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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발생빈도와 심도가 커지고 있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가뭄 시 대처 방법은 공급량 확충 또는

사용량 감축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공급량을 늘리기는 어려

우므로, 가뭄을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사용량 감축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한편,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구입하여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상수도 가격 및 요금제도의 변동이 지방자치

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뭄 발생 시 광역상수도 가격 및 요금제도의 조정을 통한 물 수요

관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상수도 가격 상승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량을 비탄력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

상수도 요금제도의 변경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장기계약제도는 수요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역상수도 가격을 물 수요관리의 도구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추가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광역상수도, 가격탄력성, 요금제도, 지방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고정효과모형

학 번 : 2020-2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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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 7월 29일 UN 총회에서 물인권(The human right to water)이

채택되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8년 6월 12일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며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

ㆍ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

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1)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체계의 근간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로 구성

된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이고, 광역상수도는 지방상수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수도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

상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양자는 협력보다는 갈등 관계를 많이 보여왔고, 이에

따라 중복·과잉투자 등 국가적 손실이 있었다. 양자 간 협력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광역상수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김종원 등, 2010).

또한 최근 일부 지방상수도에서 적수赤水 발생, 방사성 물질 검출, 유충

발생 등 수돗물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지방상수도 수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 상대적으로 수질이 우수한 광역

1) 물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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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18년에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광역상수도의 양적 확장 종료를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증가한 광역상수도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2)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상수도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광역상수도의 물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가뭄의 발생빈도와

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행

속도가 느려 인지하기 어렵지만,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가뭄을 겪었고, 2015년에는 서울·

경기 및 강원도를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김호준 등, 2020).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능력을 확충하거나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금 조정을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관할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최종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에서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량의 약 절반 가량을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3)

본 연구에서는 광역상수도 가격 변화 및 요금제도 변경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물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상수도와 광역

상수도 간 협력관계 강화 및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2019년 기준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77.1%로 적정 가동률을 초과한 상태이다.

3) 이러한 협력 사례는 지난 2015년 보령댐 급수지역 8개 시·군에서 시행한 절

수지원제를 들 수 있다. 광역상수도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의

물 절약량에 대해 ㎥당 1,240원의 절수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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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지방상수도사업자) 중 광역상수도

정수와 원수를 사용하는 10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4)

시간적 범위는 2003년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변경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여 2000∼2018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의 평균적인 가격탄력성을

살펴보고,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변경이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중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체 취수원 개발여건, 지방상수도

가격 및 누수율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연구모형은 패널선형회귀모형 중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4) 정수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는 93개, 원수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는 25개이

며, 정수와 원수를 모두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는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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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우리나라 상수도 정책

1. 상수도 공급 체계

수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크게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전용

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정,

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는 수도이고, 공업용수도는 공업용으로 처리한

물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수도이다. 전용수도는 기숙사, 요양소 등의

시설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수도이다.

일반수도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로 구분된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수도이다.5) 지방

상수도와 마을상수도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수도인데, 급수인구 및 공급량의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6)

<그림 1>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분류

수도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전용수도

광역상수도 전용상수도

지방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

마을상수도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수자원공사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6) 구체적으로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하, 1일 공급량 20㎥ 이상 500㎥

미만인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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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는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7)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53,073천 명 중 지방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은 인구는 51,499천 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보급률은

약 97.0%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지방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각 지방상수도사업자는 하천, 저수지 등 자체 취수원에서 원수를 취수

하여 이를 정수장에서 정수한 후 배수지에 저장하였다가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자체 취수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광역상수도사업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 또는 정수 등을 구입하기도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개 다목적댐, 14개 용수전용댐 등에 물을 모아

두었다가 광역상수도를 통해 취수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한국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광역상수도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

하여 규모의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국가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외의 광역상수도의 편익으로는 가뭄 시에도 안정적인 물공급,

지방상수도에 비해 더 안전한 수질, 수도요금의 지역 간 편차 완화, 지방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인한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김선영 등,

2017; 류문현, 2011).

2018년 기준 지방상수도 총 공급량은 66.6억㎥인데, 이 중 광역상수도

에서 수입한 물량은 31.4억㎥으로 약 4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상수도 공급 체계에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2018년 지방상수도 공급량 및 광역상수도 수입량
(단위 : 백만㎥)

지방상수도
공급량

광역상수도 수입량

계 원수 정수 침전수

6,656 3,135 1,176 1,800 159

자료 : 『상수도 통계』 및 한국수자원공사 결산서

7) 7개 특·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73개 시, 79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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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국 광역상수도 현황도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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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도 정책의 흐름

가. 1960년대까지 : 상수도 보급 확대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 상수도가 보급된 도시는 50개였으며, 급수

보급률도 1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상수도 정책은 전쟁 당시

파괴된 시설의 재건 및 상수도 보급의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원조기관에서 지원한 주철관, 시멘트, 펌프 등의 자재나 AID 차관을 활용

하여 전쟁 당시 파괴된 수도시설의 복구와 새로운 수도시설의 확장을

추진하였다(홍영식 등, 2018).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생활수준 향상 및 공업화로 물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지역적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과 물이 부족한 지역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하였다. 이에 정부는 건설부에 수자원국을 신설하였고, 1967년 한국수자원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증가하는 물수요를 충족하고자

하였다.8)

이러한 노력으로 1970년 상수도 보급 도시는 117개로, 급수보급률은

33%로 증가하였다(건설부, 1973).

<표 2> 상수도 주요 통계 : 1970년까지

년도
인구

(천 명)

급수인구

(천 명)

급수

보급률(%)

시설용량

(천㎥/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도시

수(개)

1955 21,526 3,475 16.1 270 71 50

1960 24,989 4,210 16.8 517 99 58

1965 28,670 6,000 20.9 750 106 78

1970 31,317 10,430 33.3 2,166 158 117

자료 : 『상수도 통계』, 이하 동일

8) 저수용량 29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수용량이 가장 큰 소양강다목적댐의

건설공사가 1967년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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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70년대 : 광역상수도 도입

1970년대에는 대도시 인구집중이 심화되었고, 도시 인근 및 강 하류의

수질 오염이 심해졌다. 1967년에 착공한 소양강다목적댐이 1973년에 준공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양강댐에서 모은 물을 팔당댐에서 취수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공급하는 120만㎥ 용량의 수도권Ⅰ단계

광역상수도를 1973년에 착공하였다. 수도권Ⅰ단계광역상수도는 1979년에

준공되어 수돗물 공급을 시작하였고, 이 외에도 1976년 금강광역상수도,

1977년 수도권Ⅱ단계광역상수도, 1979년 낙동강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착공하는 등 대규모 상수도 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3> 상수도 주요 통계 : 1970년대

년도
인구

(천 명)

급수인구

(천 명)

급수

보급률(%)

시설용량

(천㎥/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도시

수(개)

1975 34,709 14,961 43.1 3,842 216 172

1980 38,124 20,809 54.6 6,756 256 243

다. 1980년대 : 광역상수도 확대

1980년대에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른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광역상수도도 이러한 지역

균형에 역점을 두고 시설을 확충하여 대청댐광역상수도, 태백권광역상수도,

금호강광역상수도, 섬진강광역상수도 등을 착공하였다.

<표 4> 상수도 주요 통계 : 1980년대

년도
인구

(천 명)

급수인구

(천 명)

급수

보급률(%)

시설용량

(천㎥/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도시

수(개)

1985 40,467 27,188 67.2 10,214 282 446

1990 42,869 33,631 78.5 16,274 369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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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90년대 : 수질 개선, 수도요금 현실화

1990년대에는 상수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정책목표가

상수도의 양적인 확장에서 수질 개선으로 전환되었다.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는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온 바 있으나, 1991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경북 구미시의 페놀 유출사고는 전 국민이 상수도 수질에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1994년 정부는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상하수도 업무 및

음용수 관리업무 등 수질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를 분리하였다.

둘째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지방상수도에 비해 수질이 좋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광역상수도의 건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하천의 최상류인 댐에서 취수하기 때문이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충주댐광역상수도, 포항권광역상수도, 원주권광역상수도 등

12개 광역상수도가 이 시기에 착공되었다.

셋째로는 수도요금 현실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수질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수장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까지 물가안정 차원에서 요금인상이

억제되어 인상요인이 계속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1992년 수도요금 결정권한이 경제기획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을 인상하였다. 광역상수도도 이

시기에 총 7회에 걸쳐 요금을 약 3배로 인상하였다. 광역상수도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수 여건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상수도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5> 상수도 주요 통계 : 1990년대

년도
인구

(천 명)

급수인구

(천 명)

급수

보급률(%)

시설용량

(천㎥/일)

1일1인당

급수량(ℓ)

1995 45,974 38,107 82.9 21,844 398

2000 47,977 41,774 87.1 26,98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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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00년대 : 중복 투자 해소, 경영 효율화, 물 수요관리

2004년에 급수보급률 90%를 초과하였다. 특히 특·광역시와 시 지역의

급수보급률은 각각 98.8%, 97.3%를 보여, 상수도의 양적인 확대는 거의

마무리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수준의 수질기준을 확립함에

따라 수질부문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주로 문제시되었던 것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

투자 해소 문제였다. 1990년대 광역상수도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사용을 거부하고 자체 상수도 시설을 건설

하였다. 이러한 중복 투자로 인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가동률이

지속 하락하였다. 감사원은 2004년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광역·지방상수도 중복 투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환경부와 건설

교통부가 상수도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

지방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기에 거론된 중요한 정책목표는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들 수

있다. 정부는 160여 개에 달하는 지방상수도사업자를 광역행정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기도 하였고,9)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정책도 추진하였다.10) 또한 지방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 사업도 추진하였다.11)

또한 물에 대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당시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댐 건설 등의 과정에서 지역적 갈등으로

9) 행정자치부는 2002년 전국 23개 광역행정구역 단위의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방상수도사업 광역지방공사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10) 전문기관 위탁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총

22개의 지방상수도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11)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공급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을 거두어들인 수

량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많으면 유수율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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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수도요금은 낮은 반면 물 사용량은 많다는 조사결과도 물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물 수요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는 수도요금 현실화의

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표 6> 상수도 주요 통계 : 2000년대

년도
인구

(천 명)

급수인구

(천 명)

급수

보급률(%)

시설용량

(천㎥/일)

1일1인당

급수량(ℓ)

2005 49,268 44,671 90.7 30,950 363

2010 51,435 48,395 94.1 28,908 333

바. 2010년대 : 물관리 일원화, 양적 확장 종료, 물 안전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8년 5월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3개 법안 제·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12)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이후 9월 18일에 환경부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상수도의 양적 확장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일부 지방상수도의 적수 및 유충 발생 등의 사건은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한층 높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표 7> 상수도 주요 통계 : 2010년대

년도
인구

(천 명)

급수인구

(천 명)

급수

보급률(%)

시설용량

(천㎥/일)

1일1인당

급수량(ℓ)

2015 52,672 50,804 96.5 26,824 335

2018 53,073 51,499 97.0 27,323 348

12)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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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의 협력과 경쟁

광역상수도의 목적은 취수원이 부족한 지방상수도에 원재료(원수原水)

또는 중간재(침전수沈澱水) 또는 최종재(정수淨水)를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에 성공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된다면 양자의

규모는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다. 수돗물을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

하는 지방상수도의 공급량이 증가·감소하면 지방상수도에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공급량도 증가·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경까지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0～1997년 간 국가 전체 상수도 시설용량과 광역

상수도 시설용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가동률 및 이용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의 협력관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경쟁관계로 전환되었다.

1998부터 2004년까지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시행,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증가 및 광역

상수도 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상수도 시설용량 추이 : 1990～2010년

자료 : 『상수도 통계』,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및 한국수자원공사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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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증가분을 지방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요금인상에는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의결이라는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여 즉각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이덕로 등,

2019). 둘째는 인원 조정, 누수 저감 등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것이다. 셋째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대신 하천, 저수지 등의

자체 취수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강, 낙동강 등 큰 강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된다. 자체 취·정수장을 건설·

운영하는 비용이 광역상수도 수입비용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태윤 등, 2007; 윤원근, 2000).

지방자치단체가 위 세 가지 선택지 중 자체 취수원 개발을 선택하는

경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 투자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사회적 후생 손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1998년 이후 지방상수도의 광역상수도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광역

상수도의 가동률 및 이용률 하락이 문제시되었다.13) 환경부의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르면 상수도시설의 적정 가동률은 75%이다. 그런데 광역

상수도의 가동률은 1995년 84.7%에서 2004년 57.2%로 급락하였다. 이는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의 증가와 지방상수도의 광역상수도 사용 기피에 따른

것이다.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의

계획 단계에서 요청한 수요량만큼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정·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김성수, 2011).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조정을 통해 가동률 하락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13) 가동률과 이용률의 사전적 의미는 유사하나, 상수도사업에서는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가동률은 “일최대생산량÷시설용량”을 의미하고, 이용률은

“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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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1. 광역상수도 요금 산정 및 부과 체계

광역상수도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따른 공공요금이다. 따라서 기재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과 환경부의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따라 요금이 산정·부과되며, 요금 부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가. 요금 산정 체계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

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괄원가는 수돗물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인 적정원가와 수도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보수인

적정투자보수로 구성된다. 2020년 기준 광역상수도사업 총괄원가는 1조

5,114억 원이며 요금수입은 1조 3,297억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8%

수준이다.14)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6월까지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환경부와 기획

재정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요금수입이 총괄원가에 미달한다고 해서 반드시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요금은 2016년 9월에 결정된 것으로

수종별 요금단가는 아래와 같다.

<표 8> 광역상수도 요금단가
(단위 : 원/㎥)

구 분 원수 정수 침전수 비 고

계 233.7 432.8 328.0

기본요금단가 70.0 130.0 98.0 계약량에 대해 부과

사용요금단가 163.7 302.8 230.0 사용량에 대해 부과

14) 총괄원가 중 적정원가는 1조 3,461억 원, 적정투자보수는 1,65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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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금 부과 체계

환경부의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서는 광역상수도 요금 부과체계에 대해

아래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수종별 요금제

수처리 공정에 따른 생산원가의 차이를 반영하여 원수, 정수, 침전수

등의 수종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5)

2) 전국동일요금제

편익에 대한 부담의 형평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수종별 동일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원으로 건설한 시설의 보편적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원가별·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할 경우 용수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소득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부二部요금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수돗물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별 차등요금·초과요금 및 누진요금

등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요금단가는 총괄원가 중 설비비용을 연간 수돗물

계약량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용요금단가는 총괄원가 중 운영비용을

연간 수돗물 수요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5) 원수 : 자연상태의 수돗물

정수 : 원수를 음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침전수 : 원수를 침전하여 공급하는 정수가 아닌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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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변경 이력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에서는 광역상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간 수돗물공급규정의 주요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급수결정량 제도 : 1983년 2월

이 시기는 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로 공급자 위주의 요금

부과 체계인 급수결정량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객이 수돗물 사용을 신청

하면, 고객의 사용신청량을 공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정하여 결정

하였다. 급수결정량의 변경은 연 2회(4·10월)만 가능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본요금과 계량요금의 이부요금제를 운영하였는데, 기본

요금의 비중을 전체 수도요금의 약 80%로 높게 설정하였다. 이는 월 정액

요금인 기본요금의 비중을 높여 부족한 수도시설을 확충할 재원을 마련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기본요금(전체 요금의 약 80%) : 기본요금단가 × 급수결정량

- 계량요금(전체 요금의 약 20%) : 계량요금단가 × 급수사용량

나. 배분량 제도 : 1999년 2월

1995년 감사원의 수도사업운영 실태 감사에서 수도시설의 과잉 투자가

문제시되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배분계획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16) 서울시 등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배분

계획량이 아닌 계약량과 유사한 배분량 제도를 도입하였다.

16) 배분계획량은 광역상수도 건설 당시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계획된 물량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 수요 예측을 토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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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설비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제를 운영하였는데, 설비

요금의 비중을 전체 수도요금의 30%로 낮추었다. 단, 배분량을 20% 이상

감량할 경우에만 배분량 변경을 허용하여 설비요금을 정액화하였다.

- 설비요금(전체 요금의 30%) : 설비요금단가 × 배분량

- 사용요금(전체 요금의 70%) : 사용요금단가 × 사용량

다. 선택요금 제도 : 2003년 4월

1990년대 후반부터 광역상수도 가동률 및 이용률이 지속 하락하여

2002년에는 가동률 60.2%, 이용률 48.5%를 기록하였다. 또한 엄격한

배분량 변경 제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판매

확대 및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고객 유형별 선택요금제를 도입하였다.

선택Ⅰ요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월별 사용량 편차가 큰 공장 등 고객을

위해 설계되었다. 설비요금 부과기준 물량을 배분량에서 계약량으로 변경

하였고, 경기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계약량 변경을 허용하였다.

- 설비요금 : 설비요금단가 × 계약량

-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사용량

선택Ⅱ요금의 경우 배분량 제도의 취지를 승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중복 투자 및 이탈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다. 설비요금 부과기준

물량을 배분량에서 기준물량으로 변경하였는데, 기준물량은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 또는 ‘배분계획량의 75%와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의 평균’

중 큰 물량으로 설정하였다.

- 설비요금 : 설비요금단가 × 기준물량 × 365/12 (월 정액 요금)

-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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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기계약 및 할인 제도 : 2004년 1월

선택요금제 도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사용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중·대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장기사용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선택Ⅱ요금의 계약기간을 단기(1년)에서 장기(2～3년)로 조정하고, 장기

계약자에게는 2년차부터 설비요금의 3%를 할인하였다. 또한 기준물량

결정기준을 완화하여 사용량이 배분계획량의 75%보다 작은 중·대규모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완화된 기준물량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 또는 ‘배분계획량의 75%와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의 평균’ 중 큰 물량

◯2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보다 30% 이상 증량하여 계약을 신청한

경우(단, 계약량이 배분계획량의 30% 이상이어야 함)

◯3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이 100천㎥ 이상인 고객이 계약전년도 일

평균사용량 이상으로 계약을 신청한 경우

마. 장기계약 할인 제도 확대 : 2005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사용 확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도입되었다. 우선 장기사용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

하였고, 장기계약 2·3년차에 각 3%씩 적용하던 설비요금 할인율을 2년차

부터 매년 3%p씩 가산하여 적용하였다.17) 또한 위의 기준물량 결정기준 중

◯3 의 조건을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 100천㎥ 이상에서 50천㎥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17) 변경된 장기사용계약자 설비요금 할인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최초 계약 시 0% 3% 6% 9% 12%

재계약 시 3% 6% 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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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기계약 할인 제도 변경 : 2010년 1월

장기사용계약자가 받는 기본요금 할인율이 매년 변경되는 것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할인율 결정방식을 변경하였다.18) 변경된

방식에서는 장기계약 1년차부터 할인을 적용하되 고객별 계약기간, 계약량

및 이용률에 따라 할인율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구체적인 결정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계약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중·대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사용계약 가입

확대가 기대되었다.

<표 9> 장기사용계약 기본요금 할인율 결정방식

할인율 = ( ◯1 + ◯2 ) ×
계약기간(년)

5

◯1 기본할인율 : 6%

◯2 추가할인율 : (a) + (b)

(a) 계약량 할인 : [(계약량 – 5만㎥) ÷ 5만㎥] ÷ 100

(b) 이용률 할인 : 1% 또는 2%

- 이용률 75～85% 시 1%, 85% 초과 시 2%

* 이용률 = 계약량 ÷ 배분계획량

사. 피크형 수요관리 요금제도 : 2012년 1월

2011년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70%로 적정 가동률 75%에 근접하여 물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중 고른 패턴으로 물을 사용하는

고객에 비해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고객의 피크peak 사용량이

가동률을 높이고 신규 수도시설의 건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장기계약 계약량 산정방식을 변경하였다.19)

18) 2010년 1월 1일부터 설비요금의 명칭이 기본요금으로 변경되었다.

19) 2012년 1월 1일부터 선택Ⅰ요금은 단기계약으로, 선택Ⅱ요금은 장기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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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장기계약 계약량 산정방식은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을 기준

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고객이 물 사용량 피크 관리를 할

유인이 없다. 새로운 산정방식은 일평균사용량이 아닌 ‘평균 수요량’을

기준으로 계약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평균 수요량은 ‘계약

전년도 일평균사용량’과 ‘신청한 계약기간과 동일한 과거기간 중 최대

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으로 정의하였다.

피크형 수요관리 요금제도 도입을 통한 물 수요 분산으로 신규 수도

시설 건설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완화하여 고객과 국가

전체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아. 피크형 수요관리 요금제도 변경 : 2017년 10월

2012년 도입된 피크형 수요관리 요금제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커졌다.

불만은 주로 평균 수요량 산정방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 가지는 ‘신청한

계약기간과 동일한 과거기간 중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이 계약량

(평균 수요량)에 반영되는 것이었다. 과거기간(2～5년) 중 지자체 시설

개보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용량이 계약량에 반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한 가지는 계약량이 장기간(2～5년)

고정되어 물 사용량이 감소하더라도 과도한 기본요금을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평균 수요량을 폐지하고, ‘직전년도 일평균

사용량 ’과 ‘직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 ’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약량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직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 산정

에는 지자체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용량은 차감하였다.

또한 장기계약기간 중 매년 계약량을 재산정하여 갱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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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도 요금과 물 수요관리

물은 더 이상 자유재나 공공재가 아니라 경제재이며, 물 가격을 인상

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수자원의 보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용수 사용방식의

선호도도 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Rogers et al., 2002). 우리나라

에서도 상수도사업 경영 효율화 논의가 활발했던 2000년대를 전후하여

물 수요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상수도 요금은 저렴한 반면 물 사용량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물 수요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표 10> 주요 국가별 상수도 평균요금(2016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상수도 요금 703.4 1,260 1,969 2,313 2,359 3,183 3,790

비교(배) 1.0 1.8 2.8 3.3 3.4 4.5 5.4

자료 : 『물과 미래 - 2018 세계 물의 날 자료집』, 한국수자원공사, 2018.3., 14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수요관리를 위해 요금

제도를 활용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원을

개발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이탈하자, 2003년 선택요금제도, 2004년 장기사용

계약제도 및 할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수요를 늘리고자 하였다. 반면

가동률이 적정 가동률에 근접했던 2012년에는 피크형 수요관리 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수요를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2004년 57.2%로 최저를 기록한 후

지속 상승하여 2019년에는 77.1%로 상승하였으며, 이용률도 47.2%에서

64.2%까지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요금제도의 변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증된 바 없으며, 따라서 향후 광역상수도

수요에 충격이 발생하면 수요관리를 위한 요금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지도 검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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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광역상수도 가동률 : 2004～2019년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의 연간 변동 폭 및 지역적·계절적 편차가

증가하여, 가뭄의 발생빈도와 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김호준 등, 2020).

우리나라 상수도 공급 체계에서 광역상수도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감안

하면, 가뭄 시 광역상수도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가뭄 시 성공적인

물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요금 조정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수요관리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 요금제도는 2004년 장기계약 및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가입대상 확대, 할인율 조정 및 계약량 산정방식

변경 등 제도의 미세 조정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고객의 광역상수도 수요 변화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면, 요금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 광역상수도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상수도를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간접적

으로 물을 공급한다는 점이다. 즉, 광역상수도 요금의 변화는 최종 수요자

에게 직접 충격을 미쳐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대처방법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요금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특성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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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련 선행연구

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상수도의 가격 변동은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

행동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지방

상수도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물이 인간

생활의 필수재라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다만, 비탄력적인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상당히 다른 추정값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원·한동근(2002)은 서울, 대구, 청주, 원주, 남원 등 5개 도시의

연도별 상수도 통계자료를 공적분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청주는 각각 -0.15, -0.2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격탄력성이 도출

되었으나, 대구, 원주, 남원은 가격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원주, 남원은 가성회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소도시의 경우는

도시별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한 물 수요분석이 오도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수도요금 체계에서 요금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곽승준·이충기(2002)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의 서울시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하여 장기 및 단기 가격탄력성을 각각

-1.226, -0.145로 추정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들과 달리 장기에는 수돗물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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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양창영(2005)은 2002년에 수집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특·광역시 804개 가구의 설문 자료를 표본선택모형으로

분석하여 -0.783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식수로서 수돗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가구일수록,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 가구

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 구성원 내에 65세 이상 가족이 많을

수록, 다세대·연립·상가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승훈·정군오·양창영(2005)은 2002년에 수집한 서울시 354개 가구의

설문 자료를 표본선택모형으로 분석하여 -0.964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박두호·최한주(2006)는 1997년에서 2003년까지의 전국 167개 시·군

지역의 통계 자료를 패널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05로 추정하였다.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수도

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량 절감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요금인상을 통해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며, 요금인상을 위해서는 물이 경제재라는 인식을 소비자가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상환(2007)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경기도·강원도·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92개 시·군의 통계 자료를 패널 일반

모형으로 분석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139로 추정하였다.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낮으므로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요요인, 용수가격, 소득, 세대당 인구 등과 공급요인인 용수가격, 용수

생산단가, 강수량, 시설용량, 인구밀도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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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건(2018)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161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통계 자료를 패널자료 회귀모형과 패널 분위수회귀모형으로 분석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156 ～ -0.189로 추정하였다.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낮으므로 물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가격 정책 외에도 다른 비가격적 정책

들이 반드시 동반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광역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지방상수도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또한 시계열 분석, 횡단면 분석, 패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지방상수도와는 달리 장기시계열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최기성(1999)은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광역상수도 공급량 자료를

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수요의

장·단기 가격탄력성을 각각 -1.064, -0.475로 추정하였다. 저자는 연도별

광역상수도 총 공급량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류문현·장석원(2012)은 1992년부터 2010까지의 광역상수도 공급량

자료를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으로 분석하여 -0.159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류문현·최한주·최효연(2017)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종별 광역

상수도 공급량 자료를 완전수정 최소자승추정(FMOLS), 동적 최소자승

추정(DOLS), 정준적공적분회귀(CCR)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수종별 가격

탄력성은 원수는 -0.292 ～ -0.316, 정수는 -0.087 ～ -0.107, 침전수는

0.546 ～ 0.622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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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 요약

사 례 설명변수

지

방

상

수

도

김종원·한동근

(2002)

◦가격, 소득(지방세 수입)

◦주택 중 아파트 비율, 건축허가 면적 등

곽승준·이충기

(2002)
◦가격, 소득(가구당 평균소득)

유승훈·양창영

(2005)

◦가격, 소득(가구별 소득)

◦수돗물 식수적합 인식 여부, 수돗물 음용 여부, 생수

구입 비용, 약수터 방문 횟수, 총 가족 수, 65세 이상

가족 수, 절수기기 장착 여부, 단독주택 여부 등

박두호·최한주

(2006)

◦가격, 소득(도별 GRDP를 지자체별 인구로 배분)

◦급수인구

노상환

(2007)

<수요 측면>

◦자연적 요인 : 평균기온(최고기온, 최저기온)

◦경제적 요인 : 용수요금, 1인당 GRDP

◦사회적 요인 : 주택형태, 가족 수

<공급 측면>

◦자연적 요인 : 강수량, 지하수 이용

◦경제적 요인 : 용수가격, 생산원가

◦사회적 요인 : 시설용량, 인구밀도

김형건

(2018)

◦가격, 소득

◦천명당 사업체 수, 면적, 고령인구 비율, 인구, 전력

사용량, 난방도일, 인구밀도 등

광

역

상

수

도

최기성

(1999)

◦가격, 소득(국민가처분소득)

◦급수인구

류문현·장석원

(2012)
◦가격, 소득(GRDP)

류문현·최한주·

최효연(2017)

◦가격, 소득(1인당 GNI)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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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상수도 정책 관련 선행연구

광역상수도 정책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경쟁에 따른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였다.

윤원근(2000)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도시설 건설 및 광역상수도 이용 감소 등 상수도 공급의 지방화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수도권 지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하였는데, 한강

팔당취수원에 가깝거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감소하였으며, 한강으로부터 멀거나 시설규모가 작은

6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심화되었다.20) 저자는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하로 인해 생산원가가 상승하면 이는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도시설

건설로 인한 중복 투자 및 규모의 불경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광역상수도의 전국동일요금제도를 지역별 차등요금제 또는

지역별 보조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둘째, 광역상수도 계획·운영에 대한

중앙의 조정기능 강화 및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수요자의 책임을 강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윤 등(2007)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적 유인에 따라 지방상수도를

중복 건설하거나 광역상수도를 과잉 건설함으로써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광역상수도 가동률 하락은 생산원가

및 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에서 이탈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20) 광역상수도 의존 감소 :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역상수도 의존 심화 : 수원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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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한동근(2010)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도시설에 투자하는 행

위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설정이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게임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양자의 행태를 분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비협조적 게임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는 필요 이상으로 자체 수도시설에 투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한국수자원공사도 광역상수도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결과적으로 이윤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협조적 게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적인 과대

시설을 회피할 수 있으며 비협조적 게임보다 광역상수도 요금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순차게임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중복·과잉투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하여 먼저 광역상수도 요금을 낮춰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 수도시설 투자를 막아야 한다. 또한 저자는 지방자치

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창수(2013)는 불확실성 하에서는 효율성보다는 가외성이 더 많은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의 관계를 효율성과 가외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21)

분석 결과 상수도의 적정 가동률을 70%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상수도 정책의 경우 기후변화

라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바탕으로 가외성이 허용되고 어느 정도 느슨한 운영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효율성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였다.

21) 가외성(redundancy)이란 정보해석 상의 차이로 인한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가치이다(김창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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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의 장기시계열 분석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외적 타당성이

낮을 수 있다. 선행연구는 모두 지방지차단체의 광역상수도 이탈이 심했던

1990년대를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탄력성이 과대

평가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가격탄력성을 현재의

물 수요관리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윤원근(2000)이 지적한

것처럼 하천 근접성, 수도시설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선행연구는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윤원근(2000)의

경우 한강 인접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지방

자치단체별 광역상수도 사용량의 연도별 추이만 살펴본 것으로 엄격한

실증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광역상수도 가격과 소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는 거의 설정하지 않았다.2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더 많다. 예를 들면, 지방

상수도 누수율이 높을수록 필요한 급수량이 많아지므로 광역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지방상수도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으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2) 최기성(1999)은 지자체별 급수인구, 류문현 등(2017)은 강수량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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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광역상수도 요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광역상수도 수요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취수원 개발여건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지방상수도의 특성 관련 변수를

통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설득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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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영향력이 입증된 가격과 소득 외에 광역상수도 요금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떠할

것인가?

연구가설 1 :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일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광역상수도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가격과 소득 외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통제하고 광역

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가설 2-1 : 장기계약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요금할인은 광역상수도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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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장기계약제도의

요금할인은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 요금할인 외의 장기계약제도의 다른 특성도 광역상수도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요금할인 외의 장기계약제도의 특성으로는 장기간(2～5년) 계약량이

고정되는 점, 계약 체결 시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 이상으로 계약량을 설정

해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용량 증가를 유인하고 있으므로,

광역상수도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종속변수는 광역상수도 사용량이다. 독립변수로는 가격과 소득,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광역상수도 장기계약 체결여부를 선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5대강 인접여부, 지방

상수도 가격 및 지방상수도 누수율을 선정하였다.

<그림 5>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광역상수도 가격 종속변수

지방자치단체 소득 광역상수도 사용량

장기계약 체결여부

통제변수(지방자치단체의 특성)

5대강 인접여부 지방상수도 가격 지방상수도 누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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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지방자치단체별 및 수종별(원수 및 정수) 1일 1인당 광역

상수도 사용량이며, 자연로그를 취해서 사용하였다.

류문현 등(2017)은 수종별 가격탄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

내었다.23) 이는 광역상수도 가격이 변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반응하는

방식은 수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원수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여

원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즉, 원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른 수종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정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광역상수도에서 이탈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광역상수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개발뿐만 아니라 정수장 건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침전수의 가격 탄력성은 양(+)으로 나타났는데, 침전수는 산업

단지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외의 다른 변수, 예를 들어 기업체 수,

경제성장률 등이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침전수 사용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19년 기준 지방자치

단체의 광역상수도 사용량 중 침전수의 비중은 4.8%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의 유의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2019년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사용량
(단위 : ㎥/일)

구 분 계 원수 정수 침전수

일평균 사용량 8,769 3,354 4,998 417

비 중 77.7% 38.2% 57.0% 4.8%

23) 류문현 등(2017)은 원수 –0.292 ～–0.316, 정수 –0.087 ～–0.107, 침전수

0.546 ～ 0.622로 수종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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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광역상수도 가격과 지방자치단체 소득, 그리고 광역상수도

장기계약 체결여부이다. 또한 기간별 가격탄력성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3개의 기간 더미를 추가하였다.

광역상수도 가격은 요금 할인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별․수종별 실제

판매단가이며,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가격으로 환산하였으며

자연로그를 취해서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소득은 시․군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이며,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환산한 실질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사용하였다.

다만, 2010년 이전의 시․군별 GRDP는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도별 GRDP를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24)

장기계약 체결여부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2003년부터 본격화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변경은 장기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장기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광역상수도 수요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간 더미는 분석기간(2000～2018년) 중 요금제도에 큰 변경이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2000～2002년을 0기, 2003～2009년을 1기, 2010～2011년을

2기, 2012～2018년을 3기로 구분하였다.25)

24)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

하여-, 지역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지역학회, 2010., 75-101.

25) 기간 구분의 기준이 되는 주요한 요금제도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1기(2003년부터) : 수요자 권리 강화를 위해 장기계약제도 등 도입

2기(2010년부터) : 장기계약제도 요금할인 산정방식 대폭 변경

3기(2012년부터) :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요관리를 위해 피크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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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석대상기간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대표하는 5대강 인접여부, 지방

상수도 요금수준, 지방상수도 누수율을 선정하였다.

5대강 인접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5대강이 인접한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지방상수도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상수도 평균 판매단가로, 실질

가격으로 환산하고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지방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26)

요금수준이 높은 지방상수도는 생산원가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생산

원가가 높은 경우 수돗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광역상수도를 구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상수도 누수율이 높을 경우 수돗물 생산․공급량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누수율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26)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44호,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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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정의 출처

종속 광역상수도 사용량 ln(사용량 ÷ 급수인구) 한국수자원공사

독립

광역상수도 가격 ln(납부요금 ÷ 사용량)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소득 ln(GRDP ÷ 인구) 통계청

장기계약 체결 여부 체결 1, 미체결 0의 더미 한국수자원공사

기간 더미 3개의 더미 〃

통제

5대강 인접 여부 인접 1, 미인접 0의 더미 환경부

지방상수도 가격 ln(평균 판매단가) 〃

지방상수도 누수율 누수량 ÷ 총급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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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모형 : 패널선형회귀모형

본 연구에서는 10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9년(2000～2018년) 간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야 하므로, 패널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패널

선형회귀모형에는 대표적으로 통합최소자승모형(Pooled OLS Model), 고정

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구분되는데, 통합최소자승

모형의 경우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고정효과모형

에서는 오차항에 패널 개체별로 관찰되지 않는 개별특성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는

반면,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오차항을 확률변수로 간주한다.

통합최소자승모형의 경우,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합최소자승모형은 패널 개체별․시기별로 특성의

차이가 없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상수도는 지역성이 매우 강한 공공서비스로 패널 개체별 특성 차이가

크고, 정부 정책의 변화 및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시기별 특성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확률

효과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더 높아, 주로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만 확률효과모형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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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방자치단체별 1일 1인당 광역상수도 사용량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수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2000～2018년) 동안 광역상수도 정수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98개이며, 본 연구에서는 9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27)

<표 14>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 정수

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16개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강원도 5개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6개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남도 14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13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19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7) 급수인구, 누수율 등 수도사업 여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크게 다른 특․

광역시와 분석기간 중 원수 사용을 중단하고 정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4개

지방자치단체(성남시, 시흥시, 태백시, 거제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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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10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남도 10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계 93개

정수 사용량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15> 기초통계량 : 종속변수(정수)28)
(단위 : ℓ/인/일)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광역상수도 전체 240.59 136.65 0.11 700.99 관측수 = 1510

사용량 그룹 간 122.63 1.98 451.41 패널그룹 = 93

(정수) 그룹 내 60.95 -109.63 525.50

<그림 7> 연도별 추이 : 종속변수(정수)

28) 기초통계량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환산한 실질가격의 자연로그를

취하기 전의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40 -

원수를 사용하는 25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29)

<표 16>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 원수

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11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김포시

강원도 1개 동해시

충청북도 1개 청주시

충청남도 1개 공주시

전라남도 4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4개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3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계 25개

<표 17> 기초통계량 : 종속변수(원수)
(단위 : ℓ/인/일)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광역상수도 전체 220.72 157.91 0.54 720.39 관측수 = 374

사용량 그룹 간 168.93 0.54 642.79 패널그룹 = 25

(원수) 그룹 내 47.18 31.16 405.38

<그림 8> 연도별 추이 : 종속변수(원수)

29) 정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특광역시와 분석기간 중 원수 사용 중단 4개 지자

체를 제외하였고, 사용량이 극히 적은 화순군도 추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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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가. 광역상수도 가격

광역상수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요금단가로 공급된다. 분석

기간 동안 광역상수도 요금단가는 여섯 차례 인상되었다.

<표 18> 광역상수도 요금단가 인상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

2003년
2004년

2005～

2012년

2013～

2015년

2016년

～현재

정수 245.87 275.07 319.0 357.0 394.0 413.0 432.8

기본요금 73.76 82.52 96.0 107.0 118.0 124.0 130.0

사용요금 172.11 192.55 223.0 250.0 276.0 289.0 302.8

원수 125.44 143.43 178.0 196.0 213.0 223.0 233.7

기본요금 37.63 43.03 53.0 58.0 64.0 67.0 70.0

사용요금 87.81 100.40 125.0 138.0 149.0 156.0 163.7

다만, 요금할인 및 초과요금 등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단가는 상기 요금단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지방

자치단체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불하는 광역상

수도 가격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19> 기초통계량 : 광역상수도 가격(정수)
(단위 : 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광역상수도 전체 423.66 53.30 175.52 1,709.29 관측수 = 1510

가격 그룹 간 25.91 388.28 618.73 패널그룹 = 93

(정수) 그룹 내 48.31 145.92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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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도별 추이 : 광역상수도 가격(정수)

<표 20> 기초통계량 : 광역상수도 가격(원수)
(단위 : 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광역상수도 전체 228.13 25.11 162.94 340.28 관측수 = 374

가격 그룹 간 24.48 205.17 339.94 패널그룹 = 25

(원수) 그룹 내 22.79 143.96 324.48

<그림 10> 연도별 추이 : 광역상수도 가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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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득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21> 기초통계량 : 지방자치단체 소득(정수)
(단위 : 천원/인)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지자체 전체 27,672.23 11,460.65 8,506.98 72,983.77 관측수 = 1510

소득 그룹 간 10,306.94 12,562.06 62,325.69 패널그룹 = 93

(정수) 그룹 내 5,500.43 6,511.07 54,747.36

<그림 11> 연도별 추이 : 지방자치단체 소득(정수)

<표 22> 기초통계량 : 지방자치단체 소득(원수)
(단위 : 천원/인)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Obs.

지자체 전체 30,616.74 8,677.42 14,667.83 59,977.82 관측수 = 374

소득 그룹 간 7,271.25 18,770.45 49,691.80 패널그룹 = 25

(원수) 그룹 내 4,758.38 14,197.51 45,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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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도별 추이 : 지방자치단체 소득(원수)

다. 장기계약 체결여부

2004년 장기계약제도 도입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여건에

따라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을 선택하여 체결하고 있다. 분석기간 동안의

단기․장기계약 체결현황 및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23> 장기․단기계약 지방자치단체 수(정수)30)
(단위 : 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65 68 71 75 83 84 89 89

단기계약 65 57 49 51 58 58 62 62

장기계약 - 11 22 24 25 26 27 27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89 90 90 91 91 91 92 92

단기계약 59 54 46 51 49 49 54 51

장기계약 30 36 44 40 42 42 38 41

30) 단기․장기계약 등 계약형태 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으므로(단, 장기계약은

2년 이상 지속 필요), 1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지된 계약형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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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기초통계량 : 장기계약 체결여부(정수)
(장기계약 = 1)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장기계약 전체 0.31 0.46 0 1.00 관측수 = 1510

체결여부 그룹 간 0.31 0 1.00 패널그룹 = 93

(정수) 그룹 내 0.35 -0.56 1.26

<그림 13> 연도별 추이 : 장기계약 체결여부(정수)

<표 25> 장기․단기계약 지방자치단체 수(원수)
(단위 : 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8 17 17 17 18 18 20 20

단기계약 18 17 13 12 14 14 13 10

장기계약 - - 4 5 4 4 7 10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0 21 22 22 22 23 23 24

단기계약 10 11 11 12 12 13 12 12

장기계약 10 10 11 10 10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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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초통계량 : 장기계약 체결여부(원수)
(장기계약 = 1)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장기계약 전체 0.32 0.47 0 1.00 관측수 = 374

체결여부 그룹 간 0.31 0 0.90 패널그룹 = 25

(원수) 그룹 내 0.36 -0.58 1.26

<그림 14> 연도별 추이 : 장기계약 체결여부(원수)

라. 기간 더미

기간 더미변수는 2000∼2002년을 0기, 2003∼2009년을 1기(더미1),

2010∼2011년을 2기(더미2), 2012∼2018년을 3기(더미3)로 구분하였으며,

더미변수별 관측값은 아래와 같다.

<표 27> 기간 더미변수별 관측값
(단위 : 개)

구분 관측값 계 더미변수 0기

1기(더미1) 2기(더미2) 3기(더미3)

(2003∼2009) (2010∼2011) (2012∼2018) (2000∼2002)

정수 1,510 535 178 637 160

원수 374 125 40 15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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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가. 5대강 인접여부

5대강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67개로,31) 분석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는 그룹 내within 표준편차가 0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8> 5대강 인접 지방자치단체

도 지방자치단체

한강 18개

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양구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금강 13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군산시,

익산시

섬진강 9개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영산강 7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낙동강 20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달성군,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계 67개

<표 29> 기초통계량 : 5대강 인접여부(정수)
(5대강인접 = 1)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5대강 전체 0.37 0.48 0 1.00 관측수 = 1510

인접여부 그룹 간 0.49 0 1.00 패널그룹 = 93

(정수) 그룹 내 0 0.37 0.37

31) 67개 지방자치단체 중 특광역시 6개를 제외한 61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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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기초통계량 : 5대강 인접여부(원수)
(5대강인접 = 1)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5대강 전체 0.34 0.47 0 1.00 관측수 = 374

인접여부 그룹 간 0.51 0 1.00 패널그룹 = 25

(원수) 그룹 내 0 0.34 0.34

나. 지방상수도 가격

지방상수도 가격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광역상수도 가격에

비해 표준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광역상수도는 전국적

으로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반면,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표 31> 기초통계량 : 지방상수도 가격(정수)
(단위 : 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지방상수도 전체 816.21 176.86 340.42 1,683.76 관측수 = 1510

가격 그룹 간 149.09 481.79 1,412.56 패널그룹 = 93

(정수) 그룹 내 96.74 335.57 1,230.04

<그림 15> 연도별 추이 : 지방상수도 가격(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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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초통계량 : 지방상수도 가격(원수)
(단위 : 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지방상수도 전체 742.66 154.07 338.03 1,215.19 관측수 = 374

가격 그룹 간 131.56 518.02 982.43 패널그룹 = 25

(원수) 그룹 내 77.88 456.49 1,155.70

<그림 16> 연도별 추이 : 지방상수도 가격(원수)

다. 지방상수도 누수율

지방상수도 누수율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정수와 원수 모

두 그룹 간between 표준편차가 0.09로, 지방자치단체 간 누수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기초통계량 : 지방상수도 누수율(정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지방상수도 전체 0.20 0.11 0.00 0.65 관측수 = 1510

누수율 그룹 간 0.09 0.03 0.43 패널그룹 = 93

(정수) 그룹 내 0.07 -0.06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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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도별 추이 : 지방상수도 누수율(정수)

<표 34> 기초통계량 : 지방상수도 누수율(원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지방상수도 전체 0.15 0.10 0.01 0.44 관측수 = 374

누수율 그룹 간 0.09 0.03 0.32 패널그룹 = 25

(원수) 그룹 내 0.04 0.00 0.32

<그림 18> 연도별 추이 : 지방상수도 누수율(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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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초통계량 : 총괄(정수)

구 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광역상수도 전체

ℓ/인/일

240.59 136.65 0.11 700.99

사용량 그룹 간 122.63 1.98 451.41

그룹 내 60.95 -109.63 525.50

독립

변수

광역상수도 전체

원/㎥

423.66 53.30 175.52 1,709.29

가격 그룹 간 25.91 388.28 618.73

그룹 내 48.31 145.92 1,514.23

지방자치단체 전체

천원/인

27,672.23 11,460.65 8,506.98 72,983.77

소득 그룹 간 10,306.94 12,562.06 62,325.69

그룹 내 5,500.43 6,511.07 54,747.36

장기계약 전체
장기계약

=1

0.31 0.46 0 1.00

체결여부 그룹 간 0.31 0 1.00

그룹 내 0.35 -0.56 1.26

기간더미1 전체 2003∼

2009년

=1

0.35 0.48 0 1.00

(2003～2009) 그룹 간 0.11 0 0.70

그룹 내 0.47 -0.35 1.25

기간더미2 전체 2010∼

2011년

=1

0.12 0.32 0 1.00

(2010～2011) 그룹 간 0.04 0 0.22

그룹 내 0.32 -0.10 1.01

기간더미3 전체 2012∼

2018년

=1

0.42 0.49 0 1.00

(2012～2018) 그룹 간 0.15 0 1.00

그룹 내 0.48 -0.36 1.05

통제

변수

5대강 전체

인접=1

0.37 0.48 0 1.00

인접여부 그룹 간 0.49 0 1.00

그룹 내 0 0.37 0.37

지방상수도 전체

원/㎥

816.21 176.86 340.42 1,683.76

가격 그룹 간 149.09 481.79 1,412.56

그룹 내 96.74 335.57 1,230.04

지방상수도 전체 0.20 0.11 0.00 0.65

누수율 그룹 간 0.09 0.03 0.43

그룹 내 0.07 -0.06 0.47

* 관측수 = 1,510, 패널그룹 = 93, 패널그룹별 평균 관측수 =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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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초통계량 : 총괄(원수)

구 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광역상수도 전체

ℓ/인/일

220.72 157.91 0.54 720.39

사용량 그룹 간 168.93 0.54 642.79

그룹 내 47.18 31.16 405.38

독립

변수

광역상수도 전체

원/㎥

228.13 25.11 162.94 340.28

가격 그룹 간 24.48 205.17 339.94

그룹 내 22.79 143.96 324.48

지방자치단체 전체

천원/인

30,616.74 8,677.42 14,667.83 59,977.82

소득 그룹 간 7,271.25 18,770.45 49,691.80

그룹 내 4,758.38 14,197.51 45,539.56

장기계약 전체
장기계약

=1

0.32 0.47 0 1.00

체결여부 그룹 간 0.31 0 0.90

그룹 내 0.36 -0.58 1.26

기간더미1 전체 2003∼

2009년

=1

0.33 0.47 0 1.00

(2003～2009) 그룹 간 0.15 0 0.41

그룹 내 0.46 -0.08 1.23

기간더미2 전체 2010∼

2011년

=1

0.11 0.31 0 1.00

(2010～2011) 그룹 간 0.06 0 0.20

그룹 내 0.31 -0.09 1.00

기간더미3 전체 2012∼

2018년

=1

0.42 0.49 0 1.00

(2012～2018) 그룹 간 0.26 0 1.00

그룹 내 0.47 -0.28 1.05

통제

변수

5대강 전체

인접=1

0.34 0.47 0 1.00

인접여부 그룹 간 0.51 0 1.00

그룹 내 0 0.34 0.34

지방상수도 전체

원/㎥

742.66 154.07 338.03 1,215.19

가격 그룹 간 131.56 518.02 982.43

그룹 내 77.88 456.49 1,155.70

지방상수도 전체 0.15 0.10 0.01 0.44

누수율 그룹 간 0.09 0.03 0.32

그룹 내 0.04 0.00 0.32

* 관측수 = 374, 패널그룹 = 25, 패널그룹별 평균 관측수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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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1. 정수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정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모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의 일관성 문제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설명력이 입증된 광역상수도 가격과 지방

자치단체 소득만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모형 2]에서는 본 연구 주제인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관련 변수인 장기계약 체결여부 뎌미변수와 기간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모형 3]에서는 지방상수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5대강

인접여부, 지방상수도 요금수준 및 누수율을 포함하였다.

<표 37>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 정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

변수

ln(광역상수도 가격) -0.13*** -0.21*** -0.22***

ln(지방자치단체 소득) 0.39*** 0.37*** 0.34***

장기계약 체결여부 0.03** 0.03*

기간

더미

더미1(2003∼2009) 0.19*** 0.18***

더미2(2010∼2011) 0.08*** 0.08***

더미3(2012∼2018) 0.11*** 0.11***

통제

변수

5대강 인접여부 -

ln(지방상수도 가격) 0.03

지방상수도 누수율 0.08***

관측수 1,510 1,510 1,510

지방자치단체 수 93 93 93

결정계수 0.2185 0.2634 0.2762

주)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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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변수

[모형 3]에서 광역상수도 가격 변수의 추정계수, 즉 가격탄력성은

-0.22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가격이 1% 상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량은 0.22%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하며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격탄력성이 음수(-)

이므로 연구가설2-1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광역상수도 가격과 지방자치단체 소득만 변수로 포함하였을 때의

가격탄력성은 -0.13([모형 1])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관련 변수를 추가했을 때의 가격탄력성은 70%

가량 증가한 -0.22([모형 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광역

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는 가격과 소득 외에 다른 변수들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가격과 소득 외의 다른 변수를 거의 통제하지

않은 선행연구의 가격탄력성 추정결과는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소득 변수의 추정계수, 즉 소득탄력성은 0.3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득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량은 0.34% 증가한다는 의미로 선험적인 지식 및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장기계약 체결여부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0.0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수요량 증가율이 단기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0.03%p 높다는 의미로 연구가설2-2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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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약 체결이 광역

상수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가정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가

아니라 역逆인과관계로도 설명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일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약량을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계약량이 장기계약기간(2∼5년) 동안 고정되는

점이다.32) 이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량이 계약

체결 이후 계속 증가하더라도, 계약량의 증가는 없으며 계약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도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특징을 감안하면, 향후 사용량 증가를 예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요금

감소 효과를 노리고 장기계약을 가입하려 할 수 있다. 즉, 장기계약 체결이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 증가 계획 또는 전망이

장기계약 체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연구설계만으로는 장기계약 체결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

상수도 수요량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간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1기(2003∼2009년) 0.18, 2기(2010∼2011년)

0.08, 3기(2012∼2018년) 0.11로 나타났다. 이는 1․2․3기의 지방자치단체

1인당 수요량 증가율이 모두 0기(2000∼2002년)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기간별 수요량 증가율은 다소 편차를 보였는데, 0기에 비해 1기는

0.18%p, 2기는 0.08%p, 3기는 0.11%p 높았다.

이러한 증가율의 차이를 요금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는 종전

공급자 중심의 배분량 제도에서 벗어나 선택요금제, 장기계약제도 등을

도입한 시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요금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량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약량을 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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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중요한 요금제도 변경사항은 장기계약을 재계약할 경우의 계약량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종전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 계약기간

전체의 일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기부터는 계약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1기에

비해 수요량 증가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3기에는 피크요금제를 도입하였다. 피크요금제는 장기계약량 산정 시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 뿐만이 아니라 과거 최대 사용월의 일평균 사용량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량 증가로 귀결

되므로 2기와 유사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2기에 비해 사용량 증가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기와는 달리 증가한

계약량에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33)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기간별 수요량 증가율의 차이를 요금제도의 변경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요금제도의 변경과 각 시기에 있었던 통제되지 않은 다른 사건

들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1기에는

감사원에서 지방․광역상수도 간의 중복․과잉투자를 지적하며, 지방자치

단체에게 지방상수도를 건설하는 대신 광역상수도를 우선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34) 이로 인해 광역상수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2기에는 2008∼2009년 간 지속된 국지성 가뭄 종료 및 집중

호우 증가로 인해 광역상수도 수요량 증가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35)

또한 3기에 수요량 증가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2013∼2018년 간 지속된

장기 가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36)

33) 광역상수도 기본요금은 계약량만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량 전체를 기준

으로 산정․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계약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금 최적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3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 -, 2005.11.

35) 환경부 등, 물과 미래 - 2020 세계 물의 날 자료집,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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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간별 수요량 증가율 변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온, 강수량 등의 자연환경과 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경영

정책 등 추가적인 변수를 발굴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 강수량,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조작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나. 통제변수

5대강 인접여부 더미변수는 생략 처리되었다. 이는 앞서 기초통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5대강 인접여부는 분석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데, 고정효과모형은 그룹 내 변동within variation만을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

이다.37)

지방상수도 가격 변수의 추정계수는 0.0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

상수도 가격이 1% 상승하면 광역상수도 수요량은 0.03% 증가한다는 의미

이다. 다만, 유의확률 0.13으로 유의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상수도 요금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원가도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역상수도를 사용량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다소 있어 보인다.

지방상수도 누수율 변수의 추정계수는 0.08로, 누수율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이 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에서의 누수량이 많을수록

보다 많은 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생산량

또는 광역상수도 수입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36)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2013～2018 장기가뭄 분석․평가 보고서, 2018.11.

37) 확률효과모형에서도 5대강 인접여부 더미변수는 추정계수 -0.07, 유의확률

0.41로 유의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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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수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원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 원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

변수

ln(광역상수도 가격) -0.14*** -0.16*** -0.16***

ln(지방자치단체 소득) 0.09*** 0.15** 0.14**

장기계약 체결여부 0.06** 0.05*

기간

더미

더미1(2003∼2009) 0.02 0.01

더미2(2010∼2011) -0.03 -0.02

더미3(2012∼2018) -0.07 -0.07

통제

변수

5대강 인접여부 -

ln(지방상수도 가격) 0.01

지방상수도 누수율 0.14***

관측수 374 374 374

지방자치단체 수 25 25 25

결정계수 0.1344 0.1583 0.1830

주)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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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변수

[모형 3]에서 광역상수도 가격 변수의 추정계수, 즉 가격탄력성은

-0.16으로 추정되어, 정수에 비해 보다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소득 변수의 회귀계수, 즉 소득탄력성은 0.15로 추정되어,

이 또한 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계약 체결여부가 수요량에 미친 영향은 0.05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수요량 증가율이 단기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0.05%p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 더미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간별로 광역상수도 수요량 증가율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회귀계수도 1기(2003∼2009년) 0.01, 2기(2010∼2011년) -0.02, 3기(2012

∼2018년) -0.07로 나타나, 정수 분석 결과와는 변화의 방향성에도 차이를

보였다.38)

다만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 앞서 정수 분석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각 기간별 사용량 증가율의 변동은 요금제도의 변경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정부 정책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수 사용량 변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원수 사용량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기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원수는 기간별 사용량

증가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가 발굴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8) 정수의 경우 ‘1기 증가, 2기 감소, 3기 증가’의 흐름이었으나, 원수는 ‘1기 증가,

2기 감소, 3기 감소’로 사용량 증가율의 추세가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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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제변수

5대강 인접여부 더미변수는 정수와 동일한 이유로 생략되었다.39)

지방상수도 가격 변수는 정수에 비해 추정계수는 작고 유의확률은 높아,

광역상수도 수요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수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약 65%가 자체 취수원을 보유하여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선택의 여지가 많은 반면, 원수를 사용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 취수원 보유율은 약 48%로 상대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40)

<표 39> 지방상수도 가격 변수 : 정수 vs 원수 비교

정수 원수

추정계수 유의확률 추정계수 유의확률

0.03 0.13 0.01 0.78

지방상수도 누수율 변수의 추정계수는 0.13으로, 누수율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이 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수와 마찬가지로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39)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추정계수 -0.52,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및 지역성이 매우 강한

상수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룹별 개별특성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확률

효과모형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40) 2018년 기준, 정수 사용 지방자치단체 92곳 중 60곳이 자체 취수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원수 사용 지방자치단체 25곳 중 12곳이 자체 취수원을 보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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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이며, 가격과 소득 변수 외에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및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광역상수도 가격 상승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를 감소시키며,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수가 정수에 비해

더욱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상수도 장기계약제도는 정수와 원수 모두 수요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역逆인과관계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금제도의 큰 변경을 기준으로 구분한 기간별 수요량 증가율의 경우,

정수는 기간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원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원수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 및 소득 뿐만이 아니라 요금제도의 변화

에도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광역

상수도 수요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를 모두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못했으므로,41) 정수의 경우에도 기간별 수요량 증가율 차이의 원인을

전적으로 요금제도의 변경에 돌리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중 자체 취수원 개발여건, 즉 5대강 인접여부가

광역상수도 수요에 미친 영향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고정효과모형의

한계로 인해 검증할 수 없었다.

또한, 지방상수도 누수율이 높을수록 광역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지방상수도 가격은 수요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정계수는 정수 0.2762, 원수 0.1830이다.



- 62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광역상수도 가격, 지방자치단체 소득 및 지방상수도 누수율이며,

상기 변수만큼은 아니지만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중 장기계약 체결여부도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또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뭄 등 긴급한 물 수요관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광역상수도 가격

조정을 물 수요관리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지방자치단체 소득은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개선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긴급한 물 수요관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광역상수도 가격이

유일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물 수요관리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종원 등(2002)과 박두호 등(2006)은 요금인상을 통한

물 수요관리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곽승준 등(2002)은

요금인상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김형건(2018)은 물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빈도와 심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급량 증가 또는 수요량 감축이 필요한데, 댐 건설

등을 통해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량 감축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수요량 감축을 위해 긴급 누수복구 공사, 밸브 조절을 통한

강제 절수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가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조정을 통한 수요량 감축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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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광역상수도 장기계약제도는 그 도입목적, 즉 판매확대를 달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3년 장기계약제도의 기획․설계를 담당했던 한국수자원공사 김태오

부장은 장기계약제도의 도입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90년대 들어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광역상수도 사용을 중단

또는 감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여 광역상수도 판매량 및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잦은 요금인상 및 공급자 위주의 경직적인 요금제도로 인해

고객만족도 또한 매우 낮아져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에서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42)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배분량 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요금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중복투자 및

광역상수도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계약기간을

장기(2～3년)로 늘리는 대신에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장기계약제도를 도입

하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본 연구에서 광역상수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과

장기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량 증가율이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다는 것을 실증함을 통해, 광역상수도 장기

계약제도가 직․간접적으로 판매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결과를 감안하여 광역상수도 건설․공급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약 2.4조원을 투자하여 103개 지방

상수도의 누수를 저감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3)

42)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2001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10개 공기업 중 9위에 그쳤다.

43) 환경부 보도자료(2017.5.12.),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본격화…지자체 20곳

연간 501억 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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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사업의 목표는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를 통해 누수를 저감하여

유수율을 8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44) 따라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누수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증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현대화 사업을 시행 중인 10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67개이다. 현대화 사업 종료 후 이들 지방

자치단체의 누수율이 하락하면 광역상수도 판매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광역상수도 신규 건설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

단체별 공급목표 조정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광역상수도 판매량

감소가 매우 클 경우에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그러했던 것처럼 요금

제도 변경을 통해 판매확대를 유도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표 40>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도 광역상수도 사용 광역상수도 미사용

경기도 7개
평택시, 오산시 여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도 12개

동해시,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속초시, 강릉시,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인제군,

양양군, 홍천군

충청북도 9개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11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44)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 중에서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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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역상수도 사용 광역상수도 미사용

전라북도 12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무주군

전라남도 18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신안군

구례군

경상북도 19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성주군, 칠곡군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 의성군,

영양군,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군위군

경상남도 15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제시,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거창군, 함안군,

함양군

계 103개 67개 36개

자료 : “코네틱 리포트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KONETIC(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2017.5.2. 등록, 2021.7.18. 접속,

https://www.konetic.or.kr/insight/koneticreport_view.asp?unique_num=1888&skey=

&gotopage=3&tabcod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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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및 가뭄 등 환경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세부적인 특성을 변수화하는 데 실패하였다. 일부 특성만 더미변수로 연구

모형에 투입하였고, 그에 따라 요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가뭄 등 환경적

요인도 광역상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절한 조작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둘째, 정수와 원수를 동일한 연구모형에서 다루지 못했다. 광역상수도

정수와 원수는 대체재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45)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수와 원수를 동일한

연구모형 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수와 원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연구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5대강 인접여부, 즉 자체 취수원 개발여건이 광

역상수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5대강 인접여부는 본 연구 분석기간(2000～2018년) 내내 변동이 없으며,

자체 취수원이 대부분 분석기간 이전에 건설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주제에 적합한 별도의 연구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45)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을 시작함에 따라 원수

사용을 중단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연구모형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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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ce Elasticity of Wide-area

Waterworks Demand of Local

Government

- With the long-term contract system at

the center -

Oh Byunghe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the frequency and depth of

drought, making it difficult to reliably use water essential to human

survival. The way to deal with drought is to increase supply or

reduce usage.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increase supply in a

short period of time, almost the only way to cope with drought is to

reduce usage.

Most Koreans receive tap water from local waterworks run by

local governments. Meanwhile,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that

lack water sources to produce tap water, they purchase wide-area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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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rom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supply it to

residents in their jurisdictio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changes in wide-area waterworks

prices and rate syste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waterworks

on the demand for wide-area waterworks by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Through this, I want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water

demand management through the adjustment of the wide-area

waterworks price and rate system in the event of a drough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ise in the price of wide-area

waterworks causes inelastic reductions in the demand for wide-area

waterworks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change in the

wide-area waterworks rate system may have affected the demand for

wide-area waterworks by local governments, and in particular, the

long-term contract system may have affected the increase in demand.

However, there may be other variables that affect the demand for

wide-area waterworks, so it is thought that additional discovery of

variables will be necessary to use the price of wide-area waterworks

as a tool for water demand management in the event of a drought.

keywords : Wide-area waterworks, Price elasticity, Rate system,

Local government(Municipality), Water demand

management, Fixed effect model

Student Number : 2020-2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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