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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National and Local River Master Plan

This report mainly describes the Comprehensive National and Local River Master Plan, which
can be utilized during the annual practical
planning of the national and local river
improvement projects.
The Comprehensive National and Local River
Master Plan has been revised and improved to
check the limits and problems of the previous
river improvement planning in an effort to
conduct a mid-term evaluation of the river
improvement planning(2008~2015) and to
reflect the diverse changing situations and
conditions. In addition, by analyzing and
reviewing relevant river improvement project, we
have set up a gradual implementation and
investment planning for river improvement
activities by the year of 2025.
The total value of the national river improvement project amounts to 3.5 trillion won an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budget
(0.4 trillion won/year),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s considered to be feasible by 2025.
However, with the total project value of
28.6trillion won applicable, there will be some

이명훈1)

difficulties to carry out the local river improvement project by the year of 2025 under the
current budget planning(1.4 trillion won/year).
Accordingly, we have set up a more reasonable
budget allocation criteria based on the project
priorities by city and province. In addition, in
order to select project districts, systematic
evaluation criteria were developed to evaluate
project necessity, potential flood damage, and
investment rationality based on the concept of
potential flood risk, and GIS-based flood damage
calculation program was applied.
The national and local river Master Plan is
expected to turn the national and local river into
flood-safe, eco-friendly living environment,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the region
concerned.
Meanwhile, the MP will also help engineering
consulting firms understand the national policy
directions of river improvement projects and
enhance their chances of winning the project
bidding by effectively collecting necessary
information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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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이에 2011년 이후 진행 중인 하천정비사업의 중간
평가 및 2016년 이후 보다 효율적인 하천정비 사업

2009년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

계획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총 3,836개소의 국가

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 등을

및 지방하천 중 4대강을 제외한 국가하천 58개소(약

목표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1,870km)와 지방하천 3,774개소(약 26,800km)

확정하였으며,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

을 대상으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보완,

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 본류

2016~2025)」
을 수립하였다. 재수립된 종합정비계

및 주요 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 및

획은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하천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하

있으며,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와 하천사업 공

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다.

모, 현장조사, 지자체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이에 따라 2011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

치수안전도 확보를 기본으로 이수, 하천환경, 친수,

합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하였다.

지역 발전전략 등이 복합·연계된 형태로 향후 10년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1)」
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된 12대강 수계 국가하천

간(2016~2025)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43개소(1,023km)를 대상으로 각종 관련계획들을

본고에서는 금회 보완 수립된「국가·지방하천 종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다

합정비계획(보완)」
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하천사업

기능 문화복합공간 창출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으로

의 정책방향을 이해하여 하천사업 수행시 및 차후

수립되었다. 지방하천은 치수안전도 확보 및 친환경

발주될 하천사업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인 하천공간 정비를 위해 기존에 수행중이던
「하천

하였다.

재해 예방사업(2008)」
「생태하천
,
조성사업(2009)」
,
「고향의 강 정비사업(2011)」
「물순환형
,
하천정비사
업(2010)」
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사업시
행체계를 수립, 효율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
을 위한「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2011)」
을수
립하였다. 수립된 종합계획은 기 시행중인 정비사업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1,486개소 하천, 사업연장
7,916.39km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자체
에 위치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은 2011년 이후 하천정비
사업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계획 및 진
행에 있어 몇몇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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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개요

는 계획
•하천과 주변지역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창의

2.1 종합정비계획의 의의

적인 하천사업을 발굴하여 하천가치를 향상
시키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역

(1) 하천정비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과 함께하는 하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획

•1982년「수해상습지 개선사업 Ⅰ단계 기본계
획(1982~1987)」이후 지난 30여 년간 전국
의 국가·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에 기여한 종합적인 실천
계획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
중심 하천관리 정책의 실현을 위한 계획

(4) 기후변화 대응과 선순환형 하천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홍수위험에 대한 사회 취약성
증대 등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하천
의 종합적인 정비·관리 계획

•하천정책 방향, 수자원, 하천, 환경, 도시 등

•조사, 계획, 건설, 평가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각종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대응전략을

등의 결과를 향후 신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마련하는 계획

선(先)순환형 구조체계를 정책방향으로 제시
하여하천관리에대한효율화를도모하는계획

(2)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기반을 마련하는 계획
•홍수피해, 하천 건천화, 하천환경 파괴 등 각종

2.2 종합정비계획 추진경위

물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 등 하천의 정비·이용·보전·관리와

근대화 이후 하천사업은 소극적이고 획일화된 계

관련된 국가의무를 종합적으로 이행하는 계획

획으로 다수의 장기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보전·회복하여 건강

이후 하천정비의 패러다임이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추진 요구가 점차 증대함

는 계획

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
법을 도입, 시범사업으로 국가하천 도시구간에 대해

(3) 국민이 공감하는 하천복지를 실현하는 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한「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

•치수사업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생

비사업 기본계획(2004)」
을 시작으로
「4대강 외 국가

태·문화·휴식·레저 공간 조성 등을 통하

하천 종합정비계획(2011)」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여 하천의 다원적 하천활용에 대한 국민의 욕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하천은 ’
82년

구를 충족시키고 하천복지 향상에도 기여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수계치수사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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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선사업 등으로 추진되다 ’
08년 하천재해 예방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
09년 이후 생태

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최근 치수뿐만 아니

하천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계획

라 하천을 생태·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합정비계획 추진경위]

구

국
가
하
천

지
방
하
천

분

수립년도

계획의 기조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2004

•국가하천 도시구간에 대한 도시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

•강 중심의 국토재창조를 위한 종합프로젝트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2011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마련된 녹색국토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

수해상습지 개선사업(Ⅰ~Ⅳ)

1982, 1988,
1999, 2006

•전국의 수해상습지를 조기에 해소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계치수사업(Ⅰ~Ⅱ)

1989, 2002

•본류와 이에 합류되는 주요 지류를 일괄적으로
개수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계획

전국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2002

•하천특성을 고려한 하도개선 및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하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하천재해 예방사업

2008

•기존의 지방하천사업을 검토하고 신규 치수사업을
발굴하여 단일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통합

생태하천 조성사업

2009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

2010

•국가하천 본류의 유량을 인근 도시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천환경 기능을 개선

고향의 강 정비사업

2011

•하천정비사업에 문화적인 요소(스토리텔링 등)를
적극 도입하여 강을 매개로 한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2011

•사업유형별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단일
종합계획으로 완성하기 위해 하천별로 통합

2.3 종합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추진배경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금회 보완 수립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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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기후

- 하천의 어메니티(Amenity) 향상, 하천이 가

변화로 인해 연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져서 홍

진 다면적인 기능 창출, 하천 건천화 방지 등

수와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

을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려는 지역사

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홍수 대응능력 향상

회의 요구도 증대

을 위한 계획이 필요한 실정
•하천사업의 경쟁력 강화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先)투
자 개념의 종합정비계획 필요

- 그간 하천사업은 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을 목
표로 자연적인 관점(홍수방어, 하천환경 개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정비가 완료된

선 등)과 사회적인 관점(친수·여가 공간 조

본류에 비해 지류하천(기타 국가하천 및 지

성, 물순환형 하천정비 등)에만 치중하고 지

방하천)은 홍수에 상대적으로 취약

역적인 관점(하천과 지역발전의 연계, 하천

- 현재 하천정비사업은 기수립 종합정비계획
(’
11)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공간의 다목적 활용, 하천 거버넌스 구축 등)
은 상대적으로 소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08~), 설계기

- 지역적인 관점에서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

준 강화, 홍수피해, 도시개발 등 각종 여건변

고 하천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창의

화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적이고 지역이 공감할 수 있는 하천사업의

- 기후변화 등 하천관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새로운 모델이 필요

대응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선(先)투자 개념
으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맞춤형 종합정비
계획의 필요성이 증대

(2) 계획의 목적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의 하천정책 기조,

•공공복리 향상을 위한 지역과 국민의 요구

기존 하천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도시개발

-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하천을 치수

등 각종 여건 변화, 미래 기후변화 대응전략

뿐만 아니라 생태·문화·여가·휴식 공간
이자 지역명소로 조성·활용하고자 하는 지
역의 수요가 급증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기존 종합정비계획 및 하천사업을 분석·재
평가하고‘16년 이후(2016~2025) 국가·지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하천환경 개선, 하천

방하천에 대한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의 레저 및 관광 기반 조성, 녹색 수변공간

(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계획, 단계별 투자계

창출, 하천자원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등

획 등 재정립)

보다 수준 높은 하천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
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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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합정비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을 비전으
로 사업 목표, 전략,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기
수립 종합정비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함으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2025년까지

써 보완·발전된 분야별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과제]

[기수립 종합정비계획과의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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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지구

3. 종합정비계획 수립

- 기수립 종합정비계획(2011)에 반영된 지구

3.1 사업계획의 도출

중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구
-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하천 중 대규모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을 대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구

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총 2,344지구(32.9조원),

-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하천 중 현장조

국가하천(86지구, 2.7조원) 및 지방하천(2,258지구,

사시 과도한 퇴적, 하천시설물의 규모 부족

30.2조원)에 대한 신규사업 대상지구 후보지에 대한

및 노후화 등 홍수피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업계획을 접수 후 대상사업을 신규사업과 계속사

조사된 지구

업으로 구분하고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유무 등을 기
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하천관리청 협의

-‘16년 신규사업으로 발주된 국가하천 17개
지구, 지방하천 60개 지구
- 하천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총 25개소 선정

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구 선정하였다.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2개소)
•신규사업 대상지구 선정기준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 또는 완료된 하천에

•신규사업 대상지구 제외기준

대해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의 개선을 위하

-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이나 하천기

여 하천정비계획이나 하천공간 관리계획에

본계획에서 제시한 하천공간 관리계획의 범

[사업대상지구 선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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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벗어난 하천사업 또는 치수경제성 측면

국가하천 68개 지구, 지방하천 338개 지구

에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구
- 하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인 지구 또

3.2 투자계획 마련

는 타부처 사업·민자사업 등으로 추진 예정
인 사업

(1) 투자우선순위 결정

- 하천관리청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현저
하게 낮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견수렴 및 관련계획 검토 등의 대상지구 선정기
준에 의한 장래사업계획은 국가하천 152개 지구
(3.5조원), 지방하천 1,916개 지구(28.6조원)로 선

•계속사업 대상지구 선정기준

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사업에

-‘16년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지구로

대한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대상 후보지 및 최종 대상사업 지구]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 기준

및 교각보호공, 횡단시설물, 하천환경정비

- 대상사업 지구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공

등으로 구분하고 표준시장단가 및 평가단가

종별 사업계획은 하천기본계획내 포함된 계

를 적용하여 공종별 단가를 산출해 사업비

획 시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하천시

산정 시 적용

설물 설치계획은 하천개수계획(축제, 보축
등)지구에 포함되는 구간 내에서만 허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제방, 배수구조물,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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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적인 자료로, 기존 투자우선 순위에

도별로 선정하였다.

대해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기준을

- 치수안전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제시하였고 사업의 필요성, 홍수피해잠재능,

하천의 생태, 환경, 문화, 지역발전 등의 다

투자의 합리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양한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효율성, 형평

객관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성, 기타 가점사항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

위해 잠재홍수위험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로고려

GIS기반의 홍수피해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 경제적인 요소, 홍수피해 잠재요소, 사업 효
율성, 사업추진 필요성, 지역균형 등을 다각

적용하였다.
투자우선순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단일기준
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안과, 시도

도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투자우선순
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금회

- 경제성, 잠재 홍수위험도, 효율성, 형평성

투자우선순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역적

등의 지표로 구분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형평성 및 지자체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시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

[소요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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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배분

로 정비해 나간다면 2025년까지 종합정비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지방

계획의 목표달성이 가능

하천 정비사업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기계획은

- 지방하천은 현재의 예산규모(0.7조원/년)

2025년을 목표로 하였고, 2026년 이후는 장기계획

를 고려한다면 정비완료에 최소 20년 이상

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소요
-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

•예산배분의 필요성

대가 필요하나 현재 여건에서는 재정부담

- 국가하천의 경우 현 예산규모 수준(0.4조원

경감을 위해 과도한 예산증액 없이 단계별

/년)에서 효율적 사업관리를 통해 단계적으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

[하천정비 예산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총 계(국비기준)

1.25

1.20

1.11

1.18

국가하천(국고100%)

0.41

0.43

0.43

0.42

지방하천(국고 50%)

0.84

0.77

0.68

0.76

- 현재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역별 예산배분

•예산배분 원칙

은 집행지침에 따라 광역시·도별 정성평가

-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와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

하기 위해 지역 균등배분에서 벗어나 객관적

등지원

인 기준에 따라 목표지향적 투자배분의 원칙

- 그러나 평가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평가체

으로의 전환

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현재의 예산배

- 지방청 및 지방하천 관리주체 의견 수렴, 전

분 체계는 지방하천 관리주체의 공감대를 얻

문가그룹 자문 등을 통해 예산배분에 대한

기 어려운 실정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의 평가

- 금회 종합계획 수립시 국가하천은 전체 사업

체계는 인센티브 수준으로 적용

지구를 대상으로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에

- 최대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였으며 광역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청별로 예산을 배

시·도별 지방하천 연장 및 하천정비 필요

분하였으나 지방하천은 광역시·도별로 투

율, 기수립 중기투자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

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예산배분 원칙에 따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차등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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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분 기준

별 하천연장(30%), 하천정비 필요성(20%),

- 치수안전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

기수립 종합계획의 투자계획(30%), 최근 5
년간(`11~`15년) 하천정비 예산(20%)으로

- 중요도를 고려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시·도

부여함

[시도별 예산배분 지표 검토]

(3) 단계별 투자계획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정비를 위
해 금회 종합정비계획에서 검토된 소요재원은 ’
16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국가하천 3.5조원, 지방하천
28.6조원로 산정되었다.

기준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현행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효율적
으로 활용
- 지방하천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광역시·
도별예산배분기준에따라투자계획을수립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8조원/년
규모(국가하천 0.4조원/년, 지방하천 1.4조원/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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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투자계획]
구분

합계
사업개소수

국가하천

(단위 : 억원)

중기 투자계획
총사업비

~’20년

장기계획

‘21~25년

‘26년~

67

40,000

19,900

20,100

-

소계

1,518

140,000

68,767

71,233

92,939

서울

1

1,176

472

704

-

부산

20

2,180

1,092

1,088

582

대구

13

1,858

1,006

852

-

인천

13

986

522

464

996

광주

9

1,194

648

546

-

대전

15

1,239

642

597

185

지

울산

15

2,422

1,130

1,292

-

방

세종

17

1,692

826

866

1,241

하

경기

143

15,732

7,670

8,062

14,740

강원

152

14,266

6,824

7,442

6,372

충북

101

9,794

4,968

4,826

6,234

충남

200

13,813

6,816

6,997

19,928

전북

136

14,388

7,212

7,176

5,140

전남

182

16,210

7,942

8,268

6,156

경북

184

19,876

9,759

10,117

13,878

경남

276

19,592

9,446

10,146

15,711

제주

41

3,581

1,792

1,789

1,776

천

4. 하천분야 미래정책 제안

에 대한 체계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타부처(국민
안전처, 환경부 등) 하천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및 완

4.1 하천관리 효율화

료단계에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체계

•현황 및 문제점
과거 조사·계획이나 사업의 평가결과를 향후 계
획에 반영할 수 있는 선순환형 구조가 필요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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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방시설물 평가제 도입

될수록 제내지 토지개발로 인한 도시의 발전 등으로
기존 제방시설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현황 및 문제점

다. 그러나 현재 제방의 규모는 제내지의 자산가치

제방의 구조물적 가치는 크지 않으나 보호하고 있

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등급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는 제내지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잠재

결정되며 제방후퇴, 홍수터 복원 등 자연하천으로의

재화가치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

회귀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4.3 하천분야 계획체계 개선

흐름체계로 계획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계획간의
상·하관계 및 연계성이 불분명하고 내용도 다수 중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하천분야 계획은 Top-Down방식의

복되어 있다.
특히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 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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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기능이 미흡하고 권역별 기본계획은 예산부족으

있다.

로 인한 사업 장기화 등으로 홍수대처에 어려움이

5. 사업효과 및 제언

•연구과제를 통해 합류부 리모델링 사범사업을
발굴하고 GIS 기반 홍수피해산정방법 프로그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램 개발, 잠재 홍수위험도 평가기법 도출 등 기
후변화에 대비한 경제성 평가 및 취약구간 강화
를 위한 초석을 마련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 기존 계획의 한계 및 문제점 개

•기타 하천의 계획·정비·유지관리에 핵심적

선, 도시개발 등 각종 여건변화, 미래 기후변화

이고 필수적인 의제를 도출하여 과학적이고 체

대응전략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분야 미래정책을

- 기존 하천사업을 분석·평가하고‘16년 이후

제안

(2016~2015년)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비
전, 전략 및 목표, 사업내용, 투자우선순위 재
정립 등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기대
효과로는 단계별 하천사업을 통해
1) 주요 도심지 구간은 4개강수준(100~250년)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천사업 평가, 하

홍수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국가하천 전구간이

천사업 제안공모 등을 최초로 시행하여 지속가능

100년빈도 홍수에 안전, 지방하천도 70% 이상

한선순환형하천관리체계구축의기반을마련

이 계획빈도에 대한 홍수안전도를 확보하여 홍

218 | 설계·감리사례

16-205~219-국가및지방다시2

1904.1.3 14:55

페이지219

G7 JPC-ATALK 2540DPI 175LPI

○○○

수에 안전한 구간의 확대로 홍수피해와 복구비

획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전국민이 하천가치 향

및 사회적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상과 하천복지를 통해 하천사업의 효과를 누릴

2) 하천 공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수변공간 조성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으로 하천이 홍수에 안전함과 동시에 지역의 다
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 종합정비계획 사업 참여는 그
간 하천정책분야 사업에 대한 참여가 미진했던 점을

3) 국민과 지역이 직접‘디자인’
에 참여하는 창의

고려할 때 부족했던 중앙부처 하천정책 정보 및 지

적인 하천사업 추진으로 하천사업에 대한 공감

자체 담당부서와의 유대관계를 상승시키고 연차별

대를 형성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융합하여 지역

사업 발주계획 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로 수주실적 향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렇듯 종합정비계

상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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