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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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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재해피해가 급증하

고 있음1)

○ 2019년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재해의 대부분인 약 72%가 홍수와 

태풍임

○ 자연재해 원인별 인명피해는 태풍(35%), 홍수(33%), 가뭄(31%) 등의 순으로 

높으며, 전체 인명피해의 99%가 물 관련 재해로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집중호우 증가에 따른 홍수피해

로 이어지는 추세임2)

○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일강수량 80mm 이상의 강한 강우빈도의 증가가 뚜렷함

○ 또한 여름철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강수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댐, 제방, 하구둑, 홍수조절지 등 수자원시설3)이 감당할 수 있는 홍수방어 능

1)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CRED), Disaster Year in review 

2019, Issue No. 58, 2020.4. p.2.

2)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2018.8. p.ⅳ, 기상청,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2020.7.

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설치하

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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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초과하는 이상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늘어남

- 6~8월 여름철에 평균 29.1일 동안 638.7mm의 강우가 발생하며, 연평균 

강수량 1237.4mm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함

○ 더불어 강수의 계절별 편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봄가뭄 피해를 줄

이고자, 여름철 강우 시 댐, 저수지 등의 저류량(貯留量)을 최대한 확보함에 

따라 홍수위험도가 늘어남

□ 홍수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불투수면(不透水面)이 많은 

도시의 피해가 급증함

○ 도시의 상당 부분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이루어진 건물, 도로 등으로 덮여 

있어 강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침투하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유출되어,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주차장 등 지하와 저지대에 위치한 다양한 시설에

서 침수피해가 발생함

○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는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어, 도시홍수

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짐

□ 이에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도시홍수와 관련된 법체계, 국내·외 발생 사례 및 주요 대책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예방 및 대응방

안을 도출함

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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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 이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홍수, 즉 ‘도시홍수’를 대상으로 함

○ 현행 법령 중에서는 ‘도시홍수’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도시지역을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함

○ 더불어 ‘홍수’라는 용어도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음

- ｢하천법｣ 제12조(홍수관리구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8조(홍수·갈수 예보의 실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등에서 하천의 수량 및 수위를 기준으로 

홍수의 발생 유무를 규정하고 있음4)

□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홍수’의 범위를 하천의 범람(氾濫)과 함께 우수

(雨水)의 유출 등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로 설정하였음

○ 즉 도시홍수의 발생 원인을 크게 태풍, 장마 등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의 수

위상승’과 ‘과도한 우수의 유입’으로 구분하였음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홍수특보 발령 기준 

및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및 다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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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방법

□ 연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헌조사,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자료요청 및 분석, 전문가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함

○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의 정책 자료, 기상청·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해 현행 

도시홍수 예방대책을 조사함

○ 도시홍수 관련 규정 및 입법 연혁 등의 조사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안정보시

스템(http://likms.assembly.go.kr) 등의 전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함

○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

여 논의함5)

□ 본 연구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홍수 발생 사례, 현행 법령에 따른 각 부처별 업무 분장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함

○ 둘째, 현행 도시홍수 예방대책을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셋째, 해외 도시홍수 예방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넷째,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5) 정태성, 도시홍수 예방대책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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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1. 개요

가. 도시홍수의 원인

□ 도시홍수의 발생원인은 크게 외수범람과 내수범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외수범람은 도시를 인접하거나 관류(貫流)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제방을 넘거나 제방이 붕괴되어, 하천수가 제내지인 시가지로 유입

됨에 따라 발생됨([그림 1] 참조)

○ 내수범람은 외수범람이 없는 상태에서 집중호우, 하수관거의 용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하천으로 배제(排除, drain)되어야 할 물이 하수관거로 ‘역류’하여 

발생됨

[그림 1] 하천공간에 대한 개념도

자료: 김진수, ｢수변공원의 관리현황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vol.55, 2017.12. p.6.



6 ❘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1) 홍수의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 추이

□ 2000년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의 발생주기는 과거 4~6년에서 1~2년, 

가뭄은 과거 5~7년에서 2~3년으로 감소함에 따라,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

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임

[그림 2] 강수량에 따른 가뭄과 홍수의 발생주기

(단위: 년)

자료: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수자원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존댐 최적관리방안 

연구, 2019.12. p.26.

□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호우, 대설, 태풍 등 

물 관련 재해로 발생함([그림 3] 및 [표 1] 참조)

○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3조 6,281억 원

인데, 이 가운데 3조 4,380억 원(94.8%)이 물 관련 재해로 발생하였음

- 특히 홍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호우,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3조 

1,972억 원(88.1%)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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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94명인데, 이 가운데 146명

(75.3%)이 호우, 태풍으로 발생함

[그림 3]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액

(단위: 년, 억 원)

자료: 행정안전부, 2018 재해연보, 2019.9. p.9, 12.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우 115 13 7 77 2 4 2 - 1 7 2

태풍 31 - 7 1 14 - - - 6 - 3

기타 48 - - - - - - - - - 48

계 194 13 14 78 16 4 2 - 7 7 53

[표 1]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 원인별 인명피해

(단위: 년, 명)

주: 2018년 발생한 ‘기타’의 인명피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8 재해연보, 2019.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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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홍수 사례6)

□ 2018년 8월 26일~9월 1일 일주일 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등의 도시지역이 침수됨7)

○ 하수관 역류, 배수관 막힘 등에 따른 통수능(通水能) 부족으로 내수범람이 

발생하여, 광주광역시 64,000m2, 대전광역시 60,000m2, 경상남도 통영시 

300m2의 도시면적이 침수됨

○ 특히 침수피해가 컸던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하수관거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호우기간 동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1시간 최대강수량이 각각 

59mm 및 84mm을 기록하여, 하수관거의 설계기준인 시간당 54mm와 

64mm의 배수용량을 초과함

[그림 4] 2018년 발생한 주요 도시홍수 사례

(a) 광주광역시 백운광장 (b) 대전광역시 전민동 (c) 경상남도 무전동

자료: 박요진, 광주시, 9월 중 백운광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노컷뉴스, 2018.9.6., 

장수영, 대전에 쏟아진 물폭탄...오도가도 못하는 차량들, news1, 2018.8.28., 환

경부, 2018년 홍수피해상황조사, 2018.12. p.79.

6)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홍수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홍수의 피해가 심한 특정 연도 일부 지역의 조사자료만이 제공되고 

있음

7) 환경부, 2018년 홍수피해상황조사, 2018.12.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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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의 경우, 6월 10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8월 16일 중부 지역까지 

장마가 발생함8)

○ 장마철 기간은 중부와 제주에서 각 54일, 49일로 1973년 관측 이후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됨

○ 장마기간 발생한 전국 강수량은 686.9mm로 역대 2위, 중부 지역의 강수량은 

851.7mm로 역대 1위를 기록함

[표 2] 2020년과 평년(1981~2010년)의 장마철 기간 및 평균 강수량

(단위: 일, mm)

2020년 평년

기간 강수일수
평균 

강수량
기간 강수일수

평균 

강수량

중부 54 34.7 851.7 32 17.2 366.4

남부 38 23.7 566.5 32 17.1 348.6

제주 49 29.5 562.4 32 18.3 398.6

자료: 기상청, 2020년 장마 통계 참고자료 -중부/제주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잦은 집중

호우-, 2020.8. p.2.

□ 2020년 장마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3차례에 걸쳐 총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9)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함

○ 다수의 도시지역에서도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부산광역시와 대전

광역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함

8) 기상청, 2020년 장마 통계 참고자료 -중부/제주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잦은 집중호우-, 

2020.8.

9) 행정안전부,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3차) - 8.7일 7개 시군, 

8.13일 11개 시군 등 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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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에서는 시간당 81.6mm의 집중호우로 

초량 제1지하차도가 2.5m까지 침수되어 3명이 사망함10)

- 7월 30일 대전광역시는 시간당 102mm의 폭우가 발생하여 KTX 선로 및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아파트 1층 28가구와 자동차 100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1명이 사망함

[그림 5] 2020년 발생한 주요 도시홍수 사례

(a) 부산광역시 기장군

(b) 대전광역시 서구

자료: 송옥진, 콘크리트 덮인 땅… 갈 곳없는 빗물이 '도시 홍수' 불렀다, 한국일보, 

2020.07.31., 권태훈, '부산 지하차도 침수 참사' 6년 지나도 변한 건 없었다, 

SBS 뉴스, 2020.7.24., 최예린, 대전·세종·충남 시간당 100mm 폭우…아파트 침

수, 한겨레, 2020.07.30.

10)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다량의 빗물 유입, 배수량 저하, 기록적인 폭우라고 

볼 수 있으나, 사망사고 발생 경위는 부실한 시설 관리와 안이한 재난 대응에 따른 

인재라고 발표함(김선호, 경찰 지하차도 사고 인재 결론…부산시 수장·공무원 기소

의견(종합), 연합뉴스, 2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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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현황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1)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

홍수를 비롯한 재난업무 전반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도시홍수를 포함한 재난 분야의 최상위 법률

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을 규정함

○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며, 도시홍수의 주요 

원인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을 자연재난에 포함함(법 제3조제1호)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와 재난관리

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함(법 

제3조제5호)

□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 중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시홍수의 주요 원인인 태풍, 홍수, 호우 등을 ‘풍수해’(風水害)로 정의함

(법 제2조제3호)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1) 자

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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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야 하며, 3) 수방기준·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내풍(耐風)설계기

준을 제정·운영해야 함(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지자체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법 제16조)

- 시·도지사는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장·군수는 ‘시·군 자연재

해저감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해야 함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을 적용한 저감대책 등 도시홍수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해 도시홍수 등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법 제1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

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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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

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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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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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

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

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

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

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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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

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

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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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도시하천을 비롯한 하천 전반의 지정·관리·

사용·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11) 도시홍수 중 외수범람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함12)

□ ｢하천법｣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예방 등

의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를 하천관리청으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호), 국

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도

록 함(법 제8조)

○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12조)

○ 도시하천정비는 하천관리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됨(법 제25조)

- 하천기본계획에는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放水路) 등 홍수방

어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홍수방어계획과 연차별 시행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1) 2018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법｣ 상의 업무 중 ‘하천 공간 관리’를 

위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고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 점용허가 등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며,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한 하천

수 허가·관리 및 조정, 하천유지유량 설정, 홍수통제 등은 환경부에서 담당함

12) 2020년 12월 9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261호)가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천정비 및 홍수피해 예방 등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던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03914호)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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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

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

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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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

력을 잃는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⑦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

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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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

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

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

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流況)의 개선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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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 환경부는 ｢하수도법｣ 및 수자원법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및 하천의 물환경 관리·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

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하수도법｣은 하수로 인한 내수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4조의3)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환경부장관

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은 오수(汚水), 우수(雨水) 등 하수와 분뇨를 신

속히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의 설치·확대·정비와 같은 도시침

수 대응사업이 진행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 등을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

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를 기본으로 함)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

의 유역별로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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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

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

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

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

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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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더불어 환경부는 수자원법에 따라 도시침수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시·

군·구를 관류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홍수량의 분담처리가 필요한 도시하천유역을 ‘특정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우수유출저감시설, 환경부의 하수도, 국토교통부의 제방 등 도

시홍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침수예방대책을 마

련하기 위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함(법 제20조)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특정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23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

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

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

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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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법 연혁13)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14)

□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15)

13) 도시홍수 예방과 관련한 법률 제정안을 조사함

14) [부록 1] 참조

15)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 우수침투저해행위 제한 및 

도시침수지역의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

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 입법예고,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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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하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

천) 가운데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하천 유역에 상당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

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정의하였음(안 제2조제2호)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시하

천유역의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의 연계정비를 포함한 10년 단위의 ‘도

시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침수피해방지광역계획’을 수립하고, 

하천·하수도정비, 저류지·지하하천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관

한 실시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및 제10조)

-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정책시행의 실효성을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안 제12조)

○ 시·도지사는 도시하천 가운데 특히 침수가 예상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제’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내에서는 우수유출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형질 변

경 및 포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가 제한됨(안 제14조~

제18조)

○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홍수예보 및 주민대피 등을 위해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도시침수예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홍수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안 제22조~제25조)



❘ 25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당시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등으로 제출하지 못함

(2)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 2019년 10월 신창현의원 등 11인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936)을 발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6)

○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부처공동입법’으로 추진함(안 제4조)

- 하수도관리자인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우수유출저

감시설관리자인 행정안전부장관 등 도시침수방지시설 관리 주체가 모두 

참여하도록 함

○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

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

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 등

을 위해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

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환경부장관은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에 따라 도시하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 의안정보시스템 (최종검색일: 2020.11.2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 

Detail.do?billId=PRC_Q1E9W1V0C2N2M1R4P4E2D4Z7L0H6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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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변경하도록 함(안 제8조)

- 도시하천을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관류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특정도시하천을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이 예상되지만,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으로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하천

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환경부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

시침수방지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

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

수방지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방지대책 사업이 이 법률에서 정하는 계획에 따라 시

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별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임기만료폐기됨17)

○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의 통일성 확보, 절차의 간소화 효과가 있

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음

17) 환경노동위원회,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20.2. pp.8~9.



❘ 27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이 사실상 기존 개별법령에서 정한 시행절차와 요

건을 무력화시켜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과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하는 방식이 법적 안전성 및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반대’ 입장이었음

○ 또한 행정안전부도 재해예방사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풍

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통합 방식의 필

요성이 크지 않고, 하천정비 및 도시방재 업무가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무라

는 점에서 환경부 주관 방식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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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015년 감사원은 다수의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도시

홍수 예방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

과 관련 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함18)

□ 이에 정부는 2017년 1월 수자원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

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수자원법 제2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을 위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19)

□ 다만 수자원법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만으로는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예방대책을 모두 포괄하여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표 

3] 참조)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도입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었던 도시침수방지 관련 

기본계획을 일부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

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각 지자체별 실제 사업들이 여전히 개별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20)

18)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2015.12. 

pp.10~54.

19) 현재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전국 주요 도시를 흐르는 26개 하천을 

도시하천으로 지정하여 치수시설정비 사업 등을 추진 중임

20) 환경노동위원회,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신창현의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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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시홍수 예방대책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도시하천유역을 선정하고, 수자원법을 소관하고 있는 환경부가 수립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개별법에 따른 부처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체

계임

- 그러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제 사업의 추진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소요 기간도 기존 방

식과 큰 차이가 없는 등 도시홍수 예방대책 간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남

아 있음

[표 3] 도시침수방지와 관련된 법정 계획 현황

구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환경부

수립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하천법｣ 제25조 ｢하수도법｣ 제5조 수자원법 제20조

수립

목적

홍수 등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

하천 정비를 통한

도시 외수침수 예방

우수배제를 통한

도시 내수침수 예방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수립

주체
시장, 군수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 지자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환경부장관

수립

시기

10년

(5년마다 재검토)

10년

(5년마다 재검토)

20년

(5년마다 재검토)
-

수립

대상

하천, 하수관거,

우수저류시설 등
국가 및 지방하천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
도시하천유역

자료: 환경노동위원회,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신창현의원 대

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936호】, 2020.2. p.5. 일부 수정.

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936호】, 2020.2.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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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국민 생

활여건은 크게 증진되었으나,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지역의 물순환21) 체계

가 크게 왜곡되어 도시홍수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9,861명 중 47,596,532명

(91.8%)이 도시지역에 밀집·거주함에 따라,22) 주택, 상가,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의 건설을 위해 도심지역의 녹지공간은 감소하고, 불투수면적은 크게 증

가함23)

-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은 1970년 3.0%에서 2018년 7.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불투수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의 절반이 넘음

○ 과거에는 하천의 통수능(通水能) 부족, 제방, 방수로, 수문 등 방제인프라의 

미흡으로 도시하천이 범람하여 발생하는 외수침수가 도시홍수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도시의 난개발로 인해 물순환 체계의 왜곡에 따른 

내수범람이 도시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2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

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2) 국가통계포털 KOSIS  (최종검색일: 2020.12.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315&tblId=TX_315_2009_H1001&vw_cd=MT_ZTITLE&list_id=315_31502_008&

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3)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최종검색일: 2020.12.6.) <http://egis.me.go.kr/atlas/view. 

do?id=64&section=00&pageNo=1&keyword=%EB%B6%88%ED%88%AC%EC%88%

98%EB%A9%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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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수면적이 적은 농촌지역은 강수량의 약 45% 가량이 지하로 침투하

는데 반해, 도시지역은 25% 이내의 강수량만이 지하로 침투함24)

- 도심지에서 발생한 강수가 지하로 침투하지 못하고 불투수면을 따라 흘

러 유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지하주택, 지하차도·터널, 지하철, 주차장 

등의 도시시설에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짐

[그림 6] 전국 불투수면 현황

지역
비율

(%)

불투수면

(km2)

행정구역

(km2)

서울 51.4 311.6 605.7
부산 25.8 202.6 784.0
대구 19.5 171.9 880.5
인천 20.0 219.6 1,099.8
광주 23.8 118.7 498.4
대전 19.8 106.7 539.9
울산 11.8 125.2 1,062.6
세종 9.0 41.8 465.2
경기 11.7 1,199.6 10,258.1
강원 2.7 449.9 16,824.6
충북 5.7 424.2 7,415.2
충남 8.4 690.1 8,268.5
전북 7.0 563.6 8,096.7
전남 6.3 783.4 12,426.1
경북 4.0 769.6 19,049.7
경남 6.9 729.6 10,555.4
제주 10.5 195.5 1,866.0

자료: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최종검색일: 2020.12.6.) <http://egis.me.go.kr/atlas/view.do?id 

=64&section=00&pageNo=1&keyword=%EB%B6%88%ED%88%AC%EC%88%98%E

B%A9%B4>

24) 문영일, 도시홍수 현황과 수해대책 및 기후변화적응 안전대책, 2015.3.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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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각 부처별 도시홍수 예방대책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다양한 도시홍수 예방

시설의 경우,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설계빈도(設計頻度)25)에 차이가 

있어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표 4] 참조)

○ 도시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제방의 경우,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지방하천은 50~200년, 소하천26)은 50~100년 빈도로 설계됨

- 이에 따라 도시 상류의 댐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방류하는 경우, 

200년 빈도 미만의 하천제방이 설치된 지방하천·소하천과 국가하천이 만

나는 합류부 지역은 제방을 월류(越流)하는 범람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우수배제를 위한 하수도 관로의 경우, 도심지 간선(幹線) 하수관거는 30년 

빈도로 설계되고 있으나 지선(支線) 하수관거는 1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어, 

같은 도심지에서도 지선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내수범람으로 도시홍

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즉 도시홍수 예방시설은 도심지의 강우유형과 지형여건 등 기후적·지형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나,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물의 구조 및 중요도에 따라 단순 설계·운영되고 있어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이 떨어짐

25) 설계빈도란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결정하는 척도로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

26)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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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설계빈도

구분 구조물 설계빈도

외수

침수

대응

시설

배수

시설

배수로, 방수로, 배수제, 배수문,

배수펌프, 유수지 및 저류지
30년 이상

하천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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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50~100년

홍수방어

·조절용

저수지 50년 이상

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제방 10년 이상

내수

침수

대응

시설

하수도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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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하여 하천관리청이 설계빈도를 조정할 수 있음

3) 가능최대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은 가장 극심한 기상상태의 호

우를 가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홍수량을 말함

자료: 한국수자원학회·한국하천협회, 2019 하천설계기준해설, 2019.2. p.234, 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 2019.11. p.7, 행정안전부, 소하천설계기준, 2020.10. p.4-1,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2018.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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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우리나라는 그 동안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다목적댐, 홍수조

절지, 제방과 같은 방재시설물을 건설하고 대규모 준설을 실시하는 등의 

홍수피해 예방대책을 수립·실시하였음

□ 그러나 최근에는 대하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중·소규모 하천에서 홍수 피해의 대부분이 발생함27)

○ 최근 10년간(2009~2018년) 하천시설에서 발생한 전체 홍수 피해액 6,847억 

원 가운데 2,896억 원(42.3%)이 소하천에서 발생함

-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법정하천은 25,993개이며, 이 중 국가하천이 

63개(0.2%), 지방하천이 3,770개(14.5%), 소하천이 22,160개(85.3%)임28)

□ 짧은 시간에 다수의 침수가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하

천에 대한 관측을 통한 예·경보가 매우 중요하나, 도심지 중·소하천에 대한 

예·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관측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 대부분의 수위·유량 관측소가 대하천인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중·소하천 인근 지역에 위치한 도심지의 수위, 유량 등 하천정보가 실시간으

로 제공되지 못함([그림 7] 참조)

□ 더불어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등을 설정하기 위한 ‘홍수범람위

험도’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활용이 부족함

27) 정태성, 도시홍수 예방대책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2020.8. p.9.

28) 국토교통부, 한국하천일람, 2018.12. pp.8,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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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범람위험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29)에 따라 작성되는 재해지도의 

하나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정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등 도시홍수 대책수립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의 하나임

○ 다만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홍수범람위험도는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 다수가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짐30)

- 과거 발생한 홍수피해를 작성하는 ‘침수흔적도’는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주택·상가 등에서 발생한 피해가 제외되어 작성되고, 

홍수위험지도31)는 일반인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지역 주민

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그림 8] 참조)

29) ｢자연재해대책법｣ 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

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

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30) 최형원, ｢[탐사K] 사라진 ‘도심 침수피해’ 정보…이유는?｣, KBS NEWS, 2020.12.3.

3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

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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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위관측소 운영 현황(한강본류 유역)

자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 (최종검색일: 2020.12.7.) <http://www.wamis.go.kr:8081/ 

WaterMap2013/watermap.aspx?paramTab=searchmap>

[그림 8] 홍수범람위험도와 2020년 홍수피해 지역의 비교(부산광역시)

주: 파란선은 홍수범람위험도 상의 홍수위험지역이며, 검은선은 침수흔적도, 빨간선은 

2020년 홍수가 발생한 지역임

자료: 최형원, ｢[탐사K] 사라진 ‘도심 침수피해’ 정보…이유는?｣, KBS NEWS,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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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사례

1. 중국

가. 도시홍수 사례

□ 2020년 8월 13일 기준, 중국의 국가홍수가뭄대책총지휘부(国家防汛抗旱总
指挥部)는 2020년 6~8월초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 

219명을 포함하여 6,346만 명이 수해를 입었으며,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은 

1,789억 6,000만 위안(약 30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함32)

○ 양쯔강(长江), 황하(黄河), 화이하(淮河), 주강(珠江) 등 634개 하천에서 홍수

경고가 발령됐으며, 국가 주요 하천에서 12차례 홍수가 발생하고 32개 도시

에서 역대 최대강우량을 기록하였음

□ 2달 이상 이어진 폭우로 주요 도시지역에서 홍수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

○ 쓰촨성(四川省)은 100년 만의 폭우가 발생하여 청두시(成都市), 몐양시(绵阳
市), 퉁촨시(铜川市), 충칭시(重慶市) 등의 도시가 침수됨

○ 장강 하류에 위치한 장쑤성(江蘇省) 난징시(南京市)는 강물이 제방을 넘어 

시외지역이 물에 잠기고, 시내지역은 내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함

○ 중국 중부 최대도시인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는 7월초 일주일 이

상 이어진 폭우로 도시가 마비되었고, 도시의 추가침수를 막기 위하여 도시 

상류에 위치한 추허강(滁河)의 제방을 인위적으로 폭파함

32) 중국 국가홍수가뭄대책총지휘부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2020.8.19.) <http://www.scio. 

gov.cn/xwfbh/xwbfbh/wqfbh/42311/43459/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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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의 도시홍수 사례

(a) 청두시

(b) 충칭시

(c) 난징시

(d) 우한시

자료: 신재우, 끝나지 않은 중국 폭우…쓰촨성 "백 년에 한 번 있는 홍수", 2020.8.19., 

우동명, [사진] 최악의 홍수로 물에 잠긴 충칭, 2020.8.21., 우동명, 폭우로 물

에 잠긴 中 난징의 주택들, new1, 2020.8.19., 新华网, ｢江苏发布长江南京段洪

水红色预警｣, 2020.7.19., 연합뉴스, 중국 폭우피해 속출에 대응수준 격상…일부 

제방 경계수위 넘어,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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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중국 국가홍수가뭄예방총지휘부에 따르면 중국은 2006~2017년의 10년간 

연평균 157개의 도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음33)

○ 중국의 도시홍수는 도시의 대부분이 불투수면적으로 덮여있어 배수 불량에 

따른 내수범람으로 시작되는데, 도시에서 발생한 유출량이 하천으로 흘러가 

호우로 늘어난 하천수와 더해진 후 하천이 범람하면서 다시 도시에 홍수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됨

□ 중국 정부는 도시홍수의 원인을 경제성장 과정에서 체계적인 배수시스템

을 구축하지 않고 도시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도시홍수 예

방대책으로서 ‘스펀지도시(海綿城市)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스펀지도시란 거주지 주변에 연못, 습지, 정원 등 인공저류지·침투지를 조성

하고, 투과성 재료로 건설된 도로를 통해 강수의 60% 이상을 침투시켜 유출

량을 감소시키고, 침투된 강수를 저장한 뒤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도

시를 말함([그림 10] 참조)

○ 2015년 10월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与城乡建设部)는 향후 3년간 

865억 위안(약 16조 원)을 투자하여 우한, 충칭, 난닝 등 16개 도시에 스펀지

도시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함34)

- 중국 정부는 스펀지도시 조성 사업을 2020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658개 

도시의 20%를 스펀지도시로 만들고, 2030년까지 2단계에서는 그 비율을 

80%로 상향시킬 계획임

33) 水利部, 中国水旱灾害公报, 2006~2017.

34) 진병태, 중국 도시개발의 그늘...매년 100개 이상 도시 홍수 피해, 연합뉴스,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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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국 스펀지도시 프로젝트 개념도

자료: 每日頭條, 海綿城市建設為何要使用陶瓷透水磚, 2019.2.16.

□ 그러나 2020년 6~8월 발생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도시들 가운데는 우한

시를 비롯한 스펀지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

어 있음

○ 중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스펀지도시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1)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부재, 2) 대규모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음35)

- 중국의 오래된 대도시는 대부분 현대적 배수시스템이 거의 구축되어 있

지 않음에도, 10~15년에 걸친 장기간에 구축되는 도시 배수시스템을 3~5

년의 단기간에 구축하고자 하였음

- 이미 지표면의 개발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도시의 배수시스템을 새로 구

축하기 위해서는 1km2 당 1억~1억 5천 위안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가시적 효과가 적은 지하시설 등에 대한 투자

를 소홀히 하였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부족하였음

35) 이승호, ｢中 홍수방지한 곳 더 당했다, 16조 들인 ‘스펀지 도시’의 배신, 중앙일보,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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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도시홍수 사례

□ 2020년 8월 17일 기준, 일본 소방청(消防庁)에 따르면 2020년 7월 한 달 

동안 지속된 홍수로 사망 82명, 실종 4명 등 1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3,167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14,628채의 가옥이 침수됨36)

○ 일본은 7월 3일경 발생한 장마전선으로 7월 초에는 서일본과 동일본 지역, 

중순에는 중부지방, 말에는 동북지방에 큰 호우가 발생하여 많은 곳에는 약 

28일(7월 3~31일) 동안 2,0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함

○ 규슈(九洲) 남·북부, 동해 및 동북 지방 등 홍수가 발생한 상당수 지점에서 

관측 사상 최고 강우량을 기록함

□ 일본은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로 전국의 도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함

○ 일본에서 최대 일강우량인 497.0mm를 기록한 오이타현(大分県縣) 히타시

(日田市)는 도시하천 범람으로 철교가 유실되고, 시가지가 4.3m까지 침수됨

○ 구마모토현(熊本縣) 히토요시(人吉市)는 구마강(球磨川) 하천 제방이 붕괴

되어 사망 20명, 4,681채의 가옥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함

○ 시간당 109.5mm 강우를 기록한 가고시마현(鹿島縣) 가노야시(鹿屋市)는 9

건의 산사태로 도로·가옥이 붕괴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가옥 193채가 침수됨

○ 기후현(岐阜県) 게로시(下呂市)는 홍수기간 동안 1,810mm의 호우가 내려 

200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6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음

36) 내각부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2020.12.2.) <http://www.bousai.go.jp/>, 内閣府, 令和

２年７月豪雨による被害状況等について,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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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본의 도시홍수 사례

(a) 히타시

(b) 히토요시

(c) 가노야시

(d) 게로시

자료: KBS, 코로나 속 물난리마저…일본 최대 피해 지역을 가다, 2020.7.8., 연합뉴스, 

'물폭탄 맞은 일본'…규슈에 이어 혼슈 중부도 폭우, 2020.7.8., 이덕인, [TF사진

관] `역대급` 일본 홍수, 규슈 덮은 기록적 폭우…`처참한 광경`, 매일경제, 

2020.7.7., Bee Lion, 鹿児島に豪雨、浸水被害状況 鹿屋市, YouTube, 2020.7.6., 

岐阜新聞Web, 下呂、高山市などで浸水被害　2200人が孤立, 2020.7.8., 岐阜新

聞Web, 記録的大雨、飛騨川が氾濫　国道４１号崩落,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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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은 1950년대부터 홍수방재 관련 

법체계를 마련한 이후 치수사업을 실시함37)

○ 1949년 ｢수방법(水防法)｣,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災害對策基本法)｣을 제

정하였으며, 1964년에는 ｢하천법(河川法)｣을 대폭 개정하여 전국적인 치수

사업을 실시하고 근대 홍수관리 체계를 마련함

○ 그러나 일본은 치수사업 추진에 따라 인명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단기간

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급속한 도시화와 토지이용 고도화로 인하여,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이에 일본 정부는 2000년 도카이 집중호우38)를 계기로 2001년 ｢수방법｣을 

개정하여 침수실적도, 침수예상도 등 재해지도의 공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3년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을 제정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홍수관리를 강화함

□ 특히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은 하천유역의 개발로 인하여 하천

정비만으로 홍수예방이 어려운 도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홍수예방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도시부를 흐르는 하천으로서 하수도 및 

홍수조절댐의 정비에 의한 침수피해의 방지가 시가화(市街化)의 진전에 의

해 곤란한 구간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2조 및 제3조)

37) 이영철, ｢수해방지대책 개선 관련 국내외 법 제도 비교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연구용역보고서, 2011.12., 內閣府, 日本の災害對策, 2015.3. 참조

38) 2000년 도카이지역 호우에서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10명이 숨지고, 7만 채의 주택이 

침수되어 약 1조 엔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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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도시하천의 하천관리자, 해당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함하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장 및 해당 특정도시의 하수도관리자는 공동

으로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유역수해대책계획’을 수립

해야 함(법 제5조)

- 유역수해대책계획에는 특정도시하천 또는 해당 유역에 대한 1) 침수피해 

대책의 기본 방침, 2) 도시홍수 또는 도시침수 발생을 막아야 할 목표 강

우량, 3) 특정도시하천 정비, 4) 하천관리자의 우수저류침투시설 정비, 5) 

특정도시 하수도(오수 배제용 제외) 정비, 6) 하천관리자·하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침수피해 방지용 우수저류 또는 침투, 7) 특정도시 

하수도의 펌프시설(하수의 하천방류용) 조작, 8) 침수피해 확대 방지 조

치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국토교통대신은 특정도시하천 가운데 1급 하천구간, 도도부현지사는 1급 이

외의 특정도시하천 구간에 대해 도시홍수 발생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와 

수재피해 경감을 위하여 ‘도시홍수예상구역’을 지정해야 함(법 제32조)

- 또한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시정촌장, 도도부현지사 및 하수도관리자는 

공동으로 도시침수 발생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와 수재피해 경감을 위

하여 ‘도시침수예상구역’을 지정해야 함

 도시홍수 예상구역과 도시침수 예상구역은 해당 구역을 지정하는 강

우의 기준과 규모 및 침수발생의 요인이 다르고, 그 지정 주체도 다르

므로 이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시정촌에서는 도시홍수예상구역 또는 도시침수예상구역을 지역방재계획에 

반영하고, 도시홍수 또는 도시침수 정보의 전달 방법,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

체계 등을 수립해야 함(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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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가. 도시홍수 사례

□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1998~2009년) 유럽에서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중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

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39)

○ 해당 기간 동안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521억 7,300만 유로(약 73조 4,200억 

원)에 이르며, 1,126명이 사망하였음

- 홍수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의 35.1%, 홍수, 태풍, 가뭄, 폭설 등 물 관련 

재해가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인 68.6%를 차지함

○ 유럽환경청은 향후 수십 년간 유럽의 도시홍수를 비롯한 홍수 위험이 높아

지고,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5] 1998~2009년 사이 유럽의 재난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EUR billion)

구분 홍수 태풍 지진 폭염 산불 가뭄 기타

발생건수 213 155 46 101 35 8 370

사망자수 1,126 729 18,864 77,551 191 0 511

피해액 52.17 44.34 29.21 9.96 6.92 4.94 1.30

주: 기타 재해는 폭설, 산사태, 화산폭발을 말함

자료: European Environment Agency, Mapping the impacts of the natural hazards and 

technological accidents in Europe, 2011.1. p.9.

39) European Environment Agency, Mapping the impacts of the natural hazards and 

technological accidents in Europe,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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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훙수위험도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EU 지침｣(EU Directive 

2007/60/EC)을 제정함40)

○ 2007년 11월 발효된 이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1) ‘사전홍수위험도 평가

(Preliminary Flood Risk Assessment)’를 2011년 12월까지 제출하고, 2) 사전

홍수위험도 평가에 따라 ‘홍수재해지도(Flood Hazard Map)’와 ‘홍수위험도

지도(Flood Risk Map)’를 2013년 12월까지 작성해야 하며, 3) ‘홍수위험도 

관리계획(Flood Risk Management Plan)’을 2015년 12월까지 수립해야 함

- 사전홍수위험도 평가에는 1) 지형과 토지사용 현황에 대한 하천유역도, 

2) 과거 발생한 주요 홍수, 3) 홍수방어 시설 현황, 인구밀집 지역, 경제

활동 구역, 기후변화 영향 등 해당 유역의 특성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4조~제5조)

- 홍수발생 빈도별 시나리오에 따라 1) 홍수재해지도에는 해당 유역의 유

속, 수심, 침수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2) 홍수위험지도에는 해당 유

역의 주민 수, 경제활동 유형, 오염유발 물질 유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함(제6조)

- 홍수위험도 관리계획은 1) 사전홍수위험도평가, 홍수재해지도, 홍수위험

지도의 분석결과, 2) 홍수위험도 관리 목표, 3) 홍수위험도 관리 대책들 

간의 우선순위, 4) 공유하천41)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해야 함(제7조~제8조, 부록 A)

40) 유럽의회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2020.12.2.) <https://ec.europa.eu/environment/ 

water/flood_risk/index.htm>

41) 2개 이상의 국가들을 유역으로 하는 하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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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홍수위험도 평가는 2018년 12월 22일까지, 홍수재해지도와 홍수위험도

지도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홍수위험도관리계획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검토되어야 함

- 향후 매 6년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홍수위험도관리계획을 재

검토해야 함

○ 더불어 EU 회원국은 이 지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 규정, 행정절차 등을 

2009년 11월 26일 이전에 마련해야 함

[그림 12] EU의 홍수위험도 관련 지도

자료: EEA (최종검색일: 2020.12.7.) <https://ec.europa.eu/environment/water/flood_risk/ 

flood_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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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국의 경우, 도시홍수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의 투수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침투량을 증가시켜 내·외수범람을 예방하고, 빗물, 지하수 등의 수자원을 

추가·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스펀지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도시지역 일부에 한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도시홍수 예방효과가 

낮고, 중장기 계획의 부재, 대규모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 일본의 경우,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을 제정하여 도시홍수 예방 

및 피해저감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장, 도시하천관리자, 하수도관리자가 공동으로 도시하천유역에 대

한 종합적인 홍수대책인 유역수해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대신 및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지역에 대한 도시홍수 또는 

도시침수 정보의 전달 방법,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체계 등을 수립하도록 함

□ 일본과 유럽의 경우, 도시홍수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해지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과거 발생한 홍수에 대한 홍수흔적도, 향후 홍수가 예상되는 홍수위험도 등 

재해지도의 작성과 활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함

□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홍수 예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1) 도시 전체, 또는 

도시하천 유역 전반에 걸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 홍수범람위험도 등 재해지도의 효율적 활용, 3) 도시홍수 예·경보 시스

템 및 피난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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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도시홍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자원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미비점을 개선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대상인 특정하천유역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목적을 명확하게 함

○ 현행 수자원법 제20조제1항은 특정하천유역을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

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특정하천유역의 범위는 수자원법 제정 이전까지 (구)｢하천법｣(법률 

제13808호)에 따라 수립되는 유역종합치수계획42)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43)

42) ｢하천법｣(법률 제13808호)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

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43)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

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한강·안성천·삽교천·금강·만경강·동진강·영산강·탐진강·섬진강·낙동강·태화강 및 형

산강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

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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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특정하천유역의 범위는 도시하천에 대하여 수립되는 특정하천유

역치수계획의 수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화에 따라 

상당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의 유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44)

□ 둘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

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이상강우 및 태풍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도시지

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도시를 유역으로 하는 하천에 대해 특정하

천유역치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또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유역의 도시홍수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거나, 시설 간의 연계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임

□ 셋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기반으로 각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계획 간

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부처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특정

하천유역치수계획을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

으로 수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44) 기존에 마련된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 제2조제2호·제3호 및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제2호·제3호 등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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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

□ 도시하천 유역 전반에 대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구조

물 중심의 홍수대책과 더불어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45)

○ 저영향개발 기법은 도시화와 같은 개발행위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발 전의 상태와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46)

○ 도시지역 내 옥상정원·공원·인공습지 조성, 수목 식재, 투수성 포장재 활용 

등을 통해 투수층을 확보하여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47)을 설치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특히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여 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도시개발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시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45) ｢물관리기본법｣ 제9조(건전한 물순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김경민·김진수, ｢물순환 시스템의 저영향개발(LID) 도입 동향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017호, 2015.6. p.1.

4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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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 등에게 저영향개

발 계획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48)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마련된 가이드라인49) 등을 참조하여 ｢도시개발업

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79호)에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공원,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적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50)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물순환 체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임

□ 이미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된 도시는 물순환 체계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도시홍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도시의 홍수방어 능력을 분석·평가하여 

홍수방어 목표를 새로이 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심지의 녹지조성, 

물 재이용시설의 활용, 도시하천의 자연형 하천정비51) 등 다양한 저영향개

발 기법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해

야 할 것임

48)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9) 환경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환경공단, 저영향개발

(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2016.12.

50)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

순환 회복) 도시·군계획시설은 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

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1) 자연형 하천정비란 인위적으로 직강화(直江化)된 하천의 만곡부(彎曲部)를 재조성

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홍수터를 활용하고, 자갈, 시멘트 등으로 덮어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로 통일시킨 하천단면을 복원하며, 하천 주변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유속을 감소시 하류로의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적인 홍수예방대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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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2020년 역대 최장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동안의 예상

을 넘어서는 장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 첫째, 시설의 규모나 중요도와 함께 도심지 강우유형 및 지형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을 재산정해야 함

○ 또한 시설별 설계기준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도시, 농·

어촌 등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홍수방어 계획에 따라 시설별 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52)

□ 둘째, ｢건축법｣ 제68조의353)에 따른 건축모니터링 제도의 입법례와 같이, 

수자원법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수자원시설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수자원 시설 전부의 설계기준을 검토하기 보다는 그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자원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요 홍수 경감·예

방시설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2) 최근 정부는 국가하천은 설계기준을 500년 빈도, 도심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는 

30~50년으로 강화하며, 매년 20개씩 지방하천의 홍수방어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강
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2020.12.)

53) ｢건축법｣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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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

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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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건축모니터링 제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

상 국가 주요 시설물에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54)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등의 입

법례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도심지

를 중심으로 시설물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설물을 규정하고, 각 개별법에 

대상 시설물의 설계기준, 재료 및 모니터링 주기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하도록 함

□ 셋째,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홍수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하천 등 대하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였던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제방증고, 준설, 

수문·홍수조절지 건설 등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을 우선적으

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거 홍수발생에 따른 재난복구 및 지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상

습침수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홍수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인 투자가 필요함

5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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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관

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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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도시홍수에 대한 예방대책과 더불어 도시홍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우선적으로 도시홍수 발생에 대한 예·경보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의 상류, 경계 및 주요 지점 등 도시하천 전반의 하천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도록 함

- 대하천뿐만 아니라 도시를 관류하거나 인접한 중·소하천에서도 실시간 

관측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적관측망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측

소를 설치·확충하여 수위 및 유량자료를 마련해야 함

○ 도시홍수 기준 이상의 수위, 유량 등이 관측될 경우에는 실시간 하천정보를 

기반으로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한정된 시간55) 내에 지역 주민 대피 등 응급조치 

실시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다음으로 도시홍수 발생 사전 및 사후 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대도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상습침수구역 및 침수예상지역 등에 설치된 시설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 또는 통제하고, 빗물·배수펌프와 같은 홍수 예방시설을 운영하는 등 체

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55) 댐관리규정(2019.12.26. 제11차 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댐관리자는 댐 방류 

3시간 전까지 댐 하류지역 관계기관과 주민 등에게 댐 방류계획을 통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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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홍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저지대, 지하에 위치한 차도, 터널, 

상가, 주차장과 같은 시설에 설치된 배수로, 배수펌프 등 재해예방 시설

을 사전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하거나 도시하천의 

수위·유량이 증가할 때에는 위험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 일시적으로 출입과 이용을 신속히 제한해야 함56)

- 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도시에 위치한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통제·관리

하기에는 현장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시설 사용을 제

한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홍수위험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함

○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홍수위험지역의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신속한 피난체계를 수립해야 함

○ 더불어 수립된 피난체계에 따라 지역 주민은 신속히 대피소까지 피난하고,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은 구호물품 배분, 수방(水防), 구조 및 구난(救難)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등 도시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함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

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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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 2020년 6~8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가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로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함

□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 도시는 대부분의 지표면이 아스팔트, 시멘트 등 불투수면으로 포장되어 강수

의 대부분이 침투하지 못하고, 저지대 및 지하에 위치한 다양한 시설들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함

□ 이에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도시홍수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도시홍수와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 및 예방대책 등을 조사·

분석하여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현행 도시홍수 관련 법체계 및 예방대책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시홍수와 관련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 주로 담당함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홍

수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범

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외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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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다수의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법정계획 및 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 제정된 

수자원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으로서 ‘특정하천유

역치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도시홍수 예방대책 및 대응체계를 조사·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도입·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처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음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과도한 개발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되고, 

다양한 홍수 예방시설 간 연계운영의 효용성이 떨어져 도시홍수에 대처하기

에 어려움이 발생함

○ 도시하천의 실시간 수위·유량 관측자료 및 홍수범람위험도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다수의 도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이 미흡한 상태임

□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홍수 관련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가 필요함

- 특정하천유역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목

적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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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

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계획 간의 연계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영향개발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건전

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도시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에서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미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된 도시는 다양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특정하

천유역치수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등 물순환 체계의 회복

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셋째,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함

- 시설 규모 및 중요도와 해당 지역의 기후 및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을 재산정해야 함

- 수자원시설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

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해야 함

○ 넷째,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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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하천에 대한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고,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

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함

- 도시홍수 발생 사전 및 사후 시 도심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홍수위험지역의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신속

한 피난체계를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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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하천정

비 또는 홍수조절댐 건설 등 통상의 하천관리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의 방지가 곤란

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침수피해”란 홍수에 의한 외수범람 및 하수도와 그 밖의 배수시설에 의한 

내수범람으로 인한 침수에 의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 “특정도시하천”이란 도시하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하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하

천 유역에 상당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

이 필요한 하천을 말한다.

  3.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이란 특정도시하천과 해당 하천유역(이하 “특정도시하천

유역”이라 한다)에서의 침수피해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고
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우수침투저해행위”란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에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우수

침투를 크게 저해시키거나 우수의 유출을 증가시키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과 하천법 제2

조제3호에 의한 “하천시설” 중에서 지하하천․저류지․방수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하천유역에서 도시침수피해의 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 등

제4조(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하천정비 또는 홍수조절댐 건설 등 통상의 하천

관리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도

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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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의 기본방향

  2. 특정도시하천 선정기준

  3. 특정도시하천의 현황 및 선정사유

  4. 특정도시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사항

  5. 홍수량 분담을 위한 하수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등의 연계정비에 관한 

기본사항

  6. 그 밖의 홍수량 경감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하천법｣ 제60조에 따른 중앙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그 변경

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도시침수피해방지광역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내의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도시침수피해방지광역계획

(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 및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 및 하수도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하천법｣제60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의 위원에는 하천관리청․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6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의 수립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광역계획의 내용 및 절차) ①제7조에 따른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의 기본방향

  2.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3.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연계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6. 특정도시하천유역과 연계된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7.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홍수량 경감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광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수립된 광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광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하천관리청․공공하

수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광역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광역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광역계획에 따라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하천관리청․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

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을 변경(이하 “지정․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된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

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4항에 따라 광역계획을 고시할 때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이 포함된 경우에

는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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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에 따른 고시에 있어서 지형도면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광역계획에 따라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에

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도시침수피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침수피해방

지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하천관리청․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후 지방하

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

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앙하천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실시계획의 고시 등) ①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실시계획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하천관리

청․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하천관리청․공공하수도관

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집행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중앙하천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에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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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제48조까지, 제61조에서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등

제14조(우수침투저해행위의 허가) ①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내에서 불투수면적이 증가

하여 우수침투를 크게 저해시키거나 우수의 유출을 증가시키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

물의 설치, 택지 등으로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포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침투저해행위가 예상되는 토지의 위치 및 규모

  2. 우수침투저해행위를 수반하는 공사의 개요

  3. 우수침투저해행위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량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침투저해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우수유출량을 행

위허가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설치, 우수침투저해행위 규모의 축소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우수침투저해행위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9조제3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우수침투저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대상 이외의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한 권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우수침투저해행위 이외의 우수침투저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우수유출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등에 의한 우수침투저해행위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우수침투 저해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우수침

투저해행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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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사완료의 신고 등) ①제14조에 따라 우수침투저해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우수

침투저해행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우수침투저해행위에 

관한 공사가 제14조제3항의 허가조건에 적합한지를 지체 없이 검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수침투저해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우수침투저

해행위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제18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제14

조제3항의 허가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수침투저해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

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출입검사)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우수침투 

저해행위의 허가,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출입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침투저해행위와 관련된 토지와 시설 등

  2. 우수침투저해행위와 관련된 공사 또는 공사추진상황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

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제1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하천

관리청․공공하수도관리청 및 시설관리자가 부담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른 시․도지사의 실시계획의 집행으로 도시침수피해방지 이익

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실시계획의 

시행 비용의 일부를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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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에서 실시계획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광역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할 

날의 3일전까지 해당 토지의 점유자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 또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④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22조(홍수위험지도의 작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내의 하천에 

대하여｢하천법｣제21조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하고 홍수위험지도를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수위험지도에는 침수가 우려되는 예상범위를 추정하여 예상침

수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홍수위험지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피소, 대피경로, 

응급의료시설 등의 위치가 표시된 주민대피지도 작성 등에 활용한다.

제23조(도시침수예보기준의 개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에 대하

여 하천과 하수도의 통수능력,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침수예보기준을 개발․공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발된 도시침수예보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빗물펌프장․우
수유출저감시설의 운영 및 도시침수에 따른 홍수예보에 활용한다.

제24조(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와 제23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기준을 고려하여 특정도시하천

관리구역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침수피해를 예보하는 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침수피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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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또는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수침투 저해행위를 한 자

  2. 제1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29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27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27조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제30조(과태료) ①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

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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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2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9조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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