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 현

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홍수, 가뭄 등의 물 관련 재해

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2020년 여름,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긴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구

조물 붕괴 및 산사태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

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기후위기의 현실을 실감하게 하였다.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세계 각국에

서는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2021년 11월 개최

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재

원, 역량배양, 기술이전을 포함한 적응행동 및 적응재원의 시

급성을 강조하고,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기후변화 취약국에서

의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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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the recent policy paradigm is changing from structural measures in the past to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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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eks ways to improve the water resource governance for effectiv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water management policies and water resource governance in Korea and major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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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에 있어 정책적 패러다임이 과거 구조적 대책에서 위험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을 바탕으로 하는 수자원 거버넌스의 구축은 기후변화 적응전략 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OECD 주요국들의 물관리 

정책과 수자원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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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수자원분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동시에 인

간 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 중 하나로, 

강수 패턴의 시공간적 변화는 가용수자원의 감소 및 재해로부

터의 위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 수행

된 대다수의 수자원분야 기후변화 연구들은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평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적응전략과 관련된 실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들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효과적인 적응전략 마련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 및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Lee et al., 2012). 기후

변화에 대한 수자원 분야의 적응방안 마련은 미래 수자원 안

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에 있어 정책적 

패러다임이 기존의 구조적인 대책에서 위험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물 재해로부터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Go and Lee, 2015).

기후변화 적응방안의 모색 과정에 있어 기존 정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는 기후변화 문제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

에 따른 전 지구적이며 다층적인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어려우며, 이해당사자들 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형성과정을 포함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기

반의 거버넌스 구축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Yun 

et al., 2019).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조에서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공공의 참여 증진과 시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IPCC 제 4차 보

고서 이후로는 기후변화 적응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Kim et al., 2016). 따라서 거버

넌스적 접근방식은 기존 정부주도의 의사결정방식에 비해 보

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수평적 조정

과 수직적 통합의 기회를 창출하므로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전략 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9).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참여를 독려하는 국제적 흐름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

반은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수자원 분야에서는 정책의 형성부터 평가에 이르

는 전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협력적 수자원 거버넌스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특히 극한기후에 따른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은 지역이므로, 위험 평가 및 적응전략 수립에 있어 지역단위의 

지식과 정보의 통합,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따라

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자원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지역 내 민간주체의 자발적 적응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Go and Lee, 2015).

과거 국내 수자원 관리체계는 부처마다 상이한 목표를 가

지고 다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부재하였으

며,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과잉투자 및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

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을 통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로 다원화되어 있던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

는 등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이후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량과 수질, 

수생태 및 환경 등을 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

관리로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권역 및 유역별 물갈

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등의 진일보를 이루었으

나, 여전히 국내 물관리 정책은 수많은 물관리 요소 및 이해당

사자가 얽혀있고, 지역 단위 민간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적응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는 미비한 것

으로 평가된다(Bae et al., 2020).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극한기상의 빈

도 증가로 인해 수재해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공동대응의 필

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의존도가 함께 높아

짐에 따라 향후 민간주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Go and Lee, 2015).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에 있어 현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지역단위 공동체의 집합행

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커뮤

니티 단위의 적응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물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수자

원 거버넌스 현황을 비교 및 검토하여 현재 국내 수자원 거버

넌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의 수자원 거버

넌스 사례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통합물관리

최근 국내 수자원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2018년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로의 전환

을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물관리 체제는 1991년 낙동강페

놀사고 이후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분리된 이래 20

년이 넘도록 분절된 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비효

율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국정책학회 발표

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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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중복으로 30년간 3.7조원에 가까

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감사원에 따르

면, 광역 및 지방상수도 이원화로 인한 중복·과잉 투자 비용이 

4조에 이르렀다(ME, 2018).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

화의 영향으로 홍수, 가뭄, 수질 악화 등 다양한 물 문제의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및 거버넌스가 수량과 수질

로 이원화되어 있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해 왔다는 점이다(K-water, 2019).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통합적인 물관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기존

의 다원화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을 바탕으로 유역 중심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의 의미를 가졌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

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물분쟁의 조정 및 갈등 중재, 물

관리 기본계획의 심의와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거버넌스를 마

련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

관리위원회에 주민을 비롯하여 전문가 그룹, NGO, 학계 등의 

대표자들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물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권리와 책임을 요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수자원 거버넌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 중심의 중앙집

권적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이해당사

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결정 체계를 의미한다

(Kooiman, 2003). 이는 기존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연대·소통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가는 대안적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Jeong et 

al., 2006).

거버넌스는 최근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함께 기후

변화 적응방안의 모색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많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기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은 갈등 해소 및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

키는 것은 지역사회 내 축적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현

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증진, 적응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의 이점을 가져다주며, 궁

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이며 탄력

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 마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Yun et 

al., 2019). 또한, 기후변화는 수자원, 산림, 생태계, 건강 등 다

양한 분야의 정책과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위계 간 및 각 분야 간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

하다(Klinke and Renn, 2012). 특히 시민과 기업 등 민간 주체

의 적극적인 참여는 불확실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한 수용성과 인식을 증진하는 역

할을 하므로, 위험관리에 대한 민간 주체의 인식 및 책임성을 

높이고 거버넌스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민간 주체의 잠재적 

문제해결 능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Go and Lee, 2015).

수자원 거버넌스는 물 관련 서비스를 다양한 사회계층 속

에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

사회와 민간기업 간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

다중심적 협력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Lee, 2014; Kim, 2018). 

물은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

며, 환경·생태적으로 인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하

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한정된 반면,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물 수요량의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수

급의 불균형은 물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야기해오고 있다

(K-water, 2019). 특히 이러한 갈등은 정치, 경제, 사회, 생태환

경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므로, 물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

방하고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정책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K-water, 2019). 또한, 최근 기

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및 수재해 빈도의 증가에 따라 기존 

구조물 중심의 전통적인 대응 방안은 여러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위험관리에 있어 시민과 기

업 등 민간주체의 분산형 적응 행동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

고 있다(Go and Lee, 2015). 따라서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의

사결정과정을 수자원분야에 도입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수

재해 및 물관리 취약계층의 위험저감은 물론 회복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Yun et 

al., 2019). 

한편, 수자원 거버넌스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

공은 개인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에 크게 의존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간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2021년 발표된 기

후위기인식조사 결과(WIN International, 2021)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

질적 노력 주체를 개인보다는 기업 및 정부로 인식하는 비율

(86%) 또한 높아 기후위기 의식수준이 개인차원에서의 구체

적인 적응행동의 실천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개인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능동적 

실천 유도 부족은 성공적인 수자원 거버넌스 구축의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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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협력적 수자원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서

는 민간주체의 참여 및 자발적 적응행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

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국내외 수자원 거버넌스 현황

3.1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

3.1.1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발전과정 및 특징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거버넌

스가 등장하고 발전해온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60대 이후 국가경제발전기본계획과 함

께 중앙집권적이며 수직적인 국가체제를 중심으로 급격한 사

회 경제 발전이 전개됐으며,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위는 1980

년대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지속적인 영향력

을 발휘하여왔다(Lee, 2014).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자원 거

버넌스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중앙집권적이면서 위

계적인 성격을 띠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 거버

넌스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산하 공기업으로, 국가하천과 지

방하천으로 구분하여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중앙정부가 보다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Lee, 2014). 국내 수자원 거

버넌스는 다양한 물 공급 및 수요 주체로 인해 사무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1990년대를 거치면

서는 조정 및 통합적 기구의 지속적인 제도화와 ‘지방의제 21’ 

운동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장으로 인해 기존의 

중앙집권적 수자원 거버넌스는 다층화(multi-layered) 및 제도

화(institutionalized)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Lee, 2014). 

물관리 업무의 다원화에 따라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는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부), 행정안전부(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해양수산

부(해수부)로 구분되어 각각이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수량과 수질관리에 있어 이원화된 체계가 고착되어왔다. 이

에 조정과 통합을 중시하는 현대 수자원 거버넌스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수량과 수질뿐만 아니라 국토

관리와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적응방안의 모색 과정에서 민간주체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민주권시대의 개막과 함께 정

부와 국민의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국정계획 수립이 국정 운

영계획에 포함되었다. 2018년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통합물

관리의 추진으로 기존의 분절화, 전문화된 중앙집권적 국내 

수자원 관리체제는 큰 전환을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관

리 조정기능, 유역관리체계, 통합물관리 계획수립 등을 내용

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패러다임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참

여와 협력기반의 유역관리 거버넌스 확립 분야가 제시되었다.

3.1.2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 현황

(1) 수자원 분야 행정조직 및 수자원 관련 업무 현황

우리나라 수자원분야의 행정조직 체계는 여러 단계에 걸

쳐 개편되어왔다. 2018년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기존 국토부

의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은 환경부로 이관되고, 환경부 

산하 물관리 조직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

정책국으로 구분되었다. 2019년 5월에는 물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중복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기존의 물

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을 총괄하는 물

통합정책국을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와 물산

업 육성을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환

경부 산하 물분야 조직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

원정책국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 6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체계 강화와 통합물관리 체제

로의 조직개편을 위해 기후탄소정책실 신설과 더불어 홍수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였다. 즉, 기존에 개별 운

영되던 물 3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배치되었으

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물관련 정책을 유기적으

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 체계로 구성하고, 이에 물관리조직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자원 거버넌스

의 기능을 강화한 동시에 물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2월 기준 물관리 행정조직은 환경부, 국토부, 행안

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의 6개 부처, 지방자치단체, 6개

의 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물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왔으며, 각 

조직의 기능 및 구성은 Fig. 1과 같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천관리기능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 피해의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

정과 선제적 시설관리,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서도 업

무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왔다(Kim, 2021). 이에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

존 국토부에 존치하던 하천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의 하천시설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전되었다. 또한, 

정부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고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통합물관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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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구성하고, 하위에 홍수대응추진단을 마련하였다.

한편, 현재 행안부는 태풍·호우·폭설 등의 수재해, 농식품

부는 농업용수, 해양수산부는 연안·하구, 산업부는 수력발전

을 담당하는 등 수량 및 수질 이외의 물관리 업무는 여전히 다

양한 부처에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서는 현 물관리 체계

의 입법 및 정책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수자원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거버넌스 현황

물관리기본법에 기초하여 기후위기 대응 물순환 건전성 향

상과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21~’30)은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최

상위 법정계획으로, 물 관련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유

역)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심의 및 의결된다. 해당 계획은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과 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주요 혁신과제로는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중·소유역 

거버넌스 협력체계 및 시민참여플랫폼 구축을 두고 있으며, 세

부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계획(’21~’25)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에 따른 물 수요관리와 가뭄, 홍수 등의 재해 대응 측면에서 수

자원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5

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 안심 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며, 주요 적응과제

로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및 기후적응 협력체계 구

축을 포함한다. 2차 대책이 정부 및 전문가 주도로 수립되었던 

것과 달리 2020년 수립된 3차 대책(’21~’25)은 수립과정에 

시민사회와 청년단체 등 다양한 적응 주체를 참여시키고, 대

책의 점검 및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 전문가 포럼 대신 국민평

가단을 활용하는 등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을 기반으

로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며,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

지만 거버넌스 간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유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유역 

내 수많은 수자원 현안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

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중심

으로 대·중·소 유역 수자원 거버넌스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이 필요하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현재까

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에 대

Fig. 1. Statu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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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참여 주체와 권한 및 절차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으며,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민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의 방법 

및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화된 정책 여건과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

공공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20

년부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9개의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

는 통합물관리 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중에 있다1). 통합물관리 

협의체는 가뭄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수자원시설

의 위치정보 및 여유수량을 상호 공유하는 ‘가뭄대응 공동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위험성 저감을 위해 3개 공동관리

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홍수기시 댐의 홍수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댐·보 연계운영협

의회를 의결하는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수질 및 물수급 등의 유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물이용 분야의 협조체계 구축, 환경오염 규

명을 위한 과학적 조사 플랫폼 공동활용체계 마련, 국민 중심 

통합 물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물정보집 발간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기시 강우강도 증가는 수질오

염사고의 대형화 및 빈도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는 유역환경청과 개별 지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

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중앙부처, 환경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협력

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문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질오염의 조기 감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

고 체계적인 가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이 구성 및 운영중에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가뭄종합대책이 수립 및 시행중에 있다.2) 

하지만 부처별로 개별적인 가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단

위 가뭄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나 실시간 가뭄관리를 위한 정보의 연계 및 공유가 부

1) 4개 공공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

단, 한국수력원자력(주), 5개 연구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총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환경부(생활 및 

공업용수), 기상청(기상분야)이 협동하여 가뭄대책 전담팀(TF)

를 구성하였다.

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합 가뭄관리체계

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가뭄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가뭄 정보 제공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최근 국지적인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뭄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형 물관리 시범지역 운영 등 가뭄대응을 위한 거버

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위기 시대의 강우패턴 변화에 따른 댐 하류지

역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중심

의 홍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댐 운영 관련 거버넌스

로 댐·보연계운영 협의회가 있으나 정부, 광역지자체, 공공기

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댐 하류지역 기초지자체 및 주민과

의 소통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협의회의 구성범위

를 확대하고 댐 운영 정보공유를 댐 하류지역의 지자체 및 주

민으로 확장하여 주민참여형 댐 운영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재해 감시시스템 및 감시영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재해 위험정보 확보가 어려워 선제적 홍수 대

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참여형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

전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홍수기

시 홍수예보를 위해 한강홍수통제소, K-water, 한국수력원자

력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수정보를 제공하는 기

상청과의 협업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홍수기시 단기 강수

예측자료의 활용 및 전국단위 홍수위험 전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 및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

해 홍수기시 댐 운영 및 홍수통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기

상청의 단기 강수예측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정부 및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제3차 기

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에 있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지

역,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강조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으로 시민참여형 기후

위험 모니터링의 도입 및 국민평가단의 구성·운영을 통한 국

민 체감형 대책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이 포함된 만큼, 향후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 관련 법정계획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적응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국외 수자원 거버넌스

3.2.1 네덜란드의 수자원 거버넌스

네덜란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홍수 등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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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효과적인 물관리와 수자원 거

버넌스 구축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왔

다. 2009년 통합물법(Water Act)의 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

를 이루고 6년마다 국가물계획(National Water Plan)을 수립

하고 있으며, 가뭄 및 홍수 예방과 효율적인 홍수방어 등을 목

표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수량, 수질, 지표·지

하수의 통합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자 간의 관계 또한 

체계적으로 적립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K-water, 2019). 

네덜란드는 국가물관리청이 인프라물관리부에 조언하며, 

지역정부는 지역물관리청의 감시를 통해 자율성에 제안을 가

하는 역할을 한다(Kim, 2018). 지역정부와 지역물관리청 및 

시정부는 네덜란드의 물 관리를 담당하는 삼각편대를 구성하

고 있으며, 12개 지역정부 산하의 380개 시정부와 21개의 지

역물관리청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있다(OECD, 

2014). 또한, 지역 및 현장에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견

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워터파트너십

(Netherlands Water Partnership)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연

구소, NGO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8). 인프라환경부

와 국가물관리청은 과거 홍수통제와 수량관리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수량관리는 물론 수질과 생태계 

회복 등에 대한 합의형성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국가기관 간 

낮은 분절성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핵심 수자원 거버넌스는 지역의 물관리 업무

를 담당하는 지역물관리청으로, 물과 관련된 업무만을 다루

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고유한 재원조달 방

식을 가지고 있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물관리청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역

주민, 농민, 기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데, 특

히 지역주민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점하며, 지역주민의 선출

과정에서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또한, 지역물관리청은 이해관계-비용부담-참여라는 삼각원

칙(Interest-Pay-Say Principle)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가 비용

을 지불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물 사용자가 물관리 행정에 있어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2 영국의 수자원 거버넌스

영국은 1973년 물법을 통해 10개의 대유역에 유역관리청

을 설치하여 유역중심의 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으나, 70~80

년대 하천의 수질악화문제와 더불어 지방정부 및 유역관리청

의 이해당사자들 간 협조 부재와 중앙집권적 수자원 관리체제

로 인해 유역단위의 물관리계획 및 개발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후 2000년 유럽연합 물기본지침(UN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의 도입을 통해 국가 및 유역 소통위원회와 

유역파트너십 등을 신설하면서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유

역 거버넌스를 실현하게 되었다. 물기본지침의 주요 전략 중 

국민참여원칙(14조)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유역물관리계

획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문서를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최소 6개월의 

서면 의견 제출시간을 할애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역관리계획

에 있어 대중의 접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이 주목할만하다. 

영국은 국가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국

가 중 하나로,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구

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 내 각종 시민서

비스와 규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im et al., 2010).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NI 188(National Indicator 188)은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 현황파악, 프로그램 마련, 전략계획의 수

립, 모니터링 등을 지역 내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CAG Consultants, 2009). 또한, 영국은 적응보

고제도(Adaptation Reporting Power)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

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적응계획수립을 제도화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기

관이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2.3 호주의 수자원 거버넌스

호주는 국토 면적의 80% 이상이 600 mm 이하의 적은 연 강

수량을 보이며,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기후변화에 따른 극

심한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물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2007년 

연방물법(Water Act) 제정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와 물 사용량 

규제를 통한 친환경적 유역관리를 목표로 수자원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Lee et al., 2020). 호주는 연방물법 제정을 통해 유역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민주적 의견수렴과 역할분

담을 통한 유역 중심의 물관리 조직체계를 수립하였다(Lee 

et al., 2020). 유역위원회는 주별로 사용가능한 수자원량의 

산정 및 배분은 물론 수리구조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지시한다. 호주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협력

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수평적 의사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정부는 수자원 개발 및 환경관리 부서

의 구분을 통해 개발 및 보존의 균형과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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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관리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호주 물관리 체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유역청에서 지

속적인 연구와 각 주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

반한 실현 가능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유역청

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

기 위해 환경용수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전략계획을 수

립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수자원량의 변동

과 같은 불확실성에 대해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다. 특

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빅토리아주에서는 학계와 관계기관

(Bureau of Meteorology), 연구소(CSIRO) 등이 협력하여 162

개의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으며, 주정부는 연구 지원은 물론 연구결과를 중장기 

물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수자원 개발과 평가계획 수립 시 기

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물공급 영향평가지침서(Vic 

DELWP)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수자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Vic DELWP, 2016). 

3.2.4 일본의 수자원 거버넌스

일본의 물 관련 행정체계는 환경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

성으로 구분되어 환경성은 수질규제 업무, 국토교통성은 댐

건설 및 홍수관리 업무, 후생노동성은 상수도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한편, 2011년 국토교통성 내의 물관련 조직을 물관리·

국토보전국으로 통합하여 물관리와 국토관리 기능을 통합하

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하천관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Lee, 2014). 또한, 농림수산성은 농업용

수, 경제산업성은 공업용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물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물순환기본법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다원화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며,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과 물관리 총괄조

정 기능을 갖는 물순환정책본부 규정하였다. 물순환기본법

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물순

환기본법요강안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물순환 중심의 사회형성에 대한 기본이념

을 명확히 하고, 이수와 치수뿐만 아니라 수질과 수생태 문제까

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 물순환기본계획에서는 

7대 시책에 유역협력, 민간단체 활동, 인재육성 등을 포함하

여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 

과정에 있어 주목할만한 점은 노조들이 중앙정부의 물관리체

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별법을 통합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

련하여 물관리 분야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다

는 점이다(Lee, 2014). 또한 입법과정에 주민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통합물관리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추진을 위해 2018

년 기후변동적응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적응계획 

수립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

다. 또한, 지자체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센터 등 전문기관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국토교통성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연계

를 통해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등에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플랫폼(A-PLAT)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의 폭

넓은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국외 사례 시사점 및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언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검토 및 해외(네덜란드, 영국, 호주, 

일본)의 수자원 거버넌스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수자원 거버

넌스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4.1 국외 사례 시사점

네덜란드의 통합수법에서는 수량과 수질, 지표와 지하수

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관리방식과 주체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사용 및 사용자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규정하여 물 관리기관의 통합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행정기관들간 분절성이 존재하며, 

물관리 법령 및 계획 또한 행정기관별로 개별성을 띄어 수량, 

수질, 지표·지하수, 토지 등의 관리방식과 주체를 모두 포함한 

통합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방정부 수준에

서는 유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지방 독립행정조직인 지역

물관리청의 역할과 지역정부, 시정부와의 상호의존적 협력관

계에 착안하여 유역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의 물관리 주체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평적인 연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삼각원칙에 근거한 조세체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간 개발 및 소득격차를 해결하

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 내지 물 사용자가 물관리 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는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조세체계가 부과되고 있으며, 유역 

내 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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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역물관

리위원회로 하여금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유역관리를 위한 재원조성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이로인해 물관리 행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물기본지침 도입 이전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정

책이 가져온 한계점을 통해 유역단위의 거버넌스 마련을 통한 

실질적 유역 물관리가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물관리일원화

를 넘어 유역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K-water, 2019). 또한, 국가 주도의 성

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당부분 권한

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지방정부와 지역 내 공공/민간 기관

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적응보고제와 같이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의무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한편, 영국은 현재 기존 10개의 대유역을 93개의 중유역 

및 관련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대·중·소유역 단위의 유역소통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유역물관리위

원회의 운영에 있어 유역파트너쉽과 같은 대중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세부 조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를 보장하고 대·중·소유역 단위 수자원 거버넌스의 유기적 협

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과 호주의 연방 물법은 물관리 

일원화 및 물사용량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정 목

적이 같지만, 우리나라는 통합물관리에 있어 여전히 여러 부

서가 분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완벽한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Lee et al., 2020). 호주는 연방정부

와 주정부의 협력하에 수평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함으로

써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는 여러 관계부처에 분산되어있는 물관리 업무

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완전한 물관리일원화를 이룰 필요

가 있으며, 전문 실무자들의 수평적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는 과거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위기 등을 겪으며 하천관리 정책에 주력을 두어 왔으며, 환경

용수 확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하

천관리자와 물 사용자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천관

리자 및 물 사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하천수 사용을 실

제 가용수량 기반이 아닌 하천의 갈수 및 가뭄조건을 기준으

로 허가 및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인 하천수 이용에 한계가 있

으므로, 향후 변화하는 용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수요 맞춤형 물 배분관리 체계의 마련

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수자원 여건 변화를 고려해 권역별 

하천유지유량을 재산정 및 고시하여 하천수 관리업무에 활용

해야 하며, 지역 거버넌스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자연 및 사

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수 배분 우선순위 결정을 수행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이·치수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과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은 기존

의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은 노조 중심의 상향식 접근방법

에 의해 물관리 정책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입법 과정에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또한,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

축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국민 개개인의 물순환 재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은 효율

적인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

율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과 정부의 상호 

간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주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순환 사회 형성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지하수 및 삼림과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타 분야와의 연계도 고려한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

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원화된 하천관리기능 통합

과 더불어 토양 및 삼림과 같은 생태계 구성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 개선방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 공동체의 유기적 거버넌

스 체계 확립과 유역 내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소통기반 강

화를 세부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형성 및 논의 

과정에 있어 시민을 비롯한 구체적인 참여 주체들의 역할, 권

한 및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 

거버넌스의 참여수준은 일방적 정보의 제공이나 전문가 중심

의 자문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시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통한 피드백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관리 정책 결정에 있어 제도적(공식적) 거버넌스에 해당하

는 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유역, 단일하천, 및 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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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성되어있는 비공식적인 거버넌스와의 소통을 통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약 2년간 학술, 시민, 농민

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하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

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왔으

며, 기후위기 대응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 향

상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 

주체를 개인보다는 정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개인 차

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행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유

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명확한 제

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그 실행력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의 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체의 자발적 적응행동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모바일 및 네트워크 기술 기

반의 시민참여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재해 대응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가뭄정보 제공과 지역단위 가뭄대응 거버넌스 구성, 주민참

여형 댐 운영 의사결정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에 있어 정책적 패러다임이 위험

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물 재해로부터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 내 

다층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구

축은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 내 개인 행위자들

의 협력을 통한 상호학습 과정을 유도하여 기후변화대응역량

을 강화하고, 정책의 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후변화 적응전략 마련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토대

로 참여와 협력기반의 수자원 거버넌스를 마련한다면, 불확

실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적응역량을 강화

하여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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