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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8년 6월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의 물관리를 정부 주도

정책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물관리 체계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

체계로서 등장한 물관리위원회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물

거버넌스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통합물관리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물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적 성격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규

정하고 이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물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실패 및 성공요인을 추가 분석하였으며 여기에 국제규범으

로 통용되는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을 보완하여 물관리위원회의 성공

요인을 폭넓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2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는 한편,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구조’, ‘제도적 규율’, ‘참여

관계’, ‘협력과정’, ‘결과’의 5개 과정(프로세스)별로 부문화 하여 이에 대

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① 구조, ② 제도적 규율, ③ 협력과

정, ④ 참여관계, ⑤ 결과의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둘째, 2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5개 프로세스 부문 내의

주요요인 26개 요인 중에서 도출된 상위 5개의 성공요인은 ‘①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

전’, ‘②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

를 만들고 유지’, ‘③ 시민참여 제도화’, ‘④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

발적 참여 유도’, ‘⑤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거버넌스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여러 요소 중 가장 기

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참여자’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중요한 국가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있어 사

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부재 또는 일부 전문가 위주

의 운영에서 비롯된 소통의 문제가 지적되어왔고 이를 해소할 많은 대안

들이 제시되어 왔다.

물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과 그 운영기제인 물관리위원회가 많은 논의 끝에 탄생하였고 물관리의

역사를 새롭게 쓸 훌륭한 제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훌륭한 제

도가 만들어졌다 해도 이를 잘 활용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도의 성공 열쇠는 제도를 운영하

고 발전시키는 ‘사람’에 있기에 물관리위원회의 ‘참여자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이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전하는 메

시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역의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

문에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부를 포함해 다방

면적이고 포용력 있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토록

위원회의 구조와 제도가 확립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참여자 간

의 협력체계가 선언적 관계가 아닌 유형의 관계로서 보호받고 필요와 상

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요어 : 물관리기본법, 통합물관리, 물관리위원회, 델파이,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요인 
   학  번 : 2020-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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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이용가능한 수자원

량이 세계평균의 1/6에 불과(2016년 기준)하고 여름철에 연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며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를 물관리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물빈곤지수는 62.4로 전체 147개국

에서 43위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홍수위험지수는 6.86으로 물관

리 여건이 비슷한 일본 보다 3배이상 높다(박정수, 2015)

또한 물관리는 국가 중심의 정책운영 기조에 기반을 두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

부 부처가 각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공급 중심의 정책, 수량‧수질 물관리체계의 분산화, 중앙정부 간 및 중

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물관리주체의 분절화, 물관리 거버넌스 기반 부

족 등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아울러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된 충남 서부권 가뭄 피해(2015년)

및 매년 증가하는 태풍의 빈도1) 와 홍수피해, 녹조 및 수질오염 문제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에 대한 물관

리에서 물재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 생태계 보

전 및 수질오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여 ’77년 아

르헨티나 세계물포럼에서 통합물관리(IWRM)를 제안, 발전시켜 오늘날

의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정립하고 이를 위한 운영 기제로써 거버넌스의

1) 기상청(2020) 연도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현황 : 2016년(2건), 2017년

(3건), 2018년(5건), 2019년(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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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체계화하고자 OECD는 2015년 4월 우

리나라 대구‧경북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정립된 ‘물 거버넌스

원칙’을 같은 해 5월 OECD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공식 채택하고, 이에 대

한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같은 해 6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

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서 지지를 받아, 2016년 12월

‘OECD 통합물권고’에 포함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세계적인 물관리 패러

다임인 물 거버넌스 원칙 기반의 통합물관리로의 물관리 정책 변화를 추

진하여, 2018년 5월 28일 소위 물관리 3법(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

기술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에 대한 최상위 규범으로써 국가 물관리

의 정책적 지향점을 천명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련 법령들

을 하나의 테두리 속으로 모아 법령 간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물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투자, 개발 및 관리를 가

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관리기본법이 가지는 의의는 물관리 정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그 구성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물관리위원회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물 거버넌스

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물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 직속의 법정

위원회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물관련 위원회와 차별된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형태, 권한, 운영,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 성과의 평가와 공유 등 새로운 민관협력 체계

로써 물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소들을 담고 있지 않아 많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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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의 물 거

버넌스를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

들을 찾아본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에 제안된 거버넌스의 중요 구성요소들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심도있는

성공요인을 도츨하는 한편, 그 실행체계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검

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화한 요인을 물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연구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체계화하여

향후 성공적인 물관리위원회의 정착과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물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물 거버넌스를 표상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도출과 중요도의 선정은 물관리 정책에 참여하거 오랜 동안 연

구해온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

로 델파이(Delphi) 조사와 항목순위 결정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델파

이 조사는 2021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시행되었다.

델파이 조사 참여자 9명은 환경부 공무원, 환경정책연구원의 물정책

전문 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

공사의 물관리 제도 담당자, NGO 물정책 전문 시민활동가, 언론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의 업무경력 평균은 15.3년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물관리위원회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기 위함이므로 연

구 범위는 물관리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문헌조사와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으로 하

고 이에 기반하여 생성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1라운드 설문을 실시한

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 및 재구성한 2라운드 설문을 통해

성공 요인과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설

문 대상 전문가는 다양한 업무상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전제

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성공적인 국가 물관리의 운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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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입장에서 설문 결과를 도출토록

유도하였으며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별도의 가중치 없이 성공 요인의 중

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 및 저널 자료 등을 분석하여 과거 물관련 거

버넌스의 실패사례를 통한 그 요인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물 거버넌스로

써의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물 거버넌스에 대

한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을 통해 제시된

물 거버넌스의 원칙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연구하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비교‧차이 분석을 함으로써 물관리위원회 성공 운영에 필요

한 중요 요소를 인용 또는 새로이 발굴하였다. 또한 물관리위원회의 실

행체계로써 거버넌스 운영형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최적 모델

로써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성공사례를

조사‧검토하여 유의미한 요소를 추출하고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에 포

함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요인에 대한 문헌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

라운드에 걸친 미니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델파이 조사 1라운드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요인들

을 ‘OECD 물 거버넌스’의 12가지 원칙 및 56개 항목의 프레임워크와 비

교‧분석하여 실패요인 18개, 성공요인 44개 요인을 설문 항목화 하였다.

그리고 성공요인에 대하여는 설문항목을 Ansell & Gash(2007)이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2)에 기초하여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단계별 5개 부

문으로 구분해 응답하도록 하여 응답자가 거버넌스 실행과정을 연상토록

유도함으로써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여기에 부문

2)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 ①구조 → (②제도적 규율 / ③참여관계) → ④협력

과정 → 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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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항목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축소순위절차(5순위)와 참여자가 자유로

운 의사에 따라 보완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을 추가하였다.

물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1라운드 조사 후, 1라운드의 개방형 설문

결과에서 새롭게 제시된 요인들을 기존 구조화된 설문 문항에 통합하거

나 신설하여 전체 설문 항목을 보완하여 2라운드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

고 이에 2라운드 설문 항목은 개방형 설문을 두지 않고 구조화된 설문으

로만 구성하였다. 그리고 1라운드 조사 대상자 그대로 델파이 조사 2라

운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차와 2차 각각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 항목 내에서 리커트 5

점 척도에 따라 차별화하고 그 결과를 중요도로 보아 높은 점수를 부여

받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완전순위절차(Full ranking procedure)와 축소순

위절차(Reduced ranking procedure)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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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협력적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이해

오늘날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표현은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소통과 협치의 수단으로써 대표되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는 복잡하고 어

려운 정책적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연관되어

자주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회문제는 그 테두리가 명확하고 외

부효과가 크지 않아 특정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기술적

인 처방을 개발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그 문제의 핵심을 정

의하기도 어렵고, 문제의 범위도 한정하기 어려우며, 수많은 다른 사회문

제들과 얽혀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기획과 처방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

다.(최태현, 2014)

거버넌스에 대한 발전은 1929년의 대공황을 통해 ‘시장실패의 논리’를

통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를 통한 ‘정부

실패이론’이 촉발되면서 또다른 양상의 새로운 행정적 관리기법에 관심

을 갖게 되면서였다. 여기에 1980년대에 등장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은 관료제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기업가적 조직운영을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전

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시장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참여’, ‘규제완화’ 등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시스템을 강조하는 거버넌

스는 이 중 ‘참여’ 부분을 대표하는 행정개혁으로 볼 수 있다.(조성한, 2005)

따라서 거버넌스는 “정부로부터 거버넌스(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와 같은 어구가 강조하듯이 거버넌스는 일방적‧계층적 통치

를 의미하는 ‘정부’와 달리 종래의 계층제(관료제나 전통적 형태의 정부

조직) 뿐만 아니라 시장과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국가 운용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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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날 거버넌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학자에 따라 강조점도

다르다.(정정길 외, 2017)

우선 거버넌스의 다양한 유형적 구분을 살펴보면, 접근 시각에 따라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로 구분(김석준 외, 2000)하거나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구조로서의 거버

넌스와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로 구분(Pirre & Perters, 2000 ; Pirre,

2000)하기도 하며, 구조의 시각에서 계층제로서의 거버넌스, 시장으로서

의 거버넌스, 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 공동체로서의 거버넌스가 있다.

(주재복, 2013) 또한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적 거버넌스와 협력

적 거버넌스로 구분하기도 한다.(배응환, 2005)

거버넌스의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 최광의, 광의,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광의의 개념으로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 거버넌스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은 모두 거버넌스의 규정을 준수하

고 법 또는 규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에 행동하게 된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는 정책의 결정

과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자들의 결정과 비공식적인 영향력, 그리고

공식적인 제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며 그 조정과정에서의 정부

가 주도(old governance)하는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주도(new

governance)하는지를 구분하기도 한다. 협의의 개념은 광의 개념 중 파

트너십과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이며 정부와

참여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자율성을 갖는 상호작용을 한다.(이명석,

2002)

정부가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Rhodes(1996)는 ①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as the minimal states) ② 기업요소적 행정을 구

현하기 위해(as corporate governance) ③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시장화

를 위해(as the new public management) ④ World bank의 의사결정 참

여가 용이한 ‘좋은 행정’을 위해(as good governance) ⑤ 사회망 체계의

구성(as a socio-cybernetic system) ⑥ 자기조직화 하는 네트워크를 위

해 (as self-organizing networks) 6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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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거버넌스는 국가, 지방 및 지방정부, 정치 및 사회단체, 압력, 행

동 및 이익단체, 사회 기관, 민간 및 기업 조직의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

된 복잡한 네트워크의 '관리'이며, 이러한 공용 네트워크의 관리는 외부

정부의 '조정'의 한 형태이고, 이때 정부는 단일 지배자가 아니며 다른

많은 공동 감독 행위자들이 공공정책 네트워크에서 사회적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ickert, 1997)

한편,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에 대한 논의도 있

다. 거버넌스의 긍정적 시각에서 거버넌스는 정부와 비정부행위자의 긴

밀한 협력과 공생, 조화, 정부의 책임과 추진력, 소수의 존중, 거래비용의

절감, 갈등해소 기여 등을 긍정적 요소로 보며 부정적 시각에서는 거버

넌스의 모호성, 정부의 책임 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협, 전문

가 계층의 기득권화를 지적한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반

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정부의 역할, 운영체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

방식 등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으나,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합

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그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해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한국에서는 이를 외래어로 취급하여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명석, 2002)

또한 거버넌스에 관한 한국의 사례연구들은 여러 사회조직의 권력자

원의 배분 정도, 조직들간의 연계성, 협력관계의 밀집성, 수평적 관계성

등과는 관련 없이, 공동작업을 하면 무조건 거버넌스로 소개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많은 일들을 공동으로 추

진하여 왔으며, 단순히 민간위탁의 정도가 좀 강해졌다고 해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조성한, 2005)

다만,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논의 보다 거버

넌스의 일반적 개념3)에 맞추어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3) 거버넌스의 개념 속에는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다는 점,

공동결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다는 점, 상호이익을 모색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매커니즘이라는 점, 그리고 거버넌스는 하나의 과정이고 관계이고

제도라는 점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stoker, 2000 ; Rhodes,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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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정부 정책의 결정(또는 조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정부를 포함한 수평적 관계에서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은 거버넌스의 참여자 선정에서

부터 결론을 내기 위한 소통(의사결정) 방식, 참여자 간 연결방식 및 긴

밀도, 정보의 공유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의 화학적 결합에 의한 것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거버넌스 성공 요인

구분 내용

목적 바라는 성과나 결과가 분명

구성 참여자가 다양하고 독립성 보장

제도
협상 참여자의 대표성을 위한 권한 보장

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고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

운영

정부와 참여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동등한 지위 보장

이해관계자가 협상과 토론과정에 참가하도록 보장

참여자의 ‘대화의 질’ 유지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한 명확한 제도와 갈등해소 장치 마련

정부와 참여자 간 긴밀한 협력(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정부와 참여자 간 신뢰, 호혜성 등 사회적 자본이 존재

정부와 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없음

거버넌스 운영(활성화)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지원

거버넌스의 적절한 통제, 공회전 예방, 수직적 구조 지양

사후관리 문제해결의 합의 후 지속성을 위한 제도와 장치 보유

Rhodes, 2007 ; 주영복,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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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절차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다양하게 논의되는 거버

넌스의 개념과 정의 속에서 ‘협력(collaboration)’에 비중을 둔 거버넌스의

한 부류로 볼 수 있다. 즉,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는 이미 문제해결을 목

적으로 한 다양한 참여자와 참여자 간 수평적 상호관계, 소통의 네트워

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협력’의 과정 또는 그 노력을 위한 네

트워크 구조가 강력하게 문제해결에 중요하게 작동되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Ansell & Gash(2007)은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만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정의할 경우 민간부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포

괄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채종헌 ; 2012 재인용)

또한 배귀휘 & 임승후(2011)은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및 집행적 행동은 협력적 통치운영방식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

다.(채종헌 ; 2012 재인용)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거버넌스와 좀 더 차별화하여 구분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진다.

Thomsom & Perry(2006)는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

하는 규칙과 구조 그리고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결정하거나 활동하는 방

법을 만들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채종헌 ; 2012 재인용)

Henton et al.(2008)은 협력(collaboration)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조합으로서 협력은 여러 분야에 걸쳐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의 노력을 의미하는 상호의존성에 근거한다고 보았고, 거버넌스

(governance)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의 조정(coordination)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정우송, 2010, 채종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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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재인용)

Ansell & Gash(2007)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공프로그

램이나 자산 혹은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심의적이

고 합의 지향적인 공식적인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국가 주체

(non-stake stockholders)들을 직접 개입시키는 통치 형태(governing

arrangement)로 정의하였다.(채종헌 ; 2012 재인용)

정수용(2018)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조정양식이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간

의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조직적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양식이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적 집합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협동과 협업의

과정이고, 정부와 민간부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관계로 설명

하였다.(구혜영 ; 2020 재인용)

홍성만(2004)는 현대 거버넌스는 협력적 거버넌스, 위계적 거버넌스,

경쟁적 거버넌스 세 형태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협력적 거버넌스가 각

행위자들의 자발적 상호 협력에 바탕을 둔 문제 해결방식을 의미하는 것

으로 정책 영역에서 관련 이해자들 간에 상호의존적 정책협조의 가능성

이 높다고 지적했다(김광휘 외 ; 2019 재인용)

구혜영(2020)은 주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법령의 제･개정, 각종 사업 및 정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를 포함한 기업 등 민간사업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양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기 때

문에 거버넌스 참여주체자들 사이에서 협력으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과

거와는 다른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려는 움직임(이명석, 2017)으로

설명 한다.

문영주(2020)은 협력적 거버넌스는 계층제 거버넌스와 대비되는 네트

워크 거버넌스로 간주되고, 정부와 비영리 부문간의 협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 주도 또는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도 존재할 수 있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상호작용의 한 유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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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상호작용의 주체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나 지방정부 들 간 상호협력, 정례화되지 않은 비구조

화된 협력 방식도 협력적 거버넌스에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행

위 주체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협력과 거버넌스 양식 간의 조화를 포괄

한다는 점에서 단순 거버넌스와 구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합의 또는 조정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고 논의 또는 숙의 결과에 동의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갖는 큰 틀의 문제해결과정임에 반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는 거버넌스의 하위 개념으로써 문제의 해결 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 간의 창조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중요한 운영 기제가 되는

문제해결과정으로 구별하여 정의할 수 있다.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

고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가 반

대하고 나오게 되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양자 간에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 정책에 의한 갈등이 유발되면서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이 협력의 동기유

발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보다 특징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은재호(2009)는 참여적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유사하지만 협

력적 거버넌스는 공공문제 해결의 전체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

들이 참여하고, 상호 간에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상호의존성

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강병준 ; 2014 재인용)

조철주‧장명준(2011)은 공식적 협력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임의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기관-이해집단 간 상호작용과 구별 짓는 기준이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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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거버넌스는 이들 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명백하고 공공적인 전략으

로 조직화해 나가는 방식(공식적인 활동으로 조직)을 전제로 한다고 설

명한다.

채종헌(2012)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특징을 ① 공공기관의 주도

② 거버넌스의 참여자는 공공기관 외에 비정부 행위자들 포함 ③ 참여자

들은 정책결정이나 공공관리에 직접 참여 ④ 거버넌스는 공식적으로 조

직화 및 집합적으로 활동 ⑤ 합의결정 목적 존재 ⑥ 협력의 초점은 공공

정책 혹은 공공관리 ⑦ 운영양식에서 상호협력이나 네트워크 중시함을

요건화하여 설명한다.

김은주외(2012)는 다양한 정부조직과 사회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정부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

점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Goldsmith and Eggers(2004)에 따르면 협력

적 네트워크는 ① 전통적인 계층구조에 비해 다양한 파트너들의 전문성

을 활용하여 각각의 파트너들이 자신의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

고, 협력 구성원간의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② 네트워

크를 이용하면 정부가 기존의 조직의 문화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

운 혁신에 이를 수 있으며 이떄 네트워크 전달 체계를 정확히 구축한다

면 그 혁신의 핵심 원천은 정부가 아닌 시민의 반응에서 나오게 되므로

계층제보 다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관심과 태도에 대한 정보를

강화시켜 혁신과 그에 따른 호응도를 높아지도록 할 수 있고 ③ 네트워

크 조직은 계층제 조직보다 변화 상황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아지게 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유연한 경향을 보이며 ④ 다양한 시민친화적

조직을 활용한 대시민 접근성(배재현, 2010) 등의 장점을 갖는다고 설명

한다..

3) 협력적 거버넌스의 절차

협력적 거버넌스의 절차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써 Ansell & Gash(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13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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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분석하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절차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인으로 협력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축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조만형‧김이수, 2009)

그리고 협력과정은 참여자가 거버넌스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조건과 성과를 내기 위한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제도적 설계 그리고

촉진적 리더십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협력과정 내에서는 대면적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 과정에의 몰입, 이해의 공유, 중간단계의 성과점검의 과

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협력적 행동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성과로 이

어지게 된다.

아울러 각 과정별 구성요소와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조건(Starting Conditions)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기제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는 참여자간의 권력이나 자원,

지식의 불균형, 과거의 경험 등이 해당되며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에 참여할 동력으로서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거버넌스의 참여가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수록 유인기제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설계(Institutional Design)에서는 협상의 성과를 위해 포괄적

참여를 보장하고 공동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협상창구가 만들어

져야 한다. 협상창구가 다원화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분산과 각 창구

별 의견의 난립 등으로 협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이에 따

른 불필요한 시간적, 행정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협의체의 독점성을

통해 협의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협의체에는 참여

자의 책임 및 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이를 보장할 명확한 운영규

칙이 있어야 한다.

촉진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은 협상과정을 포함한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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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전과정에 걸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리더십은 협상의 지휘를 담당함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관리에 직접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결국

성과의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리더십은 배경규칙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를 촉진하며 상호이익을 탐색하는 데 있

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Ansell & Gash, 2007 ; 조만형‧김이수, 2009

재인용)

협력과정(Collaborative Progress)은 면대면 대화(Face to Face

dialogue), 신뢰형성(Trust Building), 과정몰입(Commitment to Process),

이해공유(Shared Understanding), 중간성과(Intermediate Outcomes)로

구성되어 각 단계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구성요소에서 협상의

시작을 면대면을 통한 의사소통이 첫 단계이며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뢰가 참여자로 하여금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몰입을 유도

하게 되고 이는 상호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찾는 과정을 만들게 되며 그

결과 협상의 성과를 촉진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면

대면을 통한 의사소통으로써 각 참여자의 이해를 상호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면 선순환

고리가 끊어짐에 따라 당연히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신뢰는 자

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획득(earned)되는 것이라는 점을 행위

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조만형‧김이수, 2009) 그리고 이러한 순

환에서 얻게 되는 중간성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성취를 통해 참여자들

의 신뢰와 참여를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며 최종의 성과를 도출하는 마중

물이 된다.

아울러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가지는 의의

는 이 연구를 토대로 많은 후행 연구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다양한 양상

을 분석하거나 상황별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설계자는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거나 과정

상의 과제나 한계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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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 자료 : Ansell & Gash(2007)

제 2 절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1. 배경

국제사회가 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이미 70년대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관리 정책은 환경과 시대적인 이슈에 따라 변해

왔는데 70년대에는 수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

이, 80년대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90년대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

2000년대에는 인간과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양의 좋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물과 관련된 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물안보’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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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박정수, 2015)

[표 2] 국제사회 물문제 이슈와 패러다임 변화

구 분 1970년 대 1980년 대 1990년대 2000년 대 이후

이슈 수질 환경
물위기

(Water Crisis)
물안보

(Water Security)

패러다임 깨끗한물 지속가능한개발
통합물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국제회의

•’72 스톡홀롬

회의

•’74 부카레스트

회의

•’76 벤쿠버회의

•’77 마르텔플

라타 회의

•’87 Brudland

보고서

•’92 더블린

컨퍼런스

및 리우

정상회담

•’96 세계 물

위원회

설치

•’97 1차 세계

물포럼

•’00 2차 세계물포럼

•’01 본 컨퍼런스

•’02 리우 +10 회의

•’03 ‧ ’06 ‧ ’09 ‧ ’12

’15 ‧ ’18

3~8차 세계물포럼

※ 자료 : 박정수(2014) 재구성

세계적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2000년

을 기점으로 물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에서 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위한 실행력 있는 행동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기 시작하였

다. 이런 의미에서 ‘물’을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인 ‘세계물위원회(WWC ;

World Water Council)’이 1996에 설립되었으며 그 실행기구인 세계물포

럼(World Water Forum)4)은 오늘날 전 세계가 참여하는 물에 대한 최고

4) 세계물포럼(WWF)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에서 3년마다 개최

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로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

결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도출, 비즈니스 차원의

물 엑스포 등을 개최하며 2015년 제7회 세계 물포럼이 우리나라 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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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의 국제협력의 장으로써 자리 잡았다.

한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5)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 경제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

가 분석을 통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70

년대 초부터 수자원 위험관리, 배분개혁, 거버넌스, 농업과 도시에서의

물사용, 물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하여 정책지침을 제공해 오고 있다. 여기

에 2006년 취임한 Angel Gurria OECD사무총장(2020.10 현재 세 번쨰 5

년 임기 수행중)은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물 정책을 상정하는 등 ‘물’

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OECD는 분야별 정책 이슈를 협의‧검토하는 다양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역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

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에 제6차 세계물포럼(2012년)의 후속 조치를 위한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ater Governance Initiative)를 2013년에 출범시키

고 물거버넌스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토록 하였다.

그리고 2015년 우리나라 대구와 경북(경주)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

럼6)에서 OECD는 그간 추진해 온 물관련 사업보고서를 발표하고 물 거

버넌스, 물 재원, 물 안보 등 글로벌 물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이때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이 발표되었다.

개최되었음(www.worldwatercouncil.org)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948년 16개 서부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렵경제협

력기구(OEEC)를 시작으로 광역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1961년 설립되어 시장

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

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020년 10월 현재 37개 국이 가입되어

있음(www.oecd.org)
6)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은 2015. 4. 12 ~ 17에 ‘미래를 위한 물’이라는 주

제로 약 400여 개의 세션 구성과 168개국에서 총 4만 6천 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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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발표된 OECD 물관련 사업 보고서

제목 내용

•Water and Cities :
Ensuing sustainable futures

•OECD 국가의 도시들이 직면한 물 관련 도전과
정책 대응방안 연구

•The Governance of water
regulators

•물 규제기관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업무방식과 거버
넌스에 대한 지침 제공

•Stakeholder engagement
•물 관리와 정책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 참여
방법에 대한 시사점 제시

•Water Resources Allocation :
Sharing risks and opportunities

•상호 경쟁적인 물 사용자간 물 할당에 대한 지침 제공

※ 자료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그리고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은 제7차 세계물포럼 직후인 2015년

5월 이사회 채택을 거쳐, 6월 장관급 회의인 각료급 이사회7)의 지지를

받아 정립되었다.

2.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의 이해

OECD는 ‘물위기는 주로 거버넌스의 위기(Water crisis are often

primarily governance crisis)’라는 물분야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2010년

부터 물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 책임, 재정,

역량, 정보, 행정, 목표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의 격차(Governance Gaps)

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격차 해소를 각국에 주문해 왔다.

그리고 거버넌스 격차 해소의 확산을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 프레임워

크(OECD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 Mind the Gap, Bridge

the Gap)라는 물 거버넌스 분석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이는 오늘

7) 각료급 이사회(MCM : Ministerial Council Meeting) : 회원국 각료(외교, 통

상 및 경제장관 중심)들이 참석하며 연 1회 개최, 우리나라는 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 장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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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각 국가의 믈분야 거버넌스 정책적 지침이 되는 ’물 거버넌스 원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OECD 다층적 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자료 : OECD 홈페이지(www.oecd.org)

이후 물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켜 ‘OECD 물 거버

넌스 원칙(OECD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이 만들어졌으며 이

원칙은 물 정책과 물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버넌스’

이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12가

지의 대원칙을 담고있다.

그리고 ‘왜 물 거버넌스 원칙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대해 물 분야

는 본질적으로 다층적 거버넌스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으며 그

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물은 지형적·시간적 한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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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경계와 행정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표수와 지하수 등 담수 관리는 글로벌적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이며, 의사결정·정책·프로젝트 과정에 있어 공공, 민간, NGO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다.

∙물은 상당히 자본집약적이며 독점적 성향을 띠고 시장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물 정책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며 보건·환경·농업·에너지·도시계획·지역

개발 그리고 빈곤완화 등 다양한 분야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잡하고 자원 집약적인 책임을 지방

정부에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분절의 완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물문제는 ‘무엇(what)을 해야할지?’ 가 아니라 ‘누가(who) 무

엇(what)을 왜(why) 해야 하는지?’라고 해야 하며 정책의 성공은 정책

의 일관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적재적소에 잘 설계된 법규정, 정보의 적

절성과 접근 가능성, 충분한 능력, 그리고 청렴성과 투명성에 달려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물에 관한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관점을 단순한 ‘목적(What)’로

만 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시스템적으로 다분화된 ‘주체

(Who)’들이 각자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상(What)’을 공감과 협력을 통

해 ‘당위성(Why)’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물정책 패러다임의 전

환을 요구하며 그 ‘출발점’을 새로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물 거버넌스 원칙’에는 ‘효과성’과 ‘효율성’, ‘신뢰와 참여’라는

상호 보완관계의 세 가지 측면(이하 ‘3대 원칙’ 이라 함)을 기반으로 ‘실

체적이며 결과 지향적인 공공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정의하

고 있으며 3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 [효과성]은 정책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분명하고 지속 가능한 물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규정하는 거

버넌스의 기여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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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은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편익과

후생을 극대화 시키는 거버넌스의 기여와 관련된다.

∙ [신뢰와 참여]는 대중적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기

여와 관련된다.

위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제안된 12가지의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과 각 원칙별 프레임워크(framework)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개요

※ 자료 : OECD 홈페이지(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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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ECD 물 거버넌스 원칙(12가지)

 효과성(Effectiveness)
1. 물정책 결정 및 이행, 규제 등에 있어 책임있는 기관간에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배분할 것

2.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at appropriate

scales) 통합된 유역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관리할 것

3. 물과 에너지, 보건, 공간계획, 토지사용 등 다양한 정책간 조화를 장려할 것

4. 물정책 관련 조직이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질을 갖추도록 역량을 배양할 것

 효율성(Efficiency)
5. 시의적절하고 비교 가능하며 정책관련성이 높은 일관된 물관련 정보를

생산·갱신·공유하며, 물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용할 것

6. 정부조직이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물재원 마련을 촉진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할 것

7. 건강한 물관리 규제체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공공의 이해에 맞게 관

리될 수 있도록 할 것

8. 책임있는 조직, 다층적 정부구조 및 이해관계자 간에 혁신적인 물 거버넌

스 사례가 채택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것

 신뢰와 참여(Trust and Engagement)

9.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보다 큰 책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모든 물정책, 제

도와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투명성과 청렴성(integrity)을 촉진(mainstream)

할 것

10. 이해관계자가 물정책 설계와 이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정보 하에 결과

중심적 기여(outcome-oriented)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촉진할 것

11. 물 거버넌스 체계가 물사용자 간, 도농 간, 세대간의 갈등(trade-offs)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2. 물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촉진하고, 대중과

그 결과를 공유하며 필요 시 개선하도록 할 것

※ 자료 : OECD 홈페이지(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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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프레임워크(56항목)

원칙 프레임워크

1. 역할과
책임

1.a :아래와 같은 물 분야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와 기관 간에 역할

과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정책 입안, 특히 우선순위 결정과 전략적 계획

- 정책 실행, 특히 재무와 예산, 데이터와 정보, 이해관계자 참여,

역량개발과 평가

- 운영 관리, 특히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 운영과 투자

- 규제와 집행, 특히 요금설정, 표준, 인허가, 모니터링과 감시,

통제와 감사 그리고 갈등관리

1.b : 모든 수준의 정부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격차와 중복, 그리

고 갈등을 밝히고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적절한
수준의
유역관리

2.a :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는 IWRM과 위험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2.b : 담수를 취수,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하수 방류와 회귀수까

지 안정적인 수문학적 순환 관리를 지향해야 한다.

2.c : 국가 정책과 지역 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유역관리 계획을 명

확하고 일관성 있는 권한에 기반하여 실행 프로그램과 조치,

그리고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촉진해야 한다.

2.d : 수자원 관리를 위해 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간

에 다방면으로 협력방안을 촉진시켜야 한다.

2.e : 경계를 넘나드는 담수자원의 활용에 대해 하천 인근의 협력

을 강화해야 한다.

3. 정책
일관성

3.a : 분야간 교차계획을 포함하여 각 부처, 공공기관,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한 협력 체계를 장려한다.

3.b : 수자원의 가용성, 수질, 수요(예: 농업, 임업, 광업, 에너지, 어

업, 교통, 휴양, 수운 등)와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을 고려하면서 수자원의 이용, 보호, 정화와 관련된 협력적

관리방안을 조성한다.

3.c : 모니터링, 신고, 점검을 통해 물 분야 안팎의 관행, 정책, 규

제 등에 존재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혀

내야 한다.

3.d :각 분야의 전략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들이 물 관리 니즈와 부합되도록

하며 지역 거버넌스와 규범에 맞도록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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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량

4.a : 계획, 규제, 프로젝트 관리, 재정, 예산, 데이터 수집과 모니
터링, 위험 관리와 평가 등 IWR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의 격차를 밝혀내야 한다.

4.b : 물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술적·재정적·제도적 역량 수준이 문
제점과 니즈의 본질적 속성에 맞게 연계되어야 한다.

4.c : 적합한 곳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배분을 점진
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d : 능력 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무원과 물 전문가를 고용
하도록 하며, 이 과정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4.e : 이해관계자와 물 관련 기관의 역량을 키우고 지식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에 힘써야 한다.

5. 데이터
와 정보

5.a : 수자원 상태, 물 관련 재원, 환경적 니즈, 사회-경제학적 특
성과 제도 현황 등 양질의 물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
기 위해 비용 효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생산에 필요한 조건
을 정확히 파악한다.

5.b : 물 정보관련 생산기관, 이용자, 정부간에 경험공유와 효과적
인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5.c : 물 정보 시스템의 설계, 실행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
한다. 그리고 물 관련 정보의 투명성, 신뢰와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예: 데이터 뱅크, 보
고서, 계획, 도표, 관측소 등)

5.d : 하천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상호 신
뢰 및 호혜, 비교가능성 조성을 위해 유역 규모의 일관된 정
보 시스템 구축을 도모한다.

5.e :중첩되는 부분, 시너지 효과, 불필요한 데이터 부담을 찾아내
기 위해 자료수집, 이용, 공유, 보급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6. 물재원

6.a :오염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및 환경서비스에 대한
부과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물 관련 기관에게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6.b :단기·중기·장기 투자계획과 운영관리 니즈를 평가하여 각 분야별로
검토하고 전략적 재무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자금조달 가
능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c : 물 인프라 투자 등 물 관련 활동과 수반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안정적이며 투명한 예산과 회
계 시스템을 채택한다. 그리고 장기 전략계획이 정부의 연도
별 예산과 중기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6.d : 물 관련 공공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배분 될 수 있는
메커니즘(예: 사회적 계약, 점검표(scorecard), 감사 등을 통해)
을 채택한다.

6.e : 신탁 및 재무 관련 보호장치를 유지하면서 공공지출과 관련
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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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체계

7.a : 물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규칙, 표준, 가이드라인
을 설정하고 계획을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하기 위한 포괄적이며 일관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갖춘다.

7.b : 공공기관, 전문기관, 그리고 모든 수준의 정부에 핵심 규
제 기능이 이행되도록 한다. 그리고 규제당국에는 필요한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7.c : 이러한 규칙, 제도, 그리고 과정들은 조화롭고, 투명하며,
무차별적이고, 참여적이며, 또한 이해가 쉽고 원활한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7.d : 규제과정의 질을 높이고 대중이 그 결과에 접근 가능하도록
규제수단(평가와 협의 메커니즘 등)의 사용을 장려한다.

7.e : 효율적 방법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실행 규칙, 절차, 인센티브, 보상과 패널티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며 적합하게 설정한다.

7.f : 적절하고 다양한 선택사항들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해결책은
사법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8. 혁신적
물거버넌스
실행

8.a : 물 거버넌스의 시험적 적용을 촉진하고,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재생산 한다.

8.b :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편의 인터
페이스 (예: 디지털 지도, 빅데이터, 스마트 데이터, 오픈
데이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화와 사회적 합의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학습을 장려한다.

8.c : 도시간 거버넌스, 지자체간 협력, 도시와 농촌간 파트너
십, 그리고 성과계약 등을 통해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자
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발생시키며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 혁신적 방법을 장려한다.

8.d : 과학적 연구결과와 물 거버넌스 실행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더나은물 거버넌스구축을 위하여과학과정책의 접목을촉진한다.

9. 투명성
과
청렴성

9.a :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법 집행과 물 관련 이슈를 조사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법적·제도적프레임워크를발전시켜야한다.

9.b : 국가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범, 행동강령 등을 권장하고,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 한다.

9.c :투명한 물 정책 입안과 실행을 위해 명확한 책임과 통제
메커니즘을 만든다.

9.d : 공공 조달을 포함하여 모든 물 관련 기관 등에 현존하는 또는
잠재하는 부패요인과 위험을 정기적으로 찾아내고 진단한다.

9.e : 물 분야에 있어 청렴성과 투명성의 격차를 밝혀낼 수 있
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접근법, 특화된 방법과 실행계획을
채택한다. (예: 청렴도 측정, 위험분석, 사회적 감시원 등)



- 27 -

원칙 프레임워크

10. 이해
관계자
참여

10.a :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물 관련 결정에 영향을 받는 공
공·민간·NGO 분야의 행위자들과 그들의 책임, 핵심동기, 그
리고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10.b : 물 분야에서 소외된 그룹 (청소년, 저소득층, 여성, 원주민,
내부 이용자), 개발자, 기관 투자자, 그 밖의 물 관련 이해관
계자와 기관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10.c : 의사결정 라인과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분명히 구
분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뿐만 아니라, 지나치
게 많이 참여하는 집단 또는 매우 주장이 강한 집단들에 의해
협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위험과
힘의 불균형을 완화한다.

10.d :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신뢰할만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 개발을 도모한다.

10.e :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
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평가에는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다.

10.f : 지역적 상황, 니즈, 역량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도
움이 되도록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조직구조, 그리고 책임
기관을 발전시킨다.

10.g :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에 따라 맞추고, 또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11. 물사용자
도농간
및
세대간
상충

11.a : 의사결정과정에서 취약 계층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11.b : 양질의 물 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하는데 있어 방해요소를 인
지하고 밝혀낼 수 있는 권한을 지방 행정기구와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물 기관과 공간 기획자(spatial planner)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11.c : 과도하게, 과소하게, 또는 오염된 물과 관련한 위험과 비용에
대한 공개 토론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누가
무엇을 위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고,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성과 감당가능성(affordability)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1.d :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에 근거한 평가를 장려한다.

12. 모니터링
과 평가

12.a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충분한 능력과 적절한 독립성, 그
리고 필요한 방법과 자원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육성한다.

12.b :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뢰할 만한 모니
터링 및 공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12.c : 물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리고 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12.d : 평가결과는 시기 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며 새로운 정보
에 맞춰 전략을 조정한다.

※ 자료 : OECD 홈페이지(www.oecd.org)



- 28 -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에 제시된 12가지 원칙과 각 원칙별 프레임

워크는 정교한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 원

칙은 2016년도에 마련된 ‘OECD 통합물권고(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Water)’에 포함되어 회원국들의 물정책에 관한 기

준으로 권고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물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표 6] OECD 통합물권고(2016)

① 수량관리에 대한 권고

1. 물수요 정책은 물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물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기능을 고려한 물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2. 지하수 재충전 및 환경용수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

3. 지속 가능한 다양한 수자원을 고려하여 물 분배 체제를 고려할 것을 권고

4. 수자원의 취약 지역 또는 거래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해 공동체적 관리접

근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

5. 환경용수와 미래 물가용성을 잘 평가하고 물사용 및 지속성 향상을 위해

수자원, 유역, 생태계 건강 및 지표‧지하수 상호연관성 모니터링 할 것

② 수질관리에 대한 권고

1. 수질관리를 위해 인간, 기술, 과학 및 재원을 적절히 배분할 것을 권고

2. 강, 호수, 유역 등의 자연적 체류나 생태계 기능에 부정적 영향 사업을

식별, 평가, 완화하기 위한 노력

3. 모든 형태의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

4.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질 개선 조치를 장려할 것을 권고

5. 오염자 부담원칙 장려, 물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 고려

6. 오염 규제 및 경제적 수단을 결합하여 오염자의 자발적인 동기 유인

7. 규제조항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수단을 모색

8. 수생태계의 보호, 생물 다양성 상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9. 물과 타 분야별 정책 사이의 일관성을 촉진

③ 물위험에 대한 권고

1. 국가는 물 관련 재해를 대비

2.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관리, 토지 관리, 공간 계획,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재해위험 저감 정책 향상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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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 : 2015년 물 거버넌스 원칙 반영(동일)

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권고

1. 수자원 재원은 네 가지 원칙(오염자부담원칙, 수혜자부담원칙, 수자원 정책의

공평성과 일치성)을 고려

2. 물에 대한 투자는 가장 최대화 된 사회적 보상을 목표로 해야 함

3. 정책 목표에 따라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⑥ 요금제도에 대한 권고

1. 물 부족(즉, 환경 및 자원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한 취

수요금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

2. 오염부과금을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효과를 가진

폐수방류부과금을 부과

3. 수도요금 또는 부과금을 통해 수도 서비스 및 인프라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대체 비용 및 자본 비용을 회수

4. 안전한 음용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연구를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형평성

및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용수 사용의 재분배 및 우선 순위를 설정

5. 공공 정책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물 가용성, 수질 및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가격 왜곡 정책 수단 및 일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6. 관리 비용을 포함한 거래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도구 및 수익관리 계획 설정

※ 자료 : OECD 홈페이지(www.oecd.org)

제 3 절 한국의 물관리 거버넌스

1. 일반 현황

복잡하고 다양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그리고 그 형태는 행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 같은 법령상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고 포럼이나 간담회 등 비공식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상근 기구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로

한정하는 임시 기구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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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74개이며 이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

가 40개, 자문위원회가 534개이다.8)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

의 민‧관 협의체가 있다는 것를 감안하면 오늘날 정말 많은 거버넌스가

정책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러한 목적의 다양한 물관련 위원

회가 존재해 왔다. 물관련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

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하며 물관리기본법의 통과로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다만,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에는 물정

책을 담당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별로 구분되었으나 일부 물관

리위원회가 물관리본법과 함께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로의 일

원화됨에 따라 그 소관이 바뀌었을 뿐이다.

물관련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7] 물관련 위원회(거버넌스) 현황

명칭 근거법 소관 목적 위원구성

물관리
위원회

물관리기본법 환경부
국가 및 유역 물정책 및
갈등조정

(국가) 50명 이내
(유역) 50명 이내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환경부
수자원계획 수립 및 수자
원 정책 심의, 자문

50명 이내

중앙환경정책
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환경관련 정책 계획 심의,
자문

200명 이내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 30명 이내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친수구역에 관한 사항 검토
심의

25명 이내

댐사전검토
협의회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댐건설 정책 사전 검토 30인 이내

8) 2019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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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근거법 소관 목적 위원구성

수계관리
위원회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유역청)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련
정책 심의 및 자문

(한강) 25명 이내
(금강) 24명 이내
(낙동강) 28명 이내
(영‧섬강) 22명 이내

수질관리
협의회

수질예보 및 대응
조치에 관한 규정

환경부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의결

18인 이내

댐‧보등의연계
운영협의회

댐과 보 등의 연계
운영규정

환경부
댐‧보 연계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

중앙, 수계별 당연직
및민간위원 5인이내

물관리
선진화포럼

-
(정책연구)

환경부
상하수도정책연구및비전
제시 * 연도별 운영

4개 분과별
20인 이내

4대강조사
평가단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조사‧평가단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

당연직 및 전문위원
(민간, 전문가 등)

수돗물평가
위원회

지자체별 수도조례 지자체 수돗물 정책 평가 및 자문
15인 이내

* 지자체별 상이

상생협력
위원회

공공기관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

한국수자원
공사

공사 사업관련 정책 자문 20인 이내

소하천관리
위원회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소하천 정비사업의 유지
및 관리 등 심의

(광역) 20인 이내
(기초) 10인 이내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물 거버넌스는 위원회 및 협의회 등으로 명

명되어 있고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목

적 달성을 위한 검토와 심의기능 위주의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지역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물 거버넌스와는 차이

가 있다.

2. 통합물관리의 이해

통합물관리(IWRM :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90

년대 들어 인구증가와 함꼐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재해가 급증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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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다. IWRM은 국

제 수자원관리 네트워크인 GWP에서 정의9)한 내용 가장 보편적으로 인

용된다.(박정수, 2015)

즉, 통합물관리는 생태계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정

한 방법으로 경제적 그리고 사회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우호적인 개발과 관리를 촉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생태계와 환경, 물(자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인간(경제와

사회 복지의 대상)을 하나의 순환 체계로 보고 이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

지 않는 최적의 효용 범위 내에서 이용과 관리하는 것이라고 재해석 하

고자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통합물관리는 물이라는 자원이 가진 ‘만물의

근원’이라는 생태계의 속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고 다시

생태계와 환경에 돌려주는 ‘물 이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그 속성에 따라 지표수, 지하수의 구분

또는 수량과 수질의 구분, 상수와 하수의 구분으로 각각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순환 가운데에 있는

‘물’로 보아야 하며 그 최적 단위가 물의 시작과 끝으로 구분될 수 있는

‘유역’인 것이다.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그동안 한국의 물관리 정책이 비판받아온 것

은 바로 ‘물’에 대한 속성을 구분하려는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

속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었으며 부서 간의 거버

넌스적 융합이 어려움에 따라 정책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

고 여기에 이를 지적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을 가진 다양한 참여자가 정책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버넌스 구조에도 원

인이 있다.

9) IWRM 정의 :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is a

process which promotes the coordinat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water, land and related resources in order to maximise economic and

social welfare in an equitable manner without compromising the

sustainability of vital ecosystems and the environment.

(www.gw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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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 현황

구 분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물확보

국토부기본법
하천법
지하수법
댐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전원개발촉진법
소하천정비법
온천법

물보전
하천법
지하수법
공유수면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4대강수계법
하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농어촌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온천법

물재해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댐‧저수지
재해예방법

지표수
하천법
댐법

공유수면관리법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법

내수면어업법
4대강수계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
지하수법
주택건설촉진법

온천법
민방위기본법

※ 자료 : 박정수(2017)

결국, 통합물관리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와 ‘거버넌스’가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이용과 관리의 대상이었던 ‘물’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통합물관리로의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늦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권고된 ‘OECD의 물 거버넌스 원칙(2015)’과 ‘통합물권

고(2016)’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2018년 5월 ‘유역별 물관리 체계’와 ‘거버넌스’를 반영한 물관리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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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정부조

직법도 동시에 개정되었는데 이를 통상 ‘물관리일원화’라고 지칭한다.

[그림 4] 물관리일원화 전·후 부처별 물관리 기능

 (주) 소하천, 발전댐 및 농업용저수지는 대상에서 제외, 하천법은 부분 이관

 ※ 자료 : 박재현(2020)

3. 통합물관리에 따른 물관리 거버넌스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물관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거버넌

스’이다. 물관리위원회는 과거 물관리 부서 간의 거버넌스 실패에 따른

반성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거버넌스는 정부기관 간,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간,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 간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거버넌스 제도인 물관리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며,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유역기반 물관리 정책에 따라 신설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자문

위원회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적 권한과 물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이며, 그 역할

도 유역 물정책에 관한 계획부터 분쟁의 조정, 심의까지 폭넓은 권한과

기능이 주어졌다는 것은 큰 변화이다.

여기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주민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한

것은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마련 및 집행과 이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소

통과 협력을 이루겠다는 물관리 정책 의지가 반영한 것이다.

다만 물관리기본법이 시행 초기임에 따라 현재 현장 중심과 시민 주

체의 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의 방향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방안이 적극적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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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우선,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로 운영되고 있

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유역물관리위원회와의 거버넌스 역할 조정이 우선

필요하다.

수계별관리위원회는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구

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 각 수계별 상수

원의 수질관리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 포함), 물

이동 정책,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두 거버넌스 간의 연

계성이 높아 물정책 효율화를 위한 통합 또는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다.

[표 9] 수계관리위원회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비교

구 분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규 모
•4개 유역별로각 22명 이상 28명 이내

(위원장 1명 포함)

•4개 유역별로각 3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장 2명 포함)

위원장 •환경부 차관
• 환경부장관

• 민간 1인(학계‧단체 中 대통령 임명)

국 가

기 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장

• 국토부 하천관리 담당(고위공무원)

• 산림청산림자원조성담당(고위공무원)

• 유역 지자체 부시장 또는 부지사

• 새만금지방환경청장(영‧섬강의경우)

• 시‧도지사

•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 지방국토관리청장

• 농림부장관 추천 공무원

• 지방기상청장(1), 지방산림청장(1)

공 공

기 관

• 수자원공사(공통), 농어촌공사(금강,
영섬강), 한국수력원자력(한강),
산업단지공단(낙동강, 영섬강))

•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추천 임직원

민 간

• 자문위원회

- 유역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민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산

업계 대표 및 환경관련 전문가

-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역 관리,

수질보전, 환경행정 등 전문가

•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10년 이상 상당직 재직한 자

• 물 단체‧기관 10년 이상 종사한 자

• 판사‧검사‧변호사10년이상재직한자

• 사회적 신망, 학식 경험 풍부한 자

(유역주민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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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계관리위원회와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비교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 수질개선을위한오염물질삭감종합계획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수립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등의 매수
•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수질보전활동이나수질감시활동의지원에
관한 사항

•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계획의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 유역 내 물 이동
• 물분쟁(국가물관리위원회의조정사항제외)
• 유역물관리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 이법또는타법령에따른유역물관리위원
회의심의‧의결사항

또한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물관리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

과 방법에 대한 제도화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국가물관리

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의 설치를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법 제26조 제5항

및 제6항)10)하고 있으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하지 않

아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절차나 방법에 대한 운영모델을 마

련해야 한다.

[그림 5]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 체계 제안(안)

※ 자료 : 염형철(2018)

10) 물관리기본법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략)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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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의 영향

2015년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권고 당시 이 원칙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제도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도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화두는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체계에서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부 등

다양한 형태의 물관리 주체의 분절을 어떻게 통합하여 효과적인 물관리

의 장(정부 간, 유역 내 물관리 거버넌스)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이러한 물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것이 물관리기

본법이었으며 이와 함께 물관리에 관한 다양한 기본이념을 반영하기 위

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물관리일원화 등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많은 논의들

이 있었으나 법령으로써 물관리기본법이 처음 논의 된 것은 1997년 물관

리기본법이 국회 발의가 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초기에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이 반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2009년 이래로 일부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원칙11) 또는 유역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등

의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협력과 소통을 중

심의 물관리 거버넌스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2018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통합물권고’에 따른 ‘통합물관리’, ‘유역기반 물관리’, ‘거버넌스원

칙’이 반영12)되어 기존의 제안 법령과 달리 적극적인 주민 및 이해관계

11) 조문(안) : 물관리는 정부와 물을 이용하는 사용자,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행해져야 하며, 물관리기관의 장은 물관리에 있어 사회 각 방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법안의 조문은 대부분 유사함)
12) 위 원칙은 물관리기본법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다. 현행 법령에 대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략)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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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참여를 반영하고 물관리 정책 결정의 중요 요소에 포함하였으며 그

실행체계로 거버넌스 기반의 물관리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표 11] 물(관리)기본법 발의 및 현황

구분 발의일 법안명 발의자 이해관계자 참여내용

1 1997.06.05 물관리기본법 방용석 외 27인 -

2 2006.10.27 물관리기본법 정부(환경부) -

3 2009.03.03 물관리기본법 김소남 등 19인 -

4 2009.08.31 물관리기본법 이윤성 등 26인 이해당사자 참여원칙

5 2009.10.30 물관리기본법 이병석 등 16인 -

6 2013.02.05 물관리기본법 함진규 등 10인 -

7 2015.07.13 물관리기본법 정우택 등 24인 이해당사자 참여원칙

8 2015.11.24 물관리기본법 김상희 등 10인 유역계획 시 주민의견 수렴

9 2015.11.30 물관리기본법13) 양창영 등 10인 -

10 2016.06.30 물관리기본법 함진규 등 10인 -

11 2016.08.01 물관리기본법 정우택 등 11인 이해당사자 참여원칙

12 2016.10.21 물관리기본법 안호영 등 10인 유역계획 시 주민 참여

13 2016.11.01 물관리기본법 민홍철 등 11인 이해당사자 참여원칙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다.
13) 정식 법안명은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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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의일 법안명 발의자 이해관계자 참여내용

14 2016.11.17 물관리기본법 전현희 등 10인 이해당사자 참여원칙

15 2016.11.17 물관리기본법 김상희 등 11인 유역계획 시 주민의견 수렴

16 2016.12.16 물기본법 주승용 등 33 유역계획 시 주민의견 수렴

17 2018.05.28
물관리기본법
(현행법안)

국토교통위원장
(대안 발의)

물관리정책 참여 원칙
유역계획 시 주민참여
민간참여 활성화 원칙

※ 자료 : 김익재 외(2017) 수정 재인용

다만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전문에서도 밝혔듯이 본 원칙을 적용

하는데 있어 국가별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물관리위원회 제도에 있

어 4가지 원칙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물관리위원회 제도를 국가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성(원칙 1)

∙유역기반 거버넌스를 지향(원칙 2)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원칙 4).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를 참여하여 수립(원칙 10)

그리고 이러한 4가지 원칙외 다른 8가지의 원칙이 물정책의 수립 및

적용, 정책 평가 등 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의

제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원칙은 위 4가지로 볼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

우 이를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이전에 수립된 ‘OECD 물 거버넌스 원

칙’ 은 물관리위원회제도가 거버넌스로서의 기본 구성을 갖추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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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관리위원회 운영 기제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2018년 5월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의 물관리를 정부 주도

정책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전환함을 명문화

함으로써 국가 물관리 체계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물에 관한 중요한 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물이용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물정책의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미이행시 중요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화

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상 수단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역 물관리 정책의 결정 시 관련 공무원 외에

도 물이용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토록 하였고(법 제19조), 물관리의 기

준이 되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

사자가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제1항 7호) 또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와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

는 물환경 보전 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의한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40조)

[표 12] 물관리기본법 상 민간(이해관계자) 참여 규정

물관리기본법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
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
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생략)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와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 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41 -

또한, 이러한 물관리 정책의 전환을 이행할 물관리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하고 물관리에 관한 정책과 물분쟁 등 갈등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을 가지는 법정 위원회로서 전형적인 거버넌스의 구

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물관리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물관리기본법에 물

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법

제21조 제3항 및 제23조 제3항 단서)하고 있다

[표 13] 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구 분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규 모 •3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장 2명 포함)

•4개 유역별로각 3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장 2명 포함)

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 1인(학계‧단체 中 대통령 임명)

• 환경부장관
• 민간 1인(학계‧단체 中 대통령 임명)

당연직

• 관계 장관
- 환경부‧기재부‧행안부‧농림부‧
산자부‧국토부‧해수부

• 국무조정실장, 유역위원장 (4)
• 기상청장, 산림청장

• 시‧도지사
•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 지방국토관리청장(1)
• 농림부장관 추천 공무원(1)
• 지방기상청장(1), 지방산림청장(1)

공 공
기 관

•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의 기관장

•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추천 임직원

민 간

•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10년 이상 상당직 재직한 자
• 물 단체‧기관 10년 이상 종사한 자
•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한 자
• 사회적 신망, 학식 경험 풍부한 자 (유역위원회는 유역주민 要)

※ 물관리기본법 제21조 제3항 및 제23조 제3항 단서에 의해 물관리위원회 위
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표 14]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수계별 유역 범위 지정
• 유역 간 물 이동
• 물분쟁(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가당사자,
복수유역, 공익에중대한영향있는유역
분쟁, 물관리 협정 해석)

• 국가계획 이행상황및물관리전반평가
• 국가물관리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 이법또는타법령에따른심의‧의결사항

•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계획의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 유역 내 물 이동
• 물분쟁(국가물관리위원회의조정사항제외)
• 유역물관리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 이법또는타법령에따른유역물관리위원
회의심의‧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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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 갈등관리 라는 명백

한 정책적 달성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 한 것은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물관리위원회는 운영 초기 단계14)임에 따라 물관리기본법

상 다양한 기능을 아직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그 거버넌스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정책의 수립 및 갈등해결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를

보장하고 능동적 문제해결을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거버넌스의 운영기제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물관리기본법에 반영된 물관리위원의 기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에 비추어 보

면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의 전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논의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현재 반영된 물관리위원회 관련 제도는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구성

및 절차에 대한 사항만 정하고 있어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능과 목표

를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

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수십 년 간 해결되지 않고 남

아있는 많은 물 관련 현안이 그대로 물관리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임

를 감안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예상되며 정책의 수립부터

갈등의 조정까지 그 대상 범위가 매우 넓음에 따라 이는 물관리위원들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도출되어야 성과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신뢰

의 형성, 상호의존성, 상향식 의사결정의 구조 및 운영, 숙의 방법, 촉진

적 리더십을 통한 신뢰‧협력 강화 등과 같은 무형의 요소들까지 고려하

여 물관리위워회의 성공을 위한 유‧무형 요소들을 발굴하고 보완하여 제

14) 2019. 8. 국가물관리위워회의 구성 및 2019. 9 유역물관리위워회 구성 이후

2021. 5. 현재 물관리위원회의 최고 의결사항인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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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또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물관리

위원회 제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5] 협력적 거버너스 모델에 따른 물관리위원회 보완사항(예시)

구 분 내용 물관리위원회 보완사항

선행조건
•참여자간 권력, 자원, 지식
불균형

•협력 또는 갈등의 경험

•정부 및 공기업 등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 구성

•이해관계자의 수평적 지위 보장
방안 마련 필요

•이해관계자의 정보 불균형 방안
(교육 등) 마련 필요

•현행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경험이
대부분

•현안 해소 경험 부족
•조정의 재판상 효력이 없어 위원
회의 조정기능 무력화 우려

협상과정
•대면적 대화, 신뢰형성, 과정의
몰입, 이해의 공유, 중간평가

•정기(분기 4회), 분과위원회의 형
식적 운영 우려
•신뢰형성 방안 필요
•중간 성과평가 방안 마련 필요
•필요 시 유연한 제도운영

제도적설계

•참여의 포괄성
•협의체의 독점성
•명확한 운영규칙
•과정의 투명성

•물관리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참
여자에 대한 운영제도 마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 구체화
및 인센티브 마련 필요

•이해관계자의 범위, 비공식적 참여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 필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규정이
없어 협상의 장 마련에 한계
•참여자의 책임 부여 및 감독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촉진적
리더십

•권위자의 문제해결 의지와
적극적 참여, 리더십

•협력의 성과유도를 위한 전문성
을 갖춘 리더십 필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신뢰형성을 위한 리더의 관심과
활동

성과 •성과의 공유 및 환류
•제도 마련 필요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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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물관리 현안 개요

공 통

사 항

• 수리권 제도의 재정비(기득물량 조정, 용수배분권 등)

• 물관리 비용체계 개선(물비용부담원칙 재정립, 물이용부담금 등)

• 유역거버넌스의 활성화(형식적 운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

•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광역, 지방 상수도)

• 물환경 정보의 통합관리

한 강

유 역

• 기후변화에 따른 강원지역 물부족 (원주시, 속초시, 강릉시 등)

• 수도권 도시침수 및 물순환 왜곡(인구증가‧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과 물값 및 상수원(팔당 등) 규제

• 한강 하구 물환경 관리

• 갈등 관리 : 상하류 간‧유역-비유역지역 간 비용분담

- 수계기금을 제외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물자원 관련 재원 부족

낙동강

유 역

• 낙동강 녹조 등 생태계 악화

• 낙동강 유역 식수원 안전 및 취수원 확보

•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낙동강 유역 침수문제

• 수질악화,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사고 가능성, 어류폐사, 녹조확대 갈등

• 지역간(진주-사천, 부산-경남, 대구-구미, 울산암각화-사연댐등) 물갈등

금 강

유 역

• 충남 서부지역의 물부족 (가뭄에 따른 용수 부족 가능성)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도시화로 인한 금강권역 불투수면적률 증가)

• 대청호 녹조 발생 증가

• 금강의 수생태 건강성 악화

• 금강하구물환경관리(간척사업에따른해수‧하천차단심화로수질악화)

영산강

섬진강

유 역

•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의 어려움 (영산강의 적은 유량)

• 유역 내 농업용수 관리 및 이용의 한계

• 녹조 현상

• 섬진강 염해 피해 및 용수의 역외 유출

• 유역거버넌스구축의어려움 (전북‧전남‧제주‧경남등관할구역이넓고많음 )

※ 자료 : 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포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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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으

며 대부분이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협

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ingham 외(2005)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형성을 위

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초기조건, 과정, 구조, 상황과 제약, 그리고 결과와

책임으로 제시하고 있다(구혜영, 2020 재인용)

Elimor Ostrom(2009)는 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제도적 장치, 그리

고 외부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동상황, 상호작용과 결과 등을 협력

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이자 구성요소의 분석지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세

부 요인은 아래와 같다.(구혜영, 2020 재인용)

Ansell & Gash(2007)은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137개의

사례를 메타분석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요인을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선행조건, 제도적 설

계, 리더십, 협력과정을 요인으로 들고 있다.

조철주‧장명준(2011)은 공공정책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연구에서 구조, 제도적 규율, 참여관계, 협력관계, 결과를 구성 요소

로 제시하였다.

김이수(2015)는 자원봉사 영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거버넌스, 행정, 조직자율성, 상호

성, 규범을 협력적 거버너스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구혜영(2020)은 한국사회에 적합한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제도적 장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과정의 구성요소(결과 및 성과 제외)와 세부요인들이 운영메뉴얼의

역할을 하거나 운영상태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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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2020)은 Buffett & Eimicke(201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회성과달성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전략인

5P(Process, People, Place, Portfolio, Performance)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는

데 요인의 특성에 중심을 둔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강병준(2014)는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

축연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 주민지원협의

체, 자원순환시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정책과정의

시민참여가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신상준(2015)는 인천광역시의 예산조례 개정에 대한 인천시와 시민단

체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의

시작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하고, 정부는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관련된 이해당사자

들이 모두 참가하여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된 협력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은 시민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광휘 등(2019)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으로 파악한 효율성과 효

과성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에서 협력기술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축, 소통제고, 동기부여, 가치와 이익공유 확신감,

재정자원에 대한 자립의식, 발전문화와 합리문화를 제시했다.

[표 17]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및 성공 요인

구분 연구자(년도) 내용

구조 Bingham
외(2005) 초기조건, 과정, 구조, 상황과 제약, 결과와 책임

Elimor
Ostrom
(2009)

∙[물리적 조건] 참여인센티브, 협력필요성, 상호의존성,

불확실성, 지식 및 자원 등

∙[공동체 속성] 권력 및 자원의 불균형, 협동과 갈등의

과거, 과거 실패경험, 리더십, 기존 협력 네트워크의

존재, 강력한 후원자, 동의된 문제의식, 권력관계, 네

트워크 연결정도, 갈등과 신뢰 수준, 사회경제적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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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년도) 내용

구조

Elimor
Ostrom
(2009)

∙[제도적 장치] 법 및 정책환경, 감시제도, 성과평가제
도, 책임성확보 제도, 관리제도, 명확한 경계, 현지조
건 부합성, 집합적 선택 장치, 감시, 갈등해결 장치,
자치권보장, 중층구조 등
∙[상호작용] 초기 동의형성, 리더십 구축, 면대면 대화,
신뢰구축, 정당성 구축, 과정몰입, 공유된 이해, 중간
성과, 1, 2, 3차 효과, 갈등관리, 적절한 계획, 숙의를
통한 결정, 상호신뢰, 상호이해, 내부적 정당성 확보,
공유된 몰입
∙[결과] 공공가치 달성, 성과평가 및 환류, 영향, 적응 등

Ansell &
Gash(2007)

∙[선행조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과 제약요
건(참여자간 권력의 균형, 자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
하거나 갈등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거버넌스
의 참여 유인 약화)
∙[제도적 설계] 참여의 포괄성, 협의체의 독점성, 명확
한 운영규칙, 과정의 투명성 담보
∙[리더십] 촉진적리더십
∙[협력과정] 대면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 거버넌스
과정에의 몰입, 이해의 공유, 반복적 성과점검을 통해
생성된 협력적 행동

조철주‧
장명준
(2011)

∙[구조] 권력관계, 지식수준, 자원배분, 문화, 사회적 관
계망
∙[제도적 규율] 참여범위, 논의구조, 기본법칙, 과정의
투명성
∙[참여관계] 참여인센티브, 이해관계자. 참여자
∙[협력관계] 충실한 대화, 신뢰구축, 상호이해, 과정충실도
∙[결과] 합의

김이수
(2015)

∙[거버넌스] 제도적 구조(공동의 행태와 관계 규칙), 정
보공유의 개방성, 타인 존중
∙[행정] 행정구조(집행과 관리, 조정), 촉진적 리더십 또는
중재자
∙[조직자율성]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 유지 및 조직
간 이해공유
∙[상호성] 면대면 대화(상호이익 획득 공유, 신뢰 형성,
상호존중)
∙[규범] 호혜성(reciprocity), 신뢰(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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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년도) 내용

구조

구혜영
(2020)

∙[물리적 조건] 협력필요성의 인식, 상호의존성, 전

문적 지식, 자원확보 능력, 참여 인센티브

∙[공동체 속성]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 해소, 갈등의

해결노력, 실패경험, 적절한 네트워크 존재여부, 문

제의식 공유

∙[제도적 장치] 법적환경, 관리지원체계, 감시제도,

책무성 확보, 명확한 경계에 의한 역할 분담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과정] 동의형성, 리더십, 수

평적 관계,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신뢰의 구축

∙[결과 및 성과] 공공의 가치달성, 성과평가, 피드백,

적응과 지속성, 국민적 지지

김정인
(2020)

∙[Process ; 과정] 통합적 파트너십 달성을 위한 과정,

공식적인 파트너십 구조형성, 상호운영 체계 구축

∙[People ; 인적자원] 인적자원(리더십), 독립적이고

분권화된 각 영역의 리더들과 매니저들을 조정‧연계

∙[P lace ; 공간] 넓은 지역 공간기반 협력 도출, 상

호책임성 구체화, 장기적 관점의 성과달성 가능 지원

∙[Portfolio ; 분산 및 다양화] 공유된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공동 투자, 집단자산 확대를 통한 연합,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Performance ; 성과] 공동 플랫폼을 통한 성과 실

현, 성과 측정방법 설정

요인 강병준
(2014) 참여자의 역할 확인,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신상준
(2015)

문제의식 공유,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된 협력의 장,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

김광휘 등
(2019)

협력기술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 소통 제고, 동기 부여,

가치와 이익공유 확신감, 재정자원의 자립의식, 발전문화,

합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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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물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안 연구와 물이용에 대한 정부와 시민 간 갈등 해결 사례

를 토대로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방향이 나누어져 있다.

거버넌스의 정책적 제안은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신설된 물관

리위원회에 대한 연구이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물관리 최상위 기구

로 위상을 정립하고 물분쟁에 관한 조정기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

고(정우상, 2019) 이를 위한 방법으로써 조사 권한과 조정의 개시 및 중

지 권한, 조정결과에 대한 법률상 화해 효력인정을 가져야 한다.(윤태영,

2019) 또한 물관리위원회가 수립한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르지 않는 행위

에 대한 통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채영근, 2015)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수립 및 결

정에 참여하여야 한다.(이상진, 2017) 또한 물이용 관련 많은 갈등적 요

소로 인해 지자체의 의견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유역물관리위

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윤태

영, 2017) 다만, 물관련 중요 정책지구를 구성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아무

런 책임을지지 않는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까

지 맡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

다.(채영근, 2015)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유역물관리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역 거버넌스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담당할 사

무국이 규정화되지 않는 점 등 제도적 미흡의 개선이 필요하며(염형철,

2018), 사무국의 설치는 중립적인 장소에 중립적인 인력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채영근, 2015) 또한 위원회 구성이 30 ~ 50명 규모로 상당히

많으므로 행정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우려되며 종래의 자

문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토록 운영되어야 한다.(윤태

영, 2019)



- 50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구조와 별도

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의기구 또는 파트너십을 구

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절차와 별도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

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채영근, 2015)

물관련 갈등 해결 성공사례에서 물관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을 분석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홍성만(2004)는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에 대한 거버넌스 기제

연구를 통해 ① 문제해결 방식이 자발성, 네트워크, 협력에 기초하고 ②

주체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문제해결은 물론, 지속적

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음을 실증하였다.

배재현(2007)은 부산시 하천살리기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① 거

버넌스가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기제

로써 네트워크의 수평성을 유지 ②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의 상호 협력과

신뢰 증진 노력(장기적인 합동 근무 등) ③ 창조적 아이디어, 자원과 파

트너의 배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마인드의 확립 ④ 공식적인

감시‧제제 장치와 갈등해소 장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하

였다.

김창수(2007)은 부산시 온천천과 동천 복원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① 협력적 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의 제도화 ② 자율성의

상호 존중과 수평적 협력관계 ③ 행위자들 간의 신뢰의 형성(관료들의

현장사무소 설치 및 재정지원) ④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성 확보를 제시

하였다.

채종헌(2012)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① 정부의 역

할과 리더십 ② 거버넌스 전체 과정에서의 시장의 직접적인 리더십 ③

신뢰형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열정과 헌신 ④ 언론의 역할 및 공감대 형성

을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이시경(2013)은 하천살리기 거버넌스의 특성 비교를 통하여 ① 정부와

시민사회에 걸쳐 하천살리기 거버넌스 참여자의 범위 확대하고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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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유도 ② 바람직한 조정기구와 유인장치를 구축하고, 다음으로 규칙

과 제재수단 마련 ③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하면서 민관 공동관리

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표 18] 물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자(년도) 성공 요인

정책
제안

채영근(2015)

① 통제권한 부여 ②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유의

③ 중립적 지역, 중립인력 구성 사무국 설치

④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위원회외 민간협의체 운영

이상진(2017) ①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참여

염형철(2018) ① 유역 거버넌스 확장 ② 사무국 설치

정우상(2019) ① 물관리위원의 최상위 위상 정립 ② 조정기능 신뢰 확보

윤태영(2019)
①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② 위원의 중립성 ③ 자문위원회식 운영 유의

사례
연구

홍성만(2004)
① 자발성, 네트워크 협력 기초 문제해결

②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성

배재현(2007)

① 네트워크 수평성 유지 ② 상호협력과 신뢰 증진

③ 창조적 아이디어, 거버넌스 마인드 확립

④ 공식적인 감사, 제제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김창수(2007)
① 시민참여 제도화 ② 자율성 상호존중 및 수평적

협력관계 ③ 신뢰형성 ④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성 확보

채종헌(2012)

① 정부의 역할과 리더십 ② 최고 권한자의 리더십

③ 신뢰형성과 이해당사자의 열정과 헌신 ④ 언론의

역할 및 공감대 형성

이시경(2013)

①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

② 조정기구와 유인장치 후 규칙과 제제수단 마련

③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관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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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거버넌스의 실패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한 물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은 물의 순

환 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을 저수하기 위한 댐의 건설부터 물을

배분하고 이용하는 이수 및 치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기 때

문이며 이에 대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

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가 모두 성공

을 이끈 수단이 되지는 못하였다. 거버넌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거나 국무조정실이나 법원 등의 조정으로 일단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중 한 요

소인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실패요인을 찾을 수 있다. 거버넌스의 실패요

인을 찾는 것은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배귀희‧임승후(2010)는 한탄강댐 건설과정에 대한 갈등 과정을 네트워

크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실패 요인으로 참여자의 자원 및

권력의 불균형, 참여자 간 연대 및 상호의존성 결여(낮은 신뢰), 복잡하

고 다양한 거버넌스의 운영 상황별 맞춤 전략 부재를 지적하였다.

채종헌(2012)은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의 실패 분석을 협력적 거버

넌스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실패 요인으로 정책 의사 결정단계의 이해

관계자 참여 미흡, NGO 등의 전문가 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반대 논리

형성, 언론의 문제 제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용

성 합의 도출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류지원(2002)는 용담댐의 수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갈등의 해결을 위한 금강수계별협의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감사

원 등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패 요인은 협의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참여자의 제한,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을

지적하였다.

홍성만·김광구(2012)는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패 요인으로 찬반 이분법적 참여자 구성에 따른 상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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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 부족, 협의회 운영·토론의 제한적 공개로 외부 비판의 비내재화, 의

사결정 운영규칙의 불완전성, 분석 정보의 자기강화적 해석과 비학습

(unlearning), 협의기구 내 위원 간 불신의 증폭을 지적하였다.

배재현(2010)은 부산시 하천환경개선사업 중 동천살리기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실패 요인으로 참여자의 다

양성 부족, 관(官) 내부의 협력 부재 및 관(官) 주도 운영 체계, NGO 협

력적 네트워크 부족, 협력과 처벌 거버넌스 운영규범 발휘 실패를 지적

하였다.

이현정(2012)은 서울시 양재천과 홍제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거버

넌스 비교분석 연구에서 홍제천 거버넌스의 실패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실패요인은 관(官) 주도 운영 체계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려움, 협의회

내 감시·제재 장치 불비, 참여자 간 이해관계 상이, 관(官)과 시민단체

간 낮은 상호의존성, 언론의 찬반 이중화에 따른 수평적 관계 구성 어려

움을 지적하였다.

김영정·이경은(2012)는 새만금 개발의 주요 사업으로 상류에 위치한

만경강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 실패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실패

요인은 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표방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관(官) 주

도의 사업수행과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과 대화의 매커니즘 부재, 홍보와 전시성 목적

의 운영을 지적하였다.

김창수(2018)은 낙동강 유역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에서 OECD의

다층적 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을 이용한 7가지 격차분석을 하여 유역주

민의 책임감 있는 참여 미흡(책임격차), 참여자 간 목표 상이(목표격차)

및 이로 인한 신뢰 부족, 참여자인 관(官)의 분절성과 유역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관리격차), 낮은 역량격차를 가진 중앙정부의 부처

할거주의와 지자체 간 큰 역량 차이(역량격차), 지역주민이 제한된 참여

와 정보공유(정보격차), 유역 내 상·하류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재

정격차),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정책격차)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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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물 거버넌스 실패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자(년도) 실패 요인

수자원
개발

배귀희,

임승후(2010)

① 참여자의 자원 및 권력의 불균형 ② 참여자 간

연대 및 상호의존성 결여(낮은 신뢰) ③ 복잡하고

다양한 거버넌스의 운영 상황별 맞춤 전략 부재

채종헌(2012)

① 정책 의사 결정단계의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② NGO 등의전문가참여확대와이에따른반대논리 형성

③ 언론의 문제 제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④ 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합의 도출을 하지 않은 것

수자원
배분 류지원(2002)

① 협의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② 참여자의

제한 ③ 협의회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하천
개발

홍성만,

김광구(2012)

① 찬반 이분법적 참여자 구성에 따른 상호호혜성

부족 ② 협의회 운영·토론의 제한적 공개로 외부 비

판의 비내재화 ③ 의사결정 운영규칙의 불완전성

④분석 정보의 자기강화적 해석과 비학습(unlearning)

⑤ 협의기구 내 위원 간 불신의 증폭

하천
정비

배재현(2010)

① 참여자의 다양성 부족 ② 관(官) 내부의 협력 부재

및 관(官) 주도 운영 체계 ③ NGO 협력적 네트워크

부족 ④ 협력과 처벌 거버넌스 운영규범 발휘 실패

이현정(2012)

① 관(官) 주도 운영 체계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려움

② 협의회 내 감시·제재 장치 불비 ③ 참여자 간 이해

관계 상이 ④ 관(官)과 시민단체 간 낮은 상호의존성

⑤ 언론의 찬반 이중화에 따른 수평적 관계 구성 어려움

유역
거버
넌스

김영정,

이경은(2012)

① 관(官) 주도의 운영 체계와 지역주민 의견이 거의

반영 안됨 ②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과 대화의 매커

니즘 부재 ③ 홍보와 전시성 목적에 치중

김창수(2018)

① (책임격차) 유역주민의 책임감 있는 참여 미흡

② (목표격차) 참여자간목표상이및이로인한신뢰부족

③ (관리격차) 참여자인 관(官)의 분절성과 유역 행

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

④ (역량격차) 낮은 역량격차를 가진 중앙정부의 부처

할거주의와 지자체 간 큰 역량 차이

⑤ (정보격차) 지역주민이 제한된 참여와 정보공유

⑥ (재정격차) 유역내상·하류지자체간재정자립도격차

⑦ (정책격차)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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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시사점

선행연구를 통하여 물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을 구조적 관점과 구성요

인 관점에 따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접근의 차이만 있을 뿐 구조적 성공 요인과 구성요건의

성공요인 모두 거버넌스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에 재확인 할 수 있었

다. 즉, 성공한 거버넌스에는 참여를 유도하고 단계별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잘 짜여진 구조를 바탕으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요

인이 작동함으로써 문제해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패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요인을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며, 여

기에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물관리위원회에 필

요한 성공 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구할 수 있었다.

첫째, 물 거버넌스는 협력적 거버넌스적 구조를 가진다.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성과를 내도록 하며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

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조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물 거버넌스의 운영기제

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물관리위원회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

본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상 거버넌스 구조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제도 초기임에 따라 물관리위원회는 협력적 거버넌

스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직 보완되어야 할 많은 요소들이 남아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해관

계자의 정보 비대칭의 경우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 등의 수평적 지위를

보장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물 거버넌스 원칙’이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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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쨰,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을 위한 구성요인이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에는 거버넌스 구조 내에 적절한 구성요인이

있었다. 특히, 협력의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면대면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이나 촉진적 리더십을 통한 거버넌

스의 조정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이러한 측면 때문이다.

따라서 물관리위원회가 정책을 마련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구성요인을 발굴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재 물관리기본법을 통한 제도의

틀만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틀 안에 어떤 요인을 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넷쨰,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을 위한 성과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와 성과의 공유에

대하여는 아직 제도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하다. 정책의 집행과정과 정책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활동인

정책평가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정정길 외, 2017) 평가와 공유 절차가 없다면 물관리

위원회는 책임 없는 단순한 자문위원회로써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소극

적인 물 정책 상 과정의 하나로 그 위상이 낮아질 수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물정책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정책평가에 있어 물 정책과 정책의 프로세스인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맞춤형 평가기법(평가지표)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정책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

나 민간 부분의 참여대상을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이나 NGO, 법조

계 경력 대상자 등으로 한정한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

한 요인들이 발굴 및 보완되어야 하며, 제도 시행 초기인 현 시점에서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성공 요인을 구체화, 우선순위화 하고자 한다. 또

한 이러한 성공 요인 발굴은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환류 등을 통

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들이 물관리위원회가 성공적인 거버넌

스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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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써 시작된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에 근거한 행정위원회이나 보다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따

라서 기존의 정부주도 거버넌스와는 달리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특히 그 의사결정의 당사자에 관료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로써의 성공요인

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안함으로써 물관리위원회의 활성화

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본 연구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그 우선순위

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물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적 정의는 협력적 거버

넌스로 정의하였다. 다양한 거버넌스적 형태가 있지만 물정책에 있어 이

해관계자의 협력에 중심을 두고 정책의 개발이나 집행 또는 갈등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함에 따라 참여자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과

정이 특징인 협력적 거버넌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거버넌스의 성공요인으로 요구되는 것은 물관리위원회가 입법 초기

임에 따른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확립을 위한 제도적 제안들로써 물관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

국 신설 등이었으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에 대하여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에 근거한 거버넌스 체계이다 보니 중립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도 하

였다. 물거버넌스의 사례를 통한 성공 및 실패요인은 참여자의 수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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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자발적인 참여, 정부의 지속가능한 지원, 참여자 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제도 마련, 신뢰형성 등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었다.

‘2015 OECD 물 거버넌스 원칙’과 ‘2016 OECD 통합물권고’는 두 보고

서의 목적은 다르나 ‘2016 OECD 통합물권고’에서 ‘물 거버넌스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여 통합물관리의 중요요소로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2015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을 통해 우리나

라 물관리 실정에 맞는 유의미한 적용원칙을 살펴보면 물거버넌스 이해

관계자 관계 강화, 정책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물정보의 공유, 투명성

확보, 성과평가와 환류 등이다.15)

[그림 6]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 추출과정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요인

문헌조사 결과

물관련

거버넌스

성공·실패요인

문헌조사 결과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프레임워크

(56항목)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 도출

그리고 위와 같이 다양한 문헌연구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통

해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을 위한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도출하고자 하였

으며 그 요인에 대한 정합성을 위해 물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라운

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성공요인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고

15)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은 국가별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원칙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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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구성 및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0]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 성공요인 도출

문헌고찰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 적합성 검증 및

추가요인 도출

델파이 조사 1라운드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 적합성 검증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

델파이 조사 2라운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목록화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우선순위화

제 2 절 델파이 방법

1. 델파이 특징과 유용성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미래 예측을 위한 질적인 방법의 하나

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며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종성, 2002)



- 60 -

그런데 민주적 의사결정의 폐단으로써 위원회나 전문가 토론, 또는 다

른 형태의 집단토론에서 나타나는 소수 인사에 의하여 토론과정이 지배

되거나 동료집단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 개성 차이와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공공연하게 반대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왜곡된 의사전달의 원천을 제거하

기 위하여 고안되었다.(남궁 근, 2016)

따라서 델파이의 특징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전문가는 자신의 의

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고, 응답 결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집계하

여 중위수(median)와 사분위수범위(IQR ; inter-quartile range)의 통계분

포를 제시하며, 참여자가 설문서를 통해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수정 응

답을 하는 추론의 피드백(feedback of reasoning)에 의해 합의가 유도된

다는 것이다.(권성훈 외, 2009)

그리고 이에 따른 유용성은 익명성 보장에 따른 참가자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경할 수 있

도록 해준다는 점, 피드백에 의한 반복적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의 오류

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참가자 응답에 대한 통계적 처리를 통해 특정

응답자의 의견으로 쏠리는 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최원희, 2009)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과 근본적인 신

뢰성과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나 방법론적 문제

에 따른 평가방법이 계속 보완되고 있어 델파이를 적용한 연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요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면담법이나

브레인스토밍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설문지법의 한 형태

인 델파이 기법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최원희, 2009)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신설된 조직으로 3년여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

나 그 역할의 확장성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향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현재의 제도만으로 운영방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요소를 발굴하고 제안

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담아 미래의

성공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어 델파이 기법의



- 61 -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적합하다.,

2. 델파이 수행과정

권성훈(2007)은 고전 델파이는 4라운드에 걸쳐 진행함으로 시간과 비

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했으며, 오늘날 공공기관 등

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델파이 등은 2라운드의 미니 델파이가 주를 이룬

다고 했다. 또한 대다수의 경우 2라운드 예측에서 가장 큰 수렴이 일어

난다고 했다.(김동희, 2018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문헌조사 결과를 이용한 2라운드 미니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1. 3. 10.부터 3. 31.까지 대면 및 유선, 이메일 등 방법을

활용하여 개방형 설문 항목으로 구성된 1라운드 조사 후 그 결과에서 새

롭게 제시된 요인들을 기존 설문 문항에 통합하거나 신설하여 전체 설문

항목을 보완하여 2라운드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이때 2라운드 설문

항목은 개방형 설문을 두지 않고 구조화된 설문으로만 구성하였다. 그리

고 1라운드 조사 대상자 그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2021. 4. 12.부터 4. 30.까

지 델파이 조사 2라운드를 진행하였다.

제 3 절 항목순위 결정방법

중요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중요성공요인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리커트척도(Likert-type scales), 빈도수 그리고 순위법을 사용하고

있다.(류명화, 2004) 또한 델파이기법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연구 중

김대식(1991), 류명화(2004) 등은 리커트척도법을 주된 측정방법으로 하

고 보완적으로 순위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설문 항목 간의 중요도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주어진

모든 항목에 대해 순위로 응답하는 완전순위절차(Full ranking procedure)

와 완전순위절차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써 주어진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게 하는 축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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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Reduced ranking procedure)가 있다. 통상 평정절차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모든 문항을 평정절차로 묻기에는 설문지의 길이나 응답자의 지

루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Alwin & Krosnick(1985)은 축소순

위절차와 평정절차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두 방법으로부터 결정된 항목들

의 순위가 비슷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허순영 등,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에 대한 상대비교를 위하여 1차와 2차 설

문 항목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그 응답 결과를 중요도로 보아 높은 점수를 부여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완전순위절차와 축소순위절차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실패요인 1개 부문(18개 항목)과 성공요인 5개의 부문(44개 항목)으로

응답할 항목수가 6개 부문 항목수가 62개에 이르러 순위척도(ranking

scales)를 사용하는 것이 평정척도(rating scales)로 응답하는 것에 비해

응답작업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커트형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평가함으

로써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부문별로 최소 5개에서 최대 18

개의 응답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항목별로 5점 척도 시 동일한 점

수가 부여될 경우 상대적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여기에

완전순위절차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모든 항목에 대한 순위를 적용한다

면 위와 같은 응답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축소순위절차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축소순위절차는 주어진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1위부터 5위

까지 선정하는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응답 항목수가 5개 이상

인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중 1번과 2번, 4번, 5번 부문의 경우 축소순위절

차가 되며, 응답항목수가 5개인 3번의 경우 완전순위절차에 해당된다.

순위결정 조사 문항에서 5점 척도를 사용한 것은 민재형(2015)이 “제

한된 단기기억능력과 관련하여 인간은 조금씩의 편차는 보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개체의 수는 7±2개 정도”라고 말한 것에 기

인한다.(김동희, 2018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응답문항의

최소수가 5개인 점 및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5위까지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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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참여자 및 순위 결정 도구

1. 델파이 조사 참여자

델파이 조사를 통한 예측은 전문가의 지식에 기초함에 따라 참여하는

전문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델파이 방법의 특징은 ① 직접 지식 대신에 전문가의 판단, ② 개인 대신

에 집단을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문가 패

널을 선정하는 일은 델파이 시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며

패널을 선정하는 데 표준이 되는 준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종성, 2002)

따라서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선정을 위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

되 왜곡된 결론을 최소화하고자 물관리위원회의 제도를 기획하거나 담당

하고 있는 경우 조사 참여자에서 제외하고 물관리위원회의 참여자 또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상자를 델파이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이므로 민간 또는 정부

쪽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 민간 측 3명, 이해관계자 측 4명, 정부 측 2명

으로 균형을 이루어 조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참여자는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NGO

등에서 3년 이상 물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1] 조사 참여자 구성

정부측(2) 민간측(3) 이해관계자측(4)

•환경부(2)

•환경정책평가연구원(1)

•NGO(1)

•언론계(1)

•한국수자원공사(1)

•한국수력원자력(1)

•한국농어촌공사(1)

•한국환경공단(1)

* ( )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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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 조사 및 순위 결정의 도구

델파이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문헌연구와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을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성공요인을 구조화한 설문지이며 설문문항은

실패요인 1개 부문(18개 항목)과 성공요인 5개의 부문(44개 항목) 총 62

개로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 목록화 및 우선순위화를 위해 항목순위 결

정방법 중 축소순위척도 등을 적용하였다.

본격적인 델파이조사 1라운드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

하고 설문지의 직접 배포 및 회수, 이메일 이용 등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1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상위 5개 요인을 대상으로

한 축소순위 30개 요인에 추가요인 2개를 추가하여 32개 문항을 가지고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델파이조사 2라운드를 진행하였다.

또한 델파이조사 설문 문항은 피참여자가 명백하게 이해하고 동일한

의미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요 단어 위주로

구성하기 보다 서술 위주로 구성하였다. 특히, 1라운드 설문지의 경우 문

항이 의미하는 목적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줄이기 위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참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사자

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응답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 및 내용

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자 응답의 내실화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실패요인에 대한 응답 항목을 첫 설문항목으로 배치하여 과거 물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을 이끌어 냄으로써 성공요인에 대한 항목 이

해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은 크게 구조, 제도적 규율, 참여관계, 협력과

정, 결과의 5개 부문 하에 문헌조사를 토대로 구성된 5~12개의 요인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고 적합성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고, 참

여자의 전문적 지식에 비춘 추가적인 요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2라운드의 설문항목은 1라운드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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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되 추가적인 요인이 제시된 경우 이를 포함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라운드별 설문 문항구성 및 문항수, 문헌근거 등은 아

래 표와 같다.

[표 22] 델파이 설문지 문항구성 및 문항 수

[1라운드]

부문 문항수 비고

1. 실패요인 18
•각 항목 리커트 척도 5점 응답

•각 부문별 축소순위절차

(5위 내) 응답

•성공요인 자유기술 1문항

•요인 내 우선순위 설문 1문항

2. 성공요인

1. 구조 12

2. 제도적 규율 11

3. 참여관계 5

4. 협력과정 10

5. 결과 6

계 62

[2라운드]

부문 문항수 비고

1. 실패요인 6 •실패요인 : 1라운드 1~6순위
* 1라운드 시 추가 의견 반영
하여 1라운드 결과 상위 5위
외에 1개 요인 추가

•성공요인 : 1라운드 1~5순위
* (협력과정) 1라운드 시 추가
의견 반영하여 1라운드 결과
상위 5위외에 1개 요인 추가

•요인 내 우선순위 설문 1문항

2. 성공요인

1. 구조 5

2. 제도적 규율 5

3. 참여관계 5

4. 협력과정 6

5. 결과 5

계 32

델파이 조사 자료는 Excel 2019, SAS(유니버시티 에디션) 으로 분석

한다.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을 각각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

계를 실시하며, 델파이 조사의 안정성과 합의 및 의견수렴을 확인하기

위하여 델파이 라운드 간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라운드별 요인

에 대한 사분편차와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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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 문항에 대한 설문요인 구성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표 23] 델파이 1라운드 설문 요인 구성 및 근거

<1장> 실패요인

설문내용 근거

1.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
참여 한계

배귀희·임승후(2010)
배재현(2010) 등

2. 정책 의사 결정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채종헌(2012)

3.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부족 배재현(2010)

4. 거버넌스 참여자 간 낮은 신뢰(상호의존성 부족)
배귀희·임승후(2010)
이현정(2012) 등

5.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목적이 상이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현정(2012)
김창수(2018)

6. 참여 대상 주민의 책임감 있는 참여 미흡 김창수(2018)

7. 복잡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 전략 미흡

배귀희·임승후(2010)

8. NGO 등의 참여에 따른 전문화 된 반대 논리 첨예화 채종헌(2012)

9. 언론의 문제 제기와 대처 미흡 채종헌(2012)

10.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합의 도출을 하지
않음

채종헌(2012)

11. 거버넌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류지원(2002)

12.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류지원(2002)

13. 거버넌스 참여자에 대한 운영규범(협력과 처벌) 발휘
실패

배재현(2010)
이현정(2012)

14. 거버넌스 운영의 폐쇄성으로 외부 비판을 수용하고
극복하기 어려움

홍성만·김광구(2012)

15. 정보에 대해 참여자가 각자의 판단대로 해석하고 적용 홍성만·김광구(2012)

16.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과 대화 매커니즘 부재 김영정·이경은(2012)

17. NGO의 시민과의 협력적 관계 구성 실패 배재현(2010)

18. 거버넌스 운영이 홍보와 전시성에 치중 김영정·이경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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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성공요인

구분 설문내용 근거

1. 구조
(Structure)

1.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OECD 원칙
(10.f)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OECD 원칙
(2.d)

3.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하천
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OECD 원칙
(2.e)

4.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이상진(2017)

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비
공식적 거버넌스 운영

채영근(2015)

6. 정기적인 현황 보고와 필요 시 구성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OECD 원칙
(1.a)

7. 갈등 조정기능 외에도 물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 부여

OECD 원칙
(1.a)

8. 이해관계자의 물관련 역량을 키우고 지식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물전문가
양성, 교육

OECD 원칙
(4.e)

9.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정우상(2019)
윤태영(2019)

10. 통합물관리 실행을 위한 계획, 예산, 관리 등
지역간 격차를 확인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

OECD 원칙
(4.a)

11. 물관련 공공기금 배분에 대한 감사 기능
(또는 정기 보고 체계) 부여

OECD 원칙
(6.d)

12. 물관리계획 위반 대상에 대한 통제권한
부여 채영근(2015)

2. 제도적
규율 1. 시민참여 제도화 김창수(2007)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OECD 원칙
(11.a)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OECD 원칙
(10.g)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OECD 원칙
(3.d)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OECD 원칙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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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내용 근거

2. 제도적
규율

6. 물정보에 관한 시스템의 설계, 실행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투명성, 신뢰와
비교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침 마련

OECD 원칙
(5.c)

7.오염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환경
서비스에 대한 부과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축

OECD 원칙
(6.a)

8.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
하여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OECD 원칙
(9.a)

9.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범,
행동강령을 권장하고 모니터링

OECD 원칙
(9.b)

10.투명한 물정책 마련과 실행을 위한 명확한
책임과 통제 메커니즘 마련

OECD 원칙
(9.c)

11.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위해
청렴도 측정, 사회적 감시원 등 제도 운영

OECD 원칙
(9.e)

3. 참여관계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관리위원
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OECD 원칙
(4.d)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OECD 원칙
(12.b)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이상진(2017)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윤태영(2019)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채종헌(2013)

4. 협력과정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Ansell & Gash,

(2007)
김이수(2017)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배재현(2007)
김창수(2007)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김정인(2020)

4. 물정보관련 생산자와 이용자, 정부간 효과
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

OECD 원칙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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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내용 근거

4. 협력과정
5.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촉진하도록 사회적 학습 장려

OECD 원칙
(8.b)

6. 정책결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책임, 핵심동기, 상호작용 파악

OECD 원칙
(10.a)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시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을 예방, 완화 노력

OECD 원칙
(10.c)

8. 자발적이고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유도

홍성만(2004)

9.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홍성민(2004)

10.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관리
체제 구축

배재현(2007)
이시경(2013)

5. 결과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Elimor(2009)
구혜영(2020)
김정인(2020)

2. 성과의 홍보를 통한 국민적 지지마련 이시경(2013)

3.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구혜영(2020)

4. 다양한 물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OECD 원칙
(8.a)

5.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OECD 원칙
(11.d)

6.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피드백)
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OECD 원칙
(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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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

구를 통해 물거버넌스의 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

합성과 중요수준을 파악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는 총 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2021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2회 실시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요인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요인을 포함하여 채택빈도, 순위 등을 파악함으로써 중

요도를 알아보았다.

1. 델파이 1라운드 결과

델파이 1라운드 설문에서는 리스트화 된 요인 항목의 우선순위에 대

하여 물거버넌스의 실패요인 부문(18개)과 성공요인 부문(44개)으로 대

분류를 하였고 다시 성공요인 부문에 있어서는 구조(12개), 제도적규율

(11개), 참여관계(5개), 협력과정(10개), 결과(6개)로 세분화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선 ‘실패요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5위 안으로 높게 조사

된 요인으로써 ‘① 거버넌스를 통한 조정력의 법적 구속력 결여’, ‘② 복

잡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전략 미흡’, ‘③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 참여 한계’,

‘④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과 대화 매커니즘 부재’, ‘⑤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은 요인은 ‘언론의 문제

제기와 대처 미흡’, ‘거버넌스 참여자에 대한 운영규범 발휘 실패’, ‘NGO

의 시민과의 협력적 관계 구성실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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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실패요인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참여 한계

3.67 4 1.118 3.00 4.00 3

2. 정책 의사 결정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3.00 2 1.118 2.00 4.00 13

3. 참여하는이해관계자의다양성부족 2.89 2 1.269 2.00 4.00 14

4. 거버넌스 참여자 간 낮은 신뢰
(상호의존성 부족)

3.33 4 1.000 3.00 4.00 10

5.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목적이 상이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3.78 4 0.667 3.00 4.00 6

6. 참여 대상 주민의 책임감 있는 참여
미흡

3.22 4 0.833 3.00 4.00 10

7. 복잡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 전략
미흡

3.78 5 1.302 3.00 5.00 2

8. NGO 등의 참여에 따른 전문화
된 반대 논리 첨예화

3.00 3 1.000 2.00 3.00 12

9. 언론의 문제 제기와 대처 미흡 2.22 2 0.833 2.00 2.00 16

10.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합의 도출을 하지 않음

3.33 4 0.707 3.00 4.00 9

11. 거버넌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4.22 5 0.833 4.00 5.00 1

12.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3.78 4 0.972 3.00 4.00 5

13. 거버넌스 참여자에 대한 운영규범
(협력과 처벌) 발휘 실패

2.89 3 0.928 3.00 3.00 16

14. 거버넌스 운영의 폐쇄성으로 외부
비판을 수용하고극복하기어려움

2.56 3 0.882 2.00 3.00 15

15. 정보에 대해 참여자가 각자의 판단
대로 해석하고 적용

3.33 4 0.866 3.00 4.00 7

16.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과 대화
매커니즘 부재

3.67 4 0.500 3.00 4.00 4

17. NGO의 시민과의 협력적 관계
구성 실패

2.89 3 0.601 3.00 3.00 16

18. 거버넌스 운영이 홍보와 전시성에
치중

3.11 3 0.928 3.00 4.00 7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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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실패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실패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1 1 1 1 0 14 3

2 0 0 0 2 0 4 13

3 0 0 1 0 0 3 14

4 1 0 0 0 1 6 10

5 1 1 0 0 0 9 6

6 0 0 1 1 1 6 10

7 2 1 1 0 0 17 2

8 1 0 0 0 0 5 12

9 0 0 0 0 0 0 16

10 0 1 1 0 0 7 9

11 1 3 2 0 2 25 1

12 1 0 0 2 1 10 5

13 0 0 0 0 0 0 16

14 0 0 0 0 1 1 15

15 1 0 0 1 1 8 7

16 0 1 2 0 2 12 4

17 0 0 0 0 0 0 16

18 0 1 0 2 0 8 7

주) 실패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운영구조’에 대한 중요요인으로써 상위

5위 안으로 선택된 요인은 ‘①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

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②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③ 경계를 넘

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하천 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④ 물관리

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

률상 화해 효력 인정’, ‘⑤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적인 인력

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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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은 요인은 ’이해관계자의 물관련 역량을

키우고 지식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물전문가 양성, 교육‘이었다.

[표 26]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구조(structure)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4.33 4 0.707 4.00 5.00 1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
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
를 만들고 유지

4.22 4 0.667 4.00 5.00 2

3.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하천 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3.78 4 0.972 3.00 4.00 3

4.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2.89 3 1.167 2.00 3.00 5

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비공식적 거버넌스 운영

2.89 3 1.364 2.00 4.00 6

6. 정기적인 현황 보고와 필요 시
구성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3.22 3 0.833 3.00 3.00 9

7. 갈등 조정기능 외에도 물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

3.00 3 0.707 3.00 3.00 9

8. 이해관계자의 물관련 역량을 키우고
지식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물전문가 양성, 교육

2.33 2 0.707 2.00 2.00 12

9. 물관리위원회의조정기능신뢰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2.89 4 1.453 2.00 4.00 4

10. 통합물관리 실행을 위한 계획, 예산,
관리 등 지역간 격차를 확인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

3.33 4 1.000 3.00 4.00 7

11. 물관련 공공기금 배분에 대한 감사
기능(또는 정기 보고 체계) 부여

2.89 3 1.167 2.00 3.00 7

12. 물관리계획 위반 대상에 대한 통제
권한 부여

2.33 2 0.707 2.00 3.00 11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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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구조(structure)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7 1 0 0 0 39 1

2 1 4 0 1 1 24 2

3 1 2 1 0 1 17 3

4 0 1 1 1 1 10 5

5 0 0 1 2 1 8 6

6 0 0 1 0 1 4 9

7 0 0 0 1 2 4 9

8 0 0 0 0 0 0 12

9 0 0 4 1 0 14 4

10 0 0 1 2 0 7 7

11 0 1 0 1 1 7 7

12 0 0 0 0 1 1 11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제도적 규율’에 대한 중요요인으로써 상

위 5위 안으로 선택된 요인은 ‘①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

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②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③ 시민참여 제도화’, ‘④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

확화’, ‘⑤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순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은 요인은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

을 위해 청렴도 측정, 사회적 감시원 등 제도 운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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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제도적 규율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시민참여 제도화 3.89 5 1.054 3.00 5.00 3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3.56 4 0.882 3.00 4.00 2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3.44 3 0.882 3.00 4.00 1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3.00 2 1.000 2.00 4.00 5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3.44 3 0.882 3.00 4.00 4

6. 물정보에 관한 시스템의 설계, 실
행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투명성, 신뢰와비교가능성을높이도록
지침 마련

3.11 3 0.782 3.00 4.00 7

7.오염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환경서비스에 대한 부과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축

3.44 3 0.882 3.00 4.00 6

8. 업무를감독할수있는독립적기관을
설치하여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
자들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78 3 1.202 2.00 3.00 8

9.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범, 행동강령을 권장하고
모니터링

2.78 3 0.441 3.00 3.00 10

10.투명한 물정책 마련과 실행을
위한 명확한 책임과 통제 메커
니즘 마련

3.22 4 0.972 3.00 4.00 9

11.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위해 청렴도 측정, 사회적 감시원
등 제도 운영

2.56 3 0.527 2.00 3.00 11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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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물관리위원회의 제도적 규율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3 0 1 0 0 18 3

2 1 3 0 1 0 19 2

3 2 1 1 1 2 21 1

4 0 2 1 2 1 16 5

5 1 1 1 2 1 17 4

6 0 0 3 0 2 11 7

7 1 1 2 0 0 15 6

8 1 1 0 0 1 10 8

9 0 0 0 0 1 1 10

10 0 0 0 3 1 7 9

11 0 0 0 0 0 0 11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참여관계’에 대한 중요요인은 문헌고찰

등을 통해 5개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5개의 요인에 대하여 완전순위절

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요요인의 순위를 살펴보면 ‘① 이해당사자들의 정

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②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③ 의사결정을 위

한 시민 의견청취(모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④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관리위원 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⑤ 최고 권위자의 리더

십’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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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참여관계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관리위원 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3.67 4 1.000 3.00 4.00 4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
(모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3.44 3 0.882 3.00 4.00 3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4.00 4 0.866 4.00 4.00 1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3.78 3 0.833 3.00 4.00 2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3.00 4 1.225 3.00 4.00 5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표 31] 물관리위원회의 참여관계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2 1 2 2 2 26 4

2 2 1 3 2 1 28 3

3 3 3 2 1 0 35 1

4 2 4 0 2 1 31 2

5 0 0 2 2 5 15 5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협력과정’에 대한 중요요인으로써 상위

5위 안으로 선택된 요인은 ‘①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②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③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

동관리체제 구축’, ‘④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⑤ 참여자 간 여

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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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요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 협력과정의 성공요인에 대한 우

선순위 결과득점이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평균 3.78점)’, ‘9.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평점 3.67)’ 모두 13점으

로 동일 함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은 요인은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

을 위해 청렴도 측정, 사회적 감시원 등 제도 운영‘이었다.

[표 32]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협력과정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3.78 3 0.833 3.00 4.00 4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4.22 4 0.441 4.00 4.00 1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
적인 구조

4.11 4 0.601 4.00 4.00 2

4. 물정보관련 생산자와 이용자,
정부간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조정자 역할

3.44 3 0.882 3.00 4.00 6

5.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 다양한 인
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
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촉진
하도록 사회적 학습 장려

3.22 3 0.667 3.00 4.00 10

6. 정책결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
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책임, 핵
심동기, 상호작용 파악

3.44 3 0.726 3.00 4.00 7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시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을 예방, 완화 노력

3.67 3 0.707 3.00 4.00 8

8. 자발적이고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유도

3.56 3 0.726 3.00 4.00 9

9.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3.67 4 0.500 3.00 4.00 4

10.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관리체제 구축

3.67 3 1.000 3.00 4.00 3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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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물관리위원회의 협력과정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1 2 0 0 0 13 4

2 3 3 1 0 1 31 1

3 1 2 2 1 0 21 2

4 1 0 1 1 2 12 6

5 0 0 0 1 1 3 10

6 0 1 0 3 1 11 7

7 1 1 0 0 1 10 8

8 1 0 0 1 0 7 9

9 0 0 3 1 2 13 4

10 1 0 2 1 1 14 3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운영 결과’에 대한 중요요인은 문헌고찰

등을 통해 6개 요인으로 분석되어 그 수가 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완전순위절차를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공통된 척도를 마련하기 위

해 상위 5위 대상에 대해 축소순위절차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운영 결과‘에 대한 중요요인으로써 상위 5위 안으로 선택된

요인은 ‘①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② 성과의 홍보를 통한

국민적 지지마련’, ‘③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

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④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⑤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순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은 요인은 ‘성과의 홍보를 통한 국민적 지

지 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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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4.00 4 0.707 4.00 4.00 1

2. 성과의 홍보를 통한 국민적 지지
마련

3.11 2 1.054 2.00 4.00 6

3.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유지

3.56 4 0.527 3.00 4.00 4

4. 다양한물거버넌스를시도하고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3.44 3 1.130 3.00 4.00 2

5.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3.89 4 0.601 4.00 4.00 3

6.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3.89 4 0.782 3.00 4.00 5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표 35]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4 1 0 1 3 29 1

2 1 1 0 0 0 9 6

3 1 1 3 1 3 23 4

4 2 3 0 2 1 27 2

5 0 2 4 3 0 26 3

6 1 1 2 2 2 21 5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부문 내 과정(프로세스) 간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우선순위는 [표 36]과 같이 ‘① 구조(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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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적 규율’, ‘③ 협력과정’, ‘④ 참여관계’, ‘⑤ 결과’ 순이었다.

[표 36]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프로세스)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운영과정
성공요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가중치

1. 구조(structure) 6 0 1 2 0 37 1 0.274

2. 제도적 규율 1 4 4 0 0 33 2 0.244

3. 참여관계 2 1 1 3 2 25 4 0.185

4. 협력과정 0 4 3 1 1 28 3 0.207

5. 결과 0 0 0 3 6 12 5 0.089

주) 가중치는 획득 총 득점에 대비 해당 요인별 점수를 통해 산정하였으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산출값을 그대로 적용)

여기에 득점합계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 37]과 같이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 44개에 대해 부문 내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성공요인 전체 요인에 대한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과정(프로세스)에 대한 부문 구별 없는 물관리위원회 성공요

인의 상위 10대 요인으로 ‘①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②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

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③ 이해당사자

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④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⑤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⑥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⑦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⑧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관리위원 구

성, 정치적으로 독립’, ‘⑨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하천 인근

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⑩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

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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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전체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구분 성공요인 요인별
가중치

종합
가중치

부분
순위

종합
순위

1. 구조
(Structure)
(0.274)

1.각유역상황에맞게이해관계자가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0.289 0.079 1 1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0.178 0.049 2 2

3.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하천 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0.126 0.035 3 9

4.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
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0.074 0.020 5 19

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비공식적 거버넌스 운영

0.059 0.016 6 29

6. 정기적인 현황 보고와 필요 시 구성
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0.030 0.008 9 37

7. 갈등 조정기능 외에도 물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

0.030 0.008 9 38

8. 이해관계자의 물관련 역량을 키우고
지식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물전문가 양성, 교육

0.000 0.000 12 43

9.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0.104 0.028 4 15

10. 통합물관리실행을위한계획, 예산, 관리
등 지역간 격차를 확인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

0.052 0.014 7 32

11. 물관련 공공기금 배분에 대한 감사
기능(또는 정기 보고 체계) 부여

0.052 0.014 7 33

12. 물관리계획 위반 대상에 대한 통제
권한 부여 0.007 0.002 11 41

2. 제도적
규율
(0.244)

1. 시민참여 제도화 0.133 0.033 3 11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0.141 0.034 2 10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0.156 0.03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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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공요인 요인별
가중치

종합
가중치

부분
순위

종합
순위

2. 제도적
규율
(0.244)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0.119 0.029 5 14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0.126 0.031 4 13

6. 물정보에 관한시스템의설계, 실행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투명성, 신뢰와
비교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침 마련

0.081 0.020 7 22

7.오염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환경서비스에 대한 부과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축

0.111 0.027 6 16

8.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
들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0.074 0.018 8 25

9.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범, 행동강령을 권장하고 모니터링

0.007 0.002 10 42

10.투명한 물정책 마련과 실행을 위한
명확한 책임과 통제 메커니즘 마련

0.052 0.013 9 35

11.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위해 청렴도 측정, 사회적 감시원
등 제도 운영

0.000 0.000 11 44

3. 참여
관계
(0.185)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
관리위원 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0.193 0.036 4 8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
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0.207 0.038 3 6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0.259 0.048 1 3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0.230 0.043 2 5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0.111 0.021 5 18

4. 협력
과정
(0.207)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0.096 0.020 4 20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0.230 0.04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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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공요인 요인별
가중치

종합
가중치

부분
순위

종합
순위

4. 협력
과정
(0.207)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
인 구조

0.156 0.032 2 12

4. 물정보관련 생산자와 이용자, 정부
간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

0.089 0.018 6 24

5.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 다양한 인터
페이스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촉진하도록 사
회적 학습 장려

0.022 0.005 10 40

6. 정책결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
을 받는 대상에 대한 책임, 핵심동
기, 상호작용 파악

0.081 0.017 7 28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시 갈등관리
를 통한 갈등을 예방, 완화 노력

0.074 0.015 8 30

8. 자발적이고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문
제 해결 유도

0.052 0.011 9 36

9.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0.096 0.020 4 21

10.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
동관리체제 구축

0.104 0.022 3 17

5. 결과
(0.089)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0.215 0.019 1 23

2. 성과의 홍보를 통한 국민적 지지마련 0.067 0.006 6 39

3.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0.170 0.015 4 31

4. 다양한 물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성공
과 실패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0.200 0.018 2 26

5.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
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0.193 0.017 3 27

6.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0.156 0.014 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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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 2라운드 결과

델파이 2라운드는 델파이 1라운드 결과를 반영하여 실패요인과 성공

요인 5~6개의 상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1라운드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패요인 및 성공요인 중 협력과정에 대한 새로운 요인

을 각 1개씩 추가하였다. 또한 2라운드의 설문지에는 1라운드의 결과의

평균, 최빈값을 표시하여 응답자들이 1라운드의 선택과 단순히 동일하게

선택하는 습관적 선택을 지양하고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호작용을 가능토록 하여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델파이 패널들에게 응답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델파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 (최원희,

2009 재인용)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델파이 1라운드에서 ‘실패요인’으로 가장

높게 조사된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변동이 확인되었으며, ‘성공요인’은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한 종합순위 결과 가장 높게 조사된 요인의 중요도

에 대한 변동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요인들에 따른 영

향으로 일부 요인의 순위 변동이 확인되었다.

델파이 2라운드 결과를 설문항목 순서에 따라 ‘실패요인’에 대한 결과

부터 분석해 보면 ‘실패요인’ 상위 5위 안으로 높게 조사된 요인으로써

‘① 거버넌스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설정, 인식 불분명’, ‘② 복잡하

고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상황 맞는 거버넌스 운영전략 미흡’, ‘③ 거버넌

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④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자

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의 참여 한계’, ‘⑤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

성과 형식성’, ‘⑥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과 대화 매커니즘 부재’ 순이었

다. 이 항목 중 델파이 1라운드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새로운 요인으로써

‘거버넌스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설정, 인식 불분명’이 델파이 2라

운드에서 실패요인으로써 새롭게 제시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

택되었다. 참고로 델파이 1라운드 결과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요인은 ‘거

버넌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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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실패요인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거버넌스가정부또는지자체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참여 한계

3.56 4 1.130 3.00 4.00 4

2.복잡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 전략
미흡

4.11 4 0.601 4.00 4.00 2

3. 거버넌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4.00 4 0.866 3.00 5.00 3

4.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3.67 3 0.707 3.00 4.00 5

5.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과 대화
매커니즘 부재

3.44 3 0.726 3.00 4.00 6

6. 거버넌스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설정, 인식 불분명(신규)

4.44 4 0.527 4.00 5.00 1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표 39] 실패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6)

2순위
(×5)

3순위
(×4)

4순위
(×3)

5순위
(×2)

6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1 1 3 1 0 3 29 4

2 1 3 1 2 2 0 35 2

3 3 0 1 2 1 2 32 3

4 1 1 0 3 2 2 26 5

5 0 1 2 0 4 2 23 6

6 3 3 2 1 0 0 44 1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운영구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5위 안으로 높게 조사된 요인으로써 ‘①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

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② 물이용자, 이

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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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④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유

역 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⑤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

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순이었으며, 1라운드 결과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요인 상위 1, 2 순위에는 대한 변동은 없었다.

[표 40]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구조(structure)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4.44 5 0.726 4.00 5.00 1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4.11 4 0.782 4.00 5.00 2

3.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유역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3.22 4 1.093 2.00 4.00 4

4.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3.00 3 1.225 2.00 4.00 5

5.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효력 인정

3.22 3 1.202 3.00 4.00 3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표 41] 물관리위원회의 참여관계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7 0 2 0 0 41 1
2 1 6 0 2 0 33 2
3 0 0 4 3 2 20 4
4 1 1 0 2 5 18 5
5 0 2 3 2 2 23 3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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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제도적 규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5위 안으로 높게 조사된 요인으로써 ‘① 시민참여 제도화’, ‘② 거버

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③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④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⑤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마련을 통해 해결

법 마련’ 순이었다. 그런데 델파이 1라운드 결과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요인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으로써 중요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표 42]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제도적 규율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시민참여 제도화 4.11 5 1.054 4.00 5.00 1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3.67 4 0.500 3.00 4.00 2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3.67 4 0.707 3.00 4.00 3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3.00 3 1.225 2.00 4.00 5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3.44 3 0.882 3.00 4.00 4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표 43] 물관리위원회의 제도적 규율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7 0 2 0 0 41 1
2 1 6 0 2 0 33 2
3 0 0 4 3 2 20 4
4 1 1 0 2 5 18 5
5 0 2 3 2 2 23 3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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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참여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①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②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

차를 통해 물관리위원 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③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④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⑤

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순이며, 1라운드 결과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요인

상위 1순위에는 대한 변동은 없었고 2순위 이하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표 44]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참여관계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관리위원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3.67 3 0.866 3.00 4.00 2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
(모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3.44 3 0.527 3.00 4.00 4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4.00 4 0.866 4.00 4.00 1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3.67 3 0.866 3.00 4.00 3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2.89 3 1.364 2.00 4.00 5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표 45] 물관리위원회의 참여관계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3 1 2 2 1 30 2

2 0 3 2 3 1 25 4

3 5 1 2 1 0 37 1

4 1 3 1 2 2 26 3

5 0 1 2 1 5 17 5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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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협력과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①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②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③ 협력과정을 공식화(원칙화)하여 이해 관계의 절충, 협상 등이 원칙하

에 이루어지도록 유도’, ‘④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참여자 간 여

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⑥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관리체제 구축’ 순이며, 1라운드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새로운 요인이

상위 3위에 선택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순위의 변화가 있었다.

[표 46]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협력과정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3.56 4 1.130 3.00 4.00 4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4.11 4 0.601 4.00 4.00 2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
적인 구조

4.00 4 0.866 3.00 5.00 3

4.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3.67 3 0.707 3.00 4.00 5

5.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
관리체제 구축

3.44 3 0.726 3.00 4.00 6

6. 협력과정을 공식화(원칙화)하여 이해
관계의 절충, 협상 등이 원칙하에
이루어지도록 유도(신규)

4.44 4 0.527 4.00 5.00 1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표 47] 물관리위원회의 협력과정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6)

2순위
(×5)

3순위
(×4)

4순위
(×3)

5순위
(×2)

6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1 1 3 1 0 3 29 4
2 1 3 1 2 2 0 35 2
3 3 0 1 2 1 2 32 3
4 1 1 0 3 2 2 26 5
5 0 1 2 0 4 2 23 6
6 3 3 2 1 0 0 44 1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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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중 ‘운영 결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①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②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③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다양한 물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성공과 실

패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⑤ 물정책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순이며, 1라운

드 결과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요인 상위 1순위에는 대한 변동은 없었고

2순위 이하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표 48] 성공요인 :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

요인 평균 최빈
값

표준
편차 Q1 Q3 우선

순위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4.00 4 0.707 4.00 4.00 1

2.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3.67 4 0.500 3.00 4.00 3
3. 다양한물거버넌스를시도하고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3.56 3 1.014 3.00 4.00 3

4.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3.89 4 0.601 4.00 4.00 2

5. 물정책의성과평가 결과에대한 환류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3.44 4 0.726 3.00 4.00 5

주) Q는 사분위수(Quartile)을 말하며 Q1은 1사분위수, Q3은 3사분위수 임

[표 49]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성공요인
항목번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1 4 1 0 2 2 30 1
2 1 3 1 2 2 26 3
3 3 0 2 1 3 26 3
4 1 3 3 1 1 29 2
5 0 2 3 3 1 24 5

주) 성공요인에 대한 순위별 채택 횟수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득점)하여
우선순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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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 부문 내 과정(프로세스) 간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우선순위는 [표 50]과 같이 ‘① 구조(structure)‘,

‘② 제도적 규율’, ‘③ 협력과정’, ‘④ 참여관계’, ‘⑤ 결과’ 순이었으며 이

는 1라운드 결과와 동일하였다.

[표 50]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프로세스)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표

운영과정
성공요인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

득점
합계

우선
순위 가중치

1. 구조(structure) 6 1 0 2 0 38 1 0.281

2. 제도적 규율 1 4 4 0 0 33 2 0.244

3. 참여관계 1 2 1 3 2 24 4 0.178

4. 협력과정 1 2 4 2 0 29 3 0.215

5. 결과 0 0 0 2 7 11 5 0.081

주) 가중치는 획득 총 득점에 대비 해당 요인별 점수를 통해 산정하였으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산출값을 그대로 적용)

여기에 1라운드와 동일하게 2라운드의 결과에 대하여 득점합계를 기

반으로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 51]과 같이 물관리위

원회 성공요인 26개에 대해 부문 내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성공요인 전체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과정(프로세스)에 대한 부문 구별 없는 물관리위원회 성공요

인의 상위 10대 요인으로 ‘①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②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

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③ 시민참여 제

도화’, ‘④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⑤ 이해관계자

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⑥ 이해당

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⑦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

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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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⑨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⑩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순이었다.

[표 51] 전체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구분 성공요인 요인별
가중치

종합
가중치

부분
순위

종합
순위

1. 구조
(Structure)
(0.281)

1.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0.304 0.085 1 1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0.244 0.069 2 2

3.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유역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0.148 0.042 4 11

4.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
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0.133 0.038 5 14

5.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
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효력 인정

0.170 0.048 3 7

2. 제도적
규율
(0.244)

1. 시민참여 제도화 0.252 0.062 1 3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0.237 0.058 2 4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0.200 0.049 3 5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0.133 0.033 5 17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
확화

0.178 0.04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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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공요인 요인별
가중치

종합
가중치

부분
순위

종합
순위

3. 참여
관계
(0.178)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
관리위원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0.222 0.040 2 13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
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0.185 0.033 4 16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0.274 0.049 1 6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0.193 0.034 3 15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0.126 0.022 5 21

4. 협력
과정
(0.215)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0.138 0.030 4 18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0.206 0.044 2 9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0.212 0.045 1 8

4.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0.138 0.030 4 19

5.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
관리체제 구축

0.116 0.025 6 20

6. 협력과정을 공식화(원칙화)하여 이해
관계의 절충, 협상 등이 원칙하에
이루어지도록 유도(신규)

0.190 0.041 3 12

5. 결과
(0.081)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0.222 0.018 1 22

2.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0.193 0.016 3 24

3. 다양한 물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0.193 0.016 3 25

4.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
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0.215 0.018 1 23

5.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0.178 0.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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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실패요인과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상위 요인(실패요인 상위 5개, 성공요인 상위 10개)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2]과 같다.

[표 52] 실패요인 및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변화

구분 우선
순위 델파이 1라운드 델파이 2라운드

실패
요인 1

거버넌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거버넌스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설정, 인식 불분명(신규)

2
복잡하고다양한거버넌스운영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 전략 미흡

복잡하고다양한거버넌스운영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 전략 미흡

3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
참여 한계

거버넌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4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과 대화
매커니즘 부재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
참여 한계

5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성공
요인 1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
들고 유지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
들고 유지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시민참여 제도화

4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5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6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
(모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7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및중지법률상화해효력인정

8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관리위원 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
적인 구조

9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하천 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10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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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라운드별 성공요인 부문 내 과정(프로세스) 중요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표 36]과 [표 50]을 토대로 가중치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

으며 이를 명확하게 시각화하여 확인해 보고자 LOG함수를 이용해 방사

형 차트화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라운드별 성공요인 부문에 있어

‘구조’와 ‘협력과정’에 대한 가중치가 모두 0.007만큼 증가하였으며, 증가

한 가중치 만큼 ‘참여관계’, 와 ‘결과’ 부분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제도적

규율’은 변화가 없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2차에 걸친 델파이 참여 과정에

서 ‘구조’와 ‘협력과정’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표 53] 성공요인에 대한 라운드별 중요도 가중치 변화 비교

성공요인
(부문) 1라운드(A) 2라운드(B) 변화 차이

(B-A)

1. 구조(structure) 0.274 0.281 0.007

2. 제도적 규율 0.244 0.244 0

3. 참여관계 0.185 0.178 -0.007

4. 협력과정 0.207 0.215 0.007

5. 결과 0.089 0.081 -0.007

[그림 7] 성공요인에 대한 라운드별 중요도 가중치 변화 비교(LOG함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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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검증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

으므로 정량적이기 보다 정성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물관리 거버넌스에서 활용되거나 중요시되는 개념을 협력적 거버

넌스로 재정립하고 Ansell & Gash(2007) 모델을 재해석하여 이를 토대

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위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참

여 전문가의 선정과 설문지의 작성이다. 또한 델파이 기법은 절차의 반

복성과 피드백 때문에 질문 내용의 난이성과 방법 및 표준편차에서 반드

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뢰도를 볼 때에는 오차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인과 요인의 분산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류명화 ; 200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중요 성공요인 파악을 위해 모델의 5개 부문에

대하여 1라운드 44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라운드에서 상위

5위 요인에 1개의 신규 요인을 추가하여 26개를 하였다. 따라서 5개 부

문과 부분별 성공요인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고자 신뢰성 검증을 하였

다. 검증 요인은 1라운드와 2라운드의 공통 성공요인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각 라운드의 공통 설문사항인 2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증은 각

라운드별 요인의 평점에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

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54]과 같다.

[표 54] 신뢰도 결과 : 라운드별 평점의 크론바하 알파(α)계수

성공요인
(부문) 문항수 1라운드 2라운드 평균

전 체 25 0.8782 0.7962 0.8372

1. 구조(structure) 5 0.7289 0.6503 0.6896

2. 제도적 규율 5 0.7080 0.5472 0.6276

3. 참여관계 5 0.1490 0.2525 0.2007

4. 협력과정 5 0.7713 0.0187 0.3950

5. 결과 5 0.8018 0.5523 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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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α계수가 0.6이상이 되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

으며,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는 0.5 – 0.6 정도이면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명화 ; 2004 재인용) 본 연구의 결과의 전체 평균 α계수는

0.8372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만, ‘참여관계’와 ‘협력과정’ 일부 부

문의 경우 매우 낮은 α계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협력과정’에 대하여는

1라운드 결과가 0.7713으로 매우 높은 α계수를 보였으나 2라운드에서는

0.0187로 매우 크게 감소하여 큰 변동을 보였다. 이는 전체적인 성공요인

에 대한 구조 모델에서 ‘참여관계’ 및 ‘협력과정’ 자체가 내적일관성을 갖

지 못하거나 ‘참여관계’ 및 ‘협력과정’ 내 제시된 성공요인 중에 내적 일

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는

질문을 제거 했을 때 값의 변화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측정도구를

확정할 수도 있으나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이 측정도구가 단일차원의

개념을 측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추천된다.(고길곤, 2019)

4. 응답의 안정성 검토

델파이 방법에서 라운드 수를 결정짓는 정지기준(stopping criterion)

은 전통적으로는 의견일치가 이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의견일치보다는

안정성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연속하는 라운드에서

얻어지는 응답들이 의견일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설명되면 안

정성은 이루어진다.(류명화 ; 2004 재인용)

또한, 델파이 방법은 피드백과 반복을 통하여 추정치를 보완하고 일정

한 의견 수렴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4라운드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2라운드에서 가장 큰 수렴이 일어나므로 본 연

구에서도 시간적, 경제적 제한을 고려하여 2라운드의 미니 델파이를 시

행하였으며 여기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여 두 개 라운드의 응답을 비교해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고 두 개 라운드

의 응답이 차이가 없으면 응답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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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2018 재인용)

이에 따라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응답을 SAS 프로그램를 통해 t-검증

을 수행한 결과는 [표 55]와 같으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한 응답의 안정성

구분 성공요인 상관
계수

t 값
(R1-R2)

성공요인
(구조)

1.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0.55 0.5943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0.43 0.6811

3.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유역인
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2.29 0.0509

4.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적인 인
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0.55 0.5943

5.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1.41 0.195

성공요인
(제도적
규율)

1. 시민참여 제도화 -1.51 0.169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
도

-0.55 0.5943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1.51 0.169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0 1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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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공요인 상관
계수

t 값
(R1-R2)

성공요인
(참여
관계)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관리위원
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0 1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0 1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0 1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0.55 0.5943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0.55 0.5943

성공요인
(협력
과정)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1 0.3466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2 0.0805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1.41 0.195

4.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1.51 0.169

5.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관리체
제 구축

0.89 0.3972

성공요인
(결과)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0 1

2.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0.55 0.5943

3. 다양한 물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성공과 실패사
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 재
생산

-0.36 0.7287

4.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 평
가 장려

. .

5.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피드백)
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1.84 0.1038

주) ‘ · ’으로 표시된 값은 1라운드 및 2라운드 결과가 동일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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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 및 의견수렴

델파이 추정의 타당도는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합의로 측정된다. 본 연

구는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1라운드의 결과에 대한

평균값과 최빈값을 제공하고 요인에 대한 설문형식을 취함으로써 구조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수렴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와 의견수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분편차와 표준편차를 이

용하였다.16)(이종성, 2002)

그리고 델파이에서는 수렴도의 값이 작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델파이 참

여자의 의견 차이가 적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김동희, 2018)

또한 표준편차는 단위의 계량적 특성값에 관한 산포도를 나타내는 도수

특성값을 말하며, 표준편차가 0일 때는 관측값의 모두가 동일한 크기이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관측값 중에는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웅(1987)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표준편차가 응답범위의 20% 이하인 경우 의견 일치도가 높다는 견해를 따

른다.(이정석·조세환, 2011)

아울러 대체적으로 표준편차와 사분위 편차가 라운드를 진행할수록 감소

되며 이는 델파이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류명화 ;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델파이 1차운드와 2라운드의 사분위 편차를 이

용한 수렴도 및 표준편차에 대한 분석은 [표 56]과 같다. 그리고 그 내용

을 살펴보면 일부 성공 요인에 대한 표준편차와 사분위 편차의 차이가

델파이 1라운드 보다 델파이 2라운드에서 증가하거나, 표준편차의 응답

범위가 리커트 척도 5점의 20% 이상인 1.0 이상으로서 의견일치가 낮다

고 판단되는 요인이 존재했으며, 이 세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요인

16) 이종성(2002)은 교육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토론(3라운드)
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토론참여자 사이의 수렴도(degree of convergence)에
대하여 다음 식으로 주어지는 사분편차로 구하였다.

수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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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①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유역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

련’, ‘②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

국 설치’, ‘③ 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④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

계적인 구조’이었고 이는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56] 설문 결과의 사분편차 및 표준편차 분석표

구분 성공요인
(Q3-Q1)/2 표준편차

1R 2R 1R 2R

성공요인
(구조)

1.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0.5 0.5 0.7071 0.7264*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0.5 0.5 0.6667 0.7817*

3.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유역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0.5 1* 0.9718 1.0929*

4.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립
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0.5 1* 1.1667 1.2247*

5.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
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효력 인정

1 0.5 1.453 1.2018

성공요인
(제도적
규율)

1. 시민참여 제도화 1 0.5 1.0541 1.0541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0.5 0.5 0.8819 0.5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0.5 0.5 0.8819 0.7071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1 1 1 1.2247*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
확화

0.5 0.5 0.8819 0.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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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공요인
(Q3-Q1)/2 표준편차

1R 2R 1R 2R

성공요인
(참여
관계)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
관리위원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0.5 0.5 1 0.866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
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0.5 0.5 0.8819 0.5270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0 0 0.866 0.866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0.5 0.5 0.8333 0.866*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0.5 1* 1.2247 1.3642*

성공요인
(협력
과정)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0.5 0.5 0.8333 0.7071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0 0 0.441 0.6009*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0 0.5* 0.6009 0.6667*

4.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0.5 0.5 0.5 0.5270*

5.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
관리체제 구축

0.5 0.5 1 0.5

성공요인
(결과)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0 0 0.7071 0.7071

2.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0.5 0.5 0.5270 0.5

3. 다양한 물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0.5 0.5 1.1304 1.0138

4.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
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0 0 0.6009 0.6009

5.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0.5 0.5 0.7817 0.7265

주) ‘ * ’으로 표시된 값은 1라운드 보다 2라운드 결과값이 증가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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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물관리위원회의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62개를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을 활용해 도출한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상위순위 5

위 이내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에 더하여 상위 개념인 부문 요인

에 대한 중요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실패 및 성공요인 분석결과

물관리위원회의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1라운드에서 제시된 18개

요인과 참여자에 의하여 추가 제시된 1개 요인을 대상으로 한 상위 순위

5개 요인은 ‘거버넌스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설정, 인식 불분명’,

‘복잡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전략 미흡’,

‘거버넌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

자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의 참여 한계’,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

성과 형식성’이었다.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

에 필요한 ‘구조’, ‘제도적 규율’, ‘참여관계’, ‘협력과정’, ‘결과’ 5개 부문

중 ‘구조’와 ‘제도적 규율’ 내의 성공요인 대부분이 전체 26개 요인 중 높

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라운드를 토대로 선정된 상위 10

개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조’부문에서는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

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물이용자, 이

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물

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

지, 법률상 화해효력 인정’ 요인이 선정되었다.

‘제도적 규율’ 부문에서는 ‘시민참여 제도화’,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

와 자발적 참여 유도’,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화’ 요인이 선

정되었고, ‘참여관계’ 부문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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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협력과정’ 부문에서는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요인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부문 요인 중 ‘결과’는 상위에 선정된 성공요인이 없었는데 대

부분 하위 순위로 선정되었다.

2. 성공요인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을 과정별로 구분한 5개 부문에 대한 우선순

위 결과를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1라운드의 결과와 2라운드의 결과

모두 ‘결과’에 대한 순위가 가장 낮으며, 2라운드 부문 이하 전체 26개

성공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22위에서 26위까지 하위 순위가 모두

‘결과’ 부문에 대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는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

있어 성공을 위한 구조(structure)와 제도적 규율, 참여자 간의 관계와

협력과정을 통해 합의의 성과를 도출하는 거버넌스의 기능적 측면이 중

요한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평가와 환류에 대한 사후적 요인인

결과는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과는 거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57] 물관리위원회의 협력과정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변화 비교

성공요인
(부문)

1라운드
우선순위

2라운드
우선순위 순위변화 차이

1. 구조(structure) 1 1 -

2. 제도적 규율 2 2 -

3. 참여관계 4 4 -

4. 협력과정 3 3 -

5. 결과 5 5 -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결과’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부문의 중요도

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고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

다. ‘결과’ 부문은 물관리위원회의 지속성 면에서 중요요인으로 다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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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물관리위원회가 다루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사례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지속 가능한 물 정책을 지향하는

‘OECD의 물거버넌스 원칙’에 포함되어 ‘제12 원칙(모니터링과 평가)’로

제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에 대한 부문 요인 중 ‘참여관계’와

‘협력과정’이 앞서 분석한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에 따

른 신뢰도 평가 결과 최소한의 신뢰지수 기준인 α계수 0.6 이하로 평가

되었는데 이는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설문지의 각 문항에 응

답한 추정치의 신뢰성이 낮아 발생하는 것이며,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

인에 대한 부문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거버넌스의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 참여자가 준수하도록 하는 유형적 요소인 ‘구조’, ‘제도적 규율’,

‘결과’와 달리 거버넌스 참여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무형적 요소

인 ‘참여관계’, ‘협력과정’에 대한 요인이 델파이 참여자의 응답에 있어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추가적인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견의 합치를 도출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2라운드까지

진행함에 따라 연구 결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우선순위 분

석에서 배제하였다. 아울러 성공요인 조사 결과 중 ‘참여관계’, ‘협력과정’

에 대한 요인이 6위에서 21위 사이의 중・하위 순위임에 따라 상위 순위

에는 영향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으로 최종 도출된 상위 5개 요인

들은 부문별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선정된 ‘구조’와 ‘제도

적 규율’ 부문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 부문

에서 ‘①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1위)’, ‘②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2위)’이며, ‘제도적 규율’ 부문에서

‘③ 시민참여 제도화(3위)’, ‘④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4위)’, ‘⑤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운영(5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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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 참여자 특성 및 참여자 의견

본 연구의 델파이 참여자 9명은 정부, 시민단체, 연구원, 공기업 등 물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평균 15.3년의 경력을

보유하였고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50.2세로

학력은 대졸 1명, 석사과정 및 석사학위 소지자 6명, 박사과정 및 박사학

위 소지자 2명이었다.

[표 58] 델파이 참여자의 주요 특성

구분 사례 비율(%) 평균(년)

학력

대졸 1 11.1

-석사(석사과정) 6 66.7

박사(박사과정) 2 22.2

연령
40대 5 55.6

50.2
50대 4 44.4

물분야 근무경력

10년 미만 3 33.3

15.310년 ~ 20년미만 2 22.2

20년 이상 4 44.4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속한 특성별로 성공요인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측 전문가 참여자는 성공

요인에 대한 5개 부문 중 ‘협력과정’에 높은 평점 순위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물관리위원회라는 ‘구조’와 ‘제도적 규율’이 형성되었으므로 현실적

인 중요도를 볼 때 ‘협력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유대관계 형성 및 네트워

크를 중시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민간 측 및 이해관계자 측은 모두 ‘구조’와 ‘제도적 규율’에 높

은 순위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물관리위원회가 아직 반영되어야 할 구조

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현시점의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다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물관리

위원회의 성공요인으로 도출된 부문별 요인의 중요도 측면에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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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받은 우선순위는 ‘구조’와 ‘제도적 규율’이었다.

그리고 일부 델파이 참여자의 인터뷰 과정에서는 물관리위원회의 설

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체적 성과를 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여기에는 ‘종전과 다른 관

점에서 운영기제’를 찾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다른 관

점에서의 운영기제’라 함은 제도상에 놓인 거버넌스가 아닌 ‘진실된 다양

한 참여자의 제도적 참여보장을 통한 유기체로서의 거버넌스’를 의미하

는 것으로 그동안의 제도적, 절차적 운영에 중점을 둔 거버넌스와의 차

별점을 설명하였다.

또다른 참여자는 ‘통합물관리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 생소함에 따

라 유역별 통합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역에 대한 지정학적 또는

지리학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참여자의 구성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물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성’을

보장토록 함에 따라 구성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물관리위원회 참여자 구성의 기본 전제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거버넌스의 실패요인에 대한 델파이 1라운드 조사 결과, 참여자

2명이 ‘거버넌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설정 또는 인식이 불분명’, ‘참여

주체들의 책임의식, 의사결정의 책임’을 추가의견으로 제시함에 따라 델

파이 2라운드에서 ‘거버넌스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설정, 인식 불

분명’으로 신규 반영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거버넌스 참여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해하고 책임이 부여된 역할에 충실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

로 앞서 살펴본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보장이라는 새로운 물관리위원회

의 성공요인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원의 참가 자격의 완화와 확대가 중

요한 성공요인으로써 유형적 요소라고 본다면 그 구성원은 새로운 거버

넌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그에 수반되

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상향된 수준이 엄격하게

요구되며 이는 무형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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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제도, 환경적 요인, 참여자 등

유무형적 요인이 복합적, 화학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와

운영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기 위

해 다양한 연구의 방법 중 물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적 특성에 방향을 맞

추고 이를 ‘구조’, ‘제도적 규율’, ‘참여관계’, ‘협력과정’, ‘결과’의 5개 과정

(프로세스)별로 부문화 하고 각 부문에 속하는 요인들을 통해 성공요인

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거버넌스의 ‘생성’과 ‘운영’, ‘종결’이라는 생애주

기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요인을 찾고자 하

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발굴한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62개의 요

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델파이 방법을 이

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델파이조사는 물관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 연구

원, NGO 및 언론인, 이해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하였고 총 2라운드에 걸

쳐 진행되었다.

1라운드는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고 2라운드는 1라운드의 설문의 상

위 순위 5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구조화된 설문으로 실시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완전순위절차와 축소순위절차를 이용한 항목순위

결정방법으로 성공요인의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성공요인은 물관리위

원회의 5개 부문에 대한 중요순위 및 각 부문에 속한 성공요인의 중요순

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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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조사 연구결과,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 필

요한 ‘구조’, ‘제도적 규율’, ‘참여관계’, ‘협력과정’, ‘결과’ 5개 부문에서 ‘①

구조(structure)’, ‘② 제도적 규율’, ‘③ 협력과정’, ‘④ 참여관계’, ‘⑤ 결과’

의 순으로 중요순위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신뢰도에 대한 분석에서 ‘협력

과정’과 ‘참여관계’가 유의값(0.6＜α계수)이하로 측정되어 참여자 간 물관

리위원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무형의 요소를 중요요인으로 본 항목

에 대하여는 델파이 참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의 합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2라운드 전체 26개의 성

공요인을 대상으로 한 상위 5위 내의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유의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① 구

조(structure)’에서 2개의 상위 요인이, ‘② 제도적 규율’에서 3개의 상위

요인이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구할 수 있었다.

첫째, 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느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요소이나 물관리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을 반영한 참여 구조

를 정하는 것으로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는

지형적, 문화적 특성이 다른 지역별, 유역별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고

이에 속한 참여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 조직이

정착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조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 물

관리위원회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일률적인

구조로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어 왔음을 보았을 때 이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

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요인은 실패요인으로 지적된 거

버넌스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및 거버넌스가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단순히 단발성 과제 해결을 위해 기간을 정한 일시적인 대화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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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등 폭넓은 참여

자가 그물망과 같은 유기적인 네트워크 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

할 수 있는 소통채널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다양

한 갈등들이 장시간의 해결 노력과 상호 배려가 필요한 점을 볼 때 이러

한 구조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최상위

물 거버넌스로서의 물관리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고 이는

성공적인 갈등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시민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

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상의 적극적

인 시민 참여권리의 실현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다양한 행정위원회가 전

문가의 자문, 또는 고문을 통한 의사결정의 보조적 수단을 해 왔다면 물

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물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갈등의 해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보

장함으로서 기존 물거버넌스의 참여자 내에 국한된 경험과 이해의 한계

를 시민참여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의 개발

과 수정, 집행이라는 장점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이것

은 이해관계자 참여의 확대와 더불어 자발적인 참여에 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물관리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넓히더라도 참여자의 참여가 소

극적이거나 비자발적이라면 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무의미

해질 수 있다.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된 성공

적인 물거버넌스의 요소로서 물 이용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

적으로 추진했던 물 환경 보전 및 물순환 유지 활동 등에서 성공을 이끌

었다. 따라서 물관리위원회는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

해 참여자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거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정적으

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유인책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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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는 물관리위원

회의 운영에 있어 획일적인 제도하에서는 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참여자가 가지는 배경, 경험, 학식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수준을 일정

하게 유지하거나, 맞춤형 소그룹제 등을 통해 전문분야별 운영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유연한 의사결정 조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

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관리위원회 자체를 유연성을 가진

TF(Task Force Team)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즉 다양한 참여

자가 존재하는 조직 내에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조직 운영의 부작용을

줄이고 비계획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그동안의 시행착오에서 온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공공정책에 대한 많은 거버넌스가 이해당사자의 충

분한 참여나 협의에 대한 보장 없이 일부 전문가 위주의 구성을 통한 의

사결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가 원하는 현실과 달라 발생한 다양한 갈

등을 경험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록 다양한 구성원을 통한 숙의의

결과에 따른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

것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시간, 비용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경

제적일 것임을 추측케 한다. 물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그 운영기제인 물관리위원회가 많은 논의

끝에 탄생하였고 물관리의 역사를 새롭게 쓸 훌륭한 제도로써 많은 기대

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물관리위원회라는 훌륭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물관리의

당연한 성공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이 제도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결

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유역구

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이 통합물

관리 실현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물관리 정

책의 수립과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단추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안착과 실효적인 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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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한국수자원공사, 2019)

결국 중요요소로 선정된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을 요약하여 정리하

면, 물관리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명확한

물리적 구조(structure)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와 제도가 지향점이 같다고 보여지는데 그

것은 다양한 유역의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정부를 포함해 다방면적이고 포용력 있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토록 위원회의 구조와 제도가 확

립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참여자 간의 협력체계가 선언적 관계

가 아닌 유형의 관계로써 보호받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새로운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물관리위원회에 대

하여 성공요인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델파이 방법 등을 활용해 중요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선구자적

시도를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 연구의 내용이

나 방법론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델파이 방법을 통한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 일부 요인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는 해당 설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를 이끌도록 유도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통상 델파이 조사는 라운드

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의견 수렴과정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일정 수준

의 의견이 모아지도록 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2회 라운드의 횟수 제

한을 두고 델파이 방법을 함으로써 성공요인 부문 중 ‘참여관계’와 ‘협력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최

초로 시도하는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미흡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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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델파이 조사 라운드를 통해 의견수렴의 합치를

이끌 낼 때까지 추가적인 델파이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9명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성공

요인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하였다. 물관리위원회는 기존의 물관련 거버넌

스와 차별화를 두어 평가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제도의 시행 초기인 현

시점에서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조사 과정에서 당초 준비된 참여자 10명 중 1

명이 이탈하여 9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본 연구가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을 대변하기에는 전문가의 참여수가 다소 미흡

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향후 일정기간이 지나 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이 활

성화 되어 제도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다수 생성된다면 여러 전문가

를 통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2020년 및 2021년도 조사 당시 국

가적 재난상황인 COVID-19의 영향으로 전문가의 면담이 원활하지 못하

여 유선, 전자메일, 일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병행하였다. 델파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성공요인에 대한 설문 항목의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비록 설문항목에 대한 질문 시 공통된

답을 주고자 하였으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커 설문항목에 대한 이해

도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함에 따라 델

파이 조사 결과에 있어 조사 항목에 대한 참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

을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결과의 분석에 있어 참여자가 부여

한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완전순위절차와 축소순위절차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중요도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쌍대비교법을 활용하였다면 각 요

인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에 좀 더 세부적인 결과를 얻었을 수 있다는

대안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당초 본 연구에 대한 방

법 설계 시 이를 감안하지 못한 한계로 받아들이고 후행 연구에서 활용

될 필요가 있다.



- 115 -

향후 이 연구의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한다면, 일정 기간 이후 물

관리위원회의 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된 후 기존의 물거버

넌스의 성공 요인과 병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요인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를 위해 충분한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시도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의 척도를 제시할 수 있

는 원칙론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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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델파이 조사에 동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국가 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
의 시행에 따른 핵심 정책인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려는 의도 아래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관련 연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고 국

제적으로 인정받는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성공

요인들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하여 검증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사적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으며, 응답 된 내용은 연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물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자의 바램에 뜻

을 함께 해 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시더라도 각 조사항목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지도교수 : 엄석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 구 자 : 명재항(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연락처 010-****-**** / 이메일 *****@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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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작성요령

◾ 본 설문에서 제시되는 문항들은 문헌고찰 및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요인들이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귀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요인

들이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요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귀하의 전문적 견해에 따라 해당란에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은 물 거버넌스의 실패요인(1장)과 성공요인(2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각 부문별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요인이 있다면 추가할 요인과 

그 이유를 기록하고, 제시된 부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추가 요인이 

있다면 설문 마지막의 추가 요인란에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서 성공요인 설문항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요소를 5개의 프로세스(부문)로 분류하고 각 프로세스 

별 성공요인을 항목화 하였습니다.

프로세스(부문) 프로세스 설명

1. 구조(structure)
권력/지식/자원의 배분, 협의 문화, 사회적 관계망 등

회의의 구조적 틀

2. 제도적 규율
참여범위, 논의구조, 회의운영 규칙, 과정의 투명성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방침,

3. 참여관계 이해관계자, 참여자, 참여인센티브 등 참여자 유인

4. 협력과정
충실한 대화, 신뢰구축, 상호이해, 과정 충성도의 선순환

구조 이행을 통한 협력 가시화 방안

5.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국민적 지지를 위한 방안

※ 설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000-0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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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실패요인 (1)

물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인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

실패요인

매우
부적합
(1)

부적합
(2)

보통
(3)

적합
(4)

매우
적합
(5)

1.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어 이해관계자의 참여 한계

2. 정책 의사 결정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3.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부족

4. 거버넌스 참여자 간 낮은 신뢰(상
호의존성 부족)

5.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목적이 상이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6. 참여 대상 주민의 책임감 있는 참여
미흡

7. 복잡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 전략
미흡

8. NGO 등의 참여에 따른 전문화 된
반대 논리 첨예화

9. 언론의 문제 제기와 대처 미흡

10.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합의 도출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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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실패요인

매우
부적합
(1)

부적합
(2)

보통
(3)

적합
(4)

매우
적합
(5)

11. 거버넌스를 통한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12. 거버넌스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13. 거버넌스 참여자에 대한 운영규범
(협력과 처벌) 발휘 실패

14. 거버넌스 운영의 폐쇄성으로 외부
비판을 수용하고 극복하기 어려움

15. 정보에 대해 참여자가 각자의 판
단대로 해석하고 적용

16.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과 대화
매커니즘 부재

17. NGO의 시민과의 협력적 관계
구성 실패

18. 거버넌스 운영이 홍보와 전시성에
치중

1. 위 요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인의 순위 5개를 아래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같은 점수 부여 시 차등화를 위한 항목입니다)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2. 위 요인 외 추가할 요인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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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성공요인 (1 ~ 6)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구조(structure)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요인

성공요인
매우
부적합
(1)

부적합
(2)

보통
(3)

적합
(4)

매우
적합
(5)

1.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
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3. 경계를 넘는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하천 인근의 협력 강화구조 마련
4. 유역위원회의 유역의 중립지역, 중
립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비공식적 거버넌스 운영
6. 정기적인 현황 보고와 필요 시 구
성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7. 갈등 조정기능 외에도 물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
8. 이해관계자의 물관련 역량을 키우
고 지식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물전문가 양성, 교육
9. 물관리위원회의 조정기능 신뢰 확
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 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10. 통합물관리 실행을 위한 계획, 예산,
관리 등 지역간 격차를 확인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

11. 물관련 공공기금 배분에 대한 감사
기능(또는 정기 보고 체계) 부여

12. 물관리계획 위반 대상에 대한 통제
권한 부여

1. 위 요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인의 순위 5개를 아래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같은 점수 부여 시 차등화를 위한 항목입니다)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2. 위 요인 외 추가할 요인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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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제도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규율

요인

성공요인
매우
부적합
(1)

부적합
(2)

보통
(3)

적합
(4)

매우
적합
(5)

1. 시민참여 제도화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
제마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
확화
6. 물정보에 관한 시스템의 설계, 실행
과정에이해관계자참여확대및 투명성,
신뢰와비교가능성을높이도록지침 마련
7.오염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
칙, 환경서비스에 대한 부과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축
8.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
자들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9.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관
한 규범, 행동강령을 권장하고 모
니터링
10.투명한 물정책 마련과 실행을 위한
명확한 책임과 통제 메커니즘 마련

11. 물관리위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위해 청렴도 측정, 사회적 감시원
등 제도 운영

1. 위 요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인의 순위 5개를 아래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같은 점수 부여 시 차등화를 위한 항목입니다)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2. 위 요인 외 추가할 요인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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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관리위원회의 참여자/이해관계자 등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관계

요인

성공요인
매우
부적합
(1)

부적합
(2)

보통
(3)

적합
(4)

매우
적합
(5)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
관리위원 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
니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1. 위 요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인의 순위 5개를 아래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같은 점수 부여 시 차등화를 위한 항목입니다)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2. 위 요인 외 추가할 요인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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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관리위원회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과정

요인

성공요인
매우
부적합
(1)

부적합
(2)

보통
(3)

적합
(4)

매우
적합
(5)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4. 물정보관련 생산자와 이용자, 정부
간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
5.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 다양한 인터
페이스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촉진하도록
사회적 학습 장려
6. 정책결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책임, 핵심동기,
상호작용 파악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시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을 예방, 완화 노력

8. 자발적이고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유도

9. 참여자 간 여러 형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10.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관리체제 구축

1. 위 요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인의 순위 5개를 아래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같은 점수 부여 시 차등화를 위한 항목입니다)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2. 위 요인 외 추가할 요인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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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요인

성공요인
매우
부적합
(1)

부적합
(2)

보통
(3)

적합
(4)

매우
적합
(5)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2. 성과의 홍보를 통한 국민적 지지
마련

3.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4. 다양한 물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성공
과 실패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5.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
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6.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략 조정

1. 위 요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인의 순위 5개를 아래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같은 점수 부여 시 차등화를 위한 항목입니다)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2. 위 요인 외 추가할 요인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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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과정(1~5단계)에 있어서 응답자께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순서에 맞추어 순위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정 순위(1위 ~ 5위)

1. 구조(structure)

2. 제도적 규율

3. 참여관계

4. 협력과정

5. 결과

□ 다음은 응답자 통계를 위한 질문입니다.

1. 성 명 :  __________

2. 성 별 :  ①남    ②여  

3. 연 령 :  __________세 (2021년 3월 기준)

4. 최종학력

 ①대졸  ②석사과정 또는 석사  ③박사과정 또는 박사  ④기타(    )

5. 근무지 유형

 ①공무원(실무)     ②공무원(연구원)    ③ NGO     ④공기업(실무)  

 ⑤공기업(연구원)   ⑥기타(____________)

6. 물분야 근무경력 : 총 ___________년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 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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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델파이 2라운드 설문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위원회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1차 델파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차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델파이 방법은 참여자들께서 서로 대면하지 않고 

지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의견 합의에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설문에서는 각 부문별 

요인에 대하여 다른 참여자들의 1차 응답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각 설문 항목을 재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델파이 설문 항목은 1차 델파이 조사 시 상위 요인으로 선택해 주

신 요인으로 구성되어 1차 설문에서 제시되었던 항목 중 삭제되었거나 

추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추가된 요인은 1차 설문을 통해 참여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 및 본 연구자의 관점, 기존 설문 항목과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시하신 요인이 반영되

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사적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으며, 응답 된 내용은 연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연구에 응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시더라도 각 조사항목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4월

       지도교수 : 엄석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 구 자 : 명재항(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연락처 010-****-**** / 이메일 *****@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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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작성요령

◾ 본 설문에서 제시되는 문항들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항목마다 귀하와 다른 참여자의 1차 응답결과를 제시하

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각 항목을 재평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평가 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며, 귀하의 전문적 견해에 따라 

해당란에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은 물 거버넌스의 실패요인(1장)과 성공요인(2장)에 대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설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010-9429-18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장 실패요인 / 2장 성공요인

요인

1차 설문 응답결과 요인의 적합성

평균 최빈값
귀하
의
응답

매
우
부
적
합
(1)

부
적
정
(2)

보
통
(3)

적
합
(4)

매
우
적
합
(5)

요인에 대한 설명

1차설문

참여자

들의

응답평균

1차설문

참여자

들의

응답평균

1차설문

시

귀하의

응답

요인 중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의 번호를 순서에 맞추어 1위부터

5위까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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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실패요인 (1)

물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인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

1차 설문 응답결과 요인의 적합성

평균 최빈값
귀하
의
응답

매
우
부
적
합
(1)

부
적
정
(2)

보
통
(3)

적
합
(4)

매
우
적
합
(5)

1. 거버넌스가 정부 또는
지자체주도로운영되어
이해관계자참여 한계

3.67 4

2. 복잡하고 다양한 거
버넌스 운영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운영
전략 미흡

3.78 5

3. 거버넌스를 통한 조
정권의 법적 구속력
결여

4.22 5

4. 거버넌스 운영의 소
극성과 형식성

3.78 4

5. 이해관계자 간 의사
소통과 대화 매커니즘
부재

3.67 4

6. 거버넌스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설정, 인식 불분명

신규문항

￭요인 중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의 번호를 순서에 맞추어 1위부터

6위까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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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성공요인 (1 ~ 6)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구조(structure)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요인

1차 설문 응답결과 요인의 적합성

평균 최빈값
귀하
의
응답

매
우
부
적
합
(1)

부
적
정
(2)

보
통
(3)

적
합
(4)

매
우
적
합
(5)

1.각 유역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
제도, 조직 등 발전

4.33 4

2. 물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다방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

4.22 4

3. 경계를 넘는 유역 수
자원의 활용을 위해
유역 인근의 협력 강
화구조 마련

3.78 4

4. 유역위원회의 유역
의 중립지역, 중립
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2.89 3

5. 물관리위원회의 조정
기능신뢰확보를 위해
조사권한, 조정의개시
및 중지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2.89 4

￭요인 중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의 번호를 순서에 맞추어 1위부터

5위까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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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제도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규율

요인

1차 설문 응답결과 요인의 적합성

평균 최빈값
귀하
의
응답

매
우
부
적
합
(1)

부
적
정
(2)

보
통
(3)

적
합
(4)

매
우
적
합
(5)

1. 시민참여 제도화 3.89 5

2. 거버넌스 참여범위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

3.56 4

3.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
와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운영

3.44 3

4. 갈등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마
련을 통해 해결법
마련

3.00 2

5.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
화

3.44 3

￭요인 중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의 번호를 순서에 맞추어 1위부터

5위까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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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관리위원회의 참여자/이해관계자 등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관계

요인

1차 설문 응답결과 요인의 적합성

평균 최빈값
귀하
의
응답

매
우
부
적
합
(1)

부
적
정
(2)

보
통
(3)

적
합
(4)

매
우
적
합
(5)

1. 능력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물관리
위원구성, 정치적으로
독립

3.67 4

2.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청취(모니
터링) 및 공시 방법
마련

3.44 3

3. 이해당사자들의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
참여

4.00 4

4. 물관리위원의 중립성 3.78 3

5.최고 권위자의 리더십 3.00 4

￭요인 중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의 번호를 순서에 맞추어 1위부터

5위까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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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관리위원회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과정

요인

1차 설문 응답결과 요인의 적합성

평균 최빈값
귀하
의
응답

매
우
부
적
합
(1)

부
적
정
(2)

보
통
(3)

적
합
(4)

매
우
적
합
(5)

1. 충분한 면대면 대화
기회 마련

3.78 3

2. 상호협력과 신뢰증진
노력

4.22 4

3. 의사소통, 파트너십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

4.11 4

4. 참여자 간 여러 형
태의 협력구조 형성
및 지속

3.67 4

5.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공동
관리체제 구축

3.67 3

6. 협력과정을 공식화
(원칙화) 하여 이해
관계의 절충, 협상
등이 원칙하에 이루
어지도록 유도

신규문항

￭요인 중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의 번호를 순서에 맞추어 1위부터

6위까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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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있어서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요인

1차 설문 응답결과 요인의 적합성

평균 최빈값
귀하
의
응답

매
우
부
적
합
(1)

부
적
정
(2)

보
통
(3)

적
합
(4)

매
우
적
합
(5)

1. 위원회의 활동 성과
평가와 피드백

4.00 4

2.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유지

3.56 4

3. 다양한 물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3.44 3

4.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 평가 장려

3.89 4

5. 물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피
드백)을 통해 새로
운 전략 조정

3.89 4

￭요인 중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의 번호를 순서에 맞추어 1위부터

5위까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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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과정(1~5단계)에 있어서 응답자께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순서에 맞추어 순위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정

1차 설문 응답결과
순위

(1위 ~ 5위)
가중치 우선순위 귀하의

응답

1. 구조(structure) 0.274 1

2. 제도적 규율 0.244 2

3. 참여관계 0.185 4

4. 협력과정 0.207 3

5. 결과 0.089 5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락 된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40 -

Abstract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Myung Jaeha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enacted in June 2018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by

transforming Korea's water management from government-led policie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volving stakeholders. In addition,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which emerged as such an implementation

system, declared that it is a water governance that guarantees and

promotes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at the same time was

given a historical vocation to realiz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that will

determine the success of Korea's new water management paradigm.

To this end, the governance nature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was defined as cooperative governance, and th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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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were analyzed, while failure and success factors were further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water governance. Water

governance principles were supplemented to broadly compose the

success factor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s

success factors was evaluated through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and prioritie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ccess factor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were grouped into five processes 'structure', 'institutional discipline',

'participation relationship', 'cooperation process' and 'results'. And

the importance of these was evaluated. As a result, ① structure, ②

Institutional discipline, ③ Cooperation process, ④ Participation

relationship, ⑤ Results were evaluated in order of importance.

Second, the top five success factors derived from the 26 major

factors within the five process sectors through a two-round Delphi

survey were '① Development of the Laws,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to help stakeholders participate in each watershed situation', ‘②

Create and maintain a multidisciplinary cooperation system between

water users, stakeholders, and governments at all levels', '③

Institutionalize citizen participation', '④ Expand the scope of

governance participation and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⑤

Type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it’s level, It was operating

flexibly according to needs and circumstances'.

This conclusion can be seen as a renewed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articipants', which is the most basic factor among the

many factors leading to the success of governance. In the meantime,

the lack of governance that can lead to social consensus in the

conflict arising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mportant national

policies or the communication problems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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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me experts have been pointed out, and many alternatives have

been suggested to resolve this.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which is its operating

mechanism, were born after much discussion, and are expected to be

a great system to rewrite the history of water management.

However, it is natural that no matter how good a system is

created, it is useless if it does not make good use of it and does not

produce results, like the saying thatbeads only become a treasure

when they are strung together(Korean proverb). And above all,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system lies in the “people” who operate

and develop the system, which is why it is important to “define

participant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This is also the message of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Ultimately, in summary, the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is that Korea has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as the conditions and surroundings of various

watersheds are different. The structure and system of the committee

must be established and guaranteed so that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s possible. And this means that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participants must be protected as a

tangible relationship rather than a declarative relationship and be

flexible according to needs and circumstances.

---------------------------

keywords :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Water Management

Committee, Delphi, Cooperative governance,

success factor

Student Number : 2020-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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