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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제재 면제 조치 17건을 허가
(2018. 12. 31)

자료: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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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이상 관련된 대륙별 하천분쟁(이광민
등,2008)>

<물 분쟁 원인 비율>

 공유하천 유역의 면적은 지구 표면적의 약 47%를 차지하고 지구촌 인구의 40%가 공유하천 유역에 거주

 공유하천의 유량은 전체 담수 유량의 60%

 총 145개 국가의 영토에 공유하천 존재, 21개 국가는 영토전체가 공유하천 유역에 포함

 33개 국가에서는 전체 영토의 95% 이상 공유하천 유역에 속해 있음

 물 분쟁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음



공유하천 개념

공간적범위

- 2개국이상의국가사이에서경계를이루거나이들국가의영토를연속적으로흐르는하천

수자원의범위

- 최근에는국가간물분쟁조정, 환경오염규제이필요성때문에유역전체를모두포괄인식

공유하천 분류

<Transboundary river> <Boundary river> <Shared river>



 일반적 원칙이 없고, 협정 및 조약의 강제성이 한계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원칙 주장

국제법이나 기구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함 → 국제법이나 수리권적 접근 한계

 연안국가들 간의 협력 및 적대관계, 세력관계가 반영 됨

순수한 물 문제만으로 무력충돌까지 비화한 경우는 거의 없음

물 문제 협상 이전에 관련국들 사이의 관계 개선 필요

공유하천 의존도가 높을수록 분쟁의 정도 심함, 물 스트레스가 작을 때 협약 체결

 상·하류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 차이에 따라 다른 해결 방식

상류국가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경우

하류국가는 항상 피해를 감수 : 미국과 멕시코, 인도와 방글라데시, 중국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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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천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원칙 적용

구 분 내 용 특 징 사 례

절대영토 주권주의 자국 영토 내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현행국제법
원칙에반함

리오그란데강(미국)
유프라테스강(터키)

선점 우선주의 선행된 이용행위가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진다는 원칙
상류지역
국가선호

콜럼비아강(미국)
나일강(이집트)

절대영토 보전주의 하천유역의수량·수질에피해를주는개발행위제한
하류지역
국가선호

인더스강(파키스탄)
다뉴브강보존위원회

상호 개발이론 하천유역의 개발은 모든 연안국가의 합의 하에 진행 필요 - 메콩강 위원회

상호 사용원칙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제하천 사용 협정 거부 -
라인강 상류

(독일, 네덜란드)

연계원칙 관련국가들에이득을줄수있는다른문제들과하천관련협정을연계 -
이스라엘-요르단

협정

중대피해 방지원칙
연안국,유역국은다른연안,유역국에중대한피해를끼치는이용행위를
중지,예방해야할“적정주의의무”를가짐

-
유럽지역(완화된

중대피해 방지원칙)

수요 우선주의 인구등에기초한필요량에따라물을분배 - 중동국가

헬싱키 원칙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
자원 이용권을 가져야 함

합리적인
원칙

나일강 상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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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구분 전체 남한 북한

북한강

유역면적(㎢) 10,124
7,787

(76.9%)
2,337

(23.1%)

유로연장(㎞) 291.3 158.8 132.5

임진강

유역면적(㎢) 8,118
3,009

(37.1%)
5,109

(62.9%)

유로연장(㎞) 273.5 91.1 182.4

공유하천은 북한강, 임진강 유역으로 각 유역의 23%, 63%가 북한에 속함



구 분 북한강 유역 임진강 유역

북한

판유리댐 4월 5일댐 (1호)

신명댐 4월 5일댐(2호)

전곡댐 황강댐

포천 1댐 4월 5일댐(3호)

포천 2댐 4월 5일댐(4호)

대한민국

평화의댐

군남홍수조절지화천댐

소양강댐

춘천댐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주) 적색 : 홍수조절용댐, 파란색 : 수력발전댐

 북한강 유역 : 대한민국 7개소 / 북한 5개소

 임진강 유역 : 대한민국 2개소 / 북한 5개소





 하류부 하상경사는 완만한 편으로 조위의 영향을 받으며, 퇴적층 심도가 깊어 문상

등 하류 구간은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수계망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일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한탄강 홍수전용댐, 군남 홍수조절

지댐 추진

※ ’96, ‘98, ‘99 홍수피해 현황 : 인명피해 128명, 재산피해 9,00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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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긴장과 경쟁이 첨예한 접경지역의 특수성, 북측의 수문정보 취득불가, 북측의

유량독점으로 남측은 직간접 피해 경험

 하류 여건을 고려치 않은 북측의 댐 무단방류로 인해 수차례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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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북한강 임진강

비 고
인명

재산피해

(단위: 백만원)
인명

재산피해

(단위: 백만원)

2001 - - - 130

2002 - 33 - 60 북한강(2002.1.17~1.24)

2005 - - - 18

2006 - - - 120

2007 - - - 70

2009 - - 6 143 2009.9 임진강 사고

2016 - - - 163 황강댐 무단 방류(5.16)

합계 - 33 6 704

<북한강 및 임진강 연도별 홍수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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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임진강 황강댐

-> 안정성 및 치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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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비룡대교

군남댐 방류

파평면 율곡리파평면 율곡
습지

 파주(문산읍) 관측소
-총강우량(8/1~8/11일): 
551.8mm

 피해상황
-비룡대교 일대 주민 대피
(적성면 두지리 42가구, 
파평면 율곡리 7가구)
-파주시 탄현면 주민 86명
대피
-공공시설 79건, 개인시설
23건, 농경지 침수(740ha)

 파주 통일대교 홍수경보 수위
도달

 임진강 하류지역 피해액
-약 80억원 집계

 인명피해: 없음



시기 협의 내용 시기 협의 내용

2001년 2월
제1차수해방지를위한남북한실무회의개최(평양)

•공동조사세부사항에관한실무의견교환
2004년 4월

제3차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개성)

•현지조사와관련된조사항목,북측에제공할조사용기자재품목,북측의기상․수문

자료제공항목등합의

2001년10월
“4월5일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경기도 파주ᆞ연천지역 등

임진강하류지역주민들이급격한수위상승으로수해
2006년4월

제18차장관급회담(평양)

•수도권골재난해소,임진강홍수피해완화,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한강하구공동이용」

사업추진제안

2002년 8월
제2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서울)

•현지조사착수등에대해합의
2006년6월

제12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주)

•한강하구골재채취사업을군사적보장조치가취해지는데따라협의추진하기로합의

2002년10월
제2차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평양)

•산림조성,묘목생산,기자재지원등에대해협의
2006년6월

제1차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개성)

•2005년실시한쌍방의단독조사결과검토,임진강유역공동조사실시방안,홍수피해방지

에필요한세부대책등에대해논의하였으나,이견을좁히지못하고회담종료

2003년 8월

제6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서울)

•문서교환을통하여임진강수해방지에대해계속협의키로합

의

2007년4월

제13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평양)

•임진강수해방지와관련한합의서를5월초에문서교환방식으로채택하자는합의가

이루어졌고합의서이행에따른설비·자재제공과현장방문및기술지원협력방안논의

2004년 3월
제8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서울)

•남북의단독조사,공동조사후수방대책시행키로합의
2009년10월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회담

•임진강사고에대한유감과유가족에대한조의를표시하고남한은무단방류의사전통보

를요구하고공유하천의수해방지와공동이용에관한방안을계속논의한다는내용을합의

함



 초당방류능력 :  [최대] 팔당댐25,000톤, [최소] 화천댐 5,420톤→ 상류 < 하류

 계획홍수위 이상 :  댐 마루고까지 [최소] 팔당댐2 m, [최대] 소양강댐5 m  여유

 총저수량 :  [최대] 소양강댐 29억톤, [최소] 의암댐0.8억톤



• 저수용량 확보 : 12.4억㎥
- 화천댐 6.5억㎥
- 평화의댐 5.9억㎥

1단계댐 축조 (’87~’88 / ’89)

(올림픽 안전 개최)

• 1단계 보강공사
- 하류사면 사석 쌓기, 

- 물넘이 Con’c / 수위국 설치

• 2단계 45m 증축
- 저수용량 확보 26.3억㎥
- 화천댐 정상 운영

1단계댐 보강 (’02)

(1단계 댐 보호)

2단계댐 축조 (’02~’04)

(임남댐 증고/붕괴 대책)

24km 36km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화천댐

평화의
댐

임남댐

높이 81.5 m

1단계댐 (높이 80 m)

5.9 억㎥

높이 47.0 m
6.5억㎥

9.0 억㎥ (50년 빈도)

~~~~  ‘86. 10월~ :1단계 공사 중 (높이 88 m)

높이 121.5 m

12억㎥

3.0 억㎥(올림픽 개최 즈음)

26.2 억㎥
12.0 억㎥

최대유입량
15만 ㎥/s

8m 월류

45m 증축 (높이 125.0 m)

26.3 억㎥



평화의 댐 미건설 평화의 댐 건설

평화의 댐

오작교

임남댐

금성천

임남댐

오작교
금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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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변경유역 기존유역 변경유역
수로 및 터
널 제원

1 역곡천→임진강 봉래호
4월5일댐

(제2발전소)

수로
L=32km

하폭
=20~40m

2 임진강→예성강 황강댐
청년2호발

전소

수로
L=10km

하폭=30m

3 한탄강→역곡천
한탄강

인공수로
봉래호

인공수로
L=3km

하폭=50m

4 북한강→청천강 임남댐
안변청년1
호발전소

도수터널
L=45klm

5
고미탄천→학천강

(임진강지류)
구룡댐

원산청년1
호발전소

도수터널
L=19.5km

6 임진강→심포천 장안댐
원산군민
1호 발전

소

도수터널
L=19.5km

7 구당리강→곡산천 리상댐 미루벌

인공수로
L=16km

하폭
=10~15m 예성강 유역변경 ← 임진강  임진강 ← 봉래호 ← 역곡천(상류)유역변경 ← 한탄강

 임진강 유역변경(황강댐 예성강 청년 1호 발전소→예성강 청년 2호 발전소)
 임진강 연간 1억 4000만톤 유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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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공용수 : 2014~2016년 극한가뭄시, 3.1억㎥ 부족(임진강 1.4, 북한강 1.7)

 농업 : 2014년 파주지역 8,700여 농가 중 1,000여 가구 피해 발생

 어업 : 2003년 부터 피해 악화, 2014년 파주시 어선 90척 중 50%~80% 출조 어려움 경험

 발전 : 임남댐 건설 후 북한강 수계 내 댐 발전량 감소

임진강하류 농업용수 부족

한강하류 수도권 물 부족 위험 가중 및 발전량 감소 북한강

수질 및 생태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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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부터 2015년까지 화천댐 실측유입량을 이용하여 北임남댐 건설 전·후 화천댐 지점의 유입량 및

유황분석을 실시

 임남댐 건설 후 화천댐 평균유입량 69.6 – 38.0 m3/sec ( 31.6 m3/sec) (45.4% 감소)

구분 임남댐건설전
임남댐 건설후
(01년~15년)

감소분

평균유입량 69.6 38.0 31.6(45.4%)

<임남댐 건설 전·후 화천댐 평균 유입량 변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군남댐(2010년 건설) 지실의 실측유입량을 이용하여 유입량 및 유황변화 분석

 北황강댐 건설후 평균유입량은 56.1m3/sec로 황강댐 건설전 69.4m3/sec 에서 13.3m3/sec(19.2%)감소

구분 임남댐건설전
임남댐 건설후
(01년~15년)

감소분

평균유입량 69.4 56.1 13.3(19.2%)

<황강댐 건설 전·후 군남댐 평균 유입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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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풍수량(95일) 평수량(185일) 저수량(275일) 갈수량(355일)

임남댐 건설전
(1996년 이전)

66.1 34.8 19.3 9.1

임남댐 건설후
(01년~15년)

28.4 13.6 7.5 2.0

감소분 37.7(57.0%) 21.2(60.9%) 11.8(61.1%) 7.1(78.0%)

<임남댐 건설 전·후 화천댐 유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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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풍수량(95일) 평수량(185일) 저수량(275일) 갈수량(355일)

임남댐 건설전
(1996년 이전)

66.1 34.8 19.3 9.1

임남댐 건설후
(01년~15년)

28.4 13.6 7.5 2.0

감소분 37.7(57.0%) 21.2(60.9%) 11.8(61.1%) 7.1(78.0%)

<황강댐 건설 전·후 군남댐 유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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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강댐 건설 전·후 군남댐 유입량의 유량 규모별 변동률은 28.9%~49.4% 사이로 유량 규모가

작아질수록 유량 감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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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댐 운영에 따른 화천댐과 춘천댐 수력발전영향>

 임남댐의 하류에 위치한 화천댐의 경우 임남댐 건설 전 대비 30%이상 감소

소양감댐 추가 방류량에 따라 춘천댐의 경우 20%정도 감소

 의암댐과 청평댐의 경우 발전량의 미소한 감소가 있었음

 팔당댐의 경우 발전량 증가 발생, 이는 팔당댐 수력발전용량 증대공사의 영향으로 판단됨



지속적인 하천유지유량 부족상태 발생

최대 연간 1,667백만 톤 부족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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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한 북한
황강댐 연계 공유하천 활용 방안 개념도>

<북한강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한 북한
황강댐 연계 공유하천 활용 방안 개념도>



생태계서비스기반 정책 적용

P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 생태계서비스 수혜자 또는 이용자가 생태계 공급자

또는 지킴이에게 제공하는 지불

비용산정방안 예시

비용산정

한강유역
생태계 가치

물공급 가치
= 2,610억 원

수질정화 가치
= 2,138억 원

재해방지 가치
= 1,263억 원

* 안소은 등(2016). KSEE.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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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108주요사업 예산(억 원)

대기
(2개)

• 북한지역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실태조사 10

• 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증화 테스트베드 사업 40

물
(3개)

• 대북 하수도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616

• 대북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 106,700

• 대동강 수질개선방안 수립 0.5

도시지역
개성공단

(3개)

• 개성공단 운영재개(폐수, 폐기물) 사업 17

• 개성공단 재활용 선별장 설치 및 통합운영 사업 90

• 개성공단 가축분뇨 지원화 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00

300안전진단
(66개)

• 북한환경시설 기술진단 지원 및 운영요원 교육 4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사업 20

• 북한지역 슬레이트 지원사업 300

• 북한지역의 수은 잔류실태 조사사업 6

• 북한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08

• 개성공단 내 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사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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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산업, 농업, 및 식수 수요 증가

 물 공급은 댐과 저수지가 주된 역할을 함

 지표수는 수력 발전에 이용됨

 연강수량은 변동폭이 심함. 홍수와 가뭄 문제가 있음.

 수질은 계절과 지리에 따라 차이가 큼.

 식수와 농공용수는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에서

공급. 4개 강의 수질이 저하 중

 산업폐수,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미처리 오수, 농지의 유출수

등이 수질 오염 유발

 산림황폐화로 수로에 토사가 많음

 기존의 수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며 수질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종합수질전략과 이행 계획 수립 및 국가경제계획과 통합

 통합유역관리전략과 계획 수립(대동강, 압록강, 두만강)

 지하수 이용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종합수질모니터링 체계(GIS 데이터베이스)

 물 저장 및 개천-대성 수로 및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물 소비 모니터링, 관리, 물 보존에 대중 참여를 위하여 공

공기관, 기업 주거용공간에 물 소비 계량기 설치

 물 소비, 폐수 처리 및 에너지 이용 감소를 위한 청정생산

및 환경건전기술 도입

 지역 오폐수 정화 시설 구축

 토양 침식과 하천 최적화 방지 위하여 유역 주변에 식재

 대동강과 보통강 수로에 토사물 제거

 댐과 수력발전 확장시 환경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현황 과제

ECCO, 2012:  북한 공식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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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건축종합대학 강좌장 박창식
2019.01.16(수) 2019.02.15(금)

2019.05 38



 북측으로부터 공유하천 물 부족분을 제공 받는 대신, 편익에 상당하는 상하수도 시설 제공

 평양 상수도 공급 부족량 25만톤/일, 북한 전체 하수처리율 19%(UNEP)

 정수처리방법에 의한 정수된 물을 마시는 인구 비율 16.5%

 UN안보리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위생시설인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지원

39

구분
담수

지하수
수질 양호 보통 수질 수질 불량

일반
수처리
(정수장)

* 완속/급속 여과
* MF/UF

* 전처리-완속여과

* MF/UF-GAC(임상 활성탄)

* 혼화/응집

* 표준정수처리-고도처리

* MF/UF-산화-GAC

* 폭기설비

* 완속/급속여과

* 막(나노)여과

필터
장치형

* 여과필터 * 여과/흡착 필터

* 여과/흡착 필터

* 질산성 질소 및 비소제거

필터

* 여과 Filter

* 질 산성 질소 및 비소제거

* 필터(나노, 역삼투)



 (에너지) 현지 전력 상황 및 환경여건을 고려한 적정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방안 접목, 안정적인

운영여건 확보 필요

 지속가능한 현지 운영인력 전문성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적정 기술 개념의 수처리 시설 필요

40

지하수(펌핑) 저류조(위치E) 급속여과(위치E)
저류조(펌
핑)

공동수도

<식수공급 시설 요약도>



 하천의 치수기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사업 필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공유하천 본류와 주요 지류의 하천정비구간을 간접적으로 조사

유역 정비구간 제방 연장(km) 하도정비 연장(km)

북한강

본류 구간 129 65

지류 구간 150 -

계 279 65

임진강

본류 구간 151 75

지류 구간 123 -

계 274 75

41

<북한강, 임진강 유역의 신규댐 위치>

<중단기 사업계획도> <장기 사업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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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으로부터 공유하천 물 부족분을 받는 대신, 편익에 상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 제공

 전력 생산량 수력의존도 60%이나 대수력 56개소 중 40년 이상 54% 설비 노후화로 효율 부족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필요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 저개발 국가에서 간이 정수처리용, 적정기술

형태(무동력, 대체에너지형)로 지속개발 중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의 구축에는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는 상황

<태양광 발전> <Gear 타임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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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으로부터 공유하천 물 부족분을 받는 대신, 편익에 상당하는 W-E-F 패키지 자립 시설 제공

 소규모 마을 단위 자립을 위한 <물정화-신재생에너지-비닐하우스>형태의 자립마을 형태 모델

 Water-Energy-Food(WEF Nexus 개념)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연계성 파악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통합 관리 기술

 각각의 자원이 생산, 공급, 소비될 때 다른 자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체 효율 고려

 각 자원의 현황을 유기적으로 판단 - 생산, 공급, 소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가능

<물-에너지-식량 개념도>





 근본적인 홍수예방과 물 이용

- 북한강과 임진강의 홍수 문제는 남북협력으로만 해결 가능

 하천이용의 합리적인 원칙 필요

- 수해예방, 용수부족, 하천생태 환경 악화

 남북한의 경협사업의 축인 공유하천

- 개성공단, 도로 및 철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

 DMZ의 생태 및 환경보존 문제

- 공유하천 관리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영향

 남북과 화해와 협력의 시금석 및 소통의 장

- 일방적 지원이 아닌 남북간의 호혜의 원칙

- 개성공단 및 서해지역 공동 개발

 남북간 교류와 협력으로 세계적 관광지 가능

- 공유하천을 통한 관광 생태벨트



 게임 이론(비협조, 제로섬)에 의한 공유하천 메커니즘과 물헤게모니(Hydro-hegemony)와

물정치(Hydro-politics)기반 해석 필요

 적절한 연계와 보상을 이용하여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조게임으로 전환

 특히 임진강 이수, 치수, 환경, 생태 등의 다양한 남북한 편익 발생-집중적 연구 필요함

46

북한의 편익

 댐 건설로 전력생산

 골재거래로 인한 편익

 남한의 인도적 지원
(수해복구, 전력지원, 농업지원)

 남한과의 경협(공단개발, 관광사업)
- 남북 댐의 연계운영과 전력지원
- 수자원 거래(생활용수 공급)

남한의 편익

 수해 예방 편익
(임진강, 북한강 수해)

 용수편익 (하류 수자원 확보)

 발전 편익
(북한강 발전용 댐 등)

 긴장완화 편익

 경협 (공단개발, 관광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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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 199년까지 물 관련 사건 중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1/3이나 협력적인 사례는 2/3으로

(Yoffe et al, 2003),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나 물 전쟁 가능성보다 협력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수자원관리의 평가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용수공급 적정한 수질 유지, 장단기

경제발전에의 기여 등이 있으며(Heathcote, 1998; 강부식과 이광만, 2005), 이 중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물 수요자 간의 협력과 조정이 가장 중요

 국가간의 공유하천은 “이익공유”를 기반으로(Haas, 2009; Sadoff and Grey, 2002) 

관련당사국들로 구성된 하천관리위원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체결, 그리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핵심적임(강부식과 이광만, 2005)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공유하천을 둘러싼 이익공유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승호, 

2015)

- 미국과 캐나다간에 체결한 1964년 컬럼비아강 조약

- 서아프리카 세네갈 유역의 주권협상(연안국간 상호협력)

-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보츠와나, 나미비아간 오렌지-센쿠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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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형 조약의 수

보상(Side Payment) 비용분담(Cost Sharing)

보상없음
하류가
보상

상류가
보상

동등한
비용분담

비용분담
없음

불평등하
거나 정
해지지
않음

국경관통 37
10

(27%)
25

(67%)
2

(5%)
- - -

경계하천 9
9

(100%)
- -

5
(56%)

4
(44%)

-

혼합형 20
17

(85%)
3

(15%)
-

5
(25%)

9
(45%)

6
(30%)

국경을 관통하는 하천을 공유하는 경우 어느쪽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10%, 하류가

보상하는 경우가 67%, 상류가 보상하는 경우는 5%



 리오그란데-콜로라도강

-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 조약을 통한 국제국경과물위원회(IBWC; International Boundary and Water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설립

- 1993년 말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서명을 한 후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역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국경환경조정위원회(BECC) 설립

-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첫째, 대중적인 자문위원회의 자문 필요, 둘째, 공개 토론, 

셋째, BECC의 모든 문서 공개, 넷째, 최종적인 정책은 공개투표에 의해 결정

 오대호

- 자원개발과 국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경물조약 체결 및 국제합동위원회(IJC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발족

- IJC는 오대호와 세인트로렌스강의 기후변화의 영향, 수위와 유량의 안정 및 이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 

전력 공유, 수질과 대기오염 문제, 용수 수급과 배본, 물 수출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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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강

- 요르단강은 다른 지역보다 물 분쟁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많은 평화회의와 협정, 조약들이 체결됨

- 1991년 개최된 마드리드 중동평화회의에서 물 문제를 5개 의제 중 하나로 채택 및 물 분쟁 해소를 위한 팀

구성

- 1993년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PLO내에 물 관리기구 설치를 약속하였으며, 1994년 평화조약

체결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 1980년 두 강의 물 문제 조사를 위한 합동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설립, 1983년에는

시리아가 위원회에 참여함

- 물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하여 상호간의 신뢰구축, 통합유역관리시스템(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system)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뱅크 설립 등 정보교환체계 구축

 라인강

- 강물에 페놀, 염분 유입으로 극심한 수질오염을 겪음

- 1950년 7월 11일 라인강 연안국의 “라인강 수질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ICPR;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against Pollution)” 구성 및 1972년 10월

헤이그에서 최초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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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독간의 공유하천 및 수자원 협력관계는 동독의 경제산업과 농업분야의 성장으로 인한 수질오염문제가

원인이 되었음

 동독의 하천오염의 영향으로 서독의 하천까지 오염되자 서독은 동독과 하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

 서독은 수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였기 때문에 공유하천 문제는 수량배분 문제보다는 동독지역의 엘베강

수질오염문제가 가장 문제점이었으나 동독은 하천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적극적이지를 못했고 오염문제를

해결할 재정력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서독의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이에 따라 동독과 서독은 접경위원회 설치 → 상호협약 체결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순서로 문제를

해결

구분 공유하천해결기구 협약체결 거버넌스구축

통합수자원관리
◎

(접경위원회등)
○

(다양하게협약체결)
△

(유역별설치)

갈등해결
(공유이익)

○
(통일/통합)

<동독과 서독 통합수자원관리 특성>



 상설적인 협의가 가능한 공동관리 기구의 구성

- 수해방지, 공동개발, 국제적인 하천관리 원칙 등을 포함

- 남북 하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

 민간기구와 정부의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

- 남북 경협, 공동 사업 발굴, 상호 호혜의 원조

 북한강 유역의 전력지원과 수자원 관리를 연계

- 수자원 및 댐 건설 기술의 제공 및 학술적 자료교환

- 식량지원과 농업/가뭄지원사업을 연계



 임진강 뱃길을 통한 생태 관광 개발

- 임진강의 공동 관리 및 뱃길을 통한 관광자원화

 남북한 민간 교류의 초석 기틀 마련

- 상호 호혜적인 이익 배분, 남북한 상호 방문 발전 가능



 DMZ 내 통일 컨벤션센터 건립

- 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한반도 DMZ

- 대서동마을(남) 혹은 기정동 마을(북) 위치

- 세계 35개국 경제 학술대회(물 포럼, G20 등)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사업

 시화 조력 5억 5천만kw/년 : 

 제 2 개성공단, 해주산업단지 전력공급



결 론

공유하천 흘러야 통일이 가까워진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