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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상위계획과 연
계하고 소규모 단기사업은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 발전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상위계획인 ｢한강유역물관리종
합계획｣(2022년 예정)에 반영하여 사업비 확보의 근거 마련 필요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여 홍수방지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단기사업은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
공모사업과 시범사업도 기존의 하천사업 틀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
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장기적으로 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자연성 회복에 비중을 둔 통합적
인 관점에서 하천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가 하천사업 선도
지방이양 이후 경기도 하천과와 수생태팀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각기 수립하여 현 시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태
중앙정부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천의 생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서 하천 사업추진 시 생태적 측면 강조 필요
하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2025년 이전에 치수,
이수, 수질, 수생태를 통합하는 종합계획 수립

하천 거버넌스를 이용한 하천사업 관련 의사결정 및 하천의 중요성 강조를
통한 하천사업 활성화
탄천과 안양천 유역에서 지역의 하천을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하천이 쟁점화되고 정책공약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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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거버넌스 형성의 기반이 됨

하천 관련 쟁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유역이나 시･군별로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는 지역 하천의 이용과 보전 원칙 설정, 친수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하천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사업이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여하는 역할
수행

가칭 ｢경기도 하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경기도 하천사업
추진체계 구축
기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조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치수, 이수, 수질,
수생태를 통합하는 조례 제정
조례에서 제정의 목적, 경기도 하천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및 내용, 세부 하천
사업의 내용과 추진 절차, 재정지원, 사후 점검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경기도 차
원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함

분산되어 있는 하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지방이양으로 인해 추가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최근 늘어난 하천 관련 수요에 대응
경기도 하천 관련 조직은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 등 두 개 과로 계획하며 중장
기적으로 하천관리센터 신설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 중 하천시설과는 건설본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나 하천
정책과는 경기도의 조직 개편 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임
경기도 차원에서의 하천 사업이 정착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중장기적으로 하천
관리센터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하천관리센터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하천사업 관련 기술지원, 통
합하천사업 지침 개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의 역할 수행

키워드 지방하천, 지방이양, 거버넌스,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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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결과 2020년부터 중소규모 하천 사
업의 지방이양이 결정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대상임
- 하천사업 이양 이후 경기도와 시･군이 중심이 되어 하천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해야 하는 체제로 전환
-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추진 초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환경부에서 물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주된 정책 방향으
로 제시
- 국토교통부 하천 조직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조직을 정비하여 하천의 통합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주된 목표로 설정

경기도의 하천담당 부서는 향후 하천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
며, 지방정부의 하천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2) 연구의 목적
경기도 하천사업 추진 방향 제시
하천 자연성 회복을 추구하는 중앙정부의 하천 관리 방향과 부합하도록 경기도
의 기존 하천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한
하천사업 추진방향 및 관리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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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 2020년 기준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중심

주요 내용
경기도의 주요 하천사업 추진 현황 및 여건 변화
- 기존의 하천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세부적인 여건 변화 분석

경기도 하천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경기도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조사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경기도 하천사업 추진 방안 제시
- 하천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제시
- 하천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사업 추진 방안 제시

하천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조직 개편 방안

연구 방법
문헌 연구 : 하천사업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제도 조사
면담 및 설문조사
- 하천 담당 공무원 면담
- 경기도 시･군 하천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개최
- 하천사업 관련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4∣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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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 현황과 여건 변화
1. 경기도의 하천사업 추진 현황
1) 경기도 하천 현황
경기도의 하천은 규모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은 시･도, 소하천은 시･군･구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19개소, 지방하천 497개소, 소하천 1,999개소 정도가 위
치해 있음
- 2018년 기준 하천 개수율은 국가하천이 84.1%로 가장 높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50%
내외로 높지 않은 편임
- 우리나라는 치수 중심의 하천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개수율이 하천사업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음
- 수질은 하천에 대한 직접 사업보다는 유역에서의 오염원에 대한 수질관리 대책 수립이
더 중요하고, 생태 부문은 하천의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 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표 2-1] 경기도의 하천현황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청

국토교통부

경기도

시･군

관련 법

하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개소 수

19개소

497개소

1,999개소

개수율(%)

84.1

51.5

49.0

자료 : 국토교통부(2020). 한국하천일람(2018).
: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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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경기도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위치도

2) 2020년 이전의 경기도 하천사업 추진 체계
경기도와 시･군이 관여하는 하천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
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으로 구분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경기도 하천과의 담당업무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
되다가 2016년 이후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통일
10∣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 지방하천 사업은 재원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업과 경기도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하
여 추진해 왔음
- 국고보조금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의
명칭으로 추진했으며,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추진함
[그림 2-2] 지방하천정비사업 종류(2020년 이전)
지방하천정비사업
구분

재원

사업목적

사업추진 방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
조성사업

고향의강
정비사업

국비 50~60%
도비 40~50%

국비 50~60%
도비 40~50%

국비 50~60%
도비 40~50%

지방하천개수사업

도비 100%

치수･이수뿐만
치수･이수뿐만 국비보조사업에서 제
치수･이수를 목
아니라 생태환경 아니라 역사･문 외된 지방하천에 대
적으로 수해 피해
조성 및 친수공간 화가 살아 숨쉬는 해 치수･이수 목적으
예방
확보
문화하천 조성
로 추진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 종합계획｣
에 의거하여 순차
적으로 사업추진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 종합계획｣
에 의거하여 순차
적으로 사업추진

국토교통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고향의 강 정비 홍수피해발생 등을
사업 기본계획｣ 고려하고 시･군에서
에 의거하여 순차 신청된 우선순위에
적으로 사업추진 의거 대상하천 선정

자료 : 경기도(2021).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에서 발췌 정리.

기존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
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추진
- 시･군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의 심의를 받은 이후 경기도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함
- 선정된 시･군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환경청의 설계 승인을 받은 후 경기도 생태복원심
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함
- 사업 준공 후 시･군에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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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절차도
<관련 법규>

<수행절차>

<승인기관>

하천법 제25조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

국토부, 하천관리청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지자체 )

환경청 심의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검토)

지방보조금법 제2장 및 제3장

사업선정

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지자체 → 환경청)

(환경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청) 설계승인(70%진행)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검토)

- 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생태하천 업무추진 지침
- 문화재법 제6조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생태복원심의위원회(시․도)
(지자체 → 시․도)

(시･도) 생태복원심의위원회
*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심의

하천법 제27조 및 제30조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관리청)

(하천관리청) 하천공사 시행계
획 및 인가
(지자체) 보상 및 감정평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착공, 시공, 감리

(지자체) 공사중 모니터링 실시,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
(시･도, 환경청) 매분기 점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생태하천복원공사 준공

(지자체) 사업 추진 명세서 제출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사후관리
(지자체, 5년)

보상법 제15조 및 제68조

(지자체) 사후관리 실시(5년)
(시･도, 환경청) 사후관리 이행 확인

자료 : 환경부(202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10년마다 시･군에서 수립하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해 추진
-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는 ｢소하천정
비중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정비사업의 목적과 개요, 설계도서, 사업비 조달계획서
등이 포함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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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소하천의 기초조사를 하고 실시 설계, 사업자 선정, 토지보
상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함
[그림 2-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절차

자료 : 국민안전처(201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

제2장 하천사업 현황과 여건 변화∣13

3) 하천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의 하천
사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대응 방향 모색
기존의 국고보조 사업과 경기도 도비로 추진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국고보조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 조성, 고향의 강 정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58개 지구, 213.3㎞가 계획됨
-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15개 지구 32.9㎞가 계획됨
[표 2-2]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사업비(백만 원)

지구수
(개소)

사업량
(㎞)

계

기투자

’20년

향후

합계

73

246.2

2,122,324

535,944

148,239

1,438,141

수해상습지 개선

21

83.2

683,778

279,128

65,987

338,663

하천환경 조성

2

2.9

60,510

2,800

5,500

52,210

고향의 강 정비

8

51.2

173,353

108,818

24,592

39,943

지방하천 정비

27

76

928,736

23,694

33,410

871,632

지방하천 개수

15

32.9

275,947

121,504

18,750

135,693

구분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경기도 하천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 2020년 이후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 보조사업 제외로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종합계획
반영 근거를 상실함
- 경기도 자체의 정비사업 집행 지침 제정, 투자우선순위(범람하천 우선) 선정, 하천사업
추진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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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1년 기준 12개 시･군 15개 하천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 15개 계속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완료
- 2021년도 예산은 7개 시 9개 사업에 대해 총 36,316백만 원(도비 17,826백만 원, 시･군
비 10,525백만 원, 기금 7,965백만 원)이 책정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향후 투자금액은 120,599백만 원정도
소요될 것임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하천에 대해 시･군은 보조사업 완료 후 5년간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조사, 홍보 계획 등의 사후관리 실시
- ′16~′20년 준공 하천인 16개 시･군 23개소 93.5㎞가 대상임
[표 2-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 원)

2021년 예산
구분

하천구분 총사업비

합계

기투자

220,573 63,658

향후투자
계

도비

시･군비

기금

36,316

17,826

10,525

7,965

120,599

대대천

지방하천 16,000

13,938

2,062

699

210

1,153

-

송전천

지방하천 22,800

5,000

5,084

2,542

2,542

-

12,716

신원천

지방하천 23,473

6,700

6,290

3,145

1,642

1,503

10,483

인창천

소하천

35,000

13,200

7,546

3,773

1,132

2,641

14,254

옥구천

소하천

3,900

2,856

1,044

522

522

-

-

포천천3 지방하천 38,000

2,970

2,260

1,130

1,130

-

32,770

산곡천2 지방하천 49,800

16,216

7,624

3,812

1,144

2,668

25,960

금석천2 지방하천 18,000

600

1,694

847

847

-

15,706

2,178

2,712

1,356

1,356

-

8,710

호원천

지방하천 13,6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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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소하천정비사업은 시･군이 관리청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체계
경기도 31개 시･군은 각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예산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
- 경기도는 시･군에서 올라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소하천정비사
업과 관련된 도비를 책정하지 않음
- 경기도의 소하천 개수율은 약 48.7%로 높지 않은 편임

2. 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여건 변화
1) 중앙정부의 물 관련 정책 동향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물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를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미래의 물관리 체계 구축
2018년 물 관련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물 관
련 조직도 정비함
- ‘물관리기본법’에는 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
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중심으로 수자원, 이수, 수질, 수생태 업무를 수행하여 물 관련 업무
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개편
- 환경부는 중복 혹은 상충되는 물 관련 법령과 계획을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법･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물 관련 상위계획의 수
립으로 하천 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이 제시될 것임
- 2021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2022년 전
반기에 수립될 예정임
- 특히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는 경기도의 하천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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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2020) 보고서를 발간하여 하
천의 자연성 회복을 강조
-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위적 개입은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며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및 이･치수 기능의
조화를 추구함
- 강 자체뿐만 아니라 유역 전체를 포함한 회복을 추진하고, 유역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함

2) 하천사업의 지방이양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현재 국세인 부가자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9
년 15%, ′20년 21%로 인상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년에
3.5조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그림 2-5] 재정분권 추진방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재정분권 추진방안.

1) 관계부처 합동(2018). 재정분권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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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을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결과 2020년부터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대상임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 사업에 포함되었을 때의 국비보조율은 지방하천정비사업
50%, 생태하천복원사업 50~70%, 소하천정비사업 50%였음
- 경기도의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련 사업은 국비보조 없이 경기도와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함
[표 2-4] 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변화
(단위 : %)

구분

지방이양 이전

지방이양 이후

보조금

도비

시･군비

보조금

도비

시･군비

지방하천정비사업

50

50

-

-

100

-

생태하천복원사업

50~70

-

50

50(15)2)

소하천정비사업

50

-

-

100

30~501)
-

50

기금

(35)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에서 발췌 및 재정리.
주 1) 경기도 조례에 의해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 결정, 기금이 포함되는 지역도 있음.
2) 괄호 안은 팔당호 상류 지역에 적용.

3. 설문조사 및 문제점 분석
1) 경기도 하천사업 관련 설문조사
조사개요
하천사업 지방이양 이후의 하천 사업추진 및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하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하천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하천사업 추진 시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하천 업무 담당 조직의 통합 필요성 등 총 12개 문항으로 설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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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천과에 협조를 요청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경기연구원에서 이메일(E-mail)과
팩스(Fax)를 활용하여 설문지 회수
- 2021년 10월 27일 ~ 11월 8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3개 시･군에서
총 35명의 공무원이 설문에 응답

조사결과
하천 관련 업무 수행 기간
- 설문에 응답한 시･군 공무원의 하천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은 ‘1년 미만’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1~2년’ 31%, ‘2~5년’ 17%, ‘‘5년 이상’ 1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 하천 관련 업무 수행 기간

11%
17%

40%
1년 미만
1~2년
31%

2~5년
5년 이상

하천 관련 담당 업무
- 응답자의 하천 관련 담당 업무는 ‘소하천정비사업’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
하천 정비사업’이 26%, ‘기타’가 21%,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1%로 그 뒤를 따름
- 기타 업무로 회계,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하천점용, 소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구거정비, 재해복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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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하천 관련 담당 업무

26%

지방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11%

소하천정비사업

42%

기타

21%
0

50

100

하천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 하천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하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려움 예상’을 선택함에 따라 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민원에 다소 민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통일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함
[그림 2-8] 하천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하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려움 예상

74%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하천사업
추진 차질 우려

16%

국가하천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등으로 하천 관리의 연속성 훼손

8%

3%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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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하천의 관리 및 이용 상태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가 관리하는 하천의 관리 및 이용 상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이라는 응답
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아주 만족+만족) 한다는 응답이 34%로 ‘불만족’
(아주 불만족+불만족) 한다는 응답보다 큰 수치를 보임
[그림 2-9] 하천의 관리 및 이용 상태에 대한 만족도
만족 34%
3%

31%

52%

아주 만족

14%

보통

0%

아주 불만족

지역의 하천과 관련된 민원의 종류
- 지역의 하천과 관련된 민원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수 시설 관련’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치수 관련’과 ‘수질･수생태 관련’ 민원이 10%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 기타의견으로 토지편입, 사유재산 피해, 하천 잡초 제거, 제방도로 및 하천보상, 점용
등의 민원이 있음
[그림 2-10] 지역의 하천과 관련된 민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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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 추진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 하천사업 추진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수’부분이 56%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친수’ 29%, ‘수질･수생태’10%, ‘이수’ 5%
순으로 조사됨
[그림 2-11] 하천사업 추진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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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의 추진 필요성
- 정형화된 하천사업을 탈피하고 지역의 필요성에 의한 하천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을 대상
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60%가 ‘필요’(매우 필요+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14% 차지
[그림 2-12]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의 추진 필요성
필요 60%

34%

매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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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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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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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필요

하천 공모사업 주제의 선호도
- 하천 공모사업 주제의 선호도 조사결과, ‘친수시설 설치 및 여가활동 개선’을 선택한 응답
자가 61%로 가장 많았고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된 하천사업’과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각각 19%, 17%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공모사업 주제가 ‘친수시설 설치 및 여가활동 개선’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후 공모사업 진행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2-13] 하천 공모사업 주제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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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친수시설 설치 및 여가활동 개선
17%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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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시범사업 주제의 선호도
- 하천 시범사업 주제의 선호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78%가 ‘치수, 이수, 수질･수생태 등을
통합하는 하천사업 추진’을 선호하였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연결성 강화 방안’과 관련된
주제가 다음 순위를 차지함
- 시범사업 주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하천사업’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아직까지는 탄소중립과 하천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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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하천 시범사업 주제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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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업무 담당 조직의 통합 필요성
- 하천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응답자 중 57%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하천 관련 조직을 이미 통합’한 시･군도 26%인 것으로 확인됨
- 반면, 14% 정도는 ‘기존의 분산된 형태로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
인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제시함
[그림 2-15] 하천업무 담당 조직의 통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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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분산된 형태로도 문제없다
하천 관련 조직을 이미 통합한
상태이다

26%

3%

기타
0

24∣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50

100

단기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기 적합한 하천사업
- 단기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기 적합한 하천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9%가 ‘소규모 개량 사업 (보축이나 하상정리 등)’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친수시설 설치’ 37%, ‘보 철거 및 개량’ 11% 순으로 선택함
- 기타의견으로 개량, 개수공사와 동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제안함
[그림 2-16] 단기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기 적합한 하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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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 지방이양 이후의 하천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의견
- 추가의견으로는 예산지원,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 통일성 있는 사업계획의 한계, 친수공간
확대, 시･군에 권한 이임 등을 제안
[표 2-5] 하천사업 지방이양 이후의 하천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의견
응답자

의견

1.

Ÿ 매년 홍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재해예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을 지원없
이 지방에만 맡기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되는 결과 발생
Ÿ 치수는 물론 친수시설 조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 필요

2

Ÿ 하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만이 아니라 인력충원이 필요
Ÿ 하천의 범위에 비해 관리 인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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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응답자

의견

3

Ÿ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에 대한 교부세를 확대하
고 지속적인 교부 필요

4

Ÿ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하천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의 사업비 보조 필요

5

Ÿ 경기도 전체의 하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일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Ÿ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 필요

6

Ÿ 하천 관련 부서의 인력충원 필요, 하천 관련 교육도 병행되면 좋을 듯함

7

Ÿ 소하천 보다는 규모가 큰 지방하천에 친수시설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Ÿ 지방하천 하천정비계획 내 친수시설 반영 요청

8

Ÿ 주민들의 소하천정비사업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

9

Ÿ 하천정비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려움으로 국･도비 지원 확대 필요
Ÿ 시민의 힐링 공간 확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됨에 따라 하천 조성시
친수 공간 조성 확대 필요

10

Ÿ 소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예산 보전율이 각 시･군마다 불균형함
Ÿ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시 단계적인 사전 절차가 복잡하여 시･군 예산
투입이 과다함

11

Ÿ 위임 사무에 대하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운영될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 위임 필요
Ÿ 취수목적의 정비보다 현시점에서는 친수목적의 하천정비가 필요

12

Ÿ 하천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반
적인 권한 위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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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분석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체계 미구축
하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불확실성이 존재
- 조속히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하천과 소하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하천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미래의 경기도 하천 사업추진 방향 정립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시･군 공무원들은 하천 사업에서 치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기존의 치수 사업에 자연성 회복을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하천 사업의 원칙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 구축 필요

하천사업 추진조직 미정비 및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
경기도도 하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조직을 정비하여 시･군의 하천 조직과
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함
- 중앙정부도 2022년부터 하천사업 관련 조직을 통합할 예정이며 경기도 시･군 중 일부도
이미 조직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경기도도 조직을 정비해야 함
-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 증가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도와 시･군의
인력 확충 필요
- 하천 사업의 필요성이 정책결정자에게 인식되지 않으면 사업 예산확보가 곤란해지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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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사업 추진 방향
하천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동향과 하천 사업의 지방이양 등의 여건 변화 고려
중앙정부는 환경부 중심으로 하천 관련 조직을 통합하면서 치수, 이수, 수질,
수생태 등을 포괄하는 국가하천종합계획 수립 예정
- 하천 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최신 동향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 및 관련 계획의
정비가 있을 것임
- 하천 사업이 그동안 치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주된 이슈로 부각
되고 있음

하천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경기도와 시･군이 주도하여 지방하천과 소하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체계로 전환
-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체계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기존과 달리 적극적으로 하천을
이용하고 관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함
- 국비 지원이 없는 대신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하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중앙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하천 사업을 현장인 경기도에서 유연하게 통
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하천 사업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하천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공모사업,
소규모 단기사업 등을 추진

제3장 경기도 하천사업 추진방안∣31

중앙정부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경기도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하천사업 추진 방향 제시
- 하천 사업이 치수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를 발전시
키기 위한 방향을 자연성 회복으로 설정

정책결정자들이 하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천을 이용하고 보전
하려는 지역주민들과의 연계가 필요
- 경기도의 경우 이미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개발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과 접하려는 주민들의 수요가 있음
- 하천을 중심으로 산책이나 조깅 등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천 수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보전하려는 지역주민들도 있음
-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하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 지역 실정에
맞게 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1] 하천사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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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사업 자연성 회복 방안
1) 환경부는 강 자연성 회복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2020) 보고서에서 자연성 회복 원칙 제시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위적 개입은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며,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으로 회복
강 자체 뿐만 아니라 유역 전체를 포함한 회복을 추진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및 이･치수
기능의 조화를 추구
유역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전국적으로 33,914개, 경기도에 3,250개의 보(洑, weir)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보는 하천수 유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됨
보 설치의 당초 기능이나 용도를 상실한 보는 기능을 개선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3-2] 전국 및 경기도내 하천 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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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국 및 경기도 보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33,852

33,905

33,893

33,914

33,914

경기도

3,257

3,251

3,251

3,250

3,250

자료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www.fishway.go.kr”.

2) 기능/용도 상실한 내 보 처리 절차
보 관리/처리 등에 관한 지침
하천 내 존치하는 기능이나 용도를 상실한 보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보고서
나 지침들은 2000년대 이후 여러 기관에서 제시된 바 있음
- 대표적으로 경기연구원(20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8) 등에서 보 관리방안, 보철거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음

정작 하천기본계획수립시 지침이 되는 ‘하천설계기준’에는 보 개량이나 철거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
- 지방하천사업 수행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용도 상실 보 철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철거나 개량에 관한 지침을 설계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연구원(2007)이 제시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효율적인 보 관리를 위해 기능 및 용도 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취수보의 기능 상실 여부
- 보 본체의 노후화나 파손 여부
- 취수구의 폐쇄나 훼손여부
- 보 상류부 유사퇴적으로 인한 담수용량 저하 여부
- 보 상하류 수질오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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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통로단절 여부
- 통수단면적 축소로 인한 치수안정성 저해 여부
② 취수보의 용도 상실여부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로 물 수요 소멸 여부
- 취수원 이전 여부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기능과 용도가 모두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존치대상보로
선정하여 하천에 그대로 존치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용도가 유효한 경우, 기능은 유효하나
용도를 상실한 경우, 또는 기능과 용도 모두 상실한 경우, 이를 해결할 적절한
대안을 찾아 보를 개량
- 보를 개량하는 방법은 보체 마루높이 개량, 하안쪽 부분 제거 등과 같이 보 본체를 개량하는
방법과 보에 어도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최근 김원(2021)은 보의 개량방안 중 하나로 낙차를 두지 않고 하상 취수가 가능한 방법을
[그림 3-3]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그림 3-3] 보 개량 대안

자료 : 김원(2021).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선 방안”, 경기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보를 개량할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 철거영향평가를 수행 후 주민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 보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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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철거영향평가는 크게 수리, 수질, 생태, 사회･경제의 4가지 인자로 구분하여
수행될 수 있음
- 4가지 중 보 철거로 수질, 생태 등이 개선되는 것은 명확하므로 수리(특히 하상변동) 평가만
수행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수리 평가를 통해 보 철거로 인한 설계 홍수위 저하, 하상변동 및 유사량 변화
등을 과학적 기법으로 예측하고 치수안정성의 문제를 정량적으로 검토
- 보 철거 후 급격한 하상변동을 우려하여 최근 여울형 낙차공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연성 회복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상의 보 관리 및 처리방안에 관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3-4]와 같음
[그림 3-4] 보 관리 방안 흐름도

자료 : 백경오 외(2007). 경기도 지방하천의 보 현황 및 관리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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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보 철거 사례
환경부의 보 철거 시범사업 (공릉2보와 고탄보 철거)
환경부는 2006년 ~ 2007년에 보 철거 시범사업을 공릉천의 공릉2보와 한탄강
의 고탄보를 대상으로 시행함 (건기연, 2008)
공릉2보 철거 후 하상변동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 철거 전후의 하상변동은 철거 전인 2006년 4월 1일, 철거 직후인 2006년 5월 30일,
그리고 홍수 후인 2006년 8월 4일에 현지 측량을 통하여 분석함
- 보 상류의 경우 철거 초기에는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보 직하류에서는 철거
후에 지속적으로 퇴적되어 하상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3-5] 참조)
- 결과적으로 보 상하류의 하상 단차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평형상태의
하상으로 도달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5] 공릉2보 철거 전후 종단도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8).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 환경부.

- 이러한 현상은 평형하상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공적인 개입으로 하상에 단차가 생길지
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단차가 없어진다는 것임

[그림 3-6] (A)와 같은 평형상태(자연상태)의 하상을 (B)와 같이 인공적으로 단
차를 만들어주면 (C)처럼 시간이 갈수록 상류는 침식이, 하류는 퇴적이 발생하
여 (D)처럼 다시 자연스러운 하상상태(평형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이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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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하상의 평형상태 되찾는 과정

자료 : W. Kenneth Hamblin(2004). Earth's Dynamic Systems, 10th Edition.

- 결국 콘크리트로 구성된 보 본체를 철거한 이후 하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자연스런 하상으로 복원됨
- 보 철거 후 하상 안정화를 꾀한다는 이유로 인공구조물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임
을 보여주는 자료임
- 보 철거 전후 모습은 [그림 3-7]과 같음
[그림 3-7] 공릉2보 철거 전(2006년 3월)과 후(2006년 9월)의 전경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8).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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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탄보 철거 후 하상변동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 철거 전후의 하상변동은 철거전인 2007년 5월 25일, 철거 직후인 2007년 8월 5일,
그리고 홍수 후인 2007년 11월 2일에 현지 측량을 통하여 분석함
- 앞선 공릉2보 사례와 동일하게 하류부에서 하상변동(침식)이 발생하고, 보 하류부에서는
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됨
- 횡단면상으로는 보 직 상류부는 전체적으로 침식이 보 하류부에서는 여울, 하중도, 사주,
침식 등 다양한 지형으로 변모
[그림 3-8] 고탄보 철거 전후 종단도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8).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 환경부.

- 보 철거 전후 모습은 [그림 3-9]와 같은데, 보 철거 후 하상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직상류에 있는 교량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그림 3-9] 고탄보 철거 전(2007년 5월)과 후(2007년 10월)의 전경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8).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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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기도 보 철거 계획상의 문제점
최근 경기도 지방하천기본계획 재수립시 보 철거 계획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함
- 보 기능 및 용도상실 여부, 시설물의 상태, 규모의 적정성, 하천개수계획, 하천에 미치는
영향, 주민탐문 및 관련자료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고 함

문제는 보 철거 후 그 자리에 또 다른 인공구조물을 신설하는 계획이 추가됨
용도 상실한 보는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게 가장 자연
성 회복에 부합하는 조치임에도 [그림 3-10]과 같이 기존 보를 재활용하거나
철거 후 인공 여울을 재가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러한 구조물은 평형상태로 환원하려는 하상의 자연스런 움직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음
- 앞선 보 철거 후 모니터링 자료에서 보았듯이 지방하천과 같은 규모의 하천 내 소규모
보는 철거 후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치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연스런 상태의 하상으로 복원될 것임
[그림 3-10] 인공 여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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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대체하는 구조물(인공 여울, 개량 낙차공 등)의 부작용
보 철거 후 또는 존치하면서 그 자리에 신설되는 또 다른 인공구조물이 오히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있음
- 최근 개량되거나 신설된 인공 여울이나, 개량형 낙차공 등의 사례를 사진으로 보면 [그림
3-11]과 같음
[그림 3-11] 인공구조물로 대체된 보 개량 사례

자료 : “탄천/한강변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2020)”, 자문자료.

- 이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사석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상을 뒤덮고 있어
자연성 회복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
- 기존 보의 단차를 없애기 위해 신규 구조물의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기존 보의 종방향
길이보다 2~5배 규모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

보 대체 구조물의 규모가 커지며 과다한 예산 소진 우려
불필요한 하상구조물에 과다한 예산이 투여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음
탄천 최하류 한강 합류부에 존치하는 보 개량에 대한 계획이 검토된 바 있는데
규모와 예산 측면에서 매우 과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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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의 길이는 18 m에 불과한 반면, 보 철거 후 신규로 계획된 하상유지공의 규모는
최대 100 m에 이름
- 공사비용은 17억원에서 38억원에 이름
[그림 3-12] 탄천 최하단부 보 대안 검토안

자료 : “탄천/한강변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2020)”, 자문자료.

4) 제언
제도적 개선점 : 보 관리/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하천설계기준 등에 명시하여
제도화(법제화) 필요
중소하천(지방하천)에 존재하는 기능/용도를 상실한 보 처리의 제도적 장치로
우선 상위 법정 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 처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지방하천에 설치된 거의 모든 보의 용도는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위 상승용임
-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주변 택지개발로 농지가 사라지면서 보의 용도도 사라지
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실제 철거되는 보는 많지 않음

하천기본계획(재)수립시 모든 횡단구조물(보 뿐만 아니라 낙차공까지)을 조사하
여 용도가 없는 경우, 재평가 후 철거하는 절차를 ‘하천설계기준’ 등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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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은 광역지자체에서 설계회사를 통해 주로 수립하는데, 용도
상실 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낙후된 보의 경우 철거보다는 재가설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나, 보 철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참고의견으로만 취급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지침’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환경부(환경과학원)에서 중소하천을 대상으로 수립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
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2021)’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보 관리나
철거 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기술적 개선점 : 보 철거 후 ‘하상안정화’ 라는 핑계로 하상에 불필요한 구조물
(인공여울, 다단낙차공 등) 설치는 지양해 함
기술적으로는 보 철거 후 하상 안정화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하상구조물(인공
여울, 다단 낙차공 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것임
국내 보 철거 사례 중 철거 이후 하상 모니터링이 수행된 경우는 공릉2보(공릉
천)와 고탄보(한탄강)가 유일함
- 앞서 그 결과를 보았듯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보 본체를 철거한 이후 하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보 상하류의 하상 단차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평형상태의
하상으로 도달하는 경향을 보임
- 당초 보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상류는 세굴, 하류는 퇴적이 우세하면서 하상의 상하류간
단차가 없어짐

보 철거 사후 모니터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보 철거 사업
의 대부분은 보를 철거한 자리에 ‘하상 안정화’라는 핑계로 대규모 구조물을
하상에 신규 설치하는 실정임
하천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전제하에 하천의 자연성을 위협하는 인공구조물은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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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사업 추진전략
1) 경기도의 대응 현황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하천과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년)을 수립하여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과업의 목적은 첫째, 현재 하천정책 기조 분석 및 기존의 종합정비계획의 보완 및 개선,
둘째, 2030년까지의 하천사업계획 및 단계별 투자계획 제시임

기존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이외에 3개의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
하여 대응하고자 함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기존 및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사업은 평가
기준을 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것임
- 기존의 하천정비사업이 계획수립부터 사업완공까지 약 5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므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혜택을 주기 어려움
- 단기사업으로 친수사업과 소규모개량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짧은 시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
[그림 3-13] 하천과의 지방하천 사업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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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신규사업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20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
- 우선순위 선정은 경제성, 홍수위험도, 효율성, 형평성 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각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정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함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친수사업과 소규모개량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음
공모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주제를 정하여 공모하면 시･군에
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평가･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임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 수생태팀에서는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 추진방식 유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시･군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경기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사업추진 곤란
시･군에서 관내 하천의 훼손 상태, 복원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수생태계 복원계
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신규사업으로 신청
- 국비 지원은 되지 않지만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기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절차를
따라 사업을 지속하려는 입장임

경기도 시･군에서 지방이양 이후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이
있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달리 대상 하천에 소하천을 포함시킬 수 있고
100% 시･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비해 도비가 지원되어 시･군에서 관심
을 보임
- 팔당호 상류 지역의 경우 수계기금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
서 관심을 가짐

소하천정비사업은 시･군이 관리청이므로 경기도는 시･군의 ｢소하천정비종합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 수행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별도의 사업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종합계
획의 승인과 실시설계의 내용 등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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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적인 경기도 하천사업 추진전략
단기적으로는 경기도의 하천 관련 부서의 대응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원칙 적용
기 확정된 국고보조 사업이 향후 5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점에
서 하천 사업의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이미 확정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경기도에 적합한 하천사업 추진 체계를 만드
는 전략 필요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하천과의 대응에서 기존의 지방하천정
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단기사업과 정책사업은 보완이 필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서 도출된 사업을 적절
히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기존에 계획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대로 추진
- 경기도의 사업계획은 도비로 추진되어 예산확보를 위해 상위계획에서 언급되는 것이 유리
하므로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2년 예정)에도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음

단기사업인 친수사업은 현장에서 민원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추진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
-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친수시설 설치를 지역에서 원하고 있으나 친수시설이
하천의 자연생태를 훼손할 수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편임
- 도비로 친수시설 설치를 해 주려면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서 평가 후
선정하는 절차가 바람직함
- 평가 기준으로는 친수시설 위치의 적합성, 활용도,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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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친수사업 추진 절차(안)

단기사업은 소규모개량사업에는 보축이나 하상정리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보
의 철거사업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치수 측면에서 소규모개량사업의 효용성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
했으면 하는 사업임
- 보 철거는 수질･수생태 개선뿐만 아니라 홍수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규모 개량사업에 보 철거사업도 포함시켜 추진했으면 함
- 소규모개량사업도 친수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추진했으면 하고 평가 기준은 치수 효과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3-15] 소규모 개량사업 추진 절차(안)

행정적인 편의성을 위해 단기사업인 친수사업과 소규모개량사업을 동시에 추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소규모개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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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사업 3개소, 소규모개량사업 3개소 등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호응 정도와 사업효과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제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태적인 측면 고려 미흡
- 지방으로 이양된 하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하천에 집중하지 않고 하천을 중심으
로 한 친수, 여가, 문화, 지역발전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 공모사업 주제로 생태적인 측면이 미흡한데 이는 생태하천을 담당하는 타 부서의 업무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하천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범사업은 기존의 하천 사업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내용이
중요함
- 시범사업으로는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치수, 이수, 수질, 수생태를 동시에 고려하는 하천
사업이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업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의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해 시범사업 내용을 시･군이나 학회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공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표 3-2]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개선 방안
구분

내용
개선 방안
기 계획되어 있는 하천 사업과 신규하 상위계획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 천 사업으로 구분하여 2030년까지의 ｣에 경기도의 하천 사업 계획을 반영하
단계별 사업내용과 투자계획 제시
여 실행력을 높임

친수사업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의 친
해서 평가･선정하고, 평가 기준으로 친
수시설을 단기간의 소규모 사업으로
수시설 위치의 적합성, 활용도, 생태에
추진
미치는 영향 등 고려

소규모개량사업

치수 대책으로 보축이나 하상정리 사 보 철거를 포함시키고, 공정성 확보를
업을 단기간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 위해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추진

공모사업

하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하천을 중
중장기적으로 하천의 생태 관련 주제도
심으로 한 친수, 여가, 문화, 지역발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시범사업

사업의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해 시범
기존의 하천 사업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사업 내용을 시･군이나 학회의 전문가
형태의 하천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대상으로 공모할 필요성이 있음

48∣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기존의 방식대로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으로 하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하천이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접근이 미흡
- 경기도에서 생태하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원하는 시･
군에 의존하는 체계이므로 한계가 있음
- 현재 여건상 경기도 생태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
로는 치수를 포함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대상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인데 소하천의 포함 여부에 대해
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치수와 수생태 개선사업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임
- 반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치수 사업과도 중복되고 소하천정비사업과도 겹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간적 범위와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경기도에서 개선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소하천정비사업이 치수와 수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
록 관련 지침을 경기도 차원에서 만들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표 3-3]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개선 방안
구분

내용

개선 방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하천 사업을 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인 관점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진하고 신규사업도 기존의 절차대로
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추진 예정
소하천정비사업

중장기적으로 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
기존의 절차대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까지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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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적인 경기도 하천사업 추진전략
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
도가 하천사업 선도
2000년대 전후부터 통합물관리를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하천
사업의 분산이었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하천 사업은 초기에 치수 대책 수립 중심이었고 이후 수질과 수생태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생태적인 측면을 강조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생태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태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
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하천사업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 통합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에 대한 국가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
수립 등을 구상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동향과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함

경기도 하천과의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형식의 종합계획을 2025년
이전에 수립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하천 사업추진
- 하천사업 지방이양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 종합계획 수립 못지 않게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하천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된 하천 관련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고 공감대
가 형성되어야 함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 중 일부는 하천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하천사업 업무와 관련되어 분야를 통합해 사업을 추진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하천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예산확보 등에서도 유리하다
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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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질서 안에서 인위적 개입을 제한하여 하천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 사업을 추진
하천 사업에서 치수 사업은 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하천 구조물 설계 시에 고려
해야 할 중요한 요소였으나 최근 생태적인 고려도 반영하는 추세임
- 초창기에는 홍수 발생 시 하천수의 유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하도를 직선화시키고
콘트리트 제방을 설치하는 등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았음
- 최근에는 하천 생태를 고려한 하천 설계 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
도 수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그림 3-16] 경기도민이 원하는 하천 사업추진 시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

자료 : 이기영 외(2021). “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이슈&진단, NO. 452, 경기연구원.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천사업 관련 지침에 수생태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 철거 및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의 수생태계를 고려한 설계와 생태하천복원계획에서 제시한 수생태
계 설계를 비교하여 하천의 흐름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 지침을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마련
할 필요성이 있음
- 보 철거 및 개량사업은 생태계 복원의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면 함
- 치수 대책을 위한 소규모개량사업에 보 철거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시범사업으로 특정
하천을 정하여 보 철거와 개량 방안을 연구한 이후 실제로 적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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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 거버넌스 기반 하천사업 활성화 방안
하천을 중심으로 한 정원 지정 등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서 하천사업 추진
시 고려 필요
경기도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탄천 지방정원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
되어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관해 토의
- 2021년 9월 개최된 토론회에서 탄천 지방정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를 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국가정원으로 순천만, 태화강 등 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31개소가 등록 및 조성 중이며 수도권에 2곳이 있음
- 탄천은 지난 10여 년간 성남시와 지역주민들이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시
킨 사례이므로 지방정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그림 3-17] 탄천 지방정원 추진정책 토론회

자료 :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탄천 지방정원
추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위클리오늘
(2021.9.30.).

자료 : 성남시 관광 사이트.
“https://www.seongnam.go.kr/tour/100200
7/11327/contents.do” (2021.11.15.검색).

안양천 유역의 경기도 4개 시장, 서울특별시 4개 구청장 등이 안양천의 국가정
원 지정을 위해 공동노력 하기로 함
- 2021년 8월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이
안양천 명소화 창립총회를 열어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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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보전, 시민휴식과 치유, 문화소통 공간 확보, 지역경
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
[그림 3-18]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자료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協 창립총
회”, 경기도민일보(2021.8.31.).

자료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https://www.anyang.go.kr/ri ver”
(2021.11.15.검색).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이 관점에 따라서 자연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볼 수 있어서 우려되지만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동반경이 제한되어 도심지의 하천을 중심으로 한 산책 모임이
활성화되어 문화로 정착할 징후가 보임
- 이러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여 탄천이나 안양천 등의 지역에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
원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남
-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지역의 경우 이러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에
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유역이나 시･군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하천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하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천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쟁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유역이나 시･군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 차원에서 하천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미리 거버넌
스를 구성해 놓고 현안이 있을 때 논의하는 방식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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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별 협력이 가능한 하천 유역의 경우 유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버넌스는 하천의 이용･보전 방안 결정과 하천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하천 사
업이 자연과 조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함
-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지역 하천의 이용과 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하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함
- 하천 방문자가 많아지면서 친수시설 설치 요구가 많아지는데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거버넌스에서 논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함
- 탄천과 안양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천이 각종 선거에서 중요 공약으로 거론될 가능성
이 크므로 거버넌스에서 관여하여 자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하천의 자연성이 훼손되면 친수시설의 가치도 떨어지므로 선 자연성 회복, 후
친수시설 원칙 적용 필요
- 중앙정부에서도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므로 경기도에서도 하천 사업추진 원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친수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거버넌스 차원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함
[표 3-4] 거버넌스의 구성과 역할
구분

내용

Ÿ 거버넌스 구성의 공간적 범위
- 시･군이 기본단위, 가능하다면 유역으로 확장
Ÿ 구성원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 하천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 공무원 등
Ÿ 운영
- 정기회를 연간 1회 정도 개최하고 현안이 있을 때 개최

거버넌스의 역할

Ÿ 지역 하천의 이용과 보전 원칙 설정
Ÿ 친수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Ÿ 하천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사업이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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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하천사업 추진체계 구축
1. 법･제도적 개선방안
1) 관련 법령의 정비
하천사업 지방이양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중앙정부에서 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데 하천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도
지방이양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음
- 물 관련 법령 정비가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하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할 때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도 사업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면 함

지방이양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작성했던 하천사업 관련 지침을 지방정부가 자
율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이 지방이양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경기도에서
그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지역에서 하천사업 통합지침 등을 마련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지침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지침도 치수 중심에서 벗어나 생태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시･군에서
통합적인 측면에서 하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함

2) 하천사업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
경기도는 지방이양 이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를 제정하여 신속하게 대응
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2020년 3월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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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관련된 세부 내용을 명시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과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생태하
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 4-1]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제1장 총칙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제5조(재정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
제2장 생태하천
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복원 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
제3장 사업의 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점검 및 평가, 제23조(실적보고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사후관리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
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자료 :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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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이후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경기도 하천과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례 제정 필요
가칭 ｢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하천과에서 구상하는 하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도비에 의존하므로 조례에서 예산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도비 확보가
수월함
- 조례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의 근거 및 내용, 소규모
단기사업,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 재정지원, 사후 점검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
야 함
[표 4-2] 가칭 ｢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구분
제1장 총칙

제2장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제3장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종류 및 추진방식

주요 내용
Ÿ 조례 제정의 목적
Ÿ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의
Ÿ 대상 하천 등
Ÿ 계획 수립의 목적
Ÿ 계획 수립 주기 및 목표연도
Ÿ 계획의 주요 내용 등
Ÿ 지방하천정비사업, 소규모 단기사업, 공모사업, 시범사업 등과 관
련된 사업내용
Ÿ 각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절차 등

제4장 사업의 점검･평가, Ÿ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절차 명시
유지관리
Ÿ 사업의 유지관리 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하천사업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천 사업의 통합이 이상적인 방향이므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조례 등을
포함하여 가칭 ｢경기도 하천 사업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 하천과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다면 가칭 ｢경기도 지방하천정비
사업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이 통합에 유리할 수 있음
-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
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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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관련 조직 개편방안
현재 경기도의 하천 업무는 수자원본부와 건설국으로 분산되어 수행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업무는 수자원본부,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건
설국에서 수행
-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 수생태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
- 건설국 하천과는 하천정책팀, 하천계획팀, 하천관리팀, 하천시설팀, 하천용지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 계획 및 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
[그림 4-1] 경기도 하천 관련 조직 현황

[표 4-3] 수질총량과 수생태팀과 하천과의 주요 업무
구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
수생태팀

건설국 하천과

주요 업무
Ÿ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중기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Ÿ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Ÿ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Ÿ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Ÿ 치수사업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승인･조
정에 관한 사항
Ÿ 하천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Ÿ 설계･감리 등 하천용역에 관한 사항
Ÿ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Ÿ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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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17)에서 제시한 조직 개편 방안
하천 관련 업무를 정책을 담당하는 과와 시설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과로
구분하여 관리
- 하천과를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로 구분하여 하천정책과는 물관리정책관에 두고 하천시
설과를 신설하여 건설본부에 두는 방안
- 하천정책과에는 하천정책팀, 하천계획팀, 하천관리팀, 하천용지팀, 수생태계팀 등을 두고
수생태계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담당
[그림 4-2] ｢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 제시한 조직 개편 방안

자료 : 경기도(2017). 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연구.

[표 4-4] ｢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의 하천 관련과의 업무
구분

하천정책과

Ÿ
Ÿ
Ÿ
Ÿ

주요 업무
하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하천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 및 용지에 관한 사항
하천 수생태계에 관한 사항 등

하천시설과

Ÿ
Ÿ
Ÿ
Ÿ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하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자료 : 경기도(2017). 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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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관련 조직은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 등 두 개 과로 계획하며
중장기적으로 하천관리센터 신설
경기도의 하천사업 관련 부서는 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비교하면 수행하
는 업무에 비해 열악한 상황
- 도로 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건설국에 도로정책과, 도로안전과, 건설본부에 도로건설과
등 3개 과가 있어서 업무를 수행
- 5개 과로 구성된 2021년 건설국 예산이 도비 기준 약 2,779억인데 비해 하천과 한 곳에서
집행하는 도비가 약 1,272억 원으로 4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하천 사업은 건설국에 하천과, 수자원본부에 수생태팀이 있어서 도로 사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열악한 상황임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면 기존의 하천 관련 조직으로는 하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최소한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 등 두 개의 과가 필요함
- 하천사업 지방이양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해야 하므로 단기간의 소규모 사업, 공모사업 등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역에서 하천을 주제로 하는 공약 등이 늘어날 전망
이므로 하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 중 하천시설과는 건설본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나 하
천정책과는 경기도의 조직 개편 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임
- 경기도 내부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 하천부서가 속해 있는 실국은 건설국 6개,
재난안전실 6개, 물환경국 5개로 조사됨
[그림 4-3] 하천 조직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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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의 업무
구분

주요 업무

하천정책과

Ÿ
Ÿ
Ÿ
Ÿ
Ÿ
Ÿ

하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하천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 등
지방하천사업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관련 사항
단기간 소규모 하천사업, 공모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 및 용지에 관한 사항

하천시설과

Ÿ
Ÿ
Ÿ
Ÿ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하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경기도 차원에서의 하천 사업이 정착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중장기적으로 하천
관리센터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하천관리센터는 치수, 이수, 수질, 수생태 관련 기술지원, 통합하천사업 관련 지침 개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조직의 구성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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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결과 2020년부터 중소규모 하천 사업
의 지방이양이 결정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대상
경기도의 기존 하천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중앙정부의 동향과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한 하천사업 추진 방향 및 관리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9개소, 지방하천 497개소, 소하천 1,999개소 정도가 위
치해 있음
2018년 기준 하천 개수율은 국가하천이 84.1%로 가장 높고, 지방하천과 소하
천은 50% 내외로 높지 않은 편임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고보조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 조성, 고향의
강 정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58개 지구, 213.3㎞가 계획
12개 시･군 15개 하천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중이며
15개 계속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완료
소하천정비사업은 시･군이 관리청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진
하는 체계로 경기도는 종합계획의 승인에 관여
경기도의 하천 업무 담당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 하천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하천사
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려움 예상’을 선택
- 하천사업 추진 시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부분이 56%로 가장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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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친수’ 29%, ‘수질･수생태’10%, ‘이수’ 5% 순으로 조사
- 하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중 57%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하천 관련 조직을 이미 통합했다는 응답도 26%임

하천사업 추진 방향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 ‘하천의
자연성 회복’, ‘거버넌스를 통한 하천사업 방향 결정’ 등으로 정함
경기도 하천과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종합정
비계획의 보완･개선과 2030년까지의 하천 사업계획 및 단계별 투자계획 제시
하고자 함
경기도 수질총량과 수생태팀에서는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 추진방식을 유지하고,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조례｣(2020)를 제
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
단기적으로는 경기도의 하천 관련 부서의 대응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원칙 적용
- 기 확정된 국고보조 사업이 향후 5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 하천
사업의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경기도에 적합한 하천사업 추진체계를 만드는 전략
필요

중장기적으로 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가 하천사업 선도
- 경기도 하천과의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형식의 종합계획을 2025년 이전에 수립
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하천사업 추진
- 하천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된 하천 관련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고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확보 등에서도 유리
-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천사업 관련 지침에 수생태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 철거 및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역이나 시･군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하천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하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거버넌스는 하천의 이용･보전 방안 결정과 하천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하천 사업이 자연과
조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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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안
1)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개선방안
경기도가 수행하는｢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되는 하천사업
추진계획의 상위계획 반영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2년 예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의 예산확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기사업으로 계획 중인 친수사업과 소규모개량사업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친수시설은 하천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평가
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
소규모개량사업에 보축이나 하상정리뿐만 아니라 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 철거사업도 포함시켰으면 함
중장기적으로 공모사업 대상에 수생태 복원도 다루었으면 하고, 시범사업은 시･
군이나 학회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할 필요성이 있음

2)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개선 방안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사
업 추진 필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예산 지원방식 이외에는 기존의 사업 추진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소하천정비사업도 기존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치수뿐만 아
니라 수생태 복원에 대한 비중을 높이도록 지침 등을 개정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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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하천 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장기적으로 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가 하천사업 선도
하천사업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 통합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경기도 하천과의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형식의 종합계획을 2025년
이전에 수립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하천 사업추진
- 하천사업 지방이양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4)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방안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인위적 개입을 제한하여 하천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 사업을 추진
하천 사업에서 치수 사업은 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하천 구조물 설계 시에 고려
해야 할 중요한 요소였으나 최근 생태적인 고려도 반영하는 추세임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천사업 관련 지침에 수생태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 철거 및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치수 대책을 위한 소규모개량사업에 보 철거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시범사업으
로 특정 하천을 정하여 보 철거와 개량 방안을 연구한 이후 실제로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5) 하천 거버넌스를 활용한 하천사업 활성화
하천을 중심으로 한 정원 지정 등의 이슈가 부각
탄천과 안양천 유역에서 지역의 하천을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하천이 정책공약으로 부상하고 있음

70∣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 이러한 움직임은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줌

유역이나 시･군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하천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하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천 관련 쟁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유역이나 시･군별로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는 지역 하천의 이용과 보전 원칙 설정, 친수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하천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사업이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

6) 중장기적으로 가칭 ｢경기도 하천 사업 조례｣ 제정
지방이양 이후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경기도 하천과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례 제정 필요
조례에는 제정 목적,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의 근거 및 내용, 소규
모 단기사업,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 재정지원, 사후 점검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하천 사업의 통합을 위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조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하천 사업 조례｣ 제정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경기도 차
원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함

7) 통합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 관련 조직 개편이 필요
경기도 하천 관련 조직은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 등 두 개 과로 계획하며
중장기적으로 하천관리센터 신설
지방이양 따른 하천 업무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하천 관련 조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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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최소한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 등
두 개의 과가 필요함
하천정책과와 하천시설과 중 하천시설과는 건설본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나 하
천정책과는 경기도의 조직 개편 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임

경기도 차원에서의 하천 사업이 정착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중장기적으로 하천
관리센터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하천관리센터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치수, 이수, 수질, 수생
태 관련 기술지원, 통합하천사업 관련 지침 개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기술적
인 지원 등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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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dramatic changes in river projects since Korean
government decided that it would stop supporting funds on river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plans and execute
river projects on their own.
Recently Gyeonggi-do has made a master plan of river training works
that contain new river training works, small scale projects, demo projects
and public contest projects. Ecological stream projects in Gyeonggi-do
would continue in spite of no funds from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survey of local governments’ officials, 74% of respondents
worry of security of budget. 56% of respondents say that flood control
is the most important field in river projects. On the other hand, recently
Korean government insists that ecological field should be stressed in river
projects.
Recently decision makers and politicians have shown great interests on
rivers. They want to make use of rivers as local garden or national garden.
It is expected that rivers could be an important issue for local governments.
Small scale river projects such as trail, bike lane or stank destruction
could be exemplary cases of river project transfer to local governments,
which Gyeonggi-do is going to execute. Gyeonggi-do is trying to various
attempts on river projects, making use of demo projects and public contest
projects.
There expected to be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making bike lane
or sports facility. To solve those problems, Gyeonggi-do should urge
Cities to make watershed governance that consists of experts, residents,
civic groups and officials. In addition, river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djusted to make river projects efficiently.
Keyword

Local River, Transfer to Local Government, Governanc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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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설문 – 공무원>

경기도 하천사업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각종 정책을 개발, 수립하는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는 “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하천사업 지방이양 이후의 하천 사업 추진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중
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경기도 하천사업 추진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연구책임자: 경기연구원 이기영 선임연구위원
주관기관:
문의처 :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한송희 연구원
(전화) 031-250-3173 (FAX) 031-250-3113
(e-mail) hsh7855@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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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사업의 지방 이양 : 지방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재정 분권을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결과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

1. 귀하께서는 하천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2~5년
④ 5년 이상
2. 귀하께서는 다음의 하천 관련 업무 중 담당하시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

(복수선택가능)
① 지방하천정비사업
② 생태하천복원사업
③ 소하천정비사업
④ 기타 (

)

3. 하천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

① 하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려움 예상
②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하천사업 추진 차질 우려
③ 국가하천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등으로 하천 관리의 연속성 훼손
④ 기타 (

)

4. 귀하께서 관리하는 하천의 관리 및 이용 상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5. 지역의 하천과 관련된 민원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

)

① 치수 관련
② 이수 관련
③ 수질･수생태 관련
④ 친수 시설 관련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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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귀하께서는 하천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① 치수
② 이수
③ 수질･수생태
④ 친수
7. 귀하가 속한 기관에서 하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② 기존의 분산된 형태로도 문제없다
③ 하천 관련 조직을 이미 통합한 상태이다
④ 기타 (

)

⋇ 경기도로 지방하천사업이 이양되어 기존의 하천사업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하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공모사업 : 경기도가 제시한 테마에 맞게 시･군이 사업 추진 계획서를 제출한
고, 이를 평가･선정한 후 사업추진
○ 시범사업 :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하천사업을 시범적
으로 추진
○ 소규모 하천사업 : 하천사업이 계획부터 준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어 적은 예
산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진

8. 기존의 정형화된 하천사업을 탈피하고 지역의 필요성에 의한 하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
① 매우 필요

)
② 약간 필요

③ 보통

④ 약간 불필요

9. 공모사업의 주제를 정한다면 다음 중 어떠한 것을 선호하십니까? (

⑤ 매우 불필요

)

① 하천 유역내 문화와의 연계
②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된 하천 사업
③ 친수시설 설치 및 여가활동 개선
④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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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천의 시범사업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다음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

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하천 사업
② 치수, 이수, 수질･수생태 등을 통합하는 하천사업 추진
③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연결성 강화 방안
④ 기타 (

)

11.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하천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

① 친수시설 설치
② 소규모 개량사업(보축이나 하상정리 등)
③ 보 철거 및 개량
④ 기타 (

)

12. 귀하께서는 하천사업의 지방이양 이후의 하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
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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