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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마트 물관리가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물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정보화와 지능화를 구현하
는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물관리의 핵심요소인 스마트 워터그리드와 관련된 주요국의 산업
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였다. 전력분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와의 비교를 통하여 스마트 워터그리드
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법·제도적 실현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IT 융
합을 통한 스마트 워터그리드 추진방안에 대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IT융합, 스마트워터그리드, 스마트그리드, 수자원관리, 상하수도관리

Abstract  Due to global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water problem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severity. In response to this expectation, Smart Water Management that refers to implement intelligent water 
information systems by IT convergence is considered a new paradigm. In this paper, we try to study the Smart 
Water policy, especially Smart Water Grid, and technology developm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On the basis 
of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Smart Grid in power sector, we evaluate political. leg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feasibility related with the Smart Water Grid. In the conclusion, we suggest some 
strategic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Smart Water Grid.

Key Words : IT convergence, smart water grid, smart grid, water resources management, water and waste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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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물 리가 국제 사회의 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 순환의 격한 변동을 수반하

는 기후변화, 지속 인 인구증가, 인구 집 화에 따른 

도시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큰 홍

수와 가뭄은 물의 공 과 리의 측면에서, 인구의 증가

와 도시의 격한 확산은 수요측면에서 어려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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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SOC Smart SOC

Human 

dependence

Dependent

A human attention and 

judgement is critical 

for response to events 

and problem solving

Autonomous

Automatic response to 

events without human 

intervention

Operational 

method

Unidirectional

Homogeneous service 

regardless of specific 

needs/centralized 

resources allocation

Interactive

Customized service to 

meet diverse needs/ 

decentralized, market 

driven resources 

allocation

Response

Reactive

Reaction to events/ 

Response upon 

requests

Proactive

Proactive response to 

prevent problem/ 

Solutions even without 

explicit request

<Table 1> Comparison between existing and 
Smart SOC [18] 

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물 리의 에서서

는 큰 기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산업  에서는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 환경변화에 비한 지속가능한 물 리

를 해 첨단 IT기술을 물 리에 목한 ‘스마트 물 리’

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

마트 물 리’는 수자원  상하수도 리에 정보통신기

술을 목해 비용을 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련의 움

직임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물 리뿐만 아니라 교

통․ 력․의료․환경․교육 등 사회간 자본(SOC) 

반에 IT기술을 목하여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이룩

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높은 수 의 IT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스

마트 물 리’의 도입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

으나, 아직 수자원 리나 상하수도 기술이 세계 인 수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물 리’의 핵심요소인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

고,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과 국내의 도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스마트 워터그리드’ 시스템을 성

공 으로 도입하고 확산하기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개념과 필요성

2.1 스마트 워터그리드 개념의 형성

통 인 사회기반시설(SOC)에 IT기술을 목하여 

스마트 SOC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꾸 히 이루어

져 왔다. 스마트 SOC란 교통, 력,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 인 라 반을 ① 센서 내장 등으로 디지털화하고, 

② 생성되는 데이터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하며, ③ 실시간으로 분석․ 측하여 ④ 최  응

토록 하는 등 지능(Intelligence)을 부여하는 것이다[18].

이러한 스마트 SOC가 실 되면 사회기반시설의 효율

과 기능이 비약 으로 제고될 수 있다.  기존 SOC 투자

에 IT 투자를 추가함으로써 체 SOC의 효용이 크게 증

가하고 국가 경쟁력의 업그 이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물 리 분야에도 차 Smart 개념이 도입

되고 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 리  재난 비

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정교한 센서를 강이나 

바다에 설치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며 물의 흐름을 측량

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기

술과 분석기법을 용하면 보다 스마트한 물 리가 가능

해진다.  그러나 아직 물산업 분야의 스마트 투자는 력, 

빌딩, 운송, 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

는 상황이다.

[Fig. 1] Breakdown of Smart Investments [31] 

컴퓨터와 컨설 을 주된 사업 역으로 하는 IBM이 

 세계 으로 물 리 분야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

다. IBM은 미국의 허드슨강, 라질의 아마존강, 네덜란

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등  세계 주요 하천과 바다를 

상으로 지의 기 들과 력하여 첨단 센서 네트워크

와 컴퓨 을 활용하는 스마트 물 리 솔루션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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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Description

Hudson

River, U.S.

Development of data platform to install 

high-tech sensor network throughout the 

length (507km) of the Hudson River for 

real-time monitoring of the river condition

Amazon 

River,  

Brazil

Development of 3D geographical/spatial 

computer simulation system to estimate the 

impact of land and water use on ecology and 

for efficient water management 

Amsterdam,

Netherlands

A project to build smart levees is underway 

for monitoring of water level and a risk of 

flood for real-time response

<Table 2> IBM Smarter Water Management [29]

추진 에 있다.

2009년 이후 보다 효율 이고, 안정 이며, 고품질의 

물 공  실 을 한 스마트 워터그리드 개발 논의가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굴지의 물 련 기

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Water Innovation Alliance

에서 2009년 Smart Water Grid Initiative를 발족하면서 

‘스마트 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라는 용어가 본

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재 스마트 워터그리드에 한 명확한 정의  범

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며 연구 기 단계라서 실체

인 정의조차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 까지 나와 있는 문

헌에서 제안하고 있는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개념을 정리

하면  ‘수자원  상하수도 리의 효율성 제고를 하

여 ICT를 도입하는 차세  물 리 시스템으로 수자원

의 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재이

용 등  분야에서 정보화와 지능화를 구 하기 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1][9][16][20].

[Fig. 2] Smart Water Grid Technologies [33]

스마트 워터그리드에는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다

양한 수자원을 water platform에 수집  장하며 용수

의 배분· 리·수송을 물리 으로 통합 리 할 수 있는 수

자원 리기술과 수자원의 확보·수송·활용 등에 한 실

시간 모니터링과 분석, 물 정보의 통합 리  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는 ICT 기반 통합 리기술 등의 주요 요

소 기술이 있다

력분야의 스마트 그리드가 공 자와 소비자의 양방

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 지 효율을 극

화 시키는 기술이라면,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공 자와 

소비자의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수자

원 리의 효율을 극 화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를 해 물 리 로세스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물에 

련된 정보를 추 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스마트 

워터그리드에 포함된다. 

2.2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필요성

2.2.1 지속가능한 물 공급의 한계

 세계 으로 수자원 취수량은 인구증가율 보다 빠

르게 증가해 왔다. 인구가 3.7배 늘어난 반면, 수자원 취

수량은 6.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계 으로 매년 안

정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

다.  한 속한 도시화로  세계 인구 71억 명  약 

50%인 35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사용가능한 수자원

은 감소하고 물과 련된 환경피해는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28]. 이러한 사정으로 안정 인 물

이용을 해서는 수자원 인 라 설치  효율 인 운

이 필수 이다. 그러나 기존 물 리 시스템은 물 수요량

에 한 실시간 리가 불가능해 수요와 공 의 불균형

을 래하고, 시설 가동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수 등

으로 인한 물 손실, 물의 생산과 수송에 드는 에 지 과

다 사용도 문제로 지 된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물의 생산과 처리 효율을 향상

시키고, 시설의 체계 인 리와 비용을 감하며, 수자

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

되고 있다.

2.2.2 물 인프라 재투자 시기의 도래

기존 물 인 라의 노후화에 따른 개․ 체 투자가 

격히 증가할 망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워터그리드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3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l; 11(7): 27-40

2010년 이후 물 인 라 내용연수 도래를 맞이하고 있으

며, 앞으로 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 노후화되

는 기존 물 인 라 개․ 체는 매우 도 인 과제가 된

다. 따라서 도시에 합한 수자원 확보  상하수도 

리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 내의 복잡한 물 리 시

설을 체계 이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기술, 즉 스

마트 워터그리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2.2.3 빅데이터로 스마트 물관리 실현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센서,  지

능형 검침 인 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의 설치가 확 되면서, 시간 /공간  데이터, 거래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테이터 등 다

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생산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시

장 조사 문기  이크 리서치는 “데이터 쓰나미라 불

리는 스마트 그리드의 확산으로 빅데이터 련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스마트 그리드를 해서는 빅데

이터가 필수인 만큼, 이들 분석 업체 시장이 2015년까지 

11조 3000억에 달할 것이다”라고 망했다[30]. 스마트 

워터그리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의 분석  활용은 효

율  물 리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큰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2.4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물산업은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수

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 (Blue Gold)’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의 물 문 연구기 인 

로벌 워터 인텔리 스(Global Water Intelligence, GWI)

에 따르면 2013년 세계 물산업의 규모는 5,578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025년까지 세

계 물산업 규모가 8,6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25].

한 경제 력개발기구(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도 2025년에  

세계의 물 련 인 라 투자수요가 1조 370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상하고 있다[27]. 이처럼 가 른 성장세가 

상되는 세계 물시장은 국내 물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0

∼2020

Ratio to 

Global 

GDP

2020

∼2030

Ratio to 

Global 

GDP

Water 

Infrastructure
772 bil. 1.01% 1.37 tril. 1.03%

IT 646 bil. 0.85% 171 bil. 0.17%

Electricity 180 bil. 0.24% 241 bil. 0.24%

Road 245 bil. 0.32% 292 bil. 0.29%

Railroad 54 bil. 0.07% 58 bil. 0.06%

<Table 3> Global investment outlook of infra [27] 
(unit : dollar)

따라서 물산업을 국가 랜드산업으로 육성하기 한 

핵심 략으로서 IT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융합형 물 리 

기술, 즉 스마트 워터그리드가 필수 이다. 세계최고 수

의 국내 IT기술과 기존의 수자원  상하수도 리 기

술을 결합한다면,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

서 경쟁할 수 있는 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스마트 워터그리드 해외 추진동향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미국을 심으로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호주, 싱가포르 등 물 부족국가들

을 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3.1 미국

미국에서의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정부와 민간의 2가

지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스

마트 워터그리드를 국가 단 의 효율  수자원 공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차

원에서는 수자원  수질 리를 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능형 검침 인 라를 심으로 상수도 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국가 체의 

수자원을 지능 으로 리하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수자원 정보의 제공  분석을 해서 미

국 지질조사국(USGS)이나 내무성 개척국(USBR)이 실

시간 물정보, 재해 련 정보, 수질 련 정보 등 다양한 수

자원 련정보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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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S. National Smart Water Grid [24]

수자원의 지능  리를 해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2009년 7월 National Smart 

Water Grid TM에 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부지역의 

하천으로부터 콜로라도 강과 서부지역으로 물을 이송하

는 새로운 형태의 수자원 리방안을 제시하 다[24]. 미

시시피강과 미주리 강 등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

는데 반하여 콜로라도 강과 서부지역은 수자원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홍수방지와 가뭄해소를 하여 

로를 통한 국가차원의 수자원 이송계획을 수립하 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이익이 330억불 이상 발생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분야의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재 IBM이 주도하

고 있으며 Siemens나 Suez 등 기존 물 련 기업의 심

도 높아지고 있다. IBM은 “Smarter Planet”계획의 하나

로서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추진하고 있다. IBM은 철도, 

가스, 상하수도, 력, 건물 등과 같은 인 라를 통합 리

하기 하여 Smarter Planet Initiative를 수립하 다. 이 

계획을 실 하기 하여 정보시스템, 센서, 데이터 통합 

 분석 등과 련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29].

민간 부문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능형 검침 인

라 사업은 물 사용량을 시간 단 로 수집할 수 있고, 

네트워크로 수집된 데이터를 주어진 시간 간격에 송할 

수 있으며,  연속 인 흐름이나 역류 등의 추가 인 정보

를 수집할 수 있고, 암호화된 통신규약을 통해서 데이터

를 송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통신모듈 련 사업을 

말한다. 

지능형 검침 인 라를 이용하면 사용량에 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수도사업자는 수도요

 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수를 탐지할 수 있으며, 사

용자는 물 사용량을 감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미국의 

지능형 검침 인 라 도입은 연간 17.5%의 증가속도를 보

이고 있다. 2012년에는 연간 800만 의 지능형 검침 인

라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망되며, 총 도입 수는 5,000

만 가 될 것으로 망된다[17]. 

3.2 호주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지역 간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도입한 표  사례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은 7년간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2007년 

90억 호주 달러(한화 9.5조원)를 긴  투입하여 연간 3.5

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공 하는 신규 수자원개발계

획을 수립하기에 이르 다. 수자원개발계획에는 수자원 

확보를 한 신규  건설과 기존  증축, 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과 함께 총연장 450km의 역상수도 설치가 

포함되었다. 남동 퀸즈랜드(SEQ, South East Queensland)

주 지역을 심으로, 장기 인 수자원 확보계획으로 

SEQ Water Grid 로젝트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8] 

사업 착수 2년 만에 신규  건설과 기존  증축을 제외

한 주요 공종이 완료되었고, 이 결과 기후변화로 크게 

하된 물 공 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재 

SEQ Water Grid는  12개, 정수장 10개, 재이용수 고도

처리시설 3개, 담수화 시설 1개, 수지 28개, 펌 장 22

개, 로 535㎞등을 포함하고 있다[17].

[Fig. 4] South East Queensland Water Grid

3.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자국 토 내 수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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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격 인 수자원 확보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바

로 ‘4 National Taps’ 략인데,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

보, 말 이시아로부터 원수 수입, NEWater, 해수담수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수자원 

확보 략은 Marina Barrage, NEWater Factory, 

SingSpring 해수담수화 랜트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다

양한 물산업 래그십 로젝트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

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4 National Taps’ 략과 이를 실

하기 한 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 의 물산업 

기술력을 축 하고, 문 기술업체를 육성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6년 ‘환경․물산업개발 원회(EWI)’

를 설치하여, 2015년까지 싱가포르를 ‘ 로벌 물산업 허

’로 발 시키는 략을 추진 에 있다. 2015년까지 세

계 물시장의 3% 유를 목표로 국가 략 차원에서 세계 

물 련 허  구축을 추진 에 있다. 싱가포르 수자원공

사(PUB)가 정부의 다른 기 들과 유기 으로 력하여 

물산업 육성 로그램의 운 을 담당하고 있다[10].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물산업을 성공 으로 육성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자원 리의 최 솔루션을 얻기 

해 스마트 워터그리드 R&D 로젝트 3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하 다. Singapore Smart Water Grid Roadmap을 

수립하여 상하수도 인 라 구축과 IT 기반 수자원 수요/

공  양방향 네트워크 구축기술 개발을 한 연구개발을 

추진 에 있다[8].

4. 연구 프레임워크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추진정책에 한 국내의 연구나 

근을 살펴보면, 아직은 일부 연구자가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스마

트 워터그리드의 도입  확  용을 한 정책이나 

략  요인을 체계 으로 도출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도입  확  

용에 있어 정부 정책  에서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황을 분석하기 한 틀로서, 다음의 [Fig. 5]와 같은 연

구 임워크를 이용하도록 한다.

[Fig. 5] Research Framework

재 국내의 스마트 워터그리드가 반 으로 시작단

계이기 때문에, 스마트 워터그리드와 련된 정책의 분

석은 ‘실행가능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

다. 김성태(2003)는 기반기술 련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정치  실 가능성’, ‘법/제도  실 가

능성’, ‘재정  실 가능성’, ‘기술  실 가능성’ 등을 분

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 

Item Analysis

Political

feasibility

Opinion of related ministries and its 

strength over technology policy 

Legal/system

feasibility

Legal or systematic constraints on 

technology policy 

Financial

feasibility

Funding probability, risk of redundant 

investment 

Technological

feasibility

Implementation of infrastructure technology, 

protocol standardization, connection between 

new technology and existing IT system 

<Table 4> Feasibility study for technology policy 
[5]

5. 전력분야의 스마트 그리드 추진 현황

본 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 임을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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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분야의 스마트 그리드 추진 황을 분석하고, 향후 스

마트 워터그리드의 효율  도입을 한 시사 을 도출한

다. 스마트 그리드는 정부에서 2004년부터 지능형 력

망 기술 종합 책을 수립하여 산학연 기 과 문가들을 

통하여 기 기술을 개발해 왔다.  2009년 6월에는 가 제

품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력사용을 최 화하고 스마트 

미터와 기자동차 충  인 라, 분산형 원, 실시간 

기요 제 등을 요소로 하는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비

을 발표하고, 제주도를 심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기술

실증을 추진 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기와 물이라

는 매체를 상으로 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지만, IT기

술과 SOC 리를 융합하여 효율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

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유사 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미래 기반기술로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

있는 비교 분석과 정책  시사 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5.1 정치적 실현가능성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목하여, 공 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력정보

를 교환함으로써 에 지 효율을 최 화시키는 차세  

력망이다.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과 련해서 표 인 

이해 계자들은 1) 발 ·송 ·배 설비 등 기존의 력

망을 보유하고 있는 력사업자, 2) 스마트 그리드 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련 업체, 3) 스마트 그리드의 수

요자가 되는 소비자, 4) 스마트 그리드 련 법·제도를 정

비하고 지원하게 될 정부  규제기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12].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주체로는 력을 담당하는 력

사업자와 IC를 담당하는 련업체가 있으며, 스마트 그

리드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 스마트 그리드 

정책당국  규제기 도 직·간 인 이해 계자에 포함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 계자들 간의 계를 도식화하면 아

래 [Fig. 6]과 같다.

[Fig. 6] Relationship between Smart Grid 
stakeholders [12]

스마트 그리드의 이해 계자 간 갈등은 다양한 양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력산업은 발 에서 배 에 

이르기까지 한국 력공사에 의한 독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 그리드의 발 을 해 필수 인 통

신사업자, 련 제품 제공업체 등 신규 업체의 진입을 억

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력사용 정보가 실시

간으로 공유되면서 네트워크 상에서 제기되는 보안  

라이버시의 문제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요한 이슈

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의 기 단계에서는 정

부와 력사업자가 주도 인 역할을 했지만, 본격 으로 

실생활에 용하는 단계에서는 각 부처와 기 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업 체계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극 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5.2 법·제도적 실현가능성

정부는 2008년 그린에 지산업 발 략의 과제로 스

마트 그리드를 선정하고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하여 지능형 력망 구축 원회를 신설하고, 2010년 1

월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하 다. 스마트 그

리드 국가로드맵에서는 제도  기반 정비 책으로 스마

트 그리드 진법 제정, 실시간 요 제 단계  도입·시행, 

기자동차 충 사업  에 지 장장치 보  활성화를 

한 련 법 개정 등이 제시되었다[21]. 유  산업간 융

합을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시장형성 기단

계부터 계 법령 개정  제도보완이 선제 으로 이루

어지도록 했고, 장기 로젝트의 안정  추진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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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력망 구축  지원에 한 특별법」을 제정

하 다.  

2011년 2월 제정된「지능형 력망 구축  지원에 

한 특별법」은 산업육성 계획 수립  원회 구성·운 , 

인 라 구축, 인센티  지원, 시범도시 운 , 정보보호  

보안, 인증제도, 재원 조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실

질 인 실시간 요 제의 도입범  확 , 신재생 계통  

빌딩 등에 장장치 설치 의무화, 정보보호  보안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

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소통이 이루어지며 스

마트 그리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5.3 재정적 실현가능성

스마트 그리드의 확  용 과정에서 스마트 미터 설

치와 보 의 막 한 비용을 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

싸고 력사업자와 정부, 소비자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스마트

미터 보  확 를 해 설치보조 을 지 한 사례가 있

었고, 력회사의 스마트 미터 설치비용을 기요 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다.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의 성공  구축을 해서 총 27.5조원의 재원이 소

요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스마트 그리

드 인 라에 투자하는 규모는 2030년까지 정부는 약 5천

억원, 민간은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도입 기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창출을 한 략  구

매, 공공 인 라의 구축에 지원을 집 할 계획이다[21].

5.4 기술적 실현가능성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기술개발에 으로 산을 투입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실증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지

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가단  스마트 그리드 구축

을 목표로 실증단지 운용, 7  역별 거 도시 구축

(2016)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1차 지능형 력망 기본

계획(2012∼2016)은 스마트미터(AMI), 에 지 장장치, 

기차 충  시설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주 실증

단지에서 2013년까지 총 5개 분야(스마트 력망, 스마트 

력시장, 스마트 소비자, 스마트 운송, 스마트 신재생에

지)의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21].

6. 물분야 스마트 워터그리드 도입여건

물 분야에서도 IT 기술을 용하여 물 리를 고도화

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

에서는 1999년 이후 ｢국가 수자원 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 리의 정보화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물 분야의 스마트 워터그리드 도입여건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  실 가능성’, ‘법/제도  실

가능성’, ‘재정  실 가능성’, ‘기술  실 가능성’의 4가

지 임워크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다.

6.1 정치적 실현가능성

물 분야의 경우, 리시스템이 공기업인 K-water와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역, 지방의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 한 각 부처(국토교통부

와 환경부)로 다시 분할되어 있어 효율 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의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

는 K-water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 을 독

하는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어, 민간부문이 참여를 확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Fig. 7] Domestic Water management operators [10]

따라서 물 리와 IC기술의 융합체인 스마트 워터그

리드의 효과 인 추진을 해서는 우선 공공·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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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유기 인 력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확  

용하기 해서는 물시장을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들

에 개방하며 이에 맞는 시장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규제

기 에서도 측가능하고 안정 인 규제의 틀을 마련해

야 하며, 투자 인센티 , 표 화, 소비자 보호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물 분야는 력 분야와는 달리 스마트 미터 설치로 소

비자가 직 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한계가 있다. 물

은 기와는 달리 수요의 변동이 실시간으로 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스마트 그리드에 의한 실시간 수

요 응  수요 제어와 같은 효과가 상 으로 크지 않

을 것으로 단된다.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물 사용 정보를 극 활용하여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

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극 인 홍보와 설득 노력이 필

요하다. 

6.2 법·제도적 실현가능성

국내의 물 리 업무를 직 으로 담당하고 있는 

앙부처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안 행

정부 등이 있다. 물 리에 한 통일된 법률은 없는 실

정이며, 주요 물 리 앙부처에서 업무별로 필요한 법

률을 제정하는 개별법 체제로 되어있다. 

재 국내에는 스마트 워터그리드에 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성공  도

입  용 확산을 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우선 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 련 기

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내 여건상 개별법의 

단순 개정이나 추가로는 기술개발  도입 활성화를 기

하기 어렵다. 력 분야에서 「지능형 력망 구축  

지원에 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체계  발 을 지원하듯이, 물 분야에서도 가칭「스마트 

워터그리드 구축  지원에 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

요하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스

마트 워터그리드를 체계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

인 ‘스마트 워터그리드’ 구축 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

6.3 재정적 실현가능성

우리나라의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민간부문이 주도한 

선진국과는 달리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망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물과 IC기술의 

목에 한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나 라북

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용가능성을 검토 이

다. 그러나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국내에 확  용하는

데 있어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상하수도 요 과 새로운 

시스템의 투자비 부담이 극복하여야 할 요한 장애요인

이다.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핵심 기술요소인 원격검침 시스

템의 도입시 발생하는 편익/비용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장기  에서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도입은 경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Benefit Cost

Intan

-gible

Data management of 

Non-Revenue water

Intan

-gible

-

Enhanced data 

analysis/management
-

More transparent 

metering
-

Higher data reliability -

Stronger protection of 

privacy
-

Promotion of water IT 

technology
-

Tan

-gible

Lower metering cost

Tan

-gible

Digital meter 

Lower data-entry cost System installation

Lower management/ 

operation cost

Social costs due to 

loss of metering job

<Table 5> B/C analysis of AMI [4]

그러나 인력검침과 원격검침의 비용을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량기 내구연한인 8년 동안 수 당 검침

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력검침이 67,260원이고 원격검침

이 207,839원으로 인력검침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4]. 지속 인 기술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의 개발로 스마트 워터그리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6.4 기술적 실현가능성

정부에서는 1999년에 “물 리 업무의 효율화”, “물 

리 업무 DB화에 의한 국가 수자원 경쟁력 강화”, “물 정

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열린 정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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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정보의 국민 서비스를 통한 물에 한 인식 제고”

라는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국가수자원 리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재까지 

개발된 물 련 기 별 정보시스템으로는 국토교통부는 

국가수자원 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 하천 리지

리정보시스템(RIMGIS),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 환

경부는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 리), 물환경정보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용수종합정보시스템

(RAWRIS),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기상청 기상정

보제공시스템이 표 이다[23]. 각 정보시스템들은 나

름 로의 구축과 개선과정을 통하여 기본 인 정보화가 

구 되어 있으나, 기본정보를 이용한 분석  정책지원

을 한 정보화가 체로 미흡한 수 이다. 

우리나라의 IT기술에 비교하여 아직까지 반 인 수

자원 리나 상하수도 기술은 세계 최고수 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으로 뛰어난 수 인 IC기술

을 물 리에 융합하는 경우 단기간에 높은 수 의 기술

을 개발할 수 있으며, 최근 기업의 물산업 참여로 기술

격차는 빠른 기간 내에 어들 것으로 망된다. 

7. 스마트워터그리드 추진과제 우선순위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도입여건 분석에서 도출된 추진 

과제들의 우선순 를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Saaty(1980)의 AHP 방식을 활용하 다. 앞 장에서 다룬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실 을 한 4가지 분야를 계층구

조로 변환하여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

다. 이는 [Fig. 8]과 같은 계층구조로 표 할 수 있다.

[Fig. 8] Smart Water Grid policy hierarchy

스마트 워터그리드 도입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도출한 ‘정치  실 가능성’, ‘법/제

도  실 가능성’, ‘재정  실 가능성’, ‘기술  실 가능

성’ 의 4가지 분야 간 우선순 에 해 비교를 수행

하고, 각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에 해서도 비교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 상은 재 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문가들을 상으로 총 15명을 선정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  응답의 일 성 기 을 충족하는  

12명의 설문지를 상으로, AHP를 통해 복수의 응답자

가 응답한 속성별 요도 값을 계산하 다. 

AHP에서는 비교 응답들 간의 일 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와 무작  일 성 지수(RI: Random 

Consistency Index)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얼마나 일 성

을 가지고 설문에 응답했는지 알 수 있다. Saaty는 

비교의 결과가 일 성을 가지기 한 기 으로 일 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CI/RI)이 0.1 이하일 것을 

제안하 다. 결과에 이용된 데이터는 CR이 모두 0.1 이

하로 나타났다. 

7.1 1차 계층 분석결과

실 가능성의 4가지 분야에 해 AHP로 상  요

도를 구한 결과, 재정  실 가능성>기술  실 가능

성>법/제도  실 가능성>정치  실 가능성의 순서로 

요도가 평가되었다. 재정  실 가능성이 42.5%로 가

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기술  실 가능성(39.4%), 법/제

도  실 가능성(11.4%), 정치  실 가능성(6.7%) 순으

로 나타났다. 일 성 지수(CI)는 0.045, 무작  일 성 지

수(RI)는 0.89, 일 성 비율(CR=CI/RI)은 0.05로 계산되

었다.

political

feasibility

legal/system

feasibility

financial

feasibility

technological

feasibility

political

feasibility
1 0.34 0.17 0.26

legal/system

feasibility
2.92 1 0.19 0.21

financial

feasibility
5.92 5.17 1 0.93

technological

feasibility
3.83 4.67 1.08 1

<Table 6> AHP comparison matrix(1s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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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integrated

organization
enactment of special act

establish 

integrated 

organization

1 0.33

enactment of 

special act
3.0 1

<Table 8> AHP comparison matrix(2nd layer_2)

political feasibility .067

legal/system feasibility .114

financial feasibility .425

technological feasibility .394

[Fig. 9] Relative importance 

7.2 2차 계층 분석결과

정치  실 가능성의 하  특성에 한 요도는 이

해 계자간 소통 증진이 43.3%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며, 필요성에 한 국민 홍보(36.1%), 민간참여 확 (20.6 

%) 순으로 계산되었다.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wareness

communication 1 0.43 0.93

participation 2.33 1 0.63

awareness 1.08 1.58 1

<Table 7> AHP comparison matrix(2nd layer_1)

better communication .433

participation by private .206

awareness-raising .361

[Fig. 10] Relative importance

법/제도  실 가능성의 하  특성에 한 요도는  

통합추진기구 신설이 75.0%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특별법 제정(25.0%) 순으로 계산되었다.

establish integrated
organization .750

enactment of special 
act .250

[Fig. 11] Relative importance

재정  실 가능성의 하  특성에 한 요도는 사

업 자체의 경제성 제고가 71.1%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 (16.8%), 민간참여 인센티  제

공(12.1%) 순으로 계산되었다.

funding incentive economic

funding 1 0.75 0.25

incentive 1.33 1 0.16

economic 4.08 6.08 1

<Table 9> AHP comparison matrix(2nd layer_3)

greater government
funding support .168

incentive for private
participatioin .121

enhancing economic
feasibility .711

[Fig. 12] Relative importance

기술  실 가능성의 하  특성에 한 요도는 요

소기술의 개발이 55.6%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요소기술/규약의 표 화(44.4%) 순으로 계산되

었다.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standardization of

core technology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1 0.80

standardization of

core technology
1.25 1

<Table 10> AHP comparison matrix(2nd layer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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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weight)
(A)

level 2
weight
 of level 2
(B)

combined
weight
(C=A*B)

ran
-king

political

feasibility

(0.067)

better
 communication 0.433 0.0290 7

participation by 
private firms 0.206 0.0138 10

awareness-rasing
for the public

0.361 0.0242 9

legal/system

feasibility

(0.114)

establish
integrated
organization

0.750 0.0855 4

enactment 
of special act

0.250 0.0285 8

financial

feasibility

(0.425)

government
funding support 0.168 0.0714 5

incentive 
for parivate 
participation

0.121 0.0514 6

enhancing
economic
feasibility

0.711 0.3022 1

technological

feasibility

(0.394)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0.556 0.2191 2

standardization of
core technology 0.444 0.1749 3

<Table 11> Summary of relative importanc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556

standardization of
core technology .444

[Fig. 13] Relative importance

체 인 가 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는데, <Table 11>은 스마트 워터그리드와 같은 

국가  신기술 개발사업의 성공 인 추진을 해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와 주요 추진과제의 가 치를 보

여주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재정  실 가능성’에 가장 높은 우

선순 를 두었다. 무엇보다도 먼  스마트 워터그리드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높여 독자 인 발  가능성을 높

이는 것이 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 기에는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창출을 한 략  

구매, 공공 인 라의 구축에 정부의 집 인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하지만,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지속 으로 확 하기 해 수익성있

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재정  실 가능성’ 다음으로는 ‘기술  실 가능성’

을 지 하 다.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기술의 

국내 정착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서는  세계 으로 

용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하고 표 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도  실 가능성’과 ‘정치  실 가능성’은 상

으로 낮은 가 치를 받아, 기술 ·재정  실 가능성

보다는 우선순 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스

마트 워터그리드 사업이 개발  실증단계에서 시범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면, 사회 체 으로 이해 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할 법·제도를 비하는 것이 보다 요

해 질 것으로 보인다. 

8. 결론

우리나라의 뛰어난 IC기술을 물 리에 융합하여 세

계 물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단기간에 높은 수 의 기술

을 개발하고 기술/규약의 표 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

로 망된다. 

이를 해서는 기술개발 역량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스마트 워터그리드 사업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요하다. 스마트 워터그리드에 

한 민간참여를 확 하기 해서는 투자비에 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행 수도 요 을 

정수 으로 인상하고, 물시장 구조를 좀더 개방 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 추진과제의 우선순 에 한 AHP 분석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성공 인 도

입을 해서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

안들이 우선 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 으로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성공  도

입  용을 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물 분야

에서도 가칭「스마트 워터그리드 구축  지원에 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 법에는 스마트 워터그

리드의 구축 목 과 도입계획, 기반 조성  이용 진방

안, 정보의 수집, 활용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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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향후 스마트 워터그리드가 본격화하는 단계를 비하

기 해, 이해 계자 간 유기 인 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확  용하

기 해서는 K-water. 지자체 등 기존 사업자 뿐만 아니

라 련 분야 사업자,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

는 트 십을 만들고, 이를 체계 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범정부 인 통합기구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기존 물 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  물 리 시스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

마트 워터그리드가 구축될 경우 물의 생산과 처리 효율 

향상, 비용  에 지 감, 시설의 체계 이고 방 인 

리, 수자원의 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물 안보 확

보 등 다양한 효과가 기 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

부문의 력을 통해 세계  수 의 스마트 워터그리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이 해외 물시장에 진출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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