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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한민국은 그 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하여 왔다. 그 중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갈등은 ‘공공갈등’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을 연구함으로서 ‘공공갈등’의 사전해소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 중 K-water와 지자체간 댐 용수 사용분쟁을 중심

으로 서울시와 K-water, 춘천시와 K-water간의 실제 갈등사례를 분석

하였으며, 사례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분석기법을 가져오고, 그 동안 연구

되어 온 ‘공공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함으로서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댐 용수 사용분쟁과 관련한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증폭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례분석은 갈등의 전개과정을 갈등의 발생, 증폭, 심화, 교착, 완화,

해소의 과정으로 구별하여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댐 용수 사용분쟁의

갈등발생의 원인과 증폭요인을 알 수 있었다. 댐 용수 사용분쟁의 원인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요인인 갈등당사자간 이해관계 불균형과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이외에 법제도의 모호성과 중재 장치의 부재가 차별적으로 나타

났는데 법 제도의 모호성이란 수자원 법령이나 수리권제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간 법 해석 차이로 갈등이 발생된다는 것이며, 중재 장치의

부재란 갈등발생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가 없어 갈등이

증폭되거나 장기화 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네 가지 ‘공공갈등 발생원인’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 수자원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참조되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명확한 수리권제도의 수립과 모호한 법 해석이 없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집행기관인

K-water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들의

국가 수자원 정책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수자원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실제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

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지 못한 점과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자체와의 갈등을 분석하지 못하고

서울시와 K-water, 춘천시와 K-water의 두 가지 사례만을 분석한 점,

마지막으로 지자체 Vs 지자체, 중앙정부 Vs 지자체, 중앙정부와 K-water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해 연구

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주제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

하는 경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주요어 : 갈등, 공공갈등, 발생원인, 수자원제도, 댐 용수, K-water

학 번 : 2015-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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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갈등”이라는 개념은 인류역사와 공존하여 왔다.1)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떠한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되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이념과 철학, 문화적 배경의 상이점으로 인해 촉발되는

상호간 이견으로 인해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갈등2)”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국토를 “새마을운동3)”

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경제성장과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이루어내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런 급격한 한국사회 환경변화는 지역간, 이념간, 계층간의

다양한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근래 한국사회는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

1) 갈등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사라지질 않을 것이다
(Jeong, 2008)

2) 갈등의 광의의 개념은 모든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일치로 이해될 수 있다.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은 일반인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디서 쇼핑을 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비슷하다. 따라서 갈등이라는 용어는 가족 간의 싸움에서
부터 국가 간 충돌에 까지 모두 적요할 수 있는 개념이다(Mack & Snyder, 1971)

3) 새마을운동(Saemaul Movement)은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행된 범국가적 운동이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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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의 시대의 본격화와 200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정부 이후 탈 중앙 집중화, 탈권위주의 사회적 풍토가 확

대되어 가면서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지수4)는

1.043(2011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25개국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20%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이 높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201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연간 82조에서 246조원

까지도 추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 가면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 직후인 2013년 정부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5)를

신설하고 한국사회에 높아진 갈등수준을 낮추고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갈등의 원인분석은 물론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다양한 추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4) 사회갈등지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개발한 지수로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사회갈등지수 산출에는 소득불균형 정도,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
(정부효과성)이 지표로 사용된다.

5) 국민대통합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for National Cohension)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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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6) 국가 중 한국사회의 높은 갈등수준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갈등”이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부의 주요정책들의 유보나 폐지를 발생

시키며, 필요치 않았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

하여야 정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으로 적기에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들이 저감되거나 혹은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추진시 어떤 상황에서 공공갈등이 발생되며 이를

사전에 저감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학술적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정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에 대한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이용한 공공갈등의

사전 해소방안 마련 및 “공공갈등” 발생시 조속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중앙정부나 공공기관들의

주요한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을 저감시켜 “공공

6)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ㆍ협력기구이다. OECD는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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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발생으로 인해 초래되어 질 수 있는 과도한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간 국내ㆍ외의 많은 학자들이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해소방안,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하여 왔으나 실제 이들

연구들을 활용하여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비용을 저감시킨 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는 힘들며 오히려 한국사회에서의 공공갈등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7)는 “공공갈등관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공공갈등”의 해결방법과 지속기간에 대해 분석하였

는데 갈등 종결유형에 따르면 법원판결, 행정집행, 진압 등 강제적 종결

방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조정, 중재 등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갈등의 지속일수의 경우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짧은 지속일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함의를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며, 여러 “공공갈등” 사례연구를 통해 갈등의

발생원인과 갈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야 하며, 법원판결,

행정집행, 진압 등 강제적 종결방식보다는 협상, 조정, 중재 등을 통해

“공공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국회예산정책처(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는 국회의 국가 예ㆍ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
적인 연구ㆍ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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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 중에서

정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등)들 간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공공갈등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②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의 영향요인 연구, ③ 공공갈등

관리방식 또는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 ④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의

유형화, 일반화에 관한 연구이다(2014, 한노덕).

이러한 “공공갈등” 연구의 4가지 분야 중에서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해 K-water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댐 용수 사용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의 공통요인이 있는지를 발굴하고

이러한 갈등의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중요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아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 세 가지 절차로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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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갈등에 대한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공갈등의 개념과 특징, 유형별 공공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이론적 선행

학습을 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논리적 객관성을 정립하고 댐 용수 사용분쟁과 관련한

공공갈등이 발생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통적 요인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셋째,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해 그간 K-water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춘천시)와의 댐 용수 사용관련 공공갈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갈등 발생에

공통요인을 발굴할 것이다.

<표 1-1, 연구의 방법, 연구의 절차>

1.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성 파악

-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학습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 연구모형의 설계 및 연구가설 수립

3. 사례연구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

- K-water와 지자체(서울시, 춘천시)의

댐 용수 사용관련 갈등의 사례연구 및

공공갈등 발생의 공통요인 발굴

- 공통요인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사전

해소방안 또는 협력적 해결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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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징

1. 공공갈등의 개념

공공갈등 5대갈등8)은 중 하나의 영역으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다.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되어 지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의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an(1997)와 강영진(2001)은 공공갈등을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공공부문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하혜영(2007)은 “정부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으로 정의하였다.

신창현(2005)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립을 수립, 변경하고 법령의 수정

이나 제정,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들은 모두 공공갈등으로 이의 해결에는 힘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8)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대 갈등이라고 함은 공공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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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다수결원칙으로 소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설득하기에 한계를

보이며, 이에 따라 법원 해결이 요구되나 한 측이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추준섭 외(2008)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인용하여

공공갈등을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정의하였다

장현주(2008)는 “공공갈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추진과정

전반에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대

부분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감정과 인지의 부조화가 발생되면 대립과 분쟁

등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더욱이 “공공갈등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와 더불어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각자의 이익 또는 그들이 대변하

려는 정책대상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조정 또는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에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외

에도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공갈등의 개념을 정의한 것을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자별 개념정의>

연구자 공공갈등의 개념정의

Stephenson et al.(1989)
 사회적 갈등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해결되는 과정



- 9 -

연구자 공공갈등의 개념정의

Lan(1997)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공공부문에서 논의하는 것

Carpenter et al.(2001)
 갈등의 당사자 범위를 넘어서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

Dukes(2006)
 사회문제 중 공공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전주상(2000)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 과정을 통

하여 목표가 양립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과정

강영진(2001)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둘러싼 갈등

나태준(2004)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 과정을 통

하여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전개되는 역동적 상황

신창현(2005)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법령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정부,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

지속발전위원회(2005)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 과정을 통

하여 목표나 이익이 양립 불가능한 상황

에서 행위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

되는 역동적인 과정

윤종설(2007)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

계획 등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할 때 정부간 또는 정부와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각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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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공공갈등의 개념정의

정규호(2007)

 정부의 정책행위는 물론 법규 제정 등의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포괄적 문제와

관련된 갈등

장현주(2008)

 정책결정과정 또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상호자신의 이익

또는 그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대상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조정, 또는

보호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

가상준 외(2009)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이해 및 권한 관계에 있는 단체 혹은

다른 정부(지방정부)와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대립. 한편 단체간(예를들어

노사 간, 시민단체 간) 대립으로 인해

공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거나 관여하는 갈등

※ 자료 :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0-20, 한국행정연구원)

위에서 언급한 국내 학자들의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정의

하면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 추진의 주체인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9))들이 정책 또는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시민단체, 시의회 등)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로 분쟁을 겪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9) 2007년 4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
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되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형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 이에 대
해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공기업을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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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갈등의 특징

은재호ㆍ채종헌ㆍ임동진(2011)은 「공공갈등에 있어서 윈윈협상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갈등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로, 공공갈등의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이 크고 다양

하며, 갈등의 사안도 매우 복잡하여 이해당사자가 국민 전체 또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공공갈등은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것, 셋째로 편익을 얻는 집단과 비용을 지불

하는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점, 넷째로 매몰비용10)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이다. 즉, 과거 발생했고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할

때 더 이상 고려되어야 하지 말아야 하지만 공공갈등의 경우 이러한 원

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특히 정치적 책임의 문제까지 더하여 지면 처

음 결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하는 일이 자주 벌어져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의 특히 공공시설물 설립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책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고, 반대하는 입장

에서는 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중지시키고자 하는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0) 매몰 비용은 이미 매몰되어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여, 함몰 비용이라고도
한다. 미래에 비용이나 편익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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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서(2005)는 “국책사업 사회갈등의 원인과 특징”이라는 연구에서

한국의 공공사업 갈등의 특징을 1. 정책추진 단계별 특징은 하나의 정책이

형성되고 완료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갈등이 나타나며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단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 2. 합리적 협상토론의 부족을 언급하

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성불패(高聲不敗)11) 라는 신념과 학습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 3. 최근 갈등 양상을 보면 제3자 개입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특징이 있는 것, 4. 갈등이슈의 복잡성으로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이념

과 가치, 환경, 지역이라는 요소가 결합하여 갈등이슈가 복잡한 양상을 띠

는 것이 보통이며, 집단적 이해와 사회구성원 간의 가치판단도 다양하여

갈등당사자의 구조도 복잡한 것, 5. 갈등대상의 불명확으로 공공사업관련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비용편익의 평가가 어렵고, 발생되는 이슈를 정확

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 2 절 공공갈등의 유형 및 관리방식

1. 공공갈등의 유형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공공갈등은 갈등주체, 갈등내용, 갈등성격 등 기준에

따라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갈등주체에 따른 구분은 크게

정부간의 갈등과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간 갈등은

다시 수직적인 갈등과 수평적인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 목소리가 크며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목소리가 큰 이익 집단의 의견이 관철되기 쉬운
경향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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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갈등주체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분류기준 유 형 내 용

갈등주체

정부간
갈등

수직적
갈등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수평적
갈등

- 중앙부처와 중앙부처
-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정부와
주민간
갈등

- 중앙정부와 주민(또는 시민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주민(또는 시민단체)
-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또는 시민단체)

※ 자료 : 한영주 외(2007: 23); 오경숙(2009: 34); 정원희(2011: 16);

이용훈(2012: 27)

갈등내용에 따른 구분은 크게는 지방행정ㆍ지방재정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분야는 다시 혐오시설, 도로 및 광역

공급시설, 하천, 지역개발사업 관련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3, 갈등의 내용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구 분 유형 내용

갈등의
내용

지방행정
지방재정
분야

지방행정 행정구역, 인사, 조직 기능배분, 권한 등

지방재정 재정, 과세, 관리 등

지역개발
분야

혐오시설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위험기피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 및
광역공급
시설

도로개설, 철도, 그 밖의 교통시설,
광역상수도

하천 댐건설 및 관리, 수질보전
지역개발
사업
관련시설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시설,
민간개발 사업시설

※ 자료 : 행정자치부 외(1999); 오경숙(2009: 34); 정원희(2011: 16);

이용훈(2012: 28)



- 14 -

2. 공공갈등의 관리방식

공공갈등 관리방식이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방식을 말하여,

그 종류는 전통적 관리방식(Conventional Dispute Resolve)과 대안적 관리

방식(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ve)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전통적 관리방식은 독자적 관리방식과 사법적 관리방식이 있다.

독자적 관리방식이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유해운 외, 1997). 사법적 관리방식은

사법기관의 강제적 결정에 의한 해결방식이다. 재판은 판사 또는 행정

심판관이 최종결정을 하기에 앞서 갈등당사자가 사실과 논증을 제고하는

계층적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판사 또는 행정심판관은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용하건 그들이 동조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이를

하나의 판결을 통하여 갈등당사자들 간에 상충되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게 된다. 재판에 의한 갈등해결방식은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다가

소송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또한 불리한 당사자가 시간 끌기 및

상대방의 재판포기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김준환,

1996)

둘째, 대안적 관리방식(ADR)은 전통적 갈등관리방식인 독자적 관리방식과

사법적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방식으로 대안적 관리방식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소송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갈등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쌍방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의 결과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김경배, 2005). 대안적 관리

방식은 최근 그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이전의 비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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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단순한 이해관계 분쟁을 넘어서서 적용되고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b: 396). 대안적 관리방식의 종류와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본 연구

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상과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과 중재방식으로 그 종류를

구분한다. 먼저, 협상은 둘 이상의 집단이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이해상반을 해결할 목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말하며, 제3자가 개입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각자의 의견과 자료를 교환하며 해결의 방법이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이규진, 2000:27-30)

다음으로 제3자 조정(Meditation), 중재(arbitration) 방식이다. 조정은

조정기관의 주재하에 당사자를 설득하여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합의

(안)을 도출하는 분쟁 해결방식이다(황병수, 2010: 129).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을 중립적 제3자인 중재자에게 의뢰하고, 중재자가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분쟁 해결방식이다(이달곤, 2005: 24)

제 3 절 공공갈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공공갈등 연구는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되는데 1. 갈등의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 2. 전개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 3. 관리방식에 초점을 둔 연구,

4. 해결에 초점을 둔 연구, 5. 종합적으로 갈등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용훈(2012)은 “지역개발분야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의 주요내용과 한계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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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지역개발분야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내용과 한계>

연구자 주요내용 한계

갈등의 원인에

초첨을 둔 연구

윤의영(2000),

김성연(2008),

이필운(2009),

박형서 외 (2010),

정우송(2011)

미시적 관점에서의

주민행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갈등원인에 대한

사례분석이 다양하게

나타남

갈등원인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부족

갈등의

전개과정에

초첨을 둔 연구

이종열,권해수(1998),

이인수(1999),

주재복(2000),

김상권(2008)

갈등의 단계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서 각각의

갈등단계가

선후관계로 연결되어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실제로

갈등단계를

정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

갈등의

관리방식에

초첨을 둔 연구 :

협상론적 접근

이달곤(2005),

윤종설(2007)

대안적

갈등관리방식(ADR)

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전통적

갈등관리방식의 지양

위주로 진행됨

갈등관리방식

도입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부족

갈등의 해결에

초점을 둔 연구 :

제도적 접근

홍성만 외(2003),

이민창(2005)

배남진(2008),

화병수(2010)

공식, 비공식적

제도에 초첨을

두면서 제도의

갈등해결 역할을

강조

개별행위자나

집단의

행동에 대한

설명 부족

종합적 접근

전주상(2000),

박형서 외(2004)

하혜영(2007),

홍수정(2008)

오경숙(2009),

은재호 외(2011)

연구자마다 개별적인

분석모형을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갈등해결 대책 제시

일반화된

갈등관리

모형을

제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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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갈등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과 더불어 본 연구의 연구범위

해당하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형서(2005)는 “국책사업 사회갈등의 원인과 특징”에서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을 네 가지로 구분하며 첫째, 사업에 다른 내ㆍ외부 경제효과의

불균형 둘째, 이해당사자간 가치인식의 차이 셋째, 정책수립시 절차상 하

자의 원인 넷째,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가 확대에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 2-5, 국책사업 진행에서 사회갈등의 발생원인>

구 분 주요내용

1. 이해관계의 불균형
- 사업에 따른 내외부 경제효과에 대한 이해

관게자간 불균형

2. 가치인식의 차이

- 과거, 사업추진에 따른 피해주민의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갈등의 주원인

- 최근, 직접 이해당사자의 재산적 이해갈등

보다 환경적, 사회적 가치인식의 차이에 따른

사회전체의 가치갈등으로 중심이동

3. 정책 수립의

절차상 원인

- 사업결정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합의에

관계없이 정치적 상황논리로 일부 관료와

전문가에 의해 결정

4.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의 확대

- 시민단체의 인적결합과 정책결정 참여 빈도가

높아짐

- 관료들의 정책수립 독점권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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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 박홍엽(2006)은 “공공정책갈등 생성과 증폭요인 연구”에서 갈등

생성요인으로서 첫째. 이해당사자간 가치의 차이로 이해 요구의 불일치

문제를 들었다. 즉, 비선호시설12) 입지에 따른 보상요구의 수준이나 이해

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나 시설에 대한 가치판단이 차이가 있는 경우 갈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당사자들의 정책의 수립과 결정과정

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결여나 의견수렴의 부족

문제 등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았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로 비선호시설 시설입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인지 등의

문제에서 갈등 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로 발생한다고 했다.

더불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첫째, 적기의 적절한 조치미흡으로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갈등규모, 갈등강도나 생성원인 등 갈등상황에 대한

정책당사자들의 적절한 갈등진단 노력의 부족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둘째, 매몰비용의 문제로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갈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일방이 매몰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경우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요구가 좌절되는 경우 갈등이 증폭

된다고 하였다. 셋째,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갈등에너지가 축적되는 경우

에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며, 넷째, 이해당사자간 요구조건과 충족

여건이 차이가 있을 경우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다섯째, 협상역량의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여섯째, 의사소통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요인으로 일방이 꾸준히 밀어

붙이기만 하는 경우, 즉 자기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갈등이 증폭된다고

언급했다.

12) 비선호시설이란 국가적 사회전체적 또는 지역적으로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나
해당 입지지역 차원에서는 해악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양면성을 지닌 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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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갈등생성 요인 및 갈등 증폭요인>

갈등생선요인 갈등 증폭요인
1. 이해당사자간 가치, 이해 요구의

불일치

2. 이해당사자의 참여결여, 의견수렴

부족

3. 이해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

4. 이해당사자간 입장의 차이

1. 적기의 적절한 조치 미흡

2. 매몰비용의 문제

3. 갈등에너지 축척 문제

4. 이해당사자간 요구조건의 차이

5. 협상역량의 부족

6. 의사소통의 역량 부족

7. 일방의 꾸준한 밀어붙이기

장현주(2008)은 “공공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 분석”에서 이전 선행연구

들이 제시한 갈등의 원인을 3가지로 구분하여 재정리하면서 첫째, 갈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공공갈등이 정책집행과정에서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

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 및 기회의 제약을 통해 갈등당사자가 배출됨

으로서 발생되며 둘째, 정책의 본질적 특성 측면의 원인으로 정책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도입배경 및 특성이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셋째,

갈등을 둘러싼 환경도 갈등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준다고 정리하였다.

<표 2-7,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구분 : 선행연구 재분류>

구 분 주요 선행연구

- 구조적 원인

(김도희, 2005; 조승현, 2003), (백종섭, 2002)

(김종후ㆍ전형원ㆍ강동희, 1994)

(Kunreuther & Easterling, 1992), 박홍업 외(2007)

(김도희, 2005), (Pondy, 1967; 하혜영, 2007에서 재인용)

- 본질적 특성
(Ripley, 1985), (Stephenson & Pops, 1989)

(Lewicki et al., 2003; Kriesberg, 2003)

- 환경적 측면

(Kriesberg, 2003; Moore, 2003; 이종열ㆍ권해수, 1998)

(강성철 외, 2006), (박근수 외 2005)

(이종열ㆍ권해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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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구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자면 첫째로 구조적 원인으로 조승현

(2003), 김도희(2005)는 공공갈등 발생원인을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중앙

정부 혹은 사업주체인 여타 정부주도의 공식적인 권위와 강제력에 의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김종후ㆍ전형원ㆍ강동희(1994)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구조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당이나 또는 압력단체의 존재여부와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과

같은 비공식적인 구조도 이해관계자간 쟁점을 생성시켜 결과적으로 공공

갈등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도희(2005)는 비록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치더라도 정책이나

사업이 일선에서 집행되는 중 갈등 유형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

하여 공공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와같은 맥락에서

박흥엽 외(2007) 은 정책집행 중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 또는 이해관계

복잡화는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

비용과 유사한 정책실패가 지속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본질적 특성으로 Ripley(1985)는 정책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도입배경 및 특성이 갈등의 전개과정 및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점이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Stephenson &

Pops(1989)는 공식적인 구조, 비공식적인 구조를 망라한 정책과정에서

정책내용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이해의 반영결과에 따라

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riesber(2003)은 갈등당사자의 수, 갈등당사자의 유형, 상호대립 및 신뢰

관계에 다양한 특성이 갈등의 유발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환경적 측면으로 강성철 외(2006)은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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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정책 또는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이익갈등, 입지갈등의

양상으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박근수 외

(2005)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다원화로 인해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집행에 개입함으로서 공공갈등이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임정빈(2012)는 “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국책사업 갈등

발생 원인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의존구조, 이해당사자간 비용편

익 불일치, 정책 및 시설입지 선정절차에서 주민참여 배제, 선출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표 2-8, 국책사업 갈등발생 원인>

구분 주요내용

1. 상호의존구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원의존이 클수록 상호

의존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며 협력이 발생

- 상호의존이 경쟁적일 경우 협력의 가능성이

축소되며, 동시에 비협력적 행위 국면으로 전환

2. 비용편익 불일치
- 비용부담의 형평성, 즉 비용과 편익의 분리에

따른 불평등

3. 입지선정절차 - 주민들의 참여 배제, 정책결정자의 정책 결정

4. 선출직의 이해 - 선출직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갈등 발생

하상군(2014)는 “공공 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 공공

갈등 발생의 원인을 1.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정치적 요인, 2. 경제

제도나 여건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요인, 3. 사회변화로 인한 사회적 요인,

4. 이해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 등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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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구분 주요내용

1. 정치적 요인

-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합의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공공정책의 유지

주장과 변화 주장의 대립으로 갈등 발생

2. 경제적 요인 - 경제제도나 경제적 여건, 상황 등이 갈등을 발생

3. 사회적 요인

- 사회변화와 민주화 운동으로 일방적 권위주위 정치

체제 약화,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권익과 사회적 욕

구를 분출

4. 구조적 요인

-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불균

형에 따라 발생, 편익은 다수가 피해는 특정 소수가

부담할 때 발생

제 3 장 연구문제, 분석의 틀, 연구모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사례인 댐 용수

사용분쟁 사례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갈등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댐 용수 사용분쟁과 관련된 공공갈등을 유발시키는 공통

요인들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댐 용수 사용분쟁과 관련된 공공갈등이 증폭되는 요인

들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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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 K-water와 지자체간의 댐 용수 사용과 관련한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선행연구 중 조성배(2012)가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갈등의 분석방법을

수정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갈등의 상세한 전개과정을 파악 한다. 둘째, 갈등상황을 객관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한다. 셋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둘러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쟁점을 파악한다.

<표 3-1, 갈등분석의 방법>

분석의 틀 주요 내용

전개과정

- 갈등의 발생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개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

- 갈등의 발생, 갈등의 증폭, 갈등의 심화, 갈등의 교착,

갈등의 완화, 갈등의 해소로 구분하여 파악

이해

관계자

- 언론보도 및 회의자료를 통해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파악

주요쟁점
- 언론보도 및 회의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파악

※ 출처 : 조성배,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갈등분석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2권(2012년), 136-16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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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징, 공공갈등의 유형과 관리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갈등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공공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의 공공갈등 발생원인 발췌>

구 분 주 요 내 용

박형서(2005)

1. 이해관계의 불균형

2. 가치인식의 차이

3. 정책수립 절차상의 원인

4.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구조 변화

홍성만, 박홍엽(2006)

1. 이해당사자간 가치, 이해요구의 불일치

2. 정책당사자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

3. 정보의 비대칭

4.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

장현주(2008)

1. 구조적 원인

2. 본질적 특성

3. 환경적 측면

임정빈(2012)

1. 상호 의존구조

2. 비용편익 불일치

3. 입지선정절차

4. 선출직의 이해

하상군(2014)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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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공공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발췌한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중 공통요인을 발췌한다면 첫째, 이해관계의 불균형, 둘째,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정책결정권의 불평등, 셋째,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참여

확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최근 연구인 임정빈(2012)과 하상군(2014)의

선행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유에 따른 입장

변화와 공공갈등 발생원인을 연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공공갈등 발생원인이 K-water와 지자체

(서울시, 춘천시)와의 댐 용수 사용분쟁의 갈등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에서 시작되고 이 외에 색다른 공통요인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공갈등

발생원인 2가지 요인인 ① 이해관계의 불균형, ② 시민사회 참여확대

더불어 댐 용수 사용분쟁과 관련한 공공갈등이 독특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되는 특이요인인 ③ 법 제도의 모호성 ④ 분쟁조정장치 부재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만들고 이를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K-water와 지자체간 그간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연구가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3-3, 연구모형 : 댐 용수 사용관련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선행연구 공통요인) (댐 용수 사용분쟁 공통요인)

1. 이해관계 불균형

(지자체 Vs K-water)

3. 법 제도의 모호성

(수리권 제도의 애매함)댐 용수
사용분쟁
발생2. 시민사회 참여확대

(시의회, 시민단체)

4. 분쟁조정장치 부재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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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댐 용수 사용분쟁 공공갈등 사례연구

제 1 절 물 관리제도의 이해

1. 수자원이용 현황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강수량(1,277mm)은 세계 평균(807mm)보다 1.6배가

많으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수자원 부존량(2,629㎥/년)은 세계

평균(16,427㎥/년)에 비해 매우 작은 편에 들어간다.

또한,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은 계절별, 연도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으로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

으로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하천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수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2006년 7월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을 1,240억㎥/년으로 보았을 때, 하천유출량은 723억㎥/년(58%)으로

손실량이 517억㎥/년에 이른다. 또한, 하천유출량은 다시 홍수유출량(42%),

평상시 유출량(16%)로 나누어지며 바다로 유실되는 비율이 31%(386억㎥/년),

하천수 이용이 10%(123억㎥/년), 댐 이용이 14%(177억㎥/년), 지하수 이용이

3%(37억㎥/년)으로 수자원 총량인 1,240억㎥/년의 27%인(337억㎥/년)만을

이용하고 있다.

1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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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현황>

수자원총량
1,240(100%)

하천유출량
(732(58%)

손실량
517(42%)

홍수시 유출
522(42%)

평상시 유출
201(16%)

바다로유실
386(31%)

하천수 이용
123(10%)

댐 이용
177(14%)

지하수 이용
37(3%)

총이용량
337(27%)

※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 7)

수자원총량은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와 북한 임남댐 건설에 따른 북한강

수계의 유입량 감소 등으로 1998년 이후 36억㎥이 감소하였으나 댐 건설

등 이수시설 확충으로 총 이용량은 1965년 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용수의 이용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업용수를

제외한 그 외 용도의 수자원 이용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2,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현황 변화>

(단위:억㎥/년)

구 분 1965년 1980년 1990년 1994년 1998년 2003년

수자원 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1,240

총이용량 51.2(100%) 153(100%) 249(100%) 301(100%) 331(100%) 337(100%)

생활용수 2.3(4%) 19(12%) 42(17%) 62(21%) 73(22%) 76(23%)

공업용수 4.1(8%) 7(5%) 24(10%) 26(8%) 29(9%) 26(8%)

농업용수 44.8(88%) 102(67%) 147(59%) 149(50%) 158(48%) 160(47%)

유지용수 25(16%) 36(14%) 64(21%) 71(21%) 75(22%)

※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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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장래 용수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에 전국적으로 3.4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며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용수공급체계의 조정,

농업용 저수지 개발, 해수담수화, 친환경 중소규모 댐 건설 등 대책을 수립

할 계획이다.

<표 4-3, 전국 용수수급 전망(기준수요)>

(단위 :백만㎥)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용수수요량 34,378 35,498 35,800 35,568

- 생활용수 7,877 8,103 8,180 8,195

- 공업용수 2,787 3,178 3,562 3,422

- 농업용수 15,977 15,849 15,690 15,583

- 유지용수 7,737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3,975 35,158 35,300 35,129

과부족량 전국 △403 △340 △500 △439

지역별 △846 △797 △975 △925

수자원확보 846 797 975 925

※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 7)

2. 수자원 관련 주요법령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법령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어 법 상호간의 관련성이 결여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 관련 주요법령 현황은 수량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재해관리와 관련

된 법령 그리고 수질관리와 관련된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14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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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물 관리 관련 주요법령 현황>

구 분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수량관리
(하천)

하천법
- 하천의 관리
- 하천 공작물의 설치
- 하천 유수점용허가

국토교통부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 다목적댐 건설
- 다목적댐 관리
- 댐 사용권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 지하수 조사
- 지하수 개발, 관리
- 지하수 수량 보전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 정비, 이용관리
- 소하천 보전

행정자치부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용수개발
- 공유수면 이용,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 전원개발사업
- 발전용댐 건설

산업통산자원부

재해관리
풍수해대책법

- 방재기본계획 수립
- 풍수해 예방
- 구호 및 응급복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예방 및 대책
- 응급복구

환경부

수질관리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기준의 설정
- 특별대책지역의 선정
- 환경보전, 장기 검토의 수립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
- 산출허용기준 및 시설허가 관리
- 공공수역 및 특정호소 수질보전

환경부

수도법

- 상수도기본검토
- 상수원보호구역의관리
-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 먹는물의 수질기준
- 급수시설의 위생관리

환경부
국토교통부

하수도법
- 하수도정비 기본검토의 수립
및 하수도정비

-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환경부

오수, 분묘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오수정화시설 및 정수망 설치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 먹는 물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 먹는 샘물 제조허가 등

환경부

※ 자료 : 팔당유역 수리권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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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주요법령 중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령은 「하천법」

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법인 「한국수자원공사법」도 연관된다.

이 법들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

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댐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의 비용의 회전활동,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등을 규정함으로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

졌고,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

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

으로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3. 우리나라의 수리권 제도

우리나라의 수리권14)은 크게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유수점용권(허가수리권)’, 그리고 하천법과 댐법에 의한

‘댐 사용권’이 있다.

관행수리권이란 민법 제231조15)의 공유하천용수권을 관행에 의한 기득

14)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두산백과)
15)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
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자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31 -

수리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허가수리권이란 하천법 제33조16) 및 제34조17)에

의해 하천유수 사용자가 국가(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는

하천유수점용권이다. 댐 사용권이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18)에 의해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량을 일정지역에 확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댐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량의 댐 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 4-1, 우리나라의 수리권 도입시기별 분류>

하천법 제정

하천유수점용권

기득수리권

공유하천용수권

허가(계약)수리권

댐법

※ 자료 : 국토연구원(2004).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자원 정책개발

: 물배분정책”, P. 57.

16)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7)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
하천사용자”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안니한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
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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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을 위한 용어정의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위해 댐 용수사용과 관련된 수자원분야 전문용어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간의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갈등사례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례

분석을 위해 수자원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4-1. 댐 및 댐 저수의 개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

개선용수19), 발전(發電),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이며, ‘여수로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댐법」에는 ‘댐 저수’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나 ‘저수’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하천의 흐름을 막아서 모은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20)에서는 ‘물을 인공적으로 모음 또는 그 물’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댐 저수’의 개념을 조합해 볼 때 ‘댐 저수’란 ‘댐의 건설로

인해 댐내에 고여 있는 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제처

에서도 2006년 유권해석에서 ‘댐 저수’를 ‘댐’과 ‘저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댐으로 막혀 갇힌 상태의 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9)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물(위키백과)
20)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국립국어원
에서 방행하는 한국어 사전이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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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댐법에 의한 댐저수 관련 용어의 정의>

구 분 의미 관련조항

댐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
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에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댐법
제2조 제1항

저수
물을 인공적으로 모음 또는 그 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하천의 흐름을 막아서 모은 물
댐법

제2조 제1항

댐저수 댐으로 막혀 갇힌 상태의 물
법제처(2006)
유권해석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4-2. 하천 및 하천수의 개념

「하천법」에서는 하천 및 하천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

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하천수’란 ‘지표면에서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인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거나,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라고 정의한다.

<표 4-6,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수’의 정의>

구 분 의미 관련조항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
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
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
물을 포함

하천법
제2조 제1항

하천수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

하천법
제2조 제8항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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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천수’와 ‘댐 저수’의 구분

‘하천수’와 ‘댐 저수’라는 용어를 사전정보 없이 접할 경우 ‘하천수’는

‘하천에 흐르는 물’, ‘댐 저수’는 ‘댐 내에 고여 있는 물’로 이분법적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하천수’와 ‘댐 저수’는 서로 다른 물이며 ‘하천수’의

사용과 ‘댐 저수’의 사용을 별개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댐’과 ‘하천’의 정의에 의해 ‘댐’은 ‘하천’에 포함되므로 결국 ‘댐 저수’는

‘하천수’에 포함되게 된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 ‘다목적댐21)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는데, ‘댐 저수’를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댐

에서 방류되어 하천에 흐르는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댐 하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였다 하더라도 ‘댐 저수’를 사용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4-4. ‘갈수량’ 및 ‘기준갈수량’의 개념

‘갈수량’이란 갈수기 때의 하천에 흐르는 유량으로 1년 동안 관측한 유량의

기록 중에서 가장 적게 흐른 유량을 말하며, ‘기준갈수량’은 매년 일 유량을

큰 유량부터 적은 유량의 크기순으로 정리했을 때 355번째 유량이 ‘갈수량’

이며 10년 기간의 매년 ‘갈수량’ 중 최소유량이 ‘기준갈수량’ 이다.

21) 홍수조절, 수력발전, 관개, 상수, 공업용수 공급 등의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댐으로
한 댐에서 수력발전, 관개용수, 상수도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운(水運), 홍수조절 등의 다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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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갈수량’이 중요한 개념인 이유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22)에

의거 하천수 사용허가를 할 때 취수를 하고자 하는 지점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후 가용수량이 있으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가용유량이

없으면 댐 용수 사용계약을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후 취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2, 하천수의 구성 및 기준갈수량의 개념도>

4-5. 물 수지분석의 목적 및 방법

물 수지분석은 유역의 장래 안정된 용수수급을 계획하기 위하여 유역 내

과거 자연유량을 장래 용수수요와 비교함으로서 소유역별 과부족을 예측

하는 것이다(정종호ㆍ윤용남, 2007). 이는 필요한 경우 용수부족을 해결

하기 위한 댐건설의 규모, 시기 및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22) 제28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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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역의 장래 용수수급계획 수립시 가장 기본적인 선행 작업이다(정종호

ㆍ윤용남, 2007). 물수지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물수지분석의 절차>

① 소유역 구분
↓

② 분석 단위기간 결정
↓

③ 이수안전도 기준에 따른 분석 대상기간 결정
↓

④ 자연유량을 소유역별로 산정
↓

⑤ 수요량 및 순물소모량을 소유역별로 산정
↓

⑥ 물수지분석 실시

※ 자료 : 정종호,윤용남(2007), 수자원 설계실무

하천의 유량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 수지분석은 물 사용이

없는 자연상태의 유출량인 자연유량과 각종 용수로 지출된 물 순환의 변화를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물 수지분석은 수자원 개발이 시작되기 전의 갈수년

이나, 해당 하천유역 대상지점에서의 기준갈수량을 기준으로 유역 특성에

적합한 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67-1968년도의 유량을 기준갈수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설정된 기준갈수량을 바탕으로 소(小) 유역별로 장래의 시기별 용수

수요량과 하천의 자연유량을 비교하여 물 부족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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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물 수지분석의 방법>

용수수요량 > 하천의 자연유량 ☞ 물 부족

자연유량 = 실측유량 + (물사용량-회귀량)

순물소모량 = 실측유량 + 유량실측시 순물소모량

하천의 자연유량은 현재의 실측유량에 물 사용량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사용된 물은 모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다시 하천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회귀량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즉 자연유량은 실측

유량에 회귀수를 고려한 순물소모량을 더하여 산정된다. 여기에서 고려

되는 하천수는 생·공용수의 회귀율은 통상 65%, 농업용수의 경우는 35%가

적용된다(정종호ㆍ윤용남, 2007).

4-5. 하천수 사용허가의 절차

하천에서 취수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법 제50조에 의거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청관리청은 물수지분석 등 허가조건을 검토하여

가용수량이 있을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며

가용수량이 없을 경우 상류에 댐 등 수자원개발시설이 없으면 기득 하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거나 상류에 댐 등 수자원개발

시설이 존재한다면 신청자로 하여금 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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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하천수 사용허가 절차도>

신청인 해당 법령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고객→하천관리청) ✔하천법 제50조

✔물수지분석 등 허가요건
검토 (하천관리청)

✔하천법시행규칙
제28조

가용수량 有
(자연유량 범위 내 허가)

가용수량 無
(자연유량범위허가불가)

✔하천수사용허가 및
관보고시 (하천관리청)

상류에 댐 등
수자원개발시설 無

상류에 댐 등
수자원개발시설 有

✔하천법 시행령
제55조

✔하천수사용료 징수
(해당시,도→고 객)

하천수사용허가신청
보완요청

(이해관계인의동의要)

댐용수사용계약서 제출
요구

(하천관리청→고 객)
✔하천법 제50조 5항

✔기득하천사용자의동의
(고객

→기득하천사용자)

댐용수사용계약 신청
(고객→K-water)

✔하천법제34조,
제50조 8항

✔수리권 조정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불가 시)

공급능력 검토
(K-water) ✔하천법 제53조

✘손 실 보 상 협 의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손실보상)

✔댐용수사용계약 체결
(신청인↔K-water)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하천법제35조,
제50조 8항

하천수사용허가 및
관보고시 (하천관리청)

댐용수사용계약서 사본
제출

(신청인→하천관리청)

하천수사용료 징수
(해당시,도→고 객)

하천수사용허가 및
관보고시 (하천관리청)

✔댐용수 요금 징수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댐법 제35조
기득물량(자연유량 범위 내 사용)

<댐법 제35조 단서 조항>

※ 자료 :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관련법령 및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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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갈등 사례분석

1. 서울시와의 갈등

1-1. 전개과정

□ 갈등의 발생

서울시와 K-water의 갈등의 시작은 2003년 서울시 시의회 시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기득수리권 미사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시작된다. 서울시의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득수리권 전량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시비 146억원을 낭비하였으니 이를

시급히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그림 4-3, 서울시 취수시설 위치 및 허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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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서울시 취수장명 용수사용량 및 기득허가량>

(단위 : 천㎥/일)

구 분 계 자양 풍납 구의 암사 강북

용수사용량 3,298 554 439 570 1,053 682

기득허가량 2,196 800 200 960 236 0

기득미사용 636 246 초과사용 390 초과사용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하천수 사용허가 관청인 한강홍수통제소와

댐 용수 사용권자인 K-water에 한강수계에 존재하는 서울시 기득수리권의

총량적 인정을 요구하였고 기득수리권 총량인정이 불가시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취수장간 기득수리권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기득수리권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실시하였으나 건설교통부는 하천법과 댐법의 관련규정을 고려할

경우, 기존 허가내용을 벗어난 기득수리권의 인정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 갈등의 증폭

한강홍수통제소가 건설교통부의 회신을 받아 2003년 3월 서울시에 유수

사용허가는 취수지점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및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기존 허가내용을 벗어난 기득수리권의 인정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기득수리권 조정요청 불가 통보를 하자, 서울시는 2004년 4월 한강홍수

통제소에 기득수리권 총량인정 및 조정을 재요청하였고 한강홍수통제소도

또 다시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서울시는 2004년 5월 K-water에도 요금의

조정 및 기 납부금의 활불요청을 하였으나 K-water는 기득허가량 총량

공제 납부 및 환불요구는 댐 용수 사용계약의 위반임을 통보하게 됨으로서

서울시와 K-water의 갈등이 증폭되게 되었다.



- 41 -

□ 갈등의 심화

서울시는 한강홍수통제소 및 K-water의 불가통보에 불복하여 2004년

7월 기득수리권 허가량 총량을 공제하여 향후 납부대금에서 공제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과오납 원수비를 공제 후 댐용수 사용요금을 K-water에

납부하게 된다.

□ 갈등의 교착

이에 따라, K-water는 유수사용 분쟁에 관한 심사조정을 중앙하천관리

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이를 서울시에 통보하고 서울시가

조정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본 건이 중앙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사 조정대상이 아님을 회신하고 1차와 2차에 걸쳐 심의위원회에

불참하게 된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2004년 12월 유수사용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나 서울시는 끝까지 조정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

□ 갈등의 완화

서울시와 K-water의 댐 용수 사용분쟁 갈등은 상호간의 해결을 위한

협의대안이 마련되어 지거나 우호적 협상의 진행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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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 해소

서울시와 K-water의 댐 용수 사용료 납부갈등은 결국 소송에 의해 해결

되었다. 2005년 K-water는 서울시를 상대로 미납물값 115억원에 대한

납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1심에서 K-water의 승소, 2심에서는

서울시의 승소, 대법원에서 K-water가 승소하여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

되고, 파기환송심에서 K-water가 승소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게 된다.

이 과정 중 2007년 서울시는 K-water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667억원의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 또한 1심 K-water 승소, 2심

K-water 승소, 대법원 K-water 승소 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종결되었다.

<표 4-11, 서울시와 K-water의 소송결과>

소송명 법원

미납용수료
청구소송
(2005)

1심 K-waer 승소(대전지법)

2심 서울시 승소(대전고법)

3심 K-waer 승소(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007)

1심 승소(서울지법)

2심 승소(서울고법)

3심 승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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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서울시와 K-water의 갈등 진행경과>

일자 내용

2003. 10

◦ 서울시 국정감사(환노위) 기득수리권 미사용 문제 지적

한강원수 무료사용권인 기득수리권을 전량 다 사용하지 못하여
2001년 이후 146억원의 원수비를 낭비, 기득수량 미사용 문제를
시급히 시정할 것

2004. 02

◦ 한강수계 서울시 기득수리권 총량적 인정요구
(서울시→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 기득수리권 총량인정 불가시 취수장간 기득수리권 조정요청
(서울시→한강홍수통제소)

◦ 서울시 기득수리권 조정관련 질의(한강홍수통제소→건교부)

2004. 03

◦ 기득수리권 조정질의에 대한 회신(건교부→한강홍수통제소)

◦ 기득수리권 조정요청 불가 통보(한강홍수통제소→서울시)

하천법과 댐법의 관련규정을 검토시, 기존 허가내용을 벗어난
기득권 인정은 어려움

유수사용허가는 취수지점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및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 허가내용을 벗어난 기득수리권의
인정은 곤란

2004. 04
◦ 기득수리권 총량인정 및 조정 재요청(서울시→한강홍수통제소)
◦ 기득수리권 총량인정 및 조정 곤란 통보(한강홍수통제소→서울시)

2004. 05 ◦ 요금 조정납부 및 기 납부금 환불요청(서울시→수자원공사)

2004. 06
◦ 기득허가량 총량공제 납부 및 환불요구는 댐 용수 사용계약 위반
으로 불가 회신(수자원공사→서울시)

2004. 07
◦ 기득허가량을 총량 공제하여 향후 납부대금에서 공제할 것임을
통보 및 과오납 원수비 공제 후 납부(서울시→수자원공사)

2004. 08

◦ 유수사용 분쟁에 관한 심사조정 신청
(수자원공사→중앙하천관리위원회)

◦ 유수사용 분쟁조정 신청건 통지(중앙하천관리위원회→서울시)
◦ 심사 조정대상이 아님을 회신(서울시→중앙하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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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2004. 10
◦ 유수사용허가와 관련된 상안으로 조정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정
회의에 참석 할 것을 요청(중앙하천관리위원회→서울시)

2004. 11

∼

2004. 12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1차, 2차) * 서울시 불참
◦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수자원공사) *서울시의 조정거부

2005. 08

∼

2011. 09

◦ 미납물값(115억원) 납부 청구 소송제기(수자원공사→서울시)
◦ 1심 수자원공사 승소(대전지법)
◦ 2심 수자원공사 패소(대전고법)
◦ 수자원공사 대법원 상고
◦ 수자원공사 대법원 승소 → 파기환송(대전고법)
◦ 파기환송심 수자원공사 승소(대전고법) → 사건 종결

2007. 11

∼

2011. 01

◦ 부당이득금(677억원) 반환 청구 소송제기(서울시→수자원공사)
◦ 1심 수자원공사 승소(서울중앙지법)
◦ 2심 수자원공사 승소(서울고법)
◦ 서울시 대법원 상고
◦ 수자원공사 대법원 승소 → 상고 기각

2010. 06

∼

2011. 10

◦ 미납 물값(223억원) 납부 추가청구 소송제기(수자원공사→서울시)
◦ 1회 변론기일 진행(대전지법 제13 민사부)
◦ ‘07년분 물값(223억원) 납부(서울시→수자원공사)
◦ 서울시 소송 취하 및 사건종결

2011. 09 ◦ 서울시 강북확장 취수장 통수

2011. 10 ◦ 댐 용수 요금부과 근거 요청(서울시→수자원공사)

2011. 11 ◦ 댐 용수 요금부과 근거요청에 대한 회신(수자원공사→서울시)

2013. 06

◦ 댐 용수 미납요금 납부요청에 대한 회신(서울시→수자원공사)

대법원 판결과 다른 개별 취수장의 취수지점 이전으로 과거
사례로 볼 때 기득물량 이전이 당연 인정되어야 하므로 납부
유보

2013. 10

∼

2014. 07

◦ 미납물값(80억원) 납부 청구 소송제기(수자원공사→서울시)
◦ 1심 수자원공사 승소
◦ 서울시 미납물값(90억원) 납부 및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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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해관계자

서울시와의 K-water의 갈등의 시작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부에

대한 서울시 보유 기득수리권 전량 사용 및 시비의 절감요구에서 시작되었

으며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기득수리권 총량인정 및 조정의 다툼에서

K-water와의 댐용수사용계약 체결과 댐 용수 사용료 납부의 문제로 변형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와의 갈등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와

간접적 이해관계자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와 K-water의 댐 용수 사용분쟁

에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로는 서울시, 건설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

K-water가 될 것이며, 간접적 이해관계자로는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시민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취수장별로

분할되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득수리권을 총량적으로 인정받아 시비를

절감하기를 원하고, 건설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는 법 원칙에 따라 기득

수리권의 총괄 인정이나, 취수지점별 이전은 안된다는 입장이고,

K-water는 서울시와 체결한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

하고 있다.

간접적 이해당사자인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회은

선출직 공무원의 전형적 입장으로 지역구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여

하천법 및 댐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46 -

<표 4-13,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구분 주요입장

직접

서울시
취수지점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득수리권량의 총량인정 또는

지점별 기득수리권량의 조정 가능

건설교통부
지점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및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기득수리권량의 총량인정 및 지점별 조정은 곤란

K-water
지점별 기득수리권량을 제외하고 체결된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내용의 성실한 이행 필요

간접

국회의원 문제해결을 위한 하천법 및 댐 법의 개정 필요

시의원 서울시가 보유한 기득수리권의 총량인정 필요

시민단체 불합리한 물 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1-3. 주요쟁점사항

서울시와 K-water의 갈등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은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질 수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보유한 기득수리권의 총량이 인정되는 여부, 두 번째는 K-water와 서울시의

댐 용수 사용계약의 적법성 여부, 세 번째는 댐 건설비 이외의 운영관리

비용을 요금에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각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사항인 기득수리권의

총량 인정 여부에서 서울시는 기득물량의 총량으로 설정하여 댐 용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K-water는 각 취수장마다 다른 공제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용수료는 취수장별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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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사항인 댐 용수 사용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는

K-water와의 용수계약 체결이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사실상 강요된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고, K-water는 취수장별로

규율하는 대물적 성격의 계약으로 관계 법령절차를 이행한 유효한 계약

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쟁점사항인 댐 건설비 이외의 운영 관리비용의 요금징수 타당성

여부의 문제인데 서울시는 댐 건설비 이외의 비용을 요금산정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며, K-water는 댐법 제35조 제2항과 수공법

제16조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며, 댐 건설비 징수한도를 정하고 있는

댐법 제35조 제2항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댐 건설비 및 운영관리비를 고려

하여 댐 용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들 쟁점

사항은 소송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내려서 소송이 종결

되게 되었다.

<표 4-14, 주요쟁점사항 및 법원의 판단>

소송명 법원
기득물량

총량 인정 여부
용수계약의
무효 여부

댐건설비 외 운영관리
비용요금징수가능여부

미 납
용수료
청 구
소 송

1심
K-water 승소
(대전지법)

(불인정)
취수장별로 체결된
대물 계약임

(유 효)
계약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제한이므로 유효함

(가 능)
댐법과 수공법은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므로 징수 가능

2심
서울시 승소
(대전고법)

(인 정)
총량공제방식을
따라야 함

(무 효)
서울시의궁박한

사정을기반으로체결
되어 무효임

-

3심
K-water 승소
(대법원)

(불인정)
각 용수계약을
통틀어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유 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계약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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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명 법원
기득물량

총량 인정 여부
용수계약의
무효 여부

댐건설비 외 운영관리
비용요금징수가능여부

부 당
이득금
반 환
소 송

1심
K-water 승소
(서울지법)

(불인정)
취수장별로 체결된
대물 계약임

(유 효)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용수계약은 유효함

(가 능)
댐법과 수공법은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므로 징수 가능

2심
K-water 승소
(서울고법)

-1심 판단과 같음 -1심 판단과 같음 -1심 판단과 같음

3심
K-water 승소
(대법원

-1심 판단과 같음 -1심 판단과 같음 -1심 판단과 같음

2. 춘천시와의 갈등

1-1. 전개과정

□ 갈등의 발생

춘천시와 K-water의 갈등의 시작은 1992년 소양강댐 하류 소양취수장

하천점용허가를 원주청에 신청하면서부터 시작된다. 1992년 K-water는

춘천시에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댐 용수에 대한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춘천시는 기준갈수량 범위내의 취수로 댐에서 공급되는 물을

취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댐 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1995년부터 소양취수장에서 댐 용수 사용계약의 체결없이 용수를

취수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가 댐 용수인지 여부에 대해 건설

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하였고 건설교통부는 한강수계 자연유하량은 수계

전 구간에 걸쳐 기득수리권에 의해 취수되고 있어, 신규수요자는 소양강

댐에 의해 저류된 물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물 사용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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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취수의 회신을 보낸바 있으며 원주청은

K-water와 댐 용수 사용계약을 전제로 소양취수장에 대한 조건부 하천

점용허가를 인가하게 되었다.

<그림 4-4, 춘천시 취수현황도>

□ 갈등의 증폭

소양취수장이 댐 용수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취수를 시작하자

K-water는 춘천시에 원주청의 준공인가 전제조건이 댐 용수 사용계약체결

임을 강조하며 계약체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 춘천시 시민

단체들이 댐 안에서 직접 취수하는 경우만 물값을 징수하고 또한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한 자가 사용량을 늘릴 경우 물값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수자원공사법 개정 청원 및 댐건설 이전의 기준갈수량 범위

내에서 댐 방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값 징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정다목적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10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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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댐 용수 사용계약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후, 춘천시 의회가 물값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갈등의 심화

춘천시와 K-water의 갈등은 2000년 5월 K-water가 춘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심화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한승수 춘천시 의원은 송훈석 의원과 함께 물값납부를 반대

하면서 물값 납부 면제의 내용을 담은 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시의회는

물값 예산안을 삭감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범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춘천 경실련, 춘천시 이ㆍ통장단은 물값 납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결과 2000년 10월 K-water는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

□ 갈등의 교착

2000년 10월 K-water의 소송취하 이후, 2013년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을

통한 물값갈등 해소방안 마련이 되는 시기까지 춘천시와 K-water의 댐

용수 사용료 갈등은 오랜시간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 중 춘천시가

원주청에 소양취수장의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면서 댐 용수 사용

계약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소양취수장이 불법 하천점용시설물로 남아

있으며, K-water의 지방상수도 위ㆍ수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값 협약서

(안)을 마련하여 춘천시 지방상수도를 위탁함과 동시에 댐 용수 사용료

갈등도 해결하려 하였으나 시의회가 부결시킨 상황도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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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유종수 춘천시장이 물값협약을 체결한 것을 선언하기도 하였

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 갈등의 완화

2007년부터 춘천시와 K-water 사이에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선 5기 이광준 춘천시장의

공약사항이였던 약사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춘천시가 K-water에게 환경

유지용수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K-water가 물값 갈등과 별개로 이를 받아

들인 것, 2012년 춘천시가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양도로 물값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 그리고 2013년 춘천시는 안정적 용수공급원을

확보하고 K-water는 장기 미해결과제인 춘천시와의 물값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에 대해 상호 MOU를 체결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들 중에서도 춘천시의회는 물값예산(안)을 지속 부결시켰으며, 춘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 갈등의 해소

춘천시와 K-water의 갈등은 아직까지 해소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양자간 협약한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분담문제에서

국고확보 및 투자방식에 이견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표 4-15, 춘천시와 K-water의 갈등 진행경과>

일자 내용

1992. 06 ◦ 소양취수장 하천점용허가 신청(춘천시→원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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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1992. 07 ◦ 소양취수장 하천점용허가(원주청→춘천시)

1992. 09 ◦ 하천점용공사 착수연장 신청(춘천시→원주청)

1992. 10

◦ 다목적댐 용수사업 업무협조 요청(수자원공사→원주청)

◦ 공사 착수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회신(원주청→춘천시)

◦ 물사용계약 체결 요청(수자원공사→춘천시)

- 소양취수장은 다목적댐 물사용계약 대상이므로 허가시 계약
체결이 선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공사기간 연장허가, 물사용전 수공과 사전 물사용 계약을 체
결 후 사용토록 조건 부여

1992. 11

◦ 물사용계약 체결 요청에 대한 회신(춘천시→수자원공사)

- 기준갈수량(699,840㎥/일) 범위내의 취수로서 댐에서 공급되는
물을 취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1993. 04

◦ 상수도원수 물사용계약에 관한 질의(강원도→건교부)

- 기준갈수량 범위내에서 취수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납부대상
인지 여부

1993. 05

◦ 상수도원수 물사용계약에 관한 질의회신(건교부→강원도)

- 한강수계 자연유하량은 수계 전구간에 걸쳐 기득수리권에
의해 취수되고 있어, 신규수요자는 소양강댐에 의해 저류된
물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물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납부대상이 됨

1994. 03
◦ 물사용계약 체결 촉구(수자원공사→춘천시)

-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물사용계약 체결 촉구

1994. 10
◦ 물사용계약 협조 요청(수자원공사→원주청)

- 물사용계약 체결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1994. 11
◦ 소양취수장 물사용계약 체결 촉구(원주청→춘천시)

- 수자원공사와 조속히 물사용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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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1995. 01 ◦ 소양취수장 취수 개시

1995. 03
◦ 건교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 개최(강원도,춘천시,원주청,수자원공사)

- 댐용수 사용계약 합의도출 실패

1995. 10
◦ 하천점용공사 조건부 준공인가(원주청→춘천시)

- 댐용수 사용계약을 수자원공사와 체결하는 조건으로 준공처리

1995. 10

◦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 요청(수자원공사→춘천시)

- 원주청은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준공인가를 하였는
바 조속한 계약체결을 바람

1995. 12

◦ 수자원공사법 개정 청원

- 청원인 : 민주당 춘천시(을) 지구당 위원장 유남선 외 3,220인
- 청원요지 : 댐 안에서 직접 취수하는 경우만 물값을 받고,
또한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한 자가 사용량을 늘린 경우 물값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결과 : 제14대 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1996. 05

◦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개정 건의(춘천시→건교부,재경원,법제처)

- 댐건설 이전의 기준갈수량 범위내에서 댐 방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값 징수대상에서 제외

1996. 06

◦ 춘천시 물값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정 및 10만
인 서명운동 전개

- 내용 : 수공법 및 특댐법시행령 관계규정 개정, 일부 수자원
관리권을 춘천시로 이양, 춘천시가 부담하고 있는 수질개선처리
비용의 수도권지역 분담 요구

1996. 07 ◦ 한국수자원공사법,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안) 국회제출(류종수 의원)

1996. 08

◦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다목적댐 용수사용료 관계법령 개정 및
상수원지역에 대한 지원촉구 건의
(국회의장, 건교위, 법제처 장관, 건설교 장관, 수자원공사, 청와
대 종합민원실, 류종수 의원)

1997. 04 ◦ 춘천시의회 물값예산 상정 → 삭감

1997. 10

◦ 춘천시의회 물값예산 상정 → 삭감
◦ 제9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의 건의(안) 제출

-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물 사용료 납부 예외규정 입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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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1999. 10

◦ 헌법소원심판청구

- 청구인 :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한동환)
- 청구내용 : 기준갈수량 이내의 물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댐이 없더라도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기하여 자유롭게 취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서 헌법에 위배됨

2000. 04 ◦ 춘천시의회 물값예산 상정 → 삭감

2000. 05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제기(수자원공사→춘천시)

2000. 08

◦ 물사용계약 체결시 소송을 취하하고, 과거물값 면제 및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물값납부 방안 제시(수자원공사)

◦ 소송취하 및 약속사업 우선지원 요청(춘천시)
◦ 소송취하 요청공문 발송(춘천시→수자원공사)

2000. 10

◦ 소송취하(수자원공사)

- 춘천시와 물값문제가 본질을 떠나 지자체와 공사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전국적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소송취하 요청
하고 있는 춘천시 입장을 고려하여 소 취하

2000. 12 ◦ 댐 소재 지자체 물값면제 댐법 개정안 발의(한승수의원 외 22인)

2001. 01

◦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
으로 침해받는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자격이 없어 각하 결정

2002. 07 ◦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춘천시→한강홍수통제소)

2002. 09
◦ 허가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한강홍수통제소→춘천시)

- 댐 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제출 요청

2002. 10

◦ 보완촉구에 대한 회신(춘천시→한강홍수통제소)

- 준공인가와 댐용수사용계약은 별개로 우선조치 요구 및 수자원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으로 허가기간 연장처리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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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2002. 12

◦ 점용허가 연장신청서 보완촉구(한강홍수통제소→춘천시)

- 댐용수사용계약과 별개로 허가기간 연장은 불가, 수자원공사와 협
의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 또는 해결방안을 제출, 미제출시 신청
서류 반려여부 판단

2003. 05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반려

2003. 11

◦ 물값 협약서(안) 마련(수자원공사↔춘천시)

- 협약기간 : 10년, 별도 협의가 없으면 자동갱신
- 사용계약량 : 10만㎥/일
- 요금납부 : 물값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서 우선 공제
- 특약사항 : 물문화관 신축, 친환경공간조성, 선착장 및 전망대 설치
등을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에 반영, 느치골 주차장 건설 지원

2003. 12
◦ 협약서(안) 시의회 산업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주민 의견수렴 과정 후 차기 회의에서 재의키로 결론

2004. 10 ◦ 춘천시의회(산업위원회) 협약 체결(안) 부결

2005. 01 ◦ 춘천시장(유종수) 물값 협약 체결할 것을 선언

2005. 03 ◦ 시민단체 반발로 협약체결 지연

2005. 04 ◦ 댐용수사용계약 체결 촉구(수자원공사→춘천시)

2007. 01

◦ 춘천시 환경유지용수시설 개선 요청(춘천시→수자원공사)

- 소양호의 탁수로 청정도시 이미지 훼손, 하천생태계 악영향과 관
련하여, 소양댐 선택 취수탑 건설계획시 도심하천의 환경유지 용수
시설 설치 요청

2007. 04
◦ 환경유지용수시설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수자원공사→춘천시)

- 춘천시와의 실무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2007. 06

◦ 수도시설 민간위탁 실무회의(수공, 춘천시 환경자원국)
-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07.7월),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07.8월),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08.2월), 제4차 실무협의회 개최(‘09.5월),
제5차 실무협의회개최(’09.6월)



- 56 -

일자 내용

2010. 11

◦ 춘천 경실련 성명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 춘천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물값예산(안) 자진 철회
- 춘천시 의회는 2011년도 물값예산 전액 부결
- 춘천시 물값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요청

2011. 12 ◦ 물값예산(안) 시의회 상정 → 삭감

2012. 03
◦ 농업용수 용도전환 유권해석 의뢰(춘천시→국토부)

-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양도가 하천법 제5조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2012. 05

◦ 용도전환 가능여부 자문(국토부→중하위원 19명)

- (권리양도) 수리권의 전용으로 양도대상이 아닌 허가대상임
- (전환허가) 하천수의 적정 관리를 위해 용도전환 불허

2012. 09 ◦ 환경개선용수 관련 댐용수 사용신청(춘천시→수자원공사)

2012. 12 ◦ 생활용수 물값예산(안) 상정 → 삭감

2013. 01 ◦ 환경개선용수 계약 체결(수자원공사↔춘천시)

2013. 02 ◦ 강원도민일보 주관 좌담회

2013. 03 ◦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을 통한 물값갈등 해소방안 마련

2014. 12 ◦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 MOU 체결

2015. 04 ◦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 춘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2016. 04 ◦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 실무협의 추진 중

1-2. 이해관계자

춘천시와의 K-water의 갈등의 시작은 춘천시가 소양취수장을 건설하고

소양취수장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하천점용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원주청에서 K-water와의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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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춘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소양취수장에서 무단 취수를 시작하였고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용수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위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와의 갈등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와 간접적 이해관계자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춘천시와 K-water의 댐용수 사용분쟁

에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로는 춘천시, 건설교통부(원주지방관리청), K-water가

될 것이며, 간접적 이해관계자로는 국회의원, 춘천시의회, 시민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소양취수장에서 취수

하는 용수는 댐 용수가 아니라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해 온 기준갈수량

이내의 하천수라는 것이며, 건설교통부(원주지방관리청)은 한강 수계의

자연유하량은 이미 수계 전 구간의 걸쳐 기득수리권에 의해 취수되고 있어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용수는 댐 용수라는 것, K-water는 춘천시가

댐 용수를 사용함에 따라 댐 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용수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접적 이해당사자는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춘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과 춘천시의회, 그리고 춘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일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주장으로 댐 소재 지자체의 용수사용료 면제가 필요

하다거나 또는 춘천시는 댐 건설이전의 기준갈수량 이내의 하천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K-water와의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및 용수사용료 납부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의 주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한다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간접적 이해당사자임에도 적극적 행동을 통해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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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구분 주요입장

직접

춘천시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은 댐용수가 아니라 하천수임

건설교통부
한강수계 자연유하량은 수계 전구간에 걸쳐 기득수리권에 의해
취수되고 있어 춘천시가 취수하는 용수는 댐 용수임

K-water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및 용수사용료 납부 필요

간접

국회의원
댐 안에서 취수하는 경우만 물값을 받고, 댐 건설 이전부터 사

용한 자가 사용량을 늘린 경우는 물값 징수에서 제외

시의회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물 사용료 납부 예외규정 신설 필요

시민단체
기준갈수량 이내의 물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댐이 없더

라도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기하여 자유롭게 취수할 수 있음

1-3. 주요쟁점사항

사실 춘천시와 K-water의 갈등의 핵심사항은 춘천시가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용수가 자연하천수인가? 아니면 댐의 건설로 인해 사용이 가능

하게 된 댐 용수인가? 의 문제로 귀결된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논의는

한강수계의 물 수지분석이 정확한가에 의해 결론 내려진다.

춘천시의 주장은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용수는 댐 용수가 아니

라는 것이다. 즉,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갈수량 범위내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용수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

갈수량 범위내의 물에 대해 K-water가 용수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춘천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1980년 건설교통부가

한강수계에서 실시한 물 수지분석 자료는 부정확하며 원시적인 방법에 따른

결과이므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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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K-water는 건설교통부가 한계수계상에서 실시한 물 수지분석

결과 자연유하량이 이미 하류의 기득수리권에 의해 전량 취수되고 있어

더 이상 하천법에 의한 유수사용 허가 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춘천시가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용수는 댐의 건설로 인해 가용이

가능한 댐 용수로서 댐법, 수공법, 하천법에 따라 댐 사용권자인

K-water가 댐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춘천시로부터 용수사용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표 4-17, 춘천시와 K-water의 주요 쟁점사항>

구 분 주요내용

춘천시

1,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용수는 기준갈수량 이내에서 취수

하는 용수로 댐 용수가 아니며 용수사용료를 납부 대상이

아니다.

2. 건설교통부가 1980년 실시한 한강수계의 물 수지분석은 비

과학적이며 원시적으로 근거가 될 수 없다.

3. 기준갈수량 이내의 취수에 대한 물값 요구는 춘천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K-water

1.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용수는 댐 건설로 인해 가용하게

된 댐 용수이므로 용수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한강수계는 물수지분석상 자연유하량은 이미 하류의 기득

수리권에 의해 전량 취수되고 있어 유수사용의 허가를 위한

여분이 없다

3. 기준갈수량은 하천에 인위적인 저수시설이나 취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갈수기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최소 유량의 개념으로

기준갈수량 만큼의 사용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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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연구 요약 및 선행연구 비교

제 1 절 사례연구 요약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중 K-water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분쟁을 중심으로 실제 K-water와 지자체의 공공갈등 발생

사례인 서울시와 춘천시의 갈등사례를 실증연구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갈등발생 시점에서부터 갈등의 증폭과정, 갈등의 심화

과정, 갈등의 교착과정, 갈등의 완화과정, 갈등의 해소과정에 걸친 상세한

갈등 전개양상을 파악하고 과정 중에서 각 이해관계자 입장과 주요쟁점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차별적인 댐 용수 사용분쟁에 존재하는 공통요인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서울시와 K-water의 댐 용수 사용갈등의 사례연구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갈등의 전개양상을 설명하자면 갈등의 발생은 서울시의회 환경

노동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서울시가 한강홍수통제소에 서울시 기득

수리권의 총량적 인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허가권을 가진 한강

홍수통제소가 서울시의 요구를 불허하면서 갈등은 증폭되었다. 이 갈등은

서울시가 한강홍수통제소와 K-water의 의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과오납

원수비를 공제 후 댐 용수 사용요금을 납부하게 되면서부터 심화되었다.

이후, K-water의 분쟁 조정요청을 받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거부로 교착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상호간 협의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의해 해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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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갈등전개 단계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갈등의 발생
- 서울시 보유의 기득수리권 총량인정 또는 지점별

기득수리권량의 조정이 가능토록 요구

갈등의 증폭 - 한강홍수통제소의 서울시 요구사항 불허

갈등의 심화 - 서울시의 일방적 요금료 공제 및 댐 용수 사용료 납부

갈등의 교착 - K-water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조정 요청 및 서울시 거부

갈등의 완화 - 양자간 협의대안이 없어 완화시기가 없었음

갈등의 해소
- K-water의 미납용수료 청구소송과 서울시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법적공방

서울시와 K-water의 댐 용수 사용갈등의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으로는

서울시, 한강홍수통제소, K-water로 판단되어졌으며, 간접적으로는 국회

의원, 서울시의회, 시민단체로 분석되어졌다. 직접적 이해관계자 각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서울시가 취수지점별 보유중인

기득수리권량의 총량을 인정해 주거나 지점별 기득수리권량의 조정을 가능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한강홍수통제소는 총량인정과 조정을 불

허, K-water는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내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간접적 이해관계자 각자의 입장은 서울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하천법 및 댐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 시의원은 서

울시의 기득수리권 총량인정은 요구, 시민단체는 현행 불합리적 물 관리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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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갈등의 이해관계자별 입장>

구분 주요입장

직접

서울시
취수지점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득수리권량의 총량인정 또는

지점별 기득수리권량의 조정 가능

건설교통부
지점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및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기득수리권량의 총량인정 및 지점별 조정은 곤란

K-water
지점별 기득수리권량을 제외하고 체결된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내용의 성실한 이행 필요

간접

국회의원 문제해결을 위한 하천법 및 댐 법의 개정 필요

시의원 서울시가 보유한 기득수리권의 총량인정 필요

시민단체 불합리한 물 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서울시와의 주요쟁점사항은 세 가지로 첫째 기득수리권 총량인정 및

지점별 기득수리권량의 조정이 가능한가?, 두 번째 서울시와 K-water의

댐 용수 사용계약이 공정한 계약인가? 세 번째 K-water의 댐 용수 요금

산정시 댐 건설비 이외의 댐 운영관리비가 고려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었

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대법원까지의 소송과정에서 기득물량 총량인정은

불인정되고, 용수계약은 공정한 계약이었으며, 댐 건설비 이외 댐 운영

관리비도 용수사용료 산정에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졌다.

두 번째로 춘천시와 K-water의 갈등과정을 요약하자면 갈등의 전개양상은

다음과 같다. 춘천시와의 갈등은 춘천시가 소양강댐 하류에 소양취수장을

건설하고 이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

전제조건이 댐 용수 사용계약을 K-water와 체결하지않고 무단취수를 시작

하면서 발생하였으며, 시민단체들의 물값납부 반대 활동으로 갈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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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되기 시작하였다. 이 갈등은 2000녀 5월 K-water가 춘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심화되었고, 이 후 오랜 기간 뚜렷한

양자간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없이 교착상태에 접어들었었으나, 2007년

춘천시의 약사천 복원사업의 전개와 K-water의 협조를 시작으로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양도를 통해 협의해결, 춘천시의 취수방식선진화 사업을 통한

협의해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완화기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해결 노력은 아직까지 취수방식 선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조달방법 및 배분등에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의 해결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춘천시와 갈등전개 단계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갈등의 발생
- 소양취수장 하천점용허가 전제조건이 K-water와의

댐용수사용계약 미체결 및 무단취수 개시

갈등의 증폭 - 시민단체들의 물값납부 요구 반대운동

갈등의 심화 - K-water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

갈등의 교착 - 시의회의 물값예산(안) 삭감, 시민단체의 반대

갈등의 완화
- 협의대안 마련을 통한 협의해결 추진(약사천 복원사업,

농업용수 생활용수 양도, 취수방식선진화 사업 추진)

갈등의 해소
- 취수방식 선진화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및 분담방안의 실무

협의 진행 중

춘천시와 K-water의 댐용수 사용분쟁과 관련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춘천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K-water이며 이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춘천

시는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은 댐 용수가 아니라 하천수라는 것이

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한강수계 자연유하량은 이미 소진되어 소양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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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의 물은 댐 용수라는 것이고, K-water는 댐 용수 사용계약의 체결

및 댐 용수 사용료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국회

의원, 시의회, 시민단체로 춘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댐 안안

에서 취수하는 경우에만 물값을 받고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한 자가 사

용량을 늘린 경우 물값 징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의회는 물값예산(안)을 삭감하면서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물 사용료

납부를 예외규정을 두어 감면해야 되며, 시민단체는 춘천시가 취수하는

물이 기준갈수량 이내의 물이며 이에 대한 물값을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시와 갈등의 이해관계자별 입장>

구분 주요입장

직접

춘천시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은 댐용수가 아니라 하천수임

건설교통부
한강수계 자연유하량은 수계 전구간에 걸쳐 기득수리권에 의해
취수되고 있어 춘천시가 취수하는 용수는 댐 용수임

K-water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및 용수사용료 납부 필요

간접

국회의원
댐 안에서 취수하는 경우만 물값을 받고, 댐 건설 이전부터 사

용한 자가 사용량을 늘린 경우는 물값 징수에서 제외

시의회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물 사용료 납부 예외규정 신설 필요

시민단체
기준갈수량 이내의 물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댐이 없더

라도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기하여 자유롭게 취수할 수 있음

춘천시와 K-water의 갈등의 주요 쟁점사항은 소양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이 자연하천수인가? 아니면 댐 건설로 인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 댐 용수

인가? 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으며,

단지 원주지방환경청의 물 수지분석을 근거한 논리로 소양취수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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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하는 용수는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얻어지는 댐 용수라는 설명과 이외

서울시 소송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추하여 설명하는 자료가 전부인

한계가 있다. 이로인해 아직까지 춘천시의 시민들은 K-water에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및 댐 용수 사용료 납부요청에 대한 불신감과 납부거부의

사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 2 절 선행연구 비교

본 연구의 사례연구에 앞서 그 간 학계에서 이루어져 왔던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발생이 이해관계의 불균형, 가치인식의 차이, 정책수립의 절차상 원인,

시민사회의 성장, 정보의 비대칭 등 구조적원인, 본질적 특성, 환경적 측면

에서 발생하거나 정치적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중 공통적인 사항은 ① 이해관계의 불균형, ②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댐 용수 사용분쟁의 갈등발생 원인으로 인정하고 실제 지자체(서

울시, 춘천시)와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와 춘천시 사례 모두에서 각자의 예산절감이나 수익

감소에 따른 이해관계의 불균형과 시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에 따른

갈등의 발생과 증폭 등의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같은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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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 중 K-water와 지자체간에 발생되고 있는 댐 용수 사용분쟁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이며 기존의 공공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K-water와 지자체(서울시, 춘천시)간 발생되었던 실제 사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무엇이 댐 용수 사용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며

무엇이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댐 용수 사용분쟁의

독특한 발생 원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여 연구모형이 수립되었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사례연구 분석방법인 전개과정의 상세분석, 이해관계자

및 쟁점사항의 분석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 댐 용수 사용관련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선행연구 공통요인) (댐 용수 사용분쟁 공통요인)

1. 이해관계 불균형

(지자체 Vs K-water)

3. 법 제도의 모호성

(수리권 제도의 애매함)댐 용수
사용분쟁
발생2. 시민사회 참여확대

(시의회, 시민단체)

4. 분쟁조정장치 부재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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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분석의 방법>

분석의 틀 주요 내용

전개과정

- 갈등의 발생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개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

- 갈등의 발생, 갈등의 증폭, 갈등의 심화, 갈등의 교착,

갈등의 완화, 갈등의 해소로 구분하여 파악

이해

관계자

- 언론보도 및 회의자료를 통해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파악

주요쟁점
- 언론보도 및 회의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파악

※ 출처 : 조성배,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갈등분석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2권(2012년), 136-164 수정

실제 사례연구의 결과, 연구모형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공공갈등 발생

원인인 이해관계자간 ① 이해관계 불균형, ②시민사회의 참여확대는 댐

용수 사용분쟁에서도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이었던

댐 용수 사용분쟁의 고유한 발생원인인 ③법 제도의 모호성, ④분쟁조정

장치 부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이해관계 불균형

서울시와 K-water의 이해관계 불균형은 기득수리권 총량인정 및 조정

가능여부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절감과 K-water의 댐 용수 수익감소라는

점이며, 춘천시와 K-water의 이해관계 불균형은 ‘하천수’와 ‘댐 저수’의 인정

여부에 따른 예산절감과 수익감소의 문제로 확인된다. 현상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의 불균형이 발생되며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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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서울시의 사례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는 서울시 지역구의 국회의원

들의 법안 발의나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토론회 개최 및 반대운동

전개 등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춘천시의 사례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는 춘천시의회의 예산삭감,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제기, 물값납부

반대 집회 등의 추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확대가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갈등의 증폭

요인이 되는 것이다.

3. 법 제도의 모호성

서울시 사례에서의 법 제도의 모호성은 기득수리권의 총량인정 및 지점별

기득수리권 조정의 가능여부가 서울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K-water의 법

률해석의 관점이 다르므로 해서 갈등이 발생한 핵심이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춘천시의 사례에서는 물 수지분석의 신뢰성 저하, ‘하천수’와

‘댐 저수’의 구분이 어려운 점에서 법 제도의 모호성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즉,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이 없다는 점이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다.

4. 분쟁조정장치의 부재

서울시 사례에서 보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중재자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은 오랜 법정공방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

하고 공공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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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으며 춘천시의 갈등사례의 경우 중재자의 부재로 갈등이 발생

한지 20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해결방안 없이 갈등이 장기화되어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정책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이용한 공공갈

등의 사전해소방안 마련이 향후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중앙정부나 공공기관들의 주요한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을 저감시켜 ‘공공갈등’의 발생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물 부족 국가’의 경우, 수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매우 민감한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물이용과 관련한 갈등의 발생은

더욱 중요한 ‘공공갈등’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댐 용수 사용분쟁의 발생원인인 ①이해관계의 불균형, ②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③법 제도의 모호성, ④중재조정장치 부재에 대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댐 용수 사용

관련 공공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갈등의 사전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의 발생원인인 법 제도의 모호성과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발생의 핵심요인이 되는 수리권제도의 개선과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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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법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함으

로서 이해관계자간 동일 법률조항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서 공공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

갈등의 발생시 갈등의 장기화 방지와 조속한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의 설치가 필요

할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경우 지자체와의

수리권분쟁에 대한 조정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자체

와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K-water가 지자체와 거버넌스를 확립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 스킨십을 통해 시민사회가 수자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네 가지 공공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수자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발생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K-water와 지자체(서울시, 춘천시)간의 실제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댐 용수 사용관련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4 가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례연구에서 그간 발생했던 다른 지자체와의

갈등을 세세히 분석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갈등사례인 서울시와

K-water, 춘천시와 K-water 두 개의 지자체에 대한 사례연구에 의해

공통요인을 발굴함에 그침으로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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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가 실제 갈등을 겪은 지자체의 실무자나 시민단체, 또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이나 인터뷰를 통한 실제적 통계분석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남아있던 양자간 갈등의

전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의 틀에 넣어 분석하는 사례연구로 이루어

짐에 따라 연구자의 개인적 주관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

다는 생각이다. 이로 인해, 댐 용수 사용분쟁의 발생원인 중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댐 용수 사용관련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하지 않은 경기도, 대구시, 순천시 등 지자체와의

갈등의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순한 사례분석을 넘어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 분석등 양적 연구도

동시에 진행된다면 더욱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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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auses of the

“public conflict”

Do jeungmi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has undergone a variety of "social conflict"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Social conflict” has

engendered a lot of social costs. This is a conflict that is consuming

a variety of “social conflict” types on most social cost “public

conflic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causes of the “public conflict”,

is intended to provide a swift solution to the “public conflict”

This study is to study the practical examples(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K-water) and utilizing the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rough this analysis, what is

the cause of “public conflict” and what is the amplification factor of

“public conflict” was trying to fin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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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is analyzed by separating the

process of conflict occurs, amplification, enrichment, stalled, mitigate,

eliminate and identify the specific admission requirements of

stakeholder and the key issues. Through such a procedure it was

found to cause the amplification factor of the conflict occurrence.

Causes of conflict identified in this study were “Understanding

Relationship imbalance”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have

already shown in a previous study, in addition there were “

ambiguities in the system” and “members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cause of the four “public conflict” resulting from this study

referenc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hope for the futur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e country. So that “public

conflict” will be able to prevent in advance and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national water resources policy.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are not as secure and analyze the

data through interviews or surveys with stakeholder. And it did not

analyze the conflict cases more in the research process. Future, when

a similar study conducted with the theme of the study, considering

the shortcomings I hope this study is in progress.

Keywords : Kwater, Conflict, Public Conflicts, Dam Water,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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