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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안전한 소하천 13곳 발표
-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서 경남 통영시 정량천 최우수로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를 실시하여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선정된 소하천 대부분은 재해예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심사 결과, 최우수 소하천으로 경남 통영시 정량천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소하천은 제주 서귀포시 대왕수천, 경기 구리시 갈매3천, 경기 연천군
궁평1천, 전북 장수군 능곡천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 소하천 통영시 정량천은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옛 물길을
복원하는 동시에 평상(deck) 산책로, 물놀이장 등 휴식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만족도를 높였다.
- 특히 홍수량 저감과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상류부에 생태 저류지를
조성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 소하천 4곳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자연 특성을 살린 소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제주 서귀포시 대왕수천은 천혜의 자원인 제주 자연 특성을 살려 쉼터,
숲길 등을 설치하여 인접한 관광단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경기 구리시 갈매3천은 재이용수를 이용하여 하천수가 사시사철 흐르고,
주변 공원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
을 제공한 점이 높게 반영되었다.
- 전북 장수군 능곡천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정자, 꽃길,
빨래터 복원, 평상(deck) 설치 등 다양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였다.
- 경기 연천군 궁평1천은 홍수 발생 시 안전하도록 기존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하천 폭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및 쉼터 등 친수시설을 조성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외에도 8개 소하천이 장려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총 13곳 소하천
가꾸기에 힘쓴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한편,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는 콘크리트 제방 같은 치수
위주의 획일적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소하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2022년 소하천 가꾸기 공모 최우수 및 우수 현황

□ 최우수
[경남 통영시 정량천]
사업기간/사업비 : ’09.01월 ~ ’18.09월 / 260억원
사업내용 : L=1.85㎞(복개철거, 생태저류지 조성

⇒

등)

복개로 오염된 정량천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 제공

상류부 생태저류지 조성

중류부 하천변 물놀이장 조성

□ 우수
[제주 서귀포시 대왕수천]
사업기간/사업비 : ’19.01월 ~ ’22.5월 / 34억원
사업내용 : L=2.0㎞(소하천정비, 산책로 등

⇒

생태공원 조성)

미정비된 소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변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편의 시설 제공

팔각정, 물레방아 등 친수시설 설치

천변을 따라 숲길 산책로 조성

[경기 구리시 갈매3천]
사업기간/사업비 : ’09.12월 ~ ’18.08월
사업내용 : L=1.30km(소하천정비, 산책로

⇒

등 친수시설 설치)

재이용수를 활용하여 사시사철 하천수를 공급하고, 다양한 친수시설
물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하천 확폭으로 치수안정성 확보 및 산책로 조성

징검다리 등 친수시설 설치

[전북 장수군 능곡천]
사업기간/사업비 : ’18.06월 ~ ’20.06월 / 56억원
사업내용 : L=1.25km(소하천정비, 파고라 등

⇒

친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를 통해 취락지 밀집지역의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책로
조성, 빨래터 복원 등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 추진

상류부 생태저류지 조성

중류부 하천변 물놀이장 조성

[경기 연천 궁평1천]
사업기간/사업비 : ’18.04월 ~ ’21.12월 / 159억원
사업내용 : L=1.00km(복개철거, 친수 및 생태시설

⇒

조성 등)

안정적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기존 복개구간 철거 및 하천 폭을 확대
하였으며,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여 친수성 증대

상류부 생태저류지 조성

중류부 하천변 물놀이장 조성

참고2

2022년 소하천 가꾸기 공모 수상작 현황

시도

시군구

소하천명

비 고

경남

통영시

정량천

최우수
(1)

제주

서귀포시

대왕수천

경기

구리시

갈매3천
우 수
(4)

전북

장수군

능곡천

경기

연천군

궁평1천

세종

세종

원사천

충북

옥천군

구일천

경북

성주군

금봉천

경북

울진군

망양천
장 려
(8)

충남

부여군

삼산천

충북

충주시

공이천

경남

거제시

용산천

강원

영월군

명전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