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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천수사용료제도는 지역실정 반영하고
시민생활·지방자치권 보장방향으로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대가뭄으로 ‘하천수 안정 확보’가 지자체현안 대두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경제·산업의 고도화로 물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

하여 최근 20년간은 6년 주기로 대가뭄이 발생하여 제한급수를 실시하였고 특히 2015년 9월에

는 주요 댐 저수율이 20~40%로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하천수를 도시용수로 사용하기 어려

운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용수를 하천수로 대부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금까지 자자체가 관리를 해 온 하천수 사용료 제도

를 국가주도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제3차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정계획에는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료 제도 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

로 주요 내용에 ① 징수권의 국가이전, ②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면제 관련 문제제기, ③ 

지역수리권(기득물량)의 조정, ④ 관측유량 기반 하천수 허가시스템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적 관리방식으로의 체계 변화는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려는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고 하천수 사용료 부과로 시민

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사용료 징수권의 국가이전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역행할 우려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하천관리규모를 결정하고 소

요예산을 하천 점용료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고 다시 지자체로 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하천관리가 도시환경·사회적 변화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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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하천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의 하천관리가 실시될 경우, 지자체는 지원규모·방식을 예측하기 어렵고 

하천관리에 필요한 만큼의 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하천이용에 대한 국민수요

가 점점 다양화되고 동시에 하천생태계를 보전해 나가야 하는 복잡한 하천관리 시대에 국가로

의 제도행정 일원화는 하천관리가 축소되고 사회적 효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지방분권화시

대에 대치되는 제도로 될 우려도 있다.

[그림 1]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의 국가이전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

‘수도사업자에 하천수사용료 부과’는 시민생활· 지방재정 부담 가중  

수도사업은 지방의 고유사무이며 시민의 삶의 질과 생산 활동 등에 기여하는 기반사업이기 때

문에 제도 운용 이래로 지금까지 수도사업자에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없다. 정부

는 수도사업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감면을 문제 삼고 향후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현행 법률상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은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감면기준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임 근거 없이 법률을 신설하여 입법 재량을 

일탈한 법률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욱이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취수량 기준 120억 원, 허가량 기준 240억 

원의 원수비 부담이 주어져 서울시민 1인당 연간 2,420원의 추가 수도요금 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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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원수비 부담으로 비롯되는 상수자원공사급단가가 ㎥당 20원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최근 7년간 수도요금 연평균증가율(1.7%)의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는 시민의 생활경제 부담을 고려해 수도요금에 공급단가상승분을 100% 반영하기 어려운 상

황이며 이는 수도사업의 현실화율 하락으로 이어져 수도사업의 지속성을 악화시키고 지방재정

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하천수사용료제도는 하천유황· 지역여건 반영 못 하는 실정

현행 하천수 배분 방식은 하천의 가장 열악한 상태인 유역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의 정상적 

기능 발휘를 위한 하천유지유량을 제외한 물량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사용하는 구조이다. 따

라서 취수할 수 있는 하천수 유량이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취수하는 팔당댐 하류지점의 기준갈수량은 일평균 584.9만㎥, 하천유지유량은 일평

균 528.8만㎥로 취수 가능한 허가기준유량은 56.1만㎥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일평균 생활

용수 수요량 320㎥의 17.4% 수준에 해당한다. 부족한 생활용수는 대부분 댐용수 계약을 

통해 공급받으며 연간 최대 457억 원(전체 원수비의 71%)의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징수된 댐용수 사용료는 댐의 건설·운영 목적으로 집행된다. 즉, 가뭄방재 개념인 기준갈수

량을 물배분 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자체와 시민은 수자원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기득물량은 부족한 하천수 허가기준유량으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제도권에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수도공급 기반이 된다. 서울시가 생활용수 공급목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득물량

은 일평균 1233.6만㎥로 하천수 허가기준유량인 56.1㎥보다 2.2배 높은 수준이며 67.5만㎥

의 댐용수 계약량(연간 128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득물량은 법으로 보호받

는 배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기득물량의 조정·폐지 시 권리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득물량은 담당하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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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기준갈수량과 댐용수 계약량의 관계

현행 법규정에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하천 점용료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지만 하천 점용료 관련 규정에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방식·기준요금 등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하천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천수 사용료의 요금산정과 관련

한 사항을 지방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상위 법률에 이미 구체적인 기준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전국 15개 시·도의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선진국은 하천행정 일원화…지역실정 반영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자원과 제도적 여건이 국내와 유사한 해외에서는 대체로 하천행정이 지자체 또는 국가로 일

원화되어 있으며 지역의 실정과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하천수의 배분·허가로부터 징수에 이르는 하천행정 전반을 지자체로 일원화시킴과 동시

에 지역실정에 따라 구별되는 취수부담세율을 정하고 있다.

일본은 하천의 유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수리권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방식·요금산정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사업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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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은 하천행정을 국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었지만 요금산정 과정에서 지역의 재정

여건, 계절적 및 하천 유황여건을 고려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요금수준이 산정된다는 점에

서 국내와 차이점이 있다.

구분 일본 독일 영국 우리나라

수리권
종류

유황별 허가수리권,
기득수리권

허가수리권
허가수리권
(취수면허)

허가수리권
기득수리권

수리권
허가권자

하천규모별 상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주지사)

환경청장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수
사용료
산정

요금기준액을 정령으로 
제시, 세부산정방법은 
지자체 재량

주마다 부담금 세율 
상이함

사회·경제·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

요금산정 기준금액을  
지방조례로 규정

하천수
사용료
감면

공익·공영사업은 
사용료 면제

취수량 및 회귀율 
고려하여 사용료 감면

취수량 고려해 감면,
사용료 요금 책정 시 
감면 비율이 반영

특정사업으로 감면 
적용 범위를 한정

[표 1] 국내·외 하천수 사용료 제도 특성 비교

하천수사용료제도 변화 싸고 주체· 사용료 감면· 기득물량 ‘갈등’

제도변화 내용과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분야의 연구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주체 간 갈등방지 

및 제도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도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하천수 배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과 기후·환경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기득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하천수 사용료 감면 규정이 위임입법 재량을 일탈한 적법하지 않은 규정임

에 공감하고 있다.

반면, 제도의 일원화 주체를 놓고 국가와 지자체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현행 하천수 사용

료 감면규정의 수도사업에 적용가능성을 두고 수도사업의 비영리성에 대한 의견, 기득물량의 

조정 시 권리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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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갈등
쟁점 사항

공통된 의견 상반된 의견

제도주체 갈등  제도주체 일원화 필요
 일원화 대상 및 방향

- 국가
- 지자체

하천수 사용료 
감면 갈등

 현행 규정의 입법 재량 일탈에 해당
 수도사업의 비영리성

- 수익성, 운영목적 등으로 비영리적
- 사업지속성, 회계관리 등으로 영리적

기득물량 갈등  기득물량은 조정 대상
 기득물량 조정에 따른 보상 여부

- 재산권에 해당해 보상 필요
- 공익적 수용이므로 보상할 수 없음

[표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변화를 둘러싼 갈등 및 쟁점

시민· 전문가 “시민생활· 지방자치권 보장 차원 제도 개선 필요”

가계비를 직접 관리하는 서울시민 1,500명과 관련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하천수 사용료 제도가 우선 반영해야 할 제도적 가치에 대해 서울시민의 52%, 전문가의 

55%가 시민의 생활 보장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가치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보장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낮아(서울시

민 22%, 전문가 15%) 향후 제도개선 시 시민 생활 보장 차원과 지방자치권 보장 차원의 개선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하천수 사용료 제도가 우선 고려할 가치

 

[그림 4]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가치반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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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전문가 “지자체가 하천관리…수도사업은 비영리성” 공감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행정주체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은 60%가 지자체로 행정주체를 일원화

해야 하며, 그 이유는 하천의 실질적 운영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고(42%), 지역실정을 반영한 

하천관리 및 하천수 사용료 제도운용이 가능(28%)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하천사무의 지역성

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문제점 인식조사 결과1) 응답 이유2)

제도 관리주체
통합

지자체 60%
전문가

실질적 운영관리 주체(42%)
지역실정 반영 가능(28%)국가 40%

수도사업의
성격 모호

비영리성 85% 전문가
사업의 공공성(91%)
지자체가 운영(4%)

영리성 15% 시민
사업의 공공성(62%)
지자체가 운영(25%)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불투명

감면되도록
개정 필요

46% 전문가
-

감면 불필요 23% 시민

기득물량
존치 28%

전문가
하천수 배분 형평성 문제(32%)
지역 간 배분 갈등 발생(32%)폐지 72%

주 1) 응답비율의 평균값 활용(전문가, 시민)
2) 응답비율이 높은 의견에 대한 이유

[표 3]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 및 의견

수도사업의 하천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의 79%, 전문가의 90%가 수도사업을 

비영리적이라고 인식하며, 응답이유로 사업의 공공성(서울시민 62%, 전문가 91%), 사업주체

의 공공성(서울시민 25%, 전문가 4%)을 꼽았다.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감면기준을 적용

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서울시민의 49%, 전문가 44%가 응답하였으며 수도사

업의 공공성과 하천수 사용료 감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기득물량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72%가 조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

답이유로 하천수 배분의 형평성 문제(32%)가 있고, 지역 간 물배분 갈등이 발생(32%)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 갈등발생 우려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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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분석 결과 하천행정사무의 지방성, 수도사업의 공공성 및 감면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 행정권한 강화와 시민의 생활 보장 차원에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물수지분석 결과, 서울시는 자연유량만으로 도시용수 대부분 충당 가능

현행 하천배분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비유량법으로 한강 유황을 분석하고 자연유량의 유황과 

회귀수를 고려한 이수안전도 및 물수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시가 취수하고 있는 팔당댐 하

류지점(표준유역)의 유황을 분석한 결과 댐 방류량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유량의 갈수량은 평

균 65㎥/sec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고시하는 기준갈수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5] 하천유황을 고려한 한강의 자연유량 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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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하류지역의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수안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

유량만으로는 서울시의 도시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댐 방류량과 회귀수를 고려해야 

도시용수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공급부족량과 실제 댐용수 계약 필요량을 산정하기 위해 물수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갈수기인 1·2월에 하천수 공급부족량이 약 일평균 253만㎥ 발생해 현재 서울시가 댐용수 계약

을 통해 공급받는 물량과 거의 동일하지만 4·7·8월에는 공급부족량이 발생하지 않아 자연유량

만으로 도시용수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주체 지자체로 일원화, 하천유황· 지역여건 반영한 제도 개선

하천수 사용료 제도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을 통한 공공의 이익증진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제도개선 방안과 근거를 제안한다.

① 하천수 사용허가권· 사용료 징수권, 지자체로 일원화

하천행정은 지방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권의 보장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효율적이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제도운용을 위해 하천수 사용허가권과 사용

료 징수권을 지자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단, 물배분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제도의 방침인 법정계획 수립을 통해 지자체가 수행할 하천업무의 범주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② 현행 하천수 배분방식, 지역 하천유황에 근거한 허가기준유량으로 적용

현행 하천수 배분 시스템은 이수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기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인 산정방식으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의 유황을 고려할 수 있으면서, 실제 하천의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에 제안하는 허가기준유량 산정방식은 수문모의방법과 물

수지분석방식이다.

첫째,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장기유출모형인 PRMS 방식은 갈수유황을 과소화하기 때문에 자

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문관측소의 관측유량을 토대로 비유량법에 의해 산정할 필요가 있

다. 분석결과 홍수통제소에 고시하는 기준갈수량과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이수안전도 분석결과 회귀수를 고려했을 때의 용수공급능력이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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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기 때문에 물수지분석 시 회귀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용수 수요량 대비 하

천유지유량·기득물량·회귀수량·자연유량을 고려해 허가기준유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지역여건 반영하도록 하천수 사용료 관련 조례 개정

현행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요금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각 시·도의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효용성이 없어져 모든 시·도가 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료 관련 내용이 동일하

여 지역여건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지자체의 하천관리 여건과 이수 및 이용 특성에 

맞도록 사용료 요금산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인 

기준금액 등을 제시하고 있어 각 시·도의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

로 지자체와 정부는 하천수 사용료와 관련하여 지방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④ 이상갈수기에 한시적으로 기득물량 조정

기득물량은 과소한 하천수 허가기준유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도시용수를 공급하게 하는 제도

적 장치로 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권과 시민의 생활 보장 차원에서 현

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득물량은 권리적 특성상 배타성이 있어 물배분 형평성 

갈등과 기후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하천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갈수기에 기득물

량의 권리를 제한·조정할 수 있도록 권리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⑤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감면되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

수도사업은 시민의 생활·경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하천수 사용료 징수 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효용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 생활 보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이 

적법하지 않고 다수의 서울시민과 전문가가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수도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이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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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개요

1_연구배경�및�목적

1)�연구배경

하천수�사용료�제도는�「하천법」�제정부터�이어져�온�하천관리의�주요�수단으로서�하천수�

사용자로부터�요금을�징수하고�이를�하천관리비용으로�사용하여�하천의�관리�및�이용서

비스�제공에�큰�역할을�하고�있다.�더욱이�하천수�사용�허가행정을�통하여�하천수�사용자�

간에�발생할�수�있는�배분�갈등을�방지하고�시민�생활에�필요한�용수가�원활하게�공급되

도록�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의�사회·경제적�기반�제도로�역할을�하고�동

시에�수자원의�안정적�확보와�하천의�효율적�이용제고에�기여하고�있다.

도시에서�하천수�사용량은�제도�초기에�비해�급격한�인구증가와�도시화를�겪으면서�크게�

증가하였다.�서울시�급수인구는�1965년�당시�350만�명에서�2014년�1,030만�명으로�약�3

배�증가하였으며�같은�기간�일평균�32만㎥에�불과했던�상수도�이용량은�일평균�320만㎥

로�약�10배�증가하였다.�또한,�최근�20년간�6년�주기로�전국적인�대가뭄이�발생하면서�

하천의�유량이�줄어들고�있고�특히,�2015년�9월�대가뭄으로�댐�저수율이�20~40%로�위험

수위를�나타내는�등�물관리�중요성이�크게�부각되었다.�하천에서�도시용수의�대부분을�

의존하고�있는�서울시를�비롯한�지자체는�안전한�용수�확보가�점점�필요해지고�있으며�

물을�안전하게�확보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도시의�늘어난�물수요와�가뭄발생에�따

른�하천유량�감소는�하천수�사용자�간의�물배분�갈등�증가를�가져왔고�제도개선에�대한�

압력이�강화되고�있다.

이에�정부는�하천수�사용료�제도의�방향을�재정비하는�등의�내용을�담은�「수자원장기종

합계획�제3차�수정계획」(2016)을�발표하였다.�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주요�변경�

내용은�현재�국가와�지자체로�분산되어�있는�하천수�사용료�제도의�주요�행정업무를�국가

로�일원화하겠다는�것이다.�지자체는�기존의�하천관리�업무만을�담당하는�방향을�기본으

로�하여�지자체에�부여된�다양한�권리를�축소·조정해�이를�국가에�의해�다시�재분배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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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국가�중심�체계로의�전환을�선언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제도변화�과정에서�이해당사자인�지자체와의�협의를�거치지�않아�지자

체의�고유사무인�하천행정에�대한�배려가�부족함과�동시에�지방분권화�시대에서의�역행이

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국가�중심의�하천관리�행정�일원화는�행정�효율성을�증대시킬�

수�있으나�지역실정을�고려한�하천관리는�어려워질�수�있으며,�수도사업에�대한�하천수�

사용료의�징수·부과는�하천�관리�재원�확보에�도움을�줄�수�있으나�지역주민의�부담을�

증가시키는�문제점을�야기할�수�있는�등�제도개선에�따른�여러�가지�형태의�쟁점이�상존

하고�있다.

그러므로�하천수�사용료�제도가�하천의�효율적인�이용을�통한�공익증진이라는�본연의�역

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이해당사자인�지자체와�시민의�의견을�적절히�반영함과�동시에�

제도운용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갈등을�방지할�수�있는�제도개선�방안이�필요하다.

2)�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하천수�사용료�제도의�변화에�따른�다양한�쟁점을�검토하고�하천수�사

용료�제도가�하천의�효율적�이용을�통한�공익증진이라는�본연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

이해당사자인�지자체와�시민의�의견을�적절히�반영하는�한편,�제도운용상에�발생할�수�있

는�다양한�갈등과�문제점을�방지할�수�있는�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2_연구내용�및�방법

1)�연구내용의�구성

이�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하천수�사용료�제도의�내용과�현황,�제도�변화를�검토하

여�발생가능한�문제점�및�쟁점을�진단하고�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는�한편,�하천수�

사용료�관련�연구결과물�및�해외사례를�종합�분석하는�과정을�거쳐�제도개선�방안을�마련

한다.�세부적인�연구내용�구성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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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하천수�사용료�제도의�개선방안�마련에�대한�필요성을�토대로�연구의�목적을�설

정하고�목적달성을�위한�세부적인�연구방법을�제시한다.

제2장은�하천수�사용료�제도의�주요�내용을�소개하는�장으로�관련�법�및�법정계획�등�

제도의�운용에�관련한�사항과�서울시�하천수�사용�현황�등�전반적인�사항을�검토한다.

제3장은�하천수�사용료�제도의�문제점과�쟁점을�분석하는�내용으로�「수자원장기종합계

획」의�변화가�서울시와�서울시민에게�미칠�수�있는�영향을�진단하고,�하천수�사용료�제도

와�관련한�연구결과물을�종합해�쟁점을�분석한다.

제4장은�3장에서�분석된�쟁점에�대한�서울시민과�전문가의�인식�및�의견�조사�내용을�분

석하고�국내�하천수�사용료�제도와�해외�제도�사례를�비교하여�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

에�고려해야�할�내용을�도출한다.

제5장은�서울시의�한강에서�하천수�취수여건을�분석하고�현행�하천수�허가기준유량(許可

基準流量)을�평가하여�한강유황(流況)을�반영한�허가기준유량�산정�방안을�제안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은�앞선�연구결과를�종합적으로�정리하며,�하천수�사용료�제도의�개선

을�위한�기본원칙과�제도�개선을�위한�대안을�제시한다.

2)�연구방법�및�범위

(1)�연구방법

연구방법은�첫째,�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일반적인�한계와�시사점,�제도개선에�도

입이�필요한�제도요소�등을�도출하기�위하여�제도의�현황�및�변화�관련�자료를�파악하고�

검토한다.�둘째,�하천수�사용료�제도의�변화�쟁점별�가치충돌�양상과�관계성을�분석하기�

위해�연구문헌에�대하여�질적�메타분석을�시행한다.�셋째,�하천수�사용료�제도의�변화에�

따라�미치는�영향에�대한�시민인식�조사를�실시하고�제도개선에�대하여�델파이기법을�적

용하여�전문가인식을�조사한다.�넷째,�서울시의�취수여건�및�허가기준유량의�평가를�위해�

하천�유황분석과�물수지�분석�및�이수안전도분석을�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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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범위

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분석대상은�하천수의�취수목적�중�생활용수와�관련한�사항

으로�국한하며,�연구의�공간적�범위는�한강유역�중�서울시가�생활용수�공급목적으로�취수

하는�팔당댐�하류�기준지점을�대상으로�한다.

연구에�활용된�자료는�2016년을�기준으로�수집하며,�메타분석은�최근�20년(1997~2016

년)간�발간된�연구성과물을�대상으로�분석을�수행한다.�유황분석과�물수지분석은�데이터�

제공기관이�확보하고�있는�최신�데이터가�2012년이므로�2000~2012년까지의�데이터를�토

대로�분석한다.

(3)�활용�데이터�및�프로그램

활용한�데이터는�다음과�같다.�서울시의�하천수�취수현황은�서을시�상수도사업본부�생산

관리과에서�제공한�「2016�상수생산량」,�「정수장별�원수비�배분결과」�자료를�활용하였다.�

메타분석에�활용한�연구결과물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검색엔진을�통해�검색된�236건의�

문헌을�가지고�최종적으로�26건을�선정하여�활용하였다.�유황분석�및�물수지분석은�한강

홍수통제소에서�제공하는�「2016�전국유역조사�보고서」,�「하천수�허가현황」에�수록된�데이

터를�적용하였다.

인식분석,�유황분석,�물수지분석,�메타분석에�필요한�데이터�핸들링과�기술통계분석은�서

울연구원에서�보유하고�있는�SAS�9.2�프로그램을�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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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연구�구성

서울시�하천수�사용�현황,
하천수�사용료�제도�체계�및�변화�분석�

하천수�사용료�관련�법규�검토�및
하천수�사용료�제도�해외�사례조사

제도개선�방안�도출

1.�문헌�메타분석
2.�전문가,�시민�
인식분석

3.�유황�및�물수지�
분석

[그림�1-1]�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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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하천수�사용료�제도�및�운용

1_관련�법·제도�현황

1)�하천수�사용료�제도의�근거

하천수�사용료�제도는�1961년�「하천법」1)�제정과�함께�시작된�제도로,�하천수(河川水)�사

용을�관리할�수�있는�제도적�장치이다.�하천수를�사용(취수:�取水)하고자�하는�개인�또는�

단체는�국가로부터�허가를�얻어�하천수를�사용하고�사용한�하천수의�양만큼�사용료를�지

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납부하여�하천의�유지관리에�사용하도록�하는�일련의�체계가�

제도의�핵심이다.

하천수�사용료�제도는�규범(법률)과�방침(법정계획)에�의해�운용·관리된다.�하천수�사용료�

제도와�관련한�규범은�「하천법」에�명시되어�있다.�「하천법」의�주요�내용은�하천수의�관리주

체인�국가와�지자체의�책무를�비롯하여�시책의�수립과�관련한�사항,�허가를�비롯한�사용료

의�감면�및�징수와�집행의�방식을�규정하고�있다.�규범을�제외한�실질적인�제도의�운용방법

과�관련한�사항은�법정계획인�「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하천기본계획」에�명시되어있다([표�

2-1]�참고).

제도의�틀 구분 내용

규범 하천법 하천�및�하천수�관리의�준거�제시

방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법률에서�정하기�어려운�세부적인�운용방안�제시
하천기본계획

[표�2-1]�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법·제도

1)�법률�제892호로�1961년�12월�30일�제정되었으며�1962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법적�효력이�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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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천법

해방�및�6.25�전쟁�이후�인구증가와�함께�대도시로의�인구집중이�지속되었으며,�산업활동

이�증대되기�시작하였다.�이�과정에서�생활�및�산업�오폐수�발생�역시�증가하였는데�처리되

지�않은�오폐수의�하천유입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또한,�전란으로�인해�치수�기반시

설이�미흡하여�한강과�같은�대형하천의�홍수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하천수의�오염방지

와�풍수해�예방이�우선�해결해야�할�시대적�과제였다.�이에�「하천법」�제정�초기에는�하천의�

오염부하를�줄이기�위해�하천부지의�점용2)과�관련한�사항을�위주로�규제하기�시작하였다.

「하천법」�제정�이후�국내�정세는�급격한�경제발전과�함께�산업구조가�점차�고도화되고�

생활양식이�변화하는�등�사회·경제적�확장기를�맞이하여�하천수의�수요가�급증하게�되었

다.�이에�1971년�「하천법」의�3차�개정을�통해�치수(治水)�중심에서�벗어나�근대적�이수(利

水)�법규로�정비�보완해3)�하천수를�적절하게�배분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이로써�「하천

법」은�초기의�깨끗한�하천수�보전과�더불어�하천수의�합리적인�분배로�하천관리�목표가�

확장되어�지금의�「하천법」�체계의�근간을�마련하였다.

「하천법」은�2017년까지�총�52회4)�개정되면서�수정·보완되었다.�제1장�총칙에서부터�제11

장�벌칙까지�총�98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하천법」�조항�중�하천수�사용료�제도와�

관련한�핵심조항은�23개�조항이다.�제도의�핵심�규정은�[표�2-2]와�같다.

「하천법」에는�하천수�사용료�제도의�운영주체·책무·법적지위와�관련한�내용을�제2조·4조·8

조·25조에�명시하고�있다.�하천수는�공적�자원으로�사유화될�수�없으며5)�하천수의�사용·보전·

관리의�방향은�공공의�이익에�부합하여야�한다.�하천수�이용·관리를�위한�계획(시책)의�수립주

체는�국가(국토교통부)이며,�국가가�수립한�시책을�관할지역의�여건에�맞게�이행하는�하천행정

주체는�지자체장(시·도지사)으로�구분하여�분리된�형태로�하천수를�관리함을�규정하고�있다.

2)�특정목적을�위해�어떤�물건을�독점적으로�사용하는�것을�의미하며,�국가자원을�독점하기�위해서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
점용할�수�있음

3)�법률�2292호,�1971년�개정된�「하천법」의�제정�및�개정이유�참고

4)�「하천법」은�1961년�제정�이후�2018년�2월�현재까지�52회�개정되었으며�「하천법�시행령」은�55회,�「하천법�시행규칙」은�41회�
개정되었음

5)�2008년�4월�7일�26차�개정�이전에는�하천수의�소유는�국유였으나�현재�소유를�구분할�수�없는�공적자원으로�분류하였음



10�/�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22개�조항 주요�내용

제2조
(정의)

§ 하천수,�하천관리청�등의�법적�용어의�정의를�규정

제3조
(국가�등의�책무)

§ 하천�계획�및�시책�수립(국가),�이행�주체(지자체)를�
규정

제4조
(하천관리의�원칙)

§ 하천수의�소유�및�관리�방향�규정

제8조
(하천관리청)

§ 하천�규모별�하천관리청�규정
§ 국가하천:�국토교통부,�지방하천:�시도지사

제25조
(하천기본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부합하게�유역별�하천기본계
획�수립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보호)

§ 신규�하천수�허가에�따른�기득�하천�사용자의�권리�
보호

제37조
(점용료�등의�징수�및�감면)

§ 하천�점용료�징수권자인�하천관리청�주체�규정
§ 하천�점용료의�징수방법과�감면기준

제49조
(하천수�사용�및�배분의�원칙)

§ 하천수�사용�허가�기준�및�배분�방식
§ 하천수의�사용용도별�배분�우선순위

제50조
(하천수�사용허가�등)

§ 하천수�사용허가�및�사용료�징수주체�
§ 사용료의�징수·감면기준을�점용료�기준과�연동

제50조의2
(일시적�하천수�사용신고�등)

§ 방재,�농업용수�등�비상시적�사용을�위한�신고

제51조
(하천유지유량)

§ 하천수�배분�및�허가기준인�하천유지유량�법적근거

제52조
(하천수의�사용�및�관리)

§ 계측시설을�통한�하천수�사용량�점검

제54조에서부터�제57조까지
(하천수�분쟁조정의�신청�등)

§ 하천수�사용자�간에�발생할�수�있는�갈등조정�방식
§ 갈등�조정에�발생하는�비용�등의�부담

제58조
(비용과�수익의�범위)

§ 사천으로부터�생기는�수익의�범위�규정

제59조
(비용부담의�원칙)

§ 하천관리를�위한�비용부담�주체�규정

제65조
(부담금의�귀속)

§ 징수된�하천수�사용료의�관리주체

제66조
(수입금의�사용제한)

§ 하천에서�발생한�수익의�집행�범위

제95조
(벌칙)

§ 국가의�허가�없이�하천수�무단사용에�따른�행정처벌

제98조
(과태료)

§ 하천수�사용량의�기록·보관을�하지�않은�경우의�행정
처벌

[표�2-2]�하천수�사용료�제도에�관한�「하천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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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주요�책무를�국가와�지자체로�구분하는�것�이외에도�주목할�부분은�하천관리청

이라는�법적�지위를�별도로�두고�있다는�것이다6).�하천관리청은�하천의�치수�및�하천시설

의�관리주체로�하천점용허가를�비롯하여�하천�점용료7)를�징수·감면할�수�있는�권한이�있

다.�또한,�하천관리청은�하천�점용료�이외에도�하천수�사용료를�감면할�수�있으므로�하천

수�사용료�제도의�핵심적�역할을�수행한다.

하천수�사용료�행정절차인�사용�허가,�사용료�감면·징수의�근거�조항은�「하천법」�제50조

에�규정되어있다.�하천수�사용료의�징수·감면과�관련한�사항은�법�제37조(점용료�등의�징

수�및�감면�규정)의�내용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그밖에�「하천법」에서는�하천수의�배분

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신규�이용자와�기득�하천이용자�간�갈등�조정과�사용료의�집행�

방법�및�범위�등을�규정하고�있다.

3)�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하천기본계획

(1)�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하여�법률차원에서�다룰�수�없는�세부적인�사항은�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정하고�있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20년�

단위로�수립하는�수자원과�관련한�최상위�계획으로서�「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

한�법률」(이하�「수자원법」)에�의해�수립되는�법정계획이며,�5년마다�계획의�타당성을�검토

하여�계획을�수정한다8).�또한,�「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여타�수자원�관련�계획의�기본이�

된다9).�주요�내용은�「수자원법�시행령」�15조에�의해�규정되며�그�내용은�[표�2-3]과�같다.

6)�기본적으로�하천의�규모별로�국가하천의�하천관리청은�국가(국토교통부)이며,�지방하천은�지자체가�하천관리청의�지위를�얻음.�
이때�국가하천은�유역면적이�200㎢�이상�또는�50㎢�이상�200㎢�미만�규모의�하천�중�인구�20만�명�이상의�도시를�관류하는�
하천으로�국토교통부장관에�의해�지정된�하천을�의미하며�지방하천은�국가하천을�제외한�하천�중�지방의�공공이해와�밀접한�
관계가�있는�하천으로�시·도지사에�의해�지정된�하천을�의미함

7)�점용료는�하천부지�등�토지와�공간�자체를�점유�및�사용하거나�해당�토지�및�공간의�물적�자원을�점유�사용하는�대가로�지불하는�
요금으로�하천수의�사용에�따른�요금은�포함하지�않음

8)�1965년�최초�수립된�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1999년�「하천법」�개정과�함께�법정계획이�되었으며,�2017년�7월까지�「하천법」�
제23조에�의해�수립되는�법정계획이었으나�2017년�7월�이후�「수자원법」이�제정됨에�따라�「하천법」에서는�관련조항이�삭제됨

9)�「수자원법」�제22조(다른�법령에�따른�계획과의�관계)�1항�및�2항의�내용:�“①�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국토기본법」�제9조에�
따른�국토종합계획과�조화를�이루어야�하며,�다른�법령에�따른�수자원�관련�계획(수질�및�수생태계�관련�계획은�제외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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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내용

「수자원법�시행령」
제15조�1항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수자원�정책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②�수자원의�현황,�주변여건�및�전망에�관한�사항

③�수자원의�개발·공급�및�관리에�관한�사항

④�홍수�등�재해방지에�관한�사항

⑤�하천의�환경보전�및�다목적�이용에�관한�사항

⑥�수자원에�관한�조사·연구�및�기술개발

⑦�기후변화�대응을�위한�수자원�관리대책

⑧�수자원과�관련한�사회적�갈등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시민참여에�관한�
사항

⑨�수자원과�관련한�산업�육성,�해외진출�전략�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⑩�그�밖에�수자원의�관리�및�보전에�관한�사항

[표�2-3]�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주요�내용

수자원을�비롯한�국가�자원과�관련한�최상위계획은�「국토기본법」에�의해�수립되는�「국토

종합계획」으로�「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국토종합계획」에�제시된�목표,�전략�방향과�일관

성�및�정합성(整合性)을�유지해야�한다.

2001년�수립된�4차�「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하천의�치수,�이수�계획�중심이었으나�2016

년�수정된�「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2016)은�3차례�수정을�거치며�기후변화�

대응,�수자원�관련�기술�개발,�하천수�사용료�제도�강화�내용이�추가되었다.�4차�「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변천과정은�[표�2-4]와�같다.

기본이�된다.�②�「국토기본법」�제13조에�따른�도종합계획�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른�도시·군기본계
획은�수자원계획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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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기간)

계획�기조 계획의�기본목표

본�계획
(2001~2020)

“건전한�물�활용과
안전하고�친근한�물환경�조성”

§ 건전하고�안정된�물이용
§ 홍수에�강한�사회기반�형성
§ 자연과�조화된�하천환경�조성

1차�수정
(2006~2020)

“사람과�자연이�바라는
지속가능한�물�관리”

§ 국민과�자연에�깨끗하고�충분한�물�공급
§ 홍수에�대한�사회적�대응력�강화
§ 자연과�인간이�어울려�사는�하천환경�복원
§ 수자원�정보�고도화�및�기술�선진화

2차�수정
(2011~2020)

“2020�녹색국토를�위한
물강국�실현”

§ 사람과�자연에�맑고�충분한�물공급
§ 기후변화에�안전한�국토기반�구축
§ 생명이�살아있는�물환경�조성
§ 물관련�기술의�선진화
§ 수자원�미래과제�선제�대응

3차�수정
(2016~2020)

“물�걱정�없는
행복하고�풍요로운�세상”

§ 맑은�물의�안정적�공급
§ 홍수에�안전한�국토기반�구축
§ 생명이�살아있는�친수환경�조성
§ 수자원�기술개발�및�산업�육성

출처:�수자원장기종합계획�3차�수정,�2016

[표�2-4]�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계획�기조�및�목표�변화과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2016)은�우리나라의�수자원�이용현황,�수자원�여

건변화,�해외�수자원�관련�정책사례�등을�토대로�‘물�걱정�없는�행복하고�풍요로운�세상’

이라는�계획기조(비전)를�제시하였다.�비전�실현을�위해서�4대�기본목표를�설정하고�있는

데�이중�“맑은�물의�안정적�공급”에�하천수�사용료와�관련한�세부과제를�포함하고�있다

([표�2-5]�참고).

기본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내용

제1목표
맑은�물의
안정적�공급

1.4�전략
통합수자원
관리를�위한
수자원관리
체계�개편

물관리�체계�개선�위한
제도�기반�마련

-

수자원관리�거버넌스
통한�물�분쟁�해소

-

하천수�활용제고�및
안정적�재원�확보

하천수�사용허가�개선�통한�관리�고도화

실시간�하천수�모니터링�및�관리시스템�구축

하천수�사용료�관리를�통한�하천�재원�확보

[표�2-5]�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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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은�「하천법」�제25조에�의해�하천관리청이�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10년�단

위의�중기계획이며�수립�후�5년마다�타당성을�검토해야�한다.�「하천기본계획」은�상위계획

인�「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내용에�부합해야�하며,�「하천법�시행령」�제24조의�2에�의해�

하천의�유량,�치수�및�이수,�유역의�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해�하천�정비와�하천의�이용�

및�관리�방향을�결정하게�된다.�계획의�수립�기준�및�절차와�방법�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고시한다.�[표�2-6]은�하천기본계획이�포함해야�할�내용이다.

관련조항 내용

「하천법�시행령」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은�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하천기본계획의�목표

②�하천의�개황
-�유역의�특성�등�일반현황
-�강우,�기상�등�자연조건
-�하천의�수질�및�생태
-�수해�및�가뭄의�피해현황
-�하천유역의�지형·지물�등을�파악하기�위한�측량기준점에�관한�사항

③�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등�홍수방어시설의�홍수방어계획

④�토지이용계획�등에�따른�홍수방어계획

⑤�홍수방어계획의�연차별�시행방안

⑥�하천공사�시행에�관한�사항
-�기본홍수량�및�홍수량�배분에�관한�사항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및�그�경계
-�하도와�유황의�개선

⑦�하천구역·하천예정지�및�홍수관리구역의�결정�위한�기초자료�제공�사항

⑧�자연친화적�하천�조성에�관한�사항

⑨�폐천부지�등의�보전�및�활용에�관한�사항

⑩�그�밖에�하천의�환경보전과�적절한�이용에�관한�사항

[표�2-6]�하천기본계획의�주요�내용

「하천기본계획」은�다른�일반적인�법정계획에�비해�계획에�포함해야�할�내용을�구체적으로�

법에�명시하고�있으며,�계획의�목표와�방향설정보다는�하천의�여건�및�상황�정보를�수집·

가공하여�고시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계획에�제시된�정보는�하천수의�이용을�위한�

허가�기준으로�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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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생활용수�공급을�위해�서울시를�관류하는�국가하천인�한강에서�하천수를�취수

한다.�해당�하천유역의�「하천기본계획」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의해�수립되는데�2002년�

이후에는�계획을�수립하지�않았다10).

4)�주체별�의무�및�권한

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주체는�「하천법」�제3조에�의해�계획·시책의�수립주체인�국

가(국토교통부)와�하천행정주체인�지자체(시·도)로�구분된다.�이와�같은�구분은�법�제정�

초기부터�이어진�사항으로�당시에는�모든�하천수�사용료�제도의�행정권한은�시·도지사에

게�부여되었다11).�그러나�수차례의�법�개정을�거치면서�국가의�역할�비중이�커지고�지자

체의�역할은�상대적으로�줄어들게�되었다.�현행�행정주체는�국가와�지자체의�역할�구분이�

다소�모호하게�혼재되어�있으며,�하천관리청의�법적지위까지�고려하여야�하므로�복잡한�

체계를�가지고�있다.

기본적으로�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계획�및�시책�수립�책임·의무는�국가에�있으나�

엄밀히�말하면�지자체에도�계획의�수립�책임이�있다.�국가는�「수자원법」에�의한�「수자원장

기종합계획」의�수립주체이자,�「하천법」에�의해�국가하천의�하천기본계획도�수립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국가하천의�「하천기본계획」은�

지방국토관리청이,�지방하천의�「하천기본계획」은�시·도지사가�수립한다.

하천수�사용료�제도의�운용주체는�「하천법」에�명시된�바에�의해�지자체가�담당한다.�그러

나�현행제도는�하천수�사용�허가권과�사용료�징수권을�분리하고�있다.�또한,�하천수�사용

료의�감면권은�하천관리청에�있고�감면과�관련한�하천관리청의�법적지위는�실제�하천관리�

여부에�따라서�달라질�수�있기�때문에�하천별로�제도�주체가�상이할�수�있다.

현행�제도체계에서는�하천의�규모,�하천관리청의�지위,�권한의�위임�등으로�4대�주체인�

10)�서울국토지방관리청의�주무부서�담당�공무원과�전화�인터뷰를�한�결과�팔당댐-한강하구�구간의�하천기본계획은�예산�부족�
등의�이유로�계획연한�시점인�2012년�이후의�계획이�수립되지�않고�있다는�응답을�회신함

11)�「하천법」�제정�당시에는�제도의�주체를�하천관리청의�법적지위로�구분하였고�기본적으로�모든�하천은�국토건설청장(현�국토교통
부�장관)이�관리하였음.�그러나�하천의�유지·보수업무를�지방장관(현�시·도시자사)이�수행할�경우�해당�하천의�하천관리청은�
시·도지사로�보았으며,�하천�점·사용�허가에서부터�점·사용료�징수�및�집행�권한이�하천관리청으로�일원화되어�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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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한강홍수통제소,�시·도지사가�제도운용에�참여하게�된다.�

제도의�단계별�주체는�[표�2-7]과�같다.

구분 단계
주체

하천구분 구분별�주체 비고

제도�계획
(위계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 -

하천기본계획
국가하천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하천 시·도지사 -

제도�행정
(단계별)

사용허가
국가하천

한강홍수통제소 -
지방하천

사용료�징수
국가하천 지자체

시·도
-

지방하천

사용료�감면

국가하천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지사가
하천유지보수�시
하천관리청
지위�획득

지방하천 시·도지사

수입금�집행
국가하천

시·도지사 -
지방하천

[표�2-7]�하천구분별�하천수�사용료�제도�주체

2_하천수�사용료�제도�운용

하천수�사용료�제도는�하천의�사용허가로부터�사용료의�징수와�감면,�그리고�수입금(사용

료)의�집행에�이르는�4개�행정�단계를�거치게�된다.�각�단계에서는�법적�주체,�주요�법령의�

내용을�달리하고�있으므로�단계별로�「하천법」에서�규정하고�있는�구체적인�운용방식의�내

용을�살펴본다.

1)�하천수�허가·배분�방식

하천수�사용료�제도의�대상은�지표면에�흐르는�하천수�외에도�안정적인�수자원�공급을�

위해�댐에�저장된�물12)(이하�댐용수),�지표하부에�고인�지하수를�포함한다.�개념적으로�

12)�일반적으로�댐�건설에�의해�형성된�저수�구역에�저장된�물은�댐저수�또는�댐용수로�일컬어지며�이�연구에서는�댐용수로�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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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형태의�물(지하수·하천수·댐용수)은�구분이�가능할�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지하

수를�제외한�하천수와�댐용수는�하천이라는�동일한�공간에�존재하기�때문에�구별하는�

것이�쉽지�않다.�그럼에도�하천수와�댐용수를�구분하는�것은�하천수의�허가와�배분에�

있어서�반드시�필요한�과정이다.�그�이유는�하천수의�사용허가량에�따라�하천관리와�

수자원�개발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주체,�사용료�수입금의�귀속�대상이�달라지기�때

문이다.

하천관리�소요비용은�징수된�하천수�사용료�수입금으로�부담하며,�댐�건설�등의�수자원�

개발�비용은�댐용수�계약을�통해�지불된�댐용수�사용료로�부담한다.�따라서�동일한�공간

에서�동시에�흐르는�하천수와�댐용수를�구분할�수�있는�방법과�기준이�필요하다.�한강홍

수통제소장이�산정·고시하는�기준갈수량(基準�渴水量),�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하

천수�허가기준유량(許可基準流量)은�하천수와�댐용수를�구분하는�기준이�된다.

기준갈수량은�개념적으로�1년�365일�중�하천에�흐르는�하천수의�유량(流量)이�가장�적게�

유지되는�양을�의미하며,�하천의�유황(流況)13)�특성을�파악할�수�있도록�하는�통계정보이

다.�기준갈수량의�공식적인�산정방법은�고시되어�있지�않고�산출량만이�한강홍수통제

소14)에�의해�고시되고�있다.�그러나�일부�유역의�「하천기본계획」에는�산정방식과�산출량

을�드물게�제시하고�있다.

기준갈수량은�하천수�사용허가량을�결정하고�급수계획을�수립하는�핵심요소에�해당한다.�

기준갈수량을�10년간의�갈수량�중�최소값�또는�각�해의�갈수량으로부터�확률처리15)하여�

산정할�수�있는데�「한강�하천기본계획:�팔당댐-충주댐�구간」(2011,�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에서는�「한강수계�하천수�사용실태�조사�및�하천유지유량�산정�보고서」(1998,�국토교통

부)의�자료를�활용해�확률처리한�값으로�기준갈수량을�산정하였다.�기준갈수량은�하천의�

통일함

13)�하천의�특정지점에서�나타나는�유량의�변동상태를�의미하며,�일반적으로�하천에�흐르는�유량의�많고�적음을�의미함

14)�한강�홍수통제소에서�운영하는�‘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사이트(http://ras.hrfco.go.kr/)에�고시됨

15)�일반적으로�기준갈수량은�일정한�비초과확률을�적용해�빈도분석하여�얻어진�값으로�댐�건설�등과�같이�유량의�인위적인�조작이�
없는�상태의�자연유량으로�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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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로�갈수록�상류에�비해�커지는�경향이�있다.�또한,�기준갈수량은�활용한�데이터의�

시간범위에�따라�최근�자료일수록�기준갈수량이�증가하는데�이는�하천�관련�기술개발�

등에�의한�회귀수량16)의�증가에�의한�것으로�추정된다(경기연구원,�2016).�「한강�하천

기본계획:�팔당댐-충주댐구간」에�제시된�주요지점의�기준갈수량은�[표�2-8]과�같으며,�

한강홍수통제소장은�표준유역의�기준갈수량을�산출한�후�수자원관리위원회의�심의17)

를�거쳐�고시한다.

하천명 지점
유역면적
(㎢)

기준갈수량
(㎥/sec)

평균갈수량
(㎥/sec)

데이터
시간적�범위

한강

충주댐 6,700 9.5 18.5 1984년�이전

여주수위표 11,000
15.2 30.0 1984년�이전

16.9 63.3 1985년�이후

팔당댐 23,700
30.6 61.1 1984년�이전

35.7 77.9 1985년�이후

출처:�「한강�하천기본계획:�팔당댐-충구댐�구간」,�2011,�서울지방국토관리청

[표�2-8]�기존에�계획�고시된�한강유역�주요지점의�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은�하천의�정상적인�기능을�위해�흘러야�하는�유량으로�해당량을�확보하기�

위해�노력해야�하며�그�이하로�하천의�유량이�감소할�경우�하천수를�취수할�수�없다.�현재

는�기준갈수량과�같이�공식적인�산정방법이�고시되어�있지�않고�산출량만이�고시되어�있

다.�특히�시대에�따라�기준갈수량의�산정방식�다르고�다양한�산정방식과�산정자에�따라�

산출량이�상이한�특징이�있다.

최초�하천유지유량의�개념이�도입된�법정계획은�「2차�수자원장기종합계획」18)으로�염해방

16)�회귀수(回歸水),�회귀유량(回歸流量)�등과�동일한�용어로�그�의미는�공급된�용수(하천수)가�이용된�후�방류되어�하천으로�
유입되는�물로�다시�이용될�가능성이�있는�용수로�정의됨(최옥연,�2007)

17)�과거에는�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쳤으나�2017년�「하천법」의�개정�및�「수자원법」의�제정으로�해당위원회는�“수자원관리
위원회로�조직이�변경되었음

18)�당시에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명명되었으며,�관련�법규의�변경에�따라�2차�계획은�당초�1981년~2001년까지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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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위해�하천유지유량을�산정했다.�이후�「2차�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에�수질개선을�

위해�희석용수량의�개념을�도입하였고�현재는�환경보전을�위한�필요유량19)의�개념으로�

9대�기준을�적용함에�따라�과거에�비해�하천유지유량의�개념과�필요성이�확장되었다.�그

러나�하천유지유량은�갈수량보다�크게�산정되기�때문에�이를�유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

운�실정이다(구희진,�2008).�하천유지유량은�기준갈수량과�같이�하류에�이를수록�커지며�

도시지역일수록�커진다.

하천수�허가기준유량은�기준갈수량과�하천유지유량에�의해�결정되는데�기준갈수량에

서�하천유지유량을�제외한�유량이�하천수�허가기준유량이�된다.�이때�허가기준유량에

서�기존하천�허가량과�기득물량(旣得物量)20)을�제외한�유량이�허가·사용할�수�있는�

하천수�가용유량(可用流量)이�된다.�이때�하천유지유량이�기준갈수량을�초과하여�허

가기준유량이�없거나�허가기준유량은�있지만,�기득�하천허가량�및�기득물량으로�모두�

소비되었다면�하천수�사용허가가�제한되며,�하천수�사용허가�신청자는�수자원공사와�

댐용수�계약을�통해�하천수를�취수해야�한다.�따라서�기준갈수량은�하천수와�댐용수

를�구분하는�기준이�되는�셈이다.�서울시가�취수하고�있는�한강�하류의�기준갈수량·하

천유지유량·허가기준유량은� [표� 2-9]와�같고�하천수�배분�방식을�도식화하면� [그림�

2-1]과�같다.

기간에서�1981년~1991년까지로�조기�종료됨

19)�하천환경을�보전하기�위한�필요유량으로�비소비성�유량에�해당하며,�그�산정기준으로�①�하천수질�유지,�②�하천생태계�유지,�
③�하천경관�유지,�④�수운�및�수상위락,�⑤�염수침입�방지,�⑥�하구폐색�방지,�⑦�하천시설물�보호,�⑧�지하수위�유지,�⑨�
어업을�고려해야�함

20)�기득물량은�하천수�사용자가�취수지점의�하천�상류에�댐�건설�이전부터�허가받아�사용해온�하천수�허가량으로�관행적으로�
인정되는�물이용권으로�법률용어는�아니지만�법에�의해�보호받는�권리이며,�재산권적�성질을�갖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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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역명 하천명
기준갈수량
(㎥/sec)

하천유지유량
(㎥/sec)

허가기준유량
(㎥/sec)

목계수위표 남한강 23.0� 23.1� -0.1�

운계천�합류�전 남한강 23.5� 23.1� 0.4�

섬강�합류�전 남한강 23.9� 23.1� 0.8�

여주�수위표 남한강 21.9� 30.0� -8.1�

여주보 남한강 25.2� 30.0� -4.8�

흑천�합류�전 남한강 22.9� 30.0� -7.1�

양평�수위표 남한강 32.6� 32.5� 0.1�

남한강�하류 남한강 32.7� 32.5� 0.2�

팔당댐 한강 67.3� 61.2� 6.1�

팔당댐�하류 한강 67.7� 61.2� 6.5�

중랑천�합류�전 한강 69.5� 62.2� 7.3�

한강대교�수위표 한강 71.8� 63.5� 8.3�

홍제천�합류�전 한강 69.0� 63.5� 5.5�

행주대교�수위표 한강 71.5� 63.5� 8.0�

계양천�합류�후 한강 70.9� 63.5� 7.4�

임진강�합류�전 한강 72.6� 63.5� 9.1�

한강�하류 한강 93.9� 63.5� 30.4�

출처:�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http://ras.hrfco.go.kr/)

[표�2-9]�한강�표준유역별�고시유량

[그림�2-1]�기준갈수량에�근거한�허가기준유량�및�하천유지유량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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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천수�사용료�제도�운용방식

(1)�하천수�사용허가

하천수를�사용21)하기�위해서는�「하천법」�제50조에�의해�허가권자인�국토교통부장관의�허

가를�받아야�한다.�「하천법」�제50조는�하천수의�사용과�관련한�행정�단계�전반의�내용을�

담고�있는�법규정으로�하천수�사용료�제도의�핵심적인�조항에�해당한다.�하천수�사용

자22)는�허가�신청�시�하천수의�사용목적·사용기간·취수지점·취수시설�등의�내용을�기입한�

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신청서와�취수지점의�기술적�사항을�검토해�

하천수�허가�또는�불허를�통보한다.�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권한은�「하천법�시행령」�제105

조�3항�20호에�의해�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위임된다.

하천수�사용허가�기준인�취수지점의�기술적�사항은�「하천법」�제50조�3항,�「하천법�시행령」�

제56조,�「하천법�시행규칙」�제28조�3항에�명시되어있다.�하천수�사용허가의�기본원칙은�

하천수의�사용으로�인한�하천수의�오염과�유량감소를�유발하지�않는�범위�즉,�공익을�해

치지�않는�범위에서�사용해야�한다.�이때�허가권자는�신규로�사용하고자�하는�허가신청량

이�허가기준유량의�범위를�초과하거나�이미�허가받아�하천수를�사용하는�하천사용자의�

권리를�침해하는�등의�문제가�예상될�경우�허가를�제한할�수�있다.

하천수�사용허가의�세부기준은�한강홍수통제소장에�의해�고시되는�표준유역의�기준�갈수

량23),�하천유지유량,�허가기준유량으로�고시된�각�유량과�이미�사용�중인�허가물량을�고

려하여�판단한다.�하천수�사용허가와�관련한�법규정은�[표�2-10]과�같다.

21)�하천수의�사용은�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수상운송을�목적으로�하천수를�취수하거나�이용하는�행위를�의미하며,�이�연구에
서는�생활용수�공급을�위해�하천수를�취수하는�것으로�그�의미를�한정함

22)�「하천법�시행령」�제60조에�의해�1,000㎥/일�이상의�공업용수,�5,000㎥/일�이상의�생활용수,�8,000㎥/일�이상의�농업용수를�
취수하는�자를�의미함

23)�일반적으로�갈수량은�해당�하천(지점)의�1년�365일의�유량�중�일별�유량의�값이�하위�10위(상위�355위)에�해당하는�유량임.�
기준갈수량은�10년간의�갈수량에�비초과확률�10%를�적용하여�빈도분석한�결과로�10년�동안의�갈수량�중에서�제일�적은�
유량으로�결정됨.�기준갈수량은�취수할�수�있는�하천수의�허가기준유량의�핵심에�해당함



22�/�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구분 조항 내용

허가
주체

「하천법」
제50조�1항

§ 하천수�사용자는�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함

허가
신청

「하천법�시행령」
제55조�1항

§ 하천수�사용�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신청서�제출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 허가�신청서에는�취수목적�및�지점,�취수량,�기간�등을�명시
§ 이해관계인의�동의서�첨부(별지서식�41호)

허가
기간

「하천법�시행규칙」
제28조�1항

§ 사용허가기간은�홍수통제소장이�정한�10년�이내의�기간

허가
기준

「하천법」
제50조�3항

§ 허가의�제한
-�하천수의�오염�및�유량감소�유발로�자연생태계�위협할�경우
-�하천수의�적정관리�등�공공사업과�공익을�해할�경우
-�하천시설물의�안전을�해칠�경우
-�그밖에�하천수�보전에�필요할�경우

「하천법�시행령」
제56조

§ 하천수의�보전을�위한�허가�제한
-�취수목적이나�능력에�비해�신청량이�많은�경우
-�하천수�사용허가�기준유량을�초과할�경우
-�하천유지유량이�부족한�경우
-�기득�하천�사용자의�권리가�침해될�경우
-�하천수의�현저한�감소가�예상될�경우

「하천법�시행규칙」
제28조�3항

§ 하천수�사용허가�세부기준
-�하천수�사용허가된�유량은�고시된�허가기준�유량�범위�이내
-�하천유지유량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
-�기득�하천�사용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

[표�2-10]�하천수�사용허가와�관련한�법률�조항

(2)�사용료�징수

시·도지사는�「하천법」�제50조�5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를�받은�사용자에게�하천수�사

용료를�징수할�수�있다.�허가권한이�국가에�있는�반면�징수권한을�지자체로�구분한�이유

는�대부분의�하천관리�행정이�지자체의�고유업무이기�때문에�하천공사에�필요한�재원을�

하천수�사용료로�충당하도록�하는�것이다.�이와�같은�허가·징수권의�분리는�「하천법」�제정�

초기24)부터�현재까지�이어진�사항으로�법이�52차례�개정되는�동안에도�변함이�없었다.

24)�1961년�「하천법」�제정(법률�892호)�당시�법규정�중�제29조에는�관리청(현�하천관리청)은�하천을�점용�또는�사용하는�자로부터�
점용료�또는�사용료를�징수할�수�있으며�지방장관(현�시·도지사)이�하천의�유지�보수시�하천의�점용료와�사용료를�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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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료의�징수는�「하천법」�제50조�9항�하천�점용료�징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

있으며,�사용료의�산정기준은�「하천법�시행령」�제57조에�용수사용�용도별로�그�금액을�달

리�제시하고�있다.�또한,�사용료의�산정�및�징수와�관련하여�추가적인�규정이�필요한�경우�

시·도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표�2-11]은�「하천법�시행령」과�「서울특별시�하

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정하고�있는�용수별�하천수�사용료의�산정�기준금액이다.

구분 조항 내용

사용료
산정
기준금액

「하천법�시행령」
제57조�1항

발전용수:�1일�100㎥당�연액�231원
농업용수:�1일�1,000㎥에�대하여�연액�231원
생활용수1):�수자원공사가�정하고2)�국토교통부장관이�승인한�요금
기타용수:�생활용수와�동일한�요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별표�1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의�제2조와�관련한�사항은�
별표�1에서�정한�금액으로�함3)

주�1)�생활용수�외에�공업용수�및�화력발전을�위한�하천수�사용을�포함

2)�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2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승인한�금액

3)�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정하고�있는�하천수�사용료�산정�기준금액은�「하천법� �

� � �시행령」�제57조�1항과�동일함

[표�2-11]�하천수�사용료�산정�기준금액

(3)�사용료�감면

하천수�사용자는�기본적으로�사용한�하천수의�유량에�따라�사용료를�지불하는�것이�제도

의�기본적인�원칙이지만,�하천수�사용료를�감면�또는�면제하는�조항을�두고�있다.�하천수�

사용료의�감면과�관련한�법규정은�[표�2-12]와�같다.

하천수�사용료�감면은�징수방식과�마찬가지로�「하천법」�제50조�9항에�따라�하천�점용료

의�감면방식을�준용한다.�단,�하천수�사용료의�징수권을�「하천법」�제50조에서�시·도지사

로�명시하고�있는�것과는�달리�감면권에�대한�권한�주체는�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

고,�하천�점용료�조항인�「하천법」�제37조를�준용하도록�하고�있다.�하천�점용료의�감면권

수�있음을�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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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해당�하천의�하천관리청이다.�이때�국가하천이라고�할지라도�시·도지사가�해당�국가

하천을�유지·보수할�때�하천관리청의�법적지위는�국가(국토교통부)가�아닌�해당�시·도로�

본다.

구분 조항 내용

감면
주체

「하천법」
제50조�9항

§ 하천수�사용료의�감면은�하천�점용료�감면규정을�준수

「하천법」
제37조�5항

§ 하천관리청은�하천�점용료�등을�감면할�수�있음�

감면
조건

「하천법」
제37조�5항

§ 다음에�해당하는�경우�하천�점용료�등을�감면
-�공용·공공용�등�공익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사업
-�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대통령령으로�지정된�사업
-�재해나�그밖의�이유로�본래�하천점용�등의�목적달성�실패

「하천법�시행령」
제44조�1항·2항

§ 하천법�37조�5항이�정하는�사업의�종류
§ 공용·공공용�등�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의�범위
-�재해응급복구를�위한�경우
-�하천관리청이�시행하는�하천관리공사�또는�그밖의�하천관리
-�국가�또는�시·도지사가�시행하는�도로의�유지·보수
-�국가�또는�지자체에�귀속되는�공작물�설치
-�「사립학교법」에�의해�학교법인이�사립학교를�설치·경영
-�군작전�또는�국가안보를�위한�경우

§ 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업의�범위
-�전기공급시설�및�전기통신시설설치
-�송유관�설치
-�가스공급시설·열공급시설�설치

감면
비율

「하천법�시행령」
제44조�3항�

§ 감면조건별�하천수�사용료�감면비율�제시
-�공용·공공용�등�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전액면제
-�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업:�50%�감경
-�재해로�인한�하천점용�목적�달성�실패:�하천관리청�재량

[표�2-12]�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법규정

하천수�사용목적이�공공복리�증진을�위한�국가�또는�지자체의�공익사업일�경우�하천수�

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이때�감면받을�수�있는�조건�즉,�공익사업의�종류를�「하천법�

시행령」�제44조에�규정하고�있으며,�감면�조건에�따른�감면�비율은�별도로�정하고�있다.�

하천수�사용자는�법률적�근거에�의해�하천관리청이�감면한�금액을�제외한�차액을�해당�

하천의�관할�시·도지사에게�납부한�후�하천수를�사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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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용료�집행

하천수�사용자로부터�징수된�사용료는�시·도의�관할�하천관리를�위한�재원으로�활용되게�

규정하고�있다.�이와�같은�사용료의�집행은�‘수익자�부담�원칙’25)을�따르는�것으로�국가�

또는�지자체는�하천관리에�필요한�소요경비를�우선�투입하여�관리행정을�실시하고�하천관

리로�인한�직접적인�수혜자가�하천관리�비용을�부담하게�하는�관리방식에�해당한다.�「하천

법」�제65조에는�투입된�비용의�출처에�따라�수입금26)을�귀속시키도록�하고�있다.�즉,�하천

관리�비용을�시·도가�부담하였을�경우�징수한�사용료�역시�시·도의�수입으로�규정하고�있다.

하천수�사용료�징수에�따른�수입금은�반드시�대통령령으로�정해진�하천의�유지·보수�목적

으로만�사용해야�하며,�하천수�사용료의�징수�및�사용�현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매년�3월�

31일까지�제출하도록�하고�있다.�하천�수입금의�집행과�관련한�법규정은�[표�2-13]과�같다.

구분 조항 내용

수입금
귀속

「하천법」
제65조�1항

§ 시·도시자사�하천관리비용을�부담한�경우�시·도로�귀속

집행
조건

「하천법」
제66조

§ 대통령령으로�정한�하천�유지·보수에만�수입금�집행

「하천법�시행령」
제77조�1항

§ 하천�수입금의�집행�항목
-�하천유지·보수
-�하천구역�내�편입토지�보상금
-�지방하천�하천기본계획�수립�및�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관리
-�하천�수입금�또는�폐천부지�관리대장�작성·관리
-�폐천부지�등의�관리·처분�비용
-�하천공사비�및�하천관리에�드는�비용

집행
관리

「하천법�시행령」
제77조�2항·3항�

§ 수입금�및�징수�현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보고
§ 제출된�자료를�국가하천�관리비용�보조에�반영

[표�2-13]�하천�수입금�집행�관련�법규정

25)�하천관리와�같은�공공사업으로�인해�이익�수혜자로부터�그�사업의�경비를�부담하게�하는�방식

26)�하천�수입금은�「하천법」�제58조에�따라�①�하천�점용료,�②�양여된�폐천부지�처분금,�③�국·공유화된�공작물�또는�물건의�
처분금,�④�그�밖에�하천의�관리·운영에�따른�수익으로�이�연구에서의�하천�수입금은�하천수�사용료�징수금액을�하천�수입금으로�
한정함�



26�/�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3)�서울시�하천수�사용현황

서울시27)는�시민에게�수돗물�등�생활용수를�공급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하천수�사용허가를�받아�팔당댐�하류에서부터�잠실수중보�사이의�5개�취수지점에서�2018

년�1월�기준으로�하루�평균�약�317.1만㎥의�하천수를�취수하고�있다.�이�중�104.6만㎥/일

은�기득물량28)에�의해�하천수�허가를�받아�취수하며,�212.5만㎥/일은�댐용수�계약에�의

해�취수함에�따라�댐용수�사용료를�지불하고�있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에서�규정하고�있는�댐용수�사용료�징수대상은�다목적댐에�저류된�

댐용수를�취수하는�사용자로�국한하고�있으므로�서울시가�하천수를�취수하는�지점에서�

가장�가까운�다목적댐인�충주댐의�건설·유지비용�부담을�목적으로�수자원공사에�사용료

를�납부하고�있다.

(1)�서울시�하천수�취수지점

서울시는�시민들에게�생활용수를�공급하기�위해�국가하천인�한강에서�하천수를�취수하고�

있다.�서울시�관할구역�내의�3곳,�경기도�내�관할구역의�1곳�등�모두�4개�취수지점에서�

하천수를�직접�취수하고�있으며,�한국�수자원공사(이하�수자원공사)가�운영하는�광암취수

장에서�광역상수도를�공급받고�있다.�서울시의�하천수�취수지점은�[그림�2-1]과�같다.

서울시가�취수하는�지점의�행정구역에�따라�하천수�사용료�제도의�행정�단계별로�관리�

주체가�다르다.�서울시�관할구역�내�자양·암사·풍납취수장에서�취수되는�하천수�사용료의�

징수,�감면,�집행권한은�서울시장에게�있으며,�경기도�관할구역인�강북취수장의�징수,�집

행권한은�경기도지사에게�있고�감면권은�하천관리청으로써�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있다.�

그러므로�하천수�사용료�제도행정에�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2개�지자체(서울

시,�경기도)�등�4대�주체가�관여하고�있다.

27)�서울시�수도공급사업자는�「지방공기업법」과�「수도법」에�의해�기업형태로�설립·운영되고�있는�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임

28)�기득물량은�기득수리권에�의해�취수하는�하천수를�의미함.�기득수리권은�취수지점�상류에�위치한�다목적�댐�건설�이전부터�
허가받아�사용해오던�하천수�사용량을�의미하며�서울시의�기득물량은�123.6만㎥/일에�해당함.�기득물량은�「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해�댐용수�사용료의�징수대상에�포함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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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서울시�생활용수�공급을�위한�하천수�취수지점

(2)�서울시�하천수�취수량

현재�서울시가�생활용수�공급을�목적으로�팔당댐�하구에서부터�잠실수중보�사이의�하천

구간에서�취수할�수�있는�하천수�사용�허가량은�하루�평균�468.0만㎥이고�이�중�실제�

취수량은�317.1만㎥/일로�허가량의�67.8%에�해당한다.�취수량이�가장�많은�취수장은�암

사취수장(108만㎥/일)이며,�강북취수장을�제외한�자양·암사·풍납취수장은�기득물량을�보

유하고�있다.�서울시가�보유한�기득물량은�123.6만㎥/일로�취수장별�취수량에서�기득물

량을�공제한�나머지�물량은�댐용수로�구분하여�한국수자원공사에�댐용수�사용료를�납부

한다.�취수하는�기득물량은�댐용수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하천수�사용료�제도권에�포

함되며,�「하천법」�제50조�규정을�적용해�사용료를�징수·감면할�수�있다.

서울시�도시생활용수�수요량은�일평균�317.1만㎥이다.�현재�취수지점의�하천수�허가기준

유량은�일평균�56.1만㎥로�수요량의�17.4%에�불과하며�대부분의�수요량을�댐용수�계약

에�의존하고�있다.�댐용수를�공급받을�경우�하천수�사용료�제도와�달리�공익사업에�대한�

사용료�감면제도가�없어�댐용수�계약량이�증가할수록�지방상수도의�공급원가가�증가하

는�구조이다.�2018년�1월�현재�서울시가�4곳의�취수장에서�취수하는�일평균�하천수�유량�

및�기득물량을�정리하면�[표�2-14]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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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 취수원
원수
비용
(원/㎥)

취수량(만㎥/일)1) 허가량(만㎥/일)

유료
(댐용수)

무료
(하천수)

합계 총�허가량 기득물량

광암
취수장

팔당댐
(광역상수도)

233.7 19.9 - 19.9 - -

자양
취수장

한강
(직접�취수)

52.7

- 61.0 61.0 130.0 80.0

강북
취수장

79.7 - 79.7 100.0 -

풍납
취수장

28.5 20.0 48.5 76.0 20.0

암사
취수장

84.4 23.6 108.0 162.0 23.6

합계 212.5 104.6 317.1 468.0 123.6

주�1)�취수량은�가장�최근자료인�2018년�1월의�일평균�취수량에�해당함

출처:�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취수현황(2016)�및�한강�취수허가증(제37-2호,�105-1호,�106-1호,�107-1호)

[표�2-14]�서울시�생활용수�공급을�위한�한강의�하천수�사용허가량�및�기득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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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수정과�쟁점

1_수자원장기종합계획�3차�수정�주요�내용

1)�수자원장기종합계획�변화과정

2016년�수정된�「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의�핵심은�최근�6년�주기로�발생하

는�가뭄에�대응하기�위해�하천수�사용료�제도를�국가집중관리로�제도를�강화하는�것이다.�

이러한�「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변화에�따라�하천수를�둘러싼�이해당사자인�국가와�지자

체�간�갈등이�예상되며,�시민의�생활경제에�부담을�줄�우려가�있다.

2001년�수립�이후�5년마다�타당성을�검토해�왔다.�2016년�수정된�「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수정계획」은�이전�계획에서�소극적으로�다루고�있는�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

내용이�강화되었다.�2006년�1차�수정계획까지만�해도�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계획

내용은�물이용(이수)�계획29)에�극히�일부가�포함되어있는�수준이었다.�그러나�2011년�2

차�수정계획에는�수자원의�이용�및�계획에�있어�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의�선제적�대응�

계획으로�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내용을�추가하기�시작하였다.�따라서�2011년을�전후

로�하천수�사용료�제도가�급변하는�계기를�맞게�되었다.

2011년�2차�수정계획에는�풍수해�증가와�기후변화�등�수자원과�관련한�내·외부적�위협에�

대응하기�위해�하천수�사용료�제도를�국가에�의한�공적관리�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을�제시하였다.�세부적으로는�하천수의�공정한�배분과�이용의�공공성�강화를�물관리의�

제도적�원칙으로�정립함에�따라�하천의�관리와�관련�제도�주체를�국가�관리체계로�전환하

는�것을�추진하며,�배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이해당사자�간�갈등조정�기구의�기능을�

확대�개편하는�계획을�포함하고�있다.

2011년�수립된�국가�관리체계로의�전환계획을�발표한�이후�2016년�3차�수정계획에는�

29)�2006년�수자원장기종합계획�1차�수정계획까지는�물이용·치수·하천환경·수자원�조사�및�연구개발�계획�등�4가지�세부계획이�
제시되었으나�2011년�2차�수정계획에는�수자원�미래과제�대응�계획�내용이�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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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재원�확보와�하천수�이용의�효율�증대를�목표로�하천수�사용료�제도를�개선하

는�내용이�반영되었다.�관련�계획은�하천수�사용허가,�하천수�사용료�감면과�징수방식,�

하천수�사용료�수입금�집행�방식�등�하천수�사용료�제도�전반에�걸친�내용을�담고�있다.

2)�하천수�사용료�제도�변경�내용

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변경�내용은�크게�4가지로�구분할�

수�있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2차�수정계획」에서부터�「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

계획」에�이르는�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변경내용은�[표�3-1]과�같다.

계획명 구분 내용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제2차�수정계획」

수리권�배분
§ 하천수�이용실적1)이�저조할�경우�조정
§ 하천수�배분�시�지역수리권�배제
§ 수리권�배분�관련�갈등조정�시스템�확대개편

제도주체 § 국가관리체계로�전환

하천수�사용료�감면 § 수도사업자에게�하천수�사용료�정상징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제3차�수정계획」

하천수�허가방식
§ 허가기준유량을�관칙유량으로�산정
§ 하천수�이용실적이�저조할�경우�조정

하천수�사용료�감면 § 수도사업자에게�하천수�사용료�정상징수

하천수�사용료�징수방식 § 국가로�징수권�이전

하천수�사용료
수입금�집행

§ 기금을�설치하여�특별회계로�관리
§ 교부금�형태로�지자체에�하천관리재원�지원

주�1)�이용실적은�하천수�허가량�대비�취수량을�의미함

[표�3-1]�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반영된�하천수�사용료�제도�변경�내용

첫째는�하천수�사용료�수입금의�집행과�관련한�사항으로�과거�지자체가�징수하여�하천관

리재원으로�집행했던�방식에서�하천수�사용료�수입금을�기금으로�하여�특별회계로�운용�

관리하거나�교부금�형태로�배부하는�계획이다.

둘째는�하천수�사용허가와�관련한�사항으로�모의유량(Simulated�Flow�Rate)을�기반으

로�산정했던�하천수�허가기준유량을�관측유량(Observation�Flow�Rate)을�기반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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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허가를�추진하는�것과�허가량�대비�실제�취수량이�저조할�경우�허가량을�조정한다는�

계획이다.�또한,�공공성�강화를�위해�지역수리권을�배제하는�계획을�포함하고�있다.

셋째는�하천수�사용료의�감면�및�징수와�관련한�사항으로�징수권을�국가로�이전하여�과거�

허가·징수권이�이원화되었던�체계에서�국가로�통합관리한다는�내용과�함께�수도사업에�

대한�하천수�사용료�부과를�추진하는�계획이다.

넷째는�하천수�배분의�기준이면서�하천수�사용권리인�기득물량을�축소·조정하여�하천수�

허가·분배제도를�정착화하겠다는�계획이다.

2_하천수�사용료�제도�변화와�주요�쟁점

1)�징수권의�국가이전

최근�「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에서�하천수�사용료�징수권(징수업무)을�국가

로�이전하고�징수된�사용료는�교부금�형태로�지자체에�배분한다는�계획을�발표함에�따라�

다양한�문제점이�예상된다.

그간�지자체에서�하천수�사용료를�임의로�면제30)하거나�징수업무가�원활하지�못했던�탓

에�3차�수정계획에는�하천수�사용료의�정상징수를�위해�국가가�직접�사용료를�징수·관리

하며,�징수된�하천수�사용료를�가칭�하천기금으로�설치하여�교부금�형태로�하천관리비용

을�배분하겠다는�것이�핵심적인�내용이다.

그러나�징수권이�국가로�이전될�경우�지자체가�수행하는�하천관리행정에는�부담으로�작

용할�가능성이�있다.�하천관리에�있어서�가장�중요한�사항은�지역실정에�맞는�적정한�관

리에�있으며�장래를�예측하고�이에�대비할�수�있는�적절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핵심

이다.�그러나�하천관리비용의�배분(교부금)�방식은�다양한�요인에�의해�배분�금액이�결정

30)�경기도의회가�2014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결과�OB�맥주공장이�국가로부터�하천점용허가�및�하천수�사용허가를�받아�
하천수를�사용해왔음에도�불구하고�주무부서에서�하천수�사용료를�징수하지�않아�1979년부터�남한강�물을�무상으로�취수한�
것이�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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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때문에�지자체�주무부서에서는�징수권을�갖고�있을�때에�비해�하천관리�행정이�위축

될�소지가�있다.

하천�관련�주요�업무는�3가지로�하천의�규범체계인�관련�법령을�정비하는�업무,�규범에�

부합하게�하천을�관리할�수�있도록�법정계획을�수립하는�업무,�규범과�계획을�실행에�옮

기는�하천행정업무로�구분할�수�있다.�하천행정업무는�「하천법」이�정하는�법적�책무에�따

라�사실상�하천수의�사용허가�업무도�국가가�아닌�지자체가�담당해야�한다.

과거부터�하천과�관련한�행정은�지방의�고유사무였다.�물은�특정한�장소에�구속되어�있지�

않고�지역마다�산재하여�시민의�생활영위와�밀접한�관련성이�있다.�더욱이�상수의�공급,�

하천시설의�관리�등은�지역의�실정에�부합해야�하기�때문에�국가보다는�지자체의�역할이�

중요시됨에�따라�「하천법」�제3조에는�지자체의�책무를�국가의�시책을�수행하는�행정주체

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하천수의�배분과정에서�지역�간�분쟁을�조정하기�위한�지역�초월적인�권력기관의�

존재�필요성에�의해�하천수�허가업무를�국가가�담당하는�것으로�보편적으로�이해가�가능

한�부분이다.�따라서�징수권의�국가이전은�하천행정의�효율성�증진�측면과�하천수�사용료

의�정상징수뿐만�아니라�지역에�필요한�하천서비스와�수자원�이용에�따른�이익�등�다양한�

이해관계가�대립할�수�있기�때문에�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이�필요한�사안이다.

2)�허가기준유량�산정방식의�문제

3차�수정계획에는�현행�하천수�허가기준(허가기준유량)을�모의방식이�아닌�관측유량을�통

해�유황을�고려하겠다는�입장을�밝혔으나�세부적인�방법을�제시하고�있지�못해�계획이행이�

불투명하며,�현행�시스템은�하천의�유황을�고려하고�있지�못한�문제점이�있는�실정이다.

하천수의�배분은�「하천법」�제51조에�의해�‘하천수�사용자가�취수하고자�하는�지점에�인접

한�표준유역(기준지점)에서�하천유지유량의�확보가�가능한�수준’,�「하천법�시행령」�제56조

에�의해�기득�하천�사용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수준,�「하천법�시행규칙」�제28조에�의

해�홍수통제소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유량�범위�이내의�수준에서�이루어진다.�현재�한강�

홍수통제소장이�고시하는�유량은�기준갈수량,�하천유지유량,�하천수�허가기준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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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배분·허가�기준의�문제는�기준갈수량이라는�가뭄예방�차원의�방재적�개념을�하천수

의�이·취수�기준으로�적용하여�실제�사용할�수�있는�하천수량이�과소하게�산정된다는�것이다.

기준갈수량은�하천의�연간�유황이�가장�열악한�상태를�의미하기�때문에�여름철�강수가�

집중되는�환경적�여건을�반영하지�못한다.�서울시가�취수하는�팔당댐�하류지점의�기준갈

수량은�584.9만㎥/일이고�하천유지유량은�528.8㎥/일이다.�따라서�하천수�사용료�제도

권�내에서�취수할�수�있는�하천수�유량은�56.1㎥/일이다.�이는�서울시�‘생활용수�수요량

(총�취수량)’에�17.4%�수준이다.�댐�건설�이전인�1980년의�생활용수�수요량이�120만㎥/

일31)임을�감안하더라도�현재의�허가기준유량은�과소하다.

생활용수�수요량�중�허가기준유량을�초과하는�수요량은�댐용수�계약에�의해�공급(취수)

받는다.�하천별�허가기준유량을�고려하면�현행�하천수�배분�기준은�하천수�사용료�제도�

내에서�하천수를�사용할�수�있는�물량을�축소시키는�반면,�댐용수�계약량을�확대시키는�

특징이�있다.�만약�하천의�유황을�고려한�실측유량을�토대로�하천수를�배분할�경우�현재�

공급받는�댐용수의�대부분이�하천의�자연상태�유량만으로�취수�가능하고,�수자원�시설�

건설비용�부담을�줄일�수�있다([그림�3-1]�참고).

[그림�3-1]�하천수�사용료�제도의�기준갈수량과�댐용수�계약량의�관계

31)�기득물량은�댐�건설�및�「댐건설법�제정」�이전에�국가로부토�허가받은�하천수�취수허가량을�의미하므로�댐건설�이전의�하천수�
취수량으로�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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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취수하는�생활용수의�81%가�댐용수�계약에�의해�공급받는�실정이다.�이와�같

은�하천수�배분방식은�댐의�건설·운영비용32)을�지자체와�시민에게�과도하게�부담시키는�

부정적인�효과가�있다.

더욱이�법정계획�수립�시�하천수의�수급조절을�위해�수행하는�물수지분석은�회귀수(回歸

水)를�고려함에도�정작�하천수의�배분·허가�과정에서는�회귀수에�대한�고려가�없어�현재

의�하천수�허가기준유량은�하천수�배분에�적합하지�않은�방식·기준이라고�할�수�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에는�향후�관측유량(Observation�Flow�Rate)33)

을�기반으로�하천수를�배분하겠다는�계획�내용을�담고�있어�현행�하천수�허가기준유량�

산정방식의�문제점을�다소�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나�유량의�산정방식,�허가�고려

요소�등�명확한�기준이�제시되지�않은�실정이기�때문에�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3)�하천수�사용료�징수와�요금산정

하천수�사용료의�산정�및�징수방식과�관련한�사항은�「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

획」에�변화가�예고되지�않았지만�미흡한�법규정으로�인해�다양한�갈등이�발생할�수�있는�

현안문제이다.�하천수�사용료의�징수와�관련한�사항은�「하천법」에�별도규정을�두지�않고�

제37조의�하천�점용료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그러나�점용료�규정에�사용료�행

정에�필요한�법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고,�위임입법의�재량을�일탈한�규정이�있어�법률적�

개선이�요구된다.

본래�입법기관은�국회지만�공공복리�증진�측면에서�원활한�법�제·개정이�필요한�경우�행정

부의�입법행위를�인정하는데�이를�‘위임입법’이라고�정의하며,�「헌법」�제75조·95조에�의해�

인정받는�행정부의�권리이다.�위임입법이�적법하기�위해서는�위임의�구체성,�입법자의�명

확성,�예측가능성,�자의의�방지성�등의�기준을�만족시켜야�하나34)�그렇지�못한�경우�‘위임

32)� 「댐�건설법」에는�댐용수�계약으로�징수되는�사용료는�댐의�건설비용을�비롯한�댐의�운영관리비용으로만�집행될�수�있음

33)�현행�허가기준유량�산정방식은�산정에�필요한�데이터가�협소해�장기유출수문모형의�모의결과로�산정하고�있음

34)�헌법재판소�1999년�4월�29일�94헌바37,�판례집의�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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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재량을�넘어선�일탈로�보아�헌법소원�또는�행정소송�대상이�된다.�즉,�국민�누구나�

예측할�수�있는�범위�내에서�법률적�근거가�명확할�때�법률�조항의�적법성이�인정되는�

것이라고�할�수�있다.

먼저�점용료는�하천�당해지역과�인접지역�등�공간과�관련된�요금으로�징수�대상�하천�공

간(토지)에�대한�사용자,�하천공간에�귀속되어있는�자원에�대한�사용자로�특정되어�진다.�

반면�하천수�사용료는�하천구간에�흐르는�물을�사용할�경우�징수되는�요금이기�때문에�

점용료와�특징�면에서�구별됨에도�동일한�기준으로�요금을�산정·징수·감면하고�있다.

문제는�「하천법」�제50조�9항에서�정하고�있는�하천수�사용료�징수�및�감면과�관련한�법규

정이�「하천법」�제37조의�점용료�기준을�준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점용료�기준에는�하천

수�사용료의�산정과�관련한�사항을�제시하지�않았으며�별도의�조항(「하천법」�제57조)을�

둠에�따라�정합성을�결여시킨다는�것이다([표�3-2]�참고).

구분 법규정 내용

사용료�징수�근거 「하천법」�제50조�9항 § 징수·감면�관련�사항은�점용료�기준�준용

점용료�징수�방식 「하천법」�제37조�3항
§ 점용료�징수와�관련한�사항은�「하천법�시행
령」�제42조를�따름

점용료�산정�근거 「하천법�시행령」�별표3
§ 점용료�기준금액�제시
§ 사용료와�관련한�기준�없음

사용료�산정�근거 「하천법�시행령」�제57조
§ 용수별�기준금액
§ 하천수�사용료�산정�및�징수에�필요한�사항
은�시·도�조례로�규정

사용료�산정�방식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 시행령의�용수별�기준금액을�동일하게�제시

[표�3-2]�하천수�사용료�징수�및�요금산정�관련�법규정

또한,�「하천법�시행령」�제57조�3항에는�하천수�사용료의�요금�산정과�징수에�필요한�사항

을�지방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에도�동조�1항에�사용료�기준금액을�제시함에�

따라�시·도�조례로�정할�수�있는�내용적�범위를�축소시킨다.�실제로�전국�15개�시·도의�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제시된�하천수�사용료�산정기준·금액은�「하천법�시행령」�제

57조�1항에�제시된�기준금액과�동일하다.�따라서�현행�하천수�사용료�산정과�관련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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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역여건을�반영하기�위한�지방조례�본연의�기능발휘를�제한하고�있는�셈이다.

더욱이�「하천법�시행령」�제57조�조항이�입법과정에서�행정부의�입법재량을�뛰어넘은�일탈

적�규정에�해당한다는�문제점�역시�상존한다.�하천수�사용료의�징수금액(요금)을�구체화

하는�것은�시·도지사에게�주어진�징수�권한을�축소하는�것에�해당하기�때문에�위임근거

(대통령령�또는�국토교통부령)를�제시해야�함에도�수권규정(위임근거)을�제시하고�있지�

않아�법률적�개선이�필요한�사항이다.

4)�수도사업의�사용료�감면�제한

수도사업의�사용료�징수는�2차�수정계획부터�논의된�사안으로�수도공급을�목적으로�하는�

취수에�대해�하천수�사용료를�징수하며,�부족한�하천관리재원을�확보하겠다는�내용을�밝

히고�있다.�2004년과�2008년의�「하천법�시행령」�개정으로�그간�면제되어온�수도사업에�

대한�하천수�사용료를�더�이상�감면할�수�없게�되었기�때문에�정부는�하천수�사용료�운용

을�법률에�입각하여�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그러나�수도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감면�

제한은�시민·지자체의�부담을�상승시키며,�법률적으로도�미흡해�계획의�시행이�어렵다.

「하천법」은�제정�당시부터�수도사업과�같은�공익·공공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징수를�

면제해왔다35).�1999년�「하천법�시행령」의�22차�개정�이전에는�하위법령에�하천수�사용료

의�감면과�관련한�규정이�없었기�때문에�당시의�「하천법」�제34조(점용료�등의�감면)에서�

정하고�있는�“공용·공공용�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사업(이하�비영리사업)을�위

한�것일�때에는�점용료�등을�감면할�수�있다”는�규정을�적용하여�수도사업에서�하천수�

사용료를�감면할�수�있었다.

1999년�이후�「하천법�시행령」에서�비영리사업을�‘하천관리청이�인정하는�경우(사업)’로�특

정하였으며,�2004년�「하천법」의�전면개정�이후에는�불확정적이던�비영리사업의�개념을�열

거방식의�확정개념으로�구체화하여�재해응급복구,�하천공사,�도로유지보수자원공사,�국

35)�1962년�제정된�「하천법」�제30조에는�“하천의�점용�또는�사용이�공용�또는�공익을�목적으로�하는�것일�때에는�전조의�규정에�
의한�점용료�및�사용료를�징수할�수�없다”고�규정함에�따라�하천수�사용료를�면제할�수�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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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보�등으로�제한하였다.�이에�따라�현행�「하천법�시행령」은�2004년�이후�수도사업이�

비영리사업임에도�해당�감면규정을�적용받을�수�없게�되었다.�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

규정의�변화는�[표�3-3]과�같다.

감면규정

적용�여부(○,�×,�-)1)

1962년
「하천법」�제정

1999년
「하천법�시행령」�

개정

2004년
「하천법�시행령」�

개정

2008년�
「하천법�시행령」�
개정�이후

비영리사업2) ○
○

(하천관리청
�승인�필요)

×
(비영리사업
범위한정)

×

갈수량�이내3) - ○ ○

×
(하천관리청이�
취수할�경우로�

한정)

주�1)� ‘○’=�적용�가능,� ‘×’=�적용�불가,� ‘-’�=�관련�규정�없음
2)�“공용·공공용�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사업”을�의미함
3)�“하천관리청이�정하는�자연갈수량�이내에서�취수�시”를�의미함

[표�3-3]�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규정�변화

수도사업이�하천수�사용료의�감면대상에서�제외된다면�원수비용이�발생하고�상수자원공

사급단가가�상승되며,�결과적으로�시민이�부담하는�수도요금이�올라갈�수밖에�없다.�현재�

서울시가�생산하는�상수는�일평균�317.1㎥이며,�이�중�212.5만㎥/일이�하천수�사용료�

부과대상이�된다36).�이에�취수량�기준으로�연간�약�201억�원37),�허가량�기준으로�연간�

약�240억�원의�원수비용38)이�추가로�발생하게�된다.�추가적으로�발생하는�원수비용은�공

급단가를� 약� 4%(20원/㎥)� 상승시킨다.� 이와� 같은� 공급단가의� 상승은� 최근� 7년

(2009~2016년)간�수도요금�연평균�증가율인�1.7%의�2.4배에�해당하는�수준이다.

36)�총�취수량�중�하천수�사용료�제도권에서�허가�받아�취수하는�일평균�104.6만㎥를�제외한�212.5만㎥는�댐용수�계약에�의해�
공급받는�댐의�저수에�해당함

37)�추가로�발생하는�원수비용�=�하천수�사용료�제도권에서�허가�또는�취수하는�하천수량�×�댐용수(원수)�공급단가

38)�원수는�인공처리�즉,�정수처리가�되지�않은�자연�그대로의�물을�의미하며�상수생산을�위해서는�하천수·댐용수와�같은�원수를�
공급받아�정수처리�후�지역시민에게�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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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징수권이�국가로�이전될�경우�추가로�발생하는�원수비용을�1차적으로�수도사업자

가�납부해야�하기�때문에�상승된�공급단가만큼�수도�기반시설의�공급이나�시설운영에�필

요한�재원마련이�어려워지고�수도�서비스의�질이�저해될�우려가�있다.

수도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의�변화는�비단�시민과�지방재정의�부담�외에도�

해당�규정의�법률적�적합성에�대한�문제도�상존한다.�「하천법」�제37조�5항39)에서�규정하

고�있는�하천�점용료40)�감면�조건은�수도사업과�같은�비영리사업에�점용·사용료를�감면

할�수�있도록�하려는�취지로�볼�수�있다.�그러나�하위법령인�「하천법�시행령」�제44조�1

항41)에서�비영리사업의�범위를�제한해�수도사업에�감면규정을�적용하기�어렵기�때문에�

「하천법」�취지에�어긋난다.�또한,�「하천법�시행령」�제44조�1항은�법률의�위임�없이�비영리

사업의�범위를�제한하고�있어�위임입법42)의�재량을�일탈했다고�할�수�있다.

일부�연구자들은�「하천법�시행령」�제44조�1항은�적법하지�않다고�주장한다.�「하천법」�

제37조에�명시된�하천수�사용료�감면대상인�‘공익사업’은�의미가�포괄적이고�비확정적인�

개념인데�반해�「하천법�시행령」에서는�공익사업의�의미를�확정적�개념으로�전환하여�재해

응급복구,�하천공사,�기반시설의�공급�및�운영,�군작전�등으로�그�범위를�축소하고�있다.�

이와�같이�범위를�한정하는�것을�이해당사자들이�예측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더욱이�「하천법�시행령」�제44조�1항은�공익사업의�의미를�축소함과�동시에�그동안�누려온�

권리행사를�제한함에도�불구하고�법률적�위임근거를�제시하고�있지�않아�행정부의�위임입

법�범위를�일탈하고�있다.

39)�「하천법」�제37조�5항의�규정은�다음과�같음.�“하천관리청은�하천점용허가를�하는�때에�제33조�제1항�각�호에�따른�점용�
또는�사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점용료�등을�감면할�수�있다.�
1.�공용·공공용�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사업인�경우,�2.�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공익사업으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사업인�경우,�3.�재해나�그�밖의�특별한�사정으로�본래의�하천점용�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40)� 「하천법」�제50조�9항에�의해�하천수�사용료의�징수와�감면은�하천�점용료�기준을�준용하도록�규정됨

41)�「하천법�시행령」�제44조�1항의�규정은�다음과�같음.�“법�제37조�제5항�제1호에서�‘공용·공공용,�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
하는�비영리사업인�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재해응급복구를�위한�경우,�2.�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하천공사�및�그�밖에�하천관리를�위한�경우,�3.�국가기관의�장�또는�시·도지사가�직접�시행하는�도로의�유지·보수의�
경우,�4.�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5.�「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이�사립학교를�설치·경영
하는�경우,�6.�군작전�또는�국가안보를�위한�경우”

42)�헌법�75조와�95조에�의해�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장은�법률의�구체적�범위를�정하여�법률�집행에�필요한�사항에�대해�
각각�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발할�수�있으며,�각�령은�위임입법의�법률적�요건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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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득물량(지역수리권)의�배제

기득물량의�배제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2차�수정계획」에�제시되었으나�3차�수정계획

에는�반영되지�않았는데�이는�과거부터�이어져�온�하천관리행정의�핵심�쟁점�중�하나이다.�

기득물량은�댐과�같은�수자원�개발시설의�건설�이전부터�사용해오던�하천수�물량으로�이

미�오래전부터�허가를�받아�사용되어�온�물량이다.

기득물량이�비록�법적�용어는�아니지만,�하천수�배분�기준으로써�관행적으로�사용된�이유

는�수자원�개발시설의�건설·관리�비용의�부담과�관련이�있다.�수자원개발시설로�인해�사용

할�수�있는�수자원�부존량이�증가하게�되고�이를�사용할�경우�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

건설·관리�비용을�부담하게�되는�구조이다.�이때�증가한�수자원�부존량을�수치적으로�측

정할�수�없기�때문에�개념적으로�수자원�개발시설의�건설�이전에�사용했던�하천수�물량을�

과거(건설�이전)�하천의�유황을�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하게�되어�왔으며,�이러한�이유에

서�「하천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댐건설법」)에�의해�보장받는�

권리이다.

기득물량의�권리를�인정하는�규정은�「하천법」과�「댐건설법」에�의해�정의되며�「하천법」은�

하천수의�허가�및�배분과�관련한�내용을�규정하고,�「댐건설법」은�사용료의�징수와�관련한�

사항을�규정한다.�「하천법」에는�신규�하천�사용자는�기득�하천�사용자의�동의를�얻어�하천

수�사용허가�신청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43),�기득�하천�사용자의�동의를�구하지�않고�

하천수�사용권리를�침해할�경우�금전적으로�보상하는44)�내용을�명시하고�있다.�즉,�법에

서�규정하는�기득물량의�권리는�하천수�허가·배분에�있어�선점우선원칙이�적용됨을�의미

한다.

그러나�기득물량은�하천수�허가·배분�체계하에�있음에도�조정된�사례가�없으며,�지역의�

43)�「하천법」�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보호)�1항�“하천관리청은�하천점용허가를�할�때�이미�하천점용허가를�받은�자�등�대통령령
(하천수�사용허가를�받은�자)으로�정하는�하천에�관한�권리를�가진�자가�그�허가로�인하여�진출입�제한,�환경�피해�등이�
야기되어�기존의�하천에�관한�권리행사가�현저히�곤란해지는�등�손실을�받게�됨이�명백한�경우에는�해당�신청인으로�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동의를�얻도록�하여야�한다”의�규정에�의해�하천수�사용허가�시�기득�하천�사용자의�동의서를�첨부하도록�
하고�있음

44)�「하천법」�제35조(하천점용에�대한�손실보상의�협의�등)�1항�“하천점용허가로�손실을�받은�기득�하천�사용자기�있는�때에는�
그�하천점용허가를�받은�자가�그�손실을�보상하여야�한다”의�규정에�의해�권리제한에�대한�금전적�손실을�보상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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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및�기후·환경�변화�등의�이유로�하천수�배분량을�조정해야�할�경우�재산권적�성격이�

강해�조정이�어렵다.�또한,�사실상�고정된�지역의�수리권(水利權)으로�인식되기�때문에�지

역�간�갈등을�유발할�수�있어�정부에서는�갈등�관리�차원에서�기득물량을�조정·축소하려

는�것이다.

반면,�지자체�차원에서는�기득물량이�축소·조정될�경우�하천수�사용료�제도�내에서�하천

수를�취수할�수�있는�물량이�줄어들고�댐용수�사용료�등�수자원�개발시설�이용료를�지불

해야하는�부담이�발생한다.�대부분의�하천은�사실상�허가기준유량이�없는�상태이며�지자

체는�생활용수�공급을�위해�대부분�댐용수�사용료를�지불하고�하천수를�공급받는다.�따

라서�기득물량은�수자원�개발시설의�부담으로부터�사회적�요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

제도적�장치인�셈이다.�따라서�기득물량의�배제와�관한�사항은�하천수의�형평성�있는�배

분과�합리적인�수자원�개발시설�비용부담의�입장이�서로�대립하고�있다.

3_제도연구�문헌�메타분석

1)�분석방법

(1)�질적�메타분석의�개념

지금까지�수행되어�온�하천을�대상으로�한�연구는�하천사용의�효율적�방법과�하천사용에�

따른�이익을�증진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집중되어왔다.�대부분의�하천�관련�연구는�하

천수의�부존량을�산출하거나�하천물의�배분�방법론을�제안하기�위한�양적연구가�주류를�

이룬다.�이와�같은�양적연구는�특성상�연구가설을�검증하여�연구자의�주장을�일반화하는�

데�있기�때문에�대체로�연구들은�상호�독립적이고�분리된�형태로�존재하는�한계점이�있

다.�따라서�기존�연구의�한계점을�극복하고�새로운�대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연구결과물

을�종합적으로�분석�및�해석하고�그�관계성을�살펴보기�위한�시도가�필요하다.

메타분석은�양적연구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시도된�연구방법론으로�과거에�생산된�

문헌을�분석하기�위한�문헌�연구방법론을�총칭한다(Hunter�&�Schmidt,1990).�메타분석



42�/�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의�장점은�독립·분절된�연구결과물을�종합하고�재분석함에�따라�사회현상�또는�연구영역

에�대한�축적된�지식의�제공과�더불어�더욱�합리적이고�확정적인�대안�제시,�다양한�해석

의�적용과�확장에�있다(나장함,�2008).�이에�따라�서구에서는�오래전부터�메타분석을�활

용해왔으며,�국내에서도�메타분석을�활용하기�위한�시도가�꾸준히�이어지고�있다(이승호·

박대권,�2016).

메타분석의�한�부류로�질적�메타분석이�최근�주목받고�있다.�질적�메타분석은�교육,�보건�

분야에서�비교적�최근에�시도되고�있는�분석방법론으로�질적연구�성과물이�갖고�있는�개

별사례(구체적�사안)의�깊이�있는�정보와�구체적이고�다양한�표현을�토대로�연구결과의�

관계성을�파악한다는�점에서�양적�메타분석과�대비된다.�질적�메타분석이�갖는�장점은�정

책�또는�제도와�관련하여�도출할�수�있는�대안이�풍부해지고,�특정한�사건�및�상황에�대

한�비판적�검토가�가능하다는�점이다.�특히,�상반된�연구결과물을�종합함에�따라�좀�더�

포괄적인�이해를�증진시키고�새로운�해석을�가능하게�한다는�장점이�있다.�이에�따라�질

적�메타분석은�다양한�가치가�상충되는�하천수�사용료�제도�분석과�대안�도출에�적정한�

연구방법론이라고�하겠다.

(2)�자료�구축�및�분석과정

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문헌을�수집하기�위해�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

riss.kr/,�검색일자�2017년�8월�30일)의�문헌검색�서비스를�활용하였다.�하천수�사용료�제

도와�관련성이�높은�키워드인�‘하천수�사용료(원수�요금)’,�‘수리권’을�입력해�최근�20년

(1997~2016년)�동안�발간된�총�236건의�문헌자료를�수집하였다.

수집된�문헌은�한국연구재단에서�운용하는�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의�학술지�분류법에�의해�등재지�및�등재후보지에서�발간한�논문으로�한정하였다.�

분석문헌을�이와�같이�제한하는�이유는�체계적인�심사와�평가과정을�거쳐�논문을�게재하

기�때문에�연구결과의�수준이�보장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등재지�및�등재후보지로�구성된�문헌자료를�토대로�내용적�결함�여부를�판단해�1차�분류

를�실시하였다.�하천수�사용료�제도의�개별적인�문제점에�대한�명확한�원인진단,�제도와�

관련한�사례분석,�문제점�해결을�위한�정책적�시사점�등�제도�개선에�필요한�담론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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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는�문헌을�분류하여�최종적으로�분석대상�문헌�26건을�선정하였다.

최종�선정된�26건의�문헌은�하나의�문장�또는�문구단위로�내용을�분리하는�과정을�거쳐�

데이터화하였다.�생성된�데이터를�하천수�사용료�제도의�문제점,�연구요소,�해결방안�등

으로�재구조화해�비교함과�동시에�정보들의�관계성을�분석한다.�문헌선정�및�분석과정은�

[표�3-4]와�같다.

분석단계 내용

분석�프레임워크
§ 기존문헌,�국내·외�사례를�검토
§ 분석틀�확정

문헌�수집
§ 하천수�사용료�제도를�특정할�수�있는�키워드�선정하여�문헌�전수�수집
- 하천수�사용료

§ KIC�학술등재지에�게재된�논문으로�문헌�성격�제한

문헌�추출

§ 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충분한�담론을�담고�있는�26건의�문헌�
추출
-�개별�문제점에�대한�원인
-�제도관련�사례
-�해결방안�및�시사점

내용�분리화

§ 문헌의�내용을�토대로�개별�사료를�분리
-�문제점과�해결요소는�무엇인지?
-�연구�대상지역은�어디인지(지역�및�공간)?
-�연구요소는�무엇인지(제도,�설계,�인식)?

내용�구조화

§ 질적�문헌을�분석�가능하게�문장·문구�단위로�가공
§ 하천수�사용료�제도의�문제점별로�내용구조화
-�기득물량�관련�쟁점
-�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쟁점
-�제도�운영주체�관련�쟁점

관계성�분석
§ 문제점,�연구요소,�해결방안�등�연구요소�간�관계성�분석
-�문제점이�발생하는�원인과�해결방안�사이에�대립되는�개념�파악
-�현�제도와�해결방안의�차이점�확인

[표�3-4]�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질적�메타분석�과정

(3)�문헌자료�속성

분석에�활용된�26건의�문헌은�모두�KCI�학문분류체계에�따라�사회·과학�분야에서�생산된�

문헌이며�세부적으로�81%는�법학분야,�19%는�정책학�분야�문헌이었다.�대체로�법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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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중된�경향으로�인해�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법리해석을�주�내용으로�다루고�

있으며�법리해석�결과를�통해�제도의�개선방향을�도출하는�유사한�연구경향이�있었다.�또

한,�주제에�대한�법률�및�사회적�규범이�형성되지�않은�경우�해외사례를�통해�이를�보완하

고자�하는�시도를�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하다.

문헌이�발간된�시기를�살펴보면�1997년부터�2016년까지�약�20년�동안�꾸준히�발간되었으

며�2005년을�기준으로�문헌의�발간�빈도가�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이와�같은�경향

은�하천수�사용료와�관련한�법적�쟁송의�영향이라�할�수�있다.

2005년�서울시와�한국수자원공사�간�기득물량�지역총량�공제방식에�대한�1차�쟁송이�발

생하였으며,�2013년�서울시와�수자원공사�간�댐용수�사용료�청구건과�관련한�2차�쟁송이�

발생하였다.�당시�두�건의�쟁송은�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킨�중대한�사건으로�학계에서도�

해당�사건에�관심이�집중되었던�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2005년�이전에는�해외의�하천

수�사용료�제도�사례와�관련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고�세부�주제별로�수리권과�관련한�

연구�비중이�높은�편이다.�반면�2005년�이후에는�서울시와�수자원공사의�쟁송과�관련한�

법리해석�연구�비중이�높았고�제도의�운용체계와�관련된�연구�비중도�높게�나타나는�특성

이�있다([그림�3-2]�참고).�최종�선정된�문헌의�정보는�[표�3-5]와�같다.

[그림�3-2]�선정�문헌의�연도별�발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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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저자 연구명
세부
분야

분석
방법

1997
윤근섭
송정기

국내�수리권�분쟁과�조정의�사회적�역할 행정 사례분석

2000 박응격 수자원관리의�효율화�방안-수량관리제도를�중심으로 법학 제도분석

2001 이상돈
수리권�제도�개선에�관한�연구-수리권�거래�및

물�은행�제도�도입에�대비하여
법학 사례분석

2002 최연홍 수리권의�공평한�분배와�이용 행정
제도분석
사례분석

2003 이상돈 우리나라�수리권�제도�정비를�위한�연구 법학
제도분석
사례분석

2004 김동건 수리권제도-하천의�수리권을�중심으로 법학
제도분석
사례분석

2004 전재경
합리적�물관리와�유역별�협력체계�구축을�위한

법적�과제
법학

제도분석
사례분석

2004
홍성만
주경일
주재복

공유재�이용을�둘러싼�정부간�갈등의�조정과�협력분석 행정
제도분석
사례분석

2006 박종찬 수법에�관한�연구 법학 제도분석

2007 박종찬 수자원의�합리적인�배분-수리권을�중심으로 법학 제도분석

2009 김성수 수리권의�법적�근거와�한계 법학 제도분석

2009 박균성 하천수�사용에�관한�공법적�연구 법학 제도분석

2009
전상호
박길옥
박종찬

댐용수�사용료�징수권과�관련된�갈등�조절 법학
제도분석
사례분석

2009 조효서 한국과�중국에�있어서�수리권의�본질에�관한�연구 법학 사례분석

2011 이상돈
우리나라�하천법에서의

하천�유지유량과�환경개선용수
법학 제도분석

2011 정우상 댐사용권과�댐물�사용료에�관한�법적�분석 법학 제도분석

2011 채영근 미국의�주간�물분쟁�사례가�우리나라에�주는�함의 법학 사례분석

2012 김성수 물기본권에�관한�연구 법학 제도분석

2013 한상운 물이용�관련�지방자치단체의�분쟁과�법적�과제 법학 제도분석

2015 김현준 수리권과�물사용의�비용부담 법학
제도분석
사례분석

2015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물의�사용에�관한�권리 행정 제도분석

2016 강현호 수자원�관리에�대한�공법적�고찰 법학 제도분석

2016 김성수 수리권의�법적�성격과�하천법의�과제 법학 제도분석

2016 김성수 하천수�사용에�대한�비용부담과�법제�개선방안 법학 제도분석

2016 김성수 하천수�사용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입법정책적�과제 법학 제도분석

[표�3-5]�질적�메타분석에�활용된�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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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천수�사용료�제도�쟁점

(1)�제도주체�갈등�관련�쟁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은�하천수�사용료의�운용주체를�국가로�일원화한다

는�방침을�밝힌�바�있다.�효율적인�제도�운용을�위해서�주체를�일원화하는�것이�필요하지

만,�일원화�주체를�두고�갈등이�예상된다.

연구자들은�공통적으로�허가·징수권이�분리됨에�따라�제도운용주체인�국가와�지역�간�갈

등과�행정적�비효율이�발생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이에�따라�이분화되어�있는�현행�

방식보다는�지자체�또는�국가로의�하천행정통합이�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이때�일원화

방향과�조직에�대한�연구자들의�의견이�엇갈리고�있다.

전통적으로�하천수의�배분과�관련한�갈등�조정은�국가의�핵심�역할이었으며,�공공자원의�

보호�주체이자�개발과�이용에�필요한�계획을�수립하는�주체�역시�국가였기�때문에�다수의�

연구자들은�제도의�관리주체를�국가로�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부수적

으로�수도사업자인�시·도지사가�하천수�사용료를�재량적으로�감면함에�따라�하천관리�재

정이�열악해지고�부족한�재원을�국고보조금으로�충당해야�하는�문제점을�근거로�국가가�

지자체에�비해�수자원�보전의�중추적�조직으로�인식하고�있다(김성수,�2016b;�김성수,�

2016c).

그러나�일부�연구자들은�하천관리와�관련한�행정사무�일체가�지자체의�고유업무이며,�지

방자치권은�「헌법」이�보장하는�권리임에도�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는�지나치게�중앙집권

적인�나머지�지방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획일성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김현준,�

2015).� 따라서� 국가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역설한다(조성규,�

2015).�그�밖에�현행�하천수�허가방식은�허가주체인�국가와�하천수�사용자인�개인(사인)�

간�관계를�규정하고�있어�공공행정을�수행하는�지자체에�적합하지�않는�등�지방자치권의�

보장이�미흡하기�때문에�지자체로의�일원화가�더욱�필요하다고�역설한다(조성규,�2015).

관리주체의�갈등�발생원인에�대해�연구자들은�공통적으로�관리주체를�이원화하고�있는�

제도체계와�함께�이행당사자인�시민과�지자체의�의사결정�참여�부재를�지적한다(이상돈,�



03�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수정과�쟁점�/�47

2011).�하천수의�배분에�필요한�기준의�결정,�법정계획의�발효�등�제도와�관련한�중요사

항을�결정함에�있어�핵심적인�이해당사자인�지자체의�참여를�보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

의�마련을�조언하고�있다.�문헌에�제시된�관리주체�관련�문제점의�발생원인과�해결방안은�

[표�3-6]과�같다.

발행
연도

연구자 문제점�발생원인 제시된�해결안

2011 이상돈 § 이해당사자�참여�장치�미흡 § 이해당사자의�참여방안�마련

2015 김현준 § 제도�내�지방자치권�보장�미흡 § 적절한�비용부담�체계�정립

2015 조성규

§ 다원화된�관리주체
§ 국가�중심의�제도체계
§ 지방자치권에�대한�고려�부족
§ 이해당사자�참여�장치�미흡

§ 제도�패러다임을�지방자치권�보장으로�
전환

§ 유역관리�체계�도입
§ 이해당사자의�참여방안�마련

2016b 김성수
§ 다원화된�관리주체
§ 비효율적인�하천행정�방식

§ 하천수�사용료�징수주체의�국가�이전

2016c 김성수 § 다원화된�관리주체 § 국가�또는�지자체로�하천행정�통합

[표�3-6]�하천수�사용료�제도�주체�관련�연구에서�제시된�문제점�발생원인�및�해결안

이상에서�하천수�사용료�제도�주체와�관련한�의견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표�3-7]�참고).

①�하천수�사용료�제도의�주체를�지자체와�국가로�이원화함에�따라�하천행정의�비효율이�

발생하고�있으며,�제도주체의�책무·권한을�규정하는�법률이�미흡하다는�점에서�제도의�

관리주체를�통합해야�할�필요성에�대해�공감하지만,�제도의�통합�주체를�놓고�이견이�

있다.

②�국가로의�통합을�주장하는�연구자들은�과거부터�국가가�관습적으로�담당했던�역할의�

연장선에서�필요성을�주장하는�반면�지자체로의�통합을�주장하는�연구자들은�현행�제

도의�이해당사자�의사결정�참여기구�부재,�지방자치권의�보장�미흡�등을�근거로�지자

체로의�통합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③�제도�주체의�통합과�관련한�의견대립의�본질은�「헌법」�제117조에�규정된�지방자치권의�

보장과�「헌법」�제120조에�규정된�공공자원의�특허관리�간�충돌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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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도주체�일원화
필요성

§ 제도주체가�이원화됨에�따라�행정�비효율�발생
§ 주체별�권한·책무를�명확하게�규정하지�않아�갈등�유발

일원화�주체
§ 공공자원의�개발·사용과�관련한�계획수립권자인�국가로�일원화�필요
§ 하천행정업무는�지방의�고유사무로�지방자치권�보장차원에서�지자체로�
일원화�필요

대립�가치 § 지방자치권과�공공자원의�특허관리�대립

[표�3-7]�하천수�사용료�제도�주체�관련�의견의�주요�내용

(2)�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쟁점

수도사업자에�대한�하천수�사용료의�감면�여부�논쟁은�비교적�최근에�발생하였다.�2004

년�「하천법�시행령」�개정�이후까지도�별다른�논의가�없었으나�2005년과�2013년�서울시와�

수자원공사�사이의�쟁송�발생�이후�논의가�진행되었다.�서울시와�수자원공사�사이에�발생

한�쟁송은�최초�기득물량과�관련한�내용이었다.�그러나�서울시와�수자원공사�사이의�쟁송

이�‘댐용수�사용료�청구소송’으로�확대되면서�하천수�사용료를�비롯한�수자원�개발�비용

부담체계로�연구분야가�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

하천수�사용료�감면과�관련한�핵심쟁점은�수도사업이�「하천법」에서�규정하는�감면대상인�

공익·비영리사업에�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여부와�2004년�개정된�「하천법�시행령」의�감

면�조항의�적법성�여부로�구분할�수�있다.

연구자들은�수도사업이�시민의�생활�영위에�필요한�상수를�공급하는�사업으로�지자체가�

운영하기�때문에�공익성에�대한�반론을�제기하지�않으나�비영리성에�대한�의견을�달리하

고�있다.

수도사업은�현격히�낮은�수익성,�시민의�생활을�보장한다는�조직의�운영목적,�사업주체가�

일반직�공무원이라는�점에서�비영리사업으로�판단할�수�있지만(김성수,�2016c)�원가산정

에�의해�요금을�부과하는�운영방식,�독립적인�회계�관리,�사업지속성�보장에�필요한�재원

확보�체계�등의�조건은�수도사업을�영리사업으로�볼�여지가�있음을�주장하였다(김성수,�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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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수도사업의�이중적�성격은�수도사업자가�「하천법」이�정하고�있는�핵심적�이해

당사자인�동시에�“공용·공공용�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사업”임에도�하

천수�사용료의�감면규정을�적용할�수�없어�갈등을�초래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김성

수,�2016b).

「하천법」에서�규정하는�감면기준은�불확정개념을�사용하여�“공용·공공용,�그�밖의�공익을�

목적으로�하는�비영리사업”에�해당하는�사업에�대해�하천수�사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

하고�있다.�그러나�「하천법�시행령」에서�법률적�위임�없이�열거주의�방식에�의해�감면범위

를�특정분야로�한정하는�것이�적법한가에�대해�연구자들은�해당�법률은�입법�재량을�일탈

하고�있기�때문에�법률적�보완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김성수,�2016c).

아울러�하천수�사용료의�감면권자인�하천관리청이�감면�적용�여부를�재량적으로�결정할�

수�있어�감면과�관련한�규정�외에도�감면의�방식·기준�등을�법률적으로�보완할�필요성이�

있다고�피력하였다(김성수,�2016b).

하천수�사용료의�감면규정에�관한�연구는�대체로�허가·징수·감면권이�분리되어�있는�분할

적�제도체계가�수도사업자에�대한�하천수�사용료�감면�논란을�비롯한�제도�전반의�문제

를�발생시킨다고�주장한다.�따라서�제도운용을�통합된�체계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조

언한다.�문헌에�제시된�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문제점의�발생원인과�해결방안은�[표�

3-8]과�같으며,�관련�의견을�종합하면�[표�3-9]와�같다.

발행
연도

연구자 문제점�발생원인 제시된�해결안

2016b 김성수
§ 감면�규정�미흡
§ 사용료�징수�자체가�어려운�체계

§ 하천수�사용료�징수주체의�국가이전

2016c 김성수

§ 감면규정�미흡
§ 감면규정의�입법�재량�일탈
§ 하천관리청의�법적�지위�불분명
§ 수도사업의�성격�불분명

§ 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입법적�보완
§ 국가�또는�지자체로�하천행정�통합

[표�3-8]�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연구에서�제시된�문제점�발생원인�및�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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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하천수�사용료�감면과�관련한�의견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①�현행�하천수�사용료의�감면규정을�수도사업에�적용하는�것은�수도사업의�성격을�구체

적으로�정의하고�있지�않아�적절성�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고�지적하고�있다.

②�수도사업의�성격이�사업의�주체,�서비스의�성격�및�대상�등�비영리적이기�때문에�하천

수�사용료�감면�규정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제기된�반면,�사업의�운영�

및�회계관리�방식,�서비스의�공급방식이�기업적이기�때문에�비영리적이지�않아�감면규

정을�적용할�수�없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③�「하천법」에서�정하고�있는�하천수�사용료�감면대상을�「하천법�시행령」에서�구체화하는�

과정에서�위임입법의�재량을�넘어선�법개정이�있어�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도�

제시되었다.

④�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과�관련한�주장의�본질에는�「헌법」�제34조·35조에�규정된�기본

권�및�환경권�보장과�「헌법」�제120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공자원의�특허관리�충돌로�

볼�수�있다.

구분 주요�내용

수도사업의�성격
§ 영리성과�비영리성�혼재로�감면규정의�적용�여부�불투명
§ 성격�관련�개정�필요

관련�규정의
적법성

§ 하천수�사용료�감면범위를�법률적�위임�없이�제한하여�입법�재량을�일탈
§ 감면권한과�관련한�지자체의�하천관리청�법적�지위�불인정

대립�가치 § 시민의�생활�보장(기본권·환경권)과�공공자원의�특허관리�대립

[표�3-9]�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의견의�주요�내용

(3)�기득물량�관련�쟁점

기득물량과�관련한�문제점은�관리주체�갈등과�함께�과거부터�꾸준히�진행되어온�하천수�

사용료�제도의�현안문제이다.�대부분의�연구자는�기득�하천�사용자와�신규�하천�사용자의�

하천수�분배�과정에서�발생하는�대립(갈등)에�주목한다.�가령�하천의�유황이�풍부하지�않

은�유역�내�다수의�지자체가�하천수의�취수를�원하고자�할�때�이를�합리적으로�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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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근거가�없는�형편이다.�실정법에서는�선점우선원칙에�따라�신규�하천�사용자는�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하천수�사용�동의를�얻도록�규정하고�있어�사실상�신규�하천�사

용자는�하천수�배분을�받지�못하게�된다.

선점우선원칙은�관행적으로�인정되어온�수리권이�시간의�흐름에�따라�기득물량으로�발전

한�관습에�해당한다.�기득물량은�법으로�규정되지�않은�권리이지만�하천수�분배�원칙에�

우선�적용되어�사실상�제도권에서�보호하고�있는�권리에�해당한다.�이와�같은�기득물량의�

이중적�잣대로�인해�지역�간�하천수�분배의�갈등을�가중시키는�실정이다.�그러나�생활용

수�공급을�위한�공공서비스�존속에�기득물량이�기여한다는�신뢰성이�보편적으로�작용하

는�만큼(김성수,�2009)�갈등관리�차원에서�지자체의�권리를�축소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지적한다(조성규,�2015).

하지만�대다수의�연구자들은�공통적으로�기득물량의�권리를�조정하고�하천수�허가수리권

으로�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조언한다.�하천수가�국가자원이자�공유재인�만큼�행정

부처의�적절한�통제하에�사용되는�것이�바람직하며,�수자원의�전망과�가뭄과�같은�재해에�

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허가수리권이�확립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공통된�의견이�제시

되었다(최연홍,�2002;�홍성만,�2004;�박종찬,�2007;�김성수,�2009).

연구자들은�대체로�기득물량과�관련한�문제해결을�위해�허가수리권�제도를�확립하고�기

득물량을�원칙에�입각하여�허가수리권�제도�내�조정할�수�있는�방안�즉,�하천법�내지는�

특별법상의�입법적�조치를�공통적으로�주문한다.�문헌에�제시된�기득물량�관련�문제점�발

생원인과�해결방안은�[표�3-10]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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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연도

연구자 문제점�발생원인 제시된�해결안

1997
윤근섭
송정기

§ 수리권�분쟁�조정절차�부재
§ 분쟁�조정
§ 기득물량�배분�원칙�설정

2000 박응격 § 수리권�배분�기준�부재
§ 허가수리권�확립
§ 기득물량�배분�원칙�설정
§ 수리권�종류�확대

2001 이상돈 § 수리권�배분�기준�부재
§ 수리권�관련�법제�정비
§ 「하천법」�이외�수리권�폐지
§ 수리권�거래제도�신설

2002 최연홍
§ 현행�수리권�배분기준은�구체적인�
상황에�적용하기�어려움

§ 수리권의�재산권�규정�미흡

§ 수문정보를�토대로�수리권�배분
§ 통합된�「수법」�체계로의�전환

2003 이상돈
§ 기득수리권(기득물량),�관행수리
권,�공유하천용수권�등�다양한�수
리권�병존

§ 수리권의�권리�조정�필요
-�기득물량이�하천법에�의한�허가
수리권보다�더�유리함

§ 수리권�성격�규정(용익권)

2004 김동건 § 수리권�배분�기준�부재
§ 기득물량에�대한�권리내용�명문화
§ 수리권�거래제도�신설
§ 물관리�분배체계�일원화

2004 전재경 § 자원이용의�효율성�배제 § 수리권�거래제도�신설

2004 홍성만
§ 수리권�배분�기준�부재
§ 수리권�조정�제도적�절차�미비

§ 수리권�관련�법제�정비
§ 갈등조정기구의�적극적�개입

2007 박종찬
§ 수리권�배분�기준�부재
§ 수리권�조정�제도적�절차�미비
§ 수리권의�재산권적�요소�부재

-

2009 김성수
§ 기득물량의�법적�성격�부재
§ 기득물량�손실보상�기준�부재

§ 통합된�「수법」�체계로의�전환

2009 박균성
§ 수리권�배분�기준�부재
§ 기득물량의�법적�성격�부재

§ 수리권�관련�법제�정비
§ 기득물량�손실보상�방안�마련
§ 이상갈수기에�기득물량�조정

2013 한상운 § 수리권�배분�기준�부재
§ 허가수리권�확립
§ 「하천법」�이외�수리권�폐지
§ 통합된�「수법」�체계로의�전환

2015 조성규 § 기득물량의�법적�성격�부재
§ 수리권의�권리�조정�필요
§ 기득물량의�조정

2016a 김성수
§ 기득물량의�법적�성격�부재
§ 기득물량의�손실보상�기준�부재
§ 수리권�배부�기준�부재

§ 기득물량의�조정
§ 허가수리권의�확립

[표�3-10]�하천수�기득물량�관련�연구에서�제시된�문제점�발생원인�및�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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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물량의�조정에�따른�권리�손실�보상안을�놓고�연구자들의�의견이�엇갈린다.�기득물량

은�「하천법」�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보호)에�의해�보호받는�권리이며,�간접적으로는�「민

법」�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에서도�보호�의무를�규정하고�있다.�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

기득물량�조정에�의해�기득�하천�사용자의�권리보장이�어려운�경우�손실을�보상해야�할�

필요성이�있음을�주장한다(박균성,�2009).

반면�기득물량은�재산권적�권리가�아닌�단순히�공물을�사용할�수�있는�권리이며�기득물량

의�권리보호는�하천사용자�간의�관계를�규정하기�위한�사항이므로�국가가�공공의�이익증

진을�위해�기득물량을�조정할�경우�보상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연구자들의�견해가�대치

된다.�그럼에도�불구하고�연구자들은�기득물량�조정에�따른�보상과�관련한�견해를�제시

함에�있어서�보상�여부·보상방법·보상범위�등을�종합적으로�규정한�입법적�보완이�필요하

다고�일관되게�역설한다(김성수,�2009;�박균성,�2009;�김성수,�2016).

이상에서�하천수�기득물량과�관련한�의견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표�3-11]�

참고).

①�기득물량은�법적으로�보호받을�권리이지만�「하천법」이�정하고�있는�대원칙인�허가수리

권과�상충될�수�있으며�이상갈수기에�조정이�어렵고�지역�간�물배분�형평성을�저해하

기�때문에�이상갈수기�등과�같이�특정한�조건에서�기득물량을�조정할�수�있도록�제도

적�보완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하고�있다.

②�단,�기득물량은�법에�의해�보호를�받는�권리이자�국가�특허에�의해�하천수를�사용할�

수�있는�배타적�권리인�만큼�기득물량의�권리나�물량�조정에�따른�손실을�보상할�수�

있는�기준·방식을�마련하여�구제할�필요가�있다.

③�기득물량�권리�조정과�손실보상�방안에�대한�의견�대립의�본질은�「헌법」�제23조에서�

규정하고�있는�재산권의�보장과,�「헌법」�제120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공자원의�특허

관리�간�충돌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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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기득물량�조정
§ 지역�간�하천수�배분�갈등�완화�위해�조정�필요
§ 현행�허가수리권�확립을�위해�단계적으로�기득물량�통합

기득물량
손실보상

§ 기득물량은�법으로�보호받는�권리이자�재산권이므로�보상�필요

대립�가치 § 공공자원의�특허�관리와�재산권�수호의�가치�대립

[표�3-11]�하천수�기득물량�관련�의견의�주요�내용

(4)�하천수�사용료�제도�쟁점�종합

메타분석�결과�하천수�사용료와�관련한�쟁점은�상호�독립적이지�않고�연계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하천수의�허가권자와�사용료�징수권자를�각각�국가와�지자체로�이원화함에�

따른�행정적�비효율의�발생뿐만�아니라�하천수�사용료�감면을�놓고�국가와�지자체의�갈

등이�발생하고�있다.�더욱이�제도의�중대사항�결정에�있어서�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할�

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기�때문에�기득�하천�사용자와�신규�하천�사용자�간의�수리권�

배분문제가�심화될�가능성�역시�상존한다.�따라서�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의�핵심은�제

도�주체를�일원화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제도운용�주체의�이원화�문제�외에도�각�주체의�책무,�권리�등을�법률로써�충분히�

다루고�있지�못해�이행당사자�간�갈등�조절이�요원하기�때문에�관련�규정을�입법적�차원

에서�개선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연구자들은�대체로�제도�주체의�일원화�필요성,�기득물량의�조정�필요성,�수도사업에�대

한�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의�비적법성에�공통된�의견을�보인다.�지자체�또는�국가로�제

도�주체를�일원화하여�일관성이�있고�효율적인�제도운용,�이상갈수기�또는�수리권�배분�

갈등�시�적용할�수�있는�기득물량의�조정,�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의�위임입법�재량�일탈�

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규정의�개정을�통해�갈등을�완화할�수�있는�방안의�모색에�주력

할�필요가�있다고�역설한다.

반면,�제도�일원화의�방향,�기득물량�조정�시�발생하는�권리�손실보상�여부,�하천수�사용

료�감면규정을�적용할�수�있는�수도사업의�비영리적인�성격에는�상반된�의견을�보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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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문에�이해당사자�또는�각계�전문가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개선방안을�모색해야�

할�필요성이�있어�보인다.�이상에서�연구자들이�주장하는�의견을�종합하면�[표�3-12]와�

같다.

제도�갈등
쟁점사항

공통된�의견 상반된�의견

제도주체�갈등 § 제도주체의�일원화�필요
§ 일원화�대상�및�방향
-�국가
-�지자체

하천수�사용료�
감면�갈등

§ 현행�규정의�입법�재량�일탈에�해당
§ 수도사업의�비영리성
- 수익성,�운영목적�등으로�비영리
- 사업지속성,�회계�관리�등으로�영리

기득물량�갈등 § 기득물량은�조정�대상
§ 기득물량�조정에�따른�보상�여부
- 재산권에�해당해�보상�필요
- 공익적�수용이므로�보상할�수�없음

[표�3-12]�하천수�사용료�제도�갈등�관련�쟁점사항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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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인식과�해외사례�분석

1_전문가�및�시민인식�분석

1)�조사개요

(1)�조사배경�및�목적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2차·제3차�수정계획」에는�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하여�기득물

량의�소멸,�수도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징수,�징수권의�이전�등�국가중심적�제도�변화

에�따라�이해당사자�간�갈등이�발생할�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갈등의�내면에는�지방자치권,�시민�생활의�안정,�수자원�보전�등�다양한�쟁점이�

대립하고�있다.�따라서�이해당사자인�시민과�관계�전문가의�의견수렴이�필요해짐에�따라�

설문조사를�통하여�제도와�관련된�사항�개선에�관련한�기초자료를�수집한다.

(2)�조사�방법

시민집단�및�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시민집단(이하�서울시민)은�

서울시에�거주하며�가계비를�직접�관리하는�20세�이상�성인�남녀�총�1,500명을�대상으로�

하였다.�표본추출방법은�서울시�행정구역을�5대�생활권역으로�구분한�후�권역별�인구�

수45)�비례에�따라�표본을�할당하였다.

전문가는�학계를�비롯하여�공공·민간연구기관,�시민단체�등에�소속을�둔�하천·환경·법�분

야�종사자�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전문가의�선정은�사전에�확보된�전

문가�리스트46)�내에서�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였다.

서울시민과�전문가�모두�구조화된�Web�설문에�의한�온라인�조사방법으로�설문조사를�진

45)�통계청에서�제공하는�2016년�12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데이터를�활용해�서북,�서남,�동북,�동남,�중심권역에�해당하는�
자치구별�주민등록인구를�산출함

46)�설문조사의�위탁�수행한�업체가�보유하고�있는�전문가�인력풀과�제도�관련�문헌저자를�대상으로�리스트를�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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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서울시민은�2017년�11월�22일에서�2017년�11월�29일까지�총�7일간�조사를�

진행하였고,�전문가는�2017년�11월�23일에서�2017년�12월�8일까지�총�15일간�진행하였

다([표�4-1]�참고).

구분 시민 전문가

대상
서울시�거주�20세�이상�남녀�중
가계비용을�직접�관리하는�세대원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종사자�중
상수도·하천·환경·행정법�분야�연구자

표본크기
1,500인
(유효표본)

100인
(유효표본)

표본추출 지역할당을�통한�무작위�추출 사전�확보된�전문가리스트�무작위�추출

조사�방식 구조화된�Web�설문방식

조사기간 2016년�11월�22일�~�11월�29일(7일간) 2016년�11월�23일�~�12월�8일(15일간)

[표�4-1]�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설문조사�표본�구성�및�조사방식�개요

(3)�표본�특성

설문조사에�참여한�서울시민은�30~40대�연령층이�71.5%로�가장�많았으며�50대�연령층

이�14.4%로�30~40대�연령층�다음으로�비중이�높았다.�가족구성원�수는�3인�이상의�경우

가�전체의�65.6%로�절반�이상에�해당하였으며,�2인�18.6%,�1인�15.8%�순이었다.�주거형

태는�아파트�거주자가�53.8%,�연립·빌라·다세대�주택�거주자가�31.6%,�단독주택�13.1%

순이었다.�마지막으로�성별�비중은�여성이�54.5%,�남성은�45.5%이었다.

전문가는�학계(대학)�소속�비중이�57%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공공연구기관의�비중

이�35%를�차지하였다.�연구�분야별로는�환경정책�20%,�수자원�관련�18%,�공공행정�

18%,�상수도�12%,�행정법�12%로�관련�분야에�고르게�분포하고�있었다.�응답자의�표본�

특성은�[표�4-2]와�같다.



60�/�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구분
서울시민
(%)

구분
전문가
(%)

성별
남 45.5

소속
기관

학계(대학) 57.0

여 54.5 환경·시민단체 4.0

연령

20대 9.9 민간연구기관 4.0

30대 39.3 공공연구기관 35.0

40대 32.2

연구
분야

상수도 12

50대 14.4 수자원 18

60대�이상 4.3 하천공학 7

가족
구성원�
수

1인 15.8 환경정책 20

2인 18.6 하천정책 3

3인 26.5 행정법 12

4인�이상 39.1 헌법·민법 6

주거
형태

단독·다가구 13.1 공공행정 18

연립·빌라·다세대 31.6 기타 4

아파트 53.8

연구
경력

3년�미만 5

기타 1.5 3년�이상�5년�미만 3

가구
월�소득

200만�원�미만 9.2 5년�이상�10년�미만 14

200~299만�원 13.2 10년�이상�20년�미만 42

300~399만�원 19.2 20년�이상 27

400~499만�원 18.0

연령

30대 15

500~599만�원 16.1 40대 28

600~699만�원 8.5 50대 51

700만�원�이상 15.9 60대�이상 6

[표�4-2]�응답자�표본특성

(4)�설문조사�설계�및�구성방식

설문조사의�질문지�설계는�하천수�사용료�제도의�진단을�통해�드러난�문제점과�문제점별

로�대립되는�쟁점에�대한�인식�및�의견을�조사할�수�있는�항목으로�구성하였다.�서울시민�

대상�설문항목은�수도사업의�하천수�사용료�면제,�수자원�여건,�가계�수도요금�부담�등�

3개�부문�43개�문항으로�구성된다.�전문가�대상�설문항목은�기득물량,�수도사업의�하천

수�사용료�면제,�하천수�사용료�관리주체,�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수자원�여건,�댐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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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약�방식�등�5개�부문�50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제도�부문별�설문문항의�세부�

내용은�[표�4-3]과�같다.

구분 제도�부문 설문문항�세부내용

서울시민
및
전문가
공통

수도�사업
공공성
관련�인식

§ 수도사업의�비영리적�공익사업에�대한�성격
§ 수도사업의�하천수�사용료�징수에�대한�적절성
§ 수도사업의�하천수�사용료�징수에�대한�찬성�정도
§ 수도사업의�비영리성�규정을�위한�법령개정�필요성
§ 하천수�사용료�감면기준에�수도사업의�포함�필요성

수자원�여건
및�제도개선
관련�인식

§ 국내�수자원�여건�전반에�대한�인식
§ 물�절약의�필요성에�대한�인식
§ 향후�하천수�부존량�변화에�대한�인식
§ 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의�가치�평가
§ 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시�반영해야할�가치에�대한�인식

서울시민
대상

수도�요금
관련�인식

§ 수도사용�전반에�대한�수도�사용량
§ 월평균�발생�수도요금(최근�6개월�기준)
§ 수도�요금이�전체�가계비에서�차지하는�비중

전문가
대상

하천수�사용료
관리�주체
관련�인식

§ 허가·징수권자�분리�관리방식에�대한�인식
§ 한강�하구의�하천관리청�주체에�대한�인식

기득물량
관련인식

§ 기득수리권에�존치·폐지에�대한�인식
§ 기득수리권�폐지�시�이용권�침해에�따른�손실�보상에�대한�인식

하천수�사용료�
제도개선
관련�인식

§ 개선이�필요한�문제점들에�대한�필요성�평가
§ 개선이�필요한�문제점들에�대한�개선�가능성�평가
§ 적절하다고�생각되는�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에�대한�인식
§ 가치�반영�차원에서�기여가�클�것으로�생각되는�개선�방안

[표�4-3]�설문조사�문항별�세부내용

2)�제도주체�인식

하천수�사용료�제도�허가·징수권의�통합이�논의되고�있음에�따라�통합의�적절성과�통합�

주체에�대한�의견을�전문가47)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47)�제도의�주체는�하천법에�명시된�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조항에�대한�이해를�필요로�하기�때문에�시민을�제외한�전문가만을�
대상으로�조사를�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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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천수�사용료�허가권자와�징수권자의�통합의견

관리주체에�대한�조사�결과�현재�이분화되어�있는�허가권자와�징수권자를�‘통합해야�한다’

는�의견이�57%로�절반�이상이었다.�이와�함께�허가·징수권은�지자체로�통합해야�한다는�

인식은�60%로�‘국가로�통합’해야�한다(40%)는�의견보다�비중이�높다([그림�4-1]�참고).�

따라서�「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2차·3차�수정계획」에�제시된�국가로의�징수권�이전은�다소�

부적절하다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4-1]�하천수�허가·징수권의�통합�필요성(좌)�및�통합�주체(우)

지자체로�허가·징수권을�통합해야�한다는�이유로는�‘하천사무를�담당하는�실질적인�운영�

관리자는�지자체이기�때문(실질적�운영관리�주체)’이라는�의견이�42%로�가장�높았으며�

‘지역실정에�맞게�수자원관리를�할�수�있기�때문(지역실정�반영�가능)’이�28%,�‘지방자치

시대에�맞추어�행정업무는�지자체로�이양될�필요가�있기�때문(지방자치시대�순행)’이�23%�

순으로�조사되었다([그림�4-2]�참고).

[그림�4-2]�하천수�허가·징수권을�지자체로�통합해야�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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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국가로�통합될�필요가�있다고�응답한�전문가(전체�40%)의�48%는�‘통합적인�수자

원�관리를�통한�하천관리�효율성�증대(통합적인�수자원�관리)’를�이유로�국가로의�통합�

이유를�들었으며,�35%는�‘지자체�간�물배분�갈등이�야기될�수�있음(물배분�갈등�발생�방

지)’�순이었다([그림�4-3]�참고).

[그림�4-3]�하천수�허가·징수권을�국가로�통합해야�하는�이유

전문가는�대체로�수도사업�및�하천관리�행정�등이�지방의�고유사무이고�하천관리가�획일

적인�관리보다는�지역실정을�고려할�수�있어야�한다는�데�공감함에�따라�지자체로의�일원

화가�필요하다고�인식했다.�반면,�현행을�유지하거나�국가로�통합이�필요하다고�인식한�

이유는�행정의�효율성,�지역�간�물배분�시�발생할�수�있는�갈등관리�필요성에�공감하고�

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비록�다수가�허가징수권의�지자체로의�통합�필요성에�공감하고�있지만,�하천수�배분과�

수자원의�보전�등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에�대응할�수�있는�제도적�보완도�

함께�논의될�필요가�있다.

(2)�한강�하구의�하천관리청�주체에�대한�의견

하천관리청의�주체는�「하천법」�제8조에�하천의�종류(국가·지방하천)별로�주체를�달리하고�

있다.�서울시는�생활용수�공급을�위해�한강�하구지점�4개�취수장에서�하천수를�취수하고�

있고�해당�하천의�하천관리청은�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그러나�「하천법」�

제35조에�의해�하천수�점용·사용료의�징수(감면)�시�하천의�실질적�관리주체가�하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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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지위를�얻기�때문에�서울특별시가�하천수�점용·사용료를�징수할�때는�하천관리청의�

지위를�획득할�수�있다.�이처럼�상반되는�이중적�규정으로�하천실무자들의�하천관리청�지

위와�관련한�혼란을�초래할�수�있다.�하천관리청�주체에�대한�질문은�하천의�관리를�비롯

한�하천수�사용료�제도의�실질적�주체를�어떻게�인식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질문이다.

전문가의�61%는�서울시가�하천수를�취수하고�있는�팔당댐�하류로부터�한강하구까지의�

하천관리청은�국가(국토교통부)라고�응답하였다.�하천관리청을�국가로�생각하는�이유로�

전문가들은�‘법적으로�국가가�관리주체’(41%)로�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법정계획�수립

권자’(30%),� ‘일관적인�업무�가능’(21%)�순으로�응답하였다([그림�4-4]�참고).

[그림�4-4]�한강하구의�하천관리청�주체를�국가라고�선택한�이유

3)�수도사업의�성격�및�사용료�감면규정�관련�인식

하천수�사용료�핵심적인�감면�조건인�‘공익적�비영리�사업’을�수도사업에�적용할�수�있는

지에�대한�의견이�엇갈림에�따라�수도사업의�공익성�및�비영리성에�대한�성격,�수도사업에�

대한�하천수�사용료�감면�제외�및�징수�적절성과�관련하여�서울시민과�전문가를�대상으로�

의견을�조사하였다.

(1)�수도사업의�비영리�성격에�대한�인식

수도사업의�성격에�대해�대부분의�서울시민(79%)과�전문가(90%)는�비영리사업으로�인식

하고�있었다([그림�4-5]�참고).�수도사업이�비영리사업이라고�응답한�서울시민의�62%,�전



04�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인식과�해외사례�분석�/�65

문가의�91%는�‘시민의�생활�영위를�목적에�둔�사업(사업의�공공성)’이기�때문에�수도사업

이�공익적�비영리사업이라고�응답하였으며�서울시민의�25%,�전문가의�4%는�‘공공기관에

서�운영하는�사업(사업주체의�공공성)’�순으로�응답�비율이�높았다([그림�4-6]�참고).

[그림�4-5]�수도사업�성격에�대한�전문가�및�서울시민의�인식

[그림�4-6]�수도사업을�비영리사업으로�인식하는�이유

반대로�수도사업이�영리사업이라고�판단한�서울시민(전체�21%)�중�30%는�‘사업운영방식

이�기업의�형태와�유사(사업운영방식)’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서비스�공급에�

따른�대가를�요구(서비스�성격)’�24%,�‘조직�유지를�위해�일정�비용의�충당(수익성�비배

제)’�24%�순으로�나타났다.�전문가는�‘수도서비스�공급의�대가를�요구(서비스�성격)’가�

40.0%로�가장�많았다.�이�외의�응답은�‘조직�유지를�위해�일정비용의�충당(수익성�비배

제)’�및�‘자금·회계�관리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적�운영(회계의�독립성)’이�각�20.0%

로�후순위였다([그림�4-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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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수도사업을�영리사업으로�인식하는�이유

서울시민과�전문가는�수도사업의�운영목적이�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공공서비스�공

급이라는�점에서�수도사업이�비영리사업인�이유라고�인식하고�있었다.�이는�비영리성을�

판단할�수�있는�다양한�기준48)�중�‘이익의�비배분성’과�‘사업의�규모�및�형태’�등의�기준이�

수도사업의�성격을�인식하게끔�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

이와�같은�해석은�수도사업의�비영리적�성격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한�법령�개정의�필요

성에�대한�결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대다수의�서울시민�및�전문가는�수도사업의�공

익·비영리성을�법령개정을�통해�규정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였다.�서울시민은�83.4%가,�

전문가는�89.0%가�‘개정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그림�4-8]�참고).

48)�비영리성을�판단하는�기준은�법에�의해�결정되어�있지�않으나�2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첫째,�비영리법인�및�단체는�
활동에�의해�발생한�이익이�구성원에게�분배되지�않는�‘이익의�비배분성’을�갖춰야�한다는�단체�설립�인가기준,�둘째,�비영리공익
사업의�판단�여부와�관련한�대법원�판결문(대법원�선고97누�20724�판결)에�제시된�‘수익성�배제’,�‘사업의�규모�및�형태(태양)’,�
‘계속성�및�지속성’을�판단기준으로�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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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수도사업의�공익·비영리성�규정을�위한�법령개정�필요성�인식

(2)�수도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감면�관련�인식

수도사업에�감면기준을�적용할�수�없도록�규정한�현행�법률의�적절성에�대해�조사하였다.�

서울시민의�경우�현행�법률이�‘부적절하다’는�의견이�35%로�적절하다(24%)49)는�의견보

다�높게�나타난�반면,�전문가의�경우�적절하다는�의견이�45%로�‘부적절하다’(37%)는�의

견보다�높아�두�집단�간�결과가�상반되게�도출되었다([그림�4-9]�참고).

[그림�4-9]�현행�하천수�사용료�감면기준의�적절성�인식

49)�선택지의�척도는�매우�부적절,�다소�부적절,�보통,�다소�적절,�매우�적절�등�의미상으로�2에서부터�+2까지의�순서형�척도로�
구성됨에�따라�보통인�0은�적절하지도�부적절하지도�않다고�판단해야�하기�때문에�해석에서�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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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감면기준을�적용할�수�있게끔�법령을�개정하는�것에�

대해�서울시민의�49%가�개정이�다소�또는�매우�필요하다고�인식하였으며�전문가�역시�

44%의�높은�비율로�개정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그림�4-10]�참고).

[그림�4-10]�수도사업의�하천수�사용료�감면에�대한
법규정�개정�필요성�인식

4)�기득물량�관련�인식

기득물량은�기득물량의�유지�및�폐지의견이�상반되고�세부적으로는�기득물량의�조정�또는�

폐지에�따른�보상여부에�대한�의견이�엇갈림에�따라�전문가50)를�대상으로�관련�의견에�

대하여�조사하였다.

전문가의�72%는�기득물량이�‘폐지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그림�4-11]�참고).�기

득물량의�폐지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전문가의�32%는�‘기득물량의�존치로�인해�갈

등을�야기(배분�갈등)’할�수�있고,�또�다른�32%는�‘특정분야에�배타적�권리를�주는�것은�

하천수�배분�형평성에�어긋날�수�있기�때문(형평성�문제)’�순으로�응답하였다([그림�4-12]�

참고).

50)�기득물량은�실정법에�제시되지�않은�관행적�수리권으로�일반�시민은�이와�관련한�충분한�사전지식을�토대로�의견을�제시하기�
어려울�것으로�판단됨에�따라�전문가만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함



04�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인식과�해외사례�분석�/�69

[그림�4-11]�기득물량에�대한�전문가�인식

[그림�4-12]�기득물량�폐지�이유(좌)�및�기득물량�존치�이유(우)

이와�같은�조사결과는�기존문헌에서�제시된�기득물량�관련�의견들과�대체로�유사하다.�

기득물량은�기득�하천수�사용자와�신규�하천�사용자�간�배분이�원활할�경우에�문제점이�

나타나지�않는다.�그러나�하천유역�배후지의�사회·경제적�변화에�따라�신규사용자의�수요

가�증가하거나�하천의�유량이�감소할�경우에�다양한�형태의�갈등이�나타날�수�있다.�예를�

들어�기득물량�이상갈수기와�같은�재해발생�시�조정이�불가능한�배타적�권한이므로�대처

를�어렵게�할�가능성이�있고,�기득물량의�보유�기한이�정해지지�않아�신규�하천�사용자의�

수요를�배제시킬�수�있는�등의�문제점이�있다.�전문가들은�대체로�이와�같은�문제점에�

공감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기득물량의�존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전문가의�43%는�‘국가�기반에�필요한�

물�이용권이기�때문(국가기반)’에�존치가�필요하며,�29%는�‘법에�의해�인정되는�권리(법으로�

인정)’,�25%는�‘기득물량�폐지�시�시민의�기본권�침해�우려(물인권�침해)’�순으로�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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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물량의�존치�의견을�제시한�전문가는�대체로�현행�제도에�수긍하며,�수자원과�관련하여�

보전보다는�수자원�이용에�따른�공공복리�증진에�더�높은�가치를�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5)�제도의�방향성�및�가치�인식

(1)�하천수�사용료�제도의�가치�지향성

하천수�사용료�제도의�문제점별�인식조사�결과에서�지방자치권의�보장,�시민�생활�보

장,�국가차원의�수자원�보전이�서울시민과�전문가�사이에서�상반된�결과를�나타나게�하는�

주요�인자인�것으로�조사되었다.�그러므로�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가�어떠한�가치를�지

향하여야�하며�각�가치를�어느�정도�반영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서울시민과�전문가

의�인식을�조사하였다.

하천수�사용료�제도가�우선적으로�반영해야�할�가치는�‘시민�생활�보장’이�가장�높게�나타

났다(서울시민�52%,�전문가�55%).�다음으로�‘국가차원의�수자원�보전’(서울시민�34%,�전

문가�25%),�‘지방자치권�보장’(서울시민�14%,�전문가�20%)�순으로�서울시민과�전문가가�

공통된�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현행�제도는�‘시민�생활�보장’�가치�면에서�서울시민�40%,�전문가�48%가�비교적�반영이�

잘�되었다고�평가하였고�‘국가차원의�수자원�보전’에서�서울시민�30%,�전문가�36%가�응

답하였으며,�‘지방자치권�보장’�측면에서는�서울시민과�전문가�모두가�3가지�가치�중�반영

이�가장�미흡한�것으로�평가하였다([그림�4-13]�참고).

[그림�4-13]�하천수�사용료�제도가�우선�고려할�가치(좌)�및�가치�반영�정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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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선방향별�가치반영�평가

기득물량�문제,�수도사업의�성격,�하천수�사용료�감면�적용�문제,�하천수�사용료�제도주체�

문제�등�하천수�사용료�제도를�둘러싼�문제의�해결을�위한�개선방향이�가치반영에�어느�

정도�기여할�수�있는지에�대한�전문가�인식51)을�조사하였다([그림�4-14]�참고).

[그림�4-14]�하천수�사용료�제도의�개선방향별�가치반영에�미치는�기여도�평가

첫째,�수자원�보전의�가치�반영에�기여가�예상되는�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기득물량의�

조정·폐지’� 의견이� 49%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자체로�허가·징수권�통합’이�

29.8%,�‘기득물량�폐지에�따른�손실보상�마련’이�10%�순으로�높게�평가되었다.�반면�수

도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개정’은�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어�현행�제도가�

다소�수자원�보전과�기후변화�대응에�기여할�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둘째,�지방자치권�보장의�가치�반영에�기여가�예상되는�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지자체

로�허가·징수권�통합’�의견이�54%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기득물량의�조정·폐지’�

51)�하천수�사용료의�다양한�문제점과�연계되는�전문지식에�대한�이해를�요구하는�질문으로�시민을�제외한�전문가만을�대상으로�
조사를�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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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기득물량�폐지에�따른�손실보상�마련’이�각�13.0%�순으로�높게�평가되었다.�지방자치

권의�보장을�위해서는�하천�및�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행정업무를�지자체로�통합하

여�지역실정에�맞게�관리·운용되어야�할�필요성에�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시민�생활�보장�차원에서�기여가�예상되는�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기득물

량�폐지에�따른�손실보상�마련’�의견이�33.0%로�가장�높게�평가되었다.�그밖에�‘기득물량

의�조정·폐지’�24.0%,� ‘지자체로�허가·징수권�통합’�22.0%�순으로�나타났다.

전문가들은�기득물량의�조정이�시민의�안정적인�물공급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지방자치

권�보장과�시민�생활�보장에는�기여가�낮을�것으로�평가하고�있었다.�즉,�기득물량이�담당

하는�순기능을�인식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기득물량을�존치하는�것이�수자원�보전�차

원에서는�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인식하고�있다.

하천수�사용료�제도에서�반영하여야�하는�가치를�개별적인�차원이�아닌�종합적으로�고려·

반영할�경우�기여도가�높을�것으로�예상되는�개선방향에�대해서는�‘기득물량의�조정·폐지’�

의견이�48.0%로�가장�높았으며,�‘지자체로�허가·징수권�통합’�응답이�39.0%로�비중이�높

게�나타났다([그림�4-15]�참고).

[그림�4-15]�하천수�사용료�제도의�가치반영�위한�개선방향별�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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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하천수�사용료�제도�해외사례

이�절에서는�하천수의�허가·사용·요금징수와�관련한�해외�제도사례를�분석하여�국내의�하

천수�사용료�제도와�비교한�후�제도개선에�적용할�수�있는�제도요소를�도출하고자�한다.�

분석을�위해�OECD�가입국�중�인구규모,�수자원�부존량,�법·제도�체계가�유사한�일본,�

독일,�영국,�프랑스,�호주의�사례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1)�일본의�하천수�사용료�제도

일본의�수자원�환경은�우기에�강우가�집중되는�등�하천유량의�계절적�편차가�크다는�점에

서�일본의�하천관리방식과�여건은�국내와�유사한�경향이�있다(정우상,�2012).�일본은�1889

년�「하천법」을�제정하여�본격적인�치수대책을�실시하였다.�이후�근대산업발전�등�물수요가�

급증하였고�치수를�비롯하여�이수대책�수립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1964년�「하천법」을�

전면�개정하였고�현재의�하천수�관리체계를�갖추게�되었다(국토교통부,�2007).

(1)�제도�체계

일본의�수자원관리�주무부서는�국토교통성이며,�하천수�사용허가�및�배분은�방식은�국가

로�일원화되어�있다.�국토교통성�수자원관리�주무부서는�토지수자원국과�하천국이며,�토지

수자원국은�수자원�계획�및�정책을�수립하고�하천국에서는�풍수해로부터�발생할�수�있는�

피해를�완화하기�위해�하천유역에�거주하는�시민을�보호하는�역할과�하천의�관리를�담당

한다(국토교통부,�2007).

(2)�수리권

일본의�하천수�배분(이하�수리권)과�관련한�체계는�역사와�사회적�관계에�의해�발생한�권

리로�실정법에서는�규정되어�있지�않다.�일본의�수리권은�국내와�동일하게�하천수를�사용

하고자�하는�개인·단체(이하�사용자)의�경우�국가로부터�허가를�받아야만�한다.�이때�허

가의�방식·기준·유량과�같은�세부내용을�「수리사용규칙」을�통해�정하고�있다.

일본의�수리권�특징은�하천의�유황을�고려하여�허가방식을�구분함에�따라�하천수�사용의�

효율성을�증대시킨다는�점이다.�하천의�유황에�따라�안정수리권,�풍수수리권,�잠정풍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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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권�등�3가지�방식을�운용하고�있다.�안정수리권은�하천의�기준갈수량�및�허가기준유량

에�의해�하천수�사용을�허가하는�방식으로�국내�하천수�허가방식과�동일하며�일본에서�

가장�일반적으로�하천수를�배부하는�수리권이다.�반대로�풍수수리권은�우기에�강수량�집

중으로�하천유황이�일정한�유량상태를�초과할�경우에�한시적으로�허가받는�수리권으로,�

안정수리권에�의해�허가·배분받은�하천수의�사용료보다�가격�면에서�저렴하나�특정시기에

만�하천수를�사용해야�하기�때문에�연간�안정적인�취수가�어렵고�하류의�기득�하천�사용

자와�갈등이�발생할�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잠정풍수수리권은�기본적으로�풍수수리�

조건과�같이�하천의�유황이�기준갈수량을�넘는�경우에�한해�공익적�목적으로�긴급하게�

하천수�허가가�필요한�사회적�요청이�있을�경우�특별허가를�하는�방식이다.�마지막으로�

관행적으로�인정하고�있는�법�제정�이전의�허가물량인�기득물량을�인정한다.�[그림�4-21]

은�일본의�수리권을�구분하는�기준을�도식화한�것이다.

출처:�주성열·이수연,�2007

[그림�4-16]�일본의�수리권�배분�기준

수리권에�대한�허가는�하천의�종류,�물이용�목적(이하�수리사용)에�따라서�국토교통장관,�

도도부현�지사�또는�지정도시의�장에게�권한이�각각�부여된다.�일본의�하천의�종류는�1급

하천52),�2급하천53),�준용하천54),�보통하천55)으로�구분하며,�수리사용은�하천수의�공급

52)�국내�국가하천과�동일한�방식에�의해�지정·고시되는�하천으로�국토교통성장관(우리나라의�국토교통부장관)에�의해�지정되는�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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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따라�특정수리사용과�준특정수리사용,�기타수리사용으로�구분56)한다.�특정수리사

업은�공급목적이�발전용수�또는�2,500㎥/일�이상의�생활·광공업�용수,�1㎥/sec�이상의�

관개용수�공급을�의미한다.�준특정수리사용은�1,200㎥/일�이상의�생활·광공업·기타�용수,�

0.3㎥/sec�이상의�관개용수�공급을�위한�수리사용을�의미한다.�기타수리사용은�특정수리

사용�및�준특정수리사용�이외의�수리사용을�의미한다.�하천의�종류와�수리사용에�따른�

하천수�사용허가권자는�[표�4-4]와�같다.

하천의�종류 수리사용 허가권자 비고

1급�하천

특정 국토교통장관 지방정비국장에게�위임

준특정 지방정비국장�또는
도도부현�지사�지정도시의�장

지정구간에�따라
국가와�지자체로�권한�구분기타

2급�하천

특정

도도부현�지사�지정도시의�장
특정수리사용의�수리권�처분�시
국토교통장관과�협의�필요

준특정

기타

준용하천

특정

시정촌장 -준특정

기타

보통하천

특정

시정촌장
다량의�수리이용�시

하천지정�수속을�통한�지도
준특정

기타

[표�4-4]�일본의�하천종류·수리사용별�수리권�허가권자

국내�하천수�허가는�국토교통부�장관(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전권이�있는�반면,�일본은�

취수량에�따라�하천의�영향을�줄�수�있을�만큼�다량을�취수할�경우에만�국가가�직접�제어

를�하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지자체에�허가권을�부여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53)�국내�지방하천과�동일한�방식에�의해�지정·고시되는�하천으로�도도부현�지사(우리나라의�시·도지사)에�의해�지정되는�하천

54)�국내�소하천과�유사한�방식에�의해�지정·고시되는�하천으로�시정촌의�장(우리나라의�기초자치단체장)에�의해�지정되는�하천

55)�1급·2급·준용하천에�포함되지�않는�하천으로�일반적으로�하천의�지류에�속함

56)�특정수리사업은�공급목적이�발전용수�또는�2,500㎥/일�이상의�생활·광공업�용수,�1㎥/sec�이상의�관개용수�공급을�의미함.�
준특정수리사용은�1,200㎥/일�이상의�생활·광공업·기타�용수,�0.3㎥/sec�이상의�관개용수�공급을�위한�수리사용을�의미함.�
기타수리사용은�특정수리사용�및�준특정수리사용�이외의�수리사용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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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하천의�지정·관리�주체에게�허가권이�있어�지역�실정에�맞는�하천수량의�관리가�가능

하다는�점에서도�차이가�있다.

수리권의�사용허가기준은�취수지점에서의�일�최대�취수량,�연간�총�취수량�등을�기준갈수

량과�비교하여�허가하며,�기준갈수량�이외의�수요에�대해서는�국내와�마찬가지로�댐용수�

계약을�통해�공급받을�수�있다.�이때�법정계획인�「수자원개발기본계획」을�통해�댐용수�공

급량을�결정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는�기준갈수량을�초과하는�신규이용은�제한된다.

(3)�하천수�사용료

일본은�하천관리�재원�마련을�위하여�유수점용료(이하�하천수�사용료)제도를�운용하고�있

으며,�하천수�사용료는�하천소재지의�도도부현�및�시정촌에서�징수·관리한다.�하천수�사

용료는�취수량�등을�고려하여�징수된다.�이때�하천수�사용료의�감면�및�징수는�도도부현�

지사�또는�시정촌장의�재량으로�결정하여�징수한다.�

하천수�사용료�징수�시�국가가�실행하는�공공사업이거나�수도사업과�같은�공익성이�높은�

공영사업�등에�대해서는�하천수�사용료가�면제�또는�감경된다.�과거�1985년�국토교통성

은�「유수점용료�등�제도의�개정에�의한�치수재원의�충실에�대하여」라는�하천수�사용료의�

징수강화방안을�발표하였으나�관계�중앙부처들은�하천수�사용료�징수가�사실상�증세이

기�때문에�국민생활에�부담을�이유로�반대함에�따라�하천수�사용료의�징수�강화는�성과

를�거두지�못하였다(정우상,�2012).�따라서�현재�수도사업과�같은�공영사업을�비롯한�다

양한�공익목적의�하천수�사용은�면제되고�있는�실정이다.

일본의�하천수�사용료�금액기준은�법으로�규정되어�있으나�통일된�사용료�금액기준은�지

자체의�하천�행정운영�실정에�맞지�않기�때문에�구체적인�금액의�산정방법과�징수방식은�

도도부현�지사에�의해�결정된다.�단,�발전용수는�전국적으로�통일된�기준의�적용을�적용하

고�있다.

일본은�하천수�사용료�제도�체계가�국내와�대부분�동일하다.�그러나�수리권의�종류,�수리

권의�허가권자,�하천수�사용료의�산정�및�감면기준·방식에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

으며�차이점은�[표�4-5]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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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이점

국내 일본

수리권의�종류 허가수리권
하천유황에�따라

안정수리권,�풍수수리권,�
잠정풍수수리권�운용

수리권�허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의�규모,�사용량에�따라
국가,�지자체로�구분

하천수�사용료
산정

하천법�시행령�및�조례
15개�시도의�세부내용�동일

하천법�정령
지자체자의�재량으로�산정가능

하천수�사용료
감면

감면대상인�공익사업의�범위제한
수도사업�징수대상

공익·공영사업은�면제�대상

[표�4-5]�일본과�국내�하천수�사용료�제도�비교

2)�독일의�취수부담금제도

독일은�통일�이후�16개의�주로�이루어진�연방국가로서�연방정부와�주정부는�수자원의�이

용�및�계획,�정책집행�등을�위해�유기적으로�협력하는�특징이�있다.�독일의�지형적�특성상�

하천별로�유역면적이�상이하기�때문에�유역관리�방식보다는�주정부�차원의�관리방식을�채

택하고�있다.

(1)�제도체계

연방정부는�계획주체로서�연방법을�통하여�국가�차원의�수자원과�관련한�제도와�정책을�

개발·수립하고�주정부�및�지자체(시·군�단위)의�하천행정을�지원한다.�그리고�주정부는�수

자원�정책의�직접적�이해주체로서�지역차원의�정책을�수립하여�실행한다.�독일의�수자원�

관리는�연방정부의�포괄적인�가이드라인�내에서�각�지자체가�이수·치수·수질�·하천환경�등�

수자원�관리에�대한�제반사항을�실질적으로�집행한다.

주정부는�‘주�합동�물위원회’라는�주정부�차원의�독립자문기구를�통하여�수자원관리뿐만�

아니라�법제�관련�자문을�받게�된다.�이와�함께�상·하수도�서비스의�공급은�국내와는�다

르게�민간·민관합작기업을�통해�공급되고�있다(권현한·이정주·소병진·문장원,�2010).�이에�

따라�독일의�수자원�관리에서�연방정부를�통한�중앙의�실행권한은�미약하며�주정부�또는�

지자체�차원의�실행권한이�강해�연방정부와�지자체의�역할분담이�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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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리권

독일의�경우�오래전부터�공법적�차원의�하천사용을�위해�수리권�허가제를�도입하였다.�하

천수의�허가는�기본적으로�주정부의�소관이며�기초자치단체(란트크라이스:�Landkreis)나�

주�차원의�물관리청(Wasserbehörde)은�주정부에서�허가한�수리권의�사용에�대한�관리·
감독의�역할을�담당한다.�따라서�주정부마다�상이한�수리권�허가·배분�규칙이�존재한다.

주정부는�지역�특성에�맞게�수리권을�허가할�수�있는�허가�절차와�허가�조건�등의�내용을�

법률(지방조례�및�세부규칙)로써�정해야�한다.�이때�지방조례�및�규칙들은�상위�행정기관�

또는�연방정부�차원에서�수립되는�수자원�관련�정책의�시행을�제한할�수�있을�정도의�법적�

권한을�갖는다는�점에서�국내와는�차이가�있다.

수리권의�허가�시�주정부는�사용자가�제출한�신청서의�내용에�입각해�허가한다.�기본적으

로�하천의�수질�및�수량을�악화시키거나�그�외의�피해를�유발하지�않는�범위에서�허가하

며�취수량,�취수방법,�취수지점,�인접토지에�대한�영향�등을�평가57)해�허가한다.

물관리청은�하천수의�사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수원의�화학적�상태의�부정적�변화가�

야기되거나�이로�인해�복구가�필요한�경우�등�당해�취수지점에서의�하천수�사용이�공공복

리에�침해를�주는�경우에�한해�허가를�유보할�수�있으며�이미�허가된�수리권으로�인해�

위의�유보조건에�해당하는�문제가�발생하게�되면�손실에�대한�보상을�명령하고�허가를�

철회할�수�있다.

(3)�취수부담금

각�주정부가�수자원의�관리�행정을�담당하고�있는�체계적�특성상�독일은�수자원관리�재원

의�마련을�위하여�취수부담금58)� 제도를�운용하고�있다.� 1988년�바덴뷔르템베르크주

57)�신청서는�허가기관이�제시하는�형식에�구애받지�않아도�되나�다음의�6가지�사항의�정보를�담고�있어야�함.�①�하천수�사용에�
대한�수법상�허가승낙의�내용을�담아야�함,�②�계획된�일�또는�연간�물필요량,�③�취수지점의�당해토지�및�접경지역토지에�
대한�정보�제시,�④�취수방법,�취수시설의�면적�등�취수와�관련한�정보�제시,�⑤�샘물�지층�및�이수도안�작성,�⑥�하천수를�
비롯한�주변�수원�및�자연보호�관련지역�정보�지형도

58)�부담금은�특정�공익사업의�경비를�충당하기�위해�부과되는�급부의무로�특별회계에�의해�관리되는�반면�사용료는�서비스에�
대한�반대급부이자�일반회계로�관리되는�수입금이기�때문에�부담금과�사용료를�용어적으로�구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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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en�Württemberg)에�「수법」�개정을�통해�최초로�취수부담금제도가�도입되었으며,�
13개�주가�취수부담금을�통해�수자원�관리�예산의�20%를�충당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

다(김종원,�2012).�또한�주정부별로�상이한�부담금�산정기준을�마련하고�있다.

취수부담금은�용도에�따라�공공목적(생활·공업),�냉난방,�관개(농업),�양식(수산업),�기타목

적�등�5개�용도로�구분하여�부과한다.�생활�및�공업용도의�하천수�사용�시�부담금이�

0.05EUR/㎥이며,�관개용수가�생활�및�공업용수�비용의�1/10�수준으로�가장�적다.�더불어�

취수부담금에�대한�분쟁을�방지하기�위해�구체적인�면제�조항59)을�마련하여�이를�관리하

고�있다(김종원,�2012).

독일과�국내의�하천수�사용료�관련�제도의�차이점은�수리권과�관련한�행정절차는�주정부

에�일원화되어�있고�지역�실정에�맞는�수리권�관련�법률을�갖추어�적용한다는�점,�지역별

로�상이한�취수부담금�산정방식�등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표�4-6]은�독

일과�국내�하천수�사용료�관련�제도의�차이점을�정리한�내용이다.

구분
차이점

국내 독일

수리권�허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주정부(시·도지사)

수리권�허가규정 「하천법」�내�단일조항(제50조) 주마다�상이한�허가�관련�규정

하천수�사용료
산정방식

기준금액을�제시하고
세부사항을�조례로�지정

주마다�세율�및�감면조항을
달리�지정

[표�4-6]�독일과�국내�하천수�사용료�제도�비교

3)�영국의�연간부담금제도

(1)�제도체계

영국의�수자원�관리의�주무부서는�환경청이며,�국가에�의하여�관리가�일원화되어있다.�영

59)�취수부담금은�①�관련법에�따라�정해진�경우,�②�연간�취수량이�3,000㎥�미만,�③�발전용수�중�회귀율이�100%인�경우,�
④�수로유지�및�지하수를�충전하기�위한�환경유지용수,�⑤�공사목적으로�지하수를�임시저장할�경우,�⑥�바다에서�취수되는�
물(수산업:�양식)일�경우에�한하여�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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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1996년�중앙정부�차원에서�환경식량농업부로�통합하여�수자원관리업무를�담당하고�

있다.�환경청은�환경식량농업부�산하�기관으로�수자원의�관리�및�공급,�주요�하천의�홍수

방어,�하천�및�해안의�수질보전과�규제�등�유역기반의�통합적인�수자원관리를�수행하고�

있다는�점에서�국내와�유사한�체계를�갖추고�있지만�이는�비부서�공공기관으로서�독립적

인�운영권한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영국의�수자원�관리에�대한�최초의�법은�1861년에�제정된�「토지배수법(Land�Drainage�

Act)」60)이다.�이후�수자원�관련�다양한�개별법이�제정되었는데�1973년� 「수법(Water�

Act)」의�제정으로�대부분의�수자원�관련�법률이�통합되었으며,�1989년�「수법」�개정으로�

상·하수도�서비스�공급�업무를�민영화하였다.�2003년�「수법」은�물�보전�및�관리의�향상

을�위한�취수면허�시스템의�개편,�공중건강�및�환경보호�그리고�소비자에�대한�서비스�

향상이�주된�내용으로�개정되면서�현재의�수자원�관리체계가�구축되었다(국토교통부,�

2007).

(2)�수리권

영국은�산업혁명�이후�이수가�어려운�지역이�자주�발생하고�수질오염이�심각해짐에�따라�

취수면허수리권을�도입하게�되었다.�수리권제도는�환경청이�운영관리의�주체로서�수자원�장

기계획�및�보전정책의�수립·개발�업무를�담당하고�있다.�2003년�「수법」�개정과�함께�취수면

허수리권이�시행되었으며,�하천수�사용자는�환경청으로부터�하천수를�취수·사용할�수�있는�

면허를�발급받아야�한다.�하천수�사용자는�취수목적�및�기간,�취수량을�적시한�면허�신청을�

하고�환경청은�해당�유역의�유황�및�취수에�대한�영향�등을�고려해�면허를�발급한다.

취수면허는�수리행태에�따라�취수면허와�저수면허로�구분되며�하천수의�직접적인�이용과�

관련한�수리권은�취수면허에�해당한다.�취수면허는�취수기간에�따라�완전면허,�이전면허,�

임시면허로�구분된다.�완전면허는�월간�28일�이상�수원을�취수하는�경우에�요구되는�수리

권이며,�임시면허는�월간�28일�미만으로�수원을�취수하는�경우에�필요한�면허이다.�이전면

허는�취수지점을�변경하며�취수하거나�하천수를�이용하는�경우에�필요한�면허로,�주로�하

60)�토지배수법은�하천변�토지소유자들이�홍수�시�배수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배수조합(DrainageBoard)을�설립하여�운영하는�
근거를�만든�법임



04�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인식과�해외사례�분석�/�81

천을�통해�수상운송을�하는�경우에�적용된다(국토교통부,�2007).

발급된�취수면허는�일정기간�동안�취수하지�않으면�취소되며,�취수행위가�유역의�환경에�

악영향을�줄�것으로�판단되면�보상�없이�취소할�수�있다.�단,�1일�20㎥�이하의�소량�취수�

시에는�취수면허를�발급받지�않고�취수할�수�있다(국토교통부,�2007).

(3)�취수부담금

영국은�독일과�마찬가지로�수자원관리기금�형성을�목적으로�취수부담금을�운용한다.�그

러나�독일과�다르게�취수부담금의�운용주체가�국가(중앙정부)로�일원화되어�있다는�점에

서�차이가�있다.�환경청은�취수면허를�획득한�하천수�사용자로부터�면허취득�시�부여받은�

취수�허가량을�고려해�취수부담금을�부과하며�징수된�부담금은�수자원�관리전략�수립�및�

하천�네트워크�관리�등�특정�목적으로만�집행될�수�있다.

기본적으로�취수부담금은�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하천수�사용자에게�부과되는

데,�수도사업자의�경우�우선적으로�환경청에�취수부담금을�납부한�후�최종�사용자인�시민

(상수사용자)에게�원가공제�방식으로�부과하게�된다.�

취수부담금의�산정은�하천수의�취수면허�취득과�함께�부과되는�‘초기부담금(Application�

Charge)’과�단위체적당�부과하는�‘기본부담금(Subsistence�Charge)’으로�구성된다.�초

기부담금은�취수면허�신청�시�납부하는�부담금으로�행정수수료에�해당한다.�‘기본부담금’

은� 취수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연간부담금(Annual�

Charge)’이라고�불린다.

연간부담금은�‘표준부담금(Standard�Charge)’과�‘환경개선부담금(Compensation�Charge)’

을�합산하여�징수하는데�취수허가량을�기본으로�하여�취수원의�상태,�취수시기(계절),�취

수손실,�지역의�재정상태�특성�등의�부담금�요인(Charging�Factors)을�반영해�부과한다.�

영국의�취수부담금을�산정하는�방식은�[표�4-7]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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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구분 산정방식

취수부담금 =�지원부담금+기본부담금(연간부담금)

연간부담금 =�표준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표준부담금 =�취수허가량×취수원요율×계절요율×취수손실요율×지역특성요율

환경개선부담금 =�취수허가량×계절요율×취수손실요율×회귀요율×환경개선부담요율

[표�4-7]�영국�취수부담금�산정방식

영국과�국내의�하천수�사용료�관련�제도는�상당부분�유사한�면이�있다.�하천수의�허가·배

분�방식이�국가의�특허를�통해�이루어진다는�점과�특정�목적을�위해�하천수�사용료를�징

수한다는�점은�국내와�유사하다.�그러나�영국은�하천수�사용료의�징수권이�국가(환경청)

에�있어�하천수의�사용허가로부터�징수에�이르는�제도행정이�국가로�일원화되어�있다는�

점에서�차이점이�분명하며�하천수�사용료�산정방식�또한�차이가�있다.

국내�하천수�사용료는�지역에�무관하게�취수목적에�따라�사용료를�징수하는�지역�단일요

금방식이지만�영국은�취수부담금�산정�시�취수시기(계절),�취수지점,�지역의�재정상태에�

따라�부담금이�달라진다.�즉,�사회·환경적인�요소를�사용료에�반영하는�시스템을�채택한

다는�점에서�국내와�차이점이�있다.�[표�4-8]은�영국과�국내의�하천수�사용료�관련�제도의�

차이점을�정리한�것이다.

구분
차이점

국내 영국

하천수�사용료
징수권자

시·도지사
환경청장

(제도행정이�환경청으로�일원화)

하천수�사용료
산정방식

지역�단일요금
용도별�산정기준금액�제시

취수지점,�취수시기(계절),�
지방재정상태�등을�산술적으로�반영

[표�4-8]�영국과�국내�하천수�사용료�제도�비교

4)�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해외와�국내�비교

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일본,�독일,�영국의�관련�사례를�정리하면�[표�4-9]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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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본 독일 영국 우리나라

수리권
종류

유황별�허가수리권,
기득수리권

허가수리권
허가수리권
(취수면허)

허가수리권
기득수리권

수리권
허가권자

하천규모별�상이
(국가,�지자체)

지자체
(주지사)

환경청장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수
사용료
산정

요금기준액을�
정령으로�제시,�
세부�산정방법은�
지자체�재량

주마다�부담금�세율�
상이함

사회·경제·환경적
여건을�고려하여
요금에�반영

요금산정�기준금액을�
지방조례로�규정

하천수
사용료
감면

공익·공영사업은�
사용료�면제

취수량�및�회귀율�
고려하여�사용료�감면

취수량�고려해�감면,
사용료�요금�책정�시�
감면�비율이�반영

특정사업으로�감면�
적용�범위를�한정

[표�4-9]�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해외와�국내�비교

일본은�우리나라와�인접한�국가로�수자원�여건�및�하천수�사용료�관련�제도적�여건이�유

사하다.�국내와�유사한�허가수리권을�확립하고�있지만�수리권의�종류를�유황에�따라�세

분화하고�있고�수도사업과�같은�공영�사업의�하천수�사용료를�면제하며,�기득수리권을�

인정한다는�부분에서�국내와�차이점이�있다.�즉�국가는�수자원의�이용·관리를�위한�계획

과�기준을�설정하고�하천행정과�관련한�권한과�책무는�지자체에�일임함과�동시에�재량을�

인정하고�있어�이원화된�제도체계가�안정성을�유지하고�있다.

독일은�기본적으로�주정부에�의해�하천수�사용료�제도�운용이�일원화되어�있기�때문에�

제도적�여건에서�국내와�상당한�차이가�있다.�하천수를�비롯한�수자원의�배분�시�허가수

리권을�도입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성이�있으나�허가권이�지자체에�있다는�점에서�가장�

큰�차이가�있다.�또한,�하천수�사용료(취수부담금)의�징수권�역시�지자체에�있어�하천행정

이�지자체로�일원화되어�있다는�점�역시�국내와�대비된다.�또한�지역마다�하천수�사용료

에�적용되는�세율·감면�조항을�달리�규정하고�있어�지역실정에�맞는�제도운용과�수자원관

리가�가능하다는�점도�차이가�있다.�독일의�사례는�하천수의�배분·허가·관리와�관련한�제

도�전반을�지자체가�담당함에�따라�일관성�있는�제도운용이�가능하다는�시사점이�있다.

영국은�일본·독일�및�국내와는�달리�국가에�의해�수자원�관리가�일원화되어있는�특징이�

있다.�하천수의�취수�허가권을�비롯하여�취수부담금의�징수와�집행에�이르기까지�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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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환경청이�담당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취수부담금�산정�시�지역의�재정상황,�취수

시기,�취수지점�등을�고려하기�때문에�국가로�일원화된�체계�속에서�지역의�실정과�취수환

경적�여건을�고려하고�있다는�점은�지자체에�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05
한강유황�분석�및�
허가기준유량�산정

1_한강유황�분석

2_한강�허가기준유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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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한강유황�분석�및�허가기준유량�산정

지자체에�대한�하천수�배분은�허가기준유량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허가기준유량의�

산정은�하천수�사용료�제도의�핵심이다.�그러나�명확한�산정방식을�정하고�있지�않아�

계획이행의�현실가능성에�의문이�제기된다.�또한,�허가기준유량�산정�시�하천의�유황과�

회귀수를�고려하지�못하는�문제가�상존하고�있어�여러가지�논란이�제기되고�있는�실정

이다.

영국은�하천수�사용료(취수부담금)�산정�시�취수시기를�고려하고�있으며�국내와�유사한�

환경·제도적�여건을�갖추고�있는�일본�역시�유황에�따라�수리권을�구분하고�있다.�따라서�

현행�하천수�배분·허가�방식은�계절적�편차가�큰�국내�강수량과�하상변동에�부합하지�않

는�방식이다.

서울시가�취수하고�있는�한강유역의�유황을�분석하고�도시용수�수요에�따른�하천수

의�부족량과�댐용수�계약�필요량을�산정해�현행�허가기준유량�산정방식과�비교·평가

하여�하천수�사용료�제도의�핵심인�허가기준유량의�합리적인�산정�방식을�제안하도

록�한다.

1_한강유황�분석

1)�한강유황�분석�방법

현행�허가기준유량은�기준갈수량에서�하천유지유량을�제외한�양이다.�기준갈수량을�하천

수�배분�총량으로�설정함에�따라�하천의�유황이�최악인�시기를�고려하여�하천수를�배분한

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이와�같은�방식은�하천수의�사용·취수(이수)보다는�가뭄의�

방지�즉,�재해�예방을�위한�기준에�해당한다.

더욱이�기준갈수량을�활용함으로�인해�하천수�허가량이�과소해지고�여기에�하천유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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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외하게�되면�하천수를�사용·취수하지�않음에도�허가기준유량이�없다고�평가되어지므

로�하천유황을�지나치게�왜곡하게�된다.�따라서�유황분석은�현행�허가기준유량�산정방식

과�이�연구에서�제안하고자�할�유량�산정방법을�비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새로이�제안하는�분석방법은�2가지로,�첫째는�자연유량을�산정하는�방식으로�비유량법을�

활용해�댐과�같은�인위적인�조작이�없는�상태에서의�하천의�유황을�평가한다.�둘째는�물

수지분석에�의한�댐용수�계약량을�산정하는�방법으로�자연유량에서�도시용수�수요량과�

회귀수량을�제외한�값을�댐용수�계약량으로�산정한다.�위의�두�가지�방식을�활용하여�산

출되는�값을�최종적으로�현행�허가기준유량과�비교하는�과정을�거친다.�분석방법을�종합

하면�[표�5-1]과�같다.

분석단계
분석
방법론

활용데이터

비고공간적
범위

시간적�범위
(시간�단위)

자연유량 비유량법
영월1

수문관측소�
2001~2012년

(일)
PRMS�방식과�비교
방법론�타당성�검증

물수지
분석

용수�
수요량

기술통계�
분석 팔당댐�하류�

이하�8개�
표준유역

2017년
(월)1)

-

회귀
수량

문헌분석
2017년
(일)

이수안전도�분석
방법론�타당성�검증

댐용수
계약량

기술통계
분석2)

팔당댐�하류
표준유역

-
회귀수량�

고려�여부에�따라�
2가지�형태로�제시

주�1)�월별�데이터를�해당�월의�일수로�나누어�산출함

주�2)�댐용수�계약량�=�용수수용량��자연유량�-�회귀유량

[표�5-1]�하천수의�허가기준유량�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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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강유황�산정

(1)�팔당댐�하류�유황�및�서울시�취수�현황

①�팔당댐�운영

서울시는�팔당댐�하류에서부터�잠실수중보�사이의�4개�취수지점에서�일평균�약�320만㎥

의�하천수를�취수한다.�이�중�60만㎥는�기득수리권에�의해�하천수�허가를�받아�취수하며�

260만㎥는�댐용수�계약에�의해�취수한다.�이때�「댐�건설법」에서�규정하고�있는�댐용수�

사용료�징수대상은�다목적댐에�저류된�댐용수를�취수하는�사용자로�국한하고�있으므로�

취수지점에서�가장�가까운�다목적댐인�충주댐의�건설·유지비용�부담을�목적으로�수자원

공사에�사용료를�납부하고�있다.�그러나�실질적으로�충주댐에서�방류된�댐용수는�남한강

을�거쳐�팔당댐에서�방류되어야�사용할�수�있으므로�팔당댐의�유입·방류량이�서울시�취수

지점의�유황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팔당댐은�남양주시와�하남시�사이,�남한강과�북한강이�합류되는�지점에�위치한�댐으로

1973년�준공되어�연간�2.6억kW를�생산하는�발전시설이자�2.4억㎥를�저수하여�홍수를�조

절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

팔당댐에서�유입·방류되는�하천수는�1980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국가수자원

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에�의하면�댐�운영시작기인�1974~1980년�

연평균�유입량의�갈수량61)은�77㎥/sec이었지만�1990~2017년�연평균�유입량의�갈수량은�

가동�초기보다�1.8배�증가한�140㎥/sec이었다.�또한,�1974~1880년�연평균�방류량의�갈

수량은� 1990~2017년� 127㎥/sec으로� 가동� 초기인� 1974~1980년� 연평균� 방류량보다�

21%�증가했다.�팔당댐�유입량과�방류량의�갈수량�발생시기는�1월에�집중되며� 1월에�

21~24일간�갈수량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팔당댐�유입·방류량의�갈수량�발생일

은�[그림�5-1]과�같다.

61)�1년�동안의�유입량�중�하위�10번째�최저�유입량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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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팔당댐�유입(상)·방류량(하)의�갈수�발생�현황

1974~2016년까지의�팔당댐�연평균�방류량�125㎥/sec은�팔당댐�하류지점의�기준갈

수량인�67.7㎥/sec보다�1.8배�크고�하천유지유량인�61.2㎥/sec에�비해�2배�정도의�

수량이므로�팔당댐�하류의�하천유량�유지와�하천기능�유지에�기여하고�있다고�할�수�

있다.�댐�운영�초기부터�2017년까지의�팔당댐�유입량과�방류량은�[그림�5-2]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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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팔당댐�지점�유입량과�방류량의�갈수량�비교결과

②�서울시�용수�수요량�

서울시는�급격한�인구증가로�상수사용량이�급증함에�따라�1994년까지�상수생산량이�지

속적으로�증가하였다.�그러나�급수인구가�1992년�1,100만�명을�기점으로�지금까지�지속

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유수율�제고사업을�통해�상수생산량은�1994년�5백만㎥/일�이후

로�크게�감소해�현재는�390만㎥/일�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1년부터�2012년까지의�서울시�상수생산량�자료를�분석한�결과에서�각�연도의�월별�

상수생산량은�차이가�있지만,�모든�연도에서�강수량과�기온이�높은�7월과�8월의�생산량이�

가장�많았고�갈수기에�해당하는�12~3월까지의�생산량이�가장�적은�유사성이�나타났다

([그림�5-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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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분석대상기간�서울시�상수도�생산량�월�변화

그러나�상수생산량은�연도별로�최대·최소값의�차이가�크기�때문에�단순히�산술평균값을�

활용하여�용수수요를�추정할�경우�물수급의�왜곡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또한�하천수�

사용허가�신청시�취수장별로�수질·생산효율�등�취수여건을�고려해�허가량을�신청함에�따

라�실제�취수량(생산량)보다�허가량이�더�많은�것이�일반적이다.�그러므로�유황분석�및�

물수지분석에�필요한�정보는�상수생산량보다�하천수�사용허가량이라고�할�수�있다.

다만,�하천수�허가량은�취수장별로�취수할�수�있는�최대량이므로�월별·시기별�상수생산량�

변화를�고려할�수�없다.�따라서�2001~2012년까지�12년간의�월평균�상수생산량�중�7월의�

상수생산량을�최대값으로�하고�최대값으로부터�월별�생산량�비율변화를�산출하여�하천수�

허가량에�적용하는�방식으로�월별�용수�수요량을�추정하였다.�이와�같은�방식에�의해�산

출된�월별�취수량은�월별로�취수할�수�있는�최대�취수량인�동시에�월별�생산량을�고려한�

용수�수요량의�의미로�해석할�수�있다.

2018년�현재�팔당댐�하류부터�한강하구까지의�표준유역별�하천수�허가량은�[표�5-2]와�

같다.�해당�구간의�하천수�사용허가량은�총�1천만㎥/일로�서울특별시,�경기도에서�하천수

를�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목적으로�취수하고�있다.�해당�구간의�하천수�허가량에�생산

량�비율변화를�적용하여�산출한�용수�수요량은�[표�5-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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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유역명
2018년�하천수�허가량(㎥/일)1)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용수 합계

팔당댐�하류 2,980 33 41 26 3,080

중랑천�합류�전 5,142 4 0 250 5,396

한강대교�수위표 10 0 0 0 10

홍제천�합류�전 0 1,040 0 97 1,137

행주대교�수위표 0 0 0� 0 0

계양천�합류�후 0 0 407 6 413

임진강�합류�전 0 0 0 17 17

한강�하류 0 0 0 0 0

합계 8,132 1,077 448 396 10,053

주�1)�1천㎥/일�미만의�값은�제외

[표�5-2]�팔당댐�하류�이하�8개�표준유역의�2018년�하천수�사용허가량�

월
월�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허가량
(천㎥/일)

829 817 832 857 910 998 1,005 998� 927 883 858 828

월별
상수생산량�
비율(%)

0.83 0.81 0.83 0.85 0.91 0.99 1.00 0.99 0.92 0.88 0.85 0.82

[표�5-3]�팔당댐�하류�8개�표준유역의�2018년�월별�한강�하천수�사용허가량�

(2)�한강�유황

①�자연유량�산정방식

자연유량을�산정하기�위한�수문모형62)은�산출하기�위한�목적,�활용데이터,�추정방식에�

따라�다양한�방법론이�활용되고�있으나�기본적으로�지연유량을�산정하는�방법론은�강우

62)�지표상에�존재하는�물의�순환과정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현상을�수학적으로�모의하는�방법론으로�가용할�수�있는�정보와�
목적에�따라�방법론을�달리�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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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정보에�물의�순환과정에서�발생하는�침투,�유출�등의�과정변수를�적용해�최종적으로는�

하천으로�유출되는�빗물의�양을�산출하게�되는�일련의�과정을�거치게�된다.�이때�활용하

는�정보,�정보의�적용방식�등에�따라�방법론이�구분되어진다.

2001년�「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립�당시�물수지분석을�위한�자연유량�모의�방법으로�탱

크(TANK)�모형63)이�활용되었으나�2006년�수정·보완된�「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1차�수정

계획」에서는�PRMS(Precipitation�Runoff�Modeling�System)64)가�활용되었다.�반면�소규

모�유역을�대상으로�하는�법정계획인�「하천기본계획」에서는�비유량법(Specific�Discharge�

Measurement)을�통해�하천의�자연유량을�모의하였다.�전국�표준유역의�하천�갈수량은�

이미�「전국유역조사�보고서」에�상세히�제시되어�있다.�따라서�이�연구에서는�비유량법에�

의해�자연유량을�산정하고�「전국유역조사�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PRMS�방식으로�산

출된�자연유량과�비교하여�수문모형의�적합성을�1차적으로�검증하였다.

비유량법(Specific�Discharge�Measurement)은�계측되지�않은�유역의�하천유량을�산정하

기�위한�일반적인�수문모형이다.�이�방법론은�유역특성이�유사한�계측유역의�하천유량�측정

자료를�이용해�미계측유역의�하천유량을�분석하는�방식으로�계측유역의�하천유량과�유역�

면적비를�미계측유역의�면적비와�대비하여�하천유량을�산정하게�된다.�PRMS�방식은�활용

될�다양한�데이터를�통계적인�기법을�활용해�모의하는�반면,�비유량법은�관측된�자료를�직

접�활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서울시는�4개�취수장에서�충주댐의�댐용수�계약을�통해�하천수를�공급받고�있다.�현재�취수

지점의�자연유량을�산정하기�위해서는�유량의�인위적�조작이�없는�즉,�저류시설이�설치되지�

않은�상류지역의�정보를�획득해야�한다.�영월1수문관측소는�충주댐�상류유역�중�저류시설

이�건설되어�있지�않은�수문관측소로65)�한강�상류�유역�중�유역�면적이�1,000㎢�이상인�

63)�TANK�모형은�1961년�일본에서�개발된�수문모형으로�유역을�가상의�저류형�탱크로�가정한�강우-유출과정�모델로�유역별�
탱크를�직렬�또는�병렬로�연결하여�유역의�수문을�표현하는�특징을�가짐(정일원,�2004)

64)�PRMS�모형은�미국�지질조사국에서�개발�활용하고�있는�장기강우유출모델로�유역을�세분하여�기상·지리·토지이용정보를�토대로�
유역반응(Hydrologic�Response�Unit)을�평가하는�모형임(김남원·김현준·박선호,�2005)

65)�영춘수문관측소가�충주댐에�더욱�근접한�수문관측소이지만�유량의�결측값이�다수�확인됨에�따라�10년�이상의�데이터에서�
결측값이�없는�영월1수문관측소의�관측유량�데이터를�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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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하천유역에�설치되어�있고�측정된�유량정보가�충분하며,�충주댐과�인접한�수문관측소

이기�때문에�영월1수문관측소의�실측유량을�활용해�비유량법으로�자연유량을�산정하였다.

②�PRMS�방식과�비유량법에�의한�자연유량의�갈수량�산정�비교

「전국유역조사�보고서」(2016)에�제시된�팔당댐�하류지점의�자연유량�갈수량과�비유량법에�

의해�모의된�자연유량의�갈수량을�비교하면�[그림�5-4]와�같다.�한강권역에서�2001~2012년

까지�12년간의�기상요소66)�및�육상요소67)를�토대로�PRMS�방식에�의해�모의된�연평균�유

출량은�약�500㎥/sec이었으며,�장기유출량과�유역면적으로�이용하여�산정한�유출고68)는�

375.1㎜�수준이었다.

[그림�5-4]�PRMS�방식과�비유량법에�의해�모의된�자연유량의�갈수량�비교

PRMS�방식에�의해�모의된�자연유량의�갈수량은�최소�6.9㎥/sec에서�최대�26.3㎥/sec으로�

산출되었다(평균�16.8㎥/sec).�반면�비유량법에�의해�산출된�자연유량의�갈수량은�최소�

66)�PRMS에서�활용되는�기상자료는�기온,�강수량,�태양복사량�등이�해당됨

67)�PRMS에서�활용되는�육상측면의�요소는�식생차단(식생밀도에�의해�차단되는�유출량)효과,�토양수분(증발산,�지표하함양,�
지하수함양�값을�활용하여�산출),�잠재증발산량,�지표유출량,�지표하�및�지하수�흐름�등이�해당됨

68)�유역의�출구에서�유출된�총유량의�체적을�유역면적으로�나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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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sec에서�최대�89.6㎥/sec으로�산출되어(평균�65.0㎥/sec)�비유량법에�의해�산정된�

자연유량의�갈수량이�PRMS에�의해�모의된�양보다�3.9배�높다([그림�5-5]�참고).

[그림�5-5]�PRMS�방식과�비유량법에�의해�모의된�팔당댐�하류지점�갈수량�비교

비유량법에�의해�산출된�결과가�현재�한강홍수통제소가�고시하고�있는�팔당댐�하류�지점의�

기준갈수량인�67.7㎥/sec에�근접한�것으로�보임에�따라�PRMS�방식보다�비유량법이�자연

유량을�산정하는�데�더�적합한�방법이라고�해석할�수�있으며,�PRMS�방식에�의해�모의된�

자연유량은�상대적으로�갈수량을�과소하게�산정하는�문제점이�있다.�다만,�비유량법의�적

용�시�장기유출량과�비유량법의�결과를�비교하여�비유량법이�보정할�수�있는�매개변수를�

활용해야�한다.

2_한강�허가기준유량�산정

1)�한강�이수안전도

이수안전도는�수자원�관련�계획수립과�수자원�시설�운영방식을�결정하는�중요한�평가지표

로�1997년�국토교통부에서�발간한�「기존댐�용수공급�능력조사-한강수계」에서�갈수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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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기준으로�취수량의�확보가�보장되는�시설규모를�이수안전도의�개념적�의미로�정의한�

바�있다.

(1)�이수안전도�평가�방식

이수안전도의�평가�방식은�분석하고자�하는�총�기간에서�용수부족이�발생하는�기간을�신

뢰도(Reliability)를�분석하는�방식,�용수공급이�어려운�상황으로부터�용수공급이�가능한�

상황으로�얼마나�빨리�회복하는지를�파악하는�회복도(Resiliency)를�분석하는�방식,�용

수공급이�어려운�상황의�부족량의�크기를�판단하는�취약도(Vulnerability)를�분석하는�방

식�등이�있다.�국내�다목적댐의�용수공급능력�평가를�위해�활용된�이수안전도�평가�방식

은�대부분�신뢰도를�분석하는�방식을�활용하였으며,�현재�이수안전도의�기준은�30년�이상�

관측된�데이터를�토대로�1년간의�가뭄발생이�수용되는�수준으로�적합성을�판단하고�있

다.�서울시와�댐용수�공급계약을�체결�중인�충주댐은�설계�당시�이수안전도를�용수공급량

의�95%�수준을�보장하는�수준에서�설계되었다.

이수안전도는�수자원�시설에�설계�또는�운영기준을�결정하는�방식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

시설을�대상으로�평가한다.�그러나�이수안전도의�개념을�유역에�적용하여�평가할�경우�유

역에서�발생하는�용수수급의�안전성을�평가할�수�있다.�팔당댐�하류지점의�이수안전도를�

평가하기�위해�용수�수요량과�자연유량,�팔당댐�방류량�자료를�활용하였으며,�회귀수를�

고려한�이수안전도와�회귀수를�고려하지�않은�이수안전도를�비교분석하였다.

(2)�회귀율�산정

회귀수를�고려하기�위해서�용수별�회귀율을�산정한다.�생활용수의�회귀율은�상수생산량�

대비�하수발생량을�통해�산출할�수�있다.�서울시의�최근�10년(2006~2015년)간�일평

균�상수생산량을�일평균�하수발생량을�토대로�산출한�회귀율(유수율)은�[그림�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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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서울시�상수생산량·하수발생량·회귀율�현황

공업용수와�농업용수의�회귀율을�설정하기�위해�기존�연구문헌에서�제시한�회귀율을�검토

하였다.�서정범·황창민(2005)의�연구에서는�세탁업�공업용수의�회귀율을�산정하였다.�이때�

회귀율은�최소�71%에서�최대�93%�수준이었으며�평균적인�회귀율은�90%로�산출되었고�

환경부(1995)는�74%로�산정한�바�있다.

농업용수의�회귀율을�산정한�연구를�고찰한�결과�송정헌·송인홍·김진택·강문석(2015)의�

연구에서는�기존문헌들이�제시하고�있는�농업용수�회귀율을�정리한�바�있다.�농업용수의�

공급현황과�물관리�방식에�따라�회귀율이�최소�32%에서�최대�86%에�이르는�다양한�연

구�결과를�소개한�바�있다.�김철겸·신성철·김현준·김낙원(2002)의�연구에서는�농업용수의�

회귀율을�최대�16~63%로�추정하였으며,�적정�회귀율�값을�37%�수준으로�산정한�바�있

다.�추태호(2004)의�연구에서는�농업용수의�회귀율을�49.5%로�분석하기도�하였다.

이상의�문헌�고찰을�통해�용수별�회귀율을�설정하였다.�회귀율은�기본적으로�하수처리효

율,�유입�및�방류되는�하수의�수질,�유입지점의�토지이용상황에�따라�달라지며�회귀율에�

따라�회귀수가�유입되는�하천의�유량에�영향을�미치는�특징이�있다.�따라서�유황을�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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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가급적�회귀율을�낮게�설정할�필요성이�있다.

서울시�생활용수의�2012~2015년�평균�회귀율은�83%로�이수안전도�및�유황분석에�필요

한�회귀율을�80%로�설정하였다.�기존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공업용수�회귀율의�평균값

은�85%,�농업용수�회귀율의�평균값은�공업용수와�농업용수의�경우�생활용수와�달리�하수

처리효율,�오폐수의�수질,�유입지점�등을�고려하여�공업용수의�회귀율을�40%,�농업용수의�

회귀율을�50%로�설정하도록�한다.

(3)�자연유량�및�팔당댐�방류량의�이수안전도(신뢰도)�분석

①�회귀수를�고려한�용수�사용량

이수안전도�신뢰도는�평가는�전체�사상�중�용수�수요량을�충족하지�못한�사상을�제외한�

비율로�평가할�수�있으며�평가�단위에�따라�발생신뢰도(HR),�기간신뢰도(TR),�공급신뢰도

(SR)로�구분된다.�각�평가단위별�신뢰도를�측정하는�방식은�[표�5-4]와�같다.

구분 분석�방식(수식) 수식�범례

HR(발생신뢰도) HR 



Tn

Ts 


×

Ts 용수부족�년수

Tn 총분석�년수

TR(기간신뢰도) TR 



Tn

Ts 


×

Ts 용수부족�기간수

Tn 총분석�기간수

SR(공급신뢰도) SR  



Q p

Q s 


×

Q s 공급부족량

Q p 계획공급량

[표�5-4]�이수안전도의�신뢰도�분석방법

팔당댐�하류지점의�자연유량과�댐�방류량의�이수안전도(신뢰도)�분석결과는�서울시의�도

시용수�수요량을�자연유량과�댐�방류량을�통해�얼마나�안정적으로�공급하는지를�해석할�

수�있는�지표로써�활용될�수�있다.

회귀수를�고려한�상태에서�용수�수요량�대비�팔당댐�하류지점의�자연유량의�이수안전도

를�분석한�결과�2001~2012년까지�분석기간�중�발생신뢰도(HR)는�매년�최소�1일�이상의�

용수부족기간이�발생함에�따라�0%로�분석되었다.�기간신뢰도(TR)는�86.7%로�100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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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일은�자연유량만으로�서울시�용수�수요량을�공급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공급

신뢰도(SR)는�93.2%로,�연간�29.9억㎥를�공급할�수�있으며�6.8%는�수요량을�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팔당댐�방류량의�이수안전도�분석결과�발생신뢰도는�91.7%로,�12년을�공급할�경우�1년

의�용수�부족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2001~2012년�중에서�2002년�한해에�4일의�용

수공급량�부족이�나타났으며�최소�1일에서�최장�34일의�용수량�부족이�발생하였다.�기간

신뢰도는�99%로�분석되어�100일�중에서�99일은�댐의�방류량만으로�용수공급이�가능한�

것으로�분석되었다.�공급신뢰도는�100%로�용수�수요량을�모두�충족하였다.�이와�같은�

분석결과는�[그림�5-7]과�같다.

실제�하천수�사용현황인�회귀수를�고려한�팔당댐�방류량의�이수안전도�분석결과에서�분

석대상기간인�12년�중�1년은�용수공급량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지만,�용수�사용량은�허

가량인�취수장의�시설용량으로�실제�가동률이�60%�정도인�것을�고려하였을�때,�실제로�

용수공급량이�부족한�해는�발생하지�않을�수�있으며,�실제로�팔당댐�하류에서�용수공급

량�부족이�나타난�이력은�없는�실정이다.

[그림�5-7]�회귀수를�고려한�팔당댐�하류지역의�이수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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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귀수를�고려치�않은�용수�사용량

반대로�회귀수를�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팔당댐�하류지점의�자연유량�이수안전도를�분

석한�결과,�발생신뢰도는�회귀수를�고려하였을�때와�마찬가지로�0%이었다.�그러나�회귀

수를�고려했을�경우에�비해�기간신뢰도는�12%p�감소한�64.5%로�분석되었으며,�공급신

뢰도는�5%p�감소한�88%�수준으로�분석되었다.

회귀수를�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의�팔당댐�방류량에�대한�이수안전도�분석결과�회귀수

를�고려했을�경우에�비해�발생신뢰도는�91.7%p�감소한�0%로�매년�최소�1회�이상�용수공

급�부족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기간신뢰도는�25%p�감소한�74.9%로�분석되어�

100일�중�25일�동안�용수공급부족이�나타났으며,�공급신뢰도는�3%p�감소한�96.9%로�

분석되어�댐�방류량에�의해�용수수요�부족이�3.1%�발생하였다.�이와�같은�분석결과는�

[그림�5-8]과�같다.

[그림�5-8]�회귀수를�고려하지�않은�팔당댐�하류지역의�이수안전도

③�이수안전도�분석결과

이수안전도�분석결과를�종합하면�[표�5-5]와�같다.�팔당댐�하류�지점의�자연유량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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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도시�생활용수�공급이�어렵고�댐에서�방류되는�댐용수와�함께�공급되어야�용수수요를�

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평가되었다.�또한�회귀수를�고려하지�않을�경우�자연유량�및�

팔당댐�방류량�모두�발생신뢰도와�기간신뢰도가�급격하게�감소한다.�그러나�서울시는�분

석기간인�2001~2012년까지�용수공급�차질로�인해�제한급수�실시�경험이�없고�안정적으

로�도시용수공급을�받은�만큼�회귀수를�고려하지�않은�평가�방식은�현실의�유황을�평가하

기에는�부적합한�방식이다.�따라서�이수안전도를�비롯한�허가기준유량�등�하천의�유황을�

평가·모의�시�회귀수를�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구분
회귀수�고려�시(%) 회귀수�미고려�시(%)

자연유량 댐방류량 자연유량 댐방류량

HR(발생신뢰도) 0.0 91.7 0.0 0.0

TR(기간신뢰도) 77.4 99.0 64.5 74.9

SR(공급신뢰도) 93.2 100.0 88.0 96.9

[표�5-5]�팔당댐�하류지역의�이수안전도�신뢰도�평가분석�결과�종합

2)�하천수�공급부족량�산정

(1)�팔당댐�지점의�자연하천유량�산정

하천수를�배분하는�과정에서�기준갈수량이라는�재해방지�개념을�적용해�배분�총량을�설

정하기�때문에�하천수를�취수하는�것이�불가능한�실정이다.�현재�서울시는�일평균�약�320

만㎥의�하천수를�취수하는데�이�중�81%를�댐용수로�공급받고�있는�실정이다.�이에�유황

에�따라�자연유량에�의한�하천수�공급부족량을�산정하고�댐용수�계약량과�비교하여�현행�

하천수�배분�방식을�진단한다.�팔담댐�하류지점의�자연유량을�영월1수문관측소�계측데이

터를�활용해�비용량법으로�산정한�유황분석�결과는�[표�5-6]과�같으며�일별�유량�분포는�

[그림�5-9]와�같다.

2001~2012년까지�팔당댐�하류지점의�자연유량�갈수량은�2009년�28㎥/sec으로�가장�낮

았고,� 2003·2004·2006년에는� 90㎥/sec으로�최대치를�나타냈으며�평균갈수량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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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수준이었다.�풍수량은�2001년�222㎥/sec으로�가장�낮았으며,�2003년�770㎥/sec으

로�가장�높았다.�연도별�유황·유량은�편차가�심하기�때문에�단순히�평균값을�활용할�경우�

자연하천유량을�왜곡할�수�있다.�때문에�앞서�자연하천유량을�분석했던�방식과�마찬가지

로�연도별�일유량의�최소값을�적용하여�용수공급부족량�산정에�활용하였다.

구분
연도별�유황(㎥/sec)

2001
년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갈수량 34 61 90 90 71 90 63 76 28 72 66 40

저수량1) 65 122 169 149 134 112 140 95 113 165 135 122

평수량2) 99 183 266 200 228 179 233 136 182 331 221 283

풍수량 222 400 770 439 567 354 670 236 325 620 584 567

주�1)�갈수량의�산정방식과�같이�일유량을�크기순으로�배열해�275일(순위)에�해당하는�유량을�의미

주�2)�평수량은�일유량이�상위�185일에�해당하는�유량값,�풍수량은�95일에�해당하는�유량값을�의미

[표�5-6]�팔당댐�하류지점의�연도별�유황�평가

[그림�5-9]�팔당댐�하류지점의�일유량�분포�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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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귀수를�고려한�하천수�공급부족량�산정

하천수�공급부족량은�서울시의�월별�용수�수요량69)과�팔당댐�하류지점의�자연유량과�하

천유지유량의�합을�공제한�값이며,�하천수�공급부족량이�양(+)의�값일�경우�해당�값만큼

을�댐용수�계약을�통해�수자원공사에�사용료(원수비)를�납부한�후�공급받게�된다.�분석을�

위해�하천수�공급부족량은�전체를�댐용수로�공급받는다고�가정하고�하천수�공급부족량

(댐용수�계약량)을�산출하는�방법은�[표�5-7]과�같다.

구분 산정�방식

회귀수량 =�월별�용도별�용수�사용량�×�용도별�회귀율

용수�사용량 =�용도별�용수�사용량�+�하천유지용수�-�회귀수량

하천수�공급부족량 =�MAX[용수�사용량��MIN(자연유량�+�용수�사용량)]

[표�5-7]�하천수�공급부족량�산정�방식

팔당댐�하류지점의�연평균�자연유량은� 96.2㎥/sec으로� 연평균� 용수� 수요량(104.8㎥

/sec)의�92%�수준이었으며�연평균�하천수�공급부족량은�8.54㎥/sec,�용수�수요량�대

비�8.2%로�연간�2.7억㎥�수준이었다.�하천수�공급부족량을�산정한�결과�1월이�25.7%

로�가장�높았으며,�8월이�0%로�가장�적게�나타났다.�즉�8월에는�댐용수의�공급(계약)

이�없이도�해당�월의�용수수요를�100%�공급받을�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표�5-8],�

[그림�5-10]�참고).

69)�앞서�산출한�2001~2012년까지의�연도별�월간�상수생산량�비율에�월간�하천수�허가량(총�허가량의�1/12)을�곱하여�산출해낸�
값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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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구분
용수�수요량
(㎥/sec)

자연유량
(㎥/sec)

하천수�
공급부족량
(㎥/sec)

댐용수
공급�비율
(%)

1월 113.76� 84.52� 29.24� 25.7�

2월 112.29� 82.84� 29.44� 26.2�

3월 107.24� 99.82� 7.42� 6.9�

4월 101.50� 101.50� 0.00� 0.0�

5월 104.60� 99.03� 5.57� 5.3�

6월 114.39� 107.67� 6.72� 5.9�

7월 84.21� 83.86� 0.35� 0.4�

8월 92.40� 92.40� 0.00� 0.0�

9월 95.03� 93.06� 1.97� 2.1�

10월 109.39� 106.36� 3.03� 2.8�

11월 111.84� 105.34� 6.50� 5.8�

12월 111.31� 97.78� 13.53� 12.2�

연평균 104.76� 96.22� 8.54� 8.2�

[표�5-8]�팔당댐�하류지점의�하천수�공급부족량�산정�결과

(3)�현행�하천수�허가·배분�방식에�의한�하천수�공급부족량�산정

현행�하천수�배분�방식은�기준갈수량이�발생하는�365일�중�1일의�유량을�연간�배분에�

적용하는�방식으로�하천수�배분의�기준으로�산정하는�것은�무리가�있다.�비유량법을�현행�

하천수�배분기준인�기준갈수량�산정에�활용하고�그�결과를�토대로�하천수�공급부족량을�

산정하였다.�그�결과는�[표�5-9]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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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유역

유역
면적
(㎢)

기준갈수량
(㎥/sec)

용수�사용량
(㎥/sec)

댐용수량
(㎥/sec)

표준
유역별

한강지점
누적

회귀수
미고려

회귀수
고려

회귀수
미고려

회귀수
고려

팔당댐
상류

23,756 27.6 27.6 - - - -

팔당댐
하류

139 0.2 27.8 35.5 20.3 27.5 14.2

중랑천
합류�전

376 0.4 28.2 62.0 33.1 48.1 23.2

한강대교
수위표

651 0.8 29.0 - - - -

홍제천
합류�전

39 0.1 29.1 13.1 12.3 10.2 8.6

행주대교
수위표

377 0.4 29.5 - - - -

계양천
합류�후

384 0.5 30.0 4.3 4.3 3.4 3.0

임진강
합류�전

159 0.2 30.2 0.02 - - -

한강
하류

8,547 9.9 40.1 - - - -

하천유지
용수

- -　 　- 63.5 63.5 49.25 44.45

소계 　- 　- 　-
178.46
(22.4%)

133.53
(30.0%)

138.41
(77.6%)

93.47
(70.0%)

[표�5-9]�비유량법으로�산정한�기준갈수량�및�하천수�공급부족량

(4)�서울시�하천수�공급부족량�

현재�서울시가�취수하는�하천수�중에서�81%는�댐용수�계약에�의해�취수하고�있는�것으로�

이는�과도하게�댐용수�계약량을�산정한�것으로�나타난다([그림�5-10]�참고).�이처럼�댐용

수�계약량이�과도하게�산정되는�원인은�기준갈수량이라는�하천의�최저�수위를�하천수�배

분�기준으로�설정함과�동시에�하천의�유황�평가�및�유량�산정�시�회귀수를�고려하지�않았

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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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자연유량�대비�댐용수�계약량�분포�곡선

자연유량의� 유황변동을� 고려하여� 하천수� 공급부족비율은� 용수수요의� 산출한� 결과는�

8.2%에�불과한�반면�현행�기준갈수량을�고려한�하천수�공급부족비율은�용수수요의�70%

에�육박하여�댐용수�계약량을�8.5배�정도로�과도하게�산정하고�댐의�건설·운영비용을�지

자체와�시민에게�부담을�주게�된다.�

자연유량�및�회귀수를�고려한�하천수�공급부족량은�연간�2.7억㎥로�원수�수입비용으로�

약�142억�원의�비용만을�지불하면�된다.�그러나�현재는�약�498억�원(연간�9.5억㎥)의�댐용

수�사용료를�지불하고�있기�때문에�유황과�회귀수를�고려한�하천수�배분·허가�시스템으로

의�전환이�필요하다.

3)�한강�허가기준유량�산정

(1)�허가기준유량�산정방법

허가기준유량은�하천유량�중에서�하천유지용수를�제외한�하천수�중에서�사용가능한�유량

을�의미하며,�용수�공급을�위한�시설이�용수수요를�충족시키는�국가,�지역의�경제적�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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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고려한�용수공급의�안정성을�고려한�유량을�의미한다.�안정성은�이수안전도를�평가하

여�산정하는데,�우리나라에서는�보장공급량�방식과�신뢰도�방식을�주로�이용하고�있다.

보장공급량�방식은�가용수문자료의�최대가뭄년�또는�특정�재현기간의�댐유입량�적용�시

에도� 계획공급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한강의� 최대가뭄년으로는�

1981~1982년,�추가적으로�1987~1988년을�검토하고�있다.�

신뢰도�방식은�20개년�내외의�댐�유입량�자료를�바탕으로�저수지�모의조작을�통하여�전체�

기간�중에서�일정비율�기간�동안만�물�부족을�허용하는�것이다.�팔당댐�방류량�자료에�

대하여�보장공급량�방식과�신뢰도�방식으로�팔당댐�하류�표준유역에서의�하천수�사용허

가량의�사용률별�이수안전도�분석을�통해�허가기준유량을�산정하였다.�신뢰도�방식은�수

자원�장기종합계획의�물공급�안전도�30년에�1회의�신뢰도�96.7%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

며,�댐유입유량�자료를�저수지�운영으로�분석해야�하지만�이�연구에서는�팔당댐�방류량의�

갈수량과�용수�수요량의�비교를�통하여�이수안전도를�분석하였다.�보장공급량�방식에서

의�최대가뭄년은�1981년�10월~1982년�9월,�1987년�10월~1988년�9월로서�갈수량을�기준

으로�검토한다.�팔당댐�하류의�표준유역에서의�자유하천유량은�2001년~2012년의�비유량�

산정방법을�도출한�하천유량�중에서�갈수량�중간값은�68.6㎥/sec으로�2011년�2월�26일�

갈수량�65.8㎥/sec에�해당한다.�그러므로�2010년�10월~2011년�9월�자연하천유량은�표

준유역에서�매년�발생하는�것으로�검토한다.

(2)�이수안전도�검토결과

①�보장공급량�방식

보장공급량�방식에서의�최대가뭄년은�1981년�10월~1982년�9월,�1987년�10월~1988년�9

월로서�갈수량을�기준으로�검토하였으며,�최대가뭄년에�하천사용량이�부족하지�않은�사

용률을�검토한다.

②�1981~1982년�갈수량�기준

보장공급량�방식에서의�최대가뭄년은�1981년�10월~1982년�9월의�최대가뭄년에�대한�팔

당댐�방류량과�하천수�사용허가량�100%�사용률을�적용한�용수�수요량을�비교한�결과,�

1981년~1982년�최대가뭄년의�용수�사용량이�부족하지�않다.�2018년�현재�하천수�사용허

가량을�허가기준유량으로�적용하여도�최대가뭄년에�대해�하천수�사용을�보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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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1]�1981~1982년�최대가뭄년의�이수안전도

③�1987~1988년�갈수량�기준

보장공급량�방식에서�1987년�10월~1988년�9월의�추가가뭄년에�대한�팔당댐�방류량과�하

천수�사용허가량�100%�사용률을�적용한�용수�수요량을�비교한�결과,�1987~1988년�추가

가뭄년의�25일의�용수�사용량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사용률이�80%�이상인�경우에는�

1987~1988년�추가가뭄년에�대한�용수�수요량을�공급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5-12]�1987~1988년�추가�가뭄년의�이수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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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허가량�100%�사용률을�적용한�용수�수요량을�산정한�결과,�1987~1988년�

추가가뭄년에서�최대�12.38㎥/sec,�평균�6.48㎥/sec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하천수�

사용허가량의�80%�수준의�용수�사용량은�보장공급량�방식의�이수안전도�평가에서�보장

할�수�있는�사용량으로�분석되었다.

④�신뢰도�방식

신뢰도�방식의�이수안전도를�검토하기�위하여�최근�40년(1978~2017년)간의�팔당댐�방류

량�자료와�사용률별�팔당댐�방류량의�갈수량에�대한�용수�사용량의�이수안전도를�검토한�

결과는�[표�5-10]과�같다.

사용률(%)
신뢰도(%)

HR(%) TR(%) SR(%) 평균(%)

100 82.5� 98.3� 99.8� 93.5� (90.4)1)

90 82.5� 98.8� 99.9� 93.7� (90.6)

80 97.5� 99.7� 100.0� 99.1� (98.6)

70 100.0� 100.0� 100.0� 100.0� (100.0)

60 100.0� 100.0� 100.0� 100.0� (100.0)

50 100.0� 100.0� 100.0� 100.0� (100.0)

40 100.0� 100.0� 100.0� 100.0� (100.0)

3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 )�안은�발생과�기간신뢰도의�평균값이며,�평균은�발생,�기간�및�공급신뢰도의�평균값임.

[표�5-10]�신뢰도�방식의�이수안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물공급�안전도�30년에�1회의�신뢰도�96.7%를�초과하기�위해서는�

하천�사용허가량의�80%�수준의�사용률�이하로�하천수를�사용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

다.�따라서�신뢰도�방식으로�분석한�허가기준유량은�사용률�80%�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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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3]�하천수�사용허가량�사용률에�따른�발생신뢰도�변화

(3)�허가기준유량�검토결과

신뢰도�보장공급량�방식과�신뢰도�방식으로�이수안전도를�검토하여�하천수�사용허가량의�

가뭄년도�또는�30년에�1회�초과의�가뭄피해를�겪지�않을�보장�사용량인�허가기준유량은�

2018년�팔당댐�하류�8개�표준유역의�한강�하천수�사용허가량의�80%�정도이다.

서울시�취수장�가동율은�현재�60%�정도�수준이며,�허가기준유량은�하천수�사용허가량의�

80%�수준인�실정이다.�따라서�재현기간�30년�초과하는�이수안전도를�확보하기�위해서는�

서울시�하천수�사용허가량의�80%�정도�수준인�3,744천㎥/일�수준으로�용수사용을�위한�

취수량을�감축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허가번호 시설물명 용도
하천수�사용허가량

(m³/일)
허가기준유량
(㎥/일)

한강�107-1호 강북취수장 생활용수 1,000,000 800,000

한강�036-2호 풍납취수장 생활용수 760,000 608,000

한강�106-1호 암사취수장 생활용수 1,620,000 1,296,000

한강�105-1호 자양취수장(서울) 생활용수 1,300,000 1,040,000

합계 　 　 4,680,000 3,744,000

[표�5-11]�2018년�서울시�허가기준유량�산정



06
하천수�사용료�제도� � � �

개선방안

1_하천수�사용료�제도�변화�및�쟁점�종합

2_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112�/�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06ㅣ�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하천수�사용료�제도의�운영�목적은�하천의�효율적�이용을�통해�공공의�이익을�증진시키고�

안정적인�하천관리�재원을�마련하는�것이다.�그러나�2016년�「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

수정계획」으로�국가중심적인�제도체계�변화가�예고되면서�이해당사자�간의�갈등�심화가�

우려되고�있다.

따라서�하천수�사용료�제도의�변화에�따라�수반되는�쟁점별로�기존�연구결과물�심층�분

석,�제도�인식�분석,�한강�유황분석�및�물수지분석의�결과들을�종합하여�현행�제도의�한계

와�문제점을�해소하고�이해당사자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을�마련하였다.

1_하천수�사용료�제도�변화�및�쟁점�종합

하천수�사용료�제도의�변화에�따라�예상되는�쟁점은�5가지로�구분된다.

1)�하천수�사용료�제도�주체의�변화

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는�하천수의�배분·허가주체와�하천수�사용료의�징수주체가�각각�

국토교통부와�시·도지사로�구분되어�있어�일관성�있는�제도�운용과�행정의�효율성�확보,�

하천수�사용료의�징수관리가�어려워�정부는�지자체의�권한인�징수권을�국가로�이전·통합

하고�징수된�사용료를�지역의�하천관리를�위해�교부금을�지원하는�내용을�「수자원장기종

합�제3차�수정계획」에�반영하였다.

국가로�하천수�사용료�제도가�일원화될�경우�징수관리의�강화와�하천관리의�일관성�및�

효율성을�확보할�수�있으나�지역의�여건을�반영한�하천관리행정이�어렵고�장래를�예측한�

하천관리사무가�어렵게�된다.�따라서�징수권의�이전�문제는�하천관리의�일관성·효율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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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측면과�지역의�여건을�반영한�하천관리�행정의�자율성�보장�측면이�대립하고�있다.

이원화된�제도운용�방식은�주체�간�갈등을�유발할�수�있는�구조이며,�하천행정의�비효율

을�초래할�수�있어�제도의�일원화가�필요하지만�통합제도의�주체를�두고�국가와�지자체

로�연구자들의�의견이�나뉘고�있다.�해외사례를�분석한�결과�일본을�제외한�영국과�독일

은�각각�중앙정부와�주정부(지자체)로�하천관리�행정�주체가�일원화되어�있는�것으로�나

타났다.

2)�하천수�배분�기준의�변화

현행�하천수의�배분�시�활용되는�허가기준유량은�모의(Simulation)된�기준갈수량을�적용

해�산정되기�때문에�하천수�배분의�기준으로�부적합하다.�이에�정부는�향후�합리적인�하

천수�배분을�위해�관측유량(Observation�Flow�Rate)을�허가기준유량�산정기준으로�활

용하겠다는�방침을�「수자원장기종합�제3차�수정계획」에�반영하였다.

기준갈수량은�갈수기의�하천�유황을�나타내는�지표이므로�가용할�수�있는�하천수의�유량

이�적어�댐용수�계약을�확대시키고�있다.�반면�관측유량을�활용할�경우�하천의�계절별�

유황자료를�토대로�하천수�배분이�이루어지므로�현재보다�댐용수�계약량이�줄어들고�하

천수�사용료�제도권에서�하천수를�취수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그러나�관측유

량을�하천수�배분에�어떻게�적용할지에�대한�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적절한�

허가기준유량�산정방식의�설정이�필요한�실정이다.

일본은�하천의�유황을�고려해�하천수를�배분하고�있으며,�영국은�하천수�사용료�산정�시�

취수시기�즉,�유황의�상태를�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회귀수를�고려하도록�해�하천수�배

분에�간접적으로�반영하고�있다.

3)�하천수�사용료�산정�방식의�변화

하천수�사용료의�요금산정�방식�문제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제시되지�않은�내용이

지만�법규정의�적법성과�관련한�현안�문제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법규정을�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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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하천수�사용료의�징수·감면�기준은�하천�점용료의�기준을�준용하도록�하고�있는데�

정작�하천�점용료에는�하천수�사용료의�산정방식·기준금액�등을�제시하지�않고�별도의�규

정을�두고�있으며,�생활용수의�기준금액을�수자원공사가�산정하게�하는�등�예측이�어려운�

법조항을�두고�있음에도�법률의�위임근거를�두고�있지�않아�쟁송(諍訟)�가능성이�있다.

또한,�하천수�사용료의�요금산정과�관련한�사항을�지방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

도�기준금액을�상위법령에서�구체화하고�있어�지방조례의�본연적�기능을�수행하기�어려운�

한계가�있다.

영국의�경우�하천수�사용료�제도를�국가가�통합�관리하고�있지만�하천수�사용료�산정�시�

지역의�수자원�여건,�재정여건�등을�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독일은�지역별로�상이한�사

용료�기준을�적용하고�있다.

4)�하천수�사용료�감면�제한�변화

2008년�「하천법�시행령」의�개정�이후�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을�적용하는�것

이�어렵게�되었다.�이에�「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에는�수도사업에�대한�하천

수�사용료를�정상�징수하고�징수된�사용료를�하천관리�재원으로�활용해�하천행정을�공고

히�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도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징수는�2가지�쟁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첫째는�수도사

업의�성격을�규정하지�않아�현행�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의�적용이�불투명하다는�것이다.

일부�연구자들은�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은�상위법에서�정한�감면대상을�대폭�축소시키

지만�법률적�위임근거를�제시하지�않고�있어�법률적�개선이�필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

또한,�수도사업의�성격을�정하고�있는�규정이�미흡하여�비영리성과�영리성을�동시에�내포

하고�있으므로�현행�감면규정이�적법하다�해도�이를�적용하는�것은�불투명한�실정이다.

둘째는�하천관리재원의�확보를�위해�수도사업으로부터�하천수�사용료를�징수하는�것은�

시민의�가계경제에�부담을�주고�지방고유사무인�상수공급�서비스가�악화될�수�있다는�것

이다.�따라서�하천관리재원의�확보�측면과�시민의�생활�부담�측면이�대치되고�있으며,�하

천수�사용료�감면�기준인�수도사업의�성격을�두고�국가와�지자체�간�의견�대립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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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경우�국내와�동일한�문제를�겪은�바�있으나�국가�또는�지자체가�운영하는�공공사

업에�대해서는�하천수�사용료를�면제하는�것으로�의견을�조율한�사례가�있다.

5)�기득물량의�권리�변화

정부는�하천수의�배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지역�간�갈등을�완화하고�형평성�있는�하

천수의�배분을�위하여�「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2차�수정계획」에�기득물량을�조정하는�계

획을�제시하였다.�그러나�기득물량을�비롯하여�하천수의�사용권한�및�조정에�대한�명확한�

기준이�없기�때문에�갈등이�예상되고�있다.

대부분의�연구자들은�허가수리권의�안착과�기후변화�등�수자원�여건�변화에�적절하게�대응

하기�위해�기득물량의�권리를�조정해야�할�필요가�있으며,�점차적으로는�허가수리권으로�

통합되어야�할�필요성을�주장하였다.�그러나�기득물량은�자칫�과대해�질�수�있는�댐용수�

계약량을�줄여주는�순기능을�가지고�있어�기득물량의�유지와�조정�의견이�대치되고�있다.

일본의�경우�기득수리권을�인정하는�한편,�하천수�허가와�배분에�대한�기준을�법으로�구

체화하고�있어�갈등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다.�이상의�하천수�사용

료�제도�변화에�따른�쟁점을�정리하면�[표�6-1]과�같다.

쟁점사항 세부�내용

발생
예상
문제

징수권�이전
§ 제도�운용의�일관성�및�효율성�확보�위해�일원화�필요
§ 통합�주체(국가,�지자체)를�두고�대립

허가기준유량
산정방식

§ 허가기준유량�산정�시�관측유량�도입이�필요하나�명확한�기준·방법�
미제시

§ 하천의�유황,�회귀수를�고려한�산정방식�마련�필요

수도사업의
사용료�징수

§ 하천재원�확보�위해�수도사업에�대한�사용료�정상�징수�예정이나�
시민·지자체�부담�증가�예상

§ 감면�규정�적법성과�수도사업의�사용료�감면�적절성에�대한�대립

기득물량�조정
§ 하천수�배분�시�형평성�고려�차원에서�기득물량의�권리�조정이�필요
하나�기득물량�조정�시�지자체의�수자원�개발비용�부담이�증가함

§ 기득물량의�권리�조정�범위를�놓고�대립

현안
문제

하천수�사용료
산정방식�개선

§ 관련�지방조례에서�본연의�기능�발휘가�어려운�법구조의�개선�필요

[표�6-1]�하천수�사용료�제도�변화에�따른�쟁점�및�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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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하천수�사용료�제도�운용의�목적은�하천수의�배분과�사용료�징수�및�집행을�통해�하천수

의�무분별한�사용을�방지하는�한편,�정부와�지자체가�시민�생활에�필요한�물�공급을�안정

적으로�유지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을�신장시키는�데�있다.

그러므로�하천수�사용료�제도는�수자원을�보전하고�하천관리�행정의�주체인�지자체가�자

율적인�행정운용을�통해�지방자치권을�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하며,�시민�생활의�부담을�

가중시키지�않는�3가지�측면이�고려되어야�한다.

1)�하천수�사용료�제도주체의�일원화

제도주체의�이원화는�하천행정의�비효율성�발생과�주체�간�갈등이�우려되므로�제도주체

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제도주체�인식�분석결과�전문가의�60%는�제도주체를�지자체로�

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응답하였고�그�이유로�실질적�운영관리주체가�지자체이며

(42%),�지역여건을�고려한�자율적인�제도운용이�가능함(28%)을�들고�있다.�따라서�지역

의�여건을�고려한�자율적인�제도운용을�위해�현행과�같이�지자체가�징수권한을�유지하는�

동시에�허가권�역시�지자체로�이전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지자체로�제도�주체가�

통합될�경우�지역주민의�생활�부담을�가까이에서�수렴할�수�있으므로�유용한�방식이라고�

할�수�있다([표�6-2]�참고).

구분 내용

제도개선�방안
§ 하천수�사용허가권�및�사용료�징수권을�지자체로�통합
§ 국가는�행정�범위�설정,�지자체는�실무�담당

방안�근거

해외사례
§ 독일은�주정부로�제도행정�일체를�통합�운용함
§ 일본은�하천수�사용료�징수가�지자체의�권한임

메타분석 § 하천행정은�지방�고유사무로�지방자치권의�보장적�접근�필요

인식분석
§ 지역여건을�고려한�유연한�제도�운용�위해�지자체로�통합�필요
§ 물배분�갈등의�완화�노력�필요

[표�6-2]�하천수�사용료�제도의�주체�관련�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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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보전�측면에서�「하천법」�제3조에서�정하고�있는�주체별�책무와�같이�수자원�관

리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국가는�지자체가�운용할�수�있는�제도적�범위,�방식,�시책을�

결정하고�지자체는�국가가�정한�범위와�방식에�부합하도록�하천관리행정을�하는�것이�바

람직하다.

2)�하천의�유황과�회귀수를�고려한�허가기준유량�적용

기준갈수량을�허가기준유량의�산정�기준으로�삼고�있는�기존의�제도를�관측유량을�기반

으로�전환하기�위한�내용은�이미�「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3차�수정계획」에�제시하고�있다.�

이때�관측유량을�어떻게�반영할지에�대한�명확한�산정방식이�함께�제시되어야�한다([표�

6-3]�참고).

구분 내용

제도개선방안
§ 하천유량의�총량은�기준갈수량에서�자연유량의�갈수값으로�대체
§ 회귀수를�고려하여�허가기준유량�산정

방안�근거

유황분석 § PRMS보다�비유량법이�자연유량�산출�및�유황평가에�적합함

이수안전
신뢰도�분석

§ 회귀수를�고려했을�때의�값이�취수지점의�하천수�공급능력�평가에�
적합함

물수지분석
§ 기준갈수량을�하천수�배분·허가기준으로�설정할�경우�실제�댐용수�
사용량을�8.5배�과도하게�산정함

[표�6-3]�하천수�사용료�제도의�기준갈수량�적용�관련�개선방안

현행�허가기준유량은�이수측면에서�적합하지�못하므로�하천의�유황과�회귀수를�반영하여�

허가기준유량을�산정하도록�한다.�관측유량�데이터를�활용하여�비유량법으로�하천의�유

황을�모의한�결과가�현재�고시된�유량과�유사하게�도출되었다.�또한�회귀수를�고려하여�

이수안전도를�분석한�결과가�실제�하천수�수급상황과�유사하므로�하천수�허가기준유량�

산정�시�회귀수량을�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또한,�하천의�유황을�반영할�경우�최소�10년�

이상의�데이터를�토대로�일별�유황의�갈수값을�산정해�물수지분석을�실시하도록�한다.�이

럴�경우�수자원�이용량에는�큰�변화가�없지만�댐용수�계약량은�줄고�하천수�허가기준유량

이�증가한다.�이에�따라�시민이�납부하는�수자원�개발비용의�부담이�완화되고�지자체의�

하천관리재원을�증가시킬�수�있다.



118�/�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방안

3)�지역여건�반영하는�하천수�사용료�요금산정�체계

현행�하천수�사용료의�징수�및�요금산정과�관련한�사항을�담고�있는�각�시·도의�「하천�

점용료�등�징수�조례」는�모든�시·도가�정하고�있는�하천수�사용료�관련�내용이�동일하여�

지역�여건을�전혀�반영하고�있지�못하므로�지자체의�하천관리�여건과�이수�및�이용�특성에�

맞도록�사용료�요금산정�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표�6-4]�참고).

구분 내용

제도개선방안
§ 입법�재량�일탈�법규정�개선
§ 지역여건을�반영할�수�있도록�「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
§ 조례로�규정할�수�있는�내용적�범위를�협의하에�결정

방안�근거

해외사례
§ 일본은�지역마다�다른�하천수�사용료의�요금산정방식을�지방조
례로�규정함

문헌분석
§ 하천수�사용료�기준금액�규정은�상위법의�내용을�구체화함에도�
위임근거가�없어�입법�재량을�일탈하고�있음

[표�6-4]�하천수�사용료�제도의�요금산정�관련�개선방안

지방조례가�본래의�역할을�다하기�위해서는�입법�재량을�일탈한�규정을�개선함과�동시에�

조례로�규정할�수�있는�내용적�범위를�협의하여�지역여건을�반영할�수�있도록�「하천점요료�

등�징수조례」를�개정할�필요가�있다.�조례를�통해�기준금액을�결정할�경우�지자체는�지역

여건에�맞게�하천수�사용료를�징수하여�하천관리재원으로�활용할�수�있으므로�지자체의�

행정적�자율성이�증진될�수�있으며,�하천관리서비스의�지속성�확보를�통해�지역주민의�삶

의�질�증진에�기여하게�된다.

4)�공익적�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가�감면되도록�관련�법규정�개선

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에서�수도사업을�제외하는�내용은�현행�규정이�입법�재량을�일탈

한�규정으로�볼�수�있으므로�「하천법」의�취지에�부합하지�않으므로�입법적�개선을�고려하

여야�한다.�또한,�수도사업의�비영리성에�대한�논란이�지속화될�수�있어�수도사업의�성격

을�법으로�명문화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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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도개선방안
§ 입법�재량�일탈�법규정�개선
§ 수도사업의�비영리적�성격�규정�필요

방안�근거

해외사례
§ 일본�역시�수도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징수�논란이�있었으나�
현재�사용료를�면제하고�있음

메타분석 § 감면규정�중�비영리사업의�범위를�위임�근거�없이�축소함

인식분석 § 수도사업에�사용료�면제규정이�적용�가능하도록�관련�규정�개정

[표�6-5]�하천수�사용료�제도의�사용료�감면규정�관련�개선방안

서울시민과�전문가가�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개선이�필

요하다는�점에�모두�공감하고�있어�수도사업의�성격을�명확히�하고�문제가�있는�규정을�

개선하기�위한�노력을�통해�시민이�안정적으로�수도를�공급받고�사용할�수�있게끔�할�필

요가�있다.�제도인식�분석�결과�서울시민�83%,�전문가�89%가�현행�규정의�개선을�통해�

수도사업의�비영리성을�명확하게�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또한,�서울시민�49%,�전문

가의�44%가�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감면�규정을�적용할�수�있게�관련�규정의�개선�

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

수도사업은�수도이용자의�상수도�수요량을�예측하고�예측된�만큼의�물량을�취수하므로�

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를�징수할�경우�수자원�보전에는�큰�기여를�하지�못한다.�오히

려�현재의�수도요금의�현실화율70)을�악화시켜�지자체가�상수도�서비스를�공급하는�데�어

려움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그러므로�지방자치권과�시민�생활을�보장하는�측면에서�

수도사업에�대한�하천수�사용료�감면을�고려할�필요가�있다.

5)�이상갈수기에�기득물량�협의조정

기득물량은�과소한�하천수�허가기준유량으로부터�안정적으로�도시용수를�공급하게�하여�

제도적�장치로�법에�의해�보호받는�권리로서�지방자치권과�시민의�생활�보장차원에서�현

70)�수도사업자가�이용자에게�수도요금을�부과하여�수도공급단가를�상쇄하는�비율로,�현실화율이�100%가�되는�것이�바람직하지만�
현실화율이�100%에�이르지�못하는�경우(지자체)가�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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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같이�유지될�필요가�있다.

전문가의�28%는�기득물량이�현행과�같이�유지되어야�한다고�응답했다.�그�이유는�시민에

게�안정적인�상수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기반적�역할(43%)을�하며,�현행�법에서�인정하

는�권리(24%)로�기득물량의�존치�의견을�제시하였다.�그러나�전문가�대부분(72%)은�기

득물량의�조정�또는�폐지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응답이유로�수자원�배분의�형평성

(32%)과�지역�간�배분�갈등을�완화(32%)를�들고�있다.

기득물량의�유지가�전문가들이�제시한�바와�같이�수자원�배분�갈등을�심화시킬�수�있다.�

그러나�수도공급의�지속성과�안정성을�통한�지방자치권의�보장과�시민이�부담하는�수자

원�개발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는�기득물량이라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수자원�보전�차원에서는�기후변화,�가뭄과�같은�재난에�대응하여야�하므로�이상갈수기와�

같은�국가·지역�비상시기�또는�비상이�예상될�때에는�기득물량을�조정할�수�있도록�권리

를�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구분 내용

제도개선방안
§ 기득물량의�존치
§ 이상갈수기에�기득물량의�권리를�한시적으로�제한

방안�근거

해외사례
§ 일본은�기득물량을�인정하고�있으며�수리권�배분�시�기득물량을�
고려하여�신규사용�허가를�함

메타분석
§ 기득물량은�지역�간�형평성�갈등과�기후여건�변화에�대한�대응을�
어렵게�함

인식분석
§ 기득물량의�조정�또는�폐지�필요
§ 기득물량의�조정�시�손실보상�방안�마련�필요

[표�6-6]�하천수�사용료�제도의�기득물량�관련�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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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전문가�인식�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현안에�관한� 조사·분석·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 및�

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설립된�도시정책�종합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2015년�발생한�대규모�가뭄�이후�안정적인�수자원�관리�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하천수�사

용료�제도를�강화하였습니다.�

이에�전문가를�대상으로�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인식을�확인하고자�수도사업의�공공성�및�하천

수�사용료�제도�인식,�국내�수자원�여건�인식�등의�내용을�여쭙고자�합니다.

귀하의�응답은�통계법� 33조(비밀의�보호)에�의해�무기명으로�전산�처리되어�비밀이�보장되며,�연구목

적�외에는�다른�목적으로�절대�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합니다.

바쁘시더라도�한�문항도�빠짐없이�솔직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부탁드리며,�귀중한�시간을�내주

시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7년�11월

주관�연구기관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플러스

■�응답자�기초�사항

SQ1 기관�유형

▶�귀하께서�근무하시는�기관의�유형은�무엇입니까?

①�학계(대학) ②�환경�및�시민단체

③�전문용역�컨설팅�기관 ④�연구기관(사설)

⑤�연구기관�(국가,�지자체,�공사�산하)�(☞�조사�중단)

SQ2 연구�분야

▶�귀하께서�현재�주로�수행하고�계시는�연구�분야는�무엇입니까?�

연구�분야가�복수일�경우는�비중이�큰�연구�분야를�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상수도�관련 ②�수자원/물산업�관련

③�하천공학�관련 ④�환경계획/정책

⑤�하천계획/정책 ⑥�행정법�관련

⑦�헌법/민법/환경법�관련 ⑧�지방자치/공공정책/공공개혁�관련

⑨�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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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A.�수도사업의�공공성�관련�인식

A1.�귀하께서는�모든�시민에게�보편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는�수도사업의�성격에�대해�어떻게�생각

하십니까?�

※�비영리적�사업(비영리성)이란?

자체의�이익을�추구하지�않고�이익을�구성원이�향유하지�않는�공익�목적의�사업을�의

미합니다.

비영리적�사업은�수익성,�사업규모,�조직/운영�형태,�사업�지속성�및�반복성을�토대로�

비영리성을�판단할�수�있습니다.�

①�수도사업은�매우�비영리적인�공익사업이다 ②�수도사업은�다소�비영리적인�공익사업이다
③�수도사업은�다소�영리적인�공익사업이다 ④�수도사업은�매우�영리적인�공익사업이다

[A1번에서�①,�②에�응답한�경우에만�A1-1번�질문]�

A1-1.� 귀하께서는�수도사업이� ‘비영리적�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순서대로� 2개

까지�말씀해�주세요.� (1순위� :� � � � )� (2순위� :� � � )

①�시민의�생활�영위를�목적에�둔�사업이다�(사업의�공공성)

②�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사업이다�(사업주체의�공공성)

③�징수된�요금은�수도�관련�기반시설에�다시�투자되는�사업이다�(사회�환원적�성격)

④�수익성이�없거나�있어도�매우�낮다�(낮은�수익성)

[A1번에서�③,�④에�응답한�경우에만�A1-2번�질문]�

A1-2.�귀하께서는�수도사업이� ‘영리적�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이유가�무엇입니까?�순서대로� 2개까

지�말씀해�주세요.�(1순위�:� � � � )� (2순위�:� � � )

①�자금·회계�관리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적으로�운영된다�(회계의�독립성)

②�수도사업�운영방식이�기업의�형태와�유사하기�때문이다�(사업�운영방식)

③�조직�유지를�위해�수익으로�일정�비용을�지속적으로�충당해야�한다�(수익성�비배제)

④�수도�서비스�공급을�통해�대가를�요구하는�방식의�시장�구조적�성격이�있다�(서비스�성격)

⑤�수도사업은�생활의�영위�목적�외에�사업적으로도�공급될�수�있다�(공급대상�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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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귀하께서는�정부에서�수자원�관리를�위해�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를�징수하는�것에�대해�얼

마나�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➀ 매우�적절하지�않다� ➁ 다소�적절하지�않다. ➂ 보통이다
➃ 다소�적절하다� ➄ 매우�적절하다

[A2번에서�①,�②에�응답한�경우에만�A2-1번�질문]�

A2-1.�귀하께서는�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징수가� ‘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

까?

①�공익목적으로�하천수를�취수하므로�사용료�징수는�부적절하다

②�징수에�의한�부담이�시민에게�돌아올�것�같다

③�수자원�관리는�사용료�징수와�같은�금전적이지�않은�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④�수자원�여건이�양호해�사용료�징수가�불필요하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2번에서�④,�⑤에�응답한�경우에만�A2-2번�질문]

A2-2.�귀하께서는�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징수가�‘적절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①�수도사업은�영리사업이기�때문이다

②�징수에�대한�경제적�부담이�크지�않을�것�같다

③�수자원을�사용한�만큼의�대가를�지불해야�한다

④�수자원�여건이�열악해�규제가�불가피하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3.�귀하께서는�수도사업의�하천수�사용료�징수와�관련한�아래의�내용에�대해�동의�정도를�말씀해�

주세요.

구분
하천수�사용료�징수�관련

반대�의견

동의�정도 하천수�사용료�징수�관련
찬성�의견←��� � � �반반�� � � � �→

비영리성

수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영리� 공
익사업이므로�하천수�사용료�
징수�대상이�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수도사업의� 운영� 성격상� 영리
적이기�때문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대상이다

수자원
여건

수자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통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수자원�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
화될� 수� 있어�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통한�규제가�필요하다

가계
상황

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상승
으로�인해�시민의�가계�경제�
부담을�가중시키므로�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
절치�않다

① ② ③ ④ ⑤

시민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
더라도�안정적�사업�운영을�위
해서는�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
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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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귀하께서는�현재�수도사업의�성격인�비영리성,�공익성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해�법령을�개정하

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➀ 사업�성격에�맞도록�반드시�개정되어야�한다
➁ 사업�성격에�맞도록�어느�정도는�개정되어야�한다
➂ 현재�법령을�어느�정도�유지해야�한다
➃ 반드시�현재�법령을�유지해야�한다

A5.� 현재�하천수�사용료�감면�기준�중에서� ‘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의�범위를�재해�복구�및�하천�

유지·관리·공사,�교육기관(학교)의�설립,�군사작전�등에만�적용되도록�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생각하시기에�모든�시민들에게�보편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는�수도사업이�하천수�사

용료�감면�기준에�해당되지�않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➀ 전혀�적절하지�않다 ➁ 별로�적절하지�않다 ➂ 보통이다
➃ 다소�적절하다 ➄ 매우�적절하다

A6.� 귀하께서는�하천수�사용료�감면�기준�중� ‘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 범위에�수돗물을�공급하는�

수도사업이�포함되도록�관련�법령을�개정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➀ 전혀�적절하지�않다 ➁ 별로�적절하지�않다 ➂ 보통이다
➃ 다소�적절하다 ➄ 매우�적절하다

PART�B.�하천수�사용료�관리주체�관련�인식

B1.�귀하께서는�하천수�사용료의�허가권자와�징수권자가�분리되어�있는�관리방식에�대해�어떻게�생

각하십니까?�아래의�내용을�확인하신�후�보기에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하천수�사용�허가권자와�사용료�징수권자�(관계�법령� ‘하천법’)
1.�하천수�사용�허가권자�:�하천수�사용�허가권자를�국가(국토교통부�장관)로�규정
2.�하천수�사용료�징수권자�:�하천수�사용료�징수권자를�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로�규정

➀ 허가권자와�징수권자를�구분해야�한다 ➁ 허가권자와�징수권자를�통합해야�한다

B2.�귀하께서는�만약�하천수�사용료�허가권자와�징수권자를�통합한다면�국가�또는�시‧도시자�중�어
디로�통합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①�국가(국토교통부�장관)로�통합되어야�한다�(☞�B2-1번으로)

②�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로�통합되어야�한다�(☞�B2-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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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번에서�①에�응답한�경우�B2-1번�질문]

B2-1.�귀하께서는�허가권자와�징수권자를�국가(국토교통부)로�통합해야�한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

이유는�무엇입니까?�(단수응답)

①�법적으로�수자원�관리주체는�국가이기�때문이다

②�통합적으로�수자원�관리를�할�수�있어�관리�효율성이�높다

③�지자체로�허가‧징수권이�통합될�경우�수자원�낭비가�조장될�수�있다
④�지자체로�허가‧징수권이�통합될�경우�지자체간�물배분�갈등이�발생할�수�있다
⑤�허가업무가�하천�관리의�핵심이므로�허가권자인�국가로�통합해야�한다�

⑥�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2번에서�②에�응답한�경우�B2-2번�질문]

B2-2.� 귀하께서는� 허가권자와� 징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단수응답)

①�사무를�담당하는�실질적�운영‧관리자는�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이기�때문이다
②�지역실정에�맞게�수자원�관리를�할�수�있다

③�지방자치시대에�맞추어�국가가�담당하는�업무가�지자체로�이양되어야�한다

④�업무의�엄정성�보다는�시민의�생활기본권을�더욱�보장할�것�같다

⑤�징수업무가�하천�관리의�핵심이므로�징수권자인�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로�통합되어야�한다
⑥�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3.�귀하께서는�한강�하구의�하천관리청�주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아래의�내용을�확인하

신�후�보기에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하천관리청이란?

국가하천의�하천관리청은�중앙정부인�국토교통부�장관이며�지방하천은�지방자치단체(시‧도)
입니다.�하천관리청은�관할�하천을�관리하기�위한�법정�계획의�수립권자이며,�하천수�사용

료�감면권자이기도�합니다.�한강�하구의�법적�하천관리청은�국토교통부�산하�서울지방국토

관리청이지만�하천�점용료�징수업무�및�관리업무는�관행적으로�서울시에서�담당하고�있습

니다.

➀ 한강�하구의�하천관리청은�국가(국토교통부)라고�생각한다� (☞�B3-1번으로)

➁ 한강�하구의�하천관리청은�지자체(서울시)라고�생각한다 (☞�B3-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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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번에서�①에�응답한�경우�B3-1번�질문]

B3-1.�귀하께서는�한강�하구의�하천관리청은�국가(국토교통부)라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무

엇입니까?�(단수응답)

①�법적으로�국가하천의�하천관리청은�국가라고�명시되어있기�때문이다

②�한강은�국가하천으로�실무의�담당여부와는�무관하게�국가가�관리해야�한다

③�하천관리청을�서울시로�인정할�경우�감면�재량을�무분별하게�사용할�수�있다

④�국가는�법정계획수립권자로�계획에�맞는�일관적인�업무가�가능하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3번에서�②에�응답한�경우�B3-2번�질문]

B3-2.�귀하께서는�한강�하구의�하천관리청은�지방자치단체(서울시)라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응답)

①�하천관리청의�법적�업무를�서울시가�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②�지역실정에�맞게�한강을�관리하기�위해서는�서울시가�하천관리청이�되어야�한다

③�시민의�생존을�배려할�수�있는�행정은�지방자치단체가�더욱�적합하다

④�법정계획수립권자와�시책의�시행자가�반드시�동일할�필요는�없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4.�귀하께서는�기득수리권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아래의�내용을�확인하신�후�보기에서�선

택해�주시기�바랍니다.

※�기득수리권이란?� (법령근거는� ‘댐건설법’이며,� ‘하천법’에는�규정되어�있지�않음)
기득수리권은� ‘하천법’및� ‘댐건설법’제정�이전부터�취수해오던�관행적인�권리로�수도용�생활
용수와,�농업용수가�해당됩니다.
기득수리권에�의해�이용되는�물은�무상입니다.�또한,�가뭄과�같이�수자원이�부족한�경우에
도�물이용을�제한할�수�없는�배타적인�권리입니다.
하천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허가(허가수리권)를� 받아야�하지
만,�기득수리권은�별도의�허가를�거치지�않아�현�제도와�대치됩니다.

➀ 기득수리권은�존치되어야�한다�(☞�B4-1번으로) �
②�기득수리권은�폐지되어야�한다�(☞�B4-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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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번에서�①에�응답한�경우�B4-1번�질문]

B4-1.�귀하께서는�기득수리권은�존치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단수응답)

①�법에�의해�인정되는�권리이기�때문이다

②�수도사업,�농업과�같이�국가의�기반에�필요한�물이용권이기�때문이다

③�기득수리권이�폐지된다면�현재보다�금전적인�부담이�생길�수�있기�때문이다

④�기득수리권이�폐지된다면�시민의�기본권이�침해된다고�느끼기�때문이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4번에서�②에�응답한�경우�B4-2번�질문]

B4-2.�귀하께서는�기득수리권은�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단수응답)

①�하천수는�하천법에�의해�허가를�받고�사용해야�하기�때문이다

②�특정분야에�배타적�권한을�주는�것은�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이다

③�기득수리권이�존치된다면�수자원�배분�갈등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④�기득수리권이�존치된다면�엄정한�행정이�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5.� 귀하께서는�만약�기득수리권을�폐지해야�한다면�이용권�침해에�따른�손실을�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득수리권�침해에�따른�보상
"하천법"에는�기득수리권의�권리행사가�침해�받을�경우�침해자로부터�손실보상을�받을�수�
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만약�수자원의�배분을�위해�수도사업자가�취득한�기득수리권을�
폐지할� 경우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실을� 보상해야�하지만� 적용할�수� 있는�
법이�없는�실정입니다.

➀ 보상해야�한다�(☞�B5-1번으로) ②�보상하지�않아도�된다�(☞�B5-2번으로)

[B5번에서�①에�응답한�경우�B5-1번�질문]

B5-1.� 귀하께서는�기득수리권�폐지�시� 침해에�따른�손실을�보상해야�한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

이유는�무엇입니까?�(단수응답)

①�기득수리권�행사�침해�시�보상할�것을�법에서�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②�기득수리권은�수도사업자�등�국가의�기반에�필요한�물이용권이기�때문이다

③�기득수리권�폐지에�따른�하천수�사용료�부담을�시민이�부담하기�때문이다

④�기득수리권�폐지는�시민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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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번에서�②에�응답한�경우�B5-2번�질문]

B5-2.�귀하께서는�기득수리권�폐지�시�침해에�따른�손실을�보상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시는�가

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단수응답)

①�보상과�관련하여�적용할�수�있는�법이�없기�때문이다

②�수자원�여건에�따라�공익을�목적으로�권리를�제한했기�때문이다

③�물이용의�형평성을�위해�절대적�권리를�제한하기�때문이다

④�수자원은�국가자원으로�국가에�의해�관리되어야�하기�때문이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PART�C.�댐용수�사용계약방식�관련�인식

C1.� 귀하께서는�수도사업자가�시민에게�수돗물을�공급하고자�댐�운영자인�한국수자원공사와�체결

하는�댐용수�사용계약에�있어�민간과�공공단체를�구분하지�않는�방식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

니까?�

※�댐용수(댐에�저장된�물)�사용계약

댐용수는�댐의�건설‧운영으로�증가된�물로�댐에�의해�저장된�물을�의미합니다.
댐용수를�사용하려면�댐의�건설과�운영을�총괄하는�한국수자원공사와�사용계약을�체결

해야�합니다.

댐용수�사용계약은�개인�및�지방자치단체를�구분하지�않고�동일한�방식과�요금으로�체

결합니다.

� � � �➀ 수도사업은�지자체�고유�업무로�민간과�체결하는�계약방식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
않다

�� � �➁ 수도사업이�지자체�고유�업무라도�물�이용자라는�측면에서�민간과�동일한�지위에�있으므로�현행�
계약방식은�적절하다

C2.� 귀하께서는�수도사업자가�시민에게�수돗물을�공급하고자�댐�운영자인�한국수자원공사와�댐용

수�사용계약�체결�시�적용하는�사용요금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댐용수�사용료

취수지역,�목적,�용도의�구분�없이�동일요금을�적용해�52.7원/㎥을�납부해야�합니다.�납부된�

요금은�댐�건설�및�댐�운영관리�비용으로�사용됩니다.

➀ 수도사업은�시민의�생존과�연결되기�때문에�다른�용도�또는�계약자와�구분하여�요금을�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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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현�요금산정방식은�적절하지�않다

➁ 다른�용도�또는�계약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였을�때�현�요금산정방식은�적절하다

C3.�귀하께서는�수도사업자와�한국수자원공사와의�계약�관계와�관련한�아래의�의견에�대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동
의�

다소
비동
의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현행�댐용수�계약방식은�지자체의�행정을�고려하지�않
아�지방자치제도와�권한을�위축시킬�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2)�수도사업은�시민의�생존을�위한�공익사업으로�현�계약
방식과는�다른�계약방식을�취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수자원공사가�수도사업자인�지자체를�대상으로�댐
의�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을� 다른� 이용자와� 동일하게�
부담하도록�하는�것은�과도한�처사이다.

① ② ③ ④ ⑤

4)�수도사업은�국가자원을�이용하는�이용자�측면에서�다른�
계약당사자와�동일한�지위에�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사업을�
위한�새로운�계약방식의�도입은�불공평하다.

① ② ③ ④ ⑤

6)�수도사업자는�댐�개발로�인해�증가된�물을�사용하므로�
댐의�건설�및�운영관리�비용에�대한�책임을�다른�사용
자와�동등하게�부담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C4.�귀하께서는�댐용수�사용료의�집행�시�댐�건설�및�유지관리�비용을�초과하여�징수된�사용료에�대

해�수자원�관리�차원에서�하천�유지‧관리�재원으로�이전‧활용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댐용수�사용료의�집행

댐용수�사용료는�「댐건설법」에�의해�댐의�건설비와�유지‧관리,�댐�건설에�따른�건설부지�인근�
시민의�피해복구에만�사용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2016년�경기연구원의�연구결과에�의하면�현재까지�징수된�댐용수�사용료가�이미�댐건설비용

을�초과하였으므로�유지‧관리�비용을�제외한�사용료는�다른�용도로�사용되어야�할�필요성이�
있음을�주장하였습니다.

➀ 매우�부적절 ➁ 다소�부적절 ➂ 보통이다�
➃ 다소�적절 ➄ 매우�적절



부록�/�133

C5.�귀하께서는�지역적으로�동일한�기준을�적용하고�있는�댐용수�사용료�요금에�대해�어떻게�생각

하십니까?�

※�댐용수�사용료�동일단가�적용

지역사회의�균형발전,�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한국수자원�공사는�취수지역에�관계없이�동

일한�요금을�적용하여�징수하고�있습니다.

동일단가를�적용할�경우�물을�공급받는�댐�이외에�다른�지역의�댐�건설�및�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게�됩니다.

➀ 지역,�허가량�등�수급�조건이�다르기�때문에�다양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
➁ 현행과�같이�동일한�적용방식을�유지해야�한다

PART�D.�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평가�인식

※�하천수�사용료�제도와�관련한�자료를�검토한�결과�개선이�필요한�문제점은�크게�1)�기득수리권�

병존,� 2)�관리주체�이원화,� 3)�댐용수�계약�방식,� 4)�수도사업�요금감면�관련�문제�등� 4가지로�

요약될�수�있습니다.

D1.�귀하께서는�다음의�문제점들에�대한�개선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문제점 세부�설명

개선�필요�정도

매우�
불필
요

다소
불필
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기득
수리권
병존

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이� 병존함에� 따라� 수자
원�배분의�형평성과�수자원�보전이�어려움

※�기득수리권은�사용료�면제를�받고,�조정이�어
려운�배타적인�권리로�재산권이�인정됨

① ② ③ ④ ⑤

관리주체
이원화

하천수�사용허가권은�국토교통부에�있으며,
하천수�사용료의�징수권은�시‧도지사에게�있음 ① ② ③ ④ ⑤

댐용수
계약�방식

댐건설� 및�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수도사
업자인�지방자치단체�간�사인적(개인�간�계약,
거래)�계약방식과�동일한�요금�적용�문제가�있음

① ② ③ ④ ⑤

요금�감면
범위�축소�
갈등

법에서�정하고�있는�요금감면�조항을�시행령에
입법적�근거�없이�재량적으로�축소,�수도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감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가�있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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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귀하께서는�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각�개선이�필요한�문제점들에�대한�현실적인�개선�가능

성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제점
현실적인�개선�가능성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1)�기득수리권�병존 ① ② ③ ④ ⑤

2)�관리�주체�이원화 ① ② ③ ④ ⑤

3)�댐용수�계약방식 ① ② ③ ④ ⑤

4)�요금�감면�범위�축소�갈등 ① ② ③ ④ ⑤

[D2번의�1)�기득수리권�병존�-�개선�가능성에서�①,�②에�응답한�경우�D2-1번�질문]

D2-1.�귀하께서는� ‘기득수리권�병존’�문제�개선�가능성이�낮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응답)

①�이해당사자�간의�첨예한�의견대립 ②�현행�법령�및�제도체계�적절성

③�법령�개선의�어려움 ④�해결�위한�협의체의�역할�미흡

⑤�개선과정에서�불가피하게�시민부담�증가 ⑥�해당�요소에�대한�사회적�관심�부족

⑥�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2번의�2)�관리주체�이원화�-�개선�가능성에서�①,�②에�응답한�경우�D2-2번�질문]

D2-2.�귀하께서는� ‘관리주체�이원화’와�관련하여�개선�가능성이�낮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응답)

①�이해당사자�간의�첨예한�의견대립 ②�현행�법령�및�제도체계�적절성

③�법령�개선의�어려움 ④�해결�위한�협의체의�역할�미흡

⑤�개선과정에서�불가피하게�시민부담�증가 ⑥�해당�요소에�대한�사회적�관심�부족

⑥�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2번의�3)�댐용수�계약방식�-�개선�가능성에서�①,�②에�응답한�경우�D2-3번�질문]

D2-3.� 귀하께서는� ‘댐용수�계약방식�문제’와�관련하여�개선�가능성이�낮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

이유는�무엇입니까?� (단수응답)

①�이해당사자�간의�첨예한�의견대립 ②�현행�법령�및�제도체계�적절성

③�법령�개선의�어려움 ④�해결�위한�협의체의�역할�미흡

⑤�개선과정에서�불가피하게�시민부담�증가 ⑥�해당�요소에�대한�사회적�관심�부족

⑥�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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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번의�4)�요금�감면�범위�축소�-�개선�가능성에서�①,�②에�응답한�경우�D2-4번�질문]

D2-4.�귀하께서는� ‘요금감면�범위축소’와�관련하여�개선�가능성이�낮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

이유는�무엇입니까?�(단수�응답)

①�이해당사자�간의�의견�대립�예상되므로 ②�법령�개선을�위한�높은�소요

③�해결�위한�협의체의�역할�미흡 ④�해당�요소에�대한�사회적�관심�부족

⑤�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3-1.�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4가지�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검토할�수�있습니다.

귀하께서는�보기에�제시된�개선�방안에�대해�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시는�방안은�

무엇입니까?�

적절한�순서대로�2개까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1순위�:� � � � � )� (2순위� :� � � � � )

①�기득수리권�폐지�및�허가수리권으로의�통합

②�기득수리권�폐지‧통합에�따른�손실보상�방안�마련
③�허가권자�징수권을�지자체(시‧도지사)로�통합
④�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공적계약�방식�마련

⑤�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요금�적용방식�마련

⑥�수도사업자에�대한�하천수�사용료가�면제되도록�관련�규정�개정�및�신설

⑦�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3-2.�귀하께서는�보기에�제시된�개선�방안에�대해�개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시는�방안은�

무엇입니까?

개선�가능성이�높은�순서대로�2개까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순위� :� � � � � )� (2순위�:� � � � � )

①�기득수리권�폐지�및�허가수리권으로의�통합

②�기득수리권�폐지‧통합에�따른�손실보상�방안�마련
③�허가권자�징수권을�지자체(시‧도지사)로�통합
④�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공적�계약방식�마련

⑤�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요금�적용방식�마련

⑥�수도사업자에�대한�하천수�사용료가�면제되도록�관련�규정�개정�및�신설

⑦�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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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하천수�사용료�제도의�문제점에�대한� 6가지�개선�방안에�대해�헌법에�규정된� ‘수자원�보전’�

차원에서�큰�기여를�할�것으로�생각되는�개선�방안은�무엇입니까?�순서대로�2개까지�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1순위� :� � � � � )� (2순위�:� � � � � )

①�기득수리권�폐지�및�허가수리권으로의�통합

②�기득수리권�폐지‧통합에�따른�손실보상�방안�마련
③�허가권자�징수권을�지자체(시‧도지사)로�통합
④�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공적�계약방식�마련

⑤�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요금�적용방식�마련

⑥�수도사업자에�대한�하천수�사용료가�면제되도록�관련�규정�개정�및�신설

⑦�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4-2.�하천수�사용료�제도의�문제점에�대한�6가지�개선�방안에�대해�헌법에�규정된�‘지방자치권�보

장’�차원에서�큰�기여를�할�것으로�생각되는�개선�방안은�무엇입니까?�순서대로�2개까지�말

씀해�주시기�바랍니다.

(1순위� :� � � � � )� (2순위�:� � � � � )

①�기득수리권�폐지�및�허가수리권으로의�통합

②�기득수리권�폐지‧통합에�따른�손실보상�방안�마련
③�허가권자�징수권을�지자체(시‧도지사)로�통합
④�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공적�계약방식�마련

⑤�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요금�적용방식�마련

⑥�수도사업자에�대한�하천수�사용료가�면제되도록�관련�규정�개정�및�신설

⑦�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4-3.�하천수�사용료�제도의�문제점에�대한�6가지�개선�방안에�대해�헌법에�규정된� ‘시민의�생존배

려행정(환경기본권,� 물인권)’�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개선� 방안은�무엇입니

까?

순서대로�2개까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순위� :� � � � � )� (2순위�:� � � � � )

①�기득수리권�폐지�및�허가수리권으로의�통합

②�기득수리권�폐지‧통합에�따른�손실보상�방안�마련
③�허가권자�징수권을�지자체(시‧도지사)로�통합
④�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공적�계약방식�마련

⑤�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요금�적용방식�마련

⑥�수도사업자에�대한�하천수�사용료가�면제되도록�관련�규정�개정�및�신설

⑦�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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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귀하께서는�하천수�사용료�제도의�문제점에�대한� 6가지�개선�방안�중�헌법에�규정된�수자원�

보전,� 지방자치권�보장,� 시민의�생존배려행정(환경기본권,� 물인권)� 등의�종합적인�가치를�모두�

고려하였을�때�우선적으로�도입되어야�할�개선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2개

까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순위�:� � � � � )� (2순위�:� � � � � )

①�기득수리권�폐지�및�허가수리권으로의�통합

②�기득수리권�폐지‧통합에�따른�손실보상�방안�마련
③�허가권자�징수권을�지자체(시‧도지사)로�통합
④�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공적�계약방식�마련

⑤�댐용수�사용�계약�시�지방행정에�맞는�요금�적용방식�마련

⑥�수도사업자에�대한�하천수�사용료�면제되도록�관련�규정�개정�및�신설

⑦�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RT�E.�국내�수자원�여건�및�제도개선�관련�인식

E1.�귀하께서는�현재�국내의�수자원�여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①�수자원이�매우�부족하다 ②�수자원이�다소�부족하다 ③�보통이다

④�수자원이�다소�풍부하다 ⑤�수자원이�매우�풍부하다

E2.�귀하는�현재�국내�수자원�여건을�고려할�때�가정에서�사용하시는�수도를�포함한�물�절약�필요

성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①�전혀�필요�없다 ②�별로�필요�없다 ③�보통이다

④�다소�필요하다 ⑤�매우�필요하다

E3.� 귀하께서는�장래에�국내�수자원�여건상�하천에서�직접�이용할�수�있는�하천수의�양이�어떻게�

변화할�것으로�예상하십니까?�

①�매우�감소할�것이다 ②�다소�감소할�것이다 ③�현�상태�유지

④�다소�증가할�것이다 ⑤�매우�증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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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귀하께서는�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해�헌법적�가치�차원에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아래

에�제시된�헌법적�가치와�관련된�문장에�대해�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의�반영�정도를�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구분 헌법적�가치

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의�헌법적�가치�반영�정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별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통
다소�잘�
반영했다

매우�잘�
반영했다

잘�
모르겠다

국가자원
관리�차원

국가� 주도적인� 수자원의�
보전과� 함양을� 통해� 현
재와�미래�수요를�보장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방자치권
차원

지방자치시대에�지방고유
의�사무와�지위를�보장

① ② ③ ④ ⑤ ⑨

환경권
(기본권)
차원

시민에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지불� 가능
한�수준에서�공급

① ② ③ ④ ⑤ ⑨

E5.�귀하께서는�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시�어떠한�가치를�가장�우선적으로�반영하여�개선되

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①�국가자원의�국가�주도적�통합�관리 ②�지방자치권의�보장

③�시민의�기본권(환경권,�물�인권)�보장

E6.�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과�관련하여�제안하실�내용이�있다면�자유롭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Web�설문�개발�시�무응답인�경우도�다음�질문으로�넘어갈�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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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급
[학계]�학생�연구원,�연수�연구원,�박사�후�연구원

[연구기관]�연구원,�위촉연구원

②�선임급
[학계]�조교수

[연구기관]�선임연구원,�팀장

③�책임급�이상
[학계]�부교수,�학과장,�정교수,�학장,�처장,�총장

[연구기관]�책임연구원,�실장,�센터장,�부장,�본부장,�소장,�원장

※�마지막으로�통계�분류를�위한�질문입니다.

응답자의�특성�정보�및�통계�분류를�위해�작성해�주신�응답�내용은�연구�분석을�위한�기초�통

계�변수로만�활용되며,�통계법�제33조(비밀의�보호)에�따라�다른�용도로는�일체�사용되지�않으

니�정확하게�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Q1.�귀하의�연령은�어떻게�되십니까?

①�20대 ��� �②�30대 �� �③�40대 �④�50대�� � � � � � �⑤�60대�이상

Q2.�귀하의�직급은�다음�중�어디에�해당됩니까?

Q3.�귀하께서는�귀하가�주력하는�담당/연구�분야에서�연구를�하신지�얼마나�되십니까?

①�3년�미만 ②�3~5년�미만 ③�5~10년�미만

④�10~20년�미만 ⑤�2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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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하천수�사용료�제도�관련�시민�인식�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현안에�관한� 조사·분석·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 및�

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설립된�도시정책�종합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2015년�발생한�대규모�가뭄�이후�안정적인�수자원�관리�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하천수�사

용료�제도를�강화하였습니다.

이에�시민을�대상으로�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한�인식을�확인하고자�수도사업의�공공성�및�하천수�

사용료�제도�인식,�국내�수자원�여건�인식�등의�내용을�여쭙고자�합니다.

귀하의�응답은�통계법� 33조(비밀의�보호)에�의해�무기명으로�전산�처리되어�비밀이�보장되며,�연구목

적�외에는�다른�목적으로�절대�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합니다.

바쁘시더라도�한�문항도�빠짐없이�솔직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부탁드리며,�귀중한�시간을�내주

시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7년�11월

주관�연구기관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플러스�

■�응답자�기초�사항�

SQ1 가계비�관리

▶�귀댁의�가계�관리비(전기료,�수도요금,�각종�공과금�등)는�주로�

누가�관리를�하십니까?� � (☞�①�응답자만�조사�진행)

①�본인 ②�배우자 ③�부모님

④�자녀 ⑤�기타

SQ2 성별 �� �①�남성 ②�여성

SQ3 연령
�� �①�20대 ②�30대 ③�40대

�� �④�50대 ⑤�60대�이상

SQ4
거주�지역

(☞�쿼터확인)

�� �①�종로구 ②�중구 ③�용산구

�� �④�성동구 ⑤�광진구 ⑥�동대문구

�� �⑦�중랑구 ⑧�성북구 ⑨�강북구

�� �⑩�도봉구 ⑪�노원구 ⑫�은평구

�� �⑬�서대문구 ⑭�마포구 ⑮�양천구

�� �⑯�강서구 ⑰�구로구 ⑱�금천구

�� �⑲�영등포구 ⑳�동작구 ㉑�관악구

�� �㉒�서초구 ㉓�강남구 ㉔�송파구

�� �㉕�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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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A.�수도사업의�공공성�관련�인식

A1.�귀하께서는�모든�시민에게�보편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는�수도사업의�성격에�대해�어떻게�생각

하십니까?

※�비영리적�사업�(비영리성)�이란?

자체의�이익을�추구하지�않고�이익을�구성원이�향유하지�않는�공익�목적의�사업을�의

미합니다.

비영리적�사업은�수익성,�사업규모,�조직/운영�형태,�사업�지속성�및�반복성을�토대로�

비영리성을�판단할�수�있습니다.�

①�수도사업은�매우�비영리적인�공익사업이다 ②�수도사업은�다소�비영리적인�공익사업이다

③�수도사업은�다소�영리적인�공익사업이다 ④�수도사업은�매우�영리적인�공익사업이다

[A1번에서�①,�②에�응답한�경우에만�A1-1번�질문]�

A1-1.� 귀하께서는�수도사업이� ‘비영리적�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순서대로� 2개

까지�말씀해�주세요.� (1순위� :� � � � )� (2순위� :� � � )

①�시민의�생활�영위를�목적에�둔�사업이다�(사업의�공공성)

②�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사업이다�(사업주체의�공공성)

③�징수된�요금은�수도�관련�기반시설에�다시�투자되는�사업이다�(사회�환원적�성격)

④�수익성이�없거나�있어도�매우�낮다�(낮은�수익성)

[A1번에서�③,�④에�응답한�경우에만�A1-2번�질문]�

A1-2.�귀하께서는�수도사업이� ‘영리적�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이유가�무엇입니까?�순서대로� 2개까

지�말씀해�주세요.�(1순위�:� � � � )� (2순위�:� � � )

①�자금·회계�관리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적으로�운영된다�(회계의�독립성)

②�수도사업�운영방식이�기업의�형태와�유사하기�때문이다�(사업�운영방식)

③�조직�유지를�위해�수익으로�일정�비용을�지속적으로�충당해야�한다�(수익성�비배제)

④�수도�서비스�공급을�통해�대가를�요구하는�방식의�시장�구조적�성격이�있다�(서비스�성격)

⑤�수도사업은�생활의�영위�목적�외에�사업적으로도�공급될�수�있다�(공급대상�다양성)

A2.�귀하께서는�정부에서�수자원�관리를�위해�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를�징수하는�것에�대해�얼

마나�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➀ 매우�적절하지�않다� ➁ 다소�적절하지�않다 ➂ 보통이다
➃ 다소�적절하다� ➄ 매우�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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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번에서�①,�②에�응답한�경우에만�A2-1번�질문]�

A2-1.�귀하께서는�수도사업�하천수�사용료�징수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①�공익목적으로�하천수를�취수하므로�사용료�징수는�부적절하다

②�징수에�의한�부담이�시민에게�돌아올�것�같다

③�수자원�관리는�사용료�징수와�같은�금전적이지�않은�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④�수자원�여건이�양호해�사용료�징수가�불필요하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2번에서�④,�⑤에�응답한�경우에만�A2-2번�질문]

A2-2.�귀하께서는�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징수가�‘적절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①�수도사업은�영리사업이기�때문이다�

②�징수에�대한�경제적�부담이�크지�않을�것�같다

③�수자원을�사용한�만큼의�대가를�지불해야�한다

④�수자원�여건이�열악해�규제가�불가피하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3.�귀하께서는�수도사업의�하천수�사용료�징수와�관련한�아래의�내용에�대해�동의�정도를�말씀해�

주세요.

구분
하천수�사용료�징수�관련

반대�의견

동의�정도 하천수�사용료�징수�관련
찬성�의견←��� � �반반��� � � �→

비영리성

수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영리� 공
익사업이므로�하천수�사용료�
징수�대상이�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수도사업의� 운영� 성격상� 영리
적이기�때문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대상이다

수자원
여건

수자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통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수자원�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
화될� 수� 있어�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통한�규제가�필요하다

가계
상황

수도사업에�하천수�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상승
으로�인해�시민의�가계�경제�
부담을�가중시키므로�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
절치�않다

① ② ③ ④ ⑤

시민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
더라도�안정적�사업�운영을�위
해서는�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
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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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귀하께서는�현재�수도사업의�성격인�비영리성,�공익성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해�법령을�개정하

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➀ 사업�성격을�맞도록�반드시�개정되어야�한다
➁ 사업�성격을�맞도록�어느�정도는�개정되어야�한다
➂ 현재�법령을�어느�정도�유지해야�한다
➃ 반드시�현재�법령을�유지해야�한다

A5.�현재�하천수�사용료�감면�기준�중에서‘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의�범위를�재해�복구�및�하천�유

지·관리·공사,�교육기관(학교)의�설립,�군사작전�등에만�적용되도록�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생각하시기에�모든�시민들에게�보편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는�수도사업이�하천수�사

용료�감면�기준에�해당되지�않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➀ 전혀�적절하지�않다 ➁ 별로�적절하지�않다 ➂ 보통이다
➃ 다소�적절하다 ➄ 매우�적절하다

A6.� 귀하께서는�하천수�사용료�감면�기준�중� ‘공익�목적의�비영리사업’� 범위에�수돗물을�공급하는�

수도사업이�포함되도록�관련�법령을�개정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➀ 전혀�적절하지�않다 ➁ 별로�적절하지�않다 ➂ 보통이다
➃ 다소�적절하다 ➄ 매우�적절하다

PART�B.�수도요금�관련�인식

B1.�귀�댁에서는�평소에�세면이나�샤워,�설거지,�세탁,�정원�물주기�등의�수도사용�전반에�대해�사

용량이�어느�정도입니까?

①�매우�적은�편이다 ②�다소�적은�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다소�많은�편이다 ⑤�매우�많은�편이다

B2.�귀�댁에서는�최근�6개월(2017년�6월�~�10월)�동안�발생한�수도�요금은�평균적으로�얼마입니까?�

①�1만�원�미만 ②�1~2만�원�이하 ③�3~4만�원�이하

④�5~6만�원�이하 ⑤�7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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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귀�댁에서는�최근�6개월(2017년� 6월�~� 10월)�동안�납부하신�수도�요금이�가계비�전체에서�차

지하는�비율은�어느�정도�수준입니까?

①�5%�미만 ②�5~10%�미만 ③�10~20%�미만

④�20~30%�미만 ⑤�30%�초과

B4.�귀하께서는�현재�부과되는�수도�요금에�대해�전반적으로�어떻게�생각하십니까?�

①�매우�저렴하다 ②�다소�저렴하다 ③�보통이다

④�다소�비싸다 ⑤�매우�비싸다

B5.�귀하께서는�귀댁의�가계상황을�비추어�볼�때�수도요금이�얼마나�부담된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부담되는�수준이다 ②�다소�부담되는�수준이다 ③�보통이다

④�별로�부담�없는�수준이다 ⑤�전혀�부담�없는�수준이다

B6.�귀하께서는�가장�최근(2017년�10월)에�납부하신�수도요금은�얼마입니까?� (� � � � � � � � � )천�원

B7.�귀하께서는�평소에�수도�요금을�줄이기�위해�수돗물을�아껴�사용하신�경험이�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B8.� 귀하께서는�만약에�하천수�사용료�징수에�따른�향후�납부해야�할�연간�수도요금이�상승해야�

한다면�다음의�질문에�대해�적당하다고�생각하시는�금액을�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1)�연간�수도요금�인상�금액이�너무�싸서�전혀�부담을�느끼지�않는다고�생각되는�금액은�얼마입니까?

2)�연간�수도요금�인상�금액이�다소�싸다고�생각되는�금액은�얼마입니까?

3)�연간�수도요금�인상�금액이�다소�비싸다고�생각되는�금액은�얼마입니까?

4)�연간�수도요금�인상�금액이�너무�비싸서�부담을�크게�느낀다고�생각되는�금액은�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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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무�싸서�
전혀�부담을�느끼지�
않는다고�생각되는�
연간�수도요금
인상�금액�

2)�다소�싸다고�
생각되는�연간�

수도요금�인상�금액

3)�다소�비싸다고�
생각되는�연간�

수도요금�인상�금액

4)�너무�비싸서�
부담을�크게�느끼는
연간�수도요금
인상�금액

1) 500원 500원 500원 500원
2)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4)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5)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6)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7) 6,000원 6,000원 6,000원 6,000원
8)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9) 8,000원 8,000원 8,000원 8,000원
10) 9,000원 9,000원 9,000원 9,000원
11)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2) 11,000원 11,000원 11,000원 11,000원
13) 12,000원 12,000원 12,000원 12,000원
14) 13,000원 13,000원 13,000원 13,000원
15) 14,000원 14,000원 14,000원 14,000원
16)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7) 16,000원 16,000원 16,000원 16,000원
18) 17,000원 17,000원 17,000원 17,000원
19) 18,000원 18,000원 18,000원 18,000원
20) 19,000원 19,000원 19,000원 19,000원
21)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2) 그�이상�(� � � � � �원) 그�이상�(� � � � �원) 그�이상�(� � � � �원) 그�이상�(� � � � �원)

B9.� 귀하께서는�만약에�향후� 수도요금이� 연간� 5%� 인상된다면� 귀댁의�가계상황에� 얼마나�부담을�

줄�것이라고�예상하십니까?�아래의�인상시점별로�보기에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 보통 별로�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1)�1년�뒤�연간�5%�인상 ① ② ③ ④ ⑤
2)�3년�뒤�연간�5%�인상 ① ② ③ ④ ⑤
3)�5년�뒤�연간�5%�인상 ① ② ③ ④ ⑤
4)�7년�뒤�연간�5%�인상 ① ② ③ ④ ⑤
5)�10년�뒤�연간�5%�인상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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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귀하께서는�만약에�향후�수도요금이�연간�10%�인상된다면�귀댁의�가계상황에�얼마나�부담을�

줄�것이라고�예상하십니까?�아래의�인상시점별로�보기에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 보통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1)�1년�뒤�연간�10%�인상 ① ② ③ ④ ⑤
2)�3년�뒤�연간�10%�인상 ① ② ③ ④ ⑤
3)�5년�뒤�연간�10%�인상 ① ② ③ ④ ⑤
4)�7년�뒤�연간�10%�인상 ① ② ③ ④ ⑤
5)�10년�뒤�연간�10%�인상 ① ② ③ ④ ⑤

B11.�귀하께서는�만약에�향후�수도요금이�연간�15%�인상된다면�귀댁의�가계상황에�얼마나�부담을�

줄�것이라고�예상하십니까?�아래의�인상시점별로�보기에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 보통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1)�1년�뒤�연간�15%�인상 ① ② ③ ④ ⑤
2)�3년�뒤�연간�15%�인상 ① ② ③ ④ ⑤
3)�5년�뒤�연간�15%�인상 ① ② ③ ④ ⑤
4)�7년�뒤�연간�15%�인상 ① ② ③ ④ ⑤
5)�10년�뒤�연간�15%�인상 ① ② ③ ④ ⑤

PART�C.�국내�수자원�여건�및�제도개선�관련�인식

C1.�귀하께서는�현재�국내의�수자원�여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①�수자원이�매우�부족하다 ②�수자원이�다소�부족하다 ③�보통이다

④�수자원이�다소�풍부하다 ⑤�수자원이�매우�풍부하다

C2.�귀하는�현재�국내�수자원�여건을�고려할�때�가정에서�사용하시는�수도를�포함한�물�절약�필요

성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①�전혀�필요�없다 ②�별로�필요�없다 ③�보통이다

④�다소�필요하다 ⑤�매우�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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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귀하께서는�장래에�국내�수자원�여건상�하천에서�직접�이용할�수�있는�하천수의�양이�어떻게�

변화할�것으로�예상하십니까?�

①�매우�감소할�것이다 ②�다소�감소할�것이다 ③�현�상태�유지

④�다소�증가할�것이다 ⑤�매우�증가할�것이다

C4.�귀하께서는�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에�대해�헌법적�가치�차원에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아래

에�제시된�헌법적�가치와�관련된�문장에�대해�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의�반영�정도를�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구분 헌법적�가치

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의�헌법적�가치�반영�정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별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통
다소�잘�
반영했다

매우�잘�
반영했다

잘�
모르겠다

국가자원
관리�차원

국가� 주도적인� 수자원의�
보전과� 함양을� 통해� 현
재와�미래�수요를�보장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방자치권
차원

지방자치시대에�지방고유
의�사무와�지위를�보장

① ② ③ ④ ⑤ ⑨

환경권
(기본권)
차원

시민에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지불� 가능
한�수준에서�공급

① ② ③ ④ ⑤ ⑨

C5.�귀하께서는�현행�하천수�사용료�제도�개선�시�어떠한�가치를�가장�우선적으로�반영하

여�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단수응답)

①�국가자원의�국가�주도적�통합�관리 ②�지방�자치권의�보장

③�시민의�기본권(환경권,�물�인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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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통계�분류를�위한�질문입니다.

응답자의�특성�정보�및�통계�분류를�위해�작성해�주신�응답�내용은�연구�분석을�위한�기초�통

계�변수로만�활용되며,�통계법�제33조(비밀의�보호)에�따라�다른�용도로는�일체�사용되지�않으

니�정확하게�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Q1.�귀댁에는�귀하를�포함하여�몇�분이�함께�살고�계십니까?��▶�본인�포함�총�(___________)명

Q2.�귀하께서�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의�형태는�무엇입니까?

①�단독/다가구 ②�연립/빌라/�다세대

③�아파트 ④�기타�(___________)

Q3.�귀하의�직업은�무엇입니까?�아래의�보기에서�가장�가깝다고�생각되는�유형을�하나만�선택해�

주세요.

①�경영/관리직 ②�전문직 ③�사무직 ④�전문기술직

⑤�판매/서비스직 ⑥�생산직 ⑦�자영업 ⑧�전업주부

⑨�학생 ⑩�기타�(___________)

Q4.�귀�댁의�월평균�가구소득(경제활동�세대원의�소득�총합)은�다음�중�어디에�해당됩니까?

①�100만원�미만 ②�100~199만�원 ③�200~299만�원

④�300~399만�원 ⑤�300~399만�원 ⑥�300~399만�원

⑦�600~699만�원 ⑧�700만�원�이상

●�끝까지�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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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of�the�River�Water�Usage�Fee�Scheme

Young-Ran�Kim,�Jung-Kyu�Jin

The�Ministry�of�Land,�Infrastructure�and�Transport�in�Korea�announced�

the�“Water�Resources�Plan�in�2016”,�which�is�a�plan�to�convert�the�river�

water� usage� system� from� a� local� government� into� a� state-led�

management�system�for�efficient�use�of�river�water.�Under�the�revised�

plan,�the�river�water�fee�management�scheme�currently�made�up�of�

multiple� local� government� programs� will� become� a� unified,�

country-wide�government�program.�The�main�contents�of�the�plan�are�

to�①�transfer�of�the�right�of�collection�authority�to�the�country,�②�

change�country�problems�related�to�exemption�of�fees�on�waterworks�

business,�③�adjustment�of�local�water�rights(the�prescriptive�water�

rights),� and� ④� adjustment� of� observed� flow-based� river� water�

permissions.

However,�due�to�the�state-led�management�method�of�the�river�water�

usage� system,� the� change� in� the� system�directly� affects� the� local�

governments�and�local�residents.�In�addition,�there�is�a�suggestion�that�

it�may�be�difficult�for�local�residents�to�secure�a�stable�life�due�to�the�

imposition�of�river�water�fees,�and�this�is�not�in�line�with�the�stated�

policy�direction�of�strengthening�local�autonomy.

After�comparing�the�research�results�in�the�related�fields,�it�becomes�

apparent�that�it�is�necessary�to�unify�the�scheme�under�one�agent�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and� create� efficiency� in� the� scheme�

administration.�In�addition,�it�is�necessary�to�adjust�the�prescriptive�

water�rights�in�order�to�mitigate�the�occurrence�of�regional�conflicts�

that�may�arise�through�the�process�of�distributing�the�right�to�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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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use.�It�is�concluded�that�there�is�a�need�for�the�prupose�of�coping�

with�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nge.� In� addition,� a� common�

opinion�was�expressed�that�river�water�fee�exemption�is�contrary�to�

the�delegated�legislative�discretion.

On�the�other�hand,�there�are�divergent�opinions�as�to�whether�river�

management�should�be�integrated�into�central�government�of�local�

government.� In�addition,�since�the�non-profit�nature�of�the�water�

supply�business�is�not�clear,�there�are�mixed�opinions�about�whether�

or�not�to�apply�the�river�water�fee�exemption�regulations�equally�in�all�

cases.�There�are�also�conflicting�opinions�as�to�whether�in�adjusting�

the�prescriptive�water�right,�compensation�should�be�made�for�losses�

due�to�infringement�of�rights.

A�questionnaire�survey�was�conducted�to�analyse�the�perception�of�

the�river�water�fee�scheme�for�1,500�citizens�of�Seoul�who�directly�

manage� household� expenses� and� 100� persons�who� are� experts� in�

related�fields.�As�a�result�of�the�analysis,�52%�of�Seoul�citizens�and�55%�

of�the�experts�answered�that,�first,�the�scheme�values�to�be�reflected�

firstly�by�the�river�water�fee�system�are�guaranteed�basic�rights�of�local�

residents.�This�response�rate�on�this�issues�was�the�highest.�In�terms�

of� the� current� value� of� the� river� water� fee� scheme,� the� rate� of�

responding�to�the�guarantee�of�local�autonomy�was�the�lowest�(Seoul�

citizens�22%,�the�experts�15%).�Therefore,�it�is�necessary�to�secure�the�

basic�rights�of�local�residents�and�improve�the�level�of�local�autonomy.�

Sixty� percent� of� the� experts� said� that� they� should� integrate� the�

administrative�bodies�of�river�water�system�should�be�integrated�into�

local�governments.�In�addition,�72%�of�the�experts�said�they�should�

adjust�or�abolish�their�earnings.�The�reason�for�the�response�was�that�

the�equity�problem�of�distribution�of�river�water�use�could�occur,�

according�to�32%�of�respondents,�and�that�regional�conflict�could�

occur(in�the�opinion�of�32%�of�respondent).�Seventy-nine�percent�of�

Seoul�residents�and�90%�of�experts�answered�that�the�waterworks�

business� is� non-profit.� They� responded� with� character� of� public�

interest(62%�of�Seoul�citizens,�91%�of�experts)�and�business�entity�with�

public�character�(25%�of�Seoul�citizens�and�4%�of�experts).�An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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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oul� citizens�and�44%�of� experts� responded� that� they� should�

improve�the�law�so�that�the�water�supply�fee�exemption�regulations�

can�be�applied�to�waterworks�businesses.�And�49%�of�Seoul�citizens�

and�44%�of�experts�responded�that�the�law�should�be�revised�so�that�

the� river� water� fee� exemption� regulations� can� be� applied� to�

waterworks�businesses.

Based�on�the�above�analysis,�we�propose�a�method�to�improve�the�river�

water�usage�fee�scheme�so�that�the�basic�right�and�local�autonomy�of�

citizens�are�guaranteed.�At�the�same�time,�we�propose�measures�and�

rationale�for�system�improvement�to�address�the�original�function�of�

improving�the�public�interest.

In�addition,�we�suggest�five�ways�to�improve�the�system

①�Unification�of� local� governments�on� the� river�water�usage� fee�

administration

②�Application�of�current�river�water�use�distribution�method�as�a�

permissible�flow�rate�method�considering�local�stream�flow�regime

③�Adjustment�of�the�prescriptive�water�rights�for�a�limited�time�in�the�

drought�season

④�Amendment�of�river�water�usage�fee�ordinance�reflecting�local�

conditions

⑤�Amendment�of�the�river�law�regulations�so�that�the�river�water�fee�

is�exempted�for�waterworks�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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