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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소하천 구간조정 사례
Sectional Classification of the Creeks during Small-sized

The re-establishment of the creek improvement planning is aimed at controlling,
developing, and utilizing the small-sized river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water
quality and flood control status of each river.
Until recently, the creeks in Korea have been classified by section mostly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not by geological study
results and experts' opinion. However, amid the rapid changing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small rivers following the mushrooming local development activities across the
nation, the current sectional classification of the small-sized rivers (creeks) shall be readjusted. Some functions of the creeks might be missing or some sections may be
overlapped with the upper level rivers, for instances.
Accordingly, it is high time to set up a comprehensive and rational creek controlling
system by re-adjusting the river sections based on the site survey results and relevant
planning data. This report will include the current standards of the creek sectional
designation and some of the major current river improvement projects that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YOO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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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하천 정비법 제6조 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토지

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이용규제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또한, 소

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

하천의 지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

모와 하천전산화를 수행하여 소하천의 관리, 이용,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지칭)이 지정하는 소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

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획을 수립,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0m 이상이

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연장이 500m 이상인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거 소하천의 지정은 공학적인 조사가 아
닌 지역주민 및 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지정된 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하천

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며, 지역개발

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사업 등에 따라 소하천 현황이 급변하는 추세로 이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

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

예를 들면 소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상위 등

적으로 조사·분석한 다음 해당 소하천별 종합계획

급 하천과 중복된 구간 등이 있을 수 있다.

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장조사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과업
범위 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소하천정비종합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3항에는 [소하천정비종합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유역특성 변화와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기수립 계획이 현재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과 아울러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재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의 세부적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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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하천종비종합계획 재수립 절차

222 | 설계·감리사례

17-220~231-소하천다시2

1904.1.3 14:53

페이지223

G7 JPC-ATALK 2540DPI 175LPI

○○○

류지역의 주요 지천합류점

4. 소하천 구간조정 기준

- 주요 지형·지물 및 구조물(사방댐, 교량 등)

4.1 소하천 구간조정 사유

설치여부 고려
•관계기관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현지조사(시·종점 조사)를 통한 소하천 지정
타당성 검토
•소하천 중복 또는 불일치(상위등급 하천구역 경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실측연장으로 조정
•향후,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소하천
지정·변경 및 폐지 최종 결정

계 등)에 따른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현지 여건을 고려한 시·종점(조사측량 및 소하
천정비종합계획 등) 조정

5. 기지정 소하천 현황(예:천안시)

•경지정리 등 지형변화에 따른 유로변경
현재 수립 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지정 소

4.2 소하천 지정 및 폐지 법적 기준

하천은 총 15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연장은
254.703km이다. 한편 하천수계 및 읍면별 소하천

•소하천 지정 기준(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동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2조)
- 일시적이 아닌 상당기간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 평균하천폭2.0m 이상, 연장500m 이상하천
-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구간
•소하천 폐지 기준(소하천정비법 제3조 3항)

(단위: 개소, km)

수계별

읍면별

개소수

연장

병천천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85

138.823

곡교천

풍세면, 광덕면, 동지역

34

65.235

안성천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32

50.645

계

-

151

254.703

-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경우, 그 소하천의 지정
은 효력 상실
-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단위: 개소, km)

읍면별 개소수

연장

20.118

12.040 성남면

15

22.765

12

18.515 수신면

8

15.190

목천읍

22

40.070 병천면

16

20.560

•치수안정성 및 이수와 생태환경 보전의 조화

입장면

5

12

20.120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풍세면

5

13

25.205

광덕면

16

- 지방하천, 소하천의 합·분류 경계 및 하천 상

6

10.125

성거읍

9

직산읍

9.965

북면

연장

12

4.3 소하천 구간조정시 고려사항

성환읍

읍면별 개소수

동면

11.015 동지역
29.015

합계

151 2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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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하천 구간조정시 주요 현안사항
6.1 지방하천과 연계한 소하천 조정
지방하천과 소하천 중복구간에 대한 관련계획 조
사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하류가 중복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 종점부
조정 또는 지정해지를 수행하였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시·종점 불일치 구간에 대
해서는 소하천 종점을 연장하여 지방하천 시점과 일
치되도록 구간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방하천 측방유입 소하천의 경우, 지방하
천의 하천구역을 고려하여 종점부를 조정하였다.

(b) 상위등급 하천구간 불일치

(a) 상위등급 한천구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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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구간내·외 저수지가 포함된 소하천

는 경우는 저수지를 소하천 구간으로 편입하여 지정
하였으며, 소하천 상류에 저수지가 위치하는 경우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16.09, 국민안

여수로 하단부를 시점으로 지정하였다.

전처)]에 근거하여 소하천 구간 내 저수지가 위치하

(a) 저수지가 구간내 위치

(b) 저수지가 시점부 위치

6.3 농업용 배수로 소하천 지정 검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16.09, 국민
안전처)]에서 기존에 농업용 수로로 이용하여 소하
천에서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본류(지방하천)와 지
류(소하천)의 일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소하
천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소하천
으로 편입하여 지정하였다.
또한 소하천 지정 기준규모 이상으로 소하천 신규
지정 기준에 만족하나 농업용 용·배수 단일용도로
이용되는 수로 구간은 소하천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농업용 배수로 편입시 각 시군의 농업정책과
와농어촌공사의협의를통한구간조정이필요하다.

(a) 농업용 배수로구간 소하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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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복개구간 소하천 연장조정

단되는 경우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정 해지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개구간을 포함할 경우 홍수에 의한 위험성이 높

•감나물골천(직산읍)은 본류 하천인 소하천 신갈

고, 소하천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하천 구간

천 구역(양전저수지)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구간

으로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간을

을 제외하고 잔여구간중 대부분이 복개구간으

제외한 하천연장이 소하천 지정기준에 미달하고 유

로 소하천 지정 규모기준에 미달되어 소하천 지

역면적이 협소하여 홍수에 의한 위험성이 낮다고 판

정 해지

[비복개 구간 연장이 짧은 소하천 조정(감나무골천-지정해지]

6.5 특정 시설물·부지를 관류하는
소하천 연장 조정

•산업단지
- 신용천(성환읍)은 상류구간이 국립축산과학
원을 관류하며 홍수피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특정 시설물 또는 사유지 등을 관류하는 소하천의

조사되었으나, 치수·환경적 측면을 고려하

지정해지는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 지자체의견 등을

여 소하천 구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곡촌천(풍세면)은 풍세산업단지 조성시 소

•타기관 관할구간(독립기념관)

하천 구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구간 조정

- 주내골천 및 운전천(이상 목천읍)은 천안시

- 한편, 재실천(성남면) 상류측 천안 제5일반산

독립기념관 부지를 관류하여 유하하며, 해당

업단지 구간은 현재 영구저류지로 용도변경되

부지는 독립기념관에서 별도로 관리가 이루

어 소하천 형상이 유실되어 제외하였으며, 잔여

어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소하천의 치수적

연장이 500m이하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미달

측면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

되나 하류측 침수피해가 빈빈히 발생하는 점을

의하여 소하천 구간으로 유지

감안하여지자체협의후소하천지정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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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로 변경 소하천 구간 조정

•업성천(업성동)은 기수립 유로의 중류부가 건물
등의 신설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으며 도로(번영

기수립 소하천 유로에 경지정리, 건물신설, 도로

로) 신설로 인해 기수립 유로가 변경된 상황으

건설등 다양한 이유로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유

로 주민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유로를 변경하

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주민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였다.

유로를 변경하였다.

[유로변경에 따른 소하천 구간조정(업성천 예)]

6.7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 조정

[행정구역 중복에 따른 소하천 구간조정(휴대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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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류하는 소하천의 경우

6.8 소하천명 조정

는 단일 지자체 관리 방법과 구간별로 분할 관리하
는 방안으로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역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하천명 또는 중복

•천안시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지역내 행정경계
상에 소하천이 위치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된 소하천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지명
등을 반영하여 소하천명을 수정하였다.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에 위치한 소하천 휴대천
이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의 경계를 따라 유하
하며, 이는 [아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아산

7. 소하천 지정 해지

시, 2004)]에서 아산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

기지정 소하천 151개소 중 지정해지 대상 소하천

•아산시와 협의 결과, 기수립 계획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금회 소하천 휴대천을 아산시에서 종
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

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검토되었으며,
•기지정 소하천 중 하천 규모 등의 특성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고, 보호면적 협소 등 하천 중요

[지정해지 대상 소하천 현황]

번호

행정구역

소하천명

연장(km)

지정해지 사유

2-17-113

감나무골천

0.600

•종점부 저수지 수몰지, 상류측 복개구간
(L=245m)를 제외한 잔여연장(L=215m)이 소
하천 지정기준에 미달
•해당구간 보호면적 협소

1-02-025

천성천

0.500

•전구간 산지부로 보호가치가 미미

1-05-048

초막골천

0.850

•시점부 구간 산지부로 보호가치 미미
•주요구간 U형개거(1.0×1.0)로 형성되어 소
하천 지정기준에 미달

3-22-133

도치골천

0.600

•하류 일부 농경지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
산지부로 보호가치 미미

3-24-141

옥전천

2.600

•지방하천 무학천과 하천선형 중복

성남면

1-05-054

석천천

0.600

•현재 하천 치수적 기능이 미미하여 평행 유하
하는 정곡천과 병합하여 통합관리 및 계획 필
요하므로 정곡천으로 귀속

수신면

1-01-018

지장천

3.050

•지방하천과 지압천 하천선형 중복

7개소

8.800

직산읍

목천읍

광덕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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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떨어지는 소하천에 대하여 지정 해지 검토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후보지로 분류하여 현장조사

•연속된 하나의 하천이 두개의 소하천으로 지정되

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어 있는 경우,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상류

선정된 1차 신규 소하천 지정 후보지에 대한 세부조

측지정된소하천을지정해지하고병합하여지정

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중복 지정된 구간에 대하

및 관계기관의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2차 신

여 연장조정 또는 지정해지 검토
•치수시설물 및 기타 방재시설물 신설에 따른 연
장조정 또는 지정해지 검토

규소하천지정후보지에대한세부조사를실시하였다.
신규 소하천 지정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규모,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재해위험지

감나무골천, 천성천, 초막골천, 도치골천, 옥전천,

구, 산사태위험지구, 수해피해이력, 관계기관 및 주

석천천, 지장천 등 7개소, 8.800km를 지정해지 대

민의견, 타법에 의한 보호구역 설정 여부 등 세부사

상 소하천으로 분류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는 직산

항을 고려하여 신규소하천 지정이 필요한 구간 24개

읍 1개소, 목천읍 2개소, 광덕면 2개소, 성남면 1개

소 31.430km를 신규 대상 소하천으로 지정 분류하

소, 수신면 1개소로 나타났다.

였다.

한편, 천안시 기지정 소하천에 대한 지정해지 현
황 및 세부사유는 다음 표와 같다.

한편, 행정구역별로는 성거읍 2개소, 직산읍 3개
소, 목천읍 3개소, 입장면 2개소, 광덕면 3개소, 북
면 6개소, 성남면 1개소, 수신면 3개소, 병천면 1개
소로 나타났다.

8. 소하천 신규지정

도상조사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계획
검토, 과거 피해이력 조사를 통하여 관내 하천 미지

도상조사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신규 소하천 지정

정 수로 중 소하천 지정기준 이상 규모에 부합하며

[신규지정 대상 소하천 세부 검토 항목]

a) 하천 규모

•하천규모가 소하천 지정기준인 하천폭 2m이상, 하천연장 500m 이상 만족 여부

b) 제내지 토지보호

•제내지 내 홍수발생에 의한 재산피해 발생가능지역 존재 여부

c) 제내지 주거지보호

•제내지 내 홍수발생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가능지역 존재 여부

d) 풍수해 위험지구

•유역 내 등급별 풍수해 위험지구 지정 여부

e) 수해피해이력

•과거 유역 내 수해피해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여부

f) 하천시설물 설치

•현재 하천내 보,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설치 여부

g) 관련계획, 보호가치,
문화재 보호구역 등

•관련계획 조사결과, 유역내 타법에 의한 보호구역 위치 여부 및 보호가치 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위치 여부

h)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관계기관 의견 및 현장답사시 주민의견 청취내용상 해당구간의 소하천 지정 혹은
해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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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면적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업대상 소하천 중 평균하폭 2m 이상, 총연장

수로를 신규지정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였다. 이후

500m 이상 등의 하폭 및 연장 기준으로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소하천 신규지정 및 폐지에 관련

유역 전체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기고시 소하

된 내용을 설명하고, 신규지정과 폐지가 필요한 지

천 151개소, 254.553km에 대비하여 시·종점 연

점에 대한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장조정 68개소, 하천선형 변경 11개소, 소하천 지정

추가적인현장조사등을검토를통해최종결정하였다.

해지 7개소, 신규지정 대상소하천 24개소로 금회

소하천 신규지정 단계 및 신규지정 대상 소하천의

과업대상 소하천은 168개소, 274.043km로 17개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 19.490km 증가되었다.

9. 소하천 구간조정 결과

10. 결론

현지조사를 통하여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

최근 진행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중요한 단계

[행정구역별 소하천 구간 조정 결과]

하천개소
구분

기지정

연장변경
시종점

선형

하천연장(km)

지정
해지

신규
지정

금회

기고시

금회

증감

성환읍

6

2

-

-

-

6

10.125

9.865

▼0.260

성거읍

9

4

-

-

2

11

12.040

14.910

▲2.870

직산읍

12

6

1

1

3

14

18.515

22.660

▲4.145

목천읍

22

11

1

2

3

23

40.070

36.105

▼3.965

입장면

5

4

1

-

2

7

9.965

12.305

▲2.340

풍세면

5

3

1

-

-

5

11.015

10.315

▼0.700

광덕면

16

8

3

2

3

17

29.015

30.335

▲1.320

북 면

12

6

-

-

6

18

20.118

29.218

▲9.100

성남면

15

2

1

1

1

15

22.765

23.020

▲0.255

수신면

8

1

-

1

3

10

15.190

18.640

▲3.450

병천면

16

7

-

-

1

17

20.560

22.030

▲1.470

동 면

12

1

-

-

-

12

20.120

20.170

▲0.050

동지역

13

8

3

-

-

13

25.055

24.470

▼0.585

합 계

151

63

11

7

24

168 254.553

274.043

▲1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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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하천 구간 조정은 과거 지역주민 및 관리기관

•농업용 배수로 소하천 지정 검토

의 의견에 주안점을 두어 공학적인 타당성이 확보되

•복개구간 소하천 연장 조정

지 못한 구간이 많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시

•특정 시설물·부지를 관류하는 소하천 조정

공학적인 조사와 지역주민 및 관리기관의 의견을 적

•유로변경 소하천 구간 조정

절히 준용하여 효율적인 소하천 지정관리가 반드시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 조정 등

필요하다.

현장조사 및 관련문헌 조사를 통하여 상기 현안사

따라서 최근 진행 중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상 소

항을 검토하여 지역주민 및 시·군·구 지자체에 보

하천 구간 조정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사항에

고 후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정이 필요하며, 광역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지자체 및 타기관 관리시설물과의 중복·이격 등의

•지방하천과 연계한 소하천 조정

현황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소하천 구간 조정이 필요

•구간내·외 저수지가 포함된 소하천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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