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ISSUE 

특집

 Vol. 55  No 10. 2022. 10  25

김 진 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jinsoo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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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들어가며

올해	8월	8일에서	17일까지	중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14

명,	실종	6명,	부상	26명	등	총	46명의	인명피해와	1,429세대	2,491명의	이재

민이	발생했다.1)	또한	도로ㆍ교량	565개소,	하천ㆍ소하천	557개소,	주택ㆍ상

가	침수	16,683개소	등	공공시설	2,454건	및	사유시설	16,987건의	재산피해

가	발생했다.	시간당	140mm가	넘는	역대급	폭우로	서울	강남구	등	도시지

역은	내수ㆍ외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강원도	강릉시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하천과	토사(土砂)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중부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반면,	전라남도	등	남

부지방은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8월	16일까지	내린	다목적댐	유역의	

예년	대비	평균	강우량은	한강수계는	118%,	금강수계는	80%이나,	낙동강수

계는	63%,	섬진강수계는	68%	수준에	불과하다.2)	이에	따라	8월	22일	기준으

로	남부지방	11개	댐에서	가뭄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운문댐과	평림댐은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되고	있다.3)	매년	반복되는	봄가뭄이	올해는	중부지역은	

집중호우로	큰	홍수피해를	남기며	해소됐으나,	중부지역은	여전히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홍수뿐만	아니라	연

03

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2.8.19.), 8월 18일 17:00 지자체 상황보고 기준

2)  환경부 보도자료(2022.8.16.)

3) 환경부 보도자료(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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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우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물관리의	어려

움이	가중되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8월에	발생한	홍수를	중심으

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	분야	주요	법령의	입법	배경과	운용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도시홍수 예방대책

우리나라는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지역’4)에	밀집ㆍ거주하고	있어,	도시홍수가	발생

하면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2021년	기준	도시지역	면적은	17,787km2

로서	전체	용도지역	면적	106,207km2의	16.7%에	불과하지만,5)	전체	인구의	91.8%인	

4,740만	명이	거주한다.6)	이처럼	한정된	도시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면	도로,	주

택,	상가	등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공원,	습지	등	자연녹지	지역은	점차

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화에	따라	토지	대부분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	밋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지표면을	따라	유출되고,7)	이는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주차장	등	지하와	저지대에	위치한	여러	시설의	침수피해로	이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불투수면적률8)은	서울특별시	52.3%,	

부산광역시	28.2%,	광주광역시	24.5%,	인천광역시	22.1%,	대구광역시	21.4%	등의	순

으로	높다(<그림	1>	참조).	특히	이번	홍수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는	두	번

째로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부산광역시에	비해	2배	가까이나	되는데,	불투수면9)이	전

체	행정구역	면적인	605.8km2의	절반이	넘는	316.8km2(52.3%)에	이르고,	동대문구	

76.5%,	중구	75.8%,	양천구	68.8%,	금천구	66.3%,	구로구	63.3%	등	25개	구(區)	중	

17개	지역의	행정구역이	절반	이상	불투수면으로	덮여	있다.

02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ㆍ제도  

현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5)   e-나라지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현황」(최종검색일: 2022.9.4.),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

cd=1002#quick_02;>

6)  도시지역 인구는 2001년 4,281만 명(전체 인구 대비 88.7%) → 20011년 4,623만 명(전체 인구 대비 91.1%) → 2021년 4,740만 명(전체 인

구 대비 91.8%)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e-나라지표, 「도시 일반현황」(최종검색일: 2022.9.4.), <https://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1200#quick_02;>).

7)  불투수면적이 적은 농촌지역은 강수량의 약 45%가량이 지하로 침투하는 데 반해, 도시지역은 25% 이내의 강수량만이 지하로 침투한다(문영일(2015), 

p.15).

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9)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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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 및 서울특별시 불투수면 비율

지역

불투수면 

비율

(%)

불투수면 

면적

(km2)

행정구역 

면적

(km2)

지역

불투수면 

비율

(%)

불투수면 

면적

(km2)

행정구역 

면적

(km2)

서울 52.3 316.5 605.6 동대문구 76.5 10.9 14.3 

부산 28.2 216.5 769.0 중구 75.8 7.6 10.0 

광주 24.5 122.2 498.3 양천구 68.8 12.0 17.5 

인천 22.1 238.0 1,075.2 금천구 66.3 8.6 13.0 

대구 21.4 187.5 877.7 구로구 63.3 12.8 20.1 

대전 20.6 111.4 540.2 동작구 63.0 10.3 16.4 

울산 14.0 148.1 1,059.7 성동구 62.9 10.6 16.8 

경기 13.8 1,404.8 10,185.4 광진구 62.0 10.6 17.1 

제주 11.7 218.1 1,863.3 송파구 60.2 20.4 33.9 

세종 11.5 53.4 464.9 영등포구 60.0 14.7 24.5 

충남 9.4 771.6 8,243.3 중랑구 59.0 10.9 18.5 

전북 7.9 633.1 8,067.8 서대문구 56.9 10.1 17.7 

경남 7.8 825.7 10,549.9 마포구 56.0 13.4 23.9 

전남 6.4 791.8 12,411.0 강남구 56.0 22.0 39.2 

충북 6.3 470.1 7,416.1 성북구 53.1 13.1 24.6 

경북 4.9 931.3 19,043.5 강동구 52.5 12.8 24.3 

강원 2.9 483.3 16,818.3 강서구 51.3 21.3 41.5 

용산구 47.2 10.4 21.9 

도봉구 42.7 8.8 20.7 

은평구 42.5 12.7 29.9 

관악구 42.3 12.5 29.6 

종로구 40.1 9.6 24.0 

서초구 38.6 18.2 47.2 

노원구 38.2 13.6 35.6 

강북구 37.6 8.9 23.6 

※ 자료: 환경공간서비스, 「환경주제도-불투수면 비율」 (최종검색일: 2022.9.4.), <https://egis.me.go.kr/atlas/view.do>

표 1. 전국 및 서울특별시 불투수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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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0조10)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대표적

이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환경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특정하천’에	대해	수립ㆍ시행하는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이다.	현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외수범람	대책인	｢하천법｣상의	국가ㆍ지방하천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증대사업과	더불어,	내

수범람	대책으로서	｢하수도법｣상의	하수도	정비사업,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우수유

출저감시설	설치ㆍ개량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부,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

품부의	주요	도시홍수	예방대책을	포함한다.

다만	현행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써	계획수

립	대상,	수립	시기,	사업추진	체계	및	범위,	사후관리	등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다음

의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1)

첫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이	되는	특정하천유역의	‘정의’가	불분명해	보

인다.	현행	수자원법	제20조제1항은	특정하천유역을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특정하천유역

의	정의는	수자원법	제정	이전까지	(구)｢하천법｣(법률	제13808호)에	따라	수립ㆍ시

행되었던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12)	다만	현행	특정

하천유역의	범위는	도시하천에	대하여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목적

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화에	따라	상당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의	유역’	등으로	규정해	계획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0)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

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11) 김진수(2020), pp.49~50.

12)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

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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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

가	있다.	현행	수자원법	제20조제1호는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

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와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홍수도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법적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타의	

법정계획과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도시홍수피해를	조사ㆍ분

석하여	대상	유역을	선정함으로써,	홍수피해	발생	후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별	사업을	통합ㆍ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환경부가	총괄계획을	수립하

지만,	계획에	근거해	추진되는	세부	사업은	개별법에	반영해	시행하는	체계를	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이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었던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	도시홍수	예방대책	간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하천유역치

수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하고,	실제	사업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수의	도시홍수	예방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특정하천유

역치수계획의	대상인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하수도법｣,	｢자연재해대책법｣상

의	내수ㆍ외수범람	대책	외에도	다수의	법률에서	도시홍수를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빗물이용시설’13)

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홍수방어시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물환경보전법｣상의	‘물순환	목표’14)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1. 한강ㆍ안성천ㆍ삽교천ㆍ금강ㆍ만경강ㆍ동진강ㆍ영산강ㆍ탐진강ㆍ섬진강ㆍ낙동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

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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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녹화’15)는	불투수면적이	많은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포함할	경우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시행된	이후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도시하천ㆍ하수도	정

비	등	다수의	대책을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수년의	

사업기간에	걸쳐	시행한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유역의	도시홍수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거나,	시설	

간의	연계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2) 수자원시설 관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넘어서

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홍수방어시설은	크게	수자원

법상의	‘수자원시설’,	｢하천법｣상의	‘하천시설’	및	｢소하천정비법｣상의	‘소하천시설’

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또는	‘소하천ㆍ하천수위의	조절

을	위한	시설’로	각	법률상의	정의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상	시설의	범위는	유사

하다(<표	1>	참조).	

표 2. 현행 법률상의 수공구조물의 정의 및 범위

법률 구분 종류

｢하천법｣

물길안정시설 ㆍ제방(堤防), 호안(護岸), 수제(水制)

홍수방어시설 ㆍ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水門)

선박운항시설 ㆍ운하, 안벽(岸壁), 물양장(物揚場), 선착장, 갑문

기타 하천관리시설 ㆍ보(洑), 수로터널, 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수자원법

홍수방어시설 ㆍ제방, 하구둑, 홍수조절지, 방수로

수자원 이용ㆍ개발시설 ㆍ댐, 보,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친수시설 ㆍ홍수방어시설 및 수자원 이용ㆍ개발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 시설

기타 시설

ㆍ 호안, 수문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ㆍ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소하천

정비법｣

물길안정시설 ㆍ제방, 호안

홍수방어시설 ㆍ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 저수지, 저류지

생태계보호시설 ㆍ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

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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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홍수방어시설은	설계빈도(設計頻度)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데,	해

당	시설을	소관한	부처에서	이를	결정한다.	각	부처는	소관	시설별로	설계기준을	마

련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방재성능목표,	

지역별	특성,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홍수

방어시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수자원법	

제24조16)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를	통해	검토된다.17)

표 3. 주요 홍수방어시설의 설계빈도

구분 구조물 설계빈도

배수시설 배수로, 방수로, 배수제, 배수문, 배수펌프, 유수지 및 저류지 30년 이상

하천제방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 국가시설 등 홍수방어등급 A급 200~500년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홍수방어등급 B급 100~200년

농경지 등 홍수방어등급 C급 50~80년

습지, 나지 등 홍수방어등급 D급 50년 미만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200년

소하천 30~100년

홍수방어

ㆍ조절용

저수지 50년 이상

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제방 10년 이상

하수도

지선관로 10년(30년 이상 가능)

간선관로 30년(50년 이상 가능)

빗물펌프장 30년(50년 이상 가능)

우수유출

저감시설

영구구조물 50년

임시구조물 30년

주: 1) 배수로의 설계빈도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하천제방의 설계빈도는 하천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제내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설계빈도를 조정할 수 있음

 3)  가능최대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은 가장 극심한 기상상태의 호우를 가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홍수량을 말함

※ 자료: 한국수자원학회ㆍ한국하천협회, 「2019 하천설계기준해설」, 2019. p.234; 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 2022. p.7; 행정안전

부, 「소하천설계기준」, 2020.10. p.4-1;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2018. p.22.

16)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

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는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계획의 변경, 기능 개선 등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댐은 수자원법상의 수자원시설에 포함되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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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시설의	규모를	적절히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수자원시설의	정의,	설계기준의	검토,	성

능평가	기준의	마련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수자원시설의	‘정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수

공구조물	중	하나인	댐의	경우,	｢하천법｣은	홍수방어시설로	분류한	반면,	수자원법은	

홍수방어시설이	아닌	수자원	이용ㆍ개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시설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제방에	대해서도	｢하천법｣은	홍수방어시

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자원법과	｢소하천정비법｣은	물길안정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각	개별법에서	같은	시설임에도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설관리에	통일성,	효율성

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댐,	제방	등의	수자원

시설은	이수ㆍ치수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분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방어시설의	‘설계기준’을	주기적으

로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제68조의318)에	따른	건축모

니터링	제도의	입법례와	같이,	수자원법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수자원시설19)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별적,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하천,	댐,	하수도	설계기준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지	정기적으로	통합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20)

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18) 「 건축법」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

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9)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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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특별법｣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설물을	규정

하고,	각	개별법에	대상	시설물의	설계기준,	재료	및	모니터링	주기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다.

셋째,	수자원시설의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수자원시

설의	재평가에	관한	규정은	2017년	1월에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된	바	없고	현

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재해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가뭄의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능력ㆍ홍수조절능력을	주

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성능평가	결과를	통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계획을	

변경하고,	수자원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하천 관리

올해	8월에	발생한	홍수로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소하천의	범람으

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크게	「하천법」상의	국가하

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상의	소하천으로	구분되는데,	2020년	말	기준,	

표 4. 우리나라 하천 현황 (단위: 개소, km)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소수 연장 개소수 연장 개소수 연장

계 105 3,897 3,844 26,140 22,229 54,565

서울 6 79 37 173 18 41 

부산 5 68 45 204 62 158 

대구 2 99 27 191 129 400 

인천 2 27 30 108 113 307 

광주 4 55 32 153 22 84 

대전 4 91 26 121 83 186 

울산 1 41 101 452 136 296 

세종 3 43 41 185 154 274 

경기 20 531 497 2,975 1,994 4,798 

강원 8 606 246 2,995 2,485 6,882 

충북 7 442 167 1,828 1,986 4,642 

충남 8 248 491 2,450 1,996 4,911 

전북 11 352 460 2,887 2,537 4,791 

전남 7 328 554 2,942 3,841 9,085 

경북 6 432 359 4,175 3,645 11,560 

경남 11 455 671 3,691 2,938 5,721 

제주 - - 60 610 90 429 

주: 국가ㆍ지방하천은 2020년 말 기준, 소하천은 2021년 말 기준

자료: 환경부, 「한국하천일람 보고서」, 2021.12.;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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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은	105개소,	총연장은	3,897km,	지방하천은	3,844개소,	26,140km이다.	한

편	소하천은	2021년	말	기준,	22,229개소가	있으며,	총연장은	54,565km에	이른다(<

표	3>	참조).	하천연장을	기준으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약	6.7배이며,	다시	소하천

은	지방하천의	2.1배,	국가하천의	14배에	이른다.	하천의	유역면적,	이수ㆍ치수	측면

의	활용도,	역사ㆍ문화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하천	역시	국가	물관

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측면의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다수의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정

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며	동

시에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관리청이다.	하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정비해야	하며,	이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저감	종

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물환경보전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

는	수자원,	환경	및	방재	분야의	법정계획만	해도	50여	개가	넘어,	실제	하천을	정비

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천관리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

이고,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환경,	방재	등	분야별로	법정계획을	

통합하기보다는	물관리	‘대상’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하천,	댐,	도시	등	물관리	대

상에	대해	수자원,	환경,	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구

역별,	소관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정된	예산과	인

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소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가	필요하다.	주로	산지에	있는	소하천은	집

중호우가	발생하면	급경사지를	따라	나뭇가지,	잎,	토사	등이	퇴적되는데,	퇴적물들

이	하천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에서	모여	쌓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댐과	같은	장애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조성된	장애물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집중호우로	소하천의	유량이	빠르게	증가하면	장애물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댐붕괴(Dam-Break)로	인한	홍수파를	일으켜	하류	지역에	하천수와	토

사가	범람하곤	한다.	따라서	소하천을	정비할	때는	토석류	및	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시설은	1련	암거	또는	무교각	교량으로	정비하

여	퇴적물로	인한	범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21)

셋째,	소하천	유역의	기상,	수위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소하

천이	주로	위치한	산지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구름이	산비탈면에	걸쳐	이동하

21) 윤영호 등, 「강원도 2022년 8월 홍수피해 특성」, 「2022년 홍수 및 가뭄 심포지엄」, 한국수자원학회,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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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머물러	강우량이	늘어나고,	신속한	대응마저	어려워	피해가	가중되곤	한다.	

하지만	강우량을	관측하기	위한	강우레이더,	소하천의	수위와	유량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2)	CCTV를	이용한	관측	등	최근의	기술을	활용해	소

하천의	수위	및	유량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산지와	소하천의	홍수예방	대책

에	활용해야	한다.23)	특히	일부	소하천은	도시지역에	위치하므로(<그림	2>),	상류에

서	하류까지	하천	전반에	걸친	홍수위험	예보ㆍ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소하천	

내	관측소의	설치ㆍ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2) 2021년 말 기준, 22,000개 소하천의 수위관측소는 10개에 불과하며, 운영 중인 관측소도 도시지역에 위치한다.

23) 윤병만 등, 「CCTV 기반 하천 자동유량계측 기술 - 2021년 한국공학한림원 주요 산업기술 선정 -」, 「물과미래」, Vol.55, No.2, 2022.2.

그림 2. 도시지역(붉은색)과 소하천구역(파란색) 지정 현황

※ 자료: 환경공간서비스, 「토지이용규제지역 지구도」(최종검색일: 2022.9.5.), <https://egis.me.go.kr/map/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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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경고할	때만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의혹과	원인	등	여러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태

풍,	집중호우,	가뭄,	한파,	대설	등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집

중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지속되는	지금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의심

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여러	법률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법률

제정	이후	관련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ㆍ유역별	기후

변화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정량

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세부지침	또는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댐ㆍ수자

원시설의	재평가	등	기후변화	영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관련	규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실효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03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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