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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점차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완전

한 해방을 기대함과 동시에 생활 터전의 일부로써 친수공간에서 생태적 교류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 정책의 포커스도 기존의 단순한 수해방지를 탈피한 재해예방과 함께 자연의 환경적·생태적

관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하천이 재해예방

과 함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정비·관리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유역종합치수계

획에 의한 치수정책, 국가주도의 하천관리, 돌발홍수 대처능력 강화,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비의 확대 등의 추진이 환경적으

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다.

핵심용어 녹색성장, 친수공간, 유역종합치수계획, 돌발홍수, 자연형하천

ABSTRACT Along with green growth era in the 21st century and with the increas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bili-

zation, people expect absolute freedom from the drought and flood and long for ecological exchange in the waterfront as

a part of the living base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match the changes in social demand, the focus on the river manage-

ment policy urgently requires a comprehensive river management that considers the natur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pects as well as a new disaster prevention approach that grows out of existing simple flood prevention. Therefore, this

thesis provides feasible solutions by suggesting the following findings to maintain and manage rivers to be harmoniz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aspect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iver management pol-

icy and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to control the river management lea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pro-

mote close-to-nature river management approach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YWORDS green growth, waterfront,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plan, flash flood, close-to-nature river

1. 서 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의 2/3가 집중되고 있으며,

짧은 하천의 유로연장과 급한 하상경사 등의 지형적 특성

으로 홍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을 갖고 있다. 여

기에 더해,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집중

호우와 함께 돌발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 주변의 도

시화로 홍수 피해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재현, 2009).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수해방지를 탈피한 재해예방과 함

께 자연의 환경적·생태적 관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관

리가 절실히 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반

영하여 하천이 재해예방과 함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자연형 하천정비의 선행연구로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

에 이르러 당시 건교부를 중심으로 도시 하천 복원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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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구가 수행되었고, 1996년부터는 환경부 G-7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생태학, 조경학, 토목학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난 6년간(1996-2001)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천생태계 복원 실행을 위한 지

침서(하천복원가이드라인-시안과 하천식물자료집)가 작성

되었다.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환경부,

2002-2004)관련 수많은 공법들이 개발되어 하천생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연형 하천공법이 선보이게 되었으며,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는 2006-2011년 8월까지「하

천복원 통합매뉴얼」1)이 발간되었다(안홍규, 2011).

국외 연구와 기술 동향으로 독일은 1970년대부터 근자

연형 하천공법이 시작되어 기존의 저수로를 과감이 제거

하고 하천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변동을 허용하여 움

직일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였다.

영국은 1989년 이후 자연형 하천계획 등을 수행하여 왔

으며 최근에는 RHS(River Habitat Survey)기법 개발 프로

그램을 통한 자연생태계조사 방법을 수치화하여 전국 하

천조사에 사용하고 있다(DEFRA /EA/ SNIFFER, 2005). 네

덜란드에서는 2000년대부터 ‘Room for the River’라는 개

념을 도입하여 하천의 치수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추진하고 있다(Netherlands Ministry

of Transport, 2000). 미국은 1960년대 홍수터를 이용한 홍

수피해 저감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1998

년말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변복원-원리, 과정,

실무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고, 위싱턴주는 하천공간에서의

서식처 복원을 위한 Stream Habitat Restoration Guidelines

(2004)을 제시하였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2년

부터 하천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하천으로 확대 적용

하여 하천 생태계 보전개념의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하천과 가까운 실험시설인 자연공생연구

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하천과 호수의 자연환경 보전·복

원을 위한 기초적·응용적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하는 한편, 친환경 하천분야의 세계시장 선점을 주도

하고 있다(안홍규, 2011).

국내외 선행 연구와 기술의 개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천정비와 관리의 패러다임이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유량의 증가,

가뭄, 생태환경의 변화, 하천의 건천화, 수량과 수질 확보

등 하천환경의 큰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재해예

방과 함께 자연형이 가능한 하천정비와 관리 방안이 시급

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하천에 관한 이론과 실태를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즉, 하천에 관한 정의, 하천구역과 하천시설, 하천연장과

개수율(정비율)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하천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하천의 특성을 통한 재해 취약

성의 정도, 복구사업, 시설물의 안전도 등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재해에 강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미

래지향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이를 위해 유

역종합적인 하천관리, 하천 정비율 제고, 하천설계 및 시

공방식 개선, 자연형 하천 정비와 관리 등의 필요성과 확

대방안 등을 지적하였다. 

연구의 모형과 절차로는 그림 1과 같이 하천이론과 하

천현황 및 관리 실태를 살펴본 후 하천정비 전개양상을 통

한 하천정비의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점 진단과 함께 효율

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하천의 개황

우리나라에서 하천의 이름을 붙이는데 있어 ‘~강’ 또는

‘~천’ 이라는 어미를 붙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하천 또는 본류는 ‘~강’ 이라는 부르고, 그 보다 규모가 작

그림 1. 연구의 모형과 절차

1)국토교통부 국가 R&D 연구과제인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 기술 개발사업의 최종 연구 성과물, 국내외 하천복원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서, 보고서 등

10여개 국가, 40여종의 관련 문헌을 국내에 실정에 맞게 보완, 가공, 개선하여 집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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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지류인 하천을 ‘~천’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중국

에서 하천 이름에 ‘하(河)’와 ‘강(江)’을 어미로 붙이는 것

이나 일본에서 모든 하천을 ‘~천(川, 가와)’라고 부르는 것

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한국공학한림원, 2009). 한편 하천

법상「"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

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

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2)과 하천시설3)을 포함한다.」라

고 정의하고 있다(하천법 제2조). 하천은 크게「하천법」

상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정되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국가하천은「국토보전상 또

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정의되고,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

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그리고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은 하천으로

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 이를 지정·고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천대장

을 작성하며, 소하천의 관리청이 되어 이의 정비와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표 1 참조).

2.2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

우리나라 하천 중 유역면적과 연평균 유출량을 기준으

로 보면 한강이 가장 규모가 크지만, 유로연장을 기준으로

하면 낙동강의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주요하천 중 유역내 단위면적당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섬진강이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하천은 해당지역

의 기후적 영향과 지형적 영향을 받아 그 특징이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하천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하천의 경사가 급한 곳이 많다. 국내 대부분의 하천

들은 그림 2와 같이 타 대륙의 하천에 비해 유역면적이 작

고, 유로연장이 짧으며, 산지가 많기 때문에 상류지역의

경사가 급한 곳이 많다. 둘째, 홍수는 급하게 발생하며, 첨

두홍수량이 매우 크다. 국내 하천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홍

수유출은 지형조건과 집중호우 등으로 수문곡선들이 매우

날카로우며, 첨두홍수량도 다른 나라의 비슷한 규모의 하

천보다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유량변화가 크다.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로 표시되는 하천계수(coefficient of the regime)는 자연

하천 상태에 국내 5대강의 평균치가 300이상으로 연중 강

수량의 변동이 심한 기상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하천상류

의 다목적댐에 의한 유량조절로 200이하로 크게 낮아졌으

나, 그림 4처럼 일본을 제외한 외국의 하천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치수나 이수 등을 고려할 때 하천관리의 여건이 유럽이나

다른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나타내며, 그만큼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길성, 2009).

표 1. 하천등급별 관리체계

하천등급 하천관리청 하천지정권자 유지·보수 비 고

 국가하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하천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소하천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자료출처: 국가 및 지방하천은하천법, 소하천은소하천정비법

2)하천법에 따라 제방, 댐하구둑·홍수조절지 등으로 결정된 토지구역
3)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호안·수제 등 물길안정 시설, 배수장,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선

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그림 2. 하천의 경사

그림 3. 홍수 시 수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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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3.1 하천관리의 실태

하천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물을 공급하

는 이수기능,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치수기능,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체의 생활터전인

환경기능, 그리고 산책 및 여가선용 등 문화적 공간으로써

친수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2011년말 현재 하천현

황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총 연장은 약 6만5천로 국가

하천 4.6%, 지방하천 41.3%, 소하천이 54.1%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

전 및 기능 위주의 국토개발로 인해 하천에 흐르는 수량이

감소하고 오염이 심화되며 하천유역이 황폐화됨으로써 하

천환경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하천정비 사업은 홍수의 위험에 대비한 치수적 측면

과 수자원 확보라는 이수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졌

기 때문에 생태적 공간으로서의 하천은 인식하지 못하였

다. 즉, 구불구불한 하도는 홍수소통의 목적으로 직강화

되었고,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제방의 건설이 이루어졌

다. 또한, 둔치에는 주차장 시설이 건설되었으며, 개발용지

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하천이 복개되어 하·폐수의 배수

로가 되었다(김진형, 2009). 최근 자연형하천 정비에서는

자연스러운 하천공간의 조성 외에 유지유량 및 수질개선

계획, 친수공간조성, 경관정비계획, 생태계 보전 복원계획

등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보전이나 복원보다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일부로 친수하천 계획이 주로 포함되

고 있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명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공유되었으나 자연스러운 하천을 위

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정의

와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김진홍, 2004).

3.2 하천정비 사업의 전개양상과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하천정비 사업은 환경변화에 능동

그림 4. 한국의 5대강과 외국 주요강의 하천계수

그림 5. 우리나라 하천현황(출처: 소방방재청, 2011)

표 2. 하천정비 사업의 전개양상 및 하천정비사업 내용요약(문제점 포함)

정비사업 기 간 사업내용 및 요약

치수형 하천

정비 사업
1995~1999

-하천기능을 단순히 치수기능확보를 위한 하천구조 변화에 중점

-치수위주의 획일적 제방 쌓기로 자연하천 고유기능 상실

-토지이용극대화, 하천직강화호 하류지역 홍수유발효과 증대

-옹벽 등비탈면의 수직화호 생태계 교란 파괴 및 접근성 상실

-주변 경관과 부조화된 정비로 자연훼손 사례 빈발

경관형 하천

정비사업
2000~2004

- 소하천 기능을 치수기능 및 자연 친화형으로 확대

-시업구간내 여울과 웅덩이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방안 강구

-톤크리트와 친환경적 재료인 나무, 돌, 흙 등 자연재료 사용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서 친수기능은 뛰어나지만 생태 서식처 기능이 미미하나 경관형 소하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2005~2010

-하천기능을 치수기능 확보, 재연재료 사용, 하천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하천정비로 확대 

-사행도가 자연생태의 하천과 비교해 직강화가 강하며, 생태계 서식처 제공 뿐인 부분적인 발전

-하천 상중하류의 하천환경을 고리한 생태특성 반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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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매 5년

마다 사업형태를 치수형 하전정비, 경관형 하천정비, 그

리고 자연형 하천으로 변경·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까지의 하천 정비사업이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하

였다. 그리고 하천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설계기준

을 적용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

다. 예를 들면 농촌 및 산지구간 하천에 대해서는 정비사

업을 할 때 하천변 농경지를 매입, 하천을 확장하여 치수

능력을 극대화하고 하천내 구조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

여 하천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하천정비사업 전개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자세히 살

펴보면 1) 하도정비, 골재채취, 고수부지 조성 등으로 환경

훼손, 2) 정비사업 전 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 미흡, 3) 공

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생태계에 악영향, 4) 하전 상·

중·하류가 일관성 없이 정비됨으로써 하천 고유의 생태 특

성 반영 미흡, 5) 낙차공, 수중보 등의 설치로 인한 수생태

계 단절, 6) 하천의 직선화, 하상의 평면화 등으로 인한 수

서 생물 서식처의 단순화 및 호안 세굴현상의 발생, 7) 하

천의 유출해석에 이용되는 수위 및 유량측정의 자료 부족,

8) 수질오염원에 대한 오염 부하량 저감방안 수립 미흡, 9)

하천정비사업 선정 기준미비, 그리고 10) 유역 혹은 수계

단위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이 아닌 상류부 예방 중심의 사

업 수행으로 상류 유역의 재해는 감소되었으나 하류하천

에 대한 하천 홍수분담 능력 저하 등(정태성, 2011)을 지적

할 수 있는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3.2.1 제방위주와 치수중심의 비계획적인 하천정비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하천정비는 하천 직강화와 콘크리트

호안 설치, 둔치의 획일적 개발로 하천환경이 열악한 상황

이며, 대부분의 하천 제방이 홍수방어용의 단일목적으로

건설·관리되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주민의 하천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존의 하천 정비는 홍수 소

통을 위한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로서 하천 직강화와 하상

경사의 일정화 및 하천 단면의 단일화를 발생시켰으며, 따

라서 상대적으로 하천환경 악화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되었다. 저수호안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블럭, 석축

및 옹벽 사용에 치우침으로써 어류와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많은 부정적인 면이 발생되

었다. 그리고 하천정비가 큰 틀에서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구역 중심의 제방 축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3.2.2 하천 정비 저조 및 관리 소홀

우리나라의 치수사업비는 1980년대 이후 GNP 대비 0.07%

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웃 일본의 경우 치수에 대한 투자는

0.45%로써 우리나라의 7배 이상이다. 한편, 치수사업비가

복구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소규모 예방투자로 인해 상

대적으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의 4배 수준이며 최근 홍수피해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치수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음을 볼

때 사전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

게 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7).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하

천 유지관리비의 적정 수준은 7,500만원/km인데 2,000만

원/km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의 재원인 하천수익금은 주로 폐천부지 매각

과 골재채취 비용으로 충당하나 이에 대한 제한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하천감시 업무는 84%가 청원경찰이

고 일인당 관리연장이 35 km에 달하여, 일본의 1/35 수준

이므로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

다(소방방재청, 2004). 일본과 비교할 경우 하천관리청에

하천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하천감시원(1 km/

1인)과 관리직인 하천순시원(10 km/1인)을 두고 있어 우리

나라의 하천관리 업무가 얼마나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3.2.3 기존 시설물의 치수안전도 저하

현재의 제방은 많은 부분이 노후 제방이고 시공 당시 비

용절감을 위한 하상토 재료의 사용, 불충분한 제방단면 설

치 등 안전도 고려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하천피

해의 60%가 세굴과 자체 불안정으로 기인하였으며, 나머

지 40%는 월류로 인한 피해이다(소방방재청, 2007). 특히,

국가하천의 경우 제방은 대부분 축조한지가 20년 이상 경

과한 노후제방으로 과거 축조 당시 우선순위가 높았던 도

심구간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붕괴 시 큰 피해 우려가 있으

므로 기존 제방에 대해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하천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250억원 정도로 대부

분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로 충당되며 설계·

시공·유지관리 기술 개발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 기

술이 낙후한 실정이다. 또한 홍수예보시설도 관측망 등 양

적확대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홍수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

3.2.4 복구사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하천관리

하천정비 시 충분한 하폭, 제방단면을 유지하지 못해 피

해가 재발하고,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 위주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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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예산낭비기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댐, 제방, 배수펌

프장, 사방댐 등 각종 방재 및 치수사업이 부처별·사업별로

분산·추진됨에 따라 유역 전체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이와

함께 농지확보와 도시개발 등을 위해 홍수터 등 하천변 저

지대에 하천 제방을 축조하여 하천변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홍수발생시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증가하는 악순환

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홍수를 배제하기 위한 제방 축조

에 치중한 결과의 산물이며 하류부는 오히려 유출량이 증

가하여 홍수피해를 가중시켰으며, 증가 홍수량을 처리하

기 위한 제방을 다시 높여야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예방 투자예산과 관련 선진국은 점차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사후 복구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

가 예산(239조 원)의 약 1.5%(3조 6,000억 원)가 방재예

산(예방투자비+복구비)으로 편성되었고, 전체 방재예산

의 9.8% (3,500억 원)가 예방투자비로 구성되었다. 국가

예산의 3~5%를 방재예산으로 책정하고 방재예산의 76%

를 예방투자비로 편성하는 일본과 큰 차이기 있다(국토

교통부, 2011).

4. 효율적인 하천관리 방안

하천관리는 크게 하천의 자연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

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관리이

념, 방식, 범위 및 대상, 주체 및 조직 등을 명백히 정의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관리 이념은 ‘하천의

이용관리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수적 관점에서 취수와 위락, 치수적 관

점에서 하천개수, 하천환경적 관점에서 자연형하천(Close-

to-Nature River) 정비에 중점을 맞추어 하천관리가 진행되

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효율적인 하천관리방안을 정리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

4.1 유역종합 치수계획4)으로 치수정책의 전환 필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한강 등 12개 유역에 대해 유

역종합치수계획(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Plan)이

완료 및 수립 중에 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으로 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댐 등 유역내 홍수방어 시설을 다양화하

고 최적 연계토록 하여 유역내에서 면적분산 방어로 재해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6 참조).

이와 관련 계획의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요소를 유역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도

록 해야 한다. 또한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소

규모 침수지역에 대해 경제성 분석(Economic Analysis)을

통해 제방축조 대신 주민이 이주할 수 이도록 임대주택 건

설을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수해를 방지토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이주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인

부담 완화방안 등 각종 제도개선도 함께 도입하여야 할 것

이다. 

4.2 국가주도의 하천관리와 돌발홍수 대처능력 강화방

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하천투자 소홀로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79%에 불과하며 개수된 구간도 13%는 하폭확대와 보강이

절실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소홀이 하천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이므로 국가

하천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방이 없는

구간 중 계획하폭 이내의 토지를 하천구역이나 별도의 행

위제한 구역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하천유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 지원토록하며, 지방자치단체에 하천 유지 및 관

리를 전담하는 하천관리원 및 하천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소방방재청, 2007).

그리고 돌발홍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다목

적댐에 대한 이상홍수 대처 능력을 보강하고, 최근 이상기

4)지난 2005년도 홍수피해 및 복구사례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함안군 관내 하천중 상류의 지방하천이 하류의 국가하천보다 제방 높이가 2 m 이상 낮아

국가하천보다 제방고가 낮은 지방하천의 제방으로 강물이 넘쳐 농경지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복구하기 위하

여 제방 높이기를 실시하려고 하자 공사비가 국비와 지방비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한국방송공사, 2005).

이처럼 경상남도의 사례에서 시사해 준 것처럼 하천관리 행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시정하고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하천관리는 행정단위가 아닌 유역중심으

로 바뀌어야 체계적인 수해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6. 유역종합치수대책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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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악의 홍수 시나리오(PMF: Probable

Maximum Flood)를 설정하여 댐안전도를 재검토하고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방어규모를 초과하는 돌발홍수 발

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홍수예보 관측 장비를 개선·확대하고, 화상감시 시

스템, 첨단강우 레이더를 전국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 또

한 풍수해 방지를 위한 홍수량, 유출량 등을 예측하여 방

재대책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문조사 실

시 및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상홍수 시에 범람위험지구 및

대피 경로를 제시하는 홍수위험 지도를 제작·배포하며, 도

시계획수립 시 방재계획을 충분히 검토·반영토록하고 전

국수계를 대상으로 GIS와 연계된 방재정보를 마련·활용하

여야 한다(최명용, 2009).

4.3 하천정비율 제고 및 치수안전성 고려

국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국

가하천과 함께 권역별로 수립토록 하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을 높임과 동시에 수해복구 시 개량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하전정비는 그림 7과 같이 국가하천(정비율

96%)을 제외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정비율이 저조한데

특히 소하천의 경우5)는 43%로 정비율이 극히 불량하여 이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천 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하천 정비를 촉진시키고,

지방하천 뿐만 아니라 소하천을 포함하여 하천정비율 100%

완료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된

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재해 예방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

과 예방 투자비의 약 4배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조사되어 사전 예방 차원의 하천 정비의 중요성

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7).

한편, 재해에 안전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후 제방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방 축조용 흙의 기준 및 다짐도 강화, 제방경사의 완화

(1:2 1:3) 및 둑마루 폭 확대(3M 4~5M), 지방하천의 도

시구간 홍수설계빈도 상향조정(200년 이상) 등 설계기준

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제시되고

있는 단면 확대, 누수방지용 차수공 설치, 상부포장 등 치

수 안전성 향상과 함께 고규격 제방인 슈퍼제방을 설치하

여 수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한다(그림 8 참조).

4.4 자연형 하천 정비의 확대 추진

지금까지의 하천정비는 직강화와 콘크리트 호안 설치,

둔치의 획일적 개발로 하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하

천생태계 보전,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환경 정비를 반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신규로

추진하는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특성 및 지역특화

⇒ ⇒

5)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 집중호우나 하천범람 등으로 소하천 피해?복구 비용에 투입된 금액이 무려 2조 9,728억원으로 정비

사업에 들어간 비용보다 1.02배 소요되었으며, 최근 10년간 하천피해의 44%가 소하전에서 발생하였고,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에 비해 비정비 소하천에서 17배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해예방과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다(김영주, 2013).

그림 7. 하천별 정비실적(출처: 국가 및 지방하천, 10. 12. 31기준

하천일람, 소하천, 소방방재청, 11. 12. 31기준)

그림 8. 일본의 슈퍼제방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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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연계한 자연형하천(Close-to-Nature River)정비로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하천변에 홍수저류공간

을 확보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수자원을 활용토록 하며, 하

천변의 저지대 농경지 등을 매입하여 홍수 시 저류지로 활

용하고 평상시에는 생태공원, 경기장, 하수처리 등으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림 9 참조).

이제 과거 하천의 일부이었던 자연제방, 배후습지, 홍수

터(Flood Plane), 구하도/폐천을 다시 하천으로 돌려주고

복원해야 한다. 하천정비로 직선화된 하천은 치수적으로

홍수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천 공간을 넓혀주면 당

연히 통수능이 커져 주변을 더 큰 홍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천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천복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농촌, 산지, 비도시

구간의 경우 그림 9와 같이 보통 때는 우측 수로로 물이

흐르다가 홍수 시 좌측 생물 서식처도 잠기게 하여 치수능

력도 높이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하

나는 도시구간을 흐르는 하천의 경우 하천내 홍수터는 다

양한 위락, 휴식, 생태관찰 등을 위한 공원하천으로 만드

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전제 조건은 기존의 하천 홍수

터(고수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은 물론 농경지

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는 것이다(우효섭, 2009). 즉,

복개시설물 철거 및 과거의 물길 복원을 통해 하천의 과거

·현재·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하천주변의 생활·문화·역

사를 고려한 복원목표를 설정하고 하천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자연형하천(Close-to-Nature River) 정비가

확대·추진되어야 한다.

5. 결 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도로와 하천에 대한 투자를 비

교해 볼 경우 도로는 가시적인 기반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로써 이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꾸준

히 증가해 온 반면 하천은 눈에 잘 띄지 않은 기반시설이

므로 사전적인 정비 보다 사후 재해복구적인 측면의 땜질

식으로 정비해 온 면도 없지 않으므로 이제는 하천정비와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

근 소방방재청과 국토교통부가 국가시책으로 꾸준히 추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6)과 고향의 강 사

업7)은 재해 예방과 함께 자연형 하천정비의 대표적인 정

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책이 파급·확

산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하천관리는 물을 이용하고 물로 인한 피해를 예

방하는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극대

화하고 효율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21세

기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하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바

뀌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홍수

피해는 그 발생빈도가 높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어, 자연

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

그림 9. 대하천변 좁고 긴 농경지의 홍수터 편입·복원 모식도

그림 10. 비도시구간의 하천복원: 치수기능 제고와 생물 서식처 복원

6)소하천의 치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활공간이 조화된 소하천 정비의 확산·정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하천정비의 관심

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7)지역을 대표할 숭 있는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대표하는 하천에 치수(治水)·이수(利水)·청수(靑水)·풍수(豊水) 및 친수(親水)를 통하여 그 지

역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하천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임. 고향의 강 사업은 2010년 전국 15개(시도별 각 1개소) 선도사업을 착수하여 이후 전

국적으로 확산·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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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친수(親水)

및 문화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어 하천

이 포용하고 있는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복원하려

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하천과 하천공간은 이용하

기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조명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하천이 재해예방은 물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

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한 유역내

면적분산 방어로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재해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천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

자의 확대와 재해에 안전하고 환경을 살린 하천설계 및 시

공, 국가주도의 하천관리 강화와 돌발홍수 대처능력 강화

방안 마련, 자연형 하천정비의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이수

와 치수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국가 브

랜드 가치를 제고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하천이 자연경관

을 최대한 살리어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가치창조의 표상

으로 인식되도록 하천의 정비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

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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