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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하 행정구역인 북부 자카르타 시는 지하수 용출로

인한 지반침하,해수유입에 따른 지하수 오염,매년 반복되는 홍수,상수도 서비스의 부

재 등 물과 련된 많은 문제에 당면해 있다.기존에는 물 문제 해결을 해 건설과

같은 규모이고 앙집 화된 물 인 라를 건설하는 방식을 사용하 으나,이러한 방법

은 생태계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무조건 인 공 확 를 추구해 환경 ·경제 ·사회

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비 을 받아왔다.이에 수요 리와 후방 측 방식을 통

해 궁극 으로 물 사용량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물 리를 추구하는 연성 물 경로(Water

SoftPath)가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빗물활용은 최종사용자와 근 한 공간에서 물을 공 받을 수 있어 규모 인 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고,이동 거리가 짧아 물의 오염도가 낮으며,재해와 긴 상황 시

물 공 의 완충 역할이 가능하고,지반침하와 홍수 방 효과도 있어 연성 물 경로를 달

성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이에 '빗물활용은 지속가능한 물 리로의

환에 기여할 수 있는가?빗물활용은 북부 자카르타가 당면한 물 문제 해결에 효과

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한,빗물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교

육기 이라는 에 비추어 ‘빗물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는 무엇인가?’라

는 연구 질문 한 설정하 다.연구의 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목 으로 설치된

빗물집수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북부 자카르타 내 9개의 등학교· 학교를 택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학교 내의 빗물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인터뷰와 일부 빗물 사용자

와 비사용자를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에 답

하는 방식을 취하 다.

연구 결과,빗물활용을 통해 새로운 수원의 개발 없이도 가용 수자원량이 늘어나 학

교 시설 리가 보다 쉬워졌으며,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충분하

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지하수 사용량을 임으로써 지반침하를 완화하고,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력 소비를 여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

다.특히 주목할 것은 북부 자카르타 내에서 빗물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인데,홍수나 정 으로 인해 다른 수원들이 모두 오염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빗물이 훌륭한 체수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나아가 빗물사용자들은 장된 빗물의



양을 고려하여 재의 사용량을 조 하는 방식의 사용 략을 택하 는데,이는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게다가 학내

주요 빗물사용자인 학생들을 리에 동참시킴으로써 빗물사용 문화가 학교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로 되는 데 일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교육 효과로는 '손 씻기 습 형성'과 같은 개인 생 리 증진을 들 수

있는데,빗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손 씻는 습 이 형성된

비율이 높았다.빗물활용의 경험은 학생들의 인식에도 향을 미쳤는데,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의 학생들은 빗물집수장치 미설치 학교 학생들보다 빗물에 한 우호 인 인식

이 높고 빗물을 체수원이 아닌 주요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더 정 인 반응을 보

다.종합해보면,북부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빗물활용은 지속가능한 물 리 달성과

물 문제 해결에 정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육 효과

도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빗물이용에 있어 몇몇 한계 도 악되었는데,학교들 스스로 시설 리를 감

당할 역량이 부족하고,학교행정시스템이 산화되면서 빗물집수장치를 한 산집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게다가 빗물활용의 범 가 주변 지역까지 확장되었을 때 상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빗물집수장치의 리와 사용에 있어 지역주민들을 동참시키는

것에 모든 학교가 부정 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교육과 련하여서는,빗물집수

장치를 일반 교과목과 연계하여 교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고 단순히 물을 공

하는 시설로만 사용하는 한계를 보 다. 한,체계 인 물 약 교육이 부재하여 빗물

활용이 학생들의 물 약 의지나 행동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손 씻기 습 형성

을 넘어설 수 있는 교육 효과의 확 를 하여 다양한 교육 로그램 보완이 필요하

다.

이 연구는 학교 내 빗물 사용자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지역주

민 등 학교 밖에서 빗물사용의 향을 받는 행 자들의 목소리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그뿐만 아니라 빗물집수장치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용된 빗물에

해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어 빗물집수장치가 갖는 생태 가치나 경제 가치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도 연구의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연성 물 경로'의 개념이 선진국의 상황에 근거하여 발 하 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용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 는데,향후 개발도상

국까지 포함한 범 에서 연성 물 경로로의 환을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연성 물 경로(WaterSoftPath),지속가능한 물 리,개발도상국 물 문제,

학교 내 빗물이용,빗물사용자의 인식,빗물이용의 효과,인도네시아,북부 자카르타

학번:2014-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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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배경과 목

물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오랫동안 인류는 생존

에 필요한 물을 빗물로부터 공 받았다(Sivanappan,2006).그러나 상수도가 만들어진

이후 빗물사용은 우선순 에서 려났고,빗물이 주요 수원(水原)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내린 즉시 빠르게 지표상에서 처리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Gleick,2003;김

정재,2010).빗물에 한 이러한 인식은 정책에도 향을 미쳐 세계 으로 빗물이 안

하고 믿을 만한 수원이라 공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정책 으로 빗물

을 이용하지 않는 양상을 띠고 있다(UNEP·SEI,2009;WHO·UNICEF,2005).

그러나 빗물이용을 통해 하천의 건천화와 지하수 고갈 등 물 부족 문제를 방할

수 있고,건강한 도시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일조하여 도시 홍수 피해도 일 수

있다.따라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속하게 진행된 도시화가 일으킨 물 문제가

차 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빗물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

소,2010;임혜연·최막 ,2015).

동남아시아에 치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 의 군도 국가로,190만 km2에 달하는

넓은 토와 약 2억5천만의 인구(세계 4 )를 보유하고 있는 국이며 풍부한 천연자원

과 견고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이다(코트

라 홈페이지,2015).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 특별 주로,동부 자카르타,서부 자

카르타,남부 자카르타,북부 자카르타, 부 자카르타,천 개의 섬까지 총 6개의 하

시로 이루어져 있으며,공식 인구는 10,012,271명이나 실제로 자카르타에서 거주하는 주

민의 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PSJakarta,2015). 재 자카르타

는 속한 도시 팽창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특히 물 문제는

수질오염,홍수,물 공 량 부족,상수도의 민 화,과다한 지하수 추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여러 층 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 리가 도시의 존립을

하여 실하게 요구되는 시 이다(Bakker,2006;Barraqué,2010;Kurniasih,2008;

SpecialUnitforSouth-SouthCooperation,2012).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의 앙집 화된 기반시설로는 재의 물

문제들을 효과 이고 유연하게 해결하기 힘들어짐에 따라,기반시설 확장 외에 자카르타

에서 용 가능한 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 다(Ali,2016;PIV AMPL,2013).특히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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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활용은 최종사용자와 근 한 공간에서 물을 공 받을 수 있어 규모 인 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고,이동 거리가 짧아 물의 오염도가 낮으며,재해와 긴 상황 시 물 공

의 완충 역할이 가능하고,지반침하와 홍수 방 효과도 있어 자카르타가 당면한 물 문

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TheGlobalDevelopmentResearch Center,

n.d.).특히 교육시설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넓은 옥상과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어 집수면

이 넓으므로 상 으로 많은 양의 빗물을 쉽게 모을 수 있으며,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용도가 청소,조경용수,개인 생 리 등 비 음용수 주이므로 최상 의 수

질을 달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0).

이에 이 논문에서는 자카르타의 하 시 인구 도가 높고 가용 수자원은 극히

어 ‘물 스트 스 지역1)’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부 자카르타에 치한 9곳의 등학교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빗물활용 사례를 검토·분석하 다.특히 학교 내 빗물사용자

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빗물활용이 북부 자카르타의 물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

리로의 환에 기여하고 있는 바에 해 살펴보았다.그뿐만 아니라,단순히 학교에

빗물 이용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리되고 사용될 수 있었던

요인을 밝히고,향후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심의 빗물활용을 확 하기 한 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이를 통하여 빗물활용을 주제로 한 한국의 공 ·사 원조활동의 효과성

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

다.

2.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북부 자카르타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빗물활용의 기능에 하여 아래

의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 후,주민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답을 얻고자 하 다.

� 빗물활용은 지속가능한 물 리로의 환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빗물활용은 북부 자카르타가 당면한 물 문제 해결에 효과 인가?

� 빗물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는 무엇인가?

1)물 스트 스(Waterstress)란 물의 필요량과 공 량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 상태를 의미

한다.UN에서는 연간 수자원 공 량이 인구당 1,700m3이하로 내려갔을 때 물 스트 스를 겪는 지역

으로 분류한다(UNESCO,WWAP,& UN-Wate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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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빗물활용이 실제로 북부 자카르타의 지속가능한 물 리 달성에 기여할 수 있

는지 살펴보기 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형태의 물 리를 지향하는 연성 물 경로

(WaterSoftPath)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다음 장에서 설명할 연성 물 경로의

다섯 가지 특징과 연결지어 ‘빗물활용으로 인해 새로운 수원 개발에 한 필요가 감소하

는가?생태 한계를 넘지 않는 물 사용방식을 택하고 있는가?필요 이상의 수처리 과

정을 거치고 있지는 않은가?수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물 사용 략을 세웠

는가?사용자가 물 리와 운 에 동참하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한 후,이에

따라 빗물활용의 역할을 조명하 다.

다음으로는,빗물활용이 북부 자카르타의 표 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 인

지 악하기 해 ‘빗물활용이 물 부족 완화나 지반침하 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

다고 느끼는가?홍수나 정 등 긴 상황에서 빗물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 다.

마지막으로 빗물활용을 체험하는 실험장으로 교육기 이 선택되었을 때 갖는 함의

를 탐색하고자 ‘빗물활용 경험이 학생들의 빗물인식 제고에 향을 미치고 있는가?빗물

활용을 통해 학교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에 하여 질문하고 답하 다.

3.연구 범

이 연구는 재 빗물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을 그 상으로 삼고 있다.지역

범 로는 자카르타 특별시를 구성한 총 6개의 하 시들 높은 인구와 낮은 수자원

가용률로 인해 심각한 물 스트 스를 겪고 있는 북부 자카르타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 으며(Ali,2010),북부 자카르타에 치한 학교 9곳의 등학교와 학교에서 기

업들의 사회공헌자 으로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하여 학교 내에서 필요한 물의 일부를 공

받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들을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표 1).

7개의 등학교 한 곳(SDN KapukMuara05)은 이웃의 두 학교(SDN Kapuk

Muara03,SDN KapukMuara07)와 행정 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건물과 운동장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회경제 환경과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빗물을

이용하는 집단(SDN KapukMuara05)과 그 지 않은 집단(SDN KapukMuara03,

SDNKapukMuara07)으로 나 어 빗물이용이 학생들의 생 행동,환경인식,환경 행

동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범 에 포함해 각 학교의 6학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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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교 이름 학교 설치여부
자료수집

방법
설치년도

1 SDN Pluit 01 초등학교 설치 면 2010

2 SDN Pluit 03 초등학교 설치 면  2014

3 SDN   Kapuk Muara 01 초등학교 설치 면  2014

4 SDN   Penjaringan 01 초등학교 설치 면  2014

5 SDN   Kapuk Muara 05 초등학교 설치
면  / 

설문
2013

6 SDN   Kapuk Muara 03 초등학교 미설치 설문 -

7 SDN   Kapuk Muara 07 초등학교 미설치 설문 -

8 SMPN Kapuk Muara 122 학교 설치 면 2013

9 SDN   Pejagalan 01 초등학교 설치 면  2013

10 SDN   Kamal Muara 01 초등학교 설치 면 2013

11 SMPN Kamal Muara 120 학교 설치 면 2013

표 1북부자카르타 내 조사 상 학교 목록

생들을 설문조사의 상으로 선정하 다.시간 범 로는 각 학교에 빗물집수장치가 설

치된 시 부터 연구자가 지조사를 시행하 던 2016년도 3월까지로 특정하여 그동안

빗물활용을 통해 드러난 향들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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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1.이론 배경:연성 물 경로

근 의미의 상수도를 통한 물 공 은 19세기에 어들면서 산업화가 시작되고

그에 따라 도시가 격히 발달하기 시작한 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규모 과 제방 등 거 물 련 시설 건설을 심으로 발 하며 폭발 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계의 물 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화를 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Gleick,1998).그러나 이러한 규모 인 라 심의 시스템은 사용자가 물을 좀 더 효

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한 고민은 생략된 채 무조건 ‘보다 더 많은 물 공 ’

을 지향함으로써 늘어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수원(水

原)개발을 동반하게 되며,이는 사회 ,경제 ,환경 비용을 래하게 되었다(Amin

etal.,2013;ArnoštVeselýetal.,2010;Brandes·Brooks,2005;Brooksetal..,2015;

Gleick,2002;Wutichetal.,2014).게다가 물의 공정한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

량만 늘리는 물 리 방식은 수요와 공 간의 불균형을 조장하여,일부 국가들은 삶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조차 공 받지 못한 채 만성 인 물 부족과 수인성 질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Brooks·Brandes,2011;Gleick,1998,2002).근 물

리가 낳는 부작용을 인식함에 따라 생태계와 사회 형평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속가

능한 물 리에 한 요구가 차 커졌고,물 문가들은 AmoryLovins가 주장한 ‘연성

에 지 경로 Soft-energypath’의 개념을 물 리에 용하여 ‘연성 물 경로 WaterSoft

Path2)’를 주장하게 되었다(Brandes·Brooks,2007;Lovins,1977).

연성 에 지 경로는 앙집 형이고 자본 집약 인 특징으로 인해 환경 ,사회 ,

경제 으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지닌 재의 에 지시스템을 지칭하는 ‘경성 에 지

경로(Hard-energypath)’에 조되는 시스템으로서,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고 상황에

맞는 정 규모의 에 지시스템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Lovins,

1977).연성 물 경로에서도 지속가능성의 담보를 목표로 하여 공 측면(supply-side)만

을 강조해 거 기반기설에 의존해 공 을 늘려왔던 기존의 물 리 패러다임인 ‘경성

물 경로(Waterhardpath)’를 탈피하고,수요를 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요 심

(demand-side)의 물 리를 수행한다(Brandes·Brooks,2005;Brandes·Kriwoken,2006;

2)연성 에 지 경로(Soft-energypath)와 다르게 연성 물 경로(Watersoftpath)에서의 어표기는

형용사인 soft가 명사 water의 뒤에 표기되는데,이는 ‘Softwater’가 미네랄 이온이 들어있지 않은 물

인 ‘연수(軟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 의 해석을 피하고자 함이다(Brooks& Brande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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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s,2005;Elton,2010;Gleick,2002;Wolff·Gleick,2002;Wutich etal.,2014).

Brooks·Brandes(2011)는 연성 물 경로가 가지는 특징들을 다섯 가지로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1.수자원을 자원 그 자체나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이해한다.

2.생태 지속가능성을 가장 기 인 기 으로 삼는다.

3.최종 사용 목 에 부합하는 수질로 공 한다.

4.후방 측(Backcasting)방식으로 계획을 짠다.

5.공동체와 시민들을 물 리에 동참시킨다.

에서 제시된 각 특성들로부터 지속가능한 물 리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지

침들이 도출되었으며,여러 학자는 이 틀을 통해 연성 물 경로로 나아가기 한 실행 계

획을 제시하고 있다(Brandes& Brooks,2005;Brooks& Brandes,2011;Brooks&

Holtz,2009;Wolff& Gleick,2002).

“자원을 자원 그 자체나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많은 양은 소비재로서 기능하기보다는 특정 목 을 달성하기 한 생산재로

서 기능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물은 최종 상품이기보다는

특정 서비스를 얻기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것이 요한 이유는 물을 리하

는 자들이 물 공 을 늘릴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사람들의 행동과 례를 변화시

켜 더 은 양의 물을 가지고 같은 효과를 얻는 방법에 해 고민하도록 해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 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이를 하여 시

민 교육,사회 마 ,도시 재디자인이 동원되고,시민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도 물 사용량은 일 방법을 더 많이 제시받게 된다.

“생태 지속가능성을 가장 기 인 기 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물 사용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생태 건강이 기존의 물 리에서는 쉽게 무시된다는 을 비 한 것이다.

이를 하여 자연으로부터 가져다 사용하는 물의 양을 제한하고,자연으로 회귀하는 물

의 질을 리함으로써 물 사용량이 생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이

때,물 연성 경로에서는 ‘물 사용자’의 범 를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생태계까지 확장하

여 물 사용량을 고려한다. 한,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물의 가치를 물 공

비용에 포함하고자 하므로,습지기능의 경제 가치를 계산하여 습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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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놓아두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을 밝히기도 한다.

“최종 사용 목 에 부합하는 수질로 공 한다.”는 것은 공 하는 물의 수질을 단일

화시키지 않고 다양한 사용 용도에 맞추어 수질을 다원화하여 공 한다는 의미다.자연

상태에서 ‘마실 수 있는’수 의 깨끗한 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높은 질의 물을 만들고

각 가정에 공 하는 일에는 많은 에 지와 비용이 소요된다.그러나 실제로 그 정도의

수질이 요구될만한 사용처가 많지 않아 먹는 물로 용변을 처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있다.

그래서 물 연성 경로는 최종 용도에 맞게 다양한 질의 물을 공 하고,궁극 으로는 빗

물 사용과 허드렛물 재사용과 같이 동일한 양의 물이 여러 용도에 걸쳐 사용되는 ‘물 순

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사용량을 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방 측(Backcasting)방식으로 계획을 짠다.”는 말은 달성해야 할 미래시 의 목

표를 정해 두고 그것을 달성하기 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다.물 연성 경로는 장기

으로 경제 번 과 높은 삶의 수 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물 리가 가능하도

록 하는 정책변화와 로그램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기존의 경제 혹은 개발 계획은

재 사용량이나 기 들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계획을 수립(Forecasting)하나,물 연성

경로에서는 살고 싶은 미래상을 먼 그린 후 이를 달성하기 해서 우리가 재 해야

할 것들을 도출(Backcasting)해 낸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시민들을 물 리에 동참시킨다.”란 말은 연성 물 경로가 물

리를 ‘발 된 기술’이상으로 인식하며,인간 인 가치와 정치 제도들을 포함한 거버

스를 구성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한,물 공 사와 소속 직원들,물 사용자인 지역

주민들 사이의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해 물 리와 운 에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의 특징으로 미루어 종합해보면,연성 물 경로는 지역의 산과 생태 한계

(ecologicallimit)안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인 변화를 지향한다.이는 물을 무한정한 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생태 한계를 과하

는 형태로 물을 리했던 근 물 리와 확실히 비된다(Brandes& Kriwoken,

2006;Brooks& Brandes,2011;Gleick,1998;Wolff& Gleick,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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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1)빗물활용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물 리

재 세계인구 도시 거주자의 비율은 54%이며,이 비율은 증가하여 2050년

에는 66%에 도달할 것이라 상된다(UnitedNations,2014).인도네시아의 상황 역시 크

게 다르지 않아 2035년에는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며,특히 자카르타

를 비롯한 수도권과 서부 자바의 도시 반둥지역에만 7,600만의 인구가 정주할 것으로

측된다(Jones,2014).

도시생태계는 늘어난 인구와 높은 주거 도를 유지하기 해 더 많은 양의 물이 있

어야 하는데,이 수요를 채우기 해 상수도를 확장하거나 지하수 용출량을 늘리는 등의

통 인 방식은 오히려 강 하류 지역의 물 부족 상을 래하거나,지하수 를 낮추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Barron,2009).따라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이 필요하고,개인 건물에 설치된 빗물 통에서부터

도시의 빗물 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 의 참여를 통해 도시 내에서 수자원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빗물활용은 한 안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한겨 ,

2014.02.13). 한,도시에서 빗물을 활용할 경우 기존 수자원인 지표수와 지하수의 사용

량이 감소해 물 사용에 따른 부담이 어들고,홍수 시에는 빗물을 곧바로 흘려보내지

않음으로써 홍수가 정 (peak)에 다다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늦출 수 있어 도시의 홍

수 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UNEP& SEI,2009).

빗물 활용이 기존 물 리 혹은 사용방식을 보완할 정한 안으로 제시되는 이유

는,비가 내리는 곳이라면 물을 공 하는 장소와 물을 사용하는 장소가 같아서 물을

장하고 운송하기 한 규모 기반시설 건설이 필요하지 않고,물을 공 하는 데 들어가

는 에 지 한 약할 수 있어 기후변화 응에도 효과 이라는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한무 ,2013).종합해보면,빗물활용은 수몰지역 생성과 침 물 리 등 사회 ·환

경 문제를 동반하는 건설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수도 ,도시 내 불투수

면의 증가로 인한 도시형 홍수 등 기존의 물 리의 약 과 도시에서의 물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TheGlobalDevelopment

ResearchCenter,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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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시설에서의 빗물 사용

교육시설에서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릴 수 있는 이 은 유휴공간 활용과 수질,설

치 효과,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극 화될 수 있다.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일반 건축물

에 비해 넓은 옥상 면 과 운동장 등으로 인해 넓은 집수면 을 확보할 수 있어서 빗물

집수가 보다 쉬우며,학생과 교사 등 많은 사람이 생활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많으나

사용 용도는 손 씻기,청소,조경용수 등 비 음용수 주이기 때문에 빗물의 용도 설정

에 있어 다소 자유롭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0;김기 외,2014). 한,재난 시에는

교육시설이 피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재민들의 비상용수로 빗물을 사용할 수

있고,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빗물의 환경 의미를 인식하게 되고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기환경화’가 쉽게 되는 교육 효과도 릴 수 있다는 이다(서

은정,2012;이정미 & 이두곤,2012)·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빗물활용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빗물활용의 비용·편익분

석,해당 지역에서 실질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의 양 계산,교육시설의 건물 상황과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한 정 물탱크 용량 산정,빗물의 수질 등 경제성 분석이나 공학

내용 주의 연구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Jha·Shah,2015;Sungetal.,2010;Wunget

al.,2006;김기 외,2014;김정희,2008).교육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빗물인식과 물 낭

비경향에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연구의 상이 한국 학생들에 국한되어 다른

환경과 배경에 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서은정,2012).

이를 통하여 교육시설에서의 빗물이용이 제공하는 유용성과 빗물이용에 한 당

성을 밝히는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학교 내 이용자

들의 빗물에 한 인식 혹은 학교에서 빗물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

을 규명하는 등 빗물이용을 확장하기 해 선행되어야 할 사회학 연구는 다소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게다가 자카르타 내에서 빗물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분야를 막론하고 무하므로 교육시설에서의 빗물활용을 연구하

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삶의 여러 분야에 향을 끼치는 물의 특성상 지속가능발 목표에서 설정된 물 분

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단일 목표의 성취를 넘어 기타 주요목표의 달성과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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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한국의 물 분야 ODA 지원 황

(자료:OECD/DAC,2015)

연 되어 있으므로 물 문제 해결을 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증가 추세에 있다(손 수,

2012).특히 한 국가의 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 이나 원조집행기 이 개발도상국

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 의 흐름을 뜻

하는 공 개발원조(OD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에 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ODAKorea,2012).

우리나라도 2006년 이래 물 분야 ODA에 투자하는 액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그림 1> 참조),특히 녹색성장이 국가 비 으로 천명된 2008년 이후 개발도

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녹색 ODA 지원 규모가 차 증가하 고,그 일환으로

추진된 규모 로젝트인 '동아시아기후 트 십'에서 물 리 랜드마크 사업이 최우선

지원 분야로 떠오르면서 물 분야 ODA에 많은 지원 이 투입되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4).

개발원조 원회(OECD/DAC)의 코드를 따라 물 분야 ODA를 규모 망 생

시설,기본 식수 공 생 시설,하・폐수 처리,수자원 정책 행정 리,하천 개

발 등 세부 분야로 나 수 있는데,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세부 항목은 규모

망 생시설로 체 물 분야 ODA지원 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표 2>참조).

그 뒤를 이어 기본 식수 공 생 시설과 하・폐수 처리 시설이 각각 약 17%,7%

로 나타나 규모 망과 기본 식수 공 , 생 시설과 같은 수자원 기반시설 구축 사업

에 체 물 분야 ODA자 80%에 가까운 비율이 지원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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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백만불) 비율(%)

규모 망 생 시설 928.12 61.68%

기본 식수 공 생

시설
255.872 17%

수자원 정책 행정 리 68.664 4.56%

하폐수 처리 시설 110.743 7.36%

하천 개발 100.964 6.71%

수자원 보호 40.283 2.68%

수자원 련 교육 연수 0.102 0.01%

합계 1504.748 100%

표 22006-2013년 세부항목에 따른 한국의 물 분야 ODA 지원규모

(자료:OECD/DAC,2015)

국가 사업이름
사업성

격
지원기 지원규모

필리핀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마을 단 빗물이용

음용수공 지화

시범사업

재난

응형

환경부,

환경산업기술

원(KEITI)

한화 1.4억 원

(기획연구

포함)

필리핀 아나윔 등학교
식수

공 형

환경부,

환경산업기술

원(KEITI)

한화 1.8억원

탄자니

아

탄자니아 도도마

신양가 지역 식수개발사업

수자원

보충형

한국국제 력

단(KOICA),

한국농 공사

미화 150만 불

우간다

우간다 키란동고

민간단체(한국해비타트)

난민 지원사업

재난

응형

한국국제 력

단(KOICA)

미화 7만 5천

불

표 3빗물활용을 포함한 ODA 사업목록

이 빗물활용을 주제로 하거나 사업 빗물집수장치 설치가 포함된 ODA사업은

재난 시 빗물을 마시는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응형(필리핀,우간다),빈민

지역을 상으로 최소한의 식수를 추가 공 하는 식수공 형(베트남),상수도 미보 지

역에서 빗물을 활용해 물 부족 해소를 돕는 수자원보충형(탄자니아)으로 구분할 수 있

다(<표 3> 참조).언 된 사업 이외에도 정부 주도로 메콩 강 유역의 기후변화 응을

한 빗물 리사업(KOICA)과 몰디 의 해안침식,지하수 오염,물 부족을 해결을 한

빗물재활용 시설 건설(국립재난안 연구원)등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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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한 자료들로 미루어,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의 은 규모 기반시설

건설을 심으로 한 통 인 물 리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물 공

량을 늘려 개도국이 처한 당장 물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사용자가

생태계의 한계를 인식하며 물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반

면,빗물활용은 지속가능성의 에서 기존의 물 리 방식보다 정 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 분야 ODA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한 수 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가 수자원 공 확 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띠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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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역
역별 분석요소 사례조사의 내용 분석방법

연성 물

경로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인식되는 수자원

새로운 수원 개발 없이 가용

수자원 증가

인터뷰 삽입,

T-test

생태 지속가능성

보장

지반침하 방과 온실가스

배출 감
인터뷰 삽입

최종용도에 합한

빗물의 수질

재난 시 비상수자원으로

기능하는 빗물,빗물사용 후

수질에 한 시민들의 반응

인터뷰 삽입

후방 측 방식
장량에 기반을 두어 빗물

사용량 조
인터뷰 삽입

공동체가 참여하는 물

리

학교 내 구성원들의

리참여와 효과
인터뷰 삽입

교육

측면

빗물에 한 인식 제고
학생들의 빗물에 한 느낌,

빗물활용인식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개인 생 리 손 씻는 습 형성

인터뷰 삽입,

교차분석,

빈도분석,

T-test

표 4연구의 분석 틀

Ⅲ.분석 틀과 연구방법

1.연구의 분석 틀

이 연구는 연성 물 경로가 제안하는 다섯 가지 특성에 빗물활용의 실험장으로 학교

가 선택되었을 때 릴 수 있는 교육 측면을 추가하여 분석 틀로 활용하 다.학교에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일상 인 빗물활용의 경험을 얻게 되고,이는 빗물에 한

수용성을 높여 지하수나 지표수의 안으로 빗물을 사용하는 것에 한 거부감을 낮춰

시민들의 극 인 빗물활용을 끌어내 궁극 으로 새로운 수원개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물 리 달성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성 물 경로 이론에 따라 설정한 분석 틀은 그 내용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 수 있었는데,‘수자원을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인식’하는 항목에서는 새로운 수원

개발 없이도 학교 내의 가용 수자원이 증가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고,

‘생태 지속가능성 보장’측면에서는 지하수와 기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지반침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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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심으로 논하 다.이어서 ‘빗물의 최종용도에 맞는 수

질’에 해서는 홍수와 잦은 정 으로 인한 상황에서 유일한 비상수자원으로 기능하

는 빗물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기술하 다.달성하고 싶은 미래를 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지침을 세우는 ‘후방 측 방식의 계획 수립’에서는 빗물의 장량을 기반으로 재

의 사용량을 조 해 나가는 물 사용 방식을 조명하 고,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참여하는

물 리’와 련하여서는 학교 내 구성원들이 함께 빗물 집수설비를 리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 효과에 하여 논의하 다. 한,교육 측면에서는 학

생들의 빗물에 한 인식과 학생들의 개인 생 행동 증진에 을 맞추어 손 씻기 습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분석하 다(<표 4>참조).

2.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 조사와 면 면 ,직 배포 설문조사방법,직 찰을 주요 연

구방법으로 하여 진행하 다.사회 상의 구조 요소를 밝히는 데 합한 양 연구와

과정을 밝히는 데 합한 질 연구를 혼합하는 경우 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하여

상호보완 인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남궁근,2003).

1)면 조사

면 면 의 경우 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의 교장 혹은 빗물집수장치 리를 담

하는 교사 등 학교 내에서 빗물집수장치 사업에 해 이해도가 높으며 학교를 표하여

면 에 응하도록 내부에서 지목된 교사 총 9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반 구조화된 질

문지를 사용하여 사실 질문,특히 면 상자의 경험에 한 질문을 통해 재 활용되고

있는 빗물집수장치의 설치과정과 운 황,시설사용으로 인해 릴 수 있는 경제 ·교

육 효과,애로사항 등 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표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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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담자 특징

A 평교사.빗물집수장치 설치 시 참여함.

B 교장과 평교사.빗물집수장치 설치 시 참여함

C 교감과 평교사.빗물집수장치 설치 시 참여함.

D 교장.빗물집수장치 설치 후 부임

E
교장,빗물집수장치 설치 후 부임하 으나 부임지에서 빗물집수장치

설치에 함께 참여함

F 교장과 평교사.평교사만 빗물집수장치 설치 시 참여함.

G
교장,빗물집수장치 설치 후 부임하 으나 부임지에서 빗물집수장치

설치에 함께 참여함

H 교장.빗물집수장치 설치 후 부임

I 교장.빗물집수장치 설치 후 부임

표 6학교별 면담자 특징

연성 물 경로 이론과의

연 성
범주 질문내용

최종 사용 목 에의

합성

빗물집수장

치 설치과정

설치이유,설치과정의 애로사항,학교

내부의 반 의견

생태 지속가능성 담보

빗물집수장

치 설치

이후

학교에 일어난 변화,선생님들에게 끼친

향,아이들에게 끼친 향,장단 ,

교육에의 활용 여부,사용 시 애로사항

- 다른 학교
다른 학교의 반응,다른 학교 빗물집수

장치 미설치 이유,설치 추천 여부

목표 설정에 따른

행동계획
리

리 시 애로사항,유지비용과 출처,

상수도 병행사용 시 약되는 액,

빗물집수장치 설치 확 를 해 필요한

지원에 한 의견
공동체의 물 리 동참

최종 사용 목 에의

합성
빗물집수장

치 활용

빗물의 용도,물 약 략,지역주민들의

시설 사용 여부와 반응,주민을 포함한

리와 사용계획공동체의 물 리 동참

표 5면 질문지 구성

면 조사는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빗물집수장치 설치

이후 학교가 리고 있는 다양한 효과에 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가장 집 하 다.각

학교당 1회의 면담을 진행하 으며,연구 참여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 던 학교에서 진행되었

다.각 학교별 면담자의 특징은 <표 6>과 같으며,면 시 동의를 구한 후 면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사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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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01 47.2

여자 113 52.8

학교

KapukMuara5 등학교(설치학교) 66 30.8

KapukMuara3 등학교(미설치학교) 67 31.3

KapukMuara7 등학교(미설치학교) 81 37.9

표 7설문 상자의 통계 특성

면 한 내용은 해당 사례에 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탐색 연구가 필요하고,

설치 운 과정과 더불어 빗물집수장치가 가져온 변화와 효과를 조명하는 것이 요

함을 고려하여 사례연구방법을 따랐다.

2)설문조사

설문조사의 경우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한 곳의 등학교(SDN KapukMuara05)

와 이 학교와 같은 부지에 이웃하고 있지만,빗물집수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두 곳

의 등학교(SDN KapukMuara03,SDN KapukMuara07)의 6학년 학생들을 상으

로 설문을 하여 학교에서 행해지는 빗물활용이 학생들의 빗물에 한 인식과 생 행동

에 끼치는 향에 하여 조사하 다(<표 7>참조).

설문내용은 학교 내에서 개인 생 리를 한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알아보기 하

여 손 씻는 용,화장실 뒤처리용,깨끗한 물의 비상황에 하여 묻는 질문을 삽입하

다.이어서 학교에서 손 씻는 습 이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고,그 지 않은 경우 학생들

이 손을 씻을 때 불편하게 느끼는 지 이 무엇인지 악하기 한 문항이 비되었다.

나아가 건기와 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의 차이가 생 리 행동에 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하여 건기와 우기에 각각 손 씻는 횟수와 이유를 도록 하 다.다음으

로는 빗물에 한 인식과 수용성을 측정하기 해 빗물에 한 느낌을 도록 하 고,

빗물을 주요 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 의견을 물었다.마지막으로 '어린이의 환경

태도와 지식 측정도구 Children's EnvironmentalAttitude and Knowledge Scale;

CHEAKS' 향후 다짐(VerbalCommitment)과 실제 행동(Actualcommitment)에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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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문내용 참조

학교 내 물

사정
마실 물과 몸을 씻을 물 비상황

(UNICEF,

2011)
본인의 생

행동
손 씻는 습 과 횟수,건기와 우기의 차이

빗물에 한

인식

빗물의 질에 한 인식,빗물의 활용 가능

범
(서은정,2012)

환경인식과

태도
물 약 의지 행동

(Leeming,

Dwyer,·

Bracken,1995)

표 8설문지 구성

과 련된 문항을 발췌하여 물 약 의지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삽입하 다

(<표 8>참조).

각 학교당 설문조사를 해 두 번씩 방문하 는데,처음 방문에서는 모든 아이가 설

문을 작성하게 하 고,두 번째 방문에서는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일부 학생들을 상으

로 오류가 발견된 문항에 해 다시 응답을 작성하게 하 다.이와 같은 보완과정을 통

해 총 215개의 응답이 수집되어 범주에 따라 분석되었다.설문지 분석방법으로는 독립표

본 T-test검증,내용분석,빈도분석,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학교 내 빗물집수장치 설치집

단과 미설치집단 사이에 물에 한 근성과 빗물에 한 인식,학생들의 생 행동,환

경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

3)참여 찰

직 찰은 빗물집수장치 설치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Atmajaya 학의 연구

과 각 설치학교에서 이루어졌다.연구자는 Atmajaya 학교 내에 2016년 2월 10일부

터 3월 30일까지 매일 출근하여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조사,워크 등의 행사에

직 참여하면서 설치부터 리·보수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설치학교에 끊임없이 종합

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계속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는 모습을 주로 찰하 다.빗물집수장치 설치와 리과정에 한 문헌이 거의 없고,

참여 찰과정 없이는 로젝트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련 문헌에 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 찰을 통해 해당 정보를 습득하 다. 한,의과 학 학생들을 심으로

등학교에 제공되는 생활동 교육 로그램에도 참여하여 Atmajaya 학이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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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층 의 업무들과 설치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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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11년도 자카르타 수 위험도

(인도 시아재난방재청, 2011)

Ⅳ.북부 자카르타 학교 내 빗물이용의 개과정과 효과

1.연구 상지의 상황과 기후특성

1)북부 자카르타의 물 문제

북부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특별 주를 이루고 있는 6개의 하 행정 도시 하나로,

자바 해를 북쪽 경계로 삼아 해안가의 지 에 있어 해수면 상승과 기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동남아시아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시 2 에 선

정되었다(Nicholls,1995;Yusuf·Fransisco,2009).특히 북부 자카르타 지역은 높은 홍

수 험의 향권 아래 놓여 있는데(그림 1),자카르타를 통하는 13개의 강의 하류에

치할 뿐 아니라 매년 7.5~17cm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토지 부분이 해수면 이하로

가라앉고 있다.게다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홍수와 더불어 해수가 육지 쪽으로 려들

어 오는 형태의 홍수도 발생한다(NCICD,2014).

홍수 외에도 해수가 려들어 오면서 생기는 문제로는 지하수 에 해수가 침투되면

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이 있는데,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북부 자카르타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공동수도에서 물을 떠다 는 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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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북부자카르타의 물 스트 스 지수

(Ali,2010)

(watervendor)들에게 상수도 공 가보다 높은 액을 지불하고 맑은 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안이 없다(Bakkeretal.,2006;Barraqué,2010;Kurniasih,2008;SpecialUnit

forSouth-SouthCooperation,2012).Ali(2010)의 연구에서 수자원의 이용가능정도,수

질,수자원사용량을 고려하여 북부 자카르타의 물 스트 스 지수를 도출한 결과,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북부 자카르타에 있는 부분 지역이 물 스트 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3>참조).

이로 미루어,북부 자카르타가 당면한 물 문제는 크게 ‘고질 인 홍수,해수침투로

인한 지하수 오염,맑은 물 부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를 해소하기 한 다양한 층

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2)자카르타의 기후특성

인도네시아는 쾨펜-가이거 기후 구분에 따르면 열 몬순 기후로 분류할 수 있으

며,따라서 연 강수의 부분이 우기에 집 되고 있다.자카르타의 경우 연 강수량은 약

1,800mm에 달하며,강수량의 80%가 우기인 10월~5월에 집 된다.가장 비가 게 오는

달은 7월로 월평균 58mm의 비가 내리지만,가장 비가 많이 오는 1월에는 월평균

400mm의 비가 내린다(<그림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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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자카르타의 강수량과 온도 그래

(출처:Climate-data.org)

2.북부 자카르타 학교 내 빗물이용의 주요 흐름

1)설치배경

동남아시아 내 기후변화 향 취약지역 평가에서 부 자카르타에 이어 2 에 선정

된 북부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과 과도한 지하수 추출에 기인한 지반침하 때문에 해수

가 지하수면에 침투하여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부 한 상황이다(Yusuf·

Fransisco,2009).게다가 일부 지역은 여 히 상수도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

로 북부 자카르타 주민들은 원가보다 많게는 15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물 매원을 통해 물을 사는 등 깨끗한 물에 한 근성이 매우 떨어진다(Special

UnitforSouth-SouthCooperation,2012).

경제 ·환경 으로 소외된 지역인 북부 자카르타의 주민들을 하여 지 가톨릭

재단에서 설립한 Atmajaya 학교의 의과 학 학생들은 2000년도에 DABIN(Daerah

Binaan;지역개발)이라는 사동아리를 개설하여 빈곤층의 보건문제 해결을 돕는 사

활동을 이어왔다.2009년부터는 지역사회의 등학교들을 상으로 ‘손 씻기 운동’을 벌

여 왔는데,당시 사활동의 상이 되는 학교들에 상수도 이 설치되지 않아 맑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이에 Atmajaya 사동아리 학생들은 아이들에게 손 씻는 방법을

가르칠 때 큰 양동이에 물을 담아 비 와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손 씻기 운동을 진행하

다.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Atmajaya 학 교직원 한 명이 코카콜라재단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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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기 Ahok주지사 개입 Ahok주지사 개입 후

해당학교 A B,C,D,E,F,G,H,I

차이

� 자카르타 주 정부로 소유권

이 이양되지 않음.

� 학교운 지원 에서 청소

등 규모가 큰 유지·보수 활

동을 해 별도의 산을

책정할 수 없음.

� 자카르타 주 정부로 소유권이

이양되었음.

� 학교운 지원 에서 청소 등

규모가 큰 유지·보수 활동을

해 별도로 산책정이 가능

함.

표 9빗물집수장치 설치 시기별 차이

련 시설 후원 요청을 하 고,그 결과 2010년에 처음으로 3개의 빗물집수장치와 7개의

수돗가(handwashingstation)가 자카르타 근교 도시에 세워지게 되었다.

코카콜라 사의 후원하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사활동에 박차를

가하 고,외부인사 청 행사에서도 성공 인 동아리 활동으로 소개되기에 이르 다.

하루는 Atmajaya 학이 주최한 ‘건강 리 련 기업가 정신’강연을 해 당시 자카르

타 부주지사이자 자카르타 주지사인 BasukiTjahajaPurnama(일명 Ahok)를 연사로

하 고,마침 그 자리에서 로젝트 담당자인 Liling교수가 코카콜라 사와 진행했

던 빗물집수장치와 수돗가 로젝트에 해 발표하게 되었다.발표를 들은 후 해당 사업

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단한 Ahok자카르타 주지사는 Atmajaya

학과 Barito재단,YAMAHA의 사회공헌활동 부서를 직 연결해주었다.Liling교수는

지난 로젝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Barito재단과 YAMAHA의 사회공헌활동 담당자에

게 빗물집수장치 설치 제안서를 제출하 고, 정 으로 검토되어 Barito재단에서 세

곳,YAMAHA에서 두 곳의 학교에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하기에 이르 다.

2013년 4월,122번 학교에 설치된 빗물집수장치의 기공식에 Ahok주지사가 참여

하여 빗물집수장치 설치 로그램을 공인하 고,향후 자카르타 내 100개의 학교에 빗

물집수장치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뜻을 밝혔다(Okezone,2013.04.26).그리고

이 자리에 된 코카콜라재단은 한 번 더 빗물집수장치 설치 로그램에 동참하기 원

한다는 뜻을 했고,그 결과 추가로 3곳의 학교에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빗물집수장치 설치 시기를 크게 Ahok자카르타 주지사의 개입

과 개입 후로 구분할 수 있다.두 단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학교에 설치된 빗

물집수장치의 소유권을 자카르타 시 정부로 이양하는지의 여부이다.이에 따라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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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BantuanOperasionalPendidikan;BOP)에서 공식 으로 빗물집수장치 유지·보수

에 따른 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다르기 때문이다(<표 9> 참조).Ahok자카르타 주

지사가 빗물집수장치 로젝트에 심을 가지고 주 정부 차원에서 행정 으로 지원하기

에 설치가 이루어졌던 A 학교의 경우 아직도 학교운 지원 에서 규모의 시설 유

지·보수비용을 보조할 수 없다.따라서 다른 학교들처럼 3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거나

시설을 보수하기 해 산을 책정하는 것이 까다롭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Liling교수가 자카르타 교육청 등 정부에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고쳐지지

않는 상황이다.

2)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 선발과정과 기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할 학교 선발과정은 북부 자카르타 교육청(Suku Dinas

Pendidikan;SUDIN)과 Atmajaya 학의 업으로 이루어졌다.교육청이 내의 학교

빗물집수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지들을 추천하면 Atmajaya 학 측

에서는 ‘가능한 한 학 캠퍼스와 가까운 Penjaringan구에 치하여 리가 쉬울 것,

물 사정이 좋지 않을 것,상수도가 없는 곳일 것,건물의 연한이 오래되지 않아 처마에

빗물받이 설치가 가능할 것,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에

맞는 학교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 다.

3)설치과정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할 학교가 결정되고 난 후에는 가장 먼 교장,교사,학부모,

자카르타 공무원,교육부 공무원,북부 자카르타 교육청 공무원 등을 청하여 빗물집수

장치란 어떤 것이며, 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에 한 설명회

를 개최하 다.

각 학교에는 42,000리터의 빗물을 장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함께 5~6구의

수도꼭지가 있는 수돗가를 건설하 으며,평균 약 1억3천만 루피아(한화 약 1300만 원)

의 시공비가 소요되었다.북부 자카르타의 약한 지반을 고려하여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하

기 땅속에 수십 개에 달하는 나무 장 를 심어 넣어 지반을 탄탄하게 해 빗물집수

장치가 지탱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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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빗물집수장치 리 인 시설 리인과 Atmajaya

그림 5A 학교에 설치된 빗물집수장치 모습

4)설치 후 리

빗물집수장치 설치 후 각 학교에는 교육감,교장,체육 교사,양호담당교사,학교

시설 리인 등으로 이루어진 빗물이용 리 이 조직되었다.지붕을 비롯하여 외부에 노

출된 장치는 한 달에 한 번 세척하고,침 조와 류조 등 물을 장하고 외부와의

이 없는 시설은 3개월에 한 번씩 세척하도록 되어 있어 빗물이용 리 이 이를 실행하

는 데 필요한 산과 청소시행일을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6>참조).

지붕부터 수조까지 체 으로 하는 청소는 외부인력을 사용하여 3년에 한 번

씩 시행하고 있으며,Ahok주지사의 개입 에 지어져 시설이 미처 자카르타 주 정부에

인계가 되지 않은 A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는 청소 명목으로 시설 리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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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다.Atmajaya 학 측에서는 학교에서 빗물집수장치가 계속 활용될 수 있도

록 학교 시설 리인을 상으로 빗물집수장치 청소· 리방법을 교육하고,시기에 따라

정수 필터교체 등 소모품 리를 진행하 다.그뿐만 아니라, 교생을 상으로 한 빗

물집수장치 교육과 건강한 생활습 확산을 한 ‘꼬마 의사들’ 로그램 진행,학부모

면담을 통한 빗물활용에 한 인식조사 등 다양한 역에서 빗물활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3.학교 내 빗물이용의 효과

1)가용 수자원 증가

수자원을 서비스로 이해하면 인 으로 물 공 량을 늘리지 않거나,오히려 더

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어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 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한 학교의 경우,상수도를 확장하거나 더 많은 지하수 정을

개발하는 등의 새로운 수원을 확 하기 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용 수 자원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리고 있다.빗물은 지하수보다 이동 거리가 짧아 보다 맑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우기에는 많은 양의 비가 집 으로 내리기 때문에 빗물집수장치가 본

격 으로 가동되는 우기에는 가용수량이 증가한다.이를 통하여 학교 장 내에서 겪던

물 부족 문제가 개선되었고,가용 수자원 양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리 등 학교 시설물

의 생 리도 보다 더 수월해지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건기에)가뭄이 들면 학교에서 쓸 물이 없어서 주변 모스크에서

물을 가져다 쓰고 그랬어요.그런데 이 학교로 근 온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요.

(H학교, 교장)

지 은 아이들이 소변을 보고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물이 충분해요. 에는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소변을 본 후에 뒤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가끔

학교 리인이 발견하고 “어휴”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랬죠. (A학교, 교장)

사용자인 학생들도 빗물집수장치 미설치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학교 내에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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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학교에서 손 씻는 용도의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가?

있음 66 4.379 .5755

없음 148 4.047 .6209

t(p) 3.797(.000)

표 10빗물집수장치 유무에 따른 손 씻는 용도의 수량에 한 인식 차이

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학교에서 화장실 뒤처리

용도의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가?

있음 66 4.258 .5632

없음 148 3.959 .6568

t(p) 3.389(.001)

표 11빗물집수장치 유무에 따른 화장실 뒤처리 용도의 수량에 한 인식

차이

씻거나 화장실 뒤처리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량과 깨끗한 물의 양이 더 풍부하다

고 직 느끼고 있었다.학교에서 손 씻는 용도,화장실 뒤처리 용도의 수량과 맑은 물

의 양에 한 인식에서 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해 두 집단

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각각 <표 10>,<표 11>,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1,<.05,<.01

학교에서 손 씻는 용도의 수량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두 학교 모두 체로 수

량에 해 ‘충분하다(4 )’고 인식하고 있었으나,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평균

(4.379)이 그 지 않은 학교의 평균(4.0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05에서

빗물집수장치 유무에 따른 손 씻는 용도의 수량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결론 으로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손 씻는

용도의 물을 더 충분하게 얻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5,<.01

학교에서 화장실 뒤처리 용도의 수량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두 학교 모두 체

로 수량에 해 ‘충분하다(4 )’고 인식하고 있었으나,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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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학교에서 깨끗한 물이 충분히

제공되는가?

있음 66 3.409 .9443

없음 148 2.845 .7623

t(p) 4.275(.000)

표12빗물집수장치 유무에 따른 깨끗한 물 수량에 한 인식 차이

균(4.258)이 그 지 않은 학교의 평균(3.9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05에서

빗물집수장치 유무에 따른 화장실 뒤처리 용도의 수량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결론 으로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

장실 뒤처리 용도의 물을 더 충분하게 얻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5,<.01

학교에서 제공되는 깨끗한 물의 수량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두 학교 모두 체

로 수량에 해 ‘부족하거나(2 )보통(3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빗물집수장치가

설된 학교의 평균(3.409)이 그 지 않은 학교의 평균(2.8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에서 빗물집수장치 유무에 따른 깨끗한 물의 수량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결론 으로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에서 깨끗한 물을 더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한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에서 비되는 물

의 양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실제로도 가용 수자원 양의 증가에 따라 화장실

생 리 등 이 에는 불가능했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인 인 방법으

로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릴 수 있는 서비스의 범 가 더 넓어진 것으

로,빗물활용이 지속가능한 물 리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생태 지속가능성 고려

생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물 사용량이 생태 한계를 넘지 않는 수

으로 지속하여야 하며,이때 인간에 의한 물 사용량뿐 아니라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물 사용자의 범 를 인간에서 생태계로 확

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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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북부 자카르타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심각한

지반 침하를 겪고 있으며,자바 해에 맞닿아 있는 일부 지역은 이미 해수면보다 지 가

낮다(Budiyono,Aerts,Tollenaar,·Ward,2015).게다가 기후변화의 향으로 인한

Java해 주면의 해수면 상승까지 겹쳐 북부 자카르타 지역의 지하수는 해수로 오염되

고,지표는 항상 바닷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Strassburgetal.,2014)(<그

림 7> 참조).이는 생태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물 사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과로,지하수를 주요 수원으로 사용하는 재의 생활방식을 지속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 망된다.

그림 7평시에도 해수가 고여 있는 북부 자카르타 일부 지역의 모습

빗물집수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부분은 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지

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고 있으며,보통 2부제로 진행되어 학교 당 평균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양의 물을 공 하다 보니 과다한 지하수 사용으로 북부 자카르

타의 지반침하를 진하고 있는 상황이다.학교에서도 지하수 사용이 지반침하를 일으키

고 장기 으로는 환경에 좋지 않은 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지하수 외에

생활용수를 공 할 수 있는 안 인 수원이 없으므로 계속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우기와 건기 일부에 빗물집수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 최소

4개월간 학교에서 필요한 생활용수를 지하수에서 빗물로 체하 고,이에 따라 지반침

하를 방하는 효과를 리고 있다 .

우물을 서 사용하면 지반이 내려앉지요.그 지만 (우물 외엔)선택권이 없어요.

게다가 지하수 수질도 좋지 않아서 물 색깔이 고 (벽 등에)얼룩이 남아요.

(B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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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빗물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 감에도 기여하게 되는데,지하수를 사

용하는 경우 석유나 기로 모터를 작동시켜 지하의 물을 지표로 끌어올린 후 그 물을

다시 높은 곳에 있는 물탱크로 옮기는 과정까지 총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게다가 학

생들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 외에도 학교보안을 한 경비인력과 그의 가족들이

학교 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장시간 펌 를 가동해야만 한다.반면,빗물집수장치를 사

용할 경우 지붕 경사면에서 빗물을 집수하여 무동력으로 1층에 있는 빗물 장조에

장하고, 장된 빗물을 높은 곳에 있는 물탱크로 옮길 때만 모터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격히 낮아진다.

우물을 사용하면,(모터 펌 ) 원을 계속 켜 놓아야 해요 (B학교,평교사)

종합해보면,빗물사용을 통해 지하수 사용을 억제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부 자카르타의 지반침하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으며, 기나 석유를 사용하는

모터 펌 의 가동횟수도 어들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있다.따라서,학교에서의

빗물활용은 지역의 생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안 수자원 공

물의 용도는 음용에서부터 청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최종 용도에 따라 요

구되는 수질이 모두 다르므로,공 되는 모든 생활용수가 마실 수 있는 수 일 필요는

없다.따라서 빗물사용과 허드렛물 재사용 등 물이 최종 으로 버려지기 여러 번 순

환되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 이상의 처리 과정에 소용되는 에 지와 비용을

감하고 궁극 으로는 물 사용을 이는 데 효과 이다.

북부 자카르타는 13개 강의 하류에 치하는 동시에 해수면보다 지 가 낮아 매년

우기 때마다 큰 홍수피해를 겪고 있다.재난 시, 장된 빗물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매해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북부 자카르타에서 긴 용수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학교의

입지 특성상 주변 지역보다 다소 지 가 높은 곳에 지어지거나 콘크리트로 지 를 높이

는 공사를 한 후 지어지기 때문에 홍수 시 일부 학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수가 나면 물은 많으나 정작 마시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만

한 수질의 물은 없으므로 오히려 물 부족 상을 겪게 되는데,이때 빗물집수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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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빗물은 재해 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수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우리 학교는 홍수가 나면 피소로 쓰여요.(홍수가 나면)자동으로 지하수는 다

오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빗물을 사용하죠.큰 홍수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고 모두가 빗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그때는 지하수를 쓸 수가 없고,

지하수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H학교, 교장)

홍수가 발생할 경우,2차 피해를 막기 해 기와 수도공 이 완 히 단되므로

학교로 피할 만큼 수해를 입지 않은 가정이라도 생활용수를 공 받기가 어려우므로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학교에서 필요한 물을 구하기도 한다.

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면 무 불편하잖아요.물은 필요한 것 의 하나인데.

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겨도 우리는 빗물집수장치가 있어서 안심되고,필요한

사람들이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D학교, 교장)

한,홍수 후 주변 청소와 집기 정돈같이 뛰어난 수질이 필요하지 않지만 많은 수

량이 필요한 사용처에 상수도나 지하수 신 빗물을 사용하여 최종 용도에 합한 수질

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제 인 물 사용을 경험하 다.

희가 진짜로 빗물집수장치를 유용하게 썼던 때는 학교가 물에 잠겼을 때요.이

소 들 다 씻어내고.원래 같았으면 비싼 돈(수도요 )내야 하는 건데,우리는

빗물집수장치가 있으니 당시 물에 잠기었던 이 많은 것들을 다 씻어냈죠.

(A학교,일반 교사)

홍수 등 재난 상황 외에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빗물을 이용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데,불안정한 기 공 으로 인해 잦은 정 이 발생하고,

정 으로 인해 지하수를 끌어올릴 모터 펌 를 작동시킬 수 없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

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사람들이 (학교로)와서 물을 조 달라고

하더라고요.정 되면 지하수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희는 다행인 거죠.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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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력 상황에 의존 일 수밖에 없어요.

(B학교,평교사)

특이할 은,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교에 장된 빗물을 사용해 보게 된 빗물활용경

험자들은 지역의 지하수에 비해 빗물이 상 으로 좋은 수질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며,

장된 빗물을 끓여 식수로 사용하는 등 빗물의 수질에 해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빗물이 엄청 유용하죠.다른 물들이 다 오염된 와 에 깨끗한 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가끔은 마시기도 해요.먼 끓인 다음에요.물론 의학 으로 마셔도 되는

물인지 검증해보지는 않았지만 어 든 (빗물을)끓인 후 마신다는 거죠.

(G학교, 교장)

이는 주변 청소나 작물 기르기 등 비 음용수의 기능에 국한된 빗물 사용이 나타나

는 선진국에 비해 빗물의 최종용도가 확장된 양상으로,북부 자카르타의 상황에서 발휘

될 수 있는 빗물의 최 기능을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빗물 수용성도 높아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북부 자카르타에서 빗물은 비상시에 공 되는 유일한 수원이며,재해나

정 시 빗물을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지게 된 주민들이 빗물의 수질에 해 신뢰하게 되

면서 빗물의 최종 용도가 마시는 수 까지 확장되어 지하수나 많은 처리를 거친 수돗물,

병입수 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리고 있다.

4)자원의 한계를 인식한 물 사용

재의 수요에 기 하여 미래의 수요를 측해 그것에 맞게 물 공 량을 늘려가는

기존의 방식은 사용자의 물 약 노력을 배제하고 수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

에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미래의 정 사용량을 미리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해서 재의 생활양식을 바꾸어나가는 후방 측(Backcasting)방식이 요구

된다.

빗물을 사용하고 있는 북부 자카르타의 학교들에서는 장된 빗물의 양에 따라

재의 사용량을 조 해가는 사용방식이 나타났다.빗물의 특성상 우기 시에만 원활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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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사용자들은 우기에서 건기로 가까워져 갈

수록 그것에 맞게 장된 빗물의 소비를 조 하고 있었다.

건기에도 계속 장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기에 건기 비를 해요.건기에

수돗물이 끊기면 빗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우기에 물론 빗물을 쓰긴 하지만,

수돗물 공 이 잘 될 땐 우기에도 ( 장된 빗물을 아끼기 해)일부러 빗물과

수돗물을 돌려가면서 쓸 때가 있어요. (A학교,평교사)

다만 학교 내에서 빗물 외에도 지하수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 물

사용량이 아닌 ‘빗물’의 사용량을 감소시킨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한정된

물의 양을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사용량을 조 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지속

가능한 물 사용방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사용자 참여형 물 리

물 공 의 주체와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물 리와 운 에 있어 사용

자들의 의견이 극 으로 반 되도록 할 때 물 리의 거버 스가 형성되고,이를 통해

물 리에 한 주권이 기술자의 역에서 사용자의 역까지 내려오게 된다.

북부 자카르타에서 빗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학교에서는 빗물집수장치 리

에 사용자인 학생들을 극 으로 동참시키고 있었다.

학생 에 빗물집수장치 리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을

꾸렸어요.자기들 스스로가 빗물받이와 이 를 검하고,시설 리인이 작업할 땐

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F학교,평교사)

학교에서의 빗물활용 경험은 가정에서의 물 사용에도 향을 미쳐 학생 일부가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 빗물사용의 이 을 알리며 집에 가서도 빗물을 이용하거나 빗물

집수장치의 원리를 집에서 용해보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하 다.

여기에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빗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의식 으로 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빗물을 양동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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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서 받아서 사용한다고 해요.부모님이 “물이 많은데 왜 그러니?”하고

질문하면 “엄마,이래 보여도 꽤 돼요.비록 양동이 하나 정도이지만 수돗물 안 써도

되잖아요!”이 게 답한 요.아이들이 벌써 이 게 (빗물활용을)시작하고 있어요.

(A학교,평교사)

학부모들이 많이 격려해주세요.아이들이 빗물집수장치 청소를 도우면서 어떻게

필터를 만들고 물을 정화하는 지를 보고 배우게 된 거 요.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들이 (본 로)만들어본 요. (F학교,평교사)

게다가,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청소를 제외하고 평소에 하는 시설 리에는 큰

액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빗물집수장치 리를 해 산을 따로 책정할 필요 없이

학교의 시설물 리 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여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다.

(돈이)많이 안 들어요.그냥 (필터)교환하는 정도니까 한 달에 많아 야 5만

루피아에서 7만 루피아(한화 약 5천 원~7천 원)정도?그리고 수고하신다고 인부들

담뱃값 좀 챙겨드리는 정도죠. (H학교, 교장)

오히려 빗물집수장치 설치 이후 기요 과 수도요 이 약되어 학교운 비 지출

이 감소하는 효과를 리고 있으므로 학교재정에 도움이 된다.

우기에는 기요 이 계속 감소해요.올해는 두 달에 400만 루피아(한화 약 40만 원)

정도를 내다가 빗물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250만 루피아(한화 약 25만 원)로

어들었어요.이제 막 우기에 어들어서 그 지 다음 달 청구서에는 요 이 더

게 나올 거에요.50만 루피아(한화 약 5만 원)정도?만약 빗물집수장치가 없고

우물물을 계속 썼더라면 기를 계속 쓰게 되는 거죠. (B학교, 교장)

종합해보면,빗물 사용자인 학생들에게 빗물 리의 주도 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물 리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고,경제 으로도 공공요 약과 낮은 유지

리비용으로 학교는 장기 으로 비용을 능가한 편익을 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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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빗물에 한 인식 제고

자연에 한 직·간 경험들은 환경인식에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빗물

사용 경험이 빗물에 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빗물에 한 인식은 빗

물 사용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김 희,2002;서은정,2012).따라서 정 인 빗물

사용경험은 빗물에 한 수용성을 높이고 빗물의 활용범 를 넓히게 된다.

그림 8‘빗물에 한 느낌’분석결과

빗물을 사용하는 학생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을 상으로 하여 빗물에 한 느낌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뒤,빗물의 수질이나 용도에 해 정 으로 묘사한 답변은

‘정 ’,단순히 빗물의 기능만 나열하거나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을 동시에 나

열하 을 경우는 ‘립 ’,빗물의 수질이나 특징에 하여 부정 으로 묘사한 답변은

‘부정 ’반응으로 코딩하여 내용분석을 한 결과, 체 답변 ‘정 ’이 153명(71.5%),

‘부정 ’이 39명(18.2%),‘립 ’이 22명(10.3%)으로 빗물 사용 여부와 계없이 체로

빗물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8>참조).

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빗물에 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이 나타났는데,값은 8.681로 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가

빗물에 한 느낌의 차이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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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빗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요한 수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가?

있음 66 3.485 1.1799

없음 148 2.818 1.1840

t(p) -3.812(.000)

표 14일상 빗물사용 여부에 따른 빗물활용인식 차이

구분
빗물에 한 느낌(%)



정 립 부정

빗물집수장

치

있음
54

(81.8)

1

(1.5)

11

(16.7)

8.681**

(.013)
없음

99

(66.9)

21

(14.2)

28

(18.9)

계
153

(71.5)

22

(10.3)

39

(18.2)

표 13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빗물에 한 느낌 차이

(N=241)

<.1,<.05,<.01

결과를 살펴보면,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한 학교 학생 빗물에 해 정 느낌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은 54명(81.8%)이지만 미설치 학교 학생 에서는 99명(66.9%)에 불

과했다. 립 인 답변을 한 학생은 각각 1명(1.5%)과 21명(14.2%)으로 가장 낮은 비율

을 차지했으며,부정 인 답변을 한 학생은 각각 11명(16.7%)과 28명(18.9%)이었다.이

를 통해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한 학교 학생들이 상 으로 빗물에 한 정 인 느낌

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립 의견을 가진 미설치 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의견을 가

진 설치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일상 으로 빗물을 사용하고 있는 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의 학생들과 그

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 간에 빗물활용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기법으로 분석하여 <표 14>의 결과를 도출하

다.

<.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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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요한 수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 의견을 물어 으로

써 빗물활용에 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평균(3.485)이

그 지 않은 학교의 평균(2.8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05에서 일상 빗

물사용에 따른 빗물활용인식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빗

물을 일상 으로 사용하고 있는 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의 학생들이 빗물이 일상생활에

서 가장 요한 수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더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빗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빗물에 해서 더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주요 수원으로 빗물을 채택

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개인 생 행동 개선

빗물이용 이후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생 리에 경각심을 가지

게 되고 생 행동을 습 화하게 되는 것으로,특히 손 씻는 습 이 형성된다.

아이들이 이 보다 손 씻는 것을 더 좋아해요.(빗물집수장치 설치)이 보다

개인 생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 에 보여요. 에는 물을 구하기가 다소

어려워서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것을 귀찮아했어요. 그 지만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이후에는 아이들이 훨씬 자주 손을 씻어요.조 씩이지만

더 개인 생을 리할 알게 되는 것이죠. (A학교,일반교사)

이와 같은 주장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빗물집수

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손 씻는 습 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하

다.그 결과,값은 17.238로 도출되었으며 빗물집수장치의 설치여부가 학생들의 손 씻는

습 형성 차이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15>참조).빗물집수장치

를 설치한 학교 학생들은 98.5%가 학교에서 손을 씻는 행동을 습 화하 고 1.5%가 손

씻는 행동이 습 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빗물집수장치가 없는 학교의 학생 손 씻

는 습 을 들인 학생은 75%에 불과하고 25%에 달하는 학생이 손 씻는 습 을 형성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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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손 씻는 습 형성(%)



습 형성 됨 습 형성 안 됨

빗물집수장

치

있음
65

(98.5)

1

(1.5) 17.238***

(.000)
없음

111

(75)

37

(25)

계
176

(82.2)

38

(17.8)

표 15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손 씻는 습 형성 차이

(N=241)

그림 9손 씻는 습 미형성 이유

<.1,<.05,<.01

학교에서 손을 씻는 것이 습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 이유에 하여 설문한 결

과,‘손 씻는 장소가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았고,‘물이 더러워서’가

37.3%,‘물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13.7%,‘귀찮아서’가 7.8%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9>

참조).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빗물 장조와 수돗가(HandWashingStation)가 함

께 설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며(<그림 10>

참조),빗물의 수질 한 해수로 오염되어 있는 북부 자카르타 지역의 지하수에 비해 훨

씬 깨끗하고 사용 가능한 물의 양도 늘어나게 되므로 학생들의 개인 생 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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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빗물집수장치와 함께 설치되는 수돗가(HandWashingStation)

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우기 시 손 씻는 횟수

있음 64 3.109 1.4155

없음 140 2.879 1.5148

t(p) 1.303(.304)

표 16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우기 시 손 씻는 횟수 비교

환경조성에 상당하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E학교에서 경험된 바 있었는데,빗물집수장치 설치 편리하

고 깨끗하게 손을 씻기에는 열악했던 환경과 수질이 빗물집수장치 설치 후에는 상당히

개선되어 학생들의 생 리가 보다 쉬워진 것이다.

에는 아이들이 손 씻는 곳이 그냥 드럼통 같은 라스틱 물통이었어요.그래서

(물의 양이) 조 밖에 안 되었지요.하지만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이후에는

아이들이 쓰 기 주운 후에도 손을 씻고,밥 먹은 후에도 손을 씻는 등 아주 용도가

다양해요. 엔 수질도 안 좋았어요.이틀이나 사흘 정도 있으면 달라붙어요.물이

벽에 달라붙었어요. (E학교, 교장)

실제로 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라 비가 집 으로 내리는 우기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에 손을 씻는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T-test기법을 사

용해 분석한 결과,<표 16>과 <표 17>로 나타났다.잘못된 분석을 피하고자 하루에 10

회 이상 손을 씻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결측값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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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건기 시 손 씻는 횟수

있음 64 2.594 1.6782

없음 140 2.971 1.8735

t(p) -1.379(.169)

표 17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건기 시 손 씻는 횟수 비교

그림 11우기 시 손 씻는 이유로 지목된 물의 변화

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우기 시 손 씻는 횟수를 비교한 결과 빗물집수장치

설치 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3.109회로,미설치 학교 학생들의 평균인 2.879회보다 높았으

나 p<.05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건기 시 손 씻는 횟수를 비교한 결과 빗물집수장치

미설치 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2.971회로,오히려 설치 학교 학생들의 평균인 2.594회보다

높았으나 p<.05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빗물집수장

치의 유무에 따른 손 씻는 횟수에는 우기와 건기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응답자들이 우기와 건기에 각각 손을 씻는 이유를 어보도록 하 는데,여러

응답 손을 씻는 이유가 수질과 수량에 계된 응답을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하 다.

수질과 수량에 있어 정 인 변화( :우기에는 물을 구하기 쉽다,물이 깨끗하다 등)

를 서술하 을 때에는 ‘정 ’으로,수질과 수량에 있어 부정 인 변화( :건기에는 물

이 없다,물이 끈 거린다 등)를 서술하 을 때에는 ‘부정 ’으로 코딩하여 손 씻는 이유

로 물의 상태변화를 지목한 학생들이 물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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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건기 시 손 씻는 이유로 지목된 물의 변화

우기의 경우 204개의 유효 응답 28개의 응답에서 물의 변화가 손을 씻는 이유로

지목되었으며,그 22명(78.6%)이 정 인 변화를,6명(21.4%)이 부정 인 변화를 언

하 다(<그림 11>참조).

건기의 경우 204개의 유효 응답 49개의 응답에서 물의 변화가 손을 씻는 이유로

지목되었으며,그 1명(2%)이 정 인 변화를,48명(98%)이 부정 인 변화를 언 하

다(<그림 12>참조).

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빗물집수장치 설치는 학생들이 손 씻는 습 을 형성하

는 데에 도움을 주어 개인 생 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이는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되

면서 손 씻는 습 형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악된

다.그러나 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가 우기와 건기의 손 씻는 횟수 차이에 향을 미치

지는 못하 고,다만 손 씻는 횟수와 련된 이유로 물의 변화가 지목된 경우 학생들은

우기에는 수질이 개선되고 물의 양이 많아졌으며 건기에는 수질이 악화하고 물의 양도

어든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4.학교 내 빗물이용의 한계

1)시설 리의 어려움

모든 학교는 빗물집수장치 유지·보수에 있어 설치 이후부터 재까지 Atma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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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측의 계속된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그 이유는 설치학교가 시의 하고 능동 으로

빗물집수장치를 리할 만한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희는 항상 Atmajaya 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문제가 생기면 바로 Liling

교수님께 화를 걸었어요. (C학교, 교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를 들면 번에 했던 빗물집수장치 청소

같은 건 학교에서 (자체인력으로)할 수가 없고,외부에서 인력을 들여와야 하는데

Liling교수님 이 창의 인 방법을 찾아주셔서 해결했지요.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H학교, 교장)

한,학교행정에 있어 올해부터 큰 변화가 생겼는데,작년까지는 으로 비용 지

출이 가능하 으나 자카르타에 자정부가 도입되면서 e-money제도가 생겨 모든 비용

지출과 회계처리를 앙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다.문제는,정부가 시스템상에 빗

물집수장치 유지·보수를 한 항목을 생성시켜 주지 않으면 학교는 해당 산을 집행할

수 없어 3년에 한 번씩 지출해야 하는 청소 비용 400만 루피아(한화 약 40만 원)를 집

행할 수 없게 된다.만일 이를 무시하고 산을 집행할 시에는 부패척결 원회(Komisi

PemberantasanKorupsi;KPK)에 발될 소지가 있어 매우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한다.

재까지는 빗물집수장치 항목이 없어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 학교들이 모여 교육청에

빗물집수장치 항목 개설을 요청하 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 수기(手記)로 하는 거 죠.우리가 항목을 기재하고,(필요한

산을) 넣는 거 으니까요.그런데 지 은 온라인으로 다 처리해야 되어서,

(빗물집수장치 리를 한 항목을)만들어달라고 건의는 해 놨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었어요.빗물집수장치 설치한 학교끼리 모여서 같이 건의했는데도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I학교, 교장)

게다가 청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는 자카르타 주지사인 Ahok이 빗

물 로젝트에 개입한 이후에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한 학교로,이 경우에는 빗물집수장치

가 자카르타 주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특별 산 지출이 가능하다.그러나 Ahok주

지사가 로젝트에 개입하기 이 에 시설이 설치된 A 학교의 경우 빗물집수장치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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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으로 인계가 되지 않아서 빗물집수장치를 한 별도의 학교운 비가 책정될

수 없고,따라서 수리나 청소 등 비교 큰 액수의 액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빗물집수장치만을 한 재정을 좀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시설이

고장 나서 지 처럼 물이 새거나 할 때는 학교운 비로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고쳐야 하는데,쉽지가 않아요. (A학교,평교사)

향후 시설 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행정 인 부분에서는 자카르타 주

정부의 극 개입이 필수 이고,시설 리 면에서는 빗물집수장치 설치 학교들이 연

합하여 공동 리를 진행하는 등 개별 학교의 부담을 덜 방안을 채택하여 장기 으로

Atmajaya 학에 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2)시설사용으로부터 지역주민 배제

모든 학교에서 홍수나 정 과 같은 긴 상황을 제외하고 빗물집수장치의 정기 사

용이나 리에 지역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에 해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원래 이 시설을 설치했던 목 이 학교를 한 것이었으니까요.만약 지역주민을

한 것이라면 좀 더 열려있는 공공장소 같은 곳에 (빗물집수장치를)둬야겠지요.

물이 아주 많이 다 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진 물을 나 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정기 으로는 오직 학교만을 해서 써야 합니다.

(D학교, 교장)

일부 교사들은 지역주민의 성향과 지역의 분 기에 해서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하

기도 하 는데,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지역에 한 주민들의 애착이 고 체

로 거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니까 (기물을)망가뜨리지 말아야지’이런 생각들이 없어요.여기 지역이 좀

거칠어요.그래서 우리가 좀 거친 사람들과 맞서게 되는 일이 있으면,결국 (그들이)

학교 시설물을 손해요.주인의식이 없는 거죠.자기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데도 그 다니까요.게다가 교육활동을 지지해주려는 인식이 무 없어요.

(I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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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자카르타는 수지나 해안,강가를 따라 거 한 비정형 주택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빗물활용이 지역사회까지 확 되면 환경 으로도 지반 침하를 완화하고

경제 으로도 상수도가 없는 가정이 물에 지출하는 비용을 일 수 있어 빗물활용으로

부터 릴 수 있는 편익이 높다.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빗물집수장치 리

에 참여하고 장된 빗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이 고안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3)물 약 교육 부재

빗물을 사용하게 되면 값을 치르지 않고도 이 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물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이는 국내의 학생들을 상

으로 빗물인식을 조사한 서은정(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의 학생들도 수시로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통제하기 해 물 사용시

간을 제한하거나,물 약 행동을 집 으로 지도하는 담당 선생님을 지정하기도 한다.

가끔 아이들이 집에서 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손을

씻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는 “수도꼭지 잠가! 물장난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호통을 치곤 해요.학교 측에서든 물을 약하기 해서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다니는데,아이들 가정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 요.아이들이

손 씻는 데 들어가는 물이 지 않거든요.즉,물을 약하지 않는다는 거죠.

(E학교, 교장)

처럼 빗물집수장치 설치 학교의 학생들은 특별한 물 약 캠페인이나 교육은 아

니지만,생활지도에서 수시로 물 낭비 방지를 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빗물집수장치

설치 학교의 학생들과 미설치 학교 학생들 사이에 물 약 행동 의지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해 T-test기법으로 분석하여 <표 18>,<표 19>,<표 20>,<표 21>에

각각 나타내었다.

<표 18>은 학생의 물 약 의지에 한 문항으로,목욕을 로 들어 물 약 의지

를 물어본 결과,두 집단 모두 체로 물을 약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 학생의 평균(4.015)이 미설치 학교 학생의 평균(3.905)보다 다소 높았으나,

<.05에서 두 집단 간 물 약 의지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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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나는 앞으로 물을 약하기

해서 목욕할 때 물을 덜

사용할 것이다.

있음 66 4.015 1.0741

없음 148 3.905 1.1148

t(p) .673(.502)

표 18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물 약 의지 차이(목욕)

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나는 앞으로 물을 약하기

해서 학교에서 손을 씻을

때는 수도꼭지를 잠가 물이

그냥 흐르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있음 66 3.515 1.3387

없음 148 3.176 1.4509

t(p) 1.618(.107)

표 19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물 약 의지 차이(손 씻기)

<표 19>역시 학생의 물 약 의지에 한 문항으로,학교에서 손 씻는 행 를

로 들어 물 약 의지를 물어보았다3).그 결과,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 학생의 평균

(3.515)이 미설치 학교 학생의 평균(3.176)보다 다소 높았으나,<.05에서 두 집단 간 물

약 의지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0>은 학생의 약 행동에 한 문항으로,물장난을 로 들어 학생의 평소 물

약 행동 여부를 알아보았다.그 결과,두 집단 모두 평소에 물장난을 하지 않는 것으

로 보 고,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 학생의 평균(4.273)이 미설치 학교 학생의 평균(4.311)

보다 다소 높았으나,<.05에서 두 집단 간 물 약 의지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3)굳이 학교라는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많은 아이의 가정에서 수도꼭지가 달린 세면 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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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나는 평소에 물을 약하기

해서 물장난을 하지 않는다.

있음 66 4.273 .9206

없음 148 4.311 .7812

t(p) -.311(.756)

표 20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물 약 행동 차이(물장난)

구분 빗물집수장치  평균() 표 편차(SD)

나는 평소에 물을 약하기

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물을 사용하고 있다.

있음 66 4.515 .7492

없음 148 4.439 .6724

t(p) .737(.462)

표 21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물 약 행동 차이(필요한 만큼)

<표 21>은 학생의 약 행동에 한 문항으로,꼭 필요한 만큼의 물 사용량을 로

들어 학생의 평소 물 약 행동 여부를 알아보았다.그 결과,두 집단 모두 재 꼭 필

요한 만큼만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 학생의 평균(4.515)

이 미설치 학교 학생의 평균(4.439)보다 다소 높았으나,<.05에서 두 집단 간 물 약

의지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빗물집수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물 약 의지와

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실제 교사들에 의해 찰된 내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재의 생활지도수 보다 더 심도 있게 물 약

에 해 다룰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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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1.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이 연구를 통해 빗물활용이 북부 자카르타가 당면한 물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

리 달성에 있어서 정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먼 ,빗물집수장

치를 설치함으로써 지하수 용출량을 늘리거나 상수도 을 확장하는 등의 새로운 수원개

발 없이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늘어난 효과를 릴 수 있었다.이를 통해 화장실,

화단 등 학교 시설 리가 보다 쉬워졌으며,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의 양

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빗물활용이 지역의 생태 한계를 넘지 않는 수 으로 물 사용량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지하수 사용량을 임으로써 지반침하를 완화하

고,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력 소비를 여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북부 자카르타에서 빗물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었는데,홍수나

정 으로 인해 다른 수원들이 모두 오염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빗물이 훌륭한

체수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빗물의 수질에 한 신뢰도는 빗물의 최종 용도가 확

장되는 데 향을 미쳐 청소나 조경 목 을 넘어 음용 목 에까지 빗물이 사용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빗물의 안수자원 기능은 지역이 재해에 비할 수 있

는 역량을 기르게 하여 궁극 으로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효과도 동반한다.

빗물 사용 시 학교들은 장된 빗물의 용량을 고려하여 비가 오지 않을 시기에도

장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의 빗물사용량을 조 하는 방식의 사용 략을 택

하 다.이는 수자원이 한정 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재의 행동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사용을 달성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나,빗물 외 수원에 한 물 약 행동까지는 끌

어내지 못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시설 리의 측면에서는 빗물의 주 사용자인 학생을 빗물집수장치 리에 극 으

로 동참시킴으로써 학교가 빗물사용의 정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빗물사용 문화

를 지역사회로 하는 추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제 으로도 시

설유지비는 거의 들지 않는 데 비해 우기에 기나 수도요 은 반 이상 약할 수 있

어 시설유지에 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빗물활용의 경험은 학생들의 인식에도 향을 미쳤는데,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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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빗물집수장치 미설치 학교 학생들보다 빗물에 한 우호 인 인식이 높고 빗

물을 체수원이 아닌 주요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더 정 인 반응을 보 다.빗물

이 '이용해도 괜찮은 물'로 인식되면서 빗물에 한 사회 수용성은 향상되고,이는 학

교의 경계를 넘어 주변 지역까지 빗물활용을 확장하고자 할 때도 주민들의 정서 거부

감을 낮춰 보다 쉽게 빗물활용에 동참하게끔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교육 효과로는 주로 '손 씻기 습 형성'과 같은 개

인 생 리 증진을 들 수 있는데,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의 학생들은 미설치 학교 학생

들보다 손 씻는 습 이 형성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이는 학교에 빗물집수장치가 설

치되면 손 씻는 장소,물의 양 등 학교에서 손 씻는 습 을 형성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

이 제거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동안 설치학교가 빗물활용으로 인한 효과를 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빗물집수장

치 설치 로젝트를 주도 으로 담당한 Atmajaya 학의 지원이 있었는데,단순히 시설

을 건설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년간에 걸쳐 다양한 교육 로그램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하드웨어(빗물집수장치)뿐 아니라 소 트웨어(교육 로그램)를 동시에 제공함

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시설 리인 등 학교를 둘러싼 이해 계자들이 빗물집수장치

의 활용과 리에 극 으로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Atmajaya 은 인간 계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향을 미치는 인도네시아의 문화 상황에 맞추어 설치학

교 교사들과 우호 인 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 다.그 결과,설치학교들은 Atmajaya

을 매우 신뢰하며 빗물활용과 련된 모든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설 리와 사용에 한 진솔한 의견을 달함으로써 로젝트 담

당자가 정확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빗물이용에 있어 몇몇 한계 도 악되었는데,학교들의 시설 리 역량이 부

족하고,학교행정시스템의 산화로 인해 행정 으로도 리에 필요한 산을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이를 해 빗물집수장치 설치 학교들이 연합하여 공동

리를 추진하고,자카르타 정부도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극 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긴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장된 빗물을 사용

하거나 리과정에 함께하는 것에 매우 부정 인데,지역의 특성상 빗물활용이 주변 지

역에 되었을 때 환경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상하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

동으로 시설을 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교육과 련된 한계 으로는 빗물집수장치를 정규 교과과정과 연결하여 교구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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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로그램의 부재로,빗물집수장치가 훌륭한 교구가 될 가능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에는 단순히 물을 공 하는 시설에만 그치고 있다는 이다.

한,체계 인 물 약 교육이 부재하여 빗물활용이 학생들의 물 약 의지나 행동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이를 보완할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손 씻는 습 형성을 넘는 교육 효과의 확 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례가 주는 함의는 매년 홍수와 가뭄을 번갈아 겪으며, 속

한 도시화와 인구성장으로 인해 가용 수자원은 어들어 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물 리를 달성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

는 '빗물활용'을 실제로 구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만약 Ahok주지사가 공언하 던 것

처럼 자카르타의 학교들에 100개,혹은 그 이상의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된다면 지속가능

한 물 리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정 인 향을 끼칠 수 있을 것

이므로,학교 재건축 시 빗물집수장치 건설을 의무로 지정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한,우리나라 물 분야 ODA가 여 히 규모 기반시설 건설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상 으로 은 산을 가지고 물 공 뿐 아니라 재해 방, 생 행동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릴 수 있는 학교 내 빗물이용 사업을 극 으로 지원한다면 수혜

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효율 인 원조를 달성할 것으로 기 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빗물은 홍수나 정 등 유사시에 사용 가능한 유일한 수원으로

기능하여 재해에 처하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학교는 여러

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빗물에 한 정 인 경험을 하는 ‘빗물사용 체험

장’이 되고 있다.학생들 역시 일상 인 빗물활용을 통해 빗물에 한 우호 인 시각을

갖게 되며,학교 밖에서도 빗물활용문화를 하는 구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의 심이 되는 공간은 학교이지만,빗물이용으로 인한 변화의 향권은 물

리 인 학교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해당하 음에도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 등 학교

밖 사용자의 목소리를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연구의 한계이다. 한,빗물집수

장치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나 수돗물을 체하고 있는 빗물의 양을 가

늠할 수 없어 빗물집수장치의 생태 가치나 경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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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연구의 한계로 지 할 수 있다.사용되고 장되는 빗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면

빗물집수장치를 확 를 한 정책 제안 시 빗물집수장치가 가지는 효용에 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에서 유량계 설치도 요구된다.

나아가 연구의 이론 배경이자 분석 틀인 ‘연성 물 경로’는 상수도 보 률이 100%

에 육박하는 선진국의 상황에 합한 이론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수도 서비스가 지역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카르타와 여타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한

계가 있다.그러나 지속가능한 물 리는 개발도상국 역시 달성해야 할 목표임이 분명하

므로,연성 물 경로 개념은 상수도 보 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고려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가 수행한 물 련 ODA 사업이 수혜국의 지속가능한 물 리

를 담보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 자세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동시에 연성 물 경로의

에서 지역의 수요에 맞고,생태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

하는 물 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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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생 설문지 내용

[빗물활용]

[RWH]

1.귀하의 학교에 빗물집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나요?

ApakahsekolahandamempunyaiRWH?

A.

B.아니오

[학교 내 물 비상황]

[Ketersediaanairdisekolah]

2.학교에서 손을 씻을 용도의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나요?

Apakahandasaatinimendapatkancukupairbersihuntukmencucitangandi
sekolah?

A.매우 충분하지 않다 SangatTidakCukup

B.충분하지 않다 TidakCukup

C.보통이다 Biasasaja

D.충분하다 Cukup

E.매우 충분하다 SangatCukup

3.학교에서 화장실 뒤처리 용도의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나요?

ApakahdisekolahAndaairuntukmenyiram WC,setelahbuangairbesaratau
buangairkecilmencukupi?

A.매우 충분하지 않다 SangatTidakCukup

B.충분하지 않다 TidakCukup

C.보통이다 Biasasaja

D.충분하다 Cukup

E.매우 충분하다 SangatCu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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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에서 깨끗한 물이 충분히 제공되나요?

MenurutAnda,bagaimanajumlahairbersihdisekolah?

A.매우 충분하지 않다 SangatTidakCukup

B.충분하지 않다 TidakCukup

C.보통이다 Biasasaja

D.충분하다 Cukup

E.매우 충분하다 SangatCukup

[ 생행동]

[PerilakuHidupBersihSehat]

5.당신은 학교에서 손을 씻는 것이 습 이 되었나요?

Apakahandasudahterbiasamencucitangandisekolah?

A. (->7번문제로 이어지세요)Ya(->Lanjutkenomor 7)

B.아니오 (->6번문제로 이어지세요)Tidak(->Lanjutkenomor6)

6.(5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했다면,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Jikajawabananda
“tidak”padapertanyaannomor5,silakanmenjawabpertanyaanini)

학교에서 손을 씻는 것이 습 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응답 가능)

Mengapaandabelum terbiasamencucitangandisekolah?(jawabanbolehlebih
darisatu)

A.물이 더러워서 Karenaairdisekolahkurangbersih

B.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Karenaairdisekolahtidakcukup

C.손 씻는 장소가 불편해서 Karenatempatcucitangantidaknyaman

D.손 씻는 일이 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Karenacucitangantidakpenting
bagisaya

E.귀찮아서 Karenamerasamalas

F.기타 Danlain-l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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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Musim
일별 손 씻는 횟수

Berapakalicucitangan/hari
이유 Alasan

우기 Musim Hujan

건기 Musim Kemarau

7.당신은 우기와 건기에 얼마나 자주 손을 씻나요?

Seberapaseringandamencucitangandisekolahdalam satuharipadamusim
hujandanmusim kemarau?

[빗물인식]

[TanggapanterhadapAirhujan]

8.귀하는 빗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요한 수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나요?

Apakahandasetujujikaairhujanmenjadisumberairutamauntukkeperluan
sehari-hari(misalnyacucitangan,memasak,membersihkanrumah/ruang,
menyiram tanaman)anda?

A.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Sangattidaksetuju

B.동의하지 않는다 Tidaksetuju

C.보통이다 Biasasaja

D.동의한다 Setuju

E.매우 동의한다 Sangatsetuju

9.‘빗물’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자유롭게 어 주세요.

Tolongsebutkankesanyangkalianrasakanterhadapairhujan(Bolehtuliskan
secarabeba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경인식과 태도]

[Konsepsidantingkatlakuterhadaplingkunganalam]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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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ongmemilihjawabanyangpalingmiripdenganpikirananda.

10.나는 앞으로 물을 약하기 해서 목욕할 때 물을 덜 사용할 것이다.

Untukmenghematkanair,sayaakanmengurangipemakaianairsayaketikasaya

mandi.

A. 동의하지 않는다 Sangattidaksetuju

B.동의하지 않는다 Tidaksetuju

C.보통이다 Biasa

D.동의한다 Setuju

E.매우 그 다 Sangatsetuju

11.나는 앞으로 물을 약하기 해서 학교에서 손을 씻을 때는 수도꼭지를 잠가

물이 그냥 흐르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Untuk menghematair,sayatidak akan membiarkan airmengalirdarikeran

ketikasayamencucitangan.

A. 동의하지 않는다 Sangattidaksetuju

B.동의하지 않는다 Tidaksetuju

C.보통이다 Biasa

D.동의한다 Setuju

E.매우 그 다 Sangatsetuju

12.나는 평소에 물을 약하기 해서 물장난을 하지 않는다.

Untukmenghematair,sayabiasanyatidakbermainairbilatidakperlu.

A. 동의하지 않는다 Sangattidaksetuju

B.동의하지 않는다 Tidaksetuju

C.보통이다 Biasa

D.동의한다 Setuju

E.매우 그 다 Sangatsetu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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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는 평소에 물을 약하기 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물을 사용하고 있다.

Untukmenghematkanair,sayamenggunakanairseperlunyasaja.

A. 동의하지 않는다 Sangattidaksetuju

B.동의하지 않는다 Tidaksetuju

C.보통이다 Biasa

D.동의한다 Setuju

E.매우 그 다 Sangatsetu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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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gori

범주

Pertanyaan

질문
Prosesuntuk
memasang
RWH

빗물집수장치
설치과정

1.MengapasekolahBapak/Ibumaumenerimatawaran
RWHdariUniversitasAtmaJaya?

Atmajaya 학교가 제시한 빗물집수장치 설치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Apakahadakekhawatiranyangdirasakanolehanggota
sekolah(guru,penjagasekolahdanlain-lain)ketika
dibangunRWHdisekolahBapak/Ibu?

빗물집수장치 설치 당시 학교 구성원들(교사,학교 리인 등)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Bilaya,mengapamerekakurangsetuju?

있었다면,그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3.ApakahselamaprosespembangunanRWHini,sekolah
merasaterganggusecaraadministrasiataufisik(keributan)?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 으로나 물리 으로 방해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Perubahan
pendapatsetelah
memasang
RWH

빗물집수장치
설치이후의 변화

4.Apakahadaperubahanantarasebelum dansetelah
pembangunanRWHdisisisanitasidanlain-lain?
Perubahanyangmanakahyangpalingbesardisekolahini?

빗물집수장치 설치 과 후에 생 혹은 다른 측면에서
변화가 있습니까?이 학교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5.ApasajakahmanfaatSistem RWHyangdirasakanoleh
sekolah?Daribeberapamanfaatyangdirasakan,manayang
dirasakanpalingpenting?

학교가 느끼고 있는 빗물집수장치의 이 들은 무엇입니까?그
가장 이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6.ApakahRWHdibahasdidalam kelasdalam pelajaran?

교육 에 빗물집수장치가 다 지고 있습니까?

<부록 2>

빗물집수장치 설치학교 교사 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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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ya,padamatapelajaranapa?Dalam polaapaRWH
dapatdibahas(eksperimen?Teori?)?Kelasberapamulai
dibahaskan?

Bilatidak,Mengapa?

만약 그 다면,어떤 과목에서 다루고 있습니까?어떤
방식으로 다 지고 있습니까(실험?이론?)?몇 학년부터 그
주제가 다 집니까?

만약 다 지지 않는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AdakahpengaruhRWHuntukmurid-muriddalam pola
pikirterhadaplingkunganalam danperilakusanitasi?

아이들의 환경인식이나 생행동에 빗물집수장치가 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8.Menurutanda,apasajakahkelemahandariSistem RWH
ini?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빗물집수장치에서 보완되어야 할
은 무엇입니까?

9.AdakahhambatanselamamenggunakanSistem RWHdi
sekolahBapk/Ibu?.Bilaya,apasajakah?

학교에서 빗물집수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어려움을 느낀 이
있습니까?만약 그 다면,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Reaksidari
sekolahlain

다른학교의 반응

10.Apakahguru-gurusekolahlainyangbelum
mendapatkanRWHberminatjugauntukmemilikiRWHdi
sekolahnyaketikamerekamelihatinstalasidanpengelolaan
RWH?

빗물집수장치 미설치 학교의 교사들이 빗물집수장치를 보았을
때,본인의 학교에도 설치하고 싶다는 심을 보이십니까?

Bilaiya,apaalasanyangmerekabelum bisamembangun
RWH?

Bilatidak,apaalasannya?

만약 그 다면,왜 그들은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지 않다면,이유는 무엇입니까?

11.Apakahandaseringmembagipengalamansistem RWH
kesekolah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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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빗물집수장치 설치와 련된 경험을 다른 학교에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Bilaiya,manfaatapayangandamenekankan?

Bilatidak,mengapaandatidakmembagi?

만약 그 다면,어떤 을 강조하십니까?

만약 그 지 않다면,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Pengelolahan

리

12.Apakahadakesulitandalam pengelolaanRWH?

빗물집수장치 리에서 어려운 이 있습니까?

Bilaiya,Apa?Untukmemecahkankesulitanitu,andatelah
mencobasolusiapa?

만약 있다면,무엇입니까?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하여 어떤
해결방안을 용해 보았습니까?

13.BerapabiayapengelolaanRWHperbulan/tahun?
Apakahadaanggaranformaldaripemerintahuntuk
mengelolanya?

월/년당 빗물집수장치 리에 얼마 정도의 액이
소요됩니까?빗물집수장치 리를 해 공식 으로 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14.Menurutanda,dukunganapayangdiperlukansupaya
lebihbanyaksekolahmempunyaisistem RWH?

더 많은 학교가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하기 해서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JikadisekolahandamempunyaiPDAM,berapabesar
biayaPDAM yangbisadihematkanmelaluiRWHper
bulan/tahun?

만약 상수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면,월/해당 얼마 정도의
액을 약하고 있습니까?

Penggunaan
RWH

빗물집수장치
활용

16.Apafungsiairhujandisekolah?(ex:Siram toilet?
Untukcucitangan?Siram tanaman?)

학교에서 빗물은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화장실용?
손 씻기 용?화 에 물주기 용?)

17.Apakahadastrategidarisekolahuntukmenghematair
hujanyangditampung?(contoh:tutupkeranpadajam
tertentu)

장된 빗물을 약하기 한 학교의 특별한 략이
있습니까?( :일정 시간동안 수도꼭지를 잠가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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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Selainguruataumurid,apakahmasyarakatsekitarnya
pernahmenggunakanRWHdisini?Kapanmereka
menggunakannya?Bagaimanapendapatmerekaterhadap
penggunaanairhujan?

교사와 학생 이외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빗물집수장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언제 사용해 보았습니까?그들이
빗물에 하여 가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19.Apakahadarencanayangmelibatkanorangtuadan
masyarakatsetempatdalam pemakaiandanpengelolaan
RWH?

빗물집수장치의 사용과 리에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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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Jakarta,one ofsub-districtofJakarta Metropolitan City in Indonesia,is

suffering from numerouswaterissuessuch asexcessivegroundwaterextraction,

watercontaminationfrom seawaterinundation,annualfloodandthelackofpiped

water supply system. Conventionally, mega-scaled and centralized water

infrastructure likedams has been considered as a solution forwaterproblems.

However,ithasbeencriticizedforenvironmental·economical·socialunsustainability

sinceitonlyfocusedonexpandingwatersupplywithoutconsideringtheecological

limit.Therefore,WaterSoftPathwhichaimsforsustainablewatermanagementand

reduceswaterusagebydemandmanagementandbackcastingplanningisproposed

asanalternativeinwatermanagement.

Rainwaterharvestingisacknowledgedasatooltoachievewatersoftpath.It

doesnotrequiremega-sizedwaterinfrastructuresincetheenduseislocatedclose



tothesource.Italsohelppeoplegetlesscontaminated waterandeaseground

subsidencebynotusinggroundwater.Incaseofflood,itslowsdownthetimeto

reachthepeakandprovidesalternativewatersupply.Therefore,thisthesismainly

raisestworesearchquestions,‘Canrainwaterharvestingcontributetoshifttowards

sustainablewatermanagement?’and‘Israinwaterharvesting effectiveforsolving

waterissueswhichNorthJakartafaces?’Furthermore,consideringofthattheplace

whererainwaterharvestingtakesplaceiseducationalbuilding,thequestionof‘What

areeducationaleffectsfrom rainwaterharvesting?’isalsoraised.

Asasubjectofstudy,nineelementaryandjuniorhighschoolsinNorthJakarta

whereRainwaterHarvestingSystem (RWH system)hasbeeninstalledbyprivate

companiesareselectedtoconductqualitativecasestudies.Asthewaytoanswerthe

question of research,the in-depth interviews with rainwater users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from some of rainwater users and non-users has been

conducted.

From theresultsofthestudy,itcan befound thatschoolmembersenjoy

increased water amountthrough rainwater utilization even withoutnew water

sourcesdevelopment.Notonly doesitmakethemanagementofschoolfacilities

easier,butalsostudentsfeelthattheyareabletohavethesufficientamountof

wateratschool.Furthermore,byreducinggroundwaterusage,italleviatesground

subsidenceandemitslessgreenhousegasaspowerconsumptionusedtoextractthe

groundwaterdecreased.

Inparticular,itshouldbenotedthatthevalueofrainwaterinNorthJakartahas

beenverymuchappreciatedsincerainwaterisagreatalternativewatersourcesin

caseoffloodingorpoweroutages.Duringthosesituation,allotherwatersources

besidesrainwaterarenoteligibletouseduetothecontamination,ormotorized

waterpumpcannotbeoperatedasaresultofpowerfailure.Besides,rainwaterusers

modulatethecurrentusageinconsiderationoftheamountofstoredrainwater,not

compromisingwiththeecologicallimitofwaterresource.Itcanbeevaluatedasan

attempttoachievethesustainablewaterusage.Inaddition,withstudentsinvolvedin

RWH system management,thenew cultureofrainwaterusagespreadstothelocal



communitybeyondtheboundariesoftheschool.

Themostoutstandingeducationaleffectisthestrengtheningofpersonalhygiene

management,suchas“theformationofthehandwashinghabit."Thepercentageof

studentswhohavethehandwashinghabitishigheramongrainwaterusersthan

non-users.Experience of rainwater utilization also affected the recognition of

studentsonrainwater.Rainwaterusershavemorefriendlyrecognitiononrainwater

andshow morepositiveresponseforthatrainwaterisusedastheprimarysourceof

waterthanthosewhodonotuserainwater.Overall,rainwaterutilizationinNorth

Jakarta playsan activerolein theresolution ofsustainablewatermanagement

achievementandthewaterproblem aswellaseducationaleffects.

Somecriticalpointintherainwaterutilizationhasalsobeendetected,however,

schoolsarelackofcapacityformanagingRWH facilityintimelymannerandbudget

executionforRWH facilitybecomesdifficultasheschoolmanagementsystem is

computerized.Regardingthewillofschoolsonspreadingrainwaterutilizationinthe

region,schoolsarenotwillingtoinvolvelocalcommunityinmanagementanduseof

RWH system eventhoughpositiveeffectsareexpectedwhenrainwaterutilizationis

extendedtothesurroundingarea.Inrelationtoeducation,therehasbeennoattempt

toconnectRWH system withschoolcurriculum andutilizeitasateachingmaterial,

which leavesmuch tobedesired.In thesamevein,theabsenceofsystematic

water-saving education causes no differences of the behavior and will for

water-saving between rainwaterusers and non-users.Thus,a wide variety of

educationalprogramssupplementisneededfortheexpansionofeducationalbenefits

beyondtheformationofthehabitofwashinghands.

Inthisstudy,thevoicesofstakeholdersoutsidetheschool,suchasparentsand

localresidents,whoareinfluencedbyrainwaterutilizationarenotcovered.Moreover,

itisunabletoobtainaccuratedataoftheamountofstoredandusedrainwater

withoutflowmeter,thusobjectiveevaluationontheecologicalandeconomicvalueof

RWH system cannotbeconducted.Lastly,sincetheconceptof"WaterSoftPath"

hasbeendevelopedonthebasisofthesituationindevelopedcountries,thereare

somerestriction found when applying thetheory to thesituation ofdeveloping



countries.Inthefuture,theexpandedresearchonstrategicshifttowardsWaterSoft

Path,whichembracesdevelopingcountriesisneededtoachievesustainablewater

managementworldwide.

Keyword:WaterSoftPath,Sustainablewatermanagement,Waterissuesin

developing countries,Rainwater utilization in schools,The perception of

rainwaterusers,Theeffectsofrainwaterutilization,Indonesia,NorthJakarta

StudentNumber:2014-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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