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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s available water resources per capita is very small compared to global average as there is a high population on small land. 

Thus, it is imperative to secure water resources for the safe livelihood of the citizens. As an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y, South 

Korean economic dependence on agricultural has greatly lowered. Unless South Korea utilizes foreign water resources, it is impossible 

to provid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the same as current levels. However, virtual water-related research in South Korea is still 

inadequate. When establishing the water resources plan, it does not consider the international trade of virtual water. This research aims

to solve this issue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virtual water trends focusing on South Korea. Consequently, the export and import of 

virtual water trade was identified according to country and item for 248 countries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South 

Korea’s agricultural and livestock virtual water has much higher imports than exports, which outputs with agricultural by-products 

being the main import . In 2018, South Korea imported 72.2 billion m3, which is 29 times the exported amount of 2.5 billion m3.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water resources pla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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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적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수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선진화된 공업국가로서 농업에 대한 국가경제의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한

국은 외국의 수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 개개인에게 현재와 같은 식생활 수준에 맞는 농축산물의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 아직 가상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수자원계획 수립에서 가상수의 국제교역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

여 한국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가상수의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세계 248개국과의 국가별, 품목별 가상수 수출입 거래량

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가상수의 국제교역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월등히 많고, 수입 가상수는 농산물 부

산물을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양이 월등히 많았다. 2018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가상수량은 722억 m3으로 수출한 가상수량 25억 m3에 비

해 무려 29배나 많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수립되는 국가 수자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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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상수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

공 등에 필요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이고(Allan, 2003), 

물발자국은 가상수량에 상품을 소비 및 폐기하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예

로 들면, 볍씨를 뿌려 벼를 재배하고 수확하는데 사용된 물의 

양은 가상수이고, 여기에 수확한 벼를 탈곡, 건조, 저장, 도정, 

유통, 소비 및 폐기까지에 소요된 물을 포함하면 물발자국이 

된다. 즉, 물발자국은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 그리고 소비자

가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생애주기

(life cycle)에서 소비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Hoekstra 

and Chapagain, 2007; KREI, 2012; Lee, 2016). 그러나 현재 

국내외에서 연구자들이 산정하는 물발자국 및 가상수의 양에

는 이들 개념이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 mm (1973 ~ 2011년)로 세

계평균의 1.6배이고 수자원총량은 1,349억 m3/년이지만, 높

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총량은 연간 2,660 m3로 세계 

평균의 1/6에 불과하다(MLIT, 2014). 따라서 국토 내의 가용

수자원만으로서 인구 5천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수자원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식생활 조달에 소요되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국내이든 국외이든 막대한 면적의 농경지와 목초지 그리고 

농업용수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농경지와 농업용수는 국외에서

라도 존재해야 하므로, 한국 국민이 소비하는 농산물과 축산

물의 상당한 분량은 국외에 존재하는 농경지와 수자원을 이용

하여 생산된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매일 먹고 마

시는 식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용수의 상당량은 다른 국가

에서 부존하는 물(수자원)로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간 갈등 또는 국제교역의 문제로 

인하여 외국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수입하지 못하면 심각한 

식량위기 또는 물위기를 겪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적

인 물안보에 대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가상수 연구1)를 수

행하여 한국 중심의 가상수 거래를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인 물거래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Park et al. 

(2020a)이 제시한 국내 물발자국 적용값을 활용하여 한국에

서 수입 및 수출하는 가상수 거래량을 산정하였다. 특정 국가

나 지역의 용수수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려면 가상수의 수

1)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기후변화대비 수자원

적응기술개발연구단’의 단위과제로서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나

라 가상수 분석 기반 구축’ 연구가 수행되었다.

출량과 수입량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수 개념을 국가물관리계획에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수의 수출입량을 파악하는 것이 간

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나라에서도 가상수 거래를 고려한 국가 물관리계획의 수립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 (2019b)에서 정리한 66편의 국내

외 가상수 및 물발자국 연구 및 20편의 농축산물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방법, 인용체계, 산정과정, 산정결과 비교의 선행연

구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내의 가상수 연구에서 주로 

인용하는 선행연구는 2014년까지는 외국연구자인 Chapagain 

and Hoekstra (2004)과 Mekonnen and Hoekstra (2011)이었

으나, 2014년 이후에는 국내연구자인 Yoo et al. (2014b)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Park et al. (2019a, 2019b)는 국내 선행연구는 외국 선행연

구에서 개발된 산정방법의 변수를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다

가 유승환 이후 한국 물발자국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고 하였다. 즉 유승환은 Yoo et al. (2009, 2010, 2014a, 2014b)

에서 주로 농작물에 대한 국내 물발자국 산정연구를 수행하였

다. 2009년에는 국내 44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5년의 평균 가

상수량(Yoo et al., 2009)을 산정하여 가상수의 수출입량을 

파악하였고, 2010년에는 대표적인 4개 농산물(밀, 벼, 옥수

수, 대두)을 대상(Yoo et al., 2010)으로 농산가공품 가상수량

을 산정하였다. 2014년에는 쌀에 대한 물발자국을 산정하였

고(Yoo et al., 2014a), 국내 밭작물 물발자국 산정연구(Yoo 

et al., 2014b)에서는 물발자국을 산정하여 자신의 2009년 연

구결과와 비교하였다. Yoo et al. (2014b)의 연구는 KRC 연구

사업(2014)으로 추진된 것으로 작물통계연보의 43개 대표작

물에 대한 10년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

였다. 국내에서 유승환의 연구는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비교

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독보적이다. 이것은 가상수 및 물발자국 

분야에서 국내의 선행연구가 제한적이고 따라서 앞으로 후속

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Park et al. (2020a)은 국내 물발자국 적용값을 국내외 물발

자국을 산정한 선행연구의 인용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하

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산정한 국내 

물발자국 선행연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국내

에서 연구하여 제시한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활용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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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국내에서 산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품목은 국외 물발

자국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

도 물발자국이 산정되지 않은 품목도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각 품목이 속하는 중분류에서 물발자국이 존재하는 품목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산정

한 농산물의 물발자국은 산정 품목수가 적어서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축산물 물발

자국 산정도 3개 품목(소, 돼지, 닭)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의 선행연구 실적만으로 물

발자국을 산정하여 가상수 거래량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한

계가 존재하였다.

국내외에서 가상수의 산정과정을 기술한 선행연구의 실적

은 다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상수 산정과정을 간

략하게 설명하였거나 중간과정을 생략하여서 가상수 산정의 

전체 과정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마도 국가별로 

가상수의 수출입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하기 어려운 현

실 여건으로 인하여 개략적인 가정 및 추산 과정이 포함되었

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심의 국제 

가상수 거래량의 산정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학 연구자들은 한국 가

상수 산정연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제 가상수 거래량을 

더욱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248개국 간의 국제 가상수 거래량을 

산정하였다. 한국에서 수출입하는 농축산물 물동량은 한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성질별 수출입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확보하였다. Park et al. (2020a)에서 국내 농축산물 품목별 수

출입 자료는 관세청에서 분류 및 관리되고 있는 수출입 실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현재 수입과 수출의 목록을 통일하기 위

하여 2012년부터 신성질별 물품분류를 사용하여 품목을 분

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18년 한국의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파악하였다. 

국가 간 교역에 의한 가상수 거래량(virtual water flow,

VWF)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연간 재화교역량에 수출

국에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인 물발자국을 곱

한 값으로 나타내며 Eq. (1)과 같다(Hoekstra and Chapagain, 

2007; Ahn et al., 2010). 

        ×   (1)

여기서, VWF는 수출국 e에서 수입국 i로의 가상수 거래량

(m3/yr), PT는 수입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교역량

(ton/yr), VWC는 수출국 e에서 제품 p를 생산하기 위한 단위 

가상수량(m3/ton)이다. 

본 연구에서 Eq. (1)의 가상수 거래량 산정식을 활용하여 한

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와 거래되는 가상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물발자국을 국가별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기후, 토양, 농경방식 등을 고려한 증발산량

의 파악 등 지역특성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

서 자국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발자국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Table 1과 같

이 국내에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연구자 및 조사기간 등에 따

라 물발자국의 산정값이 평균 2배 심하면 3배 정도 차이가 난

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248개에 이르는 국가의 환

경정보를 고려한 물발자국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 본 연

구는 이런 현실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입하는 가상수량의 산정

에 필요한 물발자국 적용값은 국가 및 지역별 특성에 상관없

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산정결과

4.1 대륙별 가상수 거래 현황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248개국에 대한 가상수의 품목별 

수출입 거래량을 산정하였다(Table. 2, Figs. 1 and 2).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실적은 2018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6백만 

ton으로 가장 많고, 북아메리카에서 4백만 ton, 중남미에서 3

2) 국내 물발자국도 연구자와 분석기간 등에 따라 산정값이 각각 다

르다. KRC (2014)는 2001년-2010년의 10년간 자료, Smart-eco 

(2014)는 2003년-2012년의 10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물

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동일한 품목의 물발자국도 국가별, 지역별

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Table 1. Agricultural water footprint calculation comparison by

researcher and time period

Water

footprint

KRC (2014) 

(A)

(Data : 2001~2010)

Smart-eco (2014) 

(B)

(Data : 2003~2012)

Difference

(B/A)

Barley 795.9 m3/ton 1,718 m3/ton 2.2

Maize 

(Corn)
1,039.7 m3/ton 1,305 m3/ton 1.3

Potatoes 135.8 m3/ton 409 m3/ton 3.0

Soybeans 3,346.7 m3/ton 3,859 m3/t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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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irtual water volume by continent (imports and exports to/from South Korea)

Import Export Net transaction of 

virtual water

(import-exports) 

(million m3/yr)

Agro and 

livestock products

Volume

(ton/yr)

Amount of 

virtual water

(million m3/yr)

Volume

(ton/yr)

Amount of 

virtual water

(million m3/yr)

Asia 5,678,257 29,458 491,328 1,941 27,517

Europe 1,831,487 4,308 28,788 195 4,113

Middle East 21,214 59 21,480 56 3

Africa 353,259 1,683 35,370 63 1,621

North America 4,450,017 12,563 85,262 163 12,401

Latin America 2,809,737 18,067 1,976 9 18,058

 Oceania 1,742,683 6,021 16,483 45 5,976

Others 348 3 26 0.02 3

Total 16,886,654 72,162 680,687 2,475 69,689

Fig. 1. Continents from which South Korea imports virtual water

Fig. 2. Continents to which South Korea exports virtu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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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ton 순서로 많다. 이를 가상수량으로 산정하면 농축산물 

가상수 수입량은 아시아에서 300억 m3으로 가장 많고, 중남

미에서 180억 m3, 북아메리카에서 130억 m3 순서로 나타났

다. 그러나 농축산물 수입실적과 가상수 거래량 순위는 반드

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상수 거래량은 거래실적과 물

발자국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품목의 물발자국 크기에 

따라 가상수 순위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실적에서는 아시아가 49만 ton으로 1위, 북아메리카가 

9만 ton, 아프리카가 4만 ton 순이다. 하지만 농축산물 가상수 

수출량 실적에서는 아시아가 19억 m3, 유럽이 1.9억 m3, 북아

메리카가 1.6억 m3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럽, 북아메리카, 아

프리카의 농축산물 수출실적과 가상수 거래량 실적이 일치하

지 않는 것도 대륙의 주요 거래품목에 대한 물발자국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에서 순 가상수 거래량(가상수의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은 아시아가 1위로 280억 m3으로 전체 순 거래량(696억 

m3/yr)의 39%를 차지한다. 2위인 중남미는 180억 m3으로 전

체의 26%, 3위인 북아메리카는 120억 m3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남미, 북아메리카와 교역하

는 순 가상수 거래량이 전세계 가상수 거래량의 83%를 차지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상수 수입총량

은 722억 m3으로 수출총량인 25억 m3에 비해 무려 29배나 많

으며, 한국의 순 가상수 거래량은 697억 m3을 수입하고 있다.

4.2 국가별 가상수 거래 현황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의 가상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시아

권 국가와의 가상수 교역 현황을 분석하였다(Fig. 3).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가상수량은 295억 m3으로 수출량 

19억 m3보다 무려 15배나 많다. 국가별로는 가상수의 최대 수

입국인 중국에서 전체의 36%인 100억 m3을 수입하고, 그 다

음으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순으로 가상수 수입량이 많다. 가

상수 수출은 일본이 전체 수출량의 58%인 11억 m3이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13%), 중국(10%) 순으로 가상수를 수출하

고 있다. 

아시아에서 개별 국가와의 가상수 교역 현황은 우리나라

에 인접한 중국을 사례 국가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중국은 한국의 가상수 수입량에서 아시아 1위 및 

세계 3위(브라질, 미국 다음)이고, 가상수 수출량에서 일본, 

베트남 다음으로 아시아 3위 및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주요 국

가이다(Figs. 4 and 5).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으로부

터 수입한 가상수는 105억 m3이다. 이 양은 아시아에서 수입

하는 가상수 거래량인 295억 m3의 36%이고, 전 세계 가상수 

수입 거래량인 722억 m3의 13%에 해당한다. 한국이 중국에

서 수입하는 가상수량(105억 m3)은 수출량인 2억 m3에 비하

면 무려 53배이고, 한국의 수자원 이용총량(372 m3)의 26%로

서 생활/공업/농업 이용량의 3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

다3). 특정 국가와의 가상수 교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균형

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중국과의 가상수 수입에서 가장 큰 품목은 농산물 부산물

이며 80억 m3을 수입하고 이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상수량

의 76%를 차지한다. 농산물 부산물은 농산물의 껍질, 동·식물

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

식물성 납, 조제사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 품목이다. 다음으로

는 식물성 한약재(5.1%), 농산물 가공품(4.6%), 곡류 및 두류

(4.0%)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 수출한 가상수는 1.9억 m3

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은 커피류로서 53

3) 한국의 수자원 이용량 372 m3에서 하천유지용수량 121 m3을 제외

하면 생활, 공업, 농업의 용수량은 251 m3이 된다(MLIT, 2016).

Fig. 3. Virtual water export and import amounts for major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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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수출하는 가

상수량의 28.2%를 차지한다. 커피류 중 인스턴트 커피는 52

백만 m3으로 커피류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부산물로 28백만 m3의 가상수를 수출하여 가상수 수

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248개 국가

의 가상수 수출입량 산정결과는 Park et al. (2020b)에서 자세

히 기술하고 있다.

4.3 주요 품목별 가상수 거래

한국이 수입하는 가상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농산물 부

산물이다(Table 4). 브라질에서 140억 m3, 중국에서 79억 m3, 

인도에서 58억 m3의 순으로 수입한다. 수입 농산물에서 두번

째로 가상수 거래량이 많은 품목은 곡류 및 두류인데, 미국에

서 47억 m3, 브라질에서 17억 m3, 호주에서 13억 m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가상수 거래량이 많은 품목은 커피류인

데, 브라질에서 5억 m3, 베트남에서 5억 m3, 콜롬비아에서 4억 

m3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중에서 가상수 거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육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인 47억 m3의 가상

수를 수입하였다. 다음으로는 호주에서 33억 m3, 독일에서 5

억 m3의 가상수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상

수 수입량이 많은 축산물 품목은 우유 및 유제품으로 역시 미

국에서 가장 많은 양인 4억 m3의 가상수를 수입하였다. 다음

Table 3. Water volum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export/import of virtual water to/from China

Agro and livestock products

Imports Exports

Virtual water 

ratio (%)

Volume

(ton/yr)

Amount of 

virtual water

(million m3/yr)

Virtual water 

ratio (%)

Volume

(ton/yr)

Amount of 

virtual water

(million m3/yr)

A. Direct consumer goods 100.0 2,435,203 10,451 100.0 49,056.7 188

1) Agricultural products 

(consumer goods)
97.9 2,408,853 10,234 90.3 38,699.0 170

- Grains and bean 4.0 257,856 419 0.3 178.4 0.5

- Milling products 0.9 76,195 93 5.1 5,276.1 10

- Seeds and fruits 3.2 68,163 330 0.8 337.7 1

- Vegetables 1.6 707,526 169 0.0 272.9 0.05

- Nuts 0.8 15,829 84 10.6 7,068.9 20

- Fruits 0.1 17,156 8 0.0 199.2 0.06

- Coffee 0.3 2,007 32 28.2 3,332.0 53

- Teas 0.4 4,998 44 6.4 1,362.3 12

- Spices 0.0 32 0.2 0.3 74.9 0.6

- Herbal oriental medicinal hub 5.1 18,832 531 2.1 138.8 4

- Ginseng 0.0 11 0.002 0.1 986.3 0.2

- Cocoa 0.7 4,350 78 11.3 1,183.6 21

- Processed products 4.6 255,989 480 10.2 14,812.4 19

- By-products 75.8 974,391 7,921 15.0 3,475.3 28

- Other 0.4 5,518 45

2) Livestock products 2.1 26,350 217 9.7 10,357.7 18

- Live animals 0.0 607 5 0.0 0.7 0.006

- Meat 0.0 0.3 0.002 0.0 1.8 0.03

- Edible meat offal 0.0 116 1 1.5 158.7 3

- Milk and dairy products 0.0 1.3 0.006 6.9 9,914.5 13

- Animal oriental medicinal stuff 0.0 9.1 0.08 0.0 0.4 0.003

- Processed products 1.3 16,601 137 1.1 258.3 2

- By-products 0.6 7,949 66 0.1 20.7 0.2

- Other 0.1 1,067 9 0.0 2.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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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네덜란드에서 2억 m3, 뉴질랜드에서 2억 m3의 가상수

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전세계로 수출하는 품목 중 농산물에서 가상수 거

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농산물 부산물이다(Table 5). 그 중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양은 4억 m3에 달한

다.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로 1억 m3, 베트남으로 69백만 m3

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상수 수출량이 많은 

품목은 코코아류이다. 코코아류도 일본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량은 5억 m3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21백만 m3, 베트남으로 6백만 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가상수 수출량이 많은 품목은 커피류로 유럽의 러

시아로 그 중 가장 많은 양인 1.4억 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53백만 m3, 미국으로 32백만 m3

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전세계로 수출하는 축산물에서 가상수 거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축산물 부산물이다. 그 중 많은 양이 일본으

로 수출하고 있으며, 61백만 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으로 29백만 m3, 홍콩으로 4백만 m3의 가

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상수 수출량이 많은 품목

은 육류로 베트남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양인 89백만 m3의 가상

수를 수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홍콩으로 3백만 m3. 미국으

로는 50만 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The main countries from which South Korea imports virtual water

Fig. 5. The main countries to which South Korea exports virtu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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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248개국과의 국가

별, 품목별 가상수 수출입 거래량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가상수의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였다. 가상수

의 국제교역은 2018년 기준으로 농‧축산물에 대하여 수입되

는 가상수가 확연히 많았고, 그 중 농산물에서 농산물 부산물

을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가상수 수입량이 월등히 많다. 2018

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가상수량은 722억 m3으로 수출

한 가상수량 25억 m3에 비해 무려 29배나 많다. 가상수 수입량

에서 가상수 수출량을 제외한 가상수 거래량은 697억 m3에 

달한다. MLIT (2016)가 산정한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은 

2016년 기준으로 372억 m3으로 2018년 가상수 수입량 722

억 m3의 51%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산정한 가상수

는 농축산물 대상이므로 농업용수 수요량인 152억 m3은 겨우 

20%에 불과하다. 즉 한국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의 

2배(총 이용량 기준) ~ 5배(농업용수 이용량 기준)나 많은 가

상수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대륙별 가상수 순거래량은 아시아가 280억 m3로 1위이고 

전체 가상수 순거래량(697억 m3/yr)의 39%이다. 2위인 중남

미는 180억 m3으로 전체의 26%이고, 3위인 북아메리카는 

120억 m3으로 전체의 18%이다. 아시아, 중남미, 북아메리카

Table 4. Ranking of countries according to major imports

No

Item

(medium 

category)

Rank Continent Country

Transaction of 

virtual water 

(million m3/yr)

Agricultural Products World 58,806

1
Agricultural 

by-products

1 Latin America Brazil 14,002

2 Asia China 7,921

3 Asia India 5,797

2
Grains and 

beans

1 North America USA 4,711

2 Latin America Brazil 1,711

3 Oceania Australia 1,267

3 Coffee

1 Latin America Brazil 518

2 Asia Vietnam 496 

3 Latin America Colombia 439

4 Tea

1 North America USA 241

2 Asia Singapore 177

3 Europe Netherlands 153

5

Seeds and 

fruits

for oil

1 North America USA 555

2 Asia China 330

3 Asia India 209

6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1 Asia China 480

2 Asia Vietnam 193

3 Asia Myanmar 92 

Livestock products World 13,356

1
Meat

1 North America USA 4,700

2 Oceania Australia 3,267 

3 Europe Germany 523 

2
Milk and dairy 

products

1 North America USA 378

2 Europe Netherlands 175

3 Oceania New Zealand 164

3
Edible meat 

offal

1 Oceania Australia 433

2 North America USA 381

3 Oceania New Zealand 107

4

Processed 

animal 

products

1 Asia Thailand 195

2 Asia China 137

3 North America USA 120

Table 5. Ranking of countries according to major exports

No

Item

(medium 

category)

Rank Continent Country

Transaction of 

virtual water 

(million m3/yr)

Agricultural products World 2,143

1
Agricultural 

by-products

1 Asia Japan 416 

2 Asia Malaysia 105

3 Asia Vietnam 69

2 Cocoa

1 Asia Japan 480

2 Asia China 21 

3 Asia Vietnam 6

3 Coffee

1 Europe Russia 144

2 Asia China 53 

3 North America USA 32

4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1 Asia Japan 77

2 North America USA 53

3 Asia China 19

5
Milling 

products

1 Asia Malaysia 26

2 Asia Hong Kong 18

3 Asia Thailand 14

6
Grains and 

beans

1 Africa Kenya 15

2 Middle East Yemen 14

3 Africa Ethiopia 13

Livestock products World 329

1
Animal 

by-products

1 Asia Japan 61

2 Asia Vietnam 29

3 Asia Hong Kong 4

2 Meat

1 Asia Vietnam 89

2 Asia Hong Kong 3

3 North America USA 0.5

3
Milk and dairy 

products

1 Asia Japan 23

2 North America USA 18

3 Asia China 13

4

Processed 

animal 

products

1 Asia Japan 9 

2 Asia Hong Kong 8

3 North America US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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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래하는 가상수 순거래량이 전세계 가상수 거래량의 83%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출입 실적을 중심

으로 한국 중심의 전세계 가상수 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순 

거래량(수입-수출)을 기준으로 가상수 수입량이 수출량에 비

해 전 세계에 걸쳐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의 가상수 거래현

황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가상수의 산정과정과 산정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수립되는 

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계획에서 가상수 거래량을 반영한 국

가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6.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한 가상수 거래량에서는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 첫 번째, 보다 정확한 품목별 단위 물발자국의 산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축산물의 품목별로 단위 물발자국을 

적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가상수 거

래량 산정에는 제1차 산업인 농축산물의 물발자국만을 반영

하였다. 따라서 한국 여건에 맞는 단위 물발자국을 적용하지 

못하여 가상수 거래량 산정에서 오차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산정한 2018년 기준 한국 

중심의 가상수 수입량은 722억 m3이지만, Ahn et al. (2010)이 

산정한 1992 ~ 2007년의 연평균 가상수 수입량은 320억 m3으

로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MLIT (2016)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에서 한국의 수자원 이용량을 2016년 기준 372억 m3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국내에서 이용하는 수자

원량의 2배 정도를 외국에서 농축산물의 가상수 형태로 수입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국제적으로 물

발자국 및 가상수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가상수 수입량 

및 수출량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불가능하다. 향후 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품목별 물발자국이 제시되면 

더욱 정확한 가상수 거래량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농산물 부산물의 내역 파악이 필요하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수출입 실적자료에서는 농산물 부산물의 비중이 아

주 크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농산물 부산물이라는 품목으

로만 제시하고 정확한 품목을 특정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청에 수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종료하게 되었다. 향후 후

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관세청에서 농산물 부산물

의 내역을 파악하면 더욱 진전된 가상수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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