의 장기적인 타당

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채택함으

로써, 물에 대한 고려를 매일매일의 정책 결정과 국제적 물

지배구조프로세스의주요사안으로격상시키는것을보장함

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물 관리자들은 이러한 프

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개발 넥서스에

서물이갖는중심성에대한인식을제고할책임이있다. 

이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파악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바람직한 협력적 미래에 대한 성찰의 계기

가되고있으며, 국가들과부문들, 정책들간의상호연결성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하게 물의 렌즈를 통해

미래를 보는 것은 사람들과 환경, 세계 경제를 위한 혜택을

극대화하는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통찰력을제공한다.

금융위기와 식량위기, 연료위기, 기후위기는 개별적으로도

심각한문제이지만이문제들이결합되었을때그결과는세

계의 지속가능성에 가히 재앙적일 수 있다. 세계물개발보고

서 제 4판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우리의 물 현실

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다양한

개발 부문에 대한 물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도구들과 접근법

들을 찾아냄으로써 그리고 윈윈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세계 공동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생각 방법을 촉진하고자 했다. 물 관리자들과 물 사용자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도 과

거의 당면한 도전과제와 리스크를 검토하고 물을 통해서 모

두를위한지속가능한번영을향한장기적변화에영향을줄

특별한기회를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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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B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Australia)

AC Albufeira Convention(Portugal) ACCA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UK)

ACCRA African Climate Change Resilience Alliance

ACMAD African Centre for Meteorological Applications 

for Development

ACWUA Arab Countries Water Utilities Association

ADB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PC Asian Disaster Preparedness  Centre 

ADSS advanced decision support system 

AfDB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AFED Arab Forum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I Aridity Index

AICD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

AMCOW African Ministers’ Council on Water

AMO 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

AMOC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WC Arab Ministerial Water Council

ANA National Water Agency(Brazil)

AO Arctic Oscillation

APFAMGS Andhra Pradesh Farmers Ground Water

Management System

APWF Asia-Pacific Water Forum

ARH Administração da Região Hidrográfica

(Portugal)

ARPA Regional Agen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taly)

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TP adaptation  tipping point

AWB area water board

AWC Arab Water Council

AWDR African Water Development Report

AWF African Water Facility

AWICH African Water Information Clearing House

AWM adaptive water management 

AWM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WTF Africa Water Task Force

BAT best available technique

BAU business as usual

BEP best environmental practice

BGR 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Germany)

BIRDS Bharati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Society

BMAP basin management action plan

BMWS barley, maize, wheat and soybean

BOD biological(or biochemical) oxygen demand

BOT build-operate-transfer

BRIC(S) countries: Brazil, Russian Federation, India, 

China(South Africa)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CAD Central Apennines District

CADA Central Apennines District Authority

CADC Commission for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vention(Portugal)

CAMRE Council of Arab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EU)

CATIE Centro Agronómico Tropical de Investigación

y Enseñanza(Costa Rica)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O community-based  organization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CBSR Canadian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CCAI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Initiative

CCRIF 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

CD capacity development

CDA Chilika Development Authority(India) 

CEC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EC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North America

CEDARE Center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or

the Arab Region and Europe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UN) 

CEH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UK)

CELAD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emographic Centre

CEPMLP Centre for Energy, Petroleum and Mineral Law

and Policy(The University of Dundee)

CHRAJ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Justice(Ghana)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F climate investment fund

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LSS Committee for Drought Control in the Sahel

CIS Common Implementation Strategy(EU)

CLIMPAG climate impact on agriculture

CNE Comisión Nacional de Prevención de Riesgos

y Atención de Emergencias(Mexico)

COD chemical oxyge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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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GUA National Water Commission(Mexico) 

CoP community-of-practice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CPA cleaner production assessment

CPWC Co-operative Programme on Water and

Climate(UNESCO-IHE)

CRED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CRM climate risk management

CSDRM climate smart disaster risk management

CSE 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New

Delhi)

CSEC Supreme Council for Water and Climate

(Morocco)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Australia)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VI Climate Variability Index

CWA Clean Water Act(USA)

CWPP Congo Cross-Border Water Pipeline Project

CWSA Community Water and Sanitation Agency

(Ghana)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

DBOT design-build-operate-transfer

DEWATS decentralized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DFE design for environment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DLDD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DO dissolved oxygen

DOE US Department of Energy

DPSEEA driver, pressure, state, exposure, effect and

ac- tion model(WHO)

DRI Disaster Risk Index

DRM disaster risk management

DRR disaster risk reduction

DWA Department of Water Affairs(South Africa)

DWAF Department of Water Affairs and Forestry

(South Africa)

EAWAG Swiss Federal Institute for Aquatic Science

and Technology

EC European Commission

EC-IFAS Executiv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DC endocrine disruptive compound 

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HP Environmental Health Project

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MA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EMCA Environment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ct(Kenya)

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NERGIA International Network on Gender and

Sustainable Energy

ENSO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USA) 

EU European Union

EUWI European Water Initiative

EWP Ecosystem Workforce Program(University of

Oregon)

EWRA Egyptian Water Regulatory Agency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IRM Forum for Integrated Resource Management

FMMP Flood Mitigation and Management

Programme(of the Mekong River) 

FO farmer organization

FONAFIFO Fondo Nacional de Financiamiento Forestal

(Mexico)

FONAG Water Protection Fund(Ecuador)

FWRA Florida Water Resources Act

GAR Global Assessment Report

GAR groundwater recharge 

GAS Guaraní Aquifer System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GCF Green Climate Fund(UNFCCC)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

GDP Gross Domestic Product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MS 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GEO Global Environment Outlook

GHG greenhouse  gas

GIF global impact factor

GLAAS Glob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Sanitation

and Drinking-Water(WHO/UN-Water)

GLIMS Global Land Ice Measurements from Space

GLOF glacial lake outburst flood

GLOWS Global Water for Sustainability Program

GPOBA Global Partnership on Output-Based Aid

GPWAR General Purpose Water Accounting Report

GRACE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GTN-H Global Terrestrial Network for Hydrology

GVEP Global Village Energy Partnership

International

GWC green water credit

GWCL Ghana Water Company Limited 

GWD Groundwater Directive(EU) 

GWI Global Water Intelligence

GWP Global Water Partnership(CACENA,

Caucasus and Central Asia; SEA, Southeast

Asia)

GWSP Global Water System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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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 harmful algal bloom

HDI Human Development Index 

HEPP hydroelectric power plant 

HIA Health Impact Assessment

HKJ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RC Human Rights Council(UN) 

HRHR high risk-high reward

HVBWSHE Human Values-Based approach to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IAH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ydrological

Sciences

IBNET International Benchmarking Network for

Water and Sanitation Utilities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WT Inter-Basin Water Transfer Project

ICA Infrastructure Consortium for Africa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 Instituto Costarricense de Electricidad

(Mexico)

ICI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ICIMOD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ICPAC Climate Prediction and Applications Centre

(IGAD, Africa)

ICPDR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Danube River

ICRAF World Agroforestry Centre

ICRISAT 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Arid Tropics

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DB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UK)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G Independent Evaluation Group(World Bank)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S 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

IFI international financing institution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RAC International Groundwater Resources

Assessment Centre

IGWA Interagency Group on Water

IHA International Hydropower Association

IIA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RR International Institute of Rural Reconstruction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LC International Land Coalition

ILEC International Lake Environment Committee

ILWRM integrated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MR UN-Water Task Force on Indicators,

Monitoring and Reporting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RB Indus River basin

IR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

IRS indoor residual spraying

IRTCE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Erosion and Sedimentation

IRWS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Water

Statistics

ISARM Internationally Shared Aquifer Resources

Management

ISET Institute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Transition

ISNAR International Service for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PRA Italian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earch

ISRIC World Soil Information

ISWM integrated stormwater management

ITCZ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WM integrated urban water management

IWA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IWLP International Water Law Project

IWM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OM integrated water resources optimization

model

JISAO Joint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tmosphere and Ocean

JMP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WHO/UNICEF)

JRV The Jordan Rift Valley

KDP World Bank-supported  Kecamatan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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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S League of Arab States

LBP Lower Bhavani Project

LCB Lerma Chapala River basin

LCBC Lake Chad Basin Commission

LCRBC Lerma Chapala River Basin Council

LDC least developed country

LHWP Lesotho Highlands Water Project

LLDC land-locked developing country

LLIN long lasting insecticide-treated mosquito net

LME large marine ecosystem

LNMC Libyan National Meteorological Centre

LPI Living Planet Index

LVBWO Lake Victoria Basin Water Office

LVWATSANI Lake Victoria Region Water and Sanitation

Initiative

M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P Mediterranean Action Plan(UNEP) 

MAR managed aquifer recharge

MAWF Ministry of Agriculture, Water and Forestry

MCED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the Asia-Pacific

MDB Murray-Darling basin

MDBA 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WPP Multi-donor Water Partnership Programme

ME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DAWAREEuropean Commission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World Bank)

MINAET Ministry of Environment,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Mexico)

MPM Marseille Provence Métropole Urban

ommunity

MRB Mara River basin

MRC Mekong River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RI Mortality Risk Index

MTWM Ministry of Transport and Water Management

(Netherlands)

MWI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Kenya) 

MWP Mondi Wetlands Programme(South Africa)

MWRWH Ministry of Water Resources, Works and

Housing(Ghana)

NADM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Ghana)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O North Atlantic Oscillation

NAPA National Adaptation Plan(or Programme) of

Action

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CAR National Centre for Atmospheric Research

(USA)

NCASI National Council for Air and Stream

Improvement(USA)

NCMH National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India)

NDM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China)

NDMP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Ghana)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TL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FUS National Farmers Union(Scotland)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MHS national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service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USA)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USA) NRW

non-revenue water

WWDR4 ABBREVIATIONS AND ACRONYMS

NWC National Water Commission(Australia) 

NWC National Water Council(Portugal)

NWI National Water Initiative(Australia) 

NWL national water law

NWM Indian National Water Mission

NWP Nairobi Work Programme

NWP National Water Policy(Mexico) 

NWS National Water Strategy(Jordan)

NWSC National Water and Sewerage Corporation

(Uganda)

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now the African

Union)

OBA output-based  aid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r aid)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KACOM Okavango River Basin Trans-boundary

Management Commission

OLADE Latin American Energy Organization

OMVS Organ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negal River

ONE Office National de l’ Electricité(Morocco)

ONEP Office National de l’ Eau Potable(Morocco)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in Central Europe

OSU Oregon State University

OTA Optimal Territorial Area(Italy) 

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CaC Programa Campesino a Campesino

(Nicaragua)

PCB polychlorinated biphenyl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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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DR Partnership for Environment and Disaster Risk

Reduction

PER public expenditure review

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GDAC Piano di Gestione del Distretto dell’Appennino

Centrale(Italy)

PID Provincial Irrigation Department(China) 

PIDA Provincial Irrigation and Drainage Authority

(China)

PMEL 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

(NOAA, USA)

PNA Pacific North American Pattern

PNRC Le Plan National de lutte contre le

Réchauffement Climatique(Morocco) 

POP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PoU point-of-use

PPCPs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R 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PPI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

base(World Bank)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PPWSA 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

PRB Population Reference Bureau

PRESA Pro-poor Rewards for Environmental Services

in Africa

PRTA Regional Plan for Water Protection(Italy) 

PSI Pilot Study on Indicators(WWAP)

PUB prediction of ungauged basins

PURC Public Utilities Regulatory Commission

(Ghana)

PV solar photovoltaic

PWTOA Private Water Tanker Owners Association

(Ghana)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AED Arab Network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BB river basin board 

RBC river basin council

RBDA river basin development authority(Nigeria)

RBDC river basin district council

RBF results-based  financing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itiative(UNFCCC) 

RMC regional member country

RRC River Restoration Centre(UK)

RWSSI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itiative

(AfDB)

SAARC Comprehensive Framework on Disaster

Management(India)

SABEP Companhia de Saneamento Básico do Estado

de São Paulo

SACI South African Capacity Initiative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DMC SADC Drought Monitoring Centre

SAFE surgery, antibiotics, facial cleanliness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SALDRU Southern Africa Labour and Development

Research Unit

SAP strategic action plan

SAPP South African Power Pool

SARPN South African Regional Poverty Network

SAWAF South Asia Water Forum

SAWUN Water Utility Network(South Asia)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UNFCCC) 

SDWA Safe Drinking Water Act(USA) 

SEE South-Eastern Europe

SEEAW UN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

SEI Stockholm Environmental Institute

SEM Société des Eaux de Marseille

SENARA Servicio Nacional de Aguas Subterráneas,

Riego y Avenamiento(Mexico)

SEPA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SES socio-ecological system

SEWA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Gujarat,

India)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SS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Sanitarios

(Chile)

SIWI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W Singapore International Water Week 

SJRB St Johns River basin

SJR-WMD St Johns River Water Management District

SLM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C soil organic carbon

SOM soil organic matter

SOPAC Pacific Islands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ST sea surface temperature

SSWM sustainable sanitation and water management

SWA Sanitation and Water for All global initiative

SWAP sector-wide approach to planning

SWAR surface water runoff

SWE sectoral water efficiency

SWOT strengths-weaknesses-opportunities-threats

TAC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of the Global

Water Partnership

TAO Tropical Atmosphere Ocean project 

TARWR total annual renewable water resources 

TDS total dissolved solids

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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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TMDL total maximum daily load 

TNC The Nature Conservancy 

TRB Tiber River basin

TRB Tagus River Basin

TRBA Tiber River Basin Authority

TSG Techknowledgy Strategic Group(USA) 

TWB-MRB Transboundary Water for Biodiversity and

Human Health in the Mara River basin

UFW unaccounted for water

UN 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United Nations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AG National Union of Farmers and Ranchers

(Nicaragua)

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RO United Nations Disaster Relief Organization

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LAC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GEMS 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UNEP)

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IHE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

UNESCO-IHP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UNESCWA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Secretariat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GAB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Advisory

Board on Water and Sanitation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WIDER United Nations University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UNWAIS+ UN-Water Activity Information System

UNW-DPAC UN-Water Decade Programme on Advocacy

and Communication

UNW-DPC UN-Water Decade Programme on Capacity

Development

UPA urban and peri-urban agriculture 

USAC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BR United States Bureau of Reclamation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O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USEPA National Service Center for Environmental

Publications(US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BD vector-borne diseases

WACF Water Accounting Conceptual Framework

WAJ Water Authority of Jordan

WAPDA 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

(China)

WAPP West African Power Pool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terSHED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Enterprise

Development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WCD World Commission on Dams 

WDM water demand management 

WEC World Energy Council

WEF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WEF World Economic Forum

WESSA Wildlife and Environment Society of South

Africa

WFD Water Framework Directive(EU)

WFP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 Water Financing Program(ADB) 

WFPF Water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WHA World Health Assembly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YCOS World Hydrological Cycle Observing System

(WMO)

WIN Water Integrity Network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RC Water Resources Commission(G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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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WRMA Water Resources Management Authority

(Kenya)

WSS water supply and sanitation

WSSCC Water Supply and Sanitation Collaborative

Council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TP willingness to pay

WUA water users association

WWAP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WWC World Water Council

WWDR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F World Water Forum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TP wastewater treatment plant 

YRB Yellow River basin

YRCC Yellow River Conservanc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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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Anthropocene) 새로운지리학적시대로인간의세계환경
의 물리학적 그리고 화학적, 생물에 대한 영향이 자연과 필적할만
한상태가되었기때문에그렇게이름붙여졌다. 

삭마(削磨, ablation) 기화 및 파편화, 기타 부식과정에 의해 물체
의 표면에서 물질이 제거되는 것. 삭마는 빙하의 질량 균형의 핵심
부분이다. 삭마 지역은 저위도 지역의 빙하 또는 융해 및 승화, 증
발, 분리에 의해 얼음 질량의 순손실이 일어나는 곳의 빙상을 일컫
는다. 

추출(abstraction) 임시로나 영구적으로 물을 수원에서 꺼내는 프
로세스. 

산성비 강력한 무기산의 희석액의 강우. 주로 아황산 가스와 질소
산화물등대기중의다양한산업오염물질이자연적으로발생하는

산소와수증기와혼합되어형성된다. 

적응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 잘 생존하고 증식하며 목적이 있

을 경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것

에따른유기물또는기관, 사회의구조또는기능, 행태상의변화. 

적응 임계점 시간 경과에 따라 기후변화의 비용 및 리스크, 영향이
결정을 내리는 자원 관리자 및 사업 공동체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

점까지증가할것이다. 

적응역량(예컨대, 환경적또는인간사회의) 시스템이존재하는환
경이변화하고있다면그에적응하는시스템의역량

적응적 의사결정 변화하는 조건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법및기술

적응적 관리 행동의 변화 필요성을 알릴 수도 있는 프로젝트 모니

터링 및 새로운 정보,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응하여 적응이 이
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천연 자원 관리. 그 목적은 시스
템에대하여배우고시간이흐름에따라시스템의성능을향상시키

는것이다. 

적응적계획성능향상과더효율적또는효과적인자원사용, 혜택
증기, 비용감소등을이루기위해서시간경과에따라변화하는불
확실한조건에대한적응을고려하는계획방법

적응적 전략 변화하는 환경적 조건 또는 목표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는계획또는관리전략

적응적 물 관리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과 목표에 적응할

수있는물관리정책

선행적 시장 조성(adaptive water management) 상품이 성공적
으로개발되면실효성있는시장을보장하기위해사용되는구속력

있는계약으로대개정부나금융기관이제안한다. 

아플라즈(Aflaj) 마을까지 인공 지하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다 관개

용으로가정용으로지하수를이용하는시스템

농업주어진자연적강우패턴에서벌어지거나(천수농업) 또는주
로 지표수 또는 지하수원에서 추가적인 물을 이용해서(관개 농업)
동물과작물의재배와생산에관련된활동

농업에서 도시로의 물 이전 도시의 수요 충족을 돕기 위해 전통적

으로농업에할당되던물공급으로도시로할당하는것

양식 양어라고도 하며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식물을 기르
는것. 상업적어업은야생어류를잡는것이다. 

아쿠아스탯(AQUASTAT)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토지 및
물부서에서개발한물과농업에대한세계적정보시스템

대수층지구의지표밑흙또는암석형성안의빈공간을차지하고

있는수역. 화석대수층은형성되고, 재형성(또는재충전)되는데수
천년이걸린다. 

경작 가능 재배 논밭갈이를 할 수 있는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프로세스

북극진동(AO) 북반구 극진동(NAM)이라고도 하며 북위 20도의
비계절적해수면압력변동의지배적인패턴을나타낸다. 
북극에서의이상기압이나타나면반대편이상기압의중심은북위

37도에서 45도사이에서나타나는특징이있다. 

건조지역 식물과 동물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 심지어는 막을 정도
로 가용한 물의 심각한 부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과건조”또
는“반건조”와같은층위에대한명확한경계에대해서는보편적인

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건조 지수(AI) 특정 지역에서 기후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수치 지
표. 다양한 건조지수가 제안되었다. 이 지표들은 가용한 물의 부족
으로어려움을겪는지역, 농업또는목축같은활동을위한토지의
효과적인 활동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밝혀내거나

찾아내고, 범위를정하는역할을한다. 

대서양자오면역전순환(AMOC)따뜻한상층수를북극에가까운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차가운 심층수를 적도를 넘어 남쪽으

로 돌려보낸다. AMOC의 열 이전은 해양 및 대륙 유럽의 온화한
기후에큰기여를한다. 

대서양수십년주기진동(AMO)북대서양의해수면온도의변화

재구성현재의상황에연결될정책과프로그램을찾기위해서특정

한 미래의 결과에서 시작해서 꺼꾸로 작업하는 역예측 기법. 예측
은현재의트렌드분석에근거해미래를예측하는프로세스이다. 

선박평형수수송중안정성과기동성을증가시키기위해선박의탱

크나 화물 적재실에 싣는 담수 또는 염수로 때때로는 침전물을 포

함하기도 한다. 평형수 탱크에서 물을 방류하는 것이 환경적, 경제

용어집 379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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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피해를초래하는생물의이동의원인이었다

유역 폐쇄 유역 안에서 그리고 강의 하구에서 수질과 물의 양이라

는측면에서물공급이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약속에못미칠때,
1년내내또는 1년중일부기간동안유역이폐쇄중이거나폐쇄되
었다고한다. 유역폐쇄는인간에의한프로세스이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관심 변수들의 확률적 관계를 부호화하는 그래

픽적모델. 이모델은인과관계를파악하기위해사용될수있으며,
따라서개입의결과를예측할수있다.

행태적 결정 이론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과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심리학과 경제학, 통계학,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들의 개념과 도구
를사용하여결정과정이어떻게향상될수있는지에대한이론. 사
람들의 행태는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근거

한다. 

혜택 이전 접근법 다른 지역 또는 맥락에서 이미 종료된 연구로부

터가용한정보를이전함으로써생태계서비스의경제적가치를추

정하는데사용되는방법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특정 시간, 특정 온도에서 단위 수량
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 이는 물
의유기물공해정도의척도이다. 

생물다양성 지상 및 해상 그리고 기타 물 생태계 등의 모든 원천에

서살아있는유기체들의가변성과그들이보이는생태계적복잡성.
한지역에서세포와생물종, 생태계전체. 

바이오연료사탕수수줄또는잎, 동물의배설물등식물및동물,
미생물로부터 생산되어 난방용으로 직접 태우거나 기체 또는 액체

연료로 변환될 수 있는 유기물질. 바이오 연료는 다목적으로 사용
할수있지만, 주로교통부분에서사용된다. 

바이오매스에너지바이오매스의탄소및수소, 산소에서만들어지
는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는쓰레기및목재, 폐기물, 매립가스
및알코올연료라는주로다섯가지에너지원에서만들어진다. 

생물군계 한 지역의 기후에 의해 유지되며, 툰드라와 열대우림, 스
텝, 사막같이 독특한 종류의 초목으로 특징지어지는(인간을 포함
한) 생명공동체의복합체

흑수(black water)배설물을포함한폐수

청수(blue water)자연적인지표수와지하수

하위 십억 국제 원조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가난한 약

60개 국에 살고 있는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 폴 콜리어(Paul
Collier )의 2007년책, “왜최빈국은실패하고그상황에대해무
엇을 할 수 있는가”(Why the Poorest Countries are Failing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에서만들어진용어. 

상향식접근법(bottom-up approach)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를
규정하는 정부의 하향식 접근법에 반대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계

획및의사결정접근법

BRiC(S) 국가 브라질, 러시아 연방, 인도, 중국(과 남아프리카).
세계물개발보고서 제4판은(BRIC과 BRICS) 두 용어 모두를 사용
한다. 왜냐하면, BRICS는새로만들어진용어라서모든통계와설
명들이남아프리카를이그룹에포함시키도록업데이트되지않았기

때문이다. 

허약성(brittleness, 솔루션의 특성) 투입 변수가 예상에서 벗어날
경우그리고솔루션의설계의도에서벗어날경우실패할가능성

통상적접근법(business-as-usual approach) 어떤정책또는계
획의변경없이과거에통상적으로규정된방식으로진행되는방식

역량특정과제를수행하거나달성하는능력. 역량구축과역량개발
은 대개 개인들에게 특정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

달하기위해설계된교육프로그램을일컫는다.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1톤의이산화탄소또는이산화탄소 1
톤에 해당하는 양의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

내는모든거래가능한인증또는허가의총칭. 탄소배출권과탄소
시장은 온실가능 농도 증가를 완화하려는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

인 노력의 한 요소이다. 탄소 거래는 배출량 거래 접근법의 한가지
적용사례이다. 

탄소 순환 탄소가 지구의 생물권, 토양권, 암석권, 수계 및 대기에
서 교환되는 생지화학적 순환. 이 순환을 통해서 생물권과 생물권
내의모든유기체전체에서탄소가재생되고재사용될수있다. 

탄소 격리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거나 막기 위해 또는 위험한 기후

변화를피하기위해서대기중에배출되는탄소를포획하여해양이

나숲, 토양등온실가스흡수원(carbon sinks)에저장하는것

현금 작물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소비를(자급용 작물) 위해서
가아니라판매를목적으로재배한작물

재앙 모델링 재앙적 사건의 리스크를 예측하는 모델의 개발과 사

용. 

청정 에너지 태양력 및 조력, 풍력 에너지처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거나 대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수력 발전과
원자력에너지도대개청정에너지로간주된다. 

클라이언텔리즘(clientelism) 후원자와 클라이언트로 묘사되는 정
치적행위자들의그룹들간의비대칭적인관계가중심이되는정치

시스템을묘사하는용어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상당히 긴 기간(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기
온, 강수량, 바람등) 기후의측정값의중대한변화를지칭한다. 기
후변화는 자연적인 프로세스 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완화는기후변화의부정적인영향을감소시키는수단을의미
한다.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되는 시스템들을 더욱 잘 관리
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을 일컫는다. 강제력은 기후 시스템의
에너지 균형을 변경시키는 프로세스이다. 즉, 지구로 들어오는 태
양복사와지구에서나가는적외선방사간의상대적균형을변화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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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취약성지수(CVI) 기후 노출, 복원력, 적응성에 의해 결정되는
기능. 물이 인간과 생태계의 안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후취약성지수는물을초점으로사용한다.

기후대응형경작(climate-smart cropping) 작물산출량을증가시
키는방식으로영양분과, 물생물다양성을보전하는방법

폐쇄형생산시스템산업적산출의잔존물이다른상품을만드는데

재사용될수있는환경친화적인생산시스템

지휘통제 접근법(command-and-control approach) 규제 당국
또는정치적권위체가행동을지시하거나어떻게특정목표를달성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접근법. 환경 정책에서 이는 기본적으로 환
경의질을보호하거나향상시키는기준의설정을포함한다. 

조건부 현금지원(CCT) 수혜자의 행동에 따라 조건적으로 복지 프
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프로그램. 정
부는특정한기준에맞는개인들에게만현금을지원한다. 

보전농업최소한의토양교란과영구적토양표층, 작물윤작을통
해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농업을 달성하고 그에 따라 농민의

생계를향상시키려는목적의농사방법

전환 사채(convertible loan) 대부자(또는 차용증 보유자)에게 대
부금을지정된기간내에지정된비율로일반주나우선주로전환할

자격을주는대출

기업의사회적책임(CSR)사업모델에통합된기업의자기규제의
한 형태. 목표는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고 환경 및 소비자, 종
업원, 공동체, 이해관계자, 대중들에대한기업의활동을통해긍정
적인영향을장려하는것이다. 

부패 뇌물등 부적절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부정 행위를 유도하

는유인책

비용-혜택-리스크 분석 제안된 프로젝트의 혜택과 비용, 리스크를
계산하고평가하기위한절차

요람에서요람으로(cradle-to-cradle)가치추구와상품을위한프
로세스, 물질적 조사연구에 대한 원칙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적 설계 및 운영 패러다임. 요람에서 요람으로 원칙은 자연이 그러
하듯 폐기물을 식량과 연료로 만드는 것을 장려한다. 이 원칙은 효
율적일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폐기물이없는시스템을만드는것

을추구한다. 

물방울당산출량생산을위해사용된또는전환된물의양또는가

치에대한생산물의양또는가치

포괄적인(이슈) 교육과금융및예산책정, 인사관리및보안, 무역,
기술 이전, 소비와 생산 패턴, 과학, 역량 구축 및 정보 등 주제를
포함하는여러다양한부문및이해에관심주제

빙설권바다와호수, 강의얼음, 눈덮인대지, 빙하, 빙관, 빙원, 동
토(영구동토포함) 등물이고체형태로존재하는지구의표면부분

결정 규칙(최대손실 최소화, 최소이익 최대화)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 하거나(즉, 시스템 성능의 최악의 양상 또는 영향,
수단을 최소하거나) 시스템 성능의 최소한의 이로운 양상 또는 영
향, 수단을최대화하는전략또는정책

의사결정 조정(decision-scaling) 어떤 종류의 기후변화가 문제를
야기할지를 찾아낸 후 이러한 기후변화가 일어날지를 추정하는 기

후모델에반영하는것

의사결정 지원 도구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 등의

도구. 종종 이러한 도구는 상호작용하는 메뉴 중심의 컴퓨터 기반
의프로그램이다. 

삼림파괴 종종 농업 또는 도시,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삼림과 삼림
식생을제거하는것. 

삼각주 강 어귀에서 물이 흘러 내려감에 따라 강에 의해 운반되는

침전물이 퇴적하여 생겨난 지형으로써, 해양과 바다, 하구, 호수,
저수지, 평평한건조지역, 다른강으로흘러가는강의어귀에형성
된다. 

수요 경화(demand hardening) 물 사용자가 물 사용을 더욱 효율
적으로함에따라, 물부족시기나가뭄시에더많은양의물을절
약하기가힘들어진다. 

수요 관리 수단 요청되는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더 큰 자원의 가용

성을보장하기위한조치

인구통계학규모및성장, 밀집도, 분포, 중요통계등인구의특징
에관한학문

담수화 바닷물로 되어있거나 염분을 포함한 물로 이루어진 지표수

와지하수에서소금과다른불순물을제거하는것

사막화기후변동및인간활동등의다양한요소로야기된건조지

역및반건조지역, 건조한아습윤지역의토지황폐화

재해 리스크 관리(DRM) 자연 재해와 기술 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
과경제적피해를감소시키기위한조치

재해 리스크 감소(DRR) 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감
소시키려는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재해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조

치

할인(discounting)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 초기 시기에 일정량
돈이가지는가치를결정하는것. 복리(compounding)의반대개
념으로, 고려되는 시간 간격에 적용 가능한 이자율의 사용이 필요
하다. 

용존 산소량(DO) 물과 같은 매체 안의 산소의 양 또는 농도. 포화
농도로 인한 용존 산소량 부족은 수역 내의 유기성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일반적인지표이다. 

다양화 생태계 내에서의 생물종 및 유기체의 종류의 가변성 또는

풍부함, 또는 생태계 내의 주요 장애 리스크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에는, 큰 경제적 손실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
한투자의종류에대한가변성또는풍부함.

용어집 381WWDR4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381   mac3 



382

동인(driver) 직간접적으로 시스템의 행동 또는 성능에 영향을 주
는관심시스템밖의동력또는사건

가뭄 강우량이 일반적으로 기록된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서 토지

자원생산시스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심각한수문적불균형

을초래하는자연현상

가뭄내성 작물 장기간의 건기에도 생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작물.
일반적으로 가뭄내성 작물은 물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어도 생존할

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도록식물육종을거친작물을일컫는다. 

건조지대극지와아한대지역을제외한건조지역과반건조지역, 건
조한 아습윤지역을 뜻한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강수량 대비 잠재
적증발산량의비율이 0.005에서 0.65 범위에속한다. 

드라이 이어 옵션(dry-year option) 가뭄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임시적인물공급을해주겠다는계약적인합의

내구 소비율(durable consumption rate) 빨리 마모되지 않는 제
품의 소비 비율. 더 구체적으로는 한 번 사용하여 완전히 소비되기
보다는시간경과에따라유용성을낳은제품의소비비율.

조기 경보 시스템 임박한 위험 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사전 경보를

제공하기위해설계된기술

환경친화적인물기반시설지침인간의필요를충족시키고삶의질

을향상시키면서도계속적으로환경적영향및자연사용을감소시

키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물 기반 시

설을설계하는절차

생태혁신(eco-innovation)직간접적으로생태계의향상을이끌어
내기위한지식을상업적으로적용

생태계발자국소비할자원을생산하고기술을사용할때발생하는

폐기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람 또는 인구가 세계로부터 요구하는

생물학적으로생산적인토지및물영역

생태계 식물과 동물, 미생물 공동체의 역동적 복합체와 기능적 단
위로써상호작용하는무생물인이들을둘러싼환경

생태시스템/ 환경적 기반시설 수질 정화 그리고 식량 제공, 레크리
에이션, 기후안정화등의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는기반시설

생태계서비스(와제품그리고기능) 생태계 거주자에게알려져 있
거나 그렇지 않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생

태계구조와기능의모든측면

생태계임계점비교적작은변화가생태계의급격한변화를야기하

는임계값. 임계값을넘으면, 생태계는더이상이전상태로돌아갈
수없을지도모른다. 

유출물폐수처리플랜트또는물사용자로부터의방출물

엘니뇨 남방 진동(ENSO) 태평양 적도부근에서 약 5년 단위로 발
생하는거의주기적인복잡한기후패턴으로홍수나가뭄에영향을

준다. 

에너지 1차 에너지는 변환 또는 변형과정 없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에너지원이다. 재생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전기는 석탄, 석
유, 천연가스, 바람등의 1차소스에서변환되었다. 

에너지-기후-물순환물 순환은지구의기후를결정하고많은자연
적기후변동성을야기하는대기및해양, 토지간의에너지교환과
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환경유량하천유역관리의핵심목표. 개울과하천에서물생태계
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입 흐름(Instream) 또는
하천 유량과 체계. 환경 유량으로 할당된 물은 흐름 밖의(off-
stream) 사용자에게인출을위해서사용되지않는다. 

환경 관리 회계(EMA) 더 깨끗하고 덜 낭비적인 생산 과정을 위해
사업체들의내부적수요를창출하기위한사업적도구

환경관리시스템(EMS)포괄적이고체계적계획에입각하여문서
화하는 방식의 기관의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EMS는 매일매
일의 운영에 환경적 고려를 포함시키도록 구조적인 방법을 제공한

다. 

환경적/생태계 평가 인간 활동 및 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
정적영향에대한추정

하구 주로 하천의 어귀에 있는 만 또는 해협으로 이 곳에서는 상당

한양의담수와염수가뒤섞인다. 

부영양화 다양한 징후적 변화를 촉진하는 물의 영양분 증가. 이를
통해서 조류와 해조류의 발생 그리고 수질 악화, 물 사용자에게 바
람직하지않고해롭다고생각되는다른변화들이증가된다. 

증발산 땅이나 물 표면으로부터의 증발과 식물 잎 표면으로부터의

발산을통해서대기로사라지는물

추출(extraction)자원을찾아내고획득하고이동시켜판매하는프
로세스

극치(수문) 사상홍수및가뭄, 기온, 바람, 폭풍등극히드물게관
찰되는예외적인수문상황

합목적적 구조(fit-for-purpose structure) 원래 계획했던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적합하고 바람직한 구조. 합목적성(Fit-for-
purpose)은품질보증의원칙중하나이다.

돌발홍수돌발홍수는(폭우, 댐, 붕괴, 제방붕괴, 급격한융빙, 아
이스 잼 등) 원인이 되는 현상의 6시간 이내, 그리고 종종 집중 호
우가발생한지 2시간내에발생하는단기적현상이다. 

범람원 대부분 하천의 행동에 의해서 형성된 하천 근처의 평평한

대지. 범람원은 홍수의 발생건수와 심각성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량안보 항상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식단을 충족할 수

있는충분한식량에대한물리적이고경제적인접근성을가지고있

는것. 식량안보는식량가용성과접근성, 사용에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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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식량의 처리, 저장, 판매, 준비, 요
리, 대접에 의해서 생겨나는 유기적인 잔존물이다. 음식물 쓰레기
는선진국의소비행태의한단면이다.

화석연료, 탄화수소지구에서발견된다양한연료에붙여진광범위
한 명칭. 이 연료들이 화석 연료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연
료가고대의부패한유기체의잔존물에서형성되었기때문이다. 

무임승차경제학과 단체협상, 심리학과 정치학에서, 무임승차는 대
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비용 전부를 내는 대신 일부만을 지불하고

자원을 소비하는 행태를 지칭한다. 이는 공공재의 비생산성 또는
저생산성을 야기할 때 또는 공동 소유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야기

할때고려되는경제적문제이다. 

담수 L당 1,000밀리그램의용해된고체, 주로소금을포함하고있
는물. 담수는지표에서는빙원및빙관, 빙하, 습지, 연못, 호수, 하
천, 개울에서 그리고 대수층 내의 지하수와 지하 하천의 형태로 지
하에서자연적으로생겨난다. 이용어는온천수처럼미네럴이풍부
한물은포함하지만특히바닷물과기수를제외하는용어이다. 

빙하오랫동안, 종종수백년이상삭마현상(융해및승화)을초월하
여 눈이 축적되는 곳에서 형성된 커다랗고 지속적인 얼음덩어리.
빙하의얼음은지구에서가장큰담수저장고이다.

빙하호붕괴호수(gLOF)와빙하댐호수파열(jökulhlaups)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빙하가 후퇴하면서, 빙하의 밑자락 또는 위에 있는
자연적인 빙퇴석 또는 얼음 댐 뒤로 급격히 물이 차면서 빙하호가

형성된다. 호수를 담고 있는 얼음 또는 침전물들은 갑자기 부서질
수있는데, 이는대규모의물과잔해들의방류로이어진다.

수자원의 세계 무역 직접적 또는 간접적(가상적) 형태로 이루어지
는 물의 장거리 이송. 가상적 물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물의
양이며따라서이는상품에사실상포함되어있다. 

지구 온난화 지구의 대기와 해양의 평균기온의 상승, 이는 계속될
것으로예측된다. 

세계화 문화 및 인간, 경제적 활동의 세계적 관련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배구조권력을부여하거나실적을입증하는결정. 지배구조는관
리또는리더십의일부이거나별개의프로세스이다. 이러한프로세
스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 물 지배구조는
물 관리에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는 일련의 공식적, 비공식적 프로
세스이다. 

녹색경제인간의안녕과사회적공평성을향상시키고환경적리스

크와 생태적 부적을 감소시키는 경제. 이전 경제 체제와 가장 뚜렷
하게구분되는특징은자연자본과생태계서비스가경제적가치를

갖는다는직접적인평가이다. 

녹색 기반시설 자연적 생태계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생명 지원”

기능의집합으로장기적지속가능성을지원하는상호연관성을강조

하고 있다. 사례로는 청정수 및 건강한 토양, 홍수 예방 뿐만 아니

라 레크리에이션 및 마을과 도시 안과 주변에서 그늘과 보호처를

제공하는등의보다인간중심적인기능들도포함된다. 

녹수흘러가버리거나지하수재충전에사용되지않는토지에떨어

진 강수로 토양 중에 저장되거나 일시적으로 토양 및 초목 위에 머

무른다. 궁극적으로 강수량 중 이러한 부분은 증발이나 식물의 발
산을 통해 사라진다. 녹수는 작물의 성장에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녹수가 작물에 의해 섭취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토양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또 일년 중 일부 기간 동

안과일부지역만이작물성장에적당하기때문이다.)

온실가스(GHG) 열적외선 범위에서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
하는대기중의기체. 지구대기중주요온실가스에는수증기, 이산
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오존이있다.

생활오수(grey water) 비 위생적인 물 사용(예: 설거지, 샤워) 으
로인해발생하는오염된물

국내총생산(GDP)특정기간동안한나라안에서생산된모든제
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 1인당 GDP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
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국내 총생산은 소유권에 따라 생산을 할당
하는국민총생산(GNP)과혼동하지말아야한다. 

지하수시간경과에따라인출된(추출된) 물과부가된(재충전된) 물
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대수층 저장량 변화. 대수층 저장량은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족분이 비교적 재충전이 많
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줄어든다면, 재충전이 적게 일어나는 동안
인출이가능하기때문이다.

하드기반시설, 하드엔지니어링접근법현대적산업국가의기능에
필요한대형물리적네트워크

건강영향평가(HIA) 정량적 및 정성적, 참여적 기법을 사용하여 다
양한 경제 부문의 정책과 계획, 프로젝트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수단

가정물안보모든가정용목적을위해집에있는안전한물에대한

신뢰할수있는가용성. 이용어는양적인요소와질적인요소를모
두포함한다. 

인간개발지수(HDI) 출생 시 기대수명, 평균 학업 기간(mean
years of schooling), 기대 학업 기간(expected years of
schooling), 1인당 국민소득의 네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측정, 추적, 비교하기 위해 유엔이 개발한
도구

인간복지(human well-being) 건강, 행복, 번영의상태. 인간의필
요가 충족되고,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
동을 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함께존재하는것에관한상태

수력전기 일반적으로 저장 저수공간의 물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

하는터빈을움직이는수력발전소에서생산된전기

수지질학적 데이터세트(hydro-geological dataset) 수문학적, 지

용어집 383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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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학적매개변수와변수들의값을가지고있는데이터베이스

수로 네트워크(hydrographic network) 육지 위의 수역 및 하천의
총계( 하천, 호수, 늪지대, 저수지)

물 순환(hydrological cycle = hydrologic cycle = H2O cycle
= water cycle) 지구표면또는표면근처의물의순환적흐름

수문학적 기록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하천유량, 강수량, 지하수 수
위, 농도를 나타내는 수질 등 수문학적 변수의 값이 기록된 시계열
적데이터

수문 기상학 토지 표면과 대기권 하층부 사이의 물과 에너지의 이

동은연구하는기상학과수문학의한분야

수문지형 물리적 변화/변경(hydromorphological alteration
/modification) 제방 구조의 변경과 침전물 및 서식지 형성, 방류
체계, 비탈 그리고 경사지 등 자연적인 지표수 구조에 대한 인위적
압력

영향사고(impacts thinking) 외부사건의영향을받아온사고

불확정성(indeterminacy) 불확정적 또는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것
의특성

지표(indicator) 다른 무언가의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 생태계에서
유기체 또는 생태적 공동체는 그 존재가 특정 조건의 존재를 나타

내는 환경적 조건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제학에서 함
께집계된통계적수치들의그룹이경제의건강을나타낸다. 

제도(institution)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룹들
의 대인 관계 네트워크(비공식적 제도)는 대의제적 형태의 지배구
조에 의해 부여된 구조화된 법 시스템과 같은 시장기반 경제의 공

식적인기구로사회가경제적으로발전함에따라진화한다.

통합적인 해충 관리 해충의 라이프 사이클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포괄적인정보에기반한해충관리에대한효과적이고환경에

민감한 접근법. 가용한 해충 통제 방법과 함께 이러한 정보는 가장
경제적인수단으로, 사람과자산, 환경에가장해가없도록해충피
해를관리하는데사용된다. 

통합적 식물 영양 관리 산출량 목표를 갖는 위치 및 토양에 고유한

방식의 영양의 사용, 다양한 영양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무기
비료와 유기비료의 혼합 사용, 경작 시스템 회전의 규칙에 따른 영
양분공급, 재활용을통한농장내부와외부의폐기물사용

통합적 도시 물 관리(IUWM) 도시를 관리 단위로 사용하는 자원
관리구조내의연결점으로서담수및폐수, 우수를관리한관행

통합 수자원 관리(IWRM)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의 맥락에
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할당,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관개 토지 또는 토양으로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과학. 지표 관
개 시스템에서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 중력을 이용해서

물이토지위로이동한다. 점적관개에서물은식물의뿌리지역근

처에 물이 한 방울씩 공급된다. 지하수와 강우가 각각 지하수 수원
과천수수원에물을공급한다. 

제트기류대기중좁은기류안에집중된비교적강한바람

지식관리학습하고혁신하고문제를푸는기관의역량을향상시킴

으로써사업적실적을향상시키는것을추구하는관리의한영역

토지및물권리개인또는단체로서사람들사이에법적또는관습

적으로 정의된 토지에 관한 관계. 본질적으로 물 권리는 법적 권리
이다. 자연적 원천으로부터 구체적인 양의 물을 추출 또는 전환 및
사용하는 권리, 댐 또는 다른 수압 구조물 뒤의 자연적 원천 안에
특정양의 물을 가두거나 저장하는 권리, 자연적 원천 안의 물을 사
용하는권리. 

토지 황폐화 인간의 활동과 거주 패턴 등의 프로세스에 의해 야기

된 토지의 생물학적 경제적 생산성 또는 복잡성의 감소 또는 손

실.(i) 바람및물에의해야기된토양침식(ii) 토양의물리적, 화학
적, 생물학적 또는 경제적 특성의 악화,(iii) 자연적인 초목의 장기
적인손실등을말한다. 

토지관리자연적이고경제적인관점에서토지의자원을잘활용할

수있도록하는프로세스

토지 침하 기공 붕괴로 인한 많은 양의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 줄어

든대수층위에발생할수도있는지표의고도의하락

대규모 토지 획득 구매, 임대, 양도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대규모
토지의보유권을획득하는것

최빈국(LDCs) 낮은 국민총생산, 미약한 인적 자산, 높은 수준의
경제적취약성이라는관점에서유엔이“최빈”이라고지정한국가들

의그룹. 

생계부양및생활의수단

저유량 가전제품 성능 저하 없이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가

전제품

대수층재충전관리(MAR)나중에인출할목적으로관리되는조건
하에서 재생수 등의 수원을 대수층에 추가하거나 염수 또는 다른

오염물질이대수층에들어가는것을막기위한방법으로수원을이

용하는프로세스

거대도시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도시로 종종 둘 이상의 도시 지역이

매우커져서합쳐져서생겨난다. 

소액금융 소액금융의 목표는 저축 수단을 제공하고 소액대출을 통

해적은돈을빌리고, 낮은가치의자산에대한소규모보험에가입
함으로써저소득층이자립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다.

새천년 개발 목표(MDG) 빈곤 및 기아, 모자 사망률 감소시키고,
모두에게 교육을 보장하고, 질병을 통제, 관리하고 성차별을 해소
하며, 지속가능한개발을 보장하고, 세계적 파트너십을추구함으로
서인류의안녕을향상시키려는목표

새천년 생태계 평가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생태계 변화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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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파악과 그러한 시스템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필요한행동의과학적근거

모듈식수처리설계운반가능한독립적인조립식수처리시설에대

한설계

몬순 인도양과 남아시아의 계졀풍으로 여름에는 남서쪽에서, 겨울
에는북동쪽에서분다. 

빙퇴석빙하에의해서운반되어퇴적된흙과돌의퇴적물

다자간환경협약유엔과부정적인환경적영향을제한하는방식으

로 무역 거래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여러 국가들 간에 성립된 협

약

넥서스연결된일군의또는일련의독립적인요소들

질산염 취약 지역 질산염에 오염된 물 또는 질산염에 오염될 가능

성이있는물이배출된토지구역

비소모적인생산프로세스물을사용하지만소비하지않는생산프

로세스. 예를 들어 수력전기 생산에 사용된 물과 화력발전소의 냉
각에사용된물이있다. 

비정상성, 비정적인 확률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 분포 또
는확률의매개변수

후회없는 결정 외적 조건에 관한 미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관점에서정당화될수있는가정또는공동체, 제도에
의해내려진결정

북대서양 진동(NAO) 아열대 고기압과 극저기압 사이에서 일어나
는대기질량의시소와같은대규모변동

공적개발원조(ODA) 원조금이나다른개발원조프로그램을통해
한국가가사용한금액으로국민총생산의비율로써계산된다. 

실적기반 원조(OBA)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공공서비스를 목표한
성과와관련된보조금과연결하는개발원조전략

태평양 십년 진동(PDO) 최소한 십년 주기, 보통 20에서 30년 주
기로양상이변화하는태평양기후가변성의패턴

경로 의존성 특정한 환경에 직면한 일련의 결정들이, 심지어는 과
거 환경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과거에 내려진
결정들에제한을받는지를설명함

생태계/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농민들과 토지소유주들에
게여러종류의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도록그들의토지를관리한

것에대해서인센티브를제공하는관행

최대생태계물(peak ecological water) 환경적파괴와피해의전
체 비용이 인간의 물의 사용에 의해 제공된 전체 가치를 초과하는

지점

최대재생가능물(peak renewable water)유량제약이시간경과
에따라전체물가용성을제한하는것에적용되는용어

여과 비율 물이 포화 입상 물질(saturated granular material)을
통과하는비율

도시 주변 슬럼/지역 세계의 약1/3의 슬럼 거주자들은 전통적으로
도시내부에거주하지만, 대부분은도시주변부의변두리의끊임없
이뻗어나가는슬럼교외지역에거주한다. 

광생물반응기(PBR) 조류를 저장하고 배양하는 기구. 광생물반응
기는 조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배양을 위한 빛과 영

양분, 공기, 열을공급할뿐만아니라오염에서배양을보호한다. 

심근식물농업(phreatophytic agriculture)물을지하수층또는그
바로 위의 토양에서 물을 획득하는 깊은 뿌리를 갖는 식물에 중심

을둔농업의종류

물리적홍수방어시스템제방, 둑, 보및저수지, 홍수의파괴적힘
으로부터지역들을보호하기위해설치된시스템

사용자 단(PoU) 수처리/기술 중앙집중적 처리 설비 대신 소비가
일어나는곳에서사용되어수질을향상시키는수처리방법

오염자 부담 원칙 환경법에서의 오염자 부담원칙은 공해를 유발한

당사자가자연환경에가한피해에대해부담할책임을보장하기위

해서수립되었다. 

공해 저감 기술 물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설

계된기술

공해물질/공해 생태계의 불안정성, 혼란, 피해 및 불편을 초래하거
나 다른 용도를 위한 환경 매체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자연 환경 내

의유해물질. 점원오염은단일하며파악가능한집중적인오염원을
갖는다. 비점원오염은공기내침전물뿐만아니라땅위또는땅을
통과하여이동하는빗물또는눈녹은물을통해발생한다. 많은분
산된오염원은특별한오염발생원이없다. 

포트폴리오 이론 다양한 자산들의 부분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특정 정도의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대해 예상되는 포트폴리오 이익

을최대화하려는또는마찬가지로예상되는수준의이익에대해리

스크를최소화하려는투자이론

마실수있는/마실수없는물마실수있는물은인간의소비에적
합한물이고마실수없는물은그렇지않다. 

예방원칙한조치또는정책이대중또는환경에대한피해를야기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조치 또는 정책이
유해하다는과학적인공감대가없을때유해하지않다는증명을할

부담이조치를취할사람에게있다는원칙

보호주의정책, 보호주의수입품과국내적으로생산된제품과서비
스 간의“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한적
인 쿼터, 다양한 다른 정부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국가 간의 무역
을제한하는경제정책

민관 파트너십(PPP) 정부와 하나 이상의 민간부문 회사들과의 파
트너십을통해서자금이조달되고운영되는정부서비스또는민간

사업벤처

용어집 385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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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협약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의생태적특성을유지하기위해

그리고각국의모든습지에대한“현명한사용”또는지속가능한사

용에 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들의 약속을 구체화한 정

부간조약

재충전 지하수 재충전은 물이 지하수로 이동하는 수문적 프로세스

이다. 지표수 재충전은 물이 지표 수로에 흘러들어가는 수문적 프
로세스이다. 

복원수 고체 및 특정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처리되어 조경 및 관

개, 산업용 냉각에 사용되거나 지하수 대수층을 재충전하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는 폐수(하수)였던 물. 이러한 프로세스의 목적은 강
과 해양 같은 지표 수역에 처리된 물을 방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의보전에있다. 

저수지 규칙/지침 곡선(reservoir rule/guide curve) 현재의 저장
수준 또는 양과 일년 중 시기의 기능으로서 방출을 규정하거나, 일
년 중 특정 시기에 목표 저장량과 때로는 유입량을 규정하는 저수

지방출정책

복원력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회복하는 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척

도

결과 기반 자금조달(RBF) 실제적으로 달성한 결과에 따라 연결하
여보조금(또는원조)을지급하는것. 예를들어, 탄소금융전략은
다양한에너지원을촉진하는환경과새로운청정기술에대한인센

티브를만들기위한완화정책과시장메커니즘을수반한다. 

보유역량예컨대, 토양등이물을저장하고보유하는능력

권리기반접근법개발프로세스를지도하는프레임워크로서인권을

이용하는것

리스크원치않는결과가일어날가능성

리스크 관리 불리한 사건의 가능성 또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는 기회의 현실화를 최대화하기 위해 리스크를 발견, 평가, 우선
수립을한후자원을조화롭게경제적으로이용하는것. 

하천 측정소(river gauging station) 하천 유량 또는 국면을 측정
하고기록하는장소또는시설

하천성 홍수 보호(riverine flood protection) 홍수방지 공사, 제
방, 상류 저수지 홍수 저장용량 등 홍수에서 범람원에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위해서취해진조치들

강력함(robustness) 일부 경우는 예측할 수 없기도 한 투입의 특
정한 범위 안에서 시스템 또는 전략, 결정이 얼마나 잘 작동 또는
기능할수있는지의척도

유출수(runoff) 폭풍 또는 강수 현상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육지 지
역의지표수흐름

건류댐(run-of-the-river dam) 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수지. 유
입유량과유출유량을같게유지함으로써댐의물저장량은일정하

게유지된다.

농촌 토지이용 구획(rural zoning) 농촌 사용과 활동에 제한된 토
지사용및개발

염수 침입 염수의 담수 지표 수역 또는 지하수 수역으로의 침입 또

는유입

위생(sanitation) 인간의 소변과 대변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반
시설, 설비 및 서비스의 공급. 부적절한 위생은 세계적으로 질병의
주요원인이다. 

시나리오 행동 또는 사건, 상황의 예상 전개에 대한 설명 또는 개
요. 시나리오개발은정책계획과조직개발, 일반적으로조직이불
특정한미래상황에대해전략을검토하기를원할때사용된다. 

부문적 물 효율성(SWE) 투입과 산출에 근거한 효율성의 척도(비
율) 

계획에대한전부문적접근법(SWAP) 계획과활동이전부문적수
준에서 이루어지는 접근법으로 한 부문의 많은 측면이 고려된

다.(예: 인사 역량, 제도적 강점, 이해관계자 상담, 실행 프로세스,
모니터링등)

민감도 분석 모델의 산출물에 대한 변화(불확실성)가 어떻게 모델
의입력물의상이한변화에의해기인할수있는가에대한연구

하수 관리 폐수의 수집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일반적으로 시
스템들이 자체 활동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하수, 오수일반적으로하수관이나배수구에서모아지는가정용폐
수이며폐수처리시설에서처리되거나그대로수역으로방류된다.

소작농(smallholder)작은규모의농장보다더작은규모의토지에
서하는농사

설괴빙원(snowpack) 기후가 일년 중 상당기간 추운 날씨 지역인
지리적지역과높은고도에쌓은눈의계층

사회적 학습 영화나 텔레비전, 인터넷, 문학작품, 라디오등의 매체
를 통해 관찰적 학습이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실제 사람에 대

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개인이 바람직한 행동을 자
세히 설명하고 그러한 행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

칙을전한다. 

사회생태적 시스템(SES) 생물-지질-물리적 단위와 이에 관련된
사회적행위자들과기구들. 사회-생태적시스템은복잡하고적응적
이며, 특정 생태계와 그 문제적 맥락을 둘러싼 공간적 또는 기능적
한계를결정한다.

소프트 기반시설 금융시스템과 교육시스템, 보건시스템, 정부시스
템, 법집행, 비상서비스등한국가의경제적, 보건적, 문화적기준
을유지하기위해서요구되는모든제도들

소프트 경로(접근법, 수단, 기반시설, 정책) 소프트 경로는 공급과
수요 개념 모드를 통합하며, 물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
족시키는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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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게 충족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어떤 수질의 물이
실제로필요한지를질문한다. 

이해관계자 어떤 기관의 조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

는사람또는집단, 기관, 시스템

정적인 수문학 수문학적 프로세스의 확률적인 특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변화하지않는다. 

추론적인 분석(stochastic analysis) 시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불규칙한프로세스에대한분석

폭풍해일 일반적으로 저기압 기상시스템과 관련된 연안 수면의

상승

폭풍의진로대부분의대서양및태평양온대저기압또는허리케인

이지나가는대서양과태평양의비교적좁은지역

공급측면의기반시설물의공급과수질을공급하거나수요를충족

시키기위해필요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설계된기반시설

지표수 개울이나 하천, 호수, 바다, 대양 등 지구의 표면에

위치한물

놀람(시스템상의)기대또는예측하지못한시스템행태또는실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개발지속할수있는역량. 시간경과에따
라삶의질이향상되는것과같이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측면들의
장기적유지. 

지속가능한토지관리(SLM) 환경보호와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
고인구증가및토지사용에대한증가하는압력을고려하면서도

농업과임업의생산성을위해토지를관리하는것

지속가능한물관리인간사회가의존하는물순환또는생태계서

비스의완전성(the integrity)을훼손시키지않으면서무한한미래
에까지지속하고번영할수있도록인간사회의능력을지원하는물

의사용

TARWR(총실재재생수자원) 한국가에서지속가능하게가용한
연간수자원의이론적최대양

기술관료적지식민주적인선거가아니라전문적인지식과실적을

기반으로관료적인절차를통해선정된전문가가수행하는모든종

류의경영및관리

원격상관세계적기상이변간의연결성. 원격상관패턴은광대한
지리적지역에뻗어있는압력과순환의이상현상의반복적이고지

속적인대규모패턴을일컫는다. 

임계점느린속도의가역적인변화가, 때로는극적인결과를낳으
며, 비가역적으로바뀌는지점

하향식접근법(top-down approach) 중역또는의사결정권자, 다
른사람이나기구가결정을내리는의사결정접근법. 이러한접근
법에서는이들의권위가자신들에게다소간속박되어있는위계질서

상낮은층에게로확산되어영향을미친다. 

국제유역, 대수층(transboundary basin, aquifer)국경으로분리
되어있는여러정치적실체에걸쳐있는하천유역또는지하수대

수층

3자접근법(trialogue approach) 과학및정부, 사회의연결성

무수수량(UfW) 생산되었으나소비자에게도달하기전에
“사라진”물

불확실성어떤것에대한확실성이없는상태. 불확실성은특히, 결
과나결론에대해서확실성이떨어지는상태에서거의확신과지식

없는상태까지광범위할수도있다. 

도시및도시근교농업(UPA) 도시및소도시, 읍내와그주변에서
식량을재배, 가공, 분배하는관행. 여기에는가축사육, 양식, 산림
농업, 원예가포함된다. 

도시화세계적변화의결과로일어나는도시지역의물리적확장.
도시화는전체인구에대비도시의수준을나타낼수있으며도시

의비율이증가하는속도를표시할수있다. 

가치사슬(농업, 식량) 상품(또는서비스)의시작에서생산의다양
한단계를걸쳐최종소비자에게제공되고사용후처리에이르기까

지필요한, 최대의가치창출을하는, 전범위의활동

가상적(으로포함된) 물제품또는서비스생산에사용된물

취약성인간과재산, 자원, 시스템,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활동이원치않는결과나피해, 악화, 파괴에영향을받는정도. 

와디(wadi) 전통적으로계곡을지칭하는아라비아의용어

폐수인간의영향에의해수질에부정적인영향을받은모든물

물회계하천유역의수자원에대한기록으로물이어디로가는지,
어떻게사용되는지, 미래의사용을위해얼마만큼사용할수있는
지를나타낸다. 

물 할당 시스템 물을 할당하는 제도적 구조. 궁극적으로 선택한 구
조는 수자원의 물리적 특성과 정책에 대한 인간의 반응, 경쟁적인
사회적목적간의타협이다. 

물균형(산업에있어서) 산업시스템안팎으로의물의흐름에대한
설명

물 은행 다양한 종류의 지표수 및 지하수, 물 저장 권리의 법적 이
전및시장교환을촉진하기위해사용되는제도적메커니즘

“워터박스”수자원을평가, 개발, 관리하는행위및기관의집합. 이
를 통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경제적 부문에서 결정을 내린

사람과 워터박스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선택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물보전청소및제조, 농업용관개등다양한목적을위한물사용
감소와폐수의재생

물운반(water conveyance)용수로또는 수송관, 수도등을통해
한장소에서다른장소로물을옮기는것

용어집 387WW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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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 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 관리 수단과 반대로 물

에대한수요를변경시키기위해취해진수단

물개발아젠다인간의복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물개발에관해

기관들과주요단체들이취할행동에대한포괄적인청사진

물 대화 공간 다중 이해관계 단체의 개인들이 실제적이면서“중립

적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와 상호존중을 구축할 수

있도록하는공간

물분배지구의지표및지하에있는담수와염수의양적비율.

또 다른 의미는 수처리 플랜트에서 도시 지역의 특정 물 사용자들

로의물공급제공

수로변경(water diversion) 일반적으로 용수로 또는 수송관을 통
한 한 지역(즉, 자연적 수역)으로부터 다른(사용)지역으로의 물의
인출및운송

물효율성가능한최소양의물로기능또는작업, 프로세스, 결과를
내는것. 이는낭비감소에중점을둔다. 

물 수급권(water entitlements) 할당 기구에 의해 인정된 물을 획
득할수있는권리. 일부지역에서는물수급권이국가에의해부여
되며, 국가와 허가 보유자 간의 비공식적인 계약이다. 다른 지역에
서 물 수급권은 사법적 집행력을 갖는 공식적인 재산권이다. 공식
적이건비공식적이건물수급권의계약적특성이제도적변화의비

용에부가된다. 

물 발자국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의해 소비되거나 또는 기업체에 의

해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담수의 전체

양. 소비자 또는 생산자(일군의 소비자들 또는 생산자들)의 직접적
인 물 발자국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물 사용에 관련된 담수의 소

비와 오염을 지칭한다. 소비자가 소비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또
는 생산자가 사용한 투입물과 관련된 물 소비와 오염을 지칭하는

간접적 물 발자국과 구분된다. 한 제품의 생활오수 물 발자국은 전
체공급망에걸쳐한제품의생산과관련될수있는담수오염의지

표이다. 이는 현재의 주변 수질 기준에 근거해서 오염물질의 포함
량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담수의 양이다. 이는 합의된 수질
이상을유지할수있을정도로오염물질을희석시키는데필요한물

의양으로계산된다.

물 수확 삼림 집중화(forest condensation), 안개 집수(fog
harvesting), 구름씨뿌리기(cloud seeding, 구름을 응축시키거
나구름내부의미시물리학적프로세스를변형시키는얼음핵의역

할을 하는 물체를 공기 중에 살포하는 것) 등의 활동과 물 공급을
보충하기위해강수량의증가와획득과관련된직접적인빗물받기

물 기반시설 다양한 물 사용자가 요구하는 물의 양과 수질을 공급

하는데필요한물리적인그리고조직적인구조

물 시장 한 법적 실체에서 다른 법적 실체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물 권리를 사고, 팔고 또는 빌려줄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화폐 가
치의교환을수반한다. 

물 생산성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 대비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비율. 물의효율적인사용을측정한다. 

수질 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하나 이상의 생명체의
요구에 관련된 물의 상태 및 인간의 필요 또는 목적에 관련된 물의

상태의척도이다. 

물재할당한용도에서다른용도로물의이전

물 개혁 물 사용자들과 환경에 제공되는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취해진현재의물관리에대한변화조치. 일반적으로제거할수없
다면 비효율성과 부패, 부적절성을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 추진된
다. 

물의재생가능성(water renewability) 생물학적또는물리적, 다른
자연적프로세스를통해교체되는물의능력과시간이경과하면다

시보충되는물의능력. 물은물순환과정을통해서재생가능하다. 

수자원 관리 수자원의 공급과 사용을 계획, 개발, 분배, 관리하는
활동. 유익한 용도로 자연적인 그리고 인공적인 수자원 시스템을
공급하고관리하기위한구조적및비구조적수단의개발과사용. 

물안보시간경과에따라물에대한신뢰할수있는안정적인접근

의가용성

“물 부문”일반적으로 경제의 주거 부문, 상업 부문, 산업 부문에
식수및폐수서비스(폐수처리포함) 제공과관련된모든활동, 거
래, 전문적기관및개인을지칭한다.

물 서비스 관리, 제공, 통제 물 서비스 통제 시스템은 지하수 본관
과최소하나의본관에연결된하류소비자급수소, 본관에서물사
용자로의흐름을통제하는지하수운반채널과밸브를포함한다. 

물 저장 농업에서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이 저장된 지역을 정

의하기위해서사용되는용어

물 스트레스(물리적 또는 경제적) 물 부족의 결과적 증상. 이는 부
문의 사용에 대한 갈등 증가, 서비스 수준의 저하, 흉작, 식량 불안
정 등으로 나타난다. 물 스트레스는 종종 공급과 수요의 차이 정도
를측정된다. 

물 공급과 위생(WSS) 일반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과 시기에 필
요한 양과 질의 물을 공급하고 폐수의 수집, 처리, 처분 수단을 제
공하는상하수도회사에서제공되는서비스. 

수로(watercourse)모든흐르는물덩어리(수역)

물에서 비롯된 혜택 물의 특정 사용 또는 관리 때문에 얻어지는 경

제적, 생태계적또는사회적혜택

물관련위험물의과다, 부족, 공해때문에발생하는보건상또는
경제적, 사회적위험

분수령 지하에 있거나 또는 토지에서 흘러나온 모든 물이 한 장소

로 모이는 지역. 건강한 분수령은 수질 정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량조절, 침식방지, 개울둑안정화등많은서비스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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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영구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지역(늪지대, 소
택지, 이탄지대, 얕은호수)

지불 의사(WTP)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공해 등 원치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지출 또는 희생, 교환하고자
하는최대금액

인출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 등 특정 종류의 수원으로부터

물을 제거하는 것. 소비되지 않은 물은 결국 사용한 후에는 자연으
로돌아가지만, 되돌아간물의수질은물을꺼내올때와다를수도
있다. 인출된 물은(냉각용 물처럼) 소비되지 않고 사용될 수도 있
다. 

요수(yellow water) 소변만을포함하는위생폐수.

이용어집의목적은세계물개발보고서제 4판의독자들에게참조사항의역할을하는것이다. 

여기에서 규정된 정의들은 다른 출판물에서 사용된 것과 다소 다를 수도 있으며, 유엔 또는 유엔워터, 이 보고서의 기고자들의

공식적인정의가아니다. 

이용어집은 2부의대표저자인다니엘로우크스(Daniel P. Loucks)씨와의조율하에작성되었다. 

이용어집은다음웹사이트에존재하는자료들을기반으로, 일부의경우는직접사용하여만들었다.

http://actionaidusa.org http://answers.yahoo.com http://dictionary.cambridge.org

http://dictionary.com http://dictionary.reverso.net http://en.wikipedia.org

http://encyclopedia2.thefreedictionary.com http://nsidc.org http://orf.od.nih.gov

http://science.nasa.gov/earth-science http://thinkquest.org http://waterwiki.net 

http://wiki.answers.com www.merriam-webster.com www.Africanwater.org

www.alcwin.org www.answers.com www.awwa.org www.businessdictionary.com 

www.cees.iupui.edu www.cglrc.cgiar.org www.cleanenergyprinciples.com

www.corix.com www.cpc.noaa.gov www.csiro.au 

www.dainet.com www.ecosystemvaluation.org www.ecy.wa.gov www.eoearth.org 

www.epa.gov www.ess.uci.edu www.euroscience.org 

www.exclusion.net www.fao.org www.fema.gov www.greenfacts.org 

www.homelandsecuritynewswire.com  www.icpdr.org www.investopedia.com www.kmci.org 

www.ldeo.columbia.edu www.maweb.org www.mbdc.com 

www.nationsonline.org www.noaa.gov www.nrdc.org www.ofwat.gov 

www.physicalgeography.net www.ramsar.org www.science20.com 

www.sswm.info www.thecommonsjournal.org www.thefreedictionary.com www.ucowr.org 

www.un.org www.unccd.int www.unep.org 

www.unisdr.org www.usaid.gov www.waterdialogues.org

www.webopedia.com www.who.org www.worldbank.org www.wri.org 

www.wto.org.

용어집은또한다음의자료를참고했다. 

Peak Water: Conceptual and Practical Limits to Freshwater Withdrawal and Use by P. H. Gleick and M. Palaniappan(2010); The

New Slum Dwellers by M. Davis(2006); the Macmillan Dictionary; http://www.ce.utexas.edu/prof/mckinney/papers/aral/Aral.pdf.

용어집 389WWDR4

4-1-3권  2013.12.13 11:54 AM  페이지389   mac3 

http://actionaidusa.org
http://answers.yahoo.com
http://dictionary.cambridge.org
http://dictionary.com
http://dictionary.reverso.net
http://en.wikipedia.org
http://encyclopedia2.thefreedictionary.com
http://nsidc.org
http://orf.od.nih.gov
http://science.nasa.gov/earth-science
http://thinkquest.org
http://waterwiki.net
http://wiki.answers.com
http://www.merriam-webster.com
http://www.Africanwater.org
http://www.alcwin.org
http://www.answers.com
http://www.awwa.org
http://www.businessdictionary.com
http://www.cees.iupui.edu
http://www.cglrc.cgiar.org
http://www.cleanenergyprinciples.com
http://www.corix.com
http://www.cpc.noaa.gov
http://www.csiro.au
http://www.dainet.com
http://www.ecosystemvaluation.org
http://www.ecy.wa.gov
http://www.eoearth.org
http://www.epa.gov
http://www.ess.uci.edu
http://www.euroscience.org
http://www.exclusion.net
http://www.fao.org
http://www.fema.gov
http://www.greenfacts.org
http://www.homelandsecuritynewswire.com
http://www.icpdr.org
http://www.investopedia.com
http://www.kmci.org
http://www.ldeo.columbia.edu
http://www.maweb.org
http://www.mbdc.com
http://www.nationsonline.org
http://www.noaa.gov
http://www.nrdc.org
http://www.ofwat.gov
http://www.physicalgeography.net
http://www.ramsar.org
http://www.science20.com
http://www.sswm.info
http://www.thecommonsjournal.org
http://www.thefreedictionary.com
http://www.ucowr.org
http://www.un.org
http://www.unccd.int
http://www.unep.org
http://www.unisdr.org
http://www.usaid.gov
http://www.waterdialogues.org
http://www.webopedia.com
http://www.who.org
http://www.worldbank.org
http://www.wri.org
http://www.wto.org
http://www.ce.utexas.edu/prof/mckinney/papers/aral/Aral.pdf






















0 0.2 0.4 0.6 0.8 1

6000

5111

3000

1150

0

















































 



 

















 



















 

 





































    







 



















































































³ ³

³

³

³

³

³

³

³

³











 

 

 

 

 

 

























































































































































   



























































































































































































































































































































































































i

0 1000 2000 3000 4000 5000 km

180°0° 30° 60° 90° 120° 150°30°60°90°120°150°

0°0°

30°30°

60°60°

30°30°

60°60°

!



0

 

















































Foreword / 서문

























 















































Tengri
Desert

LanzhouLanzhou

YinchuanYinchuan

BaotouBaotou

WuyuanWuyuan

Yan’anYan’an

LinfenLinfen

BaojiBaoji
Xi’anXi’an LuoyangLuoyang

ZhengzhouZhengzhou
TongchuanTongchuan

TaiyuanTaiyuan

Huhehot Huhehot 
Beijing

JinanXiningXining

CHINA

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

Fe
n 

H

e

Wei

Yellow R
iv

er

Ye
llo

w River

Qinghai HuQinghai Hu

Bo HaiBo Hai

0 100 250 km

C H I N A











 





 









Z h ob

C henab

Sutlej

In
du

s

In
du

s

Jh
el

um

Kabul

Indus

Hub

Ravi

M
as

hk
ai

Gomal

Be

as

Hamun-i-
Mashkel

Hamun-i-
Mashkel
-- --
---

KarachiKarachi

IslamabadIslamabad

KabulKabul
PeshawarPeshawar

LahoreLahore

C H I N AC H I N A
H i m a l a y a s

H i m a l a y a s

H i m a l a y a s
d

H i m a l a y a s

H i m a l a y a s

H i m a l a y a s

A F G H A N I S T A N

P A K I S T A N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I N D I A

0 100 200 300 km

H i m a l a y a s

A R A B I A N  S E A













 













 




































































	Volume 1
	Volume 2
	Volume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