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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유역내 해당 지점에서의 하도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배분은 원활한 목표연도

홍수량 처리 치수안전도 증대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 및 유역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홍수방어대안, ,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수량이 분담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량 배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계획수립시 하도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고려없이 하도분담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의 판단기준은 하천내 유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하도내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내수배제,

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내지의5 .

토지이용현황 자산분포와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

어 있는 하천구간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0.5m . ,

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

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였다24 .

핵심용어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 및 하도홍수분담량 하도 홍수소통능력핵심용어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 및 하도홍수분담량 하도 홍수소통능력핵심용어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 및 하도홍수분담량 하도 홍수소통능력핵심용어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 및 하도홍수분담량 하도 홍수소통능력: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년대 후반부터 기상이변과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해 홍수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1990

고 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동시에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제안되었다 유. .

역종합치수계획이란 유역에서 분담하는 홍수량을 증가시켜 하도의 치수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홍수유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자연 및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설치 연계 운영하고 구,

조적 대책을 보완하는 비구조적 대책을 도입함으로써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을 극대화하고 홍수피해를 최소

화시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하위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 문제 치수안전도 설정,

방법의 객관성 결여 문제 하도 및 유역의 홍수분담량 결정 문제 계획홍수량 산정 방법의 객관성 유지를 위, ,

한 표준화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성향 평가방법 부재 유역분담 홍수저감시설물의 설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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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문제 등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현존하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유역 및 하도의 홍수분담량 설정방법은 유역종합치수

계획 수립시 각종 시설계획의 기본이 되나 그 산정방법 및 설정기준이 추상적으로 되어있어 수행하는 각 계

획별로 그 기준이 서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방법들을 조사 검토한 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였고 연구 결과를 농경지하천의 특성과 일부 도시하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영산강유,

역에 적용하여 평가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하도 홍수소통능력하도 홍수소통능력하도 홍수소통능력2.2.2.2.

하도 홍수소통능력은 홍수유출량을 하도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반적인 하도의 수리학적 통수능력

과 함께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현황 내수지역의 지반고 내수처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

된다 과거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본홍수량 전체를 하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홍수처리방향이 수립되었.

다 이러한 계획은 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량을 하천을 이용한 직접적인 배수체계 만을 염두에 두고 하도준.

설이나 제방축제 및 증고계획에 의해서만 치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하도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

이와 같은 계획의 결과는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는 물론 설계빈도 이하의 홍수시에도 외수 및 내수에 의

한 피해가 빈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방법 검토기존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방법 검토기존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방법 검토기존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방법 검토2.12.12.12.1

유역의 홍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도에서 계획규모의 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인데 하도가 홍수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외수가 범람하여 홍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충분한 소,

통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수위가 높아 내수배제가 불가능하여 내수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지침 작성 과 대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표준과업지시서(2001) 13 (2003)

및 하천설계기준해설 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기준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2005)

로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방법 개선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방법 개선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방법 개선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방법 개선2.22.22.22.2

하도의 계획규모보다 훨씬 낮은 저빈도의 강우발생에도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외수에 의한 피해보다

는 내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수도 및 배수펌프장 등의 유지관리 및 단면부족 등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으로는 외수위가 높게 유지됨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하도 홍수소통능력 판단기준은 외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외수위가 높음으로 인. ,

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표 과 같, 1

이 단계로 구분하여 외수 및 내수에 대한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검토를 수행하였다5 .

단계는 하도 홍수소통능을 평가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내지의 상황을 조사하여 각 소구역 홍수1 (

시 피해가능지역 의 홍수피해잠재능 을 산정한다 단계는 하도의 적정하폭 확보 여부에 따른 하도통수) (PFD) . 2

능의 평가로 일부 협착부 존재로 인한 하도통수능의 부족을 확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는 단계이

다 단계는 외수에 의한 하도의 범람이 발생하지 않는 하도 홍수소통능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당지점의 계. 3

획제방고를 기준으로 하도 홍수소통능력을 판단한다 단계는 내수침수와 관련된 하도의 적정통수능력을 산. 4

정하는 단계로 제내지의 침수피해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해 도시하천구간의 경우는 침수심을 농경지하,

천구간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을 제한하는 적정홍수위 홍수지속시간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중 침수피해를‘ / ’ .

일정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경제성 분석의 피해율 기준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인 하도 홍수분담.

량 결정은 외수범람과 내수침수 피해를 고려한 하도의 통수능력을 비교하여 해당 하천구간의 하도 홍수소통

능력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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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단 계단 계단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

단계단계단계단계1111
홍수피해 취약

지역 조사

과거 홍수시 홍수피해를 입은 홍수피해지역 조사∙

계획∙ 홍수위보다 제내지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 지역 소구역( )

단계단계단계단계2222
현하폭 및 적정

소요하폭 검토

홍수피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하폭과 적정소요하폭을 검토하고 적정하폭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폭가능 여부 검토

확폭 가능지역의 경우 확폭을 통해 최대한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확보∙

단계단계단계단계3333
외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

계획홍수위와 제방고를 비교 검토∙

∙계획제방고 계획홍수위 여유고 기준 하도 홍수소통능 분석( + )

단계단계단계단계4444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

제내지 토지이용상태 제내지 표고와 홍수위 및 홍수위지속시간을 검토하여,∙

적정 홍수위 홍수지속시간 결정‘ / ’

적정 홍수위 홍수지속시간에 해당하는 하도 홍수소통능 분석‘ / ’∙

단계단계단계단계5555 하도홍수분담량결정
∙외수와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도 홍수소통

능력을 결정하고 하도 홍수분담량으로 채택

표표표표 1111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 방법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 방법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 방법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 방법....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의 적용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의 적용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의 적용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의 적용3.3.3.3.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3.13.13.13.1

우리나라 대강의 하나인 영산강은 한반도 남서부 전라남북도에5

위치하며 개 광역시 개 도 개 시 개 군에 걸쳐있다 유역면적은1 , 2 , 3 , 7 .

유로연장은 이며 유역의 평균폭은 유역형태는3,455 , 129.5 , 26.7 ,㎢ ㎞ ㎞

직사각형 형태의 수지상하천이다.

영산강은 유역의 평균경사가 로 비교적 완만한 유역이고 하19.5% ,

천에 인접하여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며 영산강의 중상류부에는 광,

주광역시와 나주시 등의 도심지 및 인구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하도 홍수소통능력 분석하도 홍수소통능력 분석하도 홍수소통능력 분석하도 홍수소통능력 분석3.23.23.23.2

홍수피해 취약지역 조사 단계3.2.1 (1 )

과거 홍수시 홍수피해를 입은 홍수피해 지역과 계획홍수위보다 제

내지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 지역으로서 홍수시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개 소구역별 홍수피해잠재능 등급, 54 (PFD)

과 특성을 정리하면 그림 및 표 와 같다1 2 .

지 점지 점지 점지 점 소 구 역소 구 역소 구 역소 구 역 PFDPFDPFDPFD
등급등급등급등급

계 획계 획계 획계 획
홍수량홍수량홍수량홍수량
( /s)( /s)( /s)( /s)㎥㎥㎥㎥

홍수위홍수위홍수위홍수위
(EL. m)(EL. m)(EL. m)(EL. m)

제내측제내측제내측제내측
표고표고표고표고
(EL. m)(EL. m)(EL. m)(EL. m)

현 하폭현 하폭현 하폭현 하폭
(m)(m)(m)(m)

적정하폭적정하폭적정하폭적정하폭
(m)(m)(m)(m)

확폭확폭확폭확폭
여부여부여부여부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하 구 둑하 구 둑하 구 둑하 구 둑 영산좌( 1) E 8,300 2.32 2.32～ -0.55 -0.47～ 1,810 1,840～ 1,810 1,840～ 불필요 저지대

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 영산좌( 6-2) F 8,870 5.76 5.92～ 3.45 8.38～ 500 535～ 500 535～ 〃 〃

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 영산우( 9) F 8,260 7.40 7.93～ 1.87 2.67～ 460 660～ 460 660～ 〃 침수피해

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 영산좌( 9-2) A 8,610 10.66 10.79～ 8.25 12.59～ 405 420～ 405 420～ 〃 〃

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 영산우( 14) C 8,320 12.15 12.69～ 6.12 10.75～ 610 660～ 610 660～ 〃 〃

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 영산좌( 12) B 5,140 13.11 13.79～ 8.28 10.42～ 520 620～ 520 620～ 〃 〃

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 영산좌( 14) B 3,010 14.40 15.37～ 12.71 15.30～ 380 430～ 380 430～ 〃 저지대

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 영산우( 18-2) C 2,590 15.38 16.00～ 13.56 15.54～ 340 550～ 340 550～ 〃 〃

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 영산우( 20-2) F 1,170 30.55 33.09～ 28.20 32.50～ 215 400～ 215 400～ 〃 〃

담 양 교담 양 교담 양 교담 양 교 영산좌( 18-1) A 890 47.00 52.22～ 46.80 53.24～ 70 115～ 70 115～ 〃 〃

표표표표 2222 홍수피해 취약지역 소구역 및 적정하폭 검토홍수피해 취약지역 소구역 및 적정하폭 검토홍수피해 취약지역 소구역 및 적정하폭 검토홍수피해 취약지역 소구역 및 적정하폭 검토. ( ). ( ). ( ). ( )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소구역 등급소구역 등급소구역 등급소구역 등급. PFD. PFD. PFD. P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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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하폭 및 적정 소요하폭 단계3.2.2 (2 )

하도는 홍수량을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여 최대로 하도에서 분담 가

능한 홍수량은 하도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하천공식과 중소하천공식 및 홍수량을 기.

준으로 하폭을 산정한 후 표 와 같이 현 하폭과 비교 검토하였다 현 하폭이 적정하폭을 확보하고 있지 못2 .

한 구간에 대해서는 확폭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확폭이 가능한 구간은 확폭 계획을 수립하여 하도의 홍수소

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단계3.2.3 (3 )

계획홍수량에 의해 형성되는 홍수위와 여유고

를 토대로 계획제방고 기준 하도 홍수소통능력을

분석하면 표 과 같다 이것은 외수에 의한 하도3 .

의 범람이 발생하지 않는 하도의 홍수소통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단계3.2.4 (4 )

내수침수와 관련하여 하도의 적정 소통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수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이용되고 있는 피해율 기준을 도입하였다.

도시하천의 경우는 표 와 같이 침수심에 따른 건물피해율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구역의 홍수피해잠재4

능 등급에 따라 그림 와 표 와 같이 홍수피해잠재능이 로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2 5 A, B

어 있는 소구역에 위치한 하천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0.5 기준을 그리고 홍수피해잠재능이m , F, H

로 홍수위험이 적고 피해가 크지 않은 지역의 하천의 경우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제내지표고에 침

수심을 합산한 표고까지를 하도내의 적정홍수위로 제한하여 하도 소통능력을 결정하였다‘ ’ .

한편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그림 와 표 의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 2 4

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24시간 이내

가 되도록 하고 홍수피해잠재능이 낮은 지역은, 48 시간 이내가 되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상의 방법론을 홍수취약지역 소구역 에 대해 적용하여 제내지 표고이상의 홍수지속시간과 침수심을 산( )

정한 결과 및 홍수취약지역 하도의 내수에 대한 홍수소통능을 검토한 결과는 표 과 같다6 .

도시하천의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도시하천의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도시하천의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도시하천의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1)1)1)1) 농경지하천의 침수시간별 농작물 피해율농경지하천의 침수시간별 농작물 피해율농경지하천의 침수시간별 농작물 피해율농경지하천의 침수시간별 농작물 피해율2)2)2)2)

침 수 심침 수 심침 수 심침 수 심 0000m 0.5m 0.5m 0.5m 0.5～～～～ mmmm 0.50.50.50.5m 1.0m 1.0m 1.0m 1.0～～～～ mmmm 1.01.01.01.0m 2.0m 2.0m 2.0m 2.0～～～～ mmmm 2.02.02.02.0m 3.0m 3.0m 3.0m 3.0～～～～ mmmm 3.03.03.03.0 이상이상이상이상mmmm 침수시간침수시간침수시간침수시간 1111일 이하일 이하일 이하일 이하 1 21 21 21 2～～～～ 3 43 43 43 4～～～～ 5 65 65 65 6～～～～ 7777일 이상일 이상일 이상일 이상

단독주택 15% 32% 64% 95% 100% 논 14% 27% 47% 77% 95%
아 파 트 층수15/ 층수32/ 층수64/ 층수95/ 층수100/

밭 35% 51% 67% 81% 95%연립주택 층수15/ 층수32/ 층수64/ 층수95/ 층수100/

표표표표 4444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침수시간별 농작물 피해율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침수시간별 농작물 피해율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침수시간별 농작물 피해율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침수시간별 농작물 피해율. ,. ,. ,. ,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방법 연구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 건설교통부1) - ( , 2004)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 농림부2) - ( , 2000)

그림 홍수위와 제내지 지반고그림 홍수위와 제내지 지반고그림 홍수위와 제내지 지반고그림 홍수위와 제내지 지반고2.2.2.2.

PFDPFDPFDPFD
등급등급등급등급

도 시 하 천도 시 하 천도 시 하 천도 시 하 천 농 경 지 하 천농 경 지 하 천농 경 지 하 천농 경 지 하 천

제내지 지반고와제내지 지반고와제내지 지반고와제내지 지반고와
계획홍수위 차계획홍수위 차계획홍수위 차계획홍수위 차, h(m), h(m), h(m), h(m)

제내지 지반고 이상제내지 지반고 이상제내지 지반고 이상제내지 지반고 이상
홍수지속시간홍수지속시간홍수지속시간홍수지속시간, T(hr), T(hr), T(hr), T(hr)

A BA BA BA B～～～～ 0.5 이하m 24시간 이하

C EC EC EC E～～～～ 1.0 이하m 36시간 이하

F HF HF HF H～～～～ 1.5 이하m 48시간 이하

표 적정 홍수위와 홍수지속시간 기준표 적정 홍수위와 홍수지속시간 기준표 적정 홍수위와 홍수지속시간 기준표 적정 홍수위와 홍수지속시간 기준5.5.5.5.

지 점지 점지 점지 점 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
( )( )( )( )㎢㎢㎢㎢

기본계획기본계획기본계획기본계획 유역종합유역종합유역종합유역종합 하도홍수하도홍수하도홍수하도홍수
통 수 능통 수 능통 수 능통 수 능
( /s)( /s)( /s)( /s)㎥㎥㎥㎥

홍수량홍수량홍수량홍수량
( /s)( /s)( /s)( /s)㎥㎥㎥㎥

빈도빈도빈도빈도
년년년년( )( )( )( )
홍수량홍수량홍수량홍수량
( /s)( /s)( /s)( /s)㎥㎥㎥㎥

빈도빈도빈도빈도
년년년년( )( )( )( )

하 구 둑하 구 둑하 구 둑하 구 둑 3,455.0 6,720 100 8,300 100 4,499

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 2,592.0 6,590 100 8,870 100 5,749

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 2,367.1 6,590 100 8,260 100 5,832

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 2,154.0 7,380 200 8,610 200 6,986

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 2,054.7 7,190 200 8,320 200 6,606

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 1,327.0 4,390 200 5,140 200 4,063

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 682.2 2,710 200 3,010 200 3,009

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 561.5 2,310 200 2,590 200 이상2,939

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 240.6 1,160 100 1,170 100 866

담 양 교담 양 교담 양 교담 양 교 92.8 580 200 890 200 482

표표표표 3333 외수위조건을 고려한 하도 홍수소통능력외수위조건을 고려한 하도 홍수소통능력외수위조건을 고려한 하도 홍수소통능력외수위조건을 고려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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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지 점지 점지 점 소 구 역소 구 역소 구 역소 구 역 PFDPFDPFDPFD
등급등급등급등급

계 획계 획계 획계 획
홍 수 량홍 수 량홍 수 량홍 수 량
( /s)( /s)( /s)( /s)㎥㎥㎥㎥

홍 수홍 수홍 수홍 수
지속시간지속시간지속시간지속시간
T(hr)T(hr)T(hr)T(hr)

침수심침수심침수심침수심
h(m)h(m)h(m)h(m)

하도홍수소통능하도홍수소통능하도홍수소통능하도홍수소통능
비 고비 고비 고비 고홍수량홍수량홍수량홍수량

( /s)( /s)( /s)( /s)㎥㎥㎥㎥
해당빈도해당빈도해당빈도해당빈도
년년년년( )( )( )( )

하 구 둑하 구 둑하 구 둑하 구 둑 영산좌( 1) E 8,300 29.0 -2.83 9,235 200 농경지하천

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 영산좌( 6-2) F 8,870 18.7 -1.24 이상11,176 년 이상500 〃

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 영산우( 9) F 8,260 24.6 -5.47 이상9,177 년 이상500 〃

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 영산좌( 9-2) A 8,610 13.5 -2.45 5,479 15 도시하천

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 영산우( 14) C 8,320 21.6 -4.55 이상9,410 년 이상500 농경지하천

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 영산좌( 12) B 5,140 22.4 -4.12 이상5,815 년 이상500 〃

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 영산좌( 14) B 3,010 10.6 -1.23 이상3,452 년 이상500 〃

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 영산우( 18-2) C 2,590 12.3 -1.29 이상2,939 년 이상500 〃

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 영산우( 20-2) F 1,170 12.3 -1.99 이상1,473 년 이상500 〃

담 양 교담 양 교담 양 교담 양 교 영산좌( 18-1) A 890 5.2 -1.41 539 15 도시하천

표 홍수지속시간 및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표 홍수지속시간 및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표 홍수지속시간 및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표 홍수지속시간 및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6.6.6.6.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 단계3.2.5 (5 )

외수범람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하도

의 소통능력과 내수침수에 대한 피해를 고

려한 하도의 소통능력을 비교하여 작은쪽

의 소통능력을 해당 하천구간의 하도 홍수

소통능력으로 채택하였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유역 및 하도의

홍수분담량 설정방법은 각종 시설계획의

기본이 되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설정기준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금회 연구에서는 외수의 소통능력과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의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영산강유역에5

적용하였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정시 무해방류 수준이 아닌 일정부분 피해를 허용하는 침수심을 적용

하였다 도시하천의 경우 홍수피해잠재능이 로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간. A, B

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0.5m ,

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4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홍수분담량 배분 방향을 설

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홍수분담량 설정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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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지 점지 점지 점
유 역유 역유 역유 역
면 적면 적면 적면 적
( )( )( )( )㎢㎢㎢㎢

계 획계 획계 획계 획
홍수량홍수량홍수량홍수량

하도 홍수소통능하도 홍수소통능하도 홍수소통능하도 홍수소통능
( /s)( /s)( /s)( /s)㎥㎥㎥㎥ 채택 하도채택 하도채택 하도채택 하도

홍수소통능홍수소통능홍수소통능홍수소통능
( /s)( /s)( /s)( /s)㎥㎥㎥㎥홍수량홍수량홍수량홍수량

( /s)( /s)( /s)( /s)㎥㎥㎥㎥
빈도빈도빈도빈도
년년년년( )( )( )( )

외 수외 수외 수외 수 내 수내 수내 수내 수

하 구 둑하 구 둑하 구 둑하 구 둑 3,455.0 8,300 100 4,499 9,235 4,490

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사포 수위표 2,592.0 8,870 100 5,749 이상11,176 5,740

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고막원천 합류전 2,367.1 8,260 100 5,832 이상9,177 5,830

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영산포 수위표 2,154.0 8,610 200 6,986 5,479 5,470

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나주 수위표 2,054.7 8,320 200 6,606 이상9,410 6,600

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본동 수위표 1,327.0 5,140 200 4,063 이상5,815 4,060

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마륵 수위표 682.2 3,010 200 3,009 이상3,452 3,000

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광주천 합류전 561.5 2,590 200 이상2,939 이상2,939 이상2,930

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증암천 합류전 240.6 1,170 100 866 이상1,473 860

담 양 교담 양 교담 양 교담 양 교 92.8 890 200 482 539 480

표 외수내수조건을 고려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과표 외수내수조건을 고려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과표 외수내수조건을 고려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과표 외수내수조건을 고려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결과7.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