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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원활치 못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 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 

을 조속히 이행하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 

구 지정절차 및 법적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경 기도에서 수행된 정 비사업을 지역， 피해이 력， 연간투자계획， 

재정 기금 퉁의 측면에서 조사·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조사하 

였으며 ， 기금출처 및 지출， 기금사용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기 

금이 재난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완화하여야 하며 ， 적 

립금 상한제를 두어 초과분은 재해예방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액심용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 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 

ABSTRACT The purpose of thi s study is to suggest some effective ways to implement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 sasters which have been delayed due to shortage of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by com

plete the di saster prevention pr이ects as early as possible and thus secure the fi nancial resources fo r the projects continu

ousl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the statutory grounds and designation procedures 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nd thereupon, examined and analyzed the regeneratio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Gyeonggi-do in view 

of contents by zone, history of damages, annual investment plans and fi nancial resources fo r investments. In addi ti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riteria fo r reserve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its uses and investigated the fund sources 

and expenditures and thereby,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reserve and suggested their so lutions. A II in all,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should be invested in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remove the disaster risks earlier and that the uses of the fund should be adequately deregu

lated with a reserve fund ceiling system to secure the fi nancial resources fo r the disaster prevention pr이ects continuously. 

KEYWORDS: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regeneration pr，이ects ，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disaster manage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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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열균형의 재편과정에 따른 지구환경의 변화와 사 

회환경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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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날로 증가하고(조원철， 2005) 있어 국가차원의 적정 

한 준비와 대응관리가 매우 펼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내 

에서도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 

고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란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 등 불가 

항력적인 자연외력에 의한 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위험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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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 

비사업은 침수위험·유실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지역 등 

(서덕석， 2005) 지형적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 

시하여 추진하는재해 예방사업이다. 

경기도 관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1 2개소가 국비를 지 

원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경기도， 2007b) 정부의 국비 

예산지원 규모가 지구별로 배분하다 보니 매년 소규모이 

기 때문에 착공중인 사업장은 예산부족으로 준공기한이 

길어지고 미착공 사업장은 용지보상만 수년째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대부분이 과거에 침수이력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유사한 집중호우시 또다시 수해를 입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지연은 주민들에게 

행정력 불신을가중시키는원인이 되기도한다 

재해예방사업 예산(국회예산처， 2006)의 대폭적인 확충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때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을 활용， 안전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자연재해위험지 

구 정비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해 예방관리는 예산이 수반되 

어야만 가능하다. 재해 예방사엽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 

비사엽에 재난관리기금을투자하면 투자에 비례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줄이고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판단된다 

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2006. 12월말 현재 경기도내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 

거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표 l과 같이 

총 46개소이다(경기도， 2006) 위치별로는 여주군이 29곳 

으로 가장 많고， 유형별로는 유실위험 27곳， 침수위험 18 

곳， 으로 유실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경기도， 2007) 

시군별 위치 지구명 유형별 퉁급별 
사업계획 

사업량 사엽 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46지구 303 ,245 

평택시 지제동 지제 침수위험 나 하천정비 8.0 Ian 18,209 ‘00- ‘ 09 

시흥시 군자동 거모 침수위험 가 
펌프장 l 식， 20,196 ‘03- ‘ 12 

하천정비 2.5 km 

설성면 장능 유실위험 나 하천정비 1.4 Ian 2,100 ‘ 07- 12 
이천시 

신둔변 t-51L 。I그L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2.4 Ian 3,600 ‘ 07- 12 

하성연 봉성 침수위험 가 펌프장 l 식 26,000 ‘03- ’ 10 

김포시 월꽂면 포내 침수위험 나 펌프장 l 식 15,000 ‘ 02- ’ 11 

운양동 천현 침수위험 나 펌쓰장 l 식 3,100 ‘ 09- ’ 11 

광주시 오포읍 고산 침수위험 나 펌프장 l 식 7,144 ‘ 05- ’ 11 

여주융 홍문 침수위험 가 우수관 1. 1 km 1,500 ‘07- ’09 

여주읍 상리 침수위험 가 우수관 1.0 km 800 ‘07-’09 

여주읍 하리 침수위험 가 하천정비 2.0 km 9,500 ‘ 05- ’ 12 

여주읍 신진 침수위험 다 하천정비 0.4 km 2,000 ‘ 07- ’ 12 

금사면 소유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1.0km 2,000 ‘09- ’ 12 

산북면 하풍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2.4 Ian 2,400 ‘ 09- ’ 12 

대신변 천서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4.8 km 5,000 ‘ 08- ’ 12 

대신면 후포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4.0 km 4,000 ‘ 09- ’ 12 

여주군 홍천면 외사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0.6 1an 1.200 ‘ 09- ’ 12 

강천면 -닙「 • n'δ9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1.0 km 2,000 ‘ 10- ’ 12 

여주읍 상리 2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3.1 km 3,000 ‘ 07- ’ 12 

여주읍 하거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1.2 Ian 1,200 ‘ 07- ’ 12 

여주읍 가업 T 。「시2"-이1 허。 다 하천정비 2.0 km 2,000 ‘ 08- ’ 12 

여주읍 매룡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2.0 km 2,000 ‘ 09- ’ 12 

여 -z「f 。r 상거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1.8 km 1,800 ‘ 07- ’ 12 

점동연 덕평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3.2 Ian 3,200 ‘ 10- ’ 12 

점통면 장안 유실위험 다 하천정비 1.7 Ian 1,700 ‘ 10- ’ 12 

한국재산관리표준학희 논운즙/ 제 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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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경기도， 2(07) 

시군별 위치 지구병 

능서연 매화 

금사연 진북 

산북연 송현 

대신연 율촌 

대신연 도롱 

북내면 장암 
여주군 

북내연 장암2 

북내면 오학 

북내면 오학2 

북내면 서원 

북내면 λ。!-.Jí1.

강천변 z;j 二Dl 

고양시 송포동 송포 

적성면 두지 
파주시 

파평면 율콕 

포천시 관인면 지장산 

동두천 안흥동 안 흥 

백학면 두일 

청산면 二:ì:.서。 
연천군 

왕정면 -I「1 τ c:r 

청산면 백의 

RJsk FacIOI'S 

현월깅뒀효) 

• 
쁘쁘쁘쁘쁘댄으얀X 

쓰섣E포냉ion 

Glob에 Sta.ndards 

Mal1 agemCfl l lssut1l 

Arta of Govtmanct 

유형별 동급별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가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유실위험 다 

침수위험 다 

침수위험 나 

침수위험 나 

고립위험 가 

침수위험 나 

침수위험 나 

침수위험 나 

침수위험 나 

침수위험 나 

。ovemmml

StakdlOldm 

그림 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절차(소방방재정 ， 2005a)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선정과 정비사업의 추진은 

그림 l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 

구로 지정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 

정한다.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추진결과는 자문기관을 통해 정비사업 평가 및 재해안전 

도 평가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므로써 정비사업이 완료된다.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 비(백만원) 사업기간 

하천정비 1.4 km 1.400 ‘ 07- ’ 12 

하천정비 0.9 km 900 ‘ 09- ’ 12 

하천정비 0.5 km 500 ‘ 11- ’ 12 

하천정비 0.6 km 640 ‘ 08- ’ 12 

하천정비 1.2 km 1,200 ‘ 11 - ’ 12 

하천정비 1.2 km 1,200 ‘ 09- ’ 12 

하천정비 1.9 kll1 1,900 ‘ 10- ’ 12 

하천정비 3.0 km 3,000 ‘ 07- ’ 12 

하천정비 5.0 km 10,000 ‘ 08- ’ 12 

하천정비 4.8 km 2,280 ‘ 10- ’ 12 

하천정비 6.2 kll1 6,800 ‘ 10- ’ 12 

하천정비 2.6 kll1 2,600 ‘ 10- ’ 12 

펌프장 l 식， 
50.059 ‘00- ’ 11 

하천정비 0 . 7 km 

펌￡장 l 식 10,470 ‘04- ’ 12 

퍼D-효~;;<J- 1 시 「 8,404 ‘05- ’ 12 

호안정비 3.3 km 2,57 1 ‘07- ’ 11 

하천정비 1.0km 12,060 ‘ 04- ’09 

펌￡장 I 식 20, 11 7 ‘ 04- ’ 12 

펌프장 I 식 8,202 ‘ 04- ’ 11 

펌프장 l 식 12,193 ‘ 01 - ’09 

펌프장 l 식 6,100 ‘ 07- ’ 12 

2007년도 지구별 예산현황은 표 2와 같다. 2007년에는 

시흥 거모지구 등 1 2개 지구에 총 1 2，827백만원(국비 7,696, 

지방비 5,13 1 }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완료시 

까지는 86，226백만원(국비 5 1,736, 지방비 34，490}의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헝:후에도 국비 

가 지원되면 1 2개소 완료까지는 7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06년에 수립한 재해위험지구 5개 

년 정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매년 256，000백만원(사업비의 60%)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소방방재청， 2006a) 2007년 재해위 

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소요예산의 50% 수준에 불과하 

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위험지구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예산에 대한 새로운 재원마련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소방방재청， 2006a}. 

표 2와 같이 2007년에도 최근 5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경 

기도에 지원한 국비예산은 비슷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가예산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으면 경기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위험지구 해소 

는 장기간 지연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니Iournaf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f SeCL짜y. Vol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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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구별 예산현황(2007년 ; 경기도， 2OO7a) 

시군명 지구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계 12지구 178,042 

시흥시 거모 
펌요장 1식 

‘ 03-’ 1 2( 1 0년) 20,196 
하천정비 2.5 km 

김포시 봉성 고n게 E-^J 1 ’ λ 「1 ‘ 03-’ 09(7년) 26,000 

김포시 포내 펌프장 1식 ‘ 02-’ 11 ( 10년) 15,000 

연천군 두일 펌프장 l식 ‘ 04- ’ 12(9년) 20, 11 7 

연천군 초성 펌프장 I식 ‘04- ’ 11(8년) 8,202 

파주시 두지 펴0-끄~-^J 1 λ 「1 ‘ 04-’ 12(9년) 10,470 

파주시 율곡 펌프장 l 식 ‘05- ’ 12(8년) 8,404 

고양시 송포 
펌프장 l 식 

‘00- ’ 11 ( 1 2년) 50,059 
하천정비 4.4 km 

동두천시 안흥 하천정비 1.5 km ‘ 04- ’ 09(7년) 10,150 

광주시 고산 펌프장 l 식 ‘05- ’ 11 (7년) 7,144 

여주군 홍문 우수관 1. 1 km ‘ 07-’ 09(3년) 1,500 

여주군 상리 우수관 1.0 km ‘ 07-’ 09(3년) 

2.2 정비사업 추진분석 

경기도내 자연재해위험지구수는 11 개 시·군에 4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 군별로 살펴보면 지구수가 l개소인 시 

군은 펑택， 시흥， 광주， 고양，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이 

고， 2개소인 시·군은 이천， 파주 2개 시·군이며， 3개인 시·군 

은 김포이고， 4개인 시 군은 연천이며 여주는 최다인 1 9개 

소이다 재해위험지구수가 시군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위험지구가 없는 시·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 

다(소방방재청， 2006c). 이는 기관장 및 재해업무 담당자들 

의 재해에 대한 인식， 관심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기도내에 공사가 추진중인 사업장은 김포 용성 

지구， 포내지구 인데， 봉성지구의 경우 2000년 지구지정 

이후 7년이 경과되었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포내지구는 2007년에 착공되어 현재 10%의 공정이다 기 

타 사업지구는 용지보상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추진 

을 위한 예산확보중에 있다. 최근 5개년 동안 재해위험지 

구 정비사업에 투자된 연간 평균금액은 140억원(국비 84 

억원， 지방비 56억원)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1 2개 사업 

장이 준공시까지 투자되어야 할 소요사업비는 862억원이 

므로 이들 12개 사업장이 완료 되려면 7년이 소요되는 것 

으로분석되고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과거에 침수이력이 있었다거나 앞 

으로도침수등재해위험이 높은지역으로서 전국각지방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본격적으 

로 수립되면 정비대상 사업지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소 

방방재청， 2005a)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 

흔}국재난관21표준학회 논문즙l 제 1묘 제j호 

800 

(단우| ’ 백만원) 

기투자 
예산액 

향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78,989 12,827 7,696 1,854 3,277 86,226 

5,302 1,320 792 158 370 13,574 

14,317 3,063 1,838 367 858 8,620 

4,300 378 227 45 106 10,322 

2,834 1,11 8 67 1 223 224 16,165 

1,982 707 424 141 142 5,513 

2,224 968 581 116 271 7,278 

917 469 281 56 132 7,018 

39,863 970 582 78 310 9,226 

7,150 3,000 1,800 540 660 

100 333 200 40 93 6,711 

25 1 150 45 56 1,249 

250 150 45 55 550 

구의 이론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중요하 

므로(소방방재청， 2005b)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규정에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재해위험지구의 위치와 

규모가정해져야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2006년에 수립하고 재해 

예방사업비의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 등 관 

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대규모 추가재원 확 

보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는 전체 방 

재예산의 33.3%에 불과하나(소방방재청， 2007b)，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 

지하고 복구예산의 감소， 방재사업 투자비용 절감 등의 효 

과가 있으므로(FEMA， 2006)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균특회계 예산편성상 대규 

모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관계부처와 협의， 점진적 

으로 증액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 

업의 시급성 등으로 선투자할 경우，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보존하여 지방의 재해예방사업 투자 촉진 유도를 위한 제 

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일환으로 2006년도 8 

월 국무조정실 주재 수해방지대책 회의시 경기도에서 건 

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보고도 있다(소방방재청， 2007a).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 

호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타 사업보다 우선 시행이 요구 

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αt1MC， 2005)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용도 완화와 적 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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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한제를 두어 잉여 기금의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 투 

자화가 필요하다. 또한， BTL방식 도입 등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소방방재청， 2007b)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관리현황 

표 3에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나타내고 있 

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 

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의 평균년액의 1 / 1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 

으며 매년 적립하는 법정정립액 총액의 30/1 00 이상을 금 

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시작된 1997년 이 

후 2007년 6월 현재 2，044억원을 확보하고 1 ， 135억원을 사 

용하였으며 법정의무적립액을 예치하고도 실제 사용가능 

액은 466억원에 달한다(표 4참조). 

당초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이 

동우외， 2007)에 대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 

등의 신속한 보수 정비는 물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긴 

급을 요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주 

된 목적이었으나 최근 “루사’'(2002년)， “매미 "(2003년)등 

의 태풍에 의한 피해 발생(국립방재연구소， 2002) 이외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기금 적립이 과다하게 누적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DFID，2005)을 이유로 법정적립률에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현행 제도와 같이 제 

한하여 놓고 적립만 한다면 기금의 과다누적에 따른 효용 

성의 문제로 결국엔 기금의 축소 적립으로 제도가 개선되 

는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므로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할 수 있 

도록 하고(FEMA， 1998)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시용금 

지 및 개축이 필요한 민간인 소유 건물(D， E급)등의 경우， 

응급조치에 한계가 있어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바 시장군 

수가 판단하여 응급복구 칠거 등 펼요한 조치도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의 당초 적립 목적을 수행할 수 있 

는 방안은 최근 2-3년간의 기금만 적립하거나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규모와 재정수입을 고려(인구， 주거대비 등) 하 

여 일정목표액까지만 적립하는 방식， 즉 기금적립 상한제 

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럴 경우 경기도는 최근 

적립금 규모를 감안하면 매년 400여 억원의 투자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의 적립규모가 10-20억원 미만 정도의 소규모인 경우 적 

표 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현황(경기도， 2007) 

연도 
법정액 확보액 

(목표액) (A) 

합계 280,128 204,398 

2007년 40,606 10,000 

2006년 41 ,181 13 ,906 

2005년 38,130 20,170 

2004년 32,285 32,396 

2003년 24,867 24,867 

2002년 20,449 20 ,449 

200 1 년 19,366 19,366 

2000년 18,8 15 18,8 15 

1 999년 19,124 19,124 

1 998년 13,6 10 13,6 10 

1 997년 11 ,695 11 ,695 

※ 실제사용가능액 분석 

- 의무적립액 · 법정액 x 30% 

280,128 x 30/1 00 = 84 ，038백만원 
- 법정사용가능액 ’ (확보액 + 이자수입액) - 의무적립액 

(204,398 + 37,525) - 84,038 = 157,885 

- 실제사용가능액.법정사용가능액 -사용액 

157,884 - 113,474 = 44，4 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이자수입액 사용액 잔액(보유액) 
(B) (C) (A+B)-C 

37,525 113,474 128,449 

1,553 12,506 30 

7,592 19,400 1,115 

4,641 18,647 6,164 

3,123 5,996 29,523 

7,045 3,202 28,710 

826 3,203 18,072 

7,779 24,321 2,824 

2,656 8,0 12 13 ,459 

1,2 13 7,403 12,934 

1,097 10,784 3,923 

11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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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현황(경기도， 2007) 

법령기준 

도및 
법정액 의무적립액 

확보액 

시군 
(A) (B=A*30%) 계 원금 이자 

(C=D+E) (D) (E) 

계 471 ,098 141 ,342 459,914 396,962 62,952 

본청 280 ,128 84,039 24 1,923 204,398 37,525 

소계 190 ,970 57,303 2 17,991 192 ,564 25 ,42 7 

수원시 17,145 5,144 17,4 14 14,690 2,724 

성남시 19,985 5,996 24,584 20 ,085 4,499 

고양시 14,026 4,208 13, 123 11 ,958 1,165 

부천시 13 ,236 3,97 1 12,07 1 10,17 1 1,900 

안양시 10,005 3,002 11,697 10,005 1,692 

안산시 10,503 3,151 12,4 10 10,503 1,907 

용인시 15.078 4,524 20,813 18,869 1.944 

의정부 4,546 1,364 4,974 4,546 428 

」nF。。t즈1느 5,580 1,674 6,074 5,580 494 

평택시 7,587 2,277 9,035 8,433 602 

광명시 4,900 1,470 5,440 4,900 540 

시흥시 6,907 2,073 7,493 7, 129 364 

군포시 4,610 1,383 5,470 4,610 860 

화성시 6,647 1,995 6,125 5,54 1 584 

파주시 4,133 1,240 8,203 7,833 370 

이천시 4,758 1.428 5,454 4,764 690 

구리시 2,97 1 892 3,511 2,998 513 

김포시 3,018 906 3,092 3,018 74 

포천시 3,263 979 3,5 18 3,263 255 

과。zr.시 1 4,179 1,254 4,613 4, 179 434 

안성시 3,173 952 3,717 3, 173 544 

하남시 2,715 8 15 2,909 2,49 1 418 

의왕시 1,964 590 2,329 2,24 1 88 

。b1'zr.시 1 2,599 780 3,159 2,599 560 

오산시 2,062 6 19 2.363 2,062 301 

여주군 2,722 8 17 3, 103 2,722 38 1 

양평군 1,527 459 3,713 3,410 303 

동두천 1,300 390 4,387 4,200 187 

파천시 7,433 2,230 2,575 2,230 345 

가평군 1,3 15 395 1,458 1,3 15 143 

연천군 1,083 325 3, 164 3,046 118 

립요율을 확대하거나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여 기금을 적 

립하고 재해예방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안 등 적 

극적인 검토가필요하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운용방식을 최 

근 2-3년 동안의 법정적립액만 확보하거나 적립상한제를 

두어 그 이전 적립액은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지속적 

인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해구호기금 운용방식과 

는 다르다.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EJ국재y관2/.표준학회 논문증/ 제 1권 제7호 

(단위 · 백만원) 

2007년도 6월 말 까지 

확보율 
법정사용 

사용액 잔액 
사용 

(%) 가능액 
(G) (H=C-G) 가능액 비고 

(F=C-B) (I=F-G) 

84 166,128 178 ,003 134,002 46 ,623 

73 157,884 11 3,474 128 ,449 44,410 

101 8,244 64 ,529 5,553 2,2 13 

86 12.270 2,84 1 14,573 9,429 

101 18,588 1,985 22,599 16,603 

85 8,9 15 5,933 7,190 2,982 

77 8, 100 298 11 ,773 7,802 

100 8,695 3,680 8,0 17 5,0 15 

100 9,259 1,566 10,844 7,693 

125 16.289 11 ,155 9,658 5,134 

100 3,6 10 1,173 3,80 1 2,437 

100 4,400 1,502 4,572 2,898 

111 6,758 3,253 5,782 3,505 

100 3,970 1,042 4,398 2,928 

103 5,420 4,65 1 2,842 769 

100 4,087 839 4,63 1 3,248 

83 4,130 1,93 1 4,194 2,199 

190 6,963 5,349 2,854 1,6 14 

100 4,026 1,568 3,886 2,458 

101 2,619 27 3,484 2,592 

100 2,186 198 2,894 1,988 

100 2,539 1,665 1,853 874 

100 3,359 1,603 3,0 10 1,756 

100 2,765 1,022 2,695 1,743 

92 2,094 224 2,685 1,870 

114 1,739 290 2,039 1,449 

100 2.379 482 2,677 1,897 

100 1,744 155 2,208 1,589 

100 2,286 1,028 2,075 1,258 

223 3 ,254 3,038 675 216 

323 3,997 3,201 1,186 796 

30 345 2,575 345 

100 1,063 771 687 292 

281 2,839 2,059 1,105 780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5/1 00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적립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3년평균 보통세액의 

30/ 1000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고지원 부족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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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연되고 있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별로 투자된 재원과 부족재원을 

조사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을 분석， 가용재원으로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 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 

산보호를 위하여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국고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펼요하다. 특히 소방방재청 

을 중심으로 종래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재해대책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예방중심의 사업예산과 

근거는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포함하여 지구지정의 이론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랍확정하여 전체 투자규모를 결 

정하여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 

여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른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자연재 

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선투자할 경우 국가는 국비지원액 

을보존하여야한다. 

넷째，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 

난위험시설 해소사업 등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난관리기 

금의 사용용도를 완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기금 적립시 상한제를 두어 법정적립 

액 초과분은 재해예방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배수펌프장 운영과 연계하는 BTL 사업 

방식 도입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하는 방안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 범위를 확대 

하는 연구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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