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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농업 방식을 지닌 우리나라 역시 농업용수 부족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문제시
되기 시작하고 있다.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인 물은, 생물 생존에 핵심 요소이자, 고체와
액체, 기체, 3가지 상태를 순환하면서 다양한 생명현상과 자연현상을 만드는 등
지구가 숨 쉬게 하는 역할의 주인공이다. 한편, 물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도 작용하는 등 인류 문명을 함께 해왔으며, 동서고금을
통틀어 치수(治水)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자, 통치자의 역량과 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척도로까지 믿어져 왔다.
국가의 생명수이자, 농업을 지탱하는 물인 농업용수는 안정적 식량 생산을 가능
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담수호 등이 활용된다. 농업이
시작된 이후 모든 국가들은 관개시설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물을 잘 쓰는 나라는
세계적 농업국가로 발전한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려 왔다.
우리는 농경의 초기 빗물을 이용해오다 삼한시대 저수지가 축조되었으며, 근대 이
후에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로, 세계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하여 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블루골드 러시(Blue Gold Rush)”가 치열하다. ① 빗물 : 고대부터 이용
되어오던 가장 원초적 자원이자 천상의 선물인 빗물은 연구를 통해 안정적 수자원
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② 하수처리수 :

고정적 물 확보원인 하수처리수는 부족

한 수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자 폐기물을 재활요하는 장점도 존재한다. ③
강변여과수 : 토양이 여과한 깨끗한 물인 강변여과수는 보조 수자원으로서 음용수
원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④ 해수담수화 : 푸른 황금이라 불리는 자원으로,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사용한다. ⑤ 효율적 관개방법 :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시작된 관수단계
관리기술이 종합적 재활용기술로 발전되어 한 방울도 헛되이 쓰지 않는 관개방법이
각광받고 있다.
(1) 생명의 모태 물은, 이제 한정된 자원이라는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산이자 농업의 자원으로서 물을 아끼고 확보하는 인식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수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R&D 강화도 필요하다. 수자원
확보부터 사용에 이르는 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체
수자원 발굴로 세계 물 산업 우위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3) 안정적 물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 노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양적 성장보다는 이용 효율화와 대체 수자원
발굴 등 질적 강화를 중심으로 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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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 부족의 시대
사라지는 물, 부족해지는 식량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식량부족 등 피해도 증가할 전망
○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던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는 ‘60년도
대비 20%로 줄어드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이 심화
호수에서 사막으로, 아랄해의 사막화
▷ 물이 마르며 땅이 점점 사막화되고 호수의
염농도도 상승하여 호수의 생물이 폐사
- 사막화된 아랄해에서는 염분이 바람에 날려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20세기 환
경파괴의 표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됨

○ 세계적으로 25개 국가가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WMO))
*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 역시 ’90년 1억3,200만에서 ’25년 6억 5,300만～
9억400만, ’50년에는 10억6,000만～24억3,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세계경제포럼(’09) “2025년 수자원부족으로 전 세계 곡물량 30%가 감소할 것”
▷ 워싱턴 월드워치연구소 : “2～3년 내 물 부족으로 식량난이 발생할 것”

□ 유엔환경개발(UNCED)은 전 세계 차원에서 물의 소중함과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 물의 날’을 제정
○ ’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처음
으로 ‘세계 물의 날’의 제정이 제안
- 유엔 총회에서 ’93년 3월 22일을 첫 번째 ‘세계 물의 날’로 선언
* 2012년 ‘세계 물의 날’의 주제는 ‘물과 식량 안보(Water and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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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떨어진 물 부족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 발생으로 잦은
봄 가뭄 등 농업용수 부족이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
○ 최근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기가
편중되어 가뭄 발생이 잦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
* ’09년 봄 가뭄으로 태백시, 서남해안 도서지방에 극심한 물 부족이 발생하였고
’10년 강원도 고랭지지역 가뭄으로 배추 값이 폭등

○ 새로운 수원을 건설하더라도 수로를 둘러싼 농업인간, 지자체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등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우리나라의 주곡작물인 벼는 상대적으로 많은 물이 필요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량 160억 톤 중 47%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그 중 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로 가장 높음
- ’11년 이후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필요
수량은 179억 톤으로 매년 30억 톤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 강․하천 등의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4급수의
양도 줄어들어 도시 인접지역 농촌지역에 물부족 현상이 우려
* 김해평야 서낙동강 수계 강물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염분농도가 기준치
(EC 1.0dS/m)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농업용수로 사용 불가 판정

장래 용수부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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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왜 중요한가?
□ 지구의 주요한 구성성분이기도 한 물은 대부분 바닷물 형태로
존재하며,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도 기여
○ 초기 지구의 엄청난 온도를 낮추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바다에서
생명이 생겨나도록 한 일등 공신
- 대기와 지각의 변동 중 토양 속에 있던 물질들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비가 내린 결과, 굳어진 지각과 바다를 형성
○ 전체 생태계에서 물의 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변화에
관여하여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
* 지구의 물은 약 13.6억 km3로 대부분 바다에 액체 형태로 존재하며, 물의
유무는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쓰임

□ 물은 생물의 대사작용을 도와, 양분을 흡수·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설
시키며 체온을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
○ 생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간은 물 없이는
약 1～2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함
- 인간은 체내에 물이 1~3%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정도 잃으면 혼수상태에 이르며, 12% 이상 부족하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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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뿐 아니라 생태계도 지탱하는 물
□ 농작물 생산 외에도 다양한 생물종에게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여
생태계가 유지되는 시스템을 형성
○ 전 세계의 습지보호를 목표로 하는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에서 논의 인공습지로서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
- ‘강화매화마름 군락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논 습지로
매화마름,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08)
* 일본 미야기(宮城)현의 가부쿠리(蕪粟) 늪과 논이 세계 최초로 등록(’05)

- ‘08년 제10차 총회(창원)에서는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
다양성 증진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논의 가치가 더욱 부각
논의 웅덩이, 둠벙?!
▷ 수생생물과 물고기들이 공생하는 또 다른 작은 생태계
- 저수지가 멀어 물을 받을 수 없는 논에 설치하는 웅덩이로,
개구리밥,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과 곤충 및 어류의 보고(寶庫)
- 가뭄 때 농업용수의 저장, 비가 많을 때는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로 수초들이 물을 정화(淨化)하는 작용도 담당

○ 논은 5,600여종 생물의 먹이와 월동시의 피난처, 그리고 번식을
위한 산란장소 및 쉴 곳을 제공
- 미꾸라지, 버들붕어 등의 어류, 대칭이 등의 민물 조개류, 새우와 같은
갑각류, 수많은 곤충과 개구리 등의 양서류들이 서식하는 공간
* 논의 두렁에 사는 웅어(熊漁, 드렁허리), 새뱅이, 긴꼬리투구새우,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나 생태보호종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긴꼬리투구새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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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문명의 모태
□ 물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인류의 문명은 물과 함께 진행
○ 물은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의 필수자원이었으며,
상·하류로 이어지는 물길은 교통의 통로로 기능
○ 땅이 넓고 비옥한 강 주변에 살면서,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에
맞서 물을 관리함으로써 도시화가 시작되고 문명이 탄생
* 세계 4대 문명: 황하문명(BC 5000년경 황하강), 이집트문명(BC 3500년경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문명(BC 3200년경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도문
명(BC 2500년경 인더스·갠지스강)

□ 고대로부터 물은 생명을 상징하여 동서양의 철학에서는 세계의
질서, 우주의 탄생 등에 반드시 포함
○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BC 640~546)는 물이 만물의 근원
이며, 땅도 물 위에 떠 있다고 주장
- 엠페도클레스(BC 490~435)는 공기, 물, 흙, 불이 사랑과 미움의
힘에 의해 분리·결합되면서 만물을 이룬다는 4원소설을 주장
○ 동양의 정신세계에서 물은 삶과 우주의 상징이며, 세상의 근원
으로서 자연의 이치와 우주 원리들을 개념화하는 수단
-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다섯 가지 요소가 음양의
원리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
물은 다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을 구한다
▷
-

동양 문명은 만물을 낳고 살리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물을 숭상
공자는 물을 보며 군자의 덕(德), 의(義), 도(道), 선(善), 지(志)를 설명
맹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백성은 인(仁)으로 모여든다’고 얘기
노자와 장자는 물에서 무위(無爲)의 이상적 인간상, 인간의 행위규범을 발견
순자는 물의 평평함과 법의 공평성을 동일시
풍수(風水)는 바람과 물의 길을 밝혀 만물과 사람의 생기를 구하는 삶의 지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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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문제는 국가의 문제
□ 동서고금을 통틀어 치수(治水)는 국가의 중요 임무 중 하나였으며,
통치자의 역량이나 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척도도 믿어져 왔음
○ 문명사회에서 적절한 물 관리는 생존과 함께 집권 세력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뭄과 홍수가 통치자의 덕(德)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하여 왕위를 폐하는 경우도 발생
*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사가 잘되도록 날씨를 살피는 것이 군왕의 주요임무로
매년 기우제(祈雨祭), 기청제(祈晴祭)를 주관

○ 관개(灌漑), 치수사업은 홍수, 가뭄 등 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물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
- 순(舜)에게 치수를 명받은 우(禹)는 9년간 중국을 휩쓴 홍수를
다스리는데 성공하여 왕위를 이어받아 하(夏)왕조를 열었음
- 이집트의 전제군주인 파라오의 권력은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이용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홍수는 막는 치수사업에서 유래
-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했던 수메르인들은 유프라테스강 등
수원이 이동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문명이 쇠퇴
* BC 2,600년 이후 3,000여 년 동안 번성하던 마야제국도 가뭄에 의한 물
부족 때문에 멸망한 것으로 추정

- 경제공황에 허덕이던 미국은 1931년부터 5년에 걸쳐 후버댐을
건설하여 물, 일자리, 전력을 확보하는 1석3조의 수단으로 활용
문명과 물: 이대로 가면 인류의 존속이 위협받는다
▷ 인간이 물을 지배하려 들면서 물과 인간 사이의 균형이 깨어
졌다(유아사 다케오, '문명속의 물'에서)
-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문명의 근원인 물을 문명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물 문제의 해법을 모색
- 물 부족 등 인류가 직면한 물 문제는 인간이 물을 혹사시키고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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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업을 지탱하는 물
국가의 생명수(生命水), 농업용수
□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전국에
있는 하천, 저수지, 지하수, 담수호 등을 활용
○ 농업용수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경지에 인공적으로 공급
하는 물로서 저수지, 하천에서 펌프 등에 의해 공급
물고을, 수원(水原)의 유래
▷ 고구려 시대에 부르던 매홀(買忽)은 ‘물고을’이라는 발음의 표기로 추정되며,
여기에서 한자식 지명인 수원(水原)이 유래(수원시청 홈페이지)
-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인해 백제의 한강유역과 수원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은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이 때 수원의 우리 말 이름인 ‘매홀(買忽)’이 처음 등장
-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마한 50국 중에 모수국(牟水國)으로 나오며 ‘매홀’을 거쳐
통일신라때는 ‘수성군(水城郡)’, 고려시대 ‘수주(水州)’로 쓰다 조선시대에 수원으로 개칭

○ 주로 물을 얻는 원천으로는 하천, 저수지, 지하수, 담수호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물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특별한 수로도 이용
- 하천은 보(堡), 양수장 등의 시설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가뭄에 취약하며, 저수지는 수질이 낮고 높은 시설비가 소요
- 지하수는 하천, 저수지 등의 보조역할을 하며 비교적 간단한
시설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담수호와 하구호는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물의 양은
풍부하여 가뭄을 잘 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

하천

저수지

지하수 관정

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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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동맥, 관개수로
□ 2, 3차 산업의 동맥이 도로와 철도라면 농업의 동맥은 관개수로로
농업이 시작된 이후 모든 국가들은 관개시설 확보에 주력
○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로마에서는 농업에 물을 활용하기 위해
지금도 보존될 정도로 튼튼한 관개수로 및 수리시설물을 건설
- 기원전 30세기 무렵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최초의 관개농업을 시작
- 로마제국은 크고 작은 도시에 전체길이 350km에 달하는 수로
(水路)를 만들어 식수, 농업용, 산업용 물을 공급
* 수로의 물은 적절한 수압을 유지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야 하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높은 수준의 측량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아 지상에 수로를 만들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름의 지하수로를 건설
-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 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카레스’, 사하라
지역에서는 ‘포가라’, 중국에서는 ‘칸얼칭’으로 부름
*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직도 수천 개의 지하수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추야자(Date), 오렌지, 올리브, 채소 등의 재배에 이용

- 높은 산지에 쌓인 눈이 녹아 형성된 풍부한 물을 지하수로를
이용하여 산기슭으로부터 먼 평야지대에까지 공급
* 집수된 물을 필요한 곳까지 끌어오기 위하여 긴 지하터널을 건설하였으며
중국 신장지역에는 5,272km에 달하는 수로도 존재

Pont du Gard 수도교(프랑스) Segovia의 수도교(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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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에 성공한 나라 & 실패한 나라
□ 농작물 생산에 가장 기본인 물을 잘 쓰는 나라는 세계적인 농업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그렇지 못하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직면
○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과 산악지역인 이스라엘은 농사에
부적합한 자갈과 석회질의 땅을 관개기술로 극복
- 전체 농지의 65%에 물방울관수(點滴灌水)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아끼면서도 수확량과 품질은 높여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도약
* ’71년 이스라엘의 블래스 부자가 완성시킨 점적관수기술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70%인 12억 달러 어치를 유럽에 수출할 정도로 성장

○ 간척지의 나라, 네덜란드는 수질악화방지와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모든 수로와 강에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업기반을 확보
-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수로를 이용해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
저류지(貯溜池)로 활용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연간 590억 유로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연간 농가 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농업부국

○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0억 인구가 마실 물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수량이 적어 식량 생산을 위한 물이 부족
* 중앙아프리카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500mm이며, 아프리카의 재생 가능한
1인당 연평균 수자원의 양은 남미의 1/4 수준으로 열악

○ 연간 강수량이 1,500mm 정도로 풍부한 캄보디아는 물 관리기술과
함께 제방, 관개수로 등 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가뭄을 경험

물방울관수(이스라엘)

에이마우든 운하(네덜란드)

농업용 수로(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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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 속의 물 확보 노력
□ 농경에 있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빗물에 의존하던 시대에서부터 시작
○ 초기 농경은 필요한 물을 저수지나 강으로부터 끌어 사용하지
못해 주로 빗물에 의존
- 물 부족을 우려하여 무논에 벼를 재배하던 이앙법이 수확량,
제초노력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조선중기까지 국법으로 금지
○ 농업 규모가 커지고 농경이 발달하면서 많은 양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삼한시대에 저수지가 축조
* 삼한의 3대 저수지 : 밀양 수산제(守山堤), 제천 의림지(義林池), 김제 벽골제(碧骨提)

□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에 과학적 지식이 도입됨
○ 세종대왕 때(1441년, 세종23년) 빗물을 그릇에 받아 그 양을 재는
측우기와 하천의 물 높이를 재는 수표가 발명
* 세종 때의 측우기는 이탈리아 토리첼리가 만든 우량계보다 198년이나
앞섰으나 초기기록은 유실되고 1770년 이후 관측기록만 남아 있음

○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관청과 관청에서 담당하여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시행
* 수리관청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제언절목(堤堰節目)을 제정하여 저수지
관리방법, 저수지 면적의 유지, 제언관련 통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

제천의 의림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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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의 명암(明暗)
□ 근대 이후에는 서구의 토목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하천 등 지표수가
부족한 곳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가 개발되기 시작
○ 땅속은 물이 잘 통하는 투수지층과 그렇지 못한 불투수 지층이
조화를 이루는데, 지하수는 이 불투수 지층에 정체된 물을 지칭
* BC 3000년경 중국의 황하 근처에서 황토층을 깊게 굴착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유적이 남아 있으며, 5세기경에는 착정기와 시추기도 개발되어 사용

○ 지하수를 통해 하천 등 수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도 쉽게
물을 댈 수 있어 농업용수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
□ 20세기 중반부터 본격 개발된 지하수는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하였으나, 현재는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
○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 일본이 군량미 확보 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지하수 개발의 효시
○ 이후 70~80년대 농업 부흥기를 맞이하여, 집중적으로 지하수가
개발되어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기여
* 현재 우리나라 연간 지하수량은 약 109억 톤이며, 이 중 38억 톤을 사용
하는데, 이는 전체 농업용수 이용량의 11%에 해당

○ 2000년대 들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하천이 말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
- 현재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공은 최소 13만공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음
* ’01년부터 방치된 지하수공 찾기 운동이 실시되어 현재까지 39,951개소가 처리

우리나라 전체 수로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 우리나라 농업용 수로의 총 길이는 183천km로, 우리나라 도로의 총 길이인
104천km의 약 1.8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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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Blue Gold(물, 水)를 찾아서
21세기는 물의 시대
□ 세계적으로 주변의 수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과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블루골드 러시(Blue Gold Rush)가 치열
○ 고대부터 이용되어오던 가장 원초적인 자원인 빗물은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으로 탈바꿈
○ 쓰고 버린 물, 하수처리수는 부족한 수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 중의 하나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장점도 존재
○ 하천처리수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하천으로부터 음용도
가능한 높은 수질의 물을 천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
○ 천연 수자원이 부족한 일부 국가들이 이용하던 물 확보수단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수자원의 노다지로 탈바꿈한 해수담수화
○ 새로운 수자원 찾기보다 중요한, 물 사용방식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 높은 첨단 물관리 기술
* 이번 호에서는 물 관리 기술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가뭄에 견디는 작물,
가축 등은 추후 본지를 통해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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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경제적인 수자원

천상(天上)의 선물, 비(雨)
□ 빗물은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물의 자연순환에 의해 발생하는,
예로부터 하늘의 선물로 여겨온 귀중한 수자원
○ 다른 수원(水源)과는 달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별도의 시설
등이 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없는 것이 장점
○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은 필요하나 이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음
* 연간 약 1,276톤의 강수량 중 545억톤은 증발, 400억톤이 자연방류 되어 사용
가능한 양은 331억톤 수준으로 재활용은 도시홍수,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도 존재

□ 선진국에서는 빗물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미개척지 등을 중심으로 활용
○ 독일의 경우 정화처리된 물을 분수, 시민공원 등에 쓰고 있으며,
호주는 주별로 편차는 있으나 빗물의 35～80%를 농업에 재활용
○ 하와이에서는 농업 등 음용수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빗물을
활용하며 텍사스 등 건조지역에서도 빗물 이용도가 증가 추세
* 이웃 일본에서도 빗물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스미다시의 경우, 공공건물,
스모경기장, 소방용수, 공원 및 가정 화단관리용수로 재활용

우리나라의 빗물 재활용
▷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선진국의 40%에 비해 낮은 26% 수준이나 공공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등을 중심으로 재활용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
- 서울 광진구의 스타시티는 받은 빗물을 정원, 공동화장실 등에 사용하여 지자체는
처리비용 절감, 입주민은 공공요금 절감의 윈윈효과가 발생
- 레인시티(Rain city)를 표방한 수원은 공설운동장, 학교, 도청의 공공용수에, 전주는
시민공원, 수영장, 옥상정원에, 고성 공룡엑스포는 농촌체험장과 분수에 사용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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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폐기물처리와 수자원 확보

고정적인 물의 확보, 하수 처리수
□ 생활하수 등을 재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용도에 맞도록
재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감소와 수자원 재활용의 일석이조 효과
○ 연중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뭄대책으로 유용하며
하수 중에 포함된 비료성분(질소, 인)의 재활용도 가능
○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댐 건설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하시설화 및 공원부지 제공으로 지역사회 기여도도 상승
* 과거에는 냄새로 인한 혐오기피시설이었으나 최근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를 공원 또는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여 지역민과의 윈윈에 성공

□ 물부족이 심한 중동국가는 물론 이스라엘, 몰타, 그리고 미국, 호주
에서는 하수처리수를 적극적으로 재활용
○ 물기근국가인 이집트,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오만, 카타르,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70% 이상 재이용
○ 이스라엘, 몰타(Malta), 사이프러스(Cyprus)는 각각 83, 60, 100%의
높은 재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70% 이상이 농업용수
- 스페인, 이탈리아는 수자원의 69%(‘09), 이탈리아는 51%가 농업용수로
사용되었으며 재활용수도 76%, 58%를 농업에 이용
*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등은 재활용수를 대부분 공업용수로 이용

○ 미국은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관개수 용도로 사용한 이래
재활용수 이용을 일반화하였으며 지하수 오염방지에도 이용
- 캘리포니아는 농업용으로 46%, 관개용수로 21%를 사용하고
있으며 플로리다는 재활용수의 55%를 관개용수로 사용
○ 일본에서도 ’79년부터 도시 내의 업무용 화장실 세척용수로 재활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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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여과수 먹는 물로도 가치있는 자원
토양이 여과한 깨끗한 물
□ 강변에 강바닥보다 낮게 우물(지하 20~40m)을 파서 강물이 토양에
한번 여과된 물을 얻는 방식으로 수질, 안정된 수량 확보가 잇점
○ 하천의 물이 하천 바닥(河床) 또는 강변의 토양 속으로 침투되는
과정 중 자정(自淨)능력에 의해 여과된 물로 대표적인 보조수자원
- 일시적인 가뭄에도 물을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물의 수급이
가능하며, 세균, 유해물질이 자연여과되어 깨끗한 것도 장점
* 계절에 따른 수질 변화가 적어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가 쉬운 반면 여과
될 수 있는 토양퇴적층과 물이 고이는 불투수층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존재

□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보조 수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음용수원으로 주로 이용
○ 세느강변에 있는 크후와씨 취수장(프랑스)이 가장 크며,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용
* 독일 뒤셀도르프, 오스트리아 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이 대표적

○ 국내에서는 김해시(18만톤/일)와 창원시(6만톤/일) 등 낙동강
수계(水系)가 조건에 가장 잘 맞으며 한강 중상류에서도 개발
* 한강과 낙동강 수계 등에서 349,500톤/일을 취수하여 사용(’08)

수직형 집수정

방사형 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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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海水淡水化) 푸른 황금이라 불리는 무한자원
무한한 물의 원천, 바다
□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는 바닷물로 하천이나 호수 등이
없어 민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사용
○ 중동의 사막지방에서도 바다와 면한 국가들이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원
○ 자연계 내에서 바닷물이 물의 순환과정에 의해 담수로 바뀌나
인위적인 변환에는 막대한 비용, 특별한 기술과 시설이 필요
□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방법은 크게 열증류, 막분리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현재는 열증류법에서 막분리법으로 시장이 이동
○ 열증류는 해수를 가열하여 수증기를 모아 이용하는 방법이며 막분리
법은 염을 투과시키지 않는 막을 이용하여 민물만 모으는 방식
- 열증류법은 시설 등 초기 비용이 저렴하여 많이 이용하였으나 대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
- 막분리법은 효율은 좋지만 설비비용이나 에너지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었으나 최근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열증류시설을 대체
○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바닷물을 담수화 하기 위해 11,000개의
설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동국가 위주에서 미국, 호주 등으로 확산
해수(海水)를 민물로 바꾸는 방법
▷ 역삼투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나 최근 효율이 높은 냉동법에 대한 연구가 집중
- 역삼투법은 일부 가정용 정수기에 쓰이는 원리로 염을 통과시키지 않는 막에 강제로
바닷물을 통과시켜 민물을 얻는 방식
- 냉동법은 남북극의 얼음, 빙하 등에는 염이 거의 없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며,
일부에서는 혈액투석의 원리를 이용한 투석법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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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으로 얻어낸 자원

한 방울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
□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시작된 관수단계 관리기술이 현재는 공급
단계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재활용기술로 발전
○ 과거기술이 작물에 물을 주는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물을 저장하는 단계에서 관수된 물을 재활용하는 단계까지 발전
- 물의 반복 이용을 위하여 수위 조절형 수문(水門)을 설치하여
담수량을 조절하고 필요시 펌프로 낮은 곳의 물을 끌어올려 사용
* 과거의 스프링클러나 물방울관수 이외에 공급단계에서 배수로에 물을
가두게 되면 논에서 새는 물을 줄여서 필요한 물높이 유지가 쉬움

□ 첨단 전자제어 기술을 이용, 취수에서 공급까지의 과정을 자동화
또는 원격화 하는 정밀관개 기법으로 물을 절감
○ 수분센서와 자동물꼬 등의 장치는 물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고, 충분한 양이 공급되면 자동으로 급수를 제한
- 적정량의 농업용수만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물관리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줄여 물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양배수장, 수로 등에 원격측정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중앙감시제어식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 작물에 따라 농지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조절가능하여,
불필요한 공급수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스프링클러

자동물꼬

중앙제어식 물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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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물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인식 변화가 요구
□ 물은 우리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한정된 자산이자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자원
○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 47%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나 농업용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
- ‘물부족’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중요
○ 농업인들이 지금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도 물을 확보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활동도 필요
* 2011년 이후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매년 30억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

○ 추후 물 확보에 소요될 비용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적 인식도 요구
-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 국가’이며 1인당 물 소비량이 세계
최상위권인 국가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2012)
* 댐건설 등은 수자원 확보면에서는 중요하나 설치 및 유지비용이 막대하고,
주변 생태․환경 등에 대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존재

수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R&D 강화
□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원천기술의 개발이 시급
○ 빗물, 쓰고 버린 물의 재활용, 바닷물 등 새로운 수자원의 다량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 대체수자원 1% 확보 시 농업용 저수지 462개(평균 용량 규모) 축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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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수자원 확보 기술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전통지식의 발굴, 친환경농업 지원 기술들의 개발도 요구
○ 직접적인 수자원 관리 및 관개기술 이외에도 가뭄저항성 작물과
가축 개량, 물 절감형 재배 및 사양기술 연구에도 투자를 확대
□ 새로운 대체 수자원 발굴로 세계 물 산업분야의 우위를 선점하여
기술을 수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투자가 필요
○ 농업분야는 생산성 향상 및 물 절감 기술, 이화학분야는 수자원
확보 원천기술 등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의 현장적용도 필요
*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급업체는 우리나라의 두산
인프라코어이나 실제 핵심기술이나 부품은 외국기술 의존도가 매우 높음

안정적 물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가속화
□ 국내 상황에서는 환경보전,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양적 성장보다
이용 효율화와 대체 수자원의 발굴 등 질적 강화가 보다 중요
○ 선진국 대비 저렴한 상하수도 비용으로 인해 공공비용부담이
큰 분야이므로 수원확보에서 소비까지 아우르는 종합분석이 시급
-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이 현황분석과 기술 개발을 담당
하며, 해당 공사에서 현장에 적용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논 농사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이 전체 농업용수 손실량의 30~40%를 차지

○ 전국의 농업지역 중 물 부족지역을 등급화 하고 우선적으로 체계화
하는 운영의 묘도 요구
- 논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현대화와 정밀관개를
위한 첨단시설화를 우선등급 지역에 집중 투자
- 댐, 저수지 등의 수원 위주로 관리하는 공급 위주의 체계인 현
(現) 수자원 운영을 소비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확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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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농업
□ 2025년 세계 물 부족 예상도

개인 물 사용량 국가별 분류(2000년)
물기근 국가군
(1,000톤 미만)

알제리, 부룬디,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예멘,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14개국)

물부족 국가군
(1,000~2,000톤)

벨기에, 체코, 덴마크, 이집트, 아이티, 한국, 레바논, 말라위,
모로코, 폴란드,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13개국)

물풍요 국가군
(2,000톤이상)

아프가니스탄 외 12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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