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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국가 및 유역물관
리위원회 출범 등 국가 수자원 관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
경에는 새로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지고, 물 이용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는 사
회적 요구가 있다. 특히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수 사
용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동참하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구
축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농업
용수 이용 현황과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검토하여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목표를
재정립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용수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한 수요관리 활동을
제시하고,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정책과
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추구하는 농업계와 통합
물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 수자원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당국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주신 농업계 종사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경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소imc 관계자께 감사
드리며,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감
사의 뜻을 표한다.

202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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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통합물관리에 따라 물 이용의 공공성이 확대되어 농업용수 관리 정책이 농경
지에 충분한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주어진 농
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
업용수 수요관리는 타 용수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개별 농가별로는 농업용
수 이용량을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농업인이 수요관리에 동
참하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물관리 체
제에서는 환경용수 및 타 용수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 본 연구는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농업인이 농
업용수 수요관리에 동참하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
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연구 목적으로 (1) 농업용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비교·검토하여,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2)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한 농업
인의 참여 활동을 분석하고, (3)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
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농업용수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통계연보 자료
를 활용하여 농업용수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기준으로 농업용
수 관리 방식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농업인 대상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물관리에 대한 농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참여형 농업용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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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농
업인의 물관리 인식 변화와 통합물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조사를 중점적
으로 진행하였다. 농업용수 수요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 농업용수 이용
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또는 시군 지자체)와 협
력하여 농업용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모의 관개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다른 하나는 (2)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사
례연구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기 위해 참여형 거버넌스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과거 농업인이 물관리에
참여하는 사례와 현대적 농촌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 유관 분야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조사하여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
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현 시점에서 새로운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는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이 적은 활
동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구조적
농업용수 손실은 농어촌공사, 비구조적 농업용수 손실은 농업인이 책임을 진
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농업용수 공급관리자인 농어촌공사(또는 지
자체)와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협력해서 농업용수 수요관리 목표를 달
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활
동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어촌공사가 인센티브 공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농업용수 수요관리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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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정책 대안은 농어촌공사와 농업인이 협력하여 급수일자를 조정하는
윤환관개(또는 일할급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수요관리 방안이다. 윤환관개
(일할급수)는 간선수로의 통수 일수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
용이 가능하다. 윤환관개(일할급수)에 따른 정량적인 관개효율 분석을 위해서
안성시 마둔저수지 수혜구역을 사례 지역으로 설정하고, 관개방식에 따른 농
업용수 절감효과를 모의 관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
르면 마둔저수지 수혜구역에서 연속관개를 하고 수문 조작을 실시하게 되면
포장 공급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단 또는 윤환관
개를 실시할 경우 공급량이 8%에서 4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용
수 수요관리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
과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 관개
실험이므로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례 지역을 설정하고 시범사
업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
하다.

○ 두 번째 정책 대안은 농업인 대상 면접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논두렁 물막이판 설치를 통한 수요관리 활동을 분석하였다. 농업인 면접조사
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농업용수를 아끼자”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경우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들은 “농업용수를 아끼자”라는 메시지 속에 농업인들이 평소에 농업용수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농업용수를 아끼
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논에서 새는 물을 막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 동일한 수요관리 효과를 얻는 것과 동시에 농업인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유
용한 방안으로 조사되었다. 논둑 폭이 좁아지고 논둑관리가 부실해진 농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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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고려하여, 논둑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논의 담수 능력을 강화하여 관개
수 유실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두렁 물막이판 설치 시 하루 논물 유실량을 3mm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잡초 발생량 또한 65.8g/㎡에서 70% 줄어든 18.6g/㎡
으로 나타나 농약 사용량 저감도 함께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농어촌공사 출범 이후 물관리에 대한 농업인
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농업용수 관리체계에 문제의
식을 가지고 전환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주체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는
핵심주체가 형성되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합의를 형성하는 공론장의 형성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학
습과 토론, 주민 인터뷰, 주제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
선과제와 중장기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계획 수
립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시범계획을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
한 조직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시범계획의 시행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개별 그룹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개별 그룹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상호 간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별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
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농업
용수 공급 시스템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 참여 인센
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용수를 절감하여 환경생태용수로 전환하
는 경우에 농업용수 사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물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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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Tasks for Establishment of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Background and Purpose

○ With growing concern about water scarcity, agricultural water policy
is required to change from a supply enhancement to supply a sufficient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to agricultural lands to demand
management to use with the given amount of water efficiently. In
particular, in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demand for
environmental and other water increases, so the importance of demand
management for agricultural water is expanding.
○ This study aims to suggest directions and tasks for establishing a
participatory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system in which farmers
participate in the dem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for
efficient agricultural water use in an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ts detailed research objectives include the following:
(1) establishing a new direction for participatory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water use
and comparing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method, and (2)
examining activities for agricultural water demand management. (3)
suggesting directions and tasks for establishing participatory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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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 At this point, the new participatory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should consist of activities with less additional labor input, and not for
maintenance of irrigation facilities, but activities can create positive
externality. It is also necessary to escape from the dichotomous
thinking that the Rural Community Corporation is responsible for the
structural loss of agricultural water and the farmer is responsible for
the unstructured loss of agricultural water.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manager, the Rural Community Corporation (or local
government), and the agricultural water user, the farmer, must
cooperate to achieve agricultural water demand management. Lastly,
participatory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should be implemented
to allow farmers and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o expand
opportunities for sharing incentives, rather than reducing the burden
of maintenance cos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nalyzes two
activities for agricultural water demand management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Policy Suggestions

○ The first policy alternative is to manage agricultural water demand
using rotational irrigation (or daily water supply) in which the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ers cooperate to adjust the water
supply date. Rotational irrigation (or daily water supply) can reduce
the number of days of water passing to the trunk, so 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water is possible. For irrigation efficiency analysi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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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al irrigation (or daily water supply), the beneficiary area of
Madun Reservoir in Anseong City was set as a case study, and the
effect of reducing agricultural water according to the irrigation
methods is investigated through simulated irrigation scenarios.
According to the results, continuous irrigation with hydro-gate
operation increases the supply rate by up to 5 times. When intermittent
or rotational irrigation is performed, the amount of water supply can
be reduced from 8% to 43%. However, this result is no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essential data but a simulated irrigation experiment. In
order to obtain reliable and accurate results, follow-up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collect actual data through a pilot project.
○ The second policy alternative is the installation of water barriers in the
paddy fields.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farmers, it is found that
antipathy may occur if a policy is designed in the manner of “saving
agricultural water” to farmers to save agricultural water. Farmers
believe that the message “Save agricultural water” contains the
meaning that farmers usually waste agricultural water. Therefore,
delivering the message “Stop water leaking from rice paddies” rather
than “Save agricultural water” is a useful method to reduce farmers’
antagonism and achieve the same demand management effect.
Considering the rural conditions in which the width of the paddy
banks is narrowed, and management of paddy banks is getting worse,
an installation of water barriers on the paddy banks is proposed to
reduce the loss of irrigation water by reinforcing the desalination
capacity of paddy fields. According to the results by the Ch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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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ial Agricultural Technology Institute, the amount of water loss
per day in a paddy field can be reduced by 3mm with the installation of
water barriers in the paddy fields. And the amount of weeds is also
decreased by 70% from 65.8g/㎡ to 18.6g/㎡, reducing the use of
pesticides as well.
○ Agricultural water demand management has a different characteristic
than other water use. Since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use by individual farms, it is crucial to organize a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governance. The following tasks need
to be solved for successful governance for participatory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Fir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armers do not think that they hav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agricultural water.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core group that can secure an opportunity for transition with
a problem awareness in the current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system. Second, if a core group is formed and issues are raised, the
community should reach a consensus through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a public sphe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ilot project. Third, it is important to make an organization and form a
network to jointly implement the pilot project. At this stage, a trust
relationship is formed between individual group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mutual competencies are strengthened between
individual groups. Lastly, measures to provide incentives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governance should be devised. Considering
the current agricultural water supply system, an incentive for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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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articipate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governance is to
provide water conservation incentives to farmers by using a permitted
water use system when converting to environmental, ecolog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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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물 이용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로 인해 다
목적 댐 건설과 같은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는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물은 더 이상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다루어져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
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김성수 2013). 이와 같은 인식 변화
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19년 6월 13일부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통합물
관리가 본격화되었다.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약 41%를 차
지하는1) 농업용수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용수 이용 및 관
리에 관한 합리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강조되는 물 이용의 공공성 확대에 따라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기존에 농경지에 충
분한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둔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주어진
1) 국토교통부(20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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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로 농업용수 관리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농어촌공사나 시군 지자체에 의해 정부 주도로 이루
어지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가 이해당사자인 농업인 또한 농업용수 관리에 참여하
는 참여형 관리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농업용수 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농업용수 관
리 정책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전달할 수 있는 수로를 설치하고 농업용수를 공급
할 수 있는 수원시설(저수지, 보, 양수장 등)을 확보하는 공급증대 중심으로 발전
해왔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전쟁복구와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하
는 기간으로 관개용 댐을 중심으로 농업용수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가뭄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농업용수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
는 경제발전에 따라 수자원개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로 수자원개발의 장
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5~1975)’
이 처음으로 수립되었다(최동진 2010: 18-19). 이와 함께 농업용수 개발정책도 전
천후 농업용수 개발정책과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정책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
대 들어서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농업용수 개발사
업이 진행되고, 1990년대 들어서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이 처음으로 수
립되고, 2000년대 초에 수계별 용수 수급 상황을 고려하는 ‘농촌용수공급체재개
편계획’이 수립되었다(손학기 외 2018: 55).
현행 농업용수 관리제도의 기반이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여전히 ‘농업생산기
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농업용
수 관리 정책은 저수지·양수장 건설 등 용수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에는 취약하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에 따라
공급증대에서 수요관리로 수자원 정책이 변화하면서,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여 농업용수 절약분을 하천유지용수 또는 환경생태용수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거
세지고 있어서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용수는 생·공용수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농업용수는 일반적으로
관수로가 아닌 개수로를 통해 공급되어 공급과정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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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필지별 사용량을 정확히 계측하기 어렵다.2) 이 때문에 필지별 농업용수 사용
량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료를 필지별로 부과하기도 어려우며, 필지단위에서 농업
용수 이용량을 줄인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개별 필지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농경지를 하나의 관리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또 생·공용수 등 타 용수와 달리 농업용수가 가진 공공재적 특성상 농업용수의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수요관리 활동을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관리조직
을 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용수 사용량은 개별 농가 또는 필지
별로 계측하기 어려워 적어도 들녘단위에서 수요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
정 수 이상의 농업인이 수요관리에 동참해야 하며, 이를 구성하는 참여형 농업용
수 관리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이해당사자가 관리
조직과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를 통해 농업용수를 관
리하는 참여형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용수 관리 정책의 핵심은
이해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합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농업용수 관리 거
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는 단순히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만 필
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의 책임주체와 권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다. 통합물관리 체제가 불러온 물 이용의 공공성 확대(공권 확대)는 농업인이 가
지고 있는 농업용수 이용 권리에 대한 사권의 감축과 확장을 동시에 가져온다(東
鄕佳朗 2000: 123; 윤태영 2006: 449-550; 금태환 2007: 52; 배성호 2012: 174). 여
기서 말하는 사권의 감축이란 관행수리권이 허가수리권으로 전환이 촉진되거나,
수리시설 유지관리나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농업인의 관리책임이 커지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동시에 물이 가지고 있는 상품적 가치가 높아져서 수리권의 전용
및 양도, 물절약 인센티브, 수리권 거래 제도 등 농업용수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화
2) 그렇다고 해서 관수로 공급 시스템에 비해 개수로 공급 시스템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관
수로에 비해 개수로는 비용이 저렴하며, 수로에서 손실된 농업용수는 지하수로 회귀하여 하천유지유
량 및 지하수 수위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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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업용수 이용 권리에 대한 사권이 확장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즉, 통합물관리 체제에서는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했을 때
농업인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늘어난다.
특히 통합물관리에 따라 농업용수 절약분을 환경용수 및 생·공용수로의 전환하
자는 요구가 커지고, 농업용수 교차이용 등 농업용수와 관련하여 물이용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현행 농업용수 관리체제에서는 농업용수 관리에 대
한 거의 모든 책임이 공공기관(농어촌공사나 지자체)에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농
업인이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경우에
도 권리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여형 농
업용수 관리조직은 단순히 농업용수 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주체에 머무르지 않고,
개별 농업인을 대신하여 농업용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주체
로써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통합물
관리 체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동참하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 농업용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검토하여,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2)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한 농업인의 참여 활동을 분석하
고, 3)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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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농업용수 수요관리 관련 연구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수리권 확보를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연구와 관행/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충돌 문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김홍상·허주녕(2006)은 농업용수 관리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농업용수를 안정
적으로 확보하면서, 농업용수와 타 용수의 수리권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농
업용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을 강
조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의 단계적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농촌공사(2007)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충돌하는 원인으로 기득관
행수리권의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용수이용료 면제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용수
수리권체제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민법과
하천법 간의 관계정비가 필요하며, 농업용수의 명백한 개념 정립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준한 농업용수 이
용료 납부와 농업인 자율관리제도 도입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소수의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농업인의 물절약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
최경숙 외(2016)는 논농사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손실률 10% 절감을 목표
로 체험식 물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
험식 물절약 교육을 통해 물절약 참여 및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교육을
이수한 농민은 주민참여 물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 시 가입의사가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또 현장에서 물절약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제
도적 방안으로 직불제 연계 농민교육과 주민 감시제, 가뭄단계별 제한급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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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과제를 제시하였다.
임영아 외(2017)는 농업용수의 이용 및 관리의 패러다임을 물이용 효율성 제고
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농
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관리의 복잡성 및 다양성을 반영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용수 절감에 대한 농업인의 교육이 선행된 이
후에 ‘시장기제’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2.2. 수리시설 유지관리 관련 연구
선행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농업용수 관리책임이 이전된 후 농업수리시설
의 유지관리 비효율 및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정된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
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용택 외(2000)는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어 농업용수이용료
가 면제되는 상황하에서 농업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련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기반공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농업인의 권리주장, 안정적인 농
업용수 확보,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업용수이용료를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진수 외(2007)는 이원화된 수리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
인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대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
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조직인 용수조합을 창설하여 지선이하 및 보조수원공의 유
지 관리를 담당하고 농어촌공사는 주수원공 및 간선수로를 담당하는 분권적 관리
체제를 제시하였다.
조원종 외(2014)는 현재 농업수리시설 관리 비효율의 문제에 대해 기존에 제시
되어 있던 해결방안들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중 관리 주
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8 |

위해서는 자율관리구 활성화 시범지구의 운영 및 평가를 통한 농업인 참여촉진,
직접지불금과 연계된 관리비용 분담 노력, 다양한 관리조직을 활용한 농업인의
자율적 관리노력 유도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유임도 외(2014)는 농어촌용수 및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위촉
한 계절직과 자율관리구역의 운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절직들의 자치기구(가칭 ‘수리시설관리구’)를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해당 기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율관리구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관리
구는 폐지하고 자율관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하여 운영을 확대하
되, 운영경비 정산능력을 보완하여 운영경비에 대한 정산서류를 간소화하는 방향
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3. 참여형 물관리 관련 연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농어촌공사가 출범하고 농업용수이용료가 면제된 후 발
생한 비효율적인 유지관리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농가가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참여형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덕래(2001)는 농업기반공사 출범 후 자율관기반 와해, 농업인 무한 서비스 요
구, 수리권 약화, 관리자 경영기반 취약 수리계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나타난
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수이용자를 소수계별로 조직화해 자율적
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를 부여하여 관리자와 대화의 창구로 활용하며 협조·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적하였다.
박석두 외(2010)는 효율적으로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조
달하고 절감하기 위해선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관리구역의 수리계 조직 중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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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지 발전시키고 유명무실한 수리계와 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의 자율관리구
조직은 통폐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
조하였다.
이성희·김태철(2011)은 관개관리의 주체가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어촌공사로
전환되면서 참여형 관개관리(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이하 PIM)가
후퇴하고 공적관리(PubIM) 체제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공적관리 체제에서
PIM 모델 접목시켜 분담관리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농
업인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조직구성,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활용하여 노
동력 참여 동기 부여, 농업인 개개인의 부담능력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비용
부담 기준 마련, 자율관리제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김경묵(2014)은 태국의 PIM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IM를 통해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을 구성함으로
써 용수사용의 절감효과 및 용수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많은 선행연구에서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를 제
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에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는 1) 내외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2)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
을 고려할 때 적용가능한 농업용수 수요관리 활동을 발굴하며, 3) 참여형 농업용
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화 방안과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방안, 그리고 이를 위
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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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 및 내용, 연구 방법
3.1. 연구 범위 및 내용
기존의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 활동
이 수리시설의 유지보수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농어촌공사와 시군 지
자체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용수 수리시설 대부분이 노후화가 상당히 진
행되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리시설 유지관
리비는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
여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많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농업인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참여를 통해 농어촌공사와 시군
지자체의 유지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의 목적을 두기보
다는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농업용수 관련 현안 중 최우선시되는 농업용수 수요관
리에 목적을 두고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물론 농업인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을 경감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의 목표는 농
업용수 수요관리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해당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수자원
정책에서 말하는 ‘수요관리’라는 용어를 해당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
이 보았을 때는 단순히 물 이용자인 수요자의 물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라
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자원 정책에서 말하는 ‘수요관리’란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수자원 정책은 수자원의 희소
성을 전제로 수자원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신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수자원 공급량을 확대하는 공급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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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enhancement)이며, 다른 하나는 주어진 수자원 내에서 관리를 통해 수자
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다. 예를 들어
누수관리, 수리시설 운영 효율화, 제한 급수, 수리권 조정, 수도요금 인상, 물 사용
자 교육 등 수자원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도 수요관리 정책에 모두 포함
된다. 즉, 수자원 정책에서 말하는 수요관리의 반대 개념은 공급관리(supply
management)가 아니라 공급증대(supply enhancement)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김종원·김창현 2019: 6-9). 따라서 농업용수 분야에서 용배수로 정비 및 농
업용수 관수로 사업을 통해 수로에서 누수되는 농업용수를 절약하여 저수지에서
방류하는 농업용수 양(quantity, 量)을 줄여 농업용수 수요량을 관리하는 정책 또
한 수요관리 정책이다. 또 특정 요일에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일할급수나 관개
일자를 조절하여(예: 윤환관개) 농업용수 수요량을 관리하는 정책 역시 수요관리
정책이며, 논 작물에서 밭작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여 농업용수 수요량을 줄이는
정책까지도 농업용수 수요관리 정책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이 물관리에 참여하는 참여
형 농업용수 관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농업용수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
으로 농업용수로 관수로화, 용배수로 구조물화 등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구조적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농업용수 수요관리 활동 중 비구조적 접
근방식의 하나로 농업인이 물관리에 참여하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가 농업용
수 수요관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당연히 아니며, 동시에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서 농업용 수리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구조적 접근방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범위 설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과 최
근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농정틀 전환, 통합물관리를 고려할 때 기존에 논
의되어 왔던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방식이 현재에도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방식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 농업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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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물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참여
형 농업용수 수요관리 활동을 분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관리활동을 분
석하였다. 하나는 농업인과 수리시설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또는 시군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다. 다른 하
나는 농업인이 주도적 그리고 단독적인 활동으로 농업용수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 활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개
요를 검토하고,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농업인이 물관리에 참여하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3.2. 연구 방법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의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된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서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검토와 정책자료 수집, 전문
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의 방향성과
농업인 참여 방안, 그리고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
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농업용수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용수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기준으로 농업용수 관리 방
식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였다.
둘째로 농업인 대상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물관리에 대한 농업인 인
식조사를 실시하고,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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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박석두 외(2010)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지난 10년간 농업인의 물관리 인식 변화와 통합물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조사
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현재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
인이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제시하
였다. 하나는 (1)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또는 시군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용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모의
관개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다른 하나는 (2)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 농업인의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은 최대한 자제한 상황에서 농업인 주도로 농
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사례연구
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
형 거버넌스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농업인이 물관리에
참여하는 사례와 현대적 농촌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 유관 분야 거버넌스 구축 사
례를 조사하여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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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용수 이용 현황
1.1.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연간 1,323억 ㎥로 추정되며, 이 중 이용가능한 수자원
은 총량의 57%인 760억 ㎥이며 나머지 563억 ㎥는 손실된다.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를 통해 이용되는 수량은 372억 ㎥로 전체의 약 2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
다. 총 이용량 중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하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이용량은 251억 ㎥
이며 이 중 약 61%인 152억 ㎥가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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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2016).

<표 2-1> 용도별 수자원 이용량
구분

이용량(억 ㎥/년)

생활·공업·농업용수
생활용수

비율(%)
251

100

76

30

공업용수

23

9

농업용수

152

61

하천유지용수

121

소계

372

자료: 국토교통부(2016).

1.2. 농업용수 특성 및 이용 현황
1.2.1. 농업용수 특성
농업용수는 논 용수, 밭 용수, 축산 용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비주체가
작물임으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첫째, 농업용수는 농
업 생산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로 토양, 기후, 계절, 작물의 종류, 농법 등
에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둘째, 농업용수는 자연 강우를 별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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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강우량에 따라 수요량이 달라지는 계절성을 가진다. 셋
째, 농작물의 종류와 작기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한다. 밭농사와 논농사의 용수 필
요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 각 지역마
다 수리 관행에 의해 농업용수의 수요량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넷째, 공급된 농
업용수 중 일부는 배수로나 하천으로 회귀되므로 재이용이 가능하다.

1.2.2. 농업용수 이용 현황
우리나라의 수리답은 전체 논 면적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리 불안전
답은 논 면적의 18% 수준이다. 수리답의 68.8%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
며 그 외 30%는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다.

<표 2-2> 논 관개용수 공급기관별 수혜 면적(2017년)
단위: ha,(%)
수리답

구분

전체
논면적

수리
불안전답

소계

농어촌공사

시·군 관할

면적

864,865
(100.0)

157,443
(18.2)

707,422
(81.8)

486,584
(68.8)

213,248
(3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수원공 개수는 관정이 약 25,000여 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보, 저수지 순
이다. 관정은 개수로는 가장 많지만 관련 수리답 면적은 전체의 4.5%에 미치지 못
한다. 이는 관정은 개인이 사용하는 소규모 수리시설이기 때문이다. 저수지는 약
17,000여 개이지만 전체의 6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수리
시설은 저수지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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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원공별 수리답 면적 구성비(2017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표 2-3>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관개 면적(2017년)
수원공 수(개소)
구분

계

주

보조

부속

수리답 면적
(천 ha, %)

보조수원공
수혜 면적
(천 ha, %)

저수지

17,289

12,470

4,799

20

432.2(61.1)

68.3(10.3)

양수장

7,178

2,291

4,377

510

152.2(21.5)

303.0(45.6)

25.5(3.6)

양배수장

125

50

58

17

배수장

1,081

1

582

498

11.8(1.8)
79.7(12.0)

보

18,002

6,455

10,397

1,150

54.5(7.7)

140.8(21.2)

집수암거

2,647

917

1,521

209

6.9(1.0)

12.9(1.9)

관정

25,660

10,434

15,067

159

31.7(4.5)

43.8(6.6)

4.5(0.6)

4.3(0.6)

71,982

32,618

36,801

2,563

707.5(100.0)

664.6(100.0)

기타시설
합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우리나라의 한발빈도별 관개 면적은 10년 이상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답
이 전체의 약 75%로 이는 논 면적의 약 64% 수준이며 나머지 36%는 여전히 가뭄
에 취약하다. 저수지와, 양수장, 양배수장을 이용하는 관개 면적의 약 78% 이상이
10년 이상 가뭄에도 견딜 수 있지만 보, 집수암거, 관정은 약 4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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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한발빈도별 관개 면적(2017년)
단위: ha, (%)
구분

계

평년

3년

5년

7년

10년 이상

저수지

432,218
(100.0)

65,117
(15.1)

21,255
(4.9)

5,253
(1.2)

2,157
(0.5)

338,435
(78.3)

양수장

152,152
(100.0)

11,453
(7.5)

3,002
(2.0)

1,342
(0.9)

1,671
(1.1)

134,684
(88.5)

양배수장

25,465
(100.0)

258
(1.0)

90
(0.4)

694
(2.7)

24,424
(95.9)

보

54,528
(100.0)

16,933
(31.1)

9,308
(17.1)

3,876
(7.1)

2,444
(4.5)

21,968
(40.3)

집수암거

6,875
(100.0)

2,387
(34.7)

1,833
(26.7)

228
(3.3)

89
(1.3)

2,338
(34.0)

관정

31,710
(100.0)

8,541
(26.9)

4,356
(13.7)

6,762
(21.3)

182
(0.6)

11,869
(37.4)

기타시설

4,475
(100.0)

4,475
(100.0)

합계

707,422
(100.0)

109,163
(15.4)

39,754
(5.6)

17,551
(2.5)

7,236
(1.0)

533,718
(7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수리시설의 67.4%가 수혜 면적이 10ha 미만으로 우리나라의 수리시설은 대부
분 규모가 작다. 수혜 면적 10ha 미만인 수리시설은 관정이 수리시설 특성상
88.7%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잡수암거, 보 순으로 나타났다. 수혜
면적 10ha 이상에서 50ha 미만은 양수장과 양배수장, 저수지 순서로 시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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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수원공 관개규모별 시설 현황(2017년)
단위: %
무관개
개소수

구분

개소

면적

10~50ha
미만
개소
면적

10ha 미만

50~100ha
미만
개소
면적

100~1000ha
미만
개소
면적

1000ha 이상
개소

면적

합계

7.6

67.4

13.2

19.9

17.1

2.1

7.1

0.3

9.8

0.2

28.6

저수지

3.8

56.8

8.5

30.0

16.3

3.7

7.7

0.5

10.5

0.3

27.6

양수장

6.7

35.9

3.0

42.3

12.7

5.8

6.3

1.1

12.8

1.2

42.2

양배수장

2.0

4.0

0.1

34.0

0.1

10.0

2.4

10.0

13.6

8.0

68.8

65.1

35.4

21.9

44.5

1.3

10.2

0.0

1.5

-

-

배수장

100

보

11.2

집수암거

9.6

67.0

39.7

22.7

50.9

0.7

5.6

-

-

-

-

관정

9.8

88.7

92.8

1.5

6.7

0.0

0.5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전체 수리답의 약 60% 정도의 수리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노후화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수리시설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리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수지의 약 96%가 30년 이상 경과되었고 집수암
거와 보도 각각 93.2%, 88.2%가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수리시설 유형별 경과연수별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1945년 이전
시설 수

비중

30~50년 이상 경과
(’46~’67)

20~30년 이상 경과
(’68~’87)

시설 수

시설 수

비중

비중

20년 이내
(’88~’17)
시설 수

비중

계

13,517

18.8

7,241

10.1

22,167

30.8

29,057

40.4

저수지

8,833

51.1

4,246

24.6

3,540

20.5

670

3.9

양수장

83

1.2

334

4.7

3,051

42.5

3,710

51.7

양배수장

6

4.8

8

6.4

31

24.8

80

64.0

배수장

3

0.3

14

1.3

103

9.5

961

88.9

4,486

24.9

2,486

13.8

8,906

49.5

2,124

11.8

집수암거

91

3.4

125

4.7

2,253

85.1

178

6.7

관정

15

0.1

28

0.1

4,283

16.7

21,334

83.1

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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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으로부터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용·배수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흙수
로 길이가 전체의 52.9%로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손실량 감소를 위해 구조물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7> 용·배수로 현황
구분

계

간선
길이(km)

지선
%

지거

길이(km)

%

길이(km)

%

길이(km)

%

합계

190,827

100.0

43,637

100.0

58,753

100.0

88,437

100.0

흙수로

100,906

52.9

18,129

41.5

28,863

49.1

53,914

61.0

구조물

89,921

47.1

25,508

58.5

29,890

50.9

34,523

3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58,032개소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
리시설 13,850개소보다 많았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당 수리
답 면적은 229.1천 ha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당 수리답 면적인 7백 ha에
비해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수리시설은 소규모 관개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2-8>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수리답 면적(지자체 관리, 2017년)
구분

수원공 수(개소)
계

주(A)

보조

수리답 면적
(천 ha, B)

부속

B/A
(ha)

저수지

13,883

10,864

3,002

17

101

9.3

양수장

3,579

1,873

1,523

183

28

15.0

양배수장

19

17

2

0.395

23.3

배수장

258

1

78

179

보

13,847

6,393

7,303

151

49

7.7

집수암거

2,240

916

1,313

11

7

7.6

관정

24,206

10,430

13,751

25

32

3.0

58,032

30,494

26,972

566

220

기타시설
합계

4
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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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수리답 면적(한국농어촌공사 관리, 2015년)
수원공 수(개소)
구분

계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기타시설
합계

주(A)

보조

3,406
3,599
106
823
4,155
307
1,454

1,606
418
33

13,850

부속

수리답 면적
(천 ha, B)

B/A
(ha)

3
327
17
319
999
98
134

331.2
124.1
25.1
0.0
5.9
0.3
0.012

206.2
296.9
760.6

62
1
4

1,797
2,854
56
504
3,094
208
1,316

2,124

9,829

1,897

486.6

229.1

95.2
300.0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지자체 관리의 수리시설이 농어촌공사 시설에 비해 가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답의 97.5%가 10년 이상 가뭄
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 관리 수리답은 약 2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10> 한발빈도별 관리 주체별 관개 면적(2017년)
단위: ha
관리
주체
지자체
농어촌
공사

계

평년

3년

5년

7년

10년 이상

220,818

107,222

33,597

15,488

5,089

59,422

100.0

48.6

15.2

7.0

2.3

26.9

486,584

1,941

6,157

2,063

2,147

474,276

100.0

0.4

1.3

0.4

0.4

97.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1.3. 소결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약 61%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농업용
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첫째, 농업용수 공급은 강우,
하천, 지하수를 별도의 처리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 기후, 계절 등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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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둘째, 소비 주체가 농작물이므로 작물의 종류와 작기, 농법 등 다양한 요
인들로 인해 수요량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수리답 면적은 전체 논 면적의 82% 수준이며 농어촌공사가 수리답
의 약 69%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다. 수리답 면적의
61%를 저수지를 통해 공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수리시설은 저수지 중
심으로 되어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개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보다 많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소규모 관개시설 위주로 되
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저수지 중심으로 대규모 관개 중
심이기 때문에 수리시설당 수리답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크다.
우리나라의 수리시설은 10년 이상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이 전체의 약 75%
이며, 수리시설의 약 60%가 30년 이상 경과되어 가뭄에 취약하고 노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용배수로는 전체의 약 52.9%가 흙수로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물
배분과 농업용수 손실량 감소를 위해 구조물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농업용수 관리 방식 비교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농업용 수리시설 건설을 위
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완공된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수리시설 유지관
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관리 방식을 구
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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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농업용수 관리 방식 비교
관리
방식

①
공동체
관리

②
공적
관리

③
참여형
관리

④
관리
이전

⑤
분권형
관리

구분

중앙
정부
/공공
기관

용수
이용자
연합회
(WUA)

관리
방식
변화

중앙
정부
/공공
기관

용수
이용자
연합회
(WUA)

재원
소유권
관리권
재원
소유권
관리권
재원
소유권

→

관리권
재원
소유권

→

관리권
재원
소유권

→

관리권

자료: Garces-Restrepo et. al.(2007: 5)을 토대로 저자 작성함.

2.1. 공동체관리(Communal Irrigation Management)
공동체관리(CIM)는 가장 오래된 관개관리 방식으로 현재는 저개발국가와 같
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농업용수가 관리·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개관리가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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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관리(CIM)에서는 용수이용자연합회(Water User Association: WUA)에 의
해 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과 노동력 등이 조달된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용수이용자연합회(WUA)가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소유권자인 용수이용자연합회(WUA)가 가진다. 그리고 농업용수 분배
관리와 용수이용료(조합비) 징수도 용수이용자연합회(WUA)에 의해 이루어진
다. 즉, 수리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농업용수 분배, 소유권 등 관개관리와 관련
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용수이용자연합회(WUA)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라는 과거 마을이나 수리조합에서 마을 사람들 또는 수리조합원에게 저수지 건설
비용을 갹출해서 저수지를 축조하고, 이를 소유 및 관리하던 방식이 공동체관리
라고 할 수 있다.

2.2. 공적관리(Public Irrigation Management)
공적관리(PubIM)란 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공공영역(정부 또는 공
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관개관리 방식을 말한다(이성희 2011: 16).3)
공적관리에서 농업인은 단순히 농업용수 이용자일 뿐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또한
공공영역에서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한국농어촌공사
(2000년 당시 농업기반공사) 출범 이후 공적관리(PubIM) 방식으로 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건설된 개발도상국의 관개시설들은 공적
관리(PubIM) 방식으로 개발 및 운영되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민들이
유지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개시설의 유지관리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
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형 관리(PIM) 개념이 도입되었다. 현재
3) 이성희(2011)는 소유권과 관리권만을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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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관리(PIM)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공적관리(PubIM) 방식에
서 참여형 관개관리(PIM)로 전환한 경우이다.

2.3. 참여형 관리(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공적관리(PubIM) 방식의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1980년대 필리핀, 태국, 인도네
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참여형 관리(PIM)를 시작하였고 이후 사회주의 붕괴에
따라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관리
(PIM)가 확산되었다. 1984년 FAO에서는 농민이 스스로 조직화를 통해 관개 시스
템에 참여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주요 개발도상국에서는 관개시설물에 대한 소유
권과 관리권을 농민으로 이전하는 참여형 관리(PIM)보다 강화된 형태의 관개관
리이전(IMT)이 적용되었다. 1989년에는 멕시코가 관개관리이전(IMT) 방식을 농
업용수 관리에 적용하였으며, 동유럽의 민주화, 소련 붕괴와 맞물려 동유럽과 중
앙아시아에 참여형 관리(PIM)가 확산되었다.

<표 2-12> 참여형 관리(PIM)의 발전과정
단계

연도

내용

도입기

~1988년

PIM 초창기 도입

확산기

1989~1994년

사회주의 붕괴에 따라 동유럽, 중앙아시아에 급속히 확산

발전기

1995년~

INPIM 설립에 따라 PIM이 정착, 발전

자료: 이성희(2011: 23).

과거에는 주로 개발 원조를 받은 나라에 국한되어 참여형 관리(PIM)가 적용되
었다면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도 참여형 관개관리
(PIM)를 도입하고 있다. 1995년에 세계은행(WB)이 주도하여 관개시설 이해관계
자들의 능력배양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
도 및 조직개선을 지원하는 INPIM(International Network on Participatory

28 |

Irrigation Management)을 설립하여 참여형 관리(PIM)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용수이용자연합회(WUA)의 기능과 역할은 참여형 관리(PIM)의 유형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Peter(2004)는 규제, 시설물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 유지
관리 책임, 물 비용 징수 관점에서 용수이용자연합회(WUA)의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형 관개관리(PIM) 형태를 구분하였다(<표 2-13, 2-14> 참고).

<표 2-13> 관리유형별 국별 비교
관리유형

P
I
M

내용

해당 국가

I 유형

농업인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짐

멕시코, 일본, 대만

II 유형

농업인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만 가짐
(소유권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있음)

터키, 인도, (필리핀)

III 유형

정부/공공기관이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
고 있으며, 농업인은 유지관리 업무에 협조하는 방식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공적관리

정부/공공기관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짐

한국, 개발도상국

민영화

민간회사가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짐

호주, 네덜란드

자료: 이성희(2011: 21)의 <표 3-6>을 수정 및 보완함.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관개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정부에서 소유하
고 있는 공적 관리(PubIM)로 분류된다. Ⅲ유형은 참여형 관리(PIM)의 유형 중 하
나로 관개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은 정부에 있다. 농민이 유지관리에 참
여하는 국가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Ⅱ유형은 농민은 시설물에 대
한 관리권만 가지고,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
태로 터키, 인도, 필리핀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개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
로 Ⅰ유형은 농업인이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관개
관리 방식으로 멕시코, 일본, 대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네덜란
드는 관개관리를 민영화한 국가이다. 농업용수에 관한 규제 권한만 정부가 가지
고,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 등 모두 권한을 용수공급기업이 가진다.
우리나라 농업용수 관리 역사를 참여형 관리(PIM) 유형에 대응시켜 보면 2000
년 이전(한국농어촌공사 출범 전)에는 용수이용자연합회(WUA, 농지개량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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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농지개량조합이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
을 가지고 있어 Ⅰ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되면서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공적 관리됨에 따라 공적관리(PubIM)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4)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세계 많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관리(PubIM) 방식에서 농민이 농업용수 관리에
참여하는 참여형 관리(PIM)나 관개관리이전(IMT)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표 2-14> 농업용수 관리 방식 비교
①

②

③

완전한
공적관리

기관의 유지관리
(이용자 참여)

공유 관리

규제 권한

정부/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자산 및 시설
소유권

정부/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용수이용자
연합회

용수이용자
용수공급기업
연합회

유지관리
책임

정부/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Both

용수이용자
연합회

용수이용자
용수공급기업
연합회

용수이용료
징수

정부/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Both

용수이용자
연합회

용수이용자
용수공급기업
연합회

대표 단체

정부/
공공기관

용수이용자
연합회

용수이용자
연합회

용수이용자
연합회

용수이용자 기업과 이용자
연합회
위원회

활동

④

⑤

용수이용자
완전한
연합회 소유 용수이용자
(공공기관 규제) 연합회 관리
용수이용자
연합회

⑥
관개관리
기업/위원회
정부/
공공기관

PIM(IMT 포함)
관리유형

PubIM

국가 사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한국

2000년대
이후

Ⅲ유형
(농민관리
능력강화)

Ⅱ유형
(관리권)

Ⅰ유형
(소유권과 관리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필리핀)

일본
대만

멕시코

민영화

호주
뉴질랜드

2000년대
이전

자료: 이성희(2011: 21)의 <표 3-3>을 수정 및 보완함.

4) 단, 시군 관리지역은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군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관리권은 해당 지역의 수
리계가 가지고 있어 II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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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개관리이전(IMT)/분권형 관리(DIM)
참여형 관리(PIM)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 관개시스템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전하는 정도에 따라 관개관리이전(Irrigation Management
Transfer: IMT) 또는 분권형 관리(Decentralization Irrigation Management: DIM)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관개관리이전(IMT)은 관개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용수이용자연합회에 이
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분권형 관리(DIM)는 관개시설의 소유권은 공공 부분에서
소유한 채 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밖에도 관개관리를
민간회사에 이전하는 민영화(Privatization)가 있는데 이는 참여형 관리(PIM)로
보지 않는다.

3.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목표 재정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농업용
수리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완공된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
권,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관리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따라 관리 방식을
구분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농업용수 공급에 드는 비용
을 최소화하는 데 그 배경이 있다.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
구도 대부분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를 통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 지난
20년간 농어촌공사가 물관리를 전담하여 농업인 주도의 물관리 조직이 와해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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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업
인의 노동력 투입을 전제로 하는 물관리 참여 방식이 적절한 방식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농정 틀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
라 농업의 긍정적인 환경서비스 공급 기능이 중요해지고, 통합물관리에 따라 농
업용수 수요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수리시설을 관
리하는 활동 위주의 참여형 물관리가 유효한 방식인지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 기존에 검토되었던 수요관리 활동은 용배수로 수초
제거 등 수로정비, 밭 작물 재배, 건답직파 등 농업인의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이 전
제되어 있는 활동 위주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농업용수 사용량은 줄일 수 있는 활
동이지만 현재의 농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활동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2-3>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목표 재정립
As-Is

To-Be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활동 중심

노동력 투입이 적은 활동 중심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활동 위주

⇒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 활동 위주

관리자(공사)와 이용자(농민)의 역할을
구분하는 농업용수 관리

관리자(공사)와 이용자(농민)가 협력하는
농업용수 관리

유지관리비 부담 경감 목표

인센티브 공유 기회 확대

자료: 저자 작성함.

또 저수지 및 양배수장 관리,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활동 위주
로 편성되어 있는 관리활동을 환경생태유량 확보, 농업 비점오염 저감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여 농업의 긍정적 환경 서
비스 공급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농업용수 손실은 농어
촌공사, 비구조적 손실은 농업인이 책임을 진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농
업용 수리시설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와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협력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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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리시설의 유
지관리비 부담 경감을 참여형 물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지난 20년간 농어촌공사가 물관리를 전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참여형 물관리를
통해 관리자와 이용자가 인센티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참여
형 농업용수 관리의 목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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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설문조사는 수리시설 이용 및 관리, 통합물관리 정책에 관한 인지도, 수리시설
관리의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박석두 외(2010)에서 수리
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교 분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농업인의 수리시설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통합물관리 정
책에 대한 인지도, 농업인의 수리시설 관리의 참여 의향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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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 대상은 농업인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통신원 1,591명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598명이 회신하여 37.6%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는 이메일로 조사표를 발송하고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3-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설계

2020. 7. 10. ∼ 8. 10.

조사 기간

2020. 9. 7. ∼ 9. 21.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대상

총 1,591명

조사 방법

이메일 조사

자료: 저자 작성함.

1.3. 응답자 특성
응답자는 연령, 지역, 영농규모, 관리 주체(공사관리/시군관리), 수리시설 등 5
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48.7%로 많았으며, 영농
규모는 1ha 이하에 속하는 농업인이 63.4%로 가장 많았다. 지역은 고루 분포하고
있는 편이며, 이용하고 있는 수리시설은 관정이 53.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저
수지가 30.9%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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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농업인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사례 수

전체

비율
598

100.0

연령별
~ 50

113

19.2

51 ~ 60

190

32.2

61 ~ 70

247

41.9

71 ~

40

6.8

논

288

29.9

경작지(중복)
밭

369

38.4

시설

100

10.4

과수

205

21.3

영농규모별
~ 1ha

379

63.4

1 ~ 3ha

120

20.1

3ha ~

99

16.6

저수지

204

30.9

양수장

68

10.3

수리시설별(중복)

양배수장

34

5.1

관정

355

53.7

자료: 저자 작성함.

2. 주요 분석 결과
2.1. 수리시설 만족도
농업인 중 47.1%가 농업용수의 이용 수량과 시기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수리시설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영농규모별로는 3ha이
상의 농업인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두 외(2010b)에서도 농업용수 이용 수량과 시기에 대한 만족도는 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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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16.9%에서 20.0%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만족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농업용수 이용 수량과 시기 만족도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표 3-3> 농업용수 이용 수량과 시기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86

5.8

14.2

32.9

36.5

10.6

100.0

사례 수

전체

계

연령별
~50

113

5.3

15.9

38.9

31.9

8.0

100.0

51~60

188

6.4

17.0

33.0

35.1

8.5

100.0

61~70

243

6.2

10.3

30.5

39.9

13.2

100.0

71~

37

2.7

18.9

29.7

35.1

13.5

100.0

영농규모별
~1ha

370

7.0

12.2

34.9

35.9

10.0

100.0

1~3ha

118

3.4

13.6

29.7

42.4

11.0

100.0

3ha~

98

4.1

22.4

29.6

31.6

12.2

100.0

저수지

181

5.0

16.6

27.1

40.9

10.5

100.0

양수장

64

6.3

17.2

29.7

34.4

12.5

100.0

양배수장

33

0.0

15.2

42.4

39.4

3.0

100.0

관정

334

3.6

13.2

34.7

37.1

11.4

100.0

수리시설별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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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농업용수 노선별, 상하류별 배분에 관한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표 3-4> 농업용수 노선별, 상하류별 배분에 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체

575

7.0

24.2

39.0

27.3

2.6

100.0

~50

110

6.4

27.3

35.5

29.1

1.8

100.0

51~60

185

8.6

28.1

37.3

23.8

2.2

100.0

61~70

237

6.3

20.3

42.6

27.8

3.0

100.0

71~

38

5.3

18.4

36.8

34.2

5.3

100.0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연령별

영농규모별
~1ha

361

7.8

23.3

40.2

26.9

1.9

100.0

1~3ha

117

2.6

21.4

41.0

31.6

3.4

100.0

3ha~

97

9.3

30.9

32.0

23.7

4.1

100.0

저수지

177

7.9

24.9

36.7

28.2

2.3

100.0
100.0

수리시설별
양수장

62

3.2

35.5

30.6

22.6

8.1

양배수장

33

3.0

15.2

51.5

27.3

3.0

100.0

관정

326

4.6

25.5

40.5

27.6

1.8

100.0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용수 배분에 관한 질문에서는 과거에 비해 불만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
다. 박석두 외(2010b)에서는 농업용수 배분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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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다고 했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배분
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농규모 3ha 이상의 농업인과 수리
시설로 양수장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용수와 배분에 대한 불만은 수리시설의 용수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과
거에 비해 양수장을 이용하는 시설 농가의 수가 많아졌고 재배 작물이 다양해져 물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용시기가 다양해진 결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인터뷰 조사에서는 농업용수의 수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저수지에 슬러지는 계속 쌓이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저수지 담수
량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구조화로 인해 수로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농업환경의 변화, 용배수로의 구조화, 수리시
설 관리 소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용수 사용과 배분에 관해 불만이 가중된 걸로 추정
되며 이에 대한 수리시설 관리 주체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5> 농업용수 수량 및 배분 문제에 대한 주요 의견
“저수지 밑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계속 준설했어야 했는
데 저수지 준설을 안 하면서 습지로는 저수지 담수량이 감소했어.”
“옛날에는 배수로가 토공수로이기 때문에 물을 내리게 되면 논을 거쳐서 바다로 가는
데 10시간이 걸렸다면 요즘은 현대화되어 유속이 빨라 4시간도 안 걸려요.”
“저수지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현대화가 된 수로는 물의 유속이 빨리 지나가요. 반면,
토공수로는 수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넣게 되면 말단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
려요.”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농업용수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근소
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조사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5% 정도 높아진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만족
스럽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60대 이하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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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약 40% 수준으로 많았으나 60대 농업인은 만족
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
별로는 3ha 이상의 농업인의 54.7%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3ha 미만
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시설별로 살펴보면 저수
지와 양수장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
면, 양배수장과 관정을 이용하는 농민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조사에서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불만족은 저수지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주된 불만 사항으로는 저수지 주변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
제, 토사준설이 안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관
리가 잘된다고 만족하는 의견도 존재하여 과거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된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되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여전히 낮아 지속적인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 개선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표 3-6>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주요 의견
“저수지를 농어촌 공사가 관리를 안 해요. 이장님이 전화로 물 넘친다고 열어라 하면
열고 문 닫아라 하면 문 닫는 상황이에요.”
“수질 검사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밑에 내려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대충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준설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옛날에는 준설해서 저수지 근처에 버린 다음에
했는데, 요즘에는 물어보니까 뭐 반경 5km 이내를 못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을 하려고 해도 준설하는 걸 부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하
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물 관리 하고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죠.”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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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표 3-7>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만족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579

11.1

24.4

31.3

29.2

4.1

100.0

논

112

12.4

30.1

25.2

28.0

4.3

100.0

밭

186

11.1

23.6

35.3

27.2

2.8

100.0

시설

241

14.4

23.7

37.1

22.7

2.1

100.0

과수

35

9.0

23.5

30.5

32.5

4.5

100.0

구분

사례 수

전체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경작지형태

연령별
~50

112

17.0

26.8

25.9

26.8

3.6

100.0

51~60

186

12.4

26.3

29.6

26.9

4.8

100.0

61~70

241

8.3

20.7

36.1

30.3

4.6

100.0

71~

35

5.7

25.7

25.7

42.9

0.0

100.0

영농규모별
~1ha

363

11.8

20.4

35.0

28.7

4.1

100.0

1~3ha

119

7.6

21.8

28.6

37.8

4.2

100.0

3ha~

97

12.4

42.3

20.6

20.6

4.1

100.0

저수지

179

11.2

32.4

23.5

29.6

3.4

100.0

양수장

64

9.4

39.1

20.3

23.4

7.8

100.0

양배수장

32

15.6

21.9

28.1

31.3

3.1

100.0

관정

330

9.1

24.8

32.4

30.0

3.6

100.0

수리시설별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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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용배수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인의 45% 정도가 용배수로의 관리에 대해 만족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 영농규모별, 수리시설별에 관계없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박석두 외(2010b)의 설문
결과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과거에 비해 배수로 관리는 개선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조사에서도 농업인들이 공사측에 말단 수로 관리에 대한 요구를 하더라
도 인력 문제로 인해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랜 기간 농업인
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농업인은 수리시설 관리 문
제를 시·군 민원으로 신청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농조시대 이후 농어촌공사가 출범하면서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관리는 공사와 시군이 담당했으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농어촌
공사의 관리 비용 재원 마련과 관리 인력 부족의 문제로 말단 수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 이상 말단 수로 관리를 공
사측에 기대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대책 마
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 3-8> 농업용수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토사준설의 문제에 대한 주요 의견
“수리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하지만 해결이 잘 안 돼요.”
“태풍 이후에 배수로가 막혀 농어촌공사에게 민원을 계속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시
쪽에 민원 넣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쪽이 훨씬 빨라요 요즘은...”
“ㅇㅇ시에서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억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ㅁㅁ지사 쪽으로 이관해 달라고 해서 이관한 경우도 있어요. ㅁㅁ지사로 넘어가면 ㅇ
ㅇ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XX시는 ㅇㅇ시에 비해 투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
서...”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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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토사준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표 3-9>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토사준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79

14.4

그렇지 않다
30.7

보통이다
32.6

그렇다
20.7

매우 그렇다
1.6

계
100.0

연령별
~50

111

18.0

28.8

31.5

20.7

0.9

100.0

51~60

185

14.1

31.4

31.9

20.0

2.7

100.0

61~70

238

14.3

29.4

34.5

20.6

1.3

100.0

71~

37

8.1

37.8

29.7

24.3

0.0

100.0
100.0

영농규모별
~1ha

361

13.0

27.4

37.1

21.6

0.8

1~3ha

118

15.3

31.4

28.0

22.9

2.5

100.0

3ha~

97

18.6

42.3

21.6

14.4

3.1

100.0

저수지

179

18.4

34.1

24.0

22.9

0.6

100.0
100.0

수리시설별
양수장

64

14.3

41.3

22.2

17.5

4.8

양배수장

32

25.0

18.8

43.8

9.4

3.1

100.0

관정

328

13.7

33.2

30.8

21.0

1.2

100.0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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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농업용수 이용 시 불편사항

<그림 3-6> 불편사항의 발생원인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용수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는 ‘수량 부족’, ‘이용시기’, ‘수로관리 미비’ 순
으로 응답하였다. 박석두 외(2010b)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었으나 ‘수로관리 미
비’가 1순위에서 3순위로 변화하였다. 즉 농업용수의 불편 사항이 과거에는 수로
관리에서 수량부족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원인으로는 위의 설
문조사 내용에서도 언급된 재배작물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시기가 달라지게 된 점,
시설 농가가 많아져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 저수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저수
지 담수량 감소 등으로 판단된다.
불편사항의 원인으로 ‘관리인력 부족’과 ‘관리인력의 행정업무 편중’이 40%
수준으로 높은 점과 위의 언급된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수리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 주체와
농업인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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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용수 이용 관련 불편 사항
<그림 3-7> 문제발생 시 해결방법 만족도

<그림 3-8> 불편사항에 대한 상의 대상

자료: 저자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용수 이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34.9%로 ‘만족한다’는
응답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다. 불편사항에 대한 상의 대상은 ‘동네대표’,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문제가 발생했을 시 수리시설 관리담
당자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마을 단위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 해결을 마을 단위에서 해결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물관리 주체와 상의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수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물관리
주체(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등)와 상의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42.9%로
많았다.
물관리 주체와 상의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는 ‘물관리 주체와의 소통채널 부족’
과 ‘관리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많이 응답하였다. 즉, 수리시설 관리 주
체와 이용자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 마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나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농업인 입장에서 물관리 주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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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물관리 주체와 상의 용이성

<그림 3-10> 상의하기 쉽지 않은 이유

자료: 저자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함.

<표 3-10> 농업용수 관리 주체와의 소통에 관한 주요 의견
“수리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하지만 해결이 잘 안 돼요.”
“농조에서 공사로 전환된 후 큰 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좋아진 측면은 있지만 세
부 민원처리에는 소극적이에요.”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그림 3-11> 농업용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개선 사항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업용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는 ‘용수확보’,
‘수리시설 노후화 및 기능 상실’, ‘물 배분 갈등 해소’ 순으로 응답하였다. 농업인
은 여전히 농산물 생산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 중 하나로 농업용수 확보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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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용수의 중요성과 더불어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
용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
한 물관리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외에도 ‘실질적 관리 인력 부족’도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물관리
주체의 관리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
제는 과거의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된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재원 확
보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끌어 낼 필요가 있다.

2.3. 통합물관리 정책 인지도
통합물관리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물관리 정책을 설
명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그림 3-12> 통합물관리 정책 인지 여부

<그림 3-13>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인의 약 59%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령별, 영농규모별, 수리시설별로 분류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통합물관리 관련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농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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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책이 시행됨에 따른 농업용수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업인은 통합물
관리를 통해 ‘물관리 전문성 제고’, ‘정부부처 간 갈등 및 협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이 중 ‘물관리 전문성 제고’ 항목을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현재
농업용수 관리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4> 통합물관리에 맞춰 농업용수
정책 변화 필요 여부

<그림 3-15> 통합물관리로 농업용수에 대
한 규제발생 시 찬반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통합물관리에 맞춰 농업용수에 관한 정책도 변화해야 된다는 응답은 약 75%를
차지하였다. 이는 통합물관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의미
를 부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농업용수에 관한 정책에 만족도가 낮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물관리의 목적에 따라 농업용수에 다소 규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서도 약 40%가 찬성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해도 정책 변
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물관리에 따른 새로운 정책
을 수립에 대해 농업인의 반응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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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여부
농업용수 절약을 위해 농업인이 농업용수 관리에 참여할 의향 여부를 묻는 질
문에는 응답 비율의 약 84%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
은 물 절약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차후 통합물관리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수요관리 원칙에 의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 생각하는 관리 참여 방식으로는 ‘물관리 계획 등 의사결정에 참여’,
‘농업인이 참여하는 조직 구성’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력 투입보다는 의견 제시하는 참여 방식을 선
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조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주
로 수세와 노동력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화
를 통해 수리시설 관리를 대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부터 농업
용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노령화로 인해 노동
력이 부족 등의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1>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에 관한 주요 의견
“수세라는 말이 등장함과 동시에 경기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몇 번 이야기 나오면 맨날 농어촌공사와 싸운 이야
기만 해요.”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어. 어르신들만 남아서 있지. 농담 삼아 전화로 농사짓는다고 하
는데 말단수로 정리할 인력도 없고 할 수가 없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 주변의 농가들을 조직화 시켜가지고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통해 조합원이 저수지 주변을 관리하면
더 잘되겠죠.”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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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여부

<그림 3-17> 농민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방식

자료: 저자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함.

<표 3-12>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농업인의 관리 참여 의향
단위: %
구분

사례 수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580

0.5

4.1

11.0

64.7

19.7

100.0

~50

113

0.0

3.5

11.5

69.9

15.0

100.0

51~60

187

1.6

4.3

10.7

61.0

22.5

100.0

61~70

243

0.0

3.7

10.7

67.5

18.1

100.0

71~

35

0.0

8.6

14.3

48.6

28.6

100.0

~1ha

366

0.0

4.9

13.1

65.3

16.7

100.0

1~3ha

118

1.7

2.5

8.5

61.9

25.4

100.0

3ha~

96

1.0

3.1

6.3

65.6

24.0

100.0

저수지

181

0.6

1.7

11.0

58.6

28.2

100.0

양수장

64

0.0

0.0

7.8

73.4

18.8

100.0

양배수장

33

0.0

6.1

9.1

60.6

24.2

100.0

관정

328

0.6

3.0

9.1

67.7

19.5

100.0

연령별

영농규모별

수리시설별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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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농업용수 절감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용수 절약을 위해 농업인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물 절감에 대한 교육이
수’, ‘용수절감 영농법 도입’, ‘개량 물꼬설치’, ‘공동체 내 용배수 시기 조정’ 등 순으
로 나타났다. 농업인은 물 절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물에 절약 방법을 실천하고 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조사에서도 물 절약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인식 전환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나타났다.

<표 3-13> 농업용수 수요관리 활동에 관한 주요 의견
“심리적으로 아주 뭐 물로 물을 절약하자 표현보다는 물이 안 나가게 하자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농사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많아요. 관행대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 절
약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새롭게 유입되는 농가들에게 물절약하는 방법을 가르
친다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따라서 통합물관리에 따른 정책 시행 이전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물 절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물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시키면 정책 안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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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량물꼬와 물막이 판 설치 사업은 농가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인터뷰 조사에서도 일부 농가들은 논의 물
새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추후 결과를 검토
하여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내 용배수 시기 자율적 조정’은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여 농업용수를 효
율적으로 절약하며 이용하는 것으로 일할급수와 유사한 방법이다. 공동체 간 협
의가 충분한 필요한 사항으로 만약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수요관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물관리 주체(농어촌공사와 시군)와
농민 간의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9> 절약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고
하였을 경우 관리 참여 여부

<그림 3-20>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위한 물
관리 조직 참여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용수를 절약한 만큼을 정부에서 보상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을 때 농업용
수 관리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약 70% 응답 비율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는 물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에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차후 수요관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물관리 조직 참여 여부에서 약 63% 응답 비율이 참여한
다고 응답하였다. 농업용수의 수요관리는 수리시설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사
용자 간 협의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물관리 조직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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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의 불만사항은 수리시설
관리에서 농업용수 수량 확보 측면으로 변화하였다. 박석두 외(2010b)의 설문조
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농업용수 수량과 배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으며 농
업용수 불편사항의 1순위와 2순위로 농업용수의 수량 부족과 이용시기가 지적되
었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재배 작물이 다양해져서 이용시기가 변화한 점,
시설 농가가 증가하여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한 점, 저수지 관리 소홀로 인한 저수
지 담수량 감소 등으로 사료된다.
둘째,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용배수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과거에 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하였으나 농어촌공사의 관리 비용 문제
로 인해 말단 수로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업인의 물관리 주체(농어촌공사와 시군)의 불신은 심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 농업용수 불편사항 발생원인으로는 관리 인력 부족과, 관리 인력의 행정 업
부 편중이 2순위, 3순위로 지적되었으며 문제 발생 시 주로 스스로 해결하거나 동
네 대표에게 상의하는 등 관리 주체와의 상의가 용의하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이
러한 인원으로는 관리 주체와의 소통채널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를 볼 때 농업인
은 물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물관리 주
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농업인은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통합물관리으로 인
한 정책 변화에는 수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업용수 사용에 있어 다소
규제가 발생하더라도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추후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은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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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농업인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물 절감에 대한 교육이수’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가장 수용성이 높은
‘물 절감에 관한 교육’을 통해 물 절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면 정책 안착에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지원금을 통한 물관리 참여 여부와 농업용수 관리
를 위한 물관리 조직에 참여 여부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물관리 조직을 형성
하여 일할급수와 같은 방식을 통해 물을 절약하며 절약한 만큼을 보상금으로 지원
하는 인센티브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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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활동 분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활동 분석

본 장에서는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를 통해 농업용수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수요관리 활동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 분석한 참여형 농업용수 관
리 목적 재정립과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의
전제는 고령화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 용배수
로 수초제거 등 수로정비, 밭 작물 재배, 건답직파 등 농업인의 추가적인 노동력 투
입이 전제되는 활동은 제외하였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는 구조적 농업용수 손실은 농어촌공사, 비구조적 손실은 농업인이 책임을 진
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관리자인 공사와 이용자인 농업인이 협력해서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농업인 면접 및 설
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요관리 활동 가운데
막연히 “농업용수를 아끼자”는 접근방식은 농업인의 반감을 사 참여율이 떨어지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는 물을 막자”는 접근을 통해 농업용수를 절
약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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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업을 통한 수요관리 활동
1.1. 사례 발굴: 윤환관개를 활용한 수요관리(동진지구)
전북 김제시 일대의 동진지구는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의 일부분
으로 동진강과 만경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동진지구는 섬진강댐을 수원공으로
김제간선, 정읍간선, 동진도수로의 용수로(연장 59km)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역
면적은 76,300ha, 수혜 면적은 33,177ha에 달한다(김경묵·김진택 2013: 11).
<그림 4-1> 섬진수계 관내도

자료: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내부자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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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농경지(관개구역)에 비해 농업용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관개구역에
동시에 급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개구역을 상류부와 하류부로 나누어 요일별
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윤환관개(일할급수) 형태의 용수공급 시스템을 운영하
여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남원호 외 2013: 50). 동진지구 윤환관
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4-2>의 일할급수 안내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4-2> 급수일할 안내문(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자료: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내부자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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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개방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관개 효율 분석: 안성시
마둔저수지
본 절에서는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모의 관개 효율 분석을 실시하여 관개방식
에 따른 농업용수 절약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았다. 관행적 물관리는
현장 물관리자의 경험에 의해 운영되어 관개량에 대한 계측정보가 부족하여 용수
공급 효과에 대한 평가방안이 미흡하다. 취수량과 관개량, 필요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며, 농촌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도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리수문 모형을 이용한 용수공급 모의를 통하여 관개 시
나리오에 따른 관개량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용수사용량 및 수문조절을 통한
용수의 합리적 배분 모의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관개 시나리오(연속, 간단, 윤환)
에 따른 저수지, 수로, 들녘별 관개량 변화 모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간단 및 윤
환관개를 실시할 경우 간선수로의 통수 일수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윤환관개 여부에 따른 정확한 관개효율
분석을 위해서는 실증 분석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1.2.1. 대상지역 현황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마둔저수지는 주수원공으로 유역면적 1,240ha, 수혜
면적 529.5ha, 유역배율은 2.3, 유효저수량은 4,707천 ㎥이다. 마둔저수지는 2016
년부터 이어진 가뭄에 의한 영향으로 2017년도 저수지 저수율이 1% 미만으로 떨
어져 농업용수 운용이 어려웠으며, 가뭄대책 방안으로 양수저류 시설을 통해 안
성천, 조령천의 남산취입보, 쌍취입보, 마둔취입보 등에서 취수하여 용수공급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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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경기도 안성 마둔저수지 제원
시설명

위치

구분

마둔

경기도
안성시

주수원공

유역면적(ha)

수혜 면적(ha)

1,240

529.5

유역배율
2.3

유효저수량(천 ㎥)
4,707

자료: 방나경 외(2020: 3).

<그림 4-3> 마둔저수지 용수로 및 수혜 면적 평면도

자료: 저자 작성함.

마둔저수지는 2015년에 영농이 시작되는 5월 초 저수율이 73%에서 수확기 종
료 후인 10월 초 10%까지 감소했다. 이듬해 2016년 5월 초 저수율은 41%로 평년
저수율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초 저수율은 16%로 이듬해인
2017년 5월 초 저수율 33%까지 약 17% 정도만 회복되었다. 2017년 6월에는 저수
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사수위 아래까지 낮아지는 심각한 가뭄 상황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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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마둔저수지 평년저수율 및 2015~2017년 저수율 변화

자료: 저자 작성함.

<그림 4-5> 마둔저수지 수혜구역 및 수혜 면적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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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수리모델을 이용한 관개방식에 따른 농업용수 절감 효과 분석
마둔저수지는 간접 공급지역을 제외하고 저수지의 수혜 면적은 총 244.98ha이
며, 1개의 마둔간선과 5개의 지선, 13개의 지거로 이루어져 있다. 모의분석을 위해
저수지 초기 저수율은 100%로 설정하였다.

<그림 4-6> 마둔저수지 간선, 지선별 수혜 면적 및 용수계통도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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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기간 20일, 침투량과 증발산량은 하루 4mm, 포장의 목표담수심 60mm, 저
수지 공급유량은 1 CMS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관개방식은 연속관개, 간단관
개, 윤환관개로 구분하였으며, 목표담수심 도달 후 포장의 공급중단과 수로공급
중단 등 수문 조작 설정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의결과는 관
개방식 시나리오에 따라 <그림 4-7~12>와 같다. <그림 4-13>은 전체 모의기간에
대한 포장 공급량(㎥)을 관개방식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관개방식은 연속관개, 간단관개, 윤환관개로 구분하였다. 연속관개는 모의기
간 동안 계속 이어서 연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설정하였다. 간단관개는 급수
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시간 관개한 후 일정시간 공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일정시간 관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4일마다 용수공급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윤환관개는 가뭄시, 생육시기별 저수량에 따라 저수지의 가뭄특보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제한급수시기, 제한급수량과 윤환관개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김태철 외 2003: 69).
본 분석에서는 관개가 필요한 구역을 분할한 후 차례대로 용수를 급수하는 방
법으로 모의 시작 후 10일까지는 상단부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전체 수문 개
도율을 100%로 설정하였고, 11일부터 상단부인 오산지선, 마둔 1~8지거, 농촌지
선의 수문 개도율을 50%로 감소하게 하였다. 같은 조건에서 각 필지의 목표담수
심을 만족할 경우 수문을 닫도록 설정하여 모의하였다.

<그림 4-7> 마둔저수지 연속관개 모의결과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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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마둔저수지 연속관개·수문 조작 모의결과

자료: 저자 작성함.

<그림 4-9> 마둔저수지 간단관개 모의결과

자료: 저자 작성함.

<그림 4-10> 마둔저수지 간단관개·수문 조작 모의결과

자료: 저자 작성함.

<그림 4-11> 마둔저수지 윤환관개 모의결과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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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마둔저수지 윤환관개·수문 조작 모의결과

자료: 저자 작성함.

모의기간 동안 포장에 공급된 공급량을 비교한 결과, 연속관개 > 윤환관개 > 간
단관개 순서로 공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문 조작을 실시했을 때는 연속
관개 > 간단관개 > 윤환관개 순서로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둔저
수지의 관개 시나리오 적용 결과, 연속관개의 경우 수문 조작을 실시하게 되면 포
장공급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였으며, 간단 또는 윤환관개를 실시할 경우 공급
량을 8%에서 43%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둔저수지에서 공급되는 용수는 각 포장을 거쳐 대부분 하천으로 배수되어 하
류부의 취입보 등을 통하여 타 용수공급체계 금광, 고삼 권역의 수혜구역으로 전
달되고 있다. 또한 과거 529ha에서 최근 380ha로 농경지 감소가 있어서 실질 용수
량은 감소하였으나, 말단 수혜 면적에 필요수량을 보내기 위해 수위 유지에 필요
한 관리손실량을 포함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개 관행에 따른 용수공급
효율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민의 물꼬관리와 물관리자의 간단 및 윤환관개의 실시에
따라 공급량에 절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관개 효율은 간단관개와 윤환
관개를 통해 개선 가능하며, 관리자의 관개 관리뿐만 아니라 농민의 적극적인 참
여로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물관리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 즉, 수문 조작과 관
개방식의 조절에 따른 참여형 관개방식을 적용하여 관리손실량을 고려한 수요측
면의 용수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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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마둔저수지 관개 시나리오별 모의결과

자료: 저자 작성함.

<표 4-2> 마둔저수지 관개 시나리오별 모의결과
구분

연속관개

연속관개
(수문 조작)

간단관개
(수문 조작)

간단관개

윤환관개

윤환관개
(수문 조작)

공급량(㎥)

1,810,800

1,616,400

1,033,200

1,033,200

1,728,000

1,728,000

포장공급량(㎥)

1,717,484

783,828

975,726

672,455

1,519,196

72,238

무효방류량(㎥)

1,135,881

8,590,766

628,632

3,378,868

2,584,368

18,301,074

자료: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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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 주도 수요관리 활동
다음으로는 농업인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인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요관리 활동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서 나온 의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현재 농촌 지역에는 지거 수준의 수로를 정리할 인력이 없어
수로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을 최대한 자제한 상태에서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활동, 두 번째는 단순히 “농업용수를 아끼자”는
접근 방식은 농업인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새는 물을 막자”는 접근을 통해
농업용수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농업용수를 아끼자”가 아
니라 “새는 물을 막자”라고 접근하는 이유는 농업인들은 “농업용수를 아끼자”라
는 메시지 속에 농업인들이 평소에는 농업용수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수요관리를 효과를 얻는 경우에도
농업인의 반감을 줄일 수 있도록 새는 물을 막기 위한 수요관리 활동이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된다.

<그림 4-14> 논둑에서 물이 새는 경험

<그림 4-16> 논둑 폭이 좁아지는 경험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분석 결과 일부 농가에서 논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논둑 폭이 과거에 비해
좁아짐에 따라 논둑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져서 농업용수 사용량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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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논둑 관리가 부실해지고, 논둑 폭이 좁아진 이유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이 고령화됨에 따라 논둑의 풀을 깎기보다는 손쉽게 제초제를
사용하여 논둑 풀을 없애고 있다. 그 결과 논둑에는 풀이 남아 있지 않아 맨흙이 밖
으로 드러나고, 맨살을 드러낸 논둑은 장마철 비에 군데군데 무너지는 상황이 자
주 벌어지고 있다.
둘째, 제초제의 발달로 논에 물을 가두는 노력이 소흘해지고 있다. 논에 물을 가
두는(담수) 이유는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여 생산량을 늘이는 데 이유가 있다. 하지
만 제초제가 발달함에 따라 손쉽게 논에서 잡초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담수에 소
흘해지고, 논둑 폭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셋째,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농작로가 완비되어 사람과 농기계의 이동통로로 사
용되던 논둑이 기능을 상실하여 논둑 폭은 줄어들고, 논둑은 단지 논과 논의 경계
를 구분짓는 역할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좁아진 논둑은 담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
어 논둑으로 물이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넷째, 친환경 단지 내에서는 환경개선에 따라 드렁허리, 두더지, 들쥐 등 동물의
서식빈도가 증가하여 논두렁이 파괴되어 관개수가 유실되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민
들 가운데 64.6%가 논둑으로 물이 새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각종 동물 및 곤충 등으로 인한 훼손, 관리 소홀, 제초제 사용, 시설 노후화,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논둑이 폭이 좁아졌다는 경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2%
가 과거에 비해 논둑 폭이 좁아졌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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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논둑 관리에 대한 주요 의견
“논 농사가 예전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예전보다 논둑이 좁아져서 그래요.
논둑을 두껍게 해서 물을 가둬야 잡초가 안 나니까. 요즘에는 제초제가 나오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논둑을 좁히기 시작했어.”
“아주 많이 옛날에는 한번 가둬두면 뭐 사람들이 터지는 걸 걱정했어 물이 높은데 안 흘
렀는데 비가 오면 둑이 터져버리니까 그걸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물이 너무 쉽게 빠져
요. 아예 빠져나간다고, 관리를 안 해서 그래.”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이렇게 좁아지고 관리가 부실한 논둑은 물을 가두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
고 담수 능력이 떨어져 관개수 유실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적합한 활동으로 충청남도농업기술
원에서는 논두렁 물막이판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농가에 보급하
고 있다. 논두렁 물막이판이란 논두렁에 70cm 깊이로 물막이판을 매설하고 5cm
두께의 흙을 덮어 논둑을 25cm로 조성하면 20cm까지 담수가 가능해져, 논물 유
실 방지효과가 탁월한 기술이다.

<그림 4-17> 논두렁 물막이판 설치작업

자료: 밥상뉴스(www.b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9, 검색일: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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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물막이판을 설치한 논과 설치를 하지 않은 논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논에서는 하루 평균 8mm의 논물이 유실되었지만, 물막이판을 설치한 논은 논물
유실량이 3mm 줄어든 하루 평균 5mm가 유실되었다. 이를 관개기 100일로 환산
하여 단순 계산을 하면 300mm의 논물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동시에 논두렁 물막이판 설치는 담수 능력을 개선하여 잡초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까지 가져와 결과적으로 제초제 사용을 줄여 환경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
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시행한 현장실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막이판을
설치한 논은 설치를 하지 않은 일반 논에 비해 잡초 발생량이 65.8g/㎡에서 18.6g/
㎡으로 70% 줄어든 효과를 보였다.

<그림 4-18> 하루평균 논물 유실량

<그림 4-19> 잡초 발생량

자료: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영농기술정보
(cnnongup.chungnam.go.kr,
검색일: 2020. 10. 27.).

자료: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영농기술정보
(cnnongup.chungnam.go.kr,
검색일: 2020. 10. 27.).

논두렁 물막이판 설치사업이 가진 장점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에서 실시하고 있는 콘크리트 물막이 시설은 설치비가 100m 350만 원에 달하지
만, 논두렁 물막이판은 10a당 설치비가 17,600원에 불과하여 경제적이다.
둘째, 논둑 보수작업이 줄어들어 노동력 절감 효과가 뛰어나며, 다른 수요관리
활동에 비해 추가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농업용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해당 기술에 대한 농가 수용성이 뛰어났다. 셋째, 심수관리가 가능해져 잡초방제
효과가 우수하며 제초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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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물막이판 설치 활동은 추가적인 노동력을 들이지 않으면서, 논둑으로
새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방지하여 논둑의 담수효과를 증대시키고 추가적으로 잡
초 발생량까지 줄일 수 있어 농업인 주도의 수요관리 활동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공익형 직불제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세부활동으로 논두
렁 물막이판 설치를 선정하여 이를 확대 보급할 경우 농업용수 절감 효과가 유의
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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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1.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의 주체인 농민이 참
여하는 물관리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성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분석한 수요관리 활동 특히 농업용수 관리 주체와 농업인이 협업을
통해 농업용수를 절약하는 방안은 농업인 혼자만의 행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
며,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와 농업인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는 활동이다. 또 농업용수는 그 공급 시스템의 특성상 개별 농업인의 수요관
리활동으로는 정책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며,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농업인이 관
리조직을 만들어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를 통해서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동시에 농업인 물관리 조직과 농업용수 관리 주체 간의 협치(거버넌스)가 이
루어져야만 농업용수 수요관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오승은
2006: 51). 이것은 정부(government)가 양적이고 단일한 목표를 정부 중심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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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는 일방향 참여라면, 거버넌스는 질적이고 다양한 목표를 다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포함하는 양방향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현재 농촌의 거버넌스 환경은 매우 불리하다. 첫째, 농촌의 거버넌스 참여의 경
험과 의지가 퇴보하고 있다. 농촌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이유로 국가 정책의 수용력이 지역마다 다르
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양극화로 농업을 포기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이 만
연하고, 도시형 개발자본이 계속 진입하면서 농촌경관이 급격하게 파괴되고 전통
문화와 공동체적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구자인 외 2020: 24). 청년 후계자의 성장
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패 경험으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고조되었다.
둘째,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 발달로 공동체가
필요했던 농기구 공유나 물 확보의 어려움이 감소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 또는 상부상조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거버
넌스에 참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의 유지는 단순히 구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상부상조의 오랜 전통에 의해서 형
성되는 특징이 있다.
셋째, 농촌의 농업환경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역에 따라 필지 크기와 관
개시설의 여건이 다르고, 농가 규모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처럼 지역별로
이질적인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정책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농민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첫째, 농촌 마을에
서 농업 수리시설을 활용한 농업용수 관리시스템은 실제로 농업생산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문화경관 및 공동체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용수 절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고조되고 있다. 셋째, 아시
아 몬순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기 때 물을 보존하여 건
기 때 안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는 아시아 몬순지역의 용수관리

80 |

특징이다. 특히 논에 물을 담수하여 벼를 재배하는 아시아 몬순지역 국가의 농업용
수 시스템은 다수의 경작인이 공동으로 관개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형성되
어 왔다.

1.1. 전통적 농민참여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
‘청산도 구들장 논’의 전통 관개관리 운영은 주민들의 ‘협동노동’ 체계를 통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청산도에서는 경작지에 물을 대기 위해 분산적으로 조성한
인공 보를 관리하기 위해 몇 필지의 논을 묶어 보작인을 선정하고 이들 중심으로
관개관리를 해오고 있다.
일종의 수리계 성격의 ‘보작인 제도’는 논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의 사용
을 상호 협약을 통해 관리하는 관개운영시스템이다. 보작인은 해마다 모내기철이
되면 계곡 주류를 따라 돌과 진흙으로 보들을 막아서 곳곳의 논들로 물을 끌어 들
였고, 농사에 사용하는 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용수의 사용에 대해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한편 경작에 사용되는 소(牛)를 나누어 빌려 쓰는 ‘소언두 제도’를 두어 농사에
필요한 농업도구를 협동적으로 이용해 왔다. 소언두는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품앗이이다. 소가 없는 사람은 소를 빌려 쓰기 위해 소 있는 이
웃의 논에서 일을 해주고 소를 빌려와 자기 구들장 논의 쟁기질에 사용하였다.
고성지역 ‘둠벙’의 보전·관리 및 효율적 농업용수 이용 환경은 주민들 간의 상부
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 마을단위 둠벙 조성과 둠벙 및 공동 관개수로
정비는 수리계원 공동의 작업으로 많은 인력이 합심하여 진행하였다. 수리계는 고
성지역 농가들의 전통적 관습에 의해 수자원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이다. 자연 상
태의 수자원인 마을단위 둠벙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둠벙에서 관개수로로
물이 닿는 범위 내의 농가들이 수리계에 가입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고성군 수리
계 현황은 14개 읍․면에 총 256개 수리계, 4,966명의 수리계원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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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고성 해안지역 농업용수 관리체계

자료: 고성군(2019).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수리계의 조직은 수리계장, 관수(灌水), 수리계원으로 구성되며 수리계장은 대
게 해당 마을 이장이 담당하였다. 관수는 수리계 운전 및 마을단위 둠벙의 물을 관
리하는 사람이다.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혜구역 일대의 논을 확인하고 물이
부족한 논에 둠벙의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한다. 물을 대주는 순서는 명확하진 않지
만 농가단위 둠벙이 없는 곳에 물 사용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수리계 운영은 수리계원들이 각자 논의 규모만큼 비용(평당 100~200원)을 지
불하고 농업용수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모인 비용은 둠벙 및 공동 관개수로
보수, 간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둠벙의 물은 경작활동 시기(4~9월), 특히 4~5
월에 집중 사용된다. 휴경기(2~3월)에는 둠벙 및 공동 관개수로 정비를 수리계 일
련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제천지방은 연 강수량이 적어 논농사가 불가능하지만, 의림지 축조로 하류지역
에 논농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의림지의 축조 시기는 신라 진흥왕 때로 알려져 있
으며, 개울을 막아 둑을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이후 의림지는 농업용수로 활용
하기 위해서 주민의 품앗이와 두레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일제강점 초기 조선총
독부에 의해 실시된 수리조합정책으로 인해 1908년 충북지역 최초로 의림지 수리
조합이 결성되었다. 수리조합은 조합 구역 내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 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 생
산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4년 동안 수리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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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의림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3만4천여 명의 인부
가 동원됐을 정도였다. 그 이후 수리조합은 1961년 의림지, 금성, 두학 등 5개 수리
조합이 통합되어 ‘제천수리조합’이 될 때까지 약 50년간 의림지를 관장하였다(황
길식 외 2013: 29-30).

1.2. 현대적 농촌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
최근의 농촌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로 새만금유역의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사례
를 들 수 있다. 새만금유역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
는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유역관리를 위한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과 임무를 조정하
고자 하였다(김보국 외 2010: 88). 강 유역권은 하나의 생태계로 다양한 주체에 의
해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서로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
결되어 있어 다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물 관련
계획이나 관리 정책 수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표 5-1> 주민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의 역할 및 자원
행위자
지방정부(전라북도)

시민단체(NGO)
일반 주민
전문가 집단
중앙정부(환경부)
기업
지방의회

핵심 역할
종합적, 통합적 행정지원
예산(재정) 및 제도(조례) 지원
주민, 기업 등 행위자의 참여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행위자가 신뢰형성 중개자
물 관리 집행, 주민계도 프로그램 운영
정보 및 홍보, 교육지원
실천 및 환경감시 운동 전개
물 관리 집행
전문지식 제공
조사연구,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성과평가
법 제정, 재정 지원
재정지원, 집행(봉사활동 등), 자율 환경개선, 행정 및 주민활
동 지원
조례 제정

역할 유형
조정자

집행자
집행자
조언자
조정자
집행자
조정자

자료: 김보국 외(201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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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새만금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는 유역 내 이해관계자의 농
업 비점오염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를 협력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해 갈 수 있기 위
해서 구성되었으며, 참여 거버넌스-소유역 거버넌스-대유역 거버넌스와 중간지
원조직으로 구성되었다(장정렬 외 2016: 14-29). 왜냐하면 농업비점은 발생 특성
상 영농활동 과정에서 농촌지역 불특정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민이나 주민들이 발생원에서 발생 자체를 줄이
는 것이 좋으며, 유역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바 일부 주민만의 참여로는 농촌
마을의 수질환경 개선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유역 내 전체 구성원의 높은 참여
가 오염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유역 거번넌스는 참여마을을 중심으로
소유역의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원 관리하기
위해 농업비점포럼, 운영위원회,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었다. 여러 개의 소유역
거버넌스가 모여 대유역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했으며, 대유역 거버넌스의 중앙
중간조직이 소유역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중간조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 5-2> 농업 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조 개념도

자료: 장정렬(2017: 13).

한편 충북 무심천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는 유역관리에 주민참여가 중요함을 인
식하고, 주민참여 방안의 필요 조건을 도출하여 주민참여 하천모니터링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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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배명순 외 2015: 13). 무심천 유역을 발원지로부터 미호천합수부까지 약
3km 내외를 하나의 구간으로 총 30개 구간을 구획하고, 한 구간당 한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하천을 모니터링한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주민참여의 필수
조건으로 1. 혁신적인 지역 리더 발굴, 2. 주민 참여의 물리적 공간은 소규모, 3. 참
여의 통로와 공간으로 “유역협의회” 구성, 4.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주민
참여를 위한 이벤트와 교육을 제시하였다.

1.3. 유관 분야(농촌)의 거버넌스 사례
직접적으로 농업용수 관리는 아니지만 농촌에서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농촌의 복잡다단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민간이 자발적 실천 주체로서 등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중간지원조직이 강조되는 농촌정책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체계가 제안
되고 있다(구자인 외 2020: 17-19). 이 체계는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완주군 로
컬푸드, 장수군 농식품클러스터 등 농촌마을만들기의 선진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촌정책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체계에서 공공부문(정부)은 지자체에서 행정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자발적 부문(시민사회)은 중간지
원조직을 통해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민간부문(기업, 시장)은 민간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각 부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동적으로 거버넌스가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체
계가 잘 적용된 예는 홍천에서 찾을 수 있다. 홍성군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협력체
계는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와 주민참여 거버넌스 발전 절차 모델이 결합된 풀뿌리
주민‧단체(민간)의 노력과 행정의 적극적 협치의 결과물이다. 거버넌스 협력체계
는 군 단위 농업·농촌 정책 전문부서(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및 마을만들기 전담
부서 설치(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중간지원조직 위탁운영(홍성군 마을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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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업·농촌 관련 민관 실무자 거버넌스 협의체(홍
성통) 등이 참여하고 있고, 입체적으로 추진되며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로 작용한
다. 민간은 농촌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농교류, 귀농귀촌 등의 정책 영역 칸막
이를 넘어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모여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2015년에 (사)홍
성지역협력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이 법인은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지원
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수탁운영 중에 있다.

<그림 5-3> 농촌정책의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추진체계

자료: 구자인(2019).

지방자치 전통이 취약하고 민간 역량이 부족한 농촌사회에서는 그 계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지 경험으로 축적된 절차모델에
따를 필요가 있다(구자인 외 2020: 29-33). 이 절차모델은 문제제기 단계, 합의형
성 단계, 공동실천 단계의 3단계 모델이며, 3단계가 끝나면 다시 처음의 문제제기
단계로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1회에 거대하고 완벽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를 모아 점진적으로 큰 거버넌스를 구
축하는 살아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지역에 우수한 활
동가가 등장하여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작은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2단계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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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가의 작은 경험에 기초하여 지역 내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지역네트워크로
확산한다. 3단계는 핵심 주체 그룹을 형성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구
축으로 발전한다. 이 모델은 실제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와 같은 마을만들기 선
진지역에 적용된 경험이 있다.

<그림 5-4> 농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거버넌스 발전 절차 모델

자료: 구자인 외(2020: 33).

1.4. 시사점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의 사례를 통해서 3가지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농민 참여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를 볼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부상조 시스템이 거버넌스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즉 물관리 거버
넌스는 당위론에 근거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주체 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
한 상부상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적 물관
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거버넌스 구축은 실효성과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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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진다. 셋째, 유관 분야인 농촌에서는 하향식의 완전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상향식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살아 있는 거버넌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

2.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참여 거버넌스의 방향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 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농업용수 사용은 사용 당사자인 농민의 의지와 관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농업용수 관리는 대다수 농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
용수에 대한 수세 폐지 이후 농민들은 물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지 내 논에 대한 물 확보에 관심이 있고 마을의 논이 모여 이루게 되는
유역 단위 물관리에 대해서는 의무나 역할이 없다는 인식이 크다. 이러한 환경에
서 농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대다수 농민이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만이 농업용수 관리의 해결책이다.
둘째, 지역별 농촌 현황과 농업형태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하천의 상‧중‧하류에 있느냐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인구 구성이
다르며, 대농‧소농의 농가 유형이 다르다. 이러한 지역의 이질적 특성하에서는 물
관리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부상조가 발생할 수 있는 접점이 각각 달라진
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향식이 아니라 지
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이 타당하다.
셋째, 작은 것부터 점진적이면서 지속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위
에서 제시한 둘째와 셋째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고려할 때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 참여 거버넌스는 농민이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것부터 점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형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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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발적인 실천 주체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리조
합이라는 중간조직이 있었지만 수세 폐지 이후 중간조직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
다. 하지만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자발적인 실천 주체로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농어촌 공사의 수로관리원은 소수의 상
시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나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농업용
수 관리가 계절성이 강하고 현장 접근성을 필요로 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
역 수로관리원 등의 중간지원 조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상의 네 가지 구축 방향을 토대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이 구축 모델은 충남 홍성 등 농촌 마을만들기에 적용 중인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구축체계와 닿아있는 면이 많다. 홍성 민관협치 시스템의
사례는 농촌사회가 지방자치 전통이 취약하고 민간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 선진적
인 곳까지 그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 주
민참여 거버넌스 발전 절차 모델에 따라 주민 공통의 목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
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구축체계는 민간이 자발적 실천 주
체로 등장하는 민간협의체 거버넌스 모델과 주민참여 거버넌스 발전 절차모델이
결합된 결과이다. 민관협치 거버넌스는 민간협의체 거버넌스 모델과 절차모델이
결합될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성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토대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 참여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작은 것부터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발전
모델이다. 따라서 기존 하향식 물관리 관련 거버넌스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 모델도 있다. 이 환류하는 절차에 따라 점진적
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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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참여 거버넌스 발전 모델

자료: 구자인 외(2020: 40)를 수정함.

<그림 5-6>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참여 거버넌스 절차 모델

문제제기 단계

합의 형성 단계

공동실천 단계
실천과 평가

중간지원조직
지역 수로관리원

공론장 형성과 확장
공동학습
간담회

‐공동의 희망 찾기
‐우선과제와 중장기 과제 도출
‐시범계획 수립과 합의

공동학습
간담회

‐서범계획의 시행
‐내부주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강화
‐관련 예산 확보

핵심주체 형성

정책 지원환경 정비

‐문제의 제기
‐전환의 계기확보
‐활동방향의 공유
‐최소 예산 확보

타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자료: 구자인 외(2020: 141)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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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참여 거버넌스의 과제
3.1. 핵심 주체 형성을 통한 문제제기
핵심 주체 형성을 통한 문제 제기 단계는 공통의 이익을 위한 상부상조의 목표
를 도출해 내는 단계이다. 다만 지역별 이질성으로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다르게
되고, 거버넌스의 전통과 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출발의 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인위적인 핵심 주체 형성은 그 계기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지나 전문가의 협력으로 거버넌스 추진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다. 핵심 주체 형성 단계는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핵
심 주체 형성이다. 모든 사업은 목표가 분명해야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문은
보완해나갈 수 있다. 특히 참여형 사업의 경우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
는 사업목표는 더 중요하다. 참여형 사업에서 추진이 힘들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는 부족한 역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목표가 모호하거나 목표에 대한 각자
의 생각과 추진방식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전환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민 중심의 지역 수로감시원 고
용을 통한 중간지원 조직 강화이다. 농업용수 관리가 계절성이 강하고 현장 접근
성이 중요하며 지역의 여건이 각자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수로
관리원은 공사와 농민 사이에서 지역의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간지원조직에는 지역 수로감시원뿐만 아니라 공사의
수로감시원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이상적이다.
셋째, 거버넌스 구성원 간의 활동 방향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 목표가 정
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주민조직 안에서도 역량
수준에 맞게 실천해야 할 활동들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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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의사결정의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
반적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 범위는 단일 마을보다는 동
일한 수계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원칙은 구성
원 모두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해질 때 강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의 목표와 함께 실천해나가야 할 주요 내용, 주민조직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기준
과 원칙은 규약(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시행해야 하며 향후 변화되는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에 조정과 합의를 위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넷째, 중간지원조직 등 핵심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최소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
야 한다. 본격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핵심 주체가 이해당사자와의
빈번한 회의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의 예산이 보
장되어야 한다.

3.2. 공론장 형성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합의 형성
공론장 형성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합의 형성 단계는 협의를 형성하여 시범계획
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동학습과
토론, 주민 인터뷰 주제별 간담회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
되는 과제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첫째,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부상조하는 목표를 찾아내는 등 이해
당사자 간 공동의 희망을 찾는다. 거버넌스 성공의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부상조의 목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작
은 것부터 점진적이면서 지속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부상조하는
목표를 찾을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를 도출한다. 도출
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부상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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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것을 우선과제로 도출하고, 중요하지만 시간을 요하는 것을 중장기과제로
선정한다.
셋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계획 수립과 합의를 이룬다. 도출된 과제를 달
성하기 위한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과제를 추진할 것에 대해 구성원
간에 합의한다.

3.3. 실천과 평가에 의한 공동실천
실천과 평가에 의한 공동실천 단계는 공론화 단계의 상호작용을 거쳐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개별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로 발전한다. 이 단계를 위한 과제는 다섯
개이다.
첫째, 시범계획의 시행을 통해서 개별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는 동안 신
뢰관계가 형성된다. 시범계획의 시행은 작은 것이라도 상호작용에 의한 신뢰를
쌓게 하며, 이것이 누적되는 동안 거버넌스의 성공 경험을 축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개별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부주체 상호 간의 역량 강화가 이루
어진다. 시범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개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학습과 역
량이 쌓이면서 내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다.
셋째, 개별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자
연스럽게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진다. 시범계획이 시행되면서 쌓인 신뢰관계에 의
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기존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예를 들면 물막이
공장이나 농기계 회사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고, 농촌용수 거버넌스가 농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와 결합될 수도 있다.
넷째,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 구
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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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우리나라 용수공급 시스템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 참
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용수 절감량을 환경생태용수로 활용할
경우 농업용수 사용허가를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물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3.4.1. 환경생태유량의 제도 도입 배경
환경생태유량의 제도적 도입은 인간 중심의 하천 이용에서 자연과 인간을 동시
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의하여 연구
및 추진되었다. 하천유지용량은 1965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66~1975)’에서
주운 수심 유지와 염수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언급되었으나, 하천유지
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은 없었다(한국환경법학회 2014: 7). 1971년 「하천법」
전부 개정(1971.7.20.)에 따라 「하천법 시행령」도 전부 개정되면서 ‘하천정비기본
계획’에 ‘하천의 유효한 이용과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량’으로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나 하천유지유
량을 실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한국환경법학
회 2014: 7).
1999년 하천의 유역특성 및 하천수위, 유량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
으로 하천 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법」에서 하천유지유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하천법 시행령」에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유지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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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하천유지유량 개념(「하천법 시행령」, 시행 1971.9.11.)
제11조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작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홍수ㆍ고조 및 해일 기타 재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거의 중요한 홍수ㆍ고
조 및 해일 및 기타 재해의 상황과 재해를 방지할 지역의 기상ㆍ수문ㆍ지형ㆍ지질 및 개발의 상황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천의 유효한 이용과 유수의 정상적 기능 및 상태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의 점용,
배의 운항, 어업, 관광, 유수의 청결한 유지, 염해의 방지, 하구폐색의 방지, 하천부속물의 보호와
지하수위의 유지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하천공사시행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가. 기본홍수(홍수방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를 말한다)와 그 홍수의 하도와 홍수조절용
댐에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하천 부속물의 설치계획의 기본 대상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의
유량에 관한 사항.
다. 주요한 지점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량에 관한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8. 30.). “하천법.”

<표 5-3> 하천유지유량의 개념 신설(「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 시행 1999.8.9.)
「하천법」 제20조 (시행. 1999.8.9.)
제20조 (하천유지유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河川維持流量"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하천유지유량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基準地點"이라 한다)을 하천별
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13조 (시행. 1999.8.9.)
제13조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지유
량을 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하천의 명칭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요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8. 30.).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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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000년 제정한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에 따르면 하천유지유
량은 자연상태의 갈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생태계 보전, 수질 보전 등 필요항목에
대한 유량을 산정한 후 갈수량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한국환경법학회 2014: 9).
이후 하천법에서의 유지유량 조항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하천환경의 변화
를 반영하여 「하천법」을 개정(2007.4.6. 전부 개정, 2008.4.7. 시행)하였고, 현재까
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표 5-4> 「하천법」 제51조(하천유지유량)
「하천법」 제51조 (시행. 2008.4.7.)
제51조 (하천유지유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
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8. 30.). “하천법.”

「하천법」 제51조에 의하면 하천유지유량은 생활·공업·농업용수, 환경개선, 발
전 등의 하천수 이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미비하고 물 공급의 우
선순위가 낮으며, 실제 갈수기 등 건천화되거나 수질 악화가 가중되어 수생태계
건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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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하천법」 제51조(하천유지유량)
「하천법」 제51조 (시행. 2020.6.9.)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8. 30.). “하천법.”

과거 하천 토지는 홍수조절 및 이수 등의 목적으로 인공적인 시설물과 무분별
한 토지이용으로 개발되었고, 그로 인해 하천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수생태계
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중심의 하천
이용은 홍수배제, 하천수 취수를 통합 상수도 보급률 증가 등의 위주로 추진되었
으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
천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생태계 및 수질 관리, 수생생물의 서식환경 조성,
하천용수 산정 및 배분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을 통해 하천 생태계의 지속가능
성까지 고려하는 환경생태유량의 도입이 필요했다. 그리고 낭비적 친수 문화를
넘어서 생태학습, 생태관광 등 친환경적이고 생태계 건강성 기반의 친수 문화로
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이 신설되었고, 환경생
태유량제도가 시행(2018.1.18.)되었다. 환경생태유량이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며,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최소한의 유량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환
경생태유량의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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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시행 2018.1.18.)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
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8. 30.). “물환경보전법.”

<표 5-7> 「물환경보전법」 개정 이유(시행 2018.1.18.)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8. 30.). “물환경보전법.”

3.4.2. 농업용수 사용허가 용수 제도
앞서 언급한 환경생태유량을 농업용수 절약분에서 공급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농업용수 사용허가 용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농업용수 사용허가 용수의 법적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서 찾을 수 있다. 2018년에는 3억 1,800만 톤의
농업용수를 사용허가 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수율이 60% 이상일 경우 농업용수를 타 용도로 사
용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수익은 농어촌공사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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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사용허가 용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
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8. 30.). “농어촌정비법.”

하지만 사용허가 용수 수익금을 물절약 인센티브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필지별로는 농업용수 사용량을 정확히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지단위에서 농업용수 사용량을 줄인다고 해도 이에 대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들녘단위에서 수요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정 수 이상의 농민이 수요관리에 동참해야 하며, 이를 구
성하는 참여형 관리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사용허가 용수의 공급 중단 기준
에 대해 기후변화 등 외부여건을 고려한 과학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
용수 절감량을 환경생태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용
수 및 하천유지용수 필요량을 사전에 고시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생태용수로 전
환한 농업용수에 대해 정부가 구매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절감량을 환경생태용수로 전환할 때 이에 대한 합당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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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6장

요약 및 결론

통합물관리에 따라 물 이용의 공공성이 확대되어 농업용수 관리 정책에 있어서
농경지에 충분한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주어진 농
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때
수요관리를 함에 있어서 농업용수는 타 용수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개별 농가별
로 농업용수 이용량을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농업인이 수요관리
에 동참하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물관리
체제에서는 환경용수 및 타 용수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
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농업인이 농업
용수 수요관리에 동참하는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과
제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세부 연구 목적으로 (1) 농업용수 이용 현황
을 살펴보고 농업용수 관리 방식을 비교·검토하여,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2)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한 농업인의 참여
활동을 분석하고, (3)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인의 물관리 활동은 농업용수 수요관리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농업 분야의 가
장 시급한 현안으로 농업용수 수요관리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농업용수의 수질관리 활동이나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활동, 시설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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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용수 수요관리 활동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용수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는
농업용수 공급확대(supply enhancement)의 반대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수자원 정책에서 의미하는 ‘수요관리’란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라기보다
는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주어진 수자원 총량 내에서 효율적
물 이용을 통해 수요량에 맞추는 정책을 수요관리라 부르고, 수자원 공급량을 확
대하여 필요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정책을 공급확대라 부른다.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농업용수 수
요관리 정책은 농업용 용배수로 구조물화, 농업용수로 관수로화 등 하드웨어 보
강을 통한 구조적 접근방식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정
책은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를 통한 비구조적 수요관리 정책이다. 예를 들어 농업
인이 농업용수 관리권자인 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개일정을 조절하여 농
업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농업인 주도로 논두렁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의 수
요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농업용수 관리 방식 구분은 농업용
수리시설을 건설할 때 재원을 누가 조달했는지, 완공된 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과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따라 관리 방식을 분류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구분하는 배경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농업용수
를 공급·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정부주도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공급
관리를 전담해 온 사실, 그리고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농정 틀이 전환되고 농업의
긍정적인 환경서비스 공급 기능이 중요해져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고, 통합물관
리에 따라 농업용수 수요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참여형 물관리가 여전히 올바른 방
향인지에 대해서 자문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위와 같은 내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의 새로운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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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의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는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이
적은 활동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농
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구조적
농업용수 손실은 농어촌공사, 비구조적 농업용수 손실은 농업인이 책임을 진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농업용수 공급관리자인 농어촌공사(또는 지자체)와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협력해서 농업용수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농
업인과 농어촌공사가 인센티브 공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형 농업
용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농업용수 수요
관리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 대안은 농어촌공사와 농업인이 협력하여 급수일자를 조정하는 윤
환관개(또는 일할급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수요관리 방안이다. 윤환관개(일할급
수)는 간선수로의 통수 일수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용이 가능하
다. 전북 김제시 일대의 동진지구는 농업용수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
으로 매년 일할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환관개(일할급수)에 따른 정량적
인 관개효율 분석을 위해서 안성시 마둔저수지 수혜구역을 사례 지역으로 설정하
고, 관개방식에 따른 농업용수 절감효과를 모의 관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둔저수지 수혜구역에서 연속관개를 하고 수문 조작을 실
시하게 되면 포장 공급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단 또는
윤환관개를 실시할 경우 공급량을 8%에서 43%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농
업용수 수요관리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
과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관개 실험
이므로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례 지역을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정책 대안은 농업인 대상 면접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논두렁 물막이판 설치를 통한 수요관리 활동을 분석하였다. 농업인 면접조사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농업용수를 아끼자”라는 방식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5

으로 정책을 설계할 경우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농
업용수를 아끼자”라는 메시지 속에 농업인들이 평소에는 농업용수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농업용수를 아끼자”라는 메시
지가 아니라 “논에서 새는 물을 막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동일한 수요관
리를 효과를 얻는 경우에도 농업인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더욱 유용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논둑 폭이 좁아지고 논둑관리가 부실해진 농촌 상황을 고려하
여, 논둑에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논의 담수 능력을 강화하여 관개수 유실을 줄이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두
렁 물막이판 설치 시 하루 논물 유실량을 3mm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잡초 발생량 또한 65.8g/㎡에서 70% 줄어든 18.6g/㎡으로 나타나 농약 사용량
저감도 함께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특성상 개별 농업인의 수요관리 활동으
로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농업인이 조직을 만들어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를 바탕으로 하는 수요관리 활동을 통해서만 정책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윤환관개와 같은 농어촌공사와 농업인 간의 협업을 통해
수요관리를 하는 활동은 더더욱 농업인 물관리 조직과 농업용수 관리 주체 간의
협치(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만 수요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민관이 합심하여
올바른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책의 성과가 달려있다.
이때 성공적인 거버너스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농어촌공사 출범 이후 물관리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농업용수 관리체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환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주체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는 핵심주체가 형성되어 문제 제기가 이
루어진다면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합의를 형성하는 공론장의 형성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학습과 토론, 주민 인터뷰, 주제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과제
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계획 수립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시범계
획을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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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범계획의 시행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개별 그룹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
고, 개별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간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
별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네트워크 강화로 이
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용수를 절감하여 환경
생태용수로 전환하는 경우에 농업용수 사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물
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생태유량이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며,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최소한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하고 있다.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8
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때 환경생태유량을 농업용수에서 공급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농업용수 사용허가 용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
결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등 외부여건을 고려해서 사용허가 용수의 공급 중단 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용수를 환경생태유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는 필요한 환경생태유량을 사전에 고시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생태유량으로 전
환한 농업용수에 대해 정부가 구매한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절감량을 환경생태용수로 전환할 때 이에 대한 합당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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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업용수 관련 용어정리5)

□ 농업용수 일반
○ 농업용수*: (사전적 정의) 농작물 생육의 안전을 기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농경지에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물. 하지만 국가 수자원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논용수, 밭
용수, 축산용수에 한정됨.
○ 농촌용수: 농어촌용수 가운데 수산용수를 제외한 것을 흔히 ‘농촌용수’라 부
름. 「농어촌정비법」제2조는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
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로 정
의되어 있음. 즉, 농촌용수는 사용목적에 따라 용수를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지역에 따라 용수를 구분하는 지역용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구분임.
○ 지표수**(地表水, surface water ↔ 지하수): 지표면에 남아 있거나 그곳을 흐
르는 물
○ 용수***(用水): 물을 사용하는 것. 관개, 방화, 음료 등을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옴
○ 관개***(灌漑, irrigation): 작물재배에 필요한 물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

5)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음.
*: 물백과사전, **: 농공·농업용어사전, ***: 농업용어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고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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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관개**(重力灌漑, gravity irrigation): 전력, 축력, 인력 등의 인위적 힘으로
양수하지 않고 중력에 의하여 자연유하로 관개하는 것
○ 배수**(排水, drainage): 어느 지역으로부터 과잉지표수와 과잉지하수를 인공
적으로 제거하는 것
○ 몽리*****(蒙利, 수혜): (고전용어) 수리시설에 의하여 물을 받음을 말함.
○ 몽리구역*(irrigation district, 수혜구역):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을 입는 구역을
뜻하며 물이 들어와 관개의 혜택을 입는 곳 따위를 말함.
○ 몽리면적***(irrigated area, 수혜 면적): 물이 들어와 관개의 혜택을 입는 곳의
면적
○ 수리답면적: 주수원공 관개의 혜택을 받는 논 면적(구역 내+구역 외+기타)

- 구역 내: 인가면적 내의 수혜 면적
- 구역 외: 인가면적 외의 수리시설이 없는 인접지역에 급수하는 면적
- 기타: 들샘 등 기타시설에 의한 수혜 면적
※ 보조수원공 수혜 면적: 보조수원공의 관개에 의한 용수를 공급받는 논 면적으로
주수원공의 수혜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수리답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수리불완전답 면적: 수리시설 미비로 주로 자연에 의존하여 관개하는 논으로
평년에도 물 부족 현상이 있는 논(천수답 등) 면적
※ 수리답률: 전체 답 면적 중 수리답이 차지하는 비율(수리답면적/답면적)

○ 한발***(旱魃, drought, 가뭄): 비가 오지 않는 상태의 연속
○ 한해*(旱害, drought damage, 가뭄 피해): 토양수분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작
물의 생육장해.
○ 한발빈도: 한발현상이 나타나는 빈도.
예) 10년 빈도 한발 시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저수지 설계: 10년에 한 번 정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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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가뭄에도 주변 지역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저
수지를 설계를 했다는 뜻

□ 수로 관련
○ 용수로**(用水路, irrigation canal): 관개용수를 농지에 송수 혹은 배분하기 위
한 수로이며, 수원의 취수시설로부터 시작하여 간선수로, 지선수로 및 필지에
접하는 지거로 되어 있다.
○ 간선수로**(幹線水路, main canal): 수원공에서 물을 받아 지선수로, 배분수로
등에 공급하는 수로
○ 지선수로**(支線水路, second canal): 간선수로를 분기시킨 것으로 배분수로
에 물을 공급하며, 분수공에 직접 물을 급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배면
적에 따라 주지선과 부지선으로 나눌 수 있다.
○ 지거**(支渠, field feeder): 배분수로에서 물을 받아 경지의 각 분수공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
○ 물꼬***(inlet): 하나의 논에 물을 끌어 넣는 입구. 논에 물이 넘나들도록 만든
어귀
○ 분수공***(分水工, diversion works): 수로의 중간 또는 말단에서 2개 또는 2개
이상의 지류로 나누기 위한 구조물. 분류공(分流工)
○ 배수로**(排水路, drainage canal): 과잉 지하수나 지표수를 배출하기 위한 인
공 또는 자연적인 도랑 또는 수로

□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련
○ 수원공******(水源孔, intake works, 농업용수 공급시설): 일정한 수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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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
○ 용수원**(用水源, irrigation water source): 관개용수의 수원으로, 하천, 호소,
저수지, 지하수, 집수암거 등이 있다.
○ 저수지******(貯水池, reservoir): 하천의 계곡에 댐을 축조하여 물을 저장하
는 시설
○ 제언**(堤堰, dam, reservoir): (고전용어) 오늘날의 저수지를 말함. 주로 큰 저
수지를 뜻하지만 때로는 냇물을 막은 보를 제언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음. 대
표적인 제언으로 호남의 벽골제(碧骨堤), 호서의 합덕제(合德堤), 영남의 공검
제(恭儉堤) 등이 있음.
○ 양수장******(揚水場, pumping station): 강이나 하천의 수면이 농경지보다
낮아 물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강이나 하천의 물을 퍼올려 농경지에 공급하는
시설
○ 배수장******: 물빠짐이 불량하거나 홍수 시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지 못
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지역에 물을 빼는 시설
○ 양·배수장******: 물푸기와 물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양·배수 겸용 시설)
○ 보******(洑, weir):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아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
는 시설
○ 집수암거******(集水暗渠, infiltration gallery):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여 다수
의 구멍이 있는 관을 묻어 물을 모아 농경지에 공급하는 시설
○ 관정: 지하에 일정한 관(철관, 콘크리트관, PVC관 등)을 땅속에 삽입하여 지하
수를 퍼올려 이용하는 시설
○ 주수원공: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1차적으로 농업용수로 전환케 하는 시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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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의 주가 되는 시설.

- 2단 양수장에 의한 수혜구역이 있을 경우 제1단 양수시설(1단 양수장)
은 주수원공이고 제2단 양수시설(2단 양수장)은 부속시설
- 부속시설: 1차적으로 생산된 농업용수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즉, 주수원공이나 보조수원공의 용수를 원활히 관개할 수 있도록 주수
원공이나 보조수원공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보조수원공: 주수원공의 수혜구역 내에서 주수원공의 용수량이 부족할 때 그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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