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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후변화시 에국민요구와국가정책의제일관

건은안전이다. 기후변화에따른재난으로부터안

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지속발전의 Key Factor

이며, 이는시급하고도전력을기울여추진해나가

야 할 과제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기후변화 선

제 응』을시정방침으로정하고다양한정책을펴

고있다.

‘10.1.4일 서울에는 100년만의 폭설(25.8㎝)로

교통 란이 발생하 고, 4월28일에는 기상관측

이래 102년만에 가장 추운 한파(7.8℃)가 찾아왔

다. 또한, ‘10.9.1일태풍‘곤파스’로인해광역적

규모정전사태등예기치못한피해에 한지자

체나 한전 등에서 신속하게 응체제를 가동하는

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추

석 전날인 9.21일 수도권에는 시설용량을 초과하

는 기록적인 폭우(5시간동안 240㎜)로 지하철역

사, 주요 간선도로, 지하건축물 침수 등 서민생활

위주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긴

급 책회의(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합동점검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후변

화선제 응차원에서국토체질 강화를위해현행

방재기준을재설정하고, 방재시설 용량확 및재

난 응시스템 전면 개선 등 재난예방 근본 책을

마련하고자한다.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분석

全 세계적으로 평균기온 상승으로 가뭄∙홍수 등

극한기상현상이심화되는추세이다. 1900년이후

평균기온은 0.76℃ 상승하 고, 금세기 말까지

6.4℃상승할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기온 상승(0.76)의

2.3배인 1.7℃가 상승하 고, 금세기 말까지 4℃

상승할전망이다. IPCC 4차보고서에의하면기온

이 3℃ 증가시아시아에서만연간 7백만명이상이

홍수피해 위기에 직면하는데,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형재난이 빈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

이다.

2.1 기후변화 트렌드 분석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 도시의 강수량은

19%가, 강우강도는 18%(한반도남부지역)가증가

하 으나, 강우일수는 14% 감소하 고, 특히, 일

일 80㎜ 이상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70년 와 비

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하 다. 시∙공간 변동성의

증가, 가뭄과 호우강도의 동시심화, 8월∙9월의

강수증가 전망 등으로 2000년과 비하여 2050

년은 15%, 2100년은 17% 강수량이 증가할 전망

이다.

지난43년간(1964~2006) 한반도연안해수면은

윤 용 선
소방방재청 기후변화 응 과장

yysun111@korea.kr



약8㎝상승하 고, 제주지역은동기간에무려22

㎝(매년 5.1㎜)가상승하 으며, 제주 용두암의경

우 22㎝가 해수면에 잠겨 관광명소로서 퇴색되었

다. 2008년과 비하여 2050년에는 9.5㎝, 2100

년에는20.9㎝정도해수면이상승할전망이다.

우리나라 근해표면수온은 41년간(1968~2008)

평균 1.31℃가 상승하 고, 이는 세계평균 0.5℃

상승을크게상회하는수치이다. 2008년과 비하

여 2050년에는 1.3℃, 2100년에는 2.9℃정도해

수온도가상승할전망이다.

기후변화가 사회∙정치적으로 미치는 향으로

는먼저, 재난발생시물가상승과경제성장률저해

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다. ‘10년집중호우와일조

량 부족 등으로 배추 등국내채소 값이폭등하

고, 미국 카트리나 피해시 유가급등, 인플레 등으

로하반기성장률 1%까지둔화를예측한바있다.

또한, 규모재난발생시사회적인이슈가되어

정치적문제로 두되는데, 미국카트리나 내습에

따른 피해로 부시행정부가 위기상황에 봉착하

고, 일본 지진이후일본정부수뇌부의리더십이

문제화(간나오토총리)된바있다.

2.2. 재해발생 추이

태풍발생위치가필리핀동남쪽적도부근에서최

근에는 만 부근해역까지옮겨짐에따라태풍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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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해 남해 서해 한반도전체평균

2050년 9.6㎝ 13.9㎝ 5.0㎝ 9.5㎝

2100년 21.2㎝ 30.4㎝ 11.0㎝ 20.9㎝

한반도 주변해역 연평균 해수면상승 예측치(2008년 비)

구분 동해 서해 남해 한반도전체평균

2008년 17.64℃ 15.74℃ 19.35℃ 17.61℃

2050년 19.06℃ 17.01℃ 20.67℃ 18.95℃

2100년 20.82℃ 18.52℃ 22.24℃ 20.55℃

한반도 주변해역 연평균 표층수온 예측치(2008)

한반도 지역의 20세기말(1970~2000) 비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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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후 1~2일 만에 우리나라에 향을 주고 있다.

최근 10년간(‘01~‘10년) 136건의 자연재해로 인

명피해 684명과 17조 4백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

하여과거 10년 비인명피해는 44% 감소하 으

나, 재산피해는 310% 증가하 다.(‘91년~‘00년

재해건수 159건, 인명피해 1,216명, 재산피해 5조

4,844억원발생)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 발생이‘91~‘00년

2,565건에서‘01~‘10년 3,968건으로 1.5배 증가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도‘91~‘00년 741

천명에서‘01~‘10년 1,220천명으로 1.6배가증가

하 다.

3. ‘10년 재해양상 시사점

우선, 기상변화추세에비하여 응능력발전속

도는상 적으로더디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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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요재해

- ‘11.7.26~29 수도권 집중호우 : 52명 사망, 재산 3,768억원 피해

(서울 7.26~29일간 587.5㎜ 강우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 종전기록 1920년 8.1~8.3일간 535.7㎜) 

- ‘11.2.11~14 강원지역폭설 : 재산 360억원피해(100년만의폭설, 동해 100.1㎝)

- ‘10.9.21 수도권집중호우 : 재산 593억원피해(최 시우량서울화곡동 98㎜, 주택 3만동침수)

- ‘10.9.1 태풍『곤파스』: 인명 6명, 재산 1,674억원피해(순간최 풍속홍도 52.4㎧, 169만호정전)

- ‘10.1.4 서울지역폭설 : 103년만의폭설, 서울 25.8㎝

- ‘02.8.30~9.1 태풍『루사』재산 5.1조원피해, ‘03.9.12~13 태풍『매미』재산4.2조원피해

◈국외주요재해

- ‘11.8.27~28 미국허리케인아이린 : 인명 44명, 재산 100억달러피해(뉴욕등홍수)

- ‘10.6.17~21 브라질폭우 : 인명 45명, 재산 5억6천만 달러피해(댐붕괴로 4만여가구유실)

- ‘10.6.13~26 중국폭우 : 인명 381명, 재산 15조원피해(100년만의폭우)

- ‘10.2.5~9 미국메릴랜드주폭설.: 누적적설량 183㎝역 최고기록

- ‘09.8.8~9 만태풍『모라꼿』: 인명 670명, 재산 3.6조원피해(3,000㎜기록적인폭우)

- ‘08.8.30 미국『카트리나』: 인명 1,836명, 재산 97.3조원피해

주요 재해발생 현황

< 재해발생 사례 - 국내(집중호우) >

산사태(‘06년, 평창군 진부면) 홍수(‘09년, 부산 사하구) 홍수(‘10년, 서울 광화문)



이필요하고, 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존방재시설

을 확충∙보강해야한다. 선제적재난관리를위한

재난관리 응시스템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지형∙

기후에맞는기상예측모델개발이필요하다.

둘째, 경제발전및도시화로인한새로운방재취

약구조의형성이다. 지하상가∙건물, 지하철, 공동

구등지하구조물이늘어나면서기존 배수관거 선

형이 왜곡 변경되고 확충이 부족하 다. 또한, 지

표면포장, 지하구조물 증가로 투수면적이축소되

면서 지표유출량 급증으로 배수관 능력을 초과하

여, 침수피해가유발되었다.

도시확산 및 집화로 저지 ∙급경사지 등 위험

공간이확 되고, 강풍에취약한도시부착시설(입

간판, 베란다, 철구조물 등)의 위험관리 책이 미

흡하 다.

셋째, 방재기반 구축없는 국토의 난개발이다. 산

지훼손아파트∙펜션개발, 하천변위락시설난립,

저지 개발등지역별방재여건및위험요소를 고

려치 않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상습침

수∙붕괴위험지역에 한집단이주보다단순원상

복구등으로재해위험을 공간적해소가아닌 점∙

면 관리식 복구가 되면서 궁극적으로「기후변화

시 재난 응 근본 책 수립」이 필요하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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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사례 - 국내(가뭄, 폭설) >

가뭄(‘09년, 강원도 태백) 폭설(‘10년, 서울지역) 폭설(‘11년, 강원도 삼척)

홍수(‘04년, 일본 토요오카시) 산사태(‘09년, 만 샤오린촌) 홍수(‘11년, 미국 미시시피주)

< 재해발생 사례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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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종합개선 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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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응 책

기후변화에따른가장큰재난특성의변화는총

강수량∙강우강도의증가및빈발,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돌발홍수로인한위험증가등이있으며, 기

본방침은다음과같다.

⇒①기후재해 책의 기본인 물(강수)로부터 국

토가튼튼하게인프라확충

②설계용량을 초과하는천재지변적 성격의재

난발생에 비, 과학적기반의재난 응시스

템구축

③국민의재난안전의식 제고를위한교육∙훈

련∙홍보강화로국민과함께하는안전한사

회구축

이러한재난 책추진을위해『기후변화 응과』

를 신설(‘08.6.5)하고, 기후변화 비 극한자연재

난예방체제구축, 기후변화피해저감을위한위기

관리체계 구축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응종합기본계획을수립(‘08.12월)하 다.

‘10.9.21 수도권집중호우에따른 통령지시로

기후변화 응 재난종합개선 책을 수립(‘11.2.22)

하 다. 이 책안에는수방, 강풍, 폭설, 폭염, 가

뭄, 재난관리시스템, 서민지원 총 7개 분야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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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21 호우피해는배수시설물설계빈도를크게초과한강우발생이주원인임

- 배수시설은 5~20년설계빈도로계획된반면, 호우는계획강우량(時우량, 연속강우량)를크게초과함

※ 3시간강우강도분석결과 90년�759년발생빈도에해당함

●주택 침수는 기존 배수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강우가 도로로 넘치면서 저지 지하∙반지하 건물(주택)로

빗물유입(불투수면적증가로유출량증 )

※서울시내주택중약35만호(10.7%)가 반지하주택으로 9.21호우시 17,666세 침수

●빗물받이시설부족및유지관리소홀

●배수관로선형변경및용량부족등내수배제기능약화

●빗물의유수지유입이지연되어배수펌프장가동저하

작년 9월 호우 피해원인

구분 9.21 강우량(㎜ )
시설구분

배수시설 배수가능강우량(㎜ )

지 역 1시간 3시간 설계빈도 1시간 3시간

종로지역 71( 9년) 198(200년) 간선관거 10 75 120

강서∙양천지역 98(40년) 233(500년) 간선관거 10 75 120

동작∙서초지역 66( 7년) 177( 90년) 간선관거 10 75 120

서초∙강남지역 70(10년) 191(160년) 간선관거 10 75 120

용산지역 80(15년) 195(180년) 간선관거 10 75 120

광진지역 72(10년) 174( 90년) 간선관거 10 75 120

인천부평지역 150(100년) 233(500년) 간선관거 20 76 132

인천계양지역 92(64년) 224(759년) 간선관거 10 66 114

경기부천지역 86(40년) 228(500년) 간선관거 20 76 132



과제를 선정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극한기상현상예측, 지역별방재성능목

표재설정및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이다. 

3.2. 재난 응 책 추진상황

최근 10년간(‘02~‘11) 각 부처 재해예방예산은

35조 1,834억원이고, 최근3년간예산은 17조 596

억원(48%)으로현정부 출범이후재해예방예산을

폭 확 (2.5배)하여,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

비 및 우수유출저류시설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

추진하 다.(‘08년 3,981억원→’09년 9,880억원

→‘10년9,907억원→’11년9,898억원)

하도준설과 보 설치로 용수확보(8억톤)와 홍수

위저하(0.84~3.5m) 등 4 강사업으로근원적수

해예방효과가나타나고있다. 낙동강상주부근홍

수위분석결과, 최 3.5m 수위저감 효과가발생

하 고, 컴퓨터시뮬레이션 결과 한강 2.55m(여

주), 금강 0.84m(부여), 산강 1.12m(광주) 수위

저감효과가 나타났으며, 4 강 홍수조절용량이

100년에서 200년빈도이상으로커졌다.

또한, 재난상황실 운 체계가 보고위주에서 통

합지휘 체제로 개선되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CCTV 통합관리시스템

(5,400 ), 홍수통제시스템, 재해상황분석판단시

스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재난 문자방송(CBS),

지진재해 응시스템, 지진해일경보시스템등첨단

IT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 다.

돌발홍수 비 현장재난관리관(이장 등 1,918명)

을 확보하여 쌍방향 정보교류를 위한 Hot-Line

구축을통해집중호우및침수위험지역Warning,

주민 피등조치를하고,  3시간전위험도분석,

하천범람 예측 등 실시간정보제공및현장상황을

파악하고있다.

국민재난안전의식제고를위한재난안전교육∙

응훈련 등을 폭 강화하고 재난체험센터를 확

충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한다. 재난방송, 재난문자방송(CBS), DMB, 전광

판 등을 통해실시간재난정보를국민에게 제공하

고, 내집앞 눈치우기의무화, 풍수해보험가입확

유도및보험 상물 확 하여재난안전자기책

임실현을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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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교육 : 30회(‘09년 8회, ‘10년 15회, ‘11년 7회) 

지역재난체험센터 : 서울 2, 구 1, 임실 1(공사중), 천안 1(예정)

‘11년재난안전한국훈련국민참여 31,889명(평가단 1,486, 참관단 30,403)

풍수해보험가입 : ‘10년 31만건→‘11년 40만건, 보험 상물에소상공인의상가∙공장포함

4. 국가 방재 개선 책

4.1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

‘10.9.21 호우시 1시간최 강우량(98.5㎜, 양천

구)이 30년 빈도(91.3㎜)를 초과하여 기존 수방시

설물의 배수능력이 부족하 다. 불투수면적 증가

로빗물이배수시설로집중되면서, 지역별홍수부

하량이 가중되었다.(서울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

율 : ‘62년 7.8% →’06년47.5%)

배수시설 설계시과거 30년간기상관측기록을

토 로 확률분석, 적용하여 미래기후변화양상이



미반 되어있어, 기후변화에따른설계기준초과

강우시재해 처능력이부족하다.

사례) ①’10.9.21 수도권 호우시 침수 29,891세

, 이재민29,878세 64,517명발생

②’05.8.2�3 진안군 내오천(지방) 200년

빈도이상의호우로270억원피해발생

하천기본계획 등 부분 시설관련 계획은 10년

주기로수립하고, 5년마다갱신하는데,  기상이변

에따라빈발하는기상극값등을시설물에즉시반

할수없는제도적한계가생긴다. 배수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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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해기간의 강우지속시간별 최 강우량 �

재난종류 1990년 (평균) 2000년 (평균) 비고

태풍(최소극값) 951hPa 944hPa 태풍 형화

집중호우(최 시우량) 94.6㎜/hr 97.4㎜/hr ↑2.8㎜/hr

집중호우(최 일강우량) 355.8㎜ 415.2㎜ ↑59.4㎜

〈 우리나라 기후변화 양상 〉

시설구분
설계빈도(기준적용년도/빈도별확률강우량) 

비고(출처)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지선
‘80년이후

하수관거 (65mm/hr) 한국

(환경부)
간선

‘80년이후 상하수도협회

(75mm/hr)

배수펌프장 ‘98년이후 ‘05년이후
(환경부)

환경부 (65~75mm/hr) (87.9mm/hr)

집수정∙측구등 ‘00년이후 ‘05년이후
도로설계기준

(국토해양부) (65mm/hr) (75mm/hr)

소하천 ‘99년이후
소하천시설기준

(소방방재청) (91.3mm/hr)

< 서울시 수방시설물별 설계빈도 및 빈도에 따른 확률강우량 >

* 시설물별로상기빈도를원칙으로하며, 주변환경및개발상태등을고려하여설계빈도상향조정가능



계기준이 소관 부처별로 제정∙관리되어 시설물

종류와 설치시기에따라방재성능이상이하고 유

기적인배수시스템운 이어려워지역별 통합방

재성능구현이어렵다.

사례) ① 설계빈도 : 하수도(5�10년), 배수펌프장

(5�20년), 소하천(30년), 우수저류시설(20

�50년)

②수자원설계의기본이되는확률강우량도

는‘00년 개정, 이후의 강우상황을 고려치

못하여과소설계요인으로작용

특히, 구 도심지는 하수관거, 하천 등의 유하시

설과배수펌프시설로배수되고있으나, 설치및관

리주체가달라시설별유기적인통합방재성능검

토가상 적으로미비하다.

이에따른 개선 책은먼저 극한기상현상예측,

방재기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

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환경변화 예측 및

방재기준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추진하

고,(‘09.9~’11.8월, 학교수등전문가그룹수행)

IPCC1)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 로 강우, 강풍,

풍속, 해수면상승등한반도기후변화예측치를도

출한다.(강우예측 증가량 : ‘11�’40(4.2%), ‘41

�’70(6.1%), ‘71�’100(7.1%))

극한기상현상예측치를반 하여, 자연재해기본

하중도(확률강우량도, 확률적설량도, 기본풍속도)

를작성하고, 기후변화적응에있어무분별한지역

적 응 방법을 중앙 책본부에서 일관적이고 타

당한 응방법으로 유도한다. 우리나라의기후변

화 응방재기준가이드라인은정량적 측면( 국)

과 정성적 측면(일본)의 절충형을 제시하는데, 정

성적측면에서는기후변화 향평가절차및방법

론을 제시하고, 정량적 측면에서는지역빈도해석

에의한지역별증가율을제시한다.

둘째, 동일배수구역내각시설물이통합적방재

성능을발휘토록 목표를 설정∙개선한다. 현행 확

률빈도기준을방재성능기준(時우량, 연속강우량)

으로 전환하고, 중앙 책본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별 빈도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방재성능목표

강우량(時우량, 연속강우량) 설정(안)을제시한다. 

또한, 유하시설, 저류시설, 유역 책 등의 구조

적및비구조적 책에의한도시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한다. 미래예측『강우하중도』는소관부처별로

해당방재시설기준에반 하고, 자치단체별방재

성능기준은자치단체장이설정∙공표한다.

4.2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충

①도심지역내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확

도시화로인한불투수면적 증 로우수의침투

능력이저하되고 있으며, 단기유출집중으로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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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방안〉

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책을마련하기위해세계기상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공동으로설립한유엔산하국제협의체임



〈 시간적 방재성능목표 설정방안 〉

구분 현재수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목표달성기간 - 향후 5년 향후 15년 향후 30년

목표강우량
10년 20년(내외) 30년(내외)

100년내외

설정(안) 및기왕최

〈기후변화 응 도시방재 패러다임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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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가중되고 있다. 서울지역의불투수면적율

이증가(‘62년9.0% →’06년47.0%)하는등도시

화가 될수록 불투수층의 증발, 유출, 침투율 변화

가심화된다.

반면, 서울, 인천 등수도권지역에국지성집중

호우(9.21일 최 시우량 서울 강서 98㎜/hr(40년

빈도), 연속강우량 서울 강서 233㎜/3hr(500년빈

도))로 인해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도심지 저지

규모침수피해가발생하 다.(* 서울시하수관거

설치 : 간선 10년빈도(75㎜), 지선5년빈도(65㎜))

현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배수시설

확장이필요하나, 지하매설물(상수도, 통신, 가스)

등으로 확장이곤란하다. 하수도관의통수단면 부

족 및 구배 불량으로 내수배제가 취약한데, 이는

하수도관처리용량이최 시우량기준으로 10년빈

도 이하이기 때문이다.(본선 하수암거, 간선 하수

도관 10년빈도(시간당 75㎜), 지선하수도관 5년빈

도(시간당65㎜))

또한, 구도심지는주택, 상가등건물 집지역이

면서 지하매설물이 얽혀서 하수도관 확충이 곤란

하며, 특히, 광명 1�5동의경우다세 주택 집

지역으로하수관로 추가설치가곤란하다. 따라서

도심지 저지 침수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

치사업을 ’09년부터 현재까지 9개 시∙도, 30개

소 설치완료(‘10년 현재)하 으나, 보도∙공원∙

아파트단지∙주차장등에침투시설설치는미미하

다. 지형학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구 도심권역의

첨두유출량 저감차원에서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

치가절 적으로필요하다할수있다.

②우수유출저감시설2) 확충

하수관거용량확 시기존에구축되어있는기

반시설(상수관, 가스관, 통신관등) 이설등에따른

천문학적인예산소요와장기간주민불편이예상됨

으로 침수지역 주위에 우수저류시설을 확 하여

설치한다. 규모 침수피해및우려지역에 하여

『중∙ 규모 우수저류시설』설치를 추진하는데, 제

주시경우, ’07.9월태풍(일최 563㎜)으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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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함은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
류시키는시설을말한다(자연재해 책법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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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침수되었으나, ’09년우수저류시설을설치(8

개소/122만톤)하여 금년 7~8월 일(日) 최 강우

량 735㎜가내렸음에도 침수피해가없는등 실제

로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도쿄 외곽방

수로(67만톤), 도쿄도 간다가와 지하저류지(54만

톤) 등 규모저류시설을설치하여침수피해가발

생하지않고있음)

또한, 우수침투시설물보도나이면도로, 공원등

에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등

침투시설 설치로 배수관부하량를 저감할수있도

록침투시설을확 설치할계획이다.

③개발사업 등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상확

자연재해 책법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상자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

리하는 자로 규정(제19조)하고 있으나, 시행령(제

1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

사업 등 시행 시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 상사

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를강제할수있는규정이없다.

이를보완하기위해, 자연재해 책법시행령 제

16조에서개발사업에따른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상자를‘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우수유출저

감시설 설치 의무 상자를 확 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시인접지역에미치는 향등을 고려하

여 침수피해 예방 책을 수립∙추진토록 제도를

강화한다. 일정규모이상의모든 개발사업에 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설치토록 상을확 할계획

이다.

④공공용지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토록 관련규

정마련

토지이용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할 때 공원,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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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공법 적용시 우수유출저감효과, 출처)일본 (사)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구 분 양천 강서 부평 계양 부천 광명

침수세 2,343 2,365 1,557 679 2,530 1,471

〈 침수 주택현황 〉



률」시행규칙제13조별표6에의거, 소공원이나어

린이공원내 저류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 서울시

는도심지소공원및어린공원에는저류시설을“방

수설비”로지정한후해당부서(공원과)와협의∙설

치하고 있다.(* 강서구화곡동월정, 등포 림1

동 림어린이공원, 종로구삼청근린공원등)

또한, 도심지역내우수저류시설 설치조건이양

호한학교운동장의경우학교측의유지관리, 안전

등의이유로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그 결과도시

지역 지표면이 불투수층으로 변모하여 호우시 빗

물유출이급격히증가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소

관법령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3조별표6의개정을추진한다.

저류시설 설치시학생, 지역주민 등이수해방지

의직접적인수혜를받기위해학교운동장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자연재해 책

법」에 근거마련과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구축

한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등전반도시

계획수립시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반 하고,

도시공원, 종합운동장, 공공청사등전반적인도시

계획 수립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반 한

다.(* ’11.5월 착공예정인 아산탕정 신도시 건설

(170만㎥, LH공사) 기본설계에반 )

4.3 소하천정비 및 관리강화

①재해예방 측면의 투자확 및 소하천시설기준

강화

국가∙지방하천의경우지속적인정비사업추진

등 투자효과로 최근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경감

되고 있는추세이나상 적으로정비율이낮은소

하천에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하천정비사업 전체 투입예산 10조 4,793억원 중

소하천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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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조성 미조성

공원별
공원수

면적 점유비 공원수 면적 점유비
공원수

면적
(㎡ ) (%) (㎡ ) (%) (㎡ )

어린이 1,284 2,102,468 1.25 1,065 1,555,826 74 219 546,642

소 공 원 203 251,778 0.15 3 1,897 0.75 200 249,881

< 서울시 관내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현황(2010년 상반기 현재) >

[별표 6] 저류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

1. (생략)

2.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

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도시공원으로서의기능

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가 가능

한곳에입지하도록한다. 이경우다음각목의장소

에는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가. 소공원및어린이공원

[별표 6] 저류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
1. (생략)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삭제)

현 행 개 정 안

< 신∙구조문 비표 >



하며, 기후변화에 비한 소하천정비사업 투자가

저조한실정이다.

최근 10년간(’00~’09) 하천 피해 총 40,657억

원중소하천 15,833억원(38.9%), 최근 5년간소하

천 피해 3,594억원으로 전체피해액 비 47%로

증가하는추세이다.

이와 같이소하천에서피해가많이발생하는이

유는 단시간내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지성집중호우가빈발하고 있으나, 하천내퇴적

토등이 쌓여 배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산지의

토석류및잡목등이미정비소하천에유입되면서

범람및제방유실등의피해가가중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소하천정

비종합계획상 부분이 설계빈도 30년을 적용∙

수립함에따라현재집중호우등강우패턴변화에

맞지 않다. 9.21 호우시 서울지역 하수도 설계기

준(75㎜/hr) 초과한강우(98.5㎜/hr) 발생하는등

현 강우사상을 고려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가 필

요하다.

*① 2010년 여름철(6�9월) 전국 평균강수량은

970㎜로평년(849㎜) 비 114%

②시간당 강우량 관측이후 최고치 갱신 : 정읍

83.5㎜(‘10.7.1), 서산 99.5㎜(‘10.7.23), 보령

98㎜(‘10.7.23), 군산 81㎜(‘10.7.23), 이천 98

㎜(‘10.9.21) 등 11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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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연장
정비 상 기정비

정비율
미정비

미정비율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국가하천 2,978 3,127 2,975 95.1% 152 4.9%

지방하천 26,830 26,569 20,984 79.0% 5,585 21.0%

소하천 35,815 35,815 14,355 40.0% 21,046 60.0%

구분 연평균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4,066 40,657 2,324 1,672 17,670 9,232 2,076 1,539 4,549 513 144 938

하천
2,482 24,824 1,654 792 11,755 5,671 863 906 2,358 265 53 507

(국가, 지방)

소하천 1,583 15,833 670 880 5,915 3,561 1,213 633 2,191 248 91 431
(비율 %) (38.9) (38.9) (28.8) (52.6) (33.4) (38.5) (58.4) (41.1) (48.2) (48.3) (63.2) (46)

【하천 유형별 정비현황 비교표】 (‘10.8월 기준)             (단위 : ㎞ )

【최근 10년 하천∙소하천 피해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평균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7,759 77,594 6,241 3,210 27,087 16,521 3,823 3,428 11,500 1,799 391 3,594

하천
5,317 53,168 4,886 1,885 20,444 11,203 1,775 2,114 7,097 1,162 189 2,413

(국가, 지방)

소하천 2,443 24,426 1,355 1,325 6,643 5,318 2,048 1,314 4,403 637 202 1,181

(비율 %) (31.4) (31.4) (21.7) (41.2) (24.5) (32.1) (53.5) (38.3) (38.2) (35.4) (51.6) (32.8)

【최근 10년 하천∙소하천 복구현황】 (단위 : 억원)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국토해양부 발행“한국하천일람”수록 자료임(‘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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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재수립근거부재로기후

변화및주변환경변화에따른소하천관리가미흡

하고, 기후 및 강우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수

립∙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 또한소하천 횡단구조물에의한병목현

상으로피해가가중되고, 소하천을횡단하는암거,

소교량, 세월교등이개수∙정비되지않고방치되

고 있어 집중호우시 병목현상이 유발되어 제방붕

괴∙범람으로 주택침수 및 인근 농경지 침수∙유

실등피해요인으로작용한다.

*경기도광주시유사소하천의경우 9.21일 19시경

실촌읍에서 시우량 105㎜, 일강우량 189㎜의 집

중호우 발생, 소하천 횡단 구조물 등에 의한 범

람및제방유실피해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예방차원에서 매년 점

진적으로 재해예방투자를 확 해 나가고 있으나,

재해요인을 감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위험소하천

조기정비를위한예산확충이절실한실정이며, 소

하천정비종합계획도 5년마다 주변환경 및 기후변

화에따른타당성을검토, 필요시 10년마다재수립

하도록체계적인소하천정비법개정을추진한다.

*①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현황 : 196개 시군

구 35,288㎞중 34,728㎞수립(98.4%)

②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소요액 :

34,728㎞× 38백만원/㎞= 1조3,197억원정도

또한, 치수위주로 편성된 소하천시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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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퇴적> <농경지 매몰>

<횡단 구조물> <유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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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방재성능 강화및주변환경과조화된 아

름다운 소하천가꾸기시설지침 마련하는등 소하

천시설기준을전면개정한다. 현재활용되고있는

소하천시설기준은‘99년제정∙운 되고있어현

실성미흡하고, 기후변화등방재환경에맞는시설

기준으로상향및강화할 필요가있어‘11년방재

연구소 연구과제로 선정하여「소하천 시설기준」

등개정을추진중에있다.

② 노후저수지 정비추진

지자체 관리 저수지 14,278개소 중 8,281개소

(58%이상)가축조된지 60년이상경과된 노후시

설물이고, 과거전문기술없이시공한단순 흙 제

방 13,564개소(95%)가 붕괴 우려가 있고, 부분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자연월류식 방수로형 저수

지 12,564개소(88%)로 홍수에 취약하다. 매년 집

중호우등으로국가재정이재투입 되는악순환반

복하는등지방재정열악및관심부족등으로정비

사업추진에소극적이다.

저수지 전체 14,278개 중 노후∙누수 등 위험성

이 높아 정비가 필요한 붕괴위험 저수지 1,033개

소를 추진하는등 노후저수지순차적정비를위한

국고지원이필요하다.

4.4 급경사지 정비 및 기준강화

비탈면경사및배수시설 설계기준이낮아 설계

기준을초과한집중호우로인공비탈면절개지에서

붕괴피해가발생하 다. 9.21 호우로인한급경사

지피해는비탈면 배수시설의설계빈도를 크게 초

과한강우발생이주원인이다. 비탈면배수시설(측

구, 도수로, 소단등)은 10년설계빈도로계획된반

면, 금번 호우는 계획 강우강도(시우량, 연속강우

량)를초과한다.

사례)①’10.9.21 경기광주 남정면지방도 342호

선 도로비탈면(도로연장 50m, 사면높이

15m, 토석류 1,500㎥) 붕괴피해발생

⇒붕적∙퇴적층이 혼합된 토사층 경사가

1:1.5로사면안식각이부족해붕괴

②’10.9.21 경기구리아천1동국도 43호선도로

비탈면(도로연장 30m, 사면높이 10m, 토석류

600㎥) 붕괴피해발생

⇒토사층경사가 1:1.5로사면안식각및산마

루측구배수용량이부족해붕괴

③’09.7.15~16 부산지역 (시우량82㎜, 누적강우

량413㎜)소재자연비탈면(사하구장림2동), 택

지비탈면(연제구연산6동), 도로비탈면(해운

구석 동) 등붕괴피해발생(사망 2명, 주택 1

동, 차량57 , 30명 피등)

⇒급경사지 붕적토 붕괴로 인한 토석류 발생

으로계곡하류지역매몰사고원인제공

또한, 비탈면경사는토질특성, 지역강우특성이

고려되지않고 있어 비탈면안식각 부족으로사면

안정성이취약하다.(비탈면경사는사면높이, 토질

특성에 따라 1:0.5~1.5로 규정, 토사층은 사면높

이 5.0m이하는 1:1.2, 5.0m이상은 1:1.5, 암반층

방재저널_제47호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77

기
획
특
집

구분
9.21 강우량(㎜ ) 기존배수시설방재성능

지 역 1시간(빈도) 지속강우(빈도)
시설구분

설계빈도
배수가능강우량(㎜ )

1시간 지속강우

광주시남정면 105(100년) 5시간 202(100년) 측구, 도수로 10 66 139

구리시아천동 64(10년) 4시간 194(50년) 〃 10 74 127

〈 9.21 수도권 강우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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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풍화상태암질특성을고려 1:0.5~1.0)

* 관계법령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또한, 태풍및집중호우등재해가 형화∙빈발

화로 최근 10년간인명피해 719명중급경사지붕

괴로 187명이 사망(26%)하 다.(‘02년 태풍 루사

77명,‘03년 태풍 매미 37명‘05년 호우 13명,‘06

년호우 21명, ‘09년호우7명등) 도시∙산업화로

급경사지가 증가되면서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사면

붕괴피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있어 보수∙보강 등

정비가필요하다.(* 급경사지전체 13,196개소중

붕괴위험지역(D, E급)1,608개소(12.2%), 인명피

해가높은주택연접붕괴위험지역 482개소(3.7%)

우선정비시급)

이에 한 개선 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비탈면

경사 및 배수시설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즉

지역 강우특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

를반 하여 비탈면경사및배수시설 설계기준의

상향을 검토하여야하며 (비탈면경사 : 토질별 ⇒

토질별+지역강우량, 비탈면 배수시설 : 설계빈도

10년⇒20 ~ 50년)

또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연접 붕괴

위험급경사지국비 투입으로조기정비(붕괴위험

급경사지 1,605개소 13,454억원)를 추진하여야

한다.

4.5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고, 도시화∙산업화등으로자연재해위험지

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98년 787개소,

‘07년 1,170개소, ‘09년 1,180개소, ‘10년 1,210개

소) 또한, 기존 시설물 방재성능 부족으로 피해가

반복 발생한다.(최근 10년간 114개소에서 167회

48,988백만원피해발생)

개선 책으로자연재해위험지구일제재조사결

과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추가지정, 2차 정비계획

(‘11~15년) 수립 체계적 관리하고, 지역별 방재성

능목표에맞도록정비계획을수립한다.( * 재해위

험지구 289개소추가지정예상)

또한, 예방투자확 로피해최소화방안을강구하

는데, 재해 책예비비 집행 잔액을 재해예방사업

에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고,(기획재정부, * 재해

예방사업에 1$ 투자시, 약 3.65$의재해예방효과

발생) 정부예산편성시사업수요와물가상승률등

을 감안하여 일정비율 이상으로 투자규모를 점진

적으로확 하는방안이필요하다.

4.6 기후변화 비 재해예방사업 조기완료

를 위해 예산 증액지원

‘08년 3,981억원(국비2,255억) →‘09년 9,880

억원(국비 5,546억, 2.5배 증)→‘11년 9,898억원

(국비 5,542억)으로‘09년 이후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예산이 정체상태이다. 미정비 된 소하천

20,678㎞를‘11년 예산규모(4,143억원)로 투자시

20년이 소요되므로 4 강 지류하천 두부침식 방

지및상습침수지역근원적해소등을위해 4 강

사업과 연계하여 재해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예산

증액지원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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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탈면 - 비탈면표준경사 : 토사(1:1.2~1.5), 암반(1:0.5~1.0)

설계기준 - 비탈면배수시설 : 측구, 도수로, 소단배수시설등 (설계빈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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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후변화 재난 비 정책 홍보지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비 정책을 국제적으로 선

도적위치에서추진하고 있으나, 홍보미흡 등으로

일부국민 인식부족과 반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기후변화 비정책에 하여국

민들에게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적 공감 형성이필요하다. 해당부처 직접홍

보와 더불어 유관부처 간접홍보병행시홍보효과

가 극 화될 것이다.(예 : 소방방재청장 6.26일

YTN 출연, 5.7일경향신문기고 등을 통해 4 강

사업효과 홍보 및 특강 74회 11,082명, 방송출

연∙인터뷰 58회, 신문기고 14회등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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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위치 기존시설물방재성능 피해원인 필요방재성능

삼정지구
경기 설계빈도 20년 설계빈도 설계빈도 50년

부천시 시우량 85.2㎜/hr 초과강우 시우량 98.8㎜/hr

강원
설계빈도 10년 설계빈도 30년

직곡지구
양구군

시우량 46㎜/hr ″ 시우량 65㎜/hr

일강우량 249㎜ 일강우량 292㎜

충북
설계빈도 10년 설계빈도 100년

하리지구
단양군

시우량 69㎜/hr ″ 시우량 103.8㎜/hr

일강우량 161.6㎜ 일강우량 261.6㎜

전북
설계빈도 10년 설계빈도 30년

어은지구
전주시

시우량 60㎜/hr ″ 시우량 70㎜/hr

일강우량 185㎜ 일강우량 205㎜

전남
설계빈도 50년 설계빈도 80년

평화지구
장흥군

시우량 65㎜/hr ″ 시우량 93.2㎜/hr

일강우량 150㎜ 일강우량 417.3㎜

설계빈도 10년 설계빈도 30년

시우량 55.5㎜/hr 시우량 56.9㎜/hr

금락지구
경북

강우지속기간
80분/64.2㎜

″ 강우지속기간
80분/64.2㎜경산시

/강우량 /강우량

펌프용량 - 펌프용량 600㎥/분

설계빈도 10년 설계빈도 30년

시우량 63.7㎜/hr 시우량 77.3㎜/hr

상평지구
경남

강우지속기간
30분/42.7㎜

″ 강우지속기간
진주시

/강우량 /강우량
2시간/130㎜

펌프용량 - 펌프용량
250㎥/분

<피해발생 사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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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기투자 향후소요

구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개소,km) (억원) (개소,km) (억원) (개소,km) (억원)

합계 20조3,350 6조8,332 13조5,018

재해위험지구 1,523개소 6조 3,103
912개소

3조 2,803 611개소 3조 300
(정비율 : 60%)

소하천정비 35,815km 11조 7,001
15,137km

3조 3,673 20,678km 8조 3,328
(정비율 : 42%)

우수유출저감 146개소 1조 7,108
21개소

1,491 125개소 1조 5,617
(정비율 : 14%)

급경사지 482개소 3,095
51개소

365 431개소 2,730
(정비율 : 10%)

위험저수지 404개소 3,043 - - 404개소 3,043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개소, km>

5. 맺는 말

기후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국지

성집중호우, 100년만의폭설등이상기후발생패

턴이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재해의규모또한

형화∙다양화∙집중화되고있는추세에있다.

이제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

측하고 있다. 따라서기후변화에얼마나 능동적으

로 발 빠르게 처하느냐가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 에 맞도록 각종

방재기준재설정, 시설기준강화등비구조적인

책과근본적인우수유출 저감을위해각종재해위

험시설정비 등재해예방사업에 한투자를지속

적으로확 해나가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정부

예산당국자들이재해예방사업은비용이아닌투자

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아울러국민안전의식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

려야한다. 정부차원에서각종방재 책을 추진하

고있으나정부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 따라

서국민스스로가자신의안전은자신이지킨다는

안전의식을가지고슬기롭게 처하는마음가짐을

갖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