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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내수침수로 인한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삽교천 유역 중하류부를 대상으로 하구에 위치한 삽교

호와 유역에서 유일하게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예당지가 이 지역의 침수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홍수배제와 홍수유출량 저감을 목적으로 삽교호 배수갑문을 증설하고 예당지를 증고하여 홍,

수조절용량을 확장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침수면적 침수시간 연평균피해경감기대액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내수침수 저감을 목표로 할 경우 외수범람방어 위주의 기존 치수계획과는 차별되어야.

하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업대상지역 및 치수계획의 목표에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각 홍,

수방어대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삽교천 유역 침수해석 내수침수 침수특성 하천연안 저지대 저류지핵심용어 삽교천 유역 침수해석 내수침수 침수특성 하천연안 저지대 저류지핵심용어 삽교천 유역 침수해석 내수침수 침수특성 하천연안 저지대 저류지핵심용어 삽교천 유역 침수해석 내수침수 침수특성 하천연안 저지대 저류지: , , , , ,: , , , , ,: ,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삽교천 유역은 년에 발생한 대홍수 이후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개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95

있고 그동안 큰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

대부분이 하도의 홍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주변 저지대의 내수배제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삽교천 하구에 위치한 삽교호와 유역 상류부에 위치한 예당지가 중하류부 저지대의 내수

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석함,

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홍수방어 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삽교천 유역의 치수특성 검토삽교천 유역의 치수특성 검토삽교천 유역의 치수특성 검토삽교천 유역의 치수특성 검토2.2.2.2.

유역의 현황유역의 현황유역의 현황유역의 현황2.12.12.12.1

삽교천 유역은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며 유역,

면적은 유로연장은 에 달한다 유역1,649 , 59.30 .㎢ ㎞

의 지형은 대체로 동고서저하여 남동쪽은 차령산맥

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고산준령이 분수계를 이루고

있는 반면 유역의 중하류부에 해당하는 북서측은

평균표고가 매우 낮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주요 지류인 곡교천 유역면적 과 무( 545 )㎢

한천 유역면적 이 하구에서 각각 와( 471.8 ) 5km㎢

상류 지점에서 합류함으로써 전체 유역에서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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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홍수가 하류부에 집중되어 유출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주요 하천의 합류점 주변에 분포한 저지대는

하도와의 표고차가 거의 없어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내수를 자연배제 할 수 없는 지형으로 대부분의 지역

이 홍수시 배수펌프장을 통한 강제배수에 의존하고 있다.

검토방법검토방법검토방법검토방법2.22.22.22.2

삽교천 유역 중하류부 저지대를 의 저류지 기능을 사용하여 모형화 하고 자연배수시HEC-RAS (Storage)

설과 배수펌프장을 모의할 수 있는 기능에 의해 하도와 연결한 후 차원 부정류해석을 수행하였다 모의대상1 .

은 삽교호를 포함하여 유역 중하류부에 위치한 삽교천 무한천 곡교천 의 국가하천(31.9km), (16.5km), (18.6km)

구간으로 선정하고 의 다지하천 해석기능을 활용하여 동시에 하도추적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 RAS

하였다 특히 모형내에서 하구부에 하구둑을 형성하고 여기에 실제 배수갑문과 동일한 형태의. 'Sulice Gate'

를 설치하여 서해안 조위에 비해 삽교호의 내수위가 높을 경우 방류하도록 설정하고 예당지의 방류량을 무

한천의 상류경계 조건으로 채택하여 삽교호 하도 예당지 를 연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 ” .

삽교호의 영향삽교호의 영향삽교호의 영향삽교호의 영향2.32.32.32.3

삽교천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최종적으로 하구에 위치한 삽교호 배수갑문( 련20m(B)×6m(H) 6 )을 통해

서해로 방류되며 배수갑문은 삽교호의 내수위와 서해안 조위에 따라 운영된다 따라서 삽교호의 내수위가, .

조위보다 높아야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를 배수갑문을 통해 서해로 배제할 수 있고 조위가 내수위보, 다 높을 경

우에는 내수위 보다 낮아지기 까지 방류를 못하므로 그동안 삽교호에 유입된 홍수는 지체되어 내수위 상승

을 유발하며 상류로 약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km .

그림 는 배수갑문을 통한 홍수배제에 가장 불리2

한 조위조건에서 년 빈도 홍수와 년 빈도 홍수100 10

시의 배수갑문을 통한 방류량과 삽교호의 내수위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 홍수기간 중 삽교호의 내수위가.

홍수기 관리수위인 보다 높은 기간을 기준EL. 2.0m

으로 년 빈도 홍수시 방류불능시간은 약 시간인100 2

데 비해 년 빈도 홍수시에는 시간 정도 방류가 불10 7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서 대규모 홍수보다.

소규모 홍수에서 삽교호 배수갑문을 통한 홍수배제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홍,

수의 규모가 작으면 내수위가 낮아 방류불능 기간이 길어지고 시간당 방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배제에

지장을 받는 정도는 소규모 홍수시 오히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삽교호의 내수위는 삽교호로 유입하는 홍수량과 배

수갑문을 통한 방류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유역에.

서 발생한 홍수량이 동일하여도 배수갑문을 통한 방류량

은 홍수발생 시기가 서해안 조위의 어떤 주기에 해당하

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그 결과로서 삽교호 내수위의 변

화양상 역시 상이하게 된다 그림 은 년 빈도 홍수. 3 100

시에 조위조건별 삽교호의 내수위를 비교하여 첨두수위

가 가장 큰 값을 형성하는 경우와 가장 낮은 값을 형성

하는 경우의 수위수문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동일한 홍수조건에서도 첨두수위가

최대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외수범람 방어측1.5m

면에서는 내수위가 최고가 되는 경우를 계획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삽교호 주변 저지대의 내수.

침수를 유발하는 수위를 라 할 때 그 이상의 수위지속 시간은 최저첨두수위 발생조건이 최고첨EL. 3.5 4m～

두수위 발생조건에 비해 시간 이상 길어지므로 내수침수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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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지예당지예당지예당지2.42.42.42.4

삽교천의 지류인 무한천 중상류부에 위치한 예당지의 유역면적은 로 무한천 전체 유역면적의 약369㎢

에 해당하며 관개면적은 만수면적 유효 저수량 백만 에 이르는 대규모 농업용80% , 156.8 , 10.88 , 46.0×10㎢ ㎢ ㎥

저수지로서 삽교천 하구에서 약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30km .

당초 예당지는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홍수기간 동안만 인 상시만수위를 낮, EL. 22.5m 1.0m

춘 로 유지하여 백만 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삽교천 유역에서 유일하게 홍수조절능EL. 21.5m 10.2 ㎥

력을 갖춘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홍수시 예당지는 유입량이 최대 크기에 이를 때까지 유입량의 를 방류. 60%

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량을 방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홍수발생 초기에 최대 의 예비방류677CMS

를 시행하여 홍수조절공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첨두홍수의 유입에 대비하도록 운영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비방류를 시행하지 않거나 대체로 이하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수용량의 손200CMS

실 뿐만 아니라 예당지 하류부에 위치한 저지대의 내수침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와 같이 예비방류를 이하200CMS

로 할 경우와 실제 발생한 강우량에 의해 예상유입

량을 산정하여 이수용량의 손실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 의 예비방류를 시행할 경우의 예상침677CMS

수면적을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예비방류량이 큰

경우 오히려 침수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 결과는 예비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의 홍수.

위가 정상적인 상황보다 빨리에 상승함에 따라 하

천 주변 저지대의 내수배제불능 상황이 조기에 시

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방류가 예당지의 홍. ,

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당지의 안전을 제

고하고 첨두방류량을 저감하여 하류지역의 첨두홍,

수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외수에 대한 치수

안전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내수침수가

주요 피해원인인 지역에서는 침수지속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홍수방어대안의 적용 결과홍수방어대안의 적용 결과홍수방어대안의 적용 결과홍수방어대안의 적용 결과3.3.3.3.

홍수방어 대안홍수방어 대안홍수방어 대안홍수방어 대안3.13.13.13.1

삽교천 유역 중하류부 저지대의 내수침수 저감 및 해

소를 위해서는 유역의 상류부에서 홍수를 저류하여 하류

구간의 홍수위상승을 지연시킴으로써 내수배제 가능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하도의 통수능력을 확대하여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를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홍수위를 조

기에 저하시키는 것이 근본적이 대책일 것이다 이러한 치.

수목표의 실행계획으로써 통수능 확대를 위해 삽교호 배수

갑문을 현재의 배 규모로 증설하고 예당지를 증고2 1.5m

하여 홍수조절능력을 약 배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그2.9

효과를 검토하였다.

홍수방어대안의 홍수규모별 효과 비교홍수방어대안의 홍수규모별 효과 비교홍수방어대안의 홍수규모별 효과 비교홍수방어대안의 홍수규모별 효과 비교3.23.23.23.2

삽교호 배수갑문 증설과 예당지 증고를 시행 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규모별 침수면적을 사업시행 전과 비교한 결

홍수규모

재현기간( )

침수면적 (ha)

예비방류

미만200CMS

예비방류

미만677CMS
증 감

년5 3,921 4,053 -131

년10 5,008 5,129 -121

년20 6,069 6,155 -86

년30 6,457 6,509 -53

년50 7,106 7,179 -73

년80 7,598 7,710 -112

년100 7,773 7,933 -160

년200 8,312 8,372 -60

년300 8,594 8,669 -75

년500 8,836 8,913 -77

표 사전방류량에 따른 홍수규모별 침수면적표 사전방류량에 따른 홍수규모별 침수면적표 사전방류량에 따른 홍수규모별 침수면적표 사전방류량에 따른 홍수규모별 침수면적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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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홍수방어대안별 침수면적 비교그림 홍수방어대안별 침수면적 비교그림 홍수방어대안별 침수면적 비교그림 홍수방어대안별 침수면적 비교4.4.4.4.



과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당4

지 증고에 의한 효과는 소규모의 홍

수에서 크게 나타나고 홍수규모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배수갑

문 증설 효과는 홍수규모에 관계없

이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사업의 효과를 침수면적 감소

와 피해액 감소측면에서 비교한 결과는 표 와 같다 본 연구에서 홍수규모별 피해액은 건교부에서 최근 개2 .

발한 다차원홍수피해 산정방법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침수면적 감소 측면에서는 배수갑문 증설이 예당지“ ” .

증고 방안에 비해 효과적인 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예당지 증고 방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두 방안에 있어 침수면적 감소 효과와 피해액 감소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난 것은 배수갑문 증설 영향.

범위내 지역과 예당지 증고효과 수혜지역의 경제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확률이 높은 소규모.

홍수시 예당지 증고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도 발생확률을 고려한 연평균피해경감기대액이 크게 평가되는데

기여하였다.

홍수방어대안 효과의 공간적 특성홍수방어대안 효과의 공간적 특성홍수방어대안 효과의 공간적 특성홍수방어대안 효과의 공간적 특성3.33.33.33.3

삽교호 배수갑문과 예당지의 위치가 모의대상 구간의 시종점으로 구분되고 치수측면의 접근방법이 통,

수와 저류지향으로 상반된 두 홍수방어대안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 모의구간내 저지대를

위치에 따라 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역에 대해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시간을 기준으로 치수효과를6 , ,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를 전체 모의대상 지역의 분석결과와 함께 표 에 수록하였다3 .

구 분 사업시행전 배수갑문증설 예당지증고
배수갑문증설 &
예당지증고

전 유역
(13,368)

침 수 면 적(ha) 7,773 7,443 7,672 7,326

평균침수시간(hr) 26.25 24.07 26.36 24.73

평균 침수심 (m) 0.98 0.94 0.95 0.92

하구부
(1,422)

침 수 면 적(ha) 841 807 833 806

평균침수시간(hr) 31.35 27.61 31.25 27.62

평균 침수심 (m) 1.31 1.16 1.25 1.15

삽교천곡교천
합류부
(3,490)

침 수 면 적(ha) 2,238 1,960 2,238 1,960

평균침수시간(hr) 30.43 25.72 29.55 26.38

평균 침수심 (m) 0.94 0.86 0.93 0.86

삽교천무한천
합류부
(2,446)

침 수 면 적(ha) 1,533 1,517 1,462 1,450

평균침수시간(hr) 24.29 23.19 24.71 24.20

평균 침수심 (m) 0.50 0.49 0.45 0.44

삽교천
중 상류부ㆍ
(1,765)

침 수 면 적(ha) 1,765 1,765 1,764 1,764

평균침수시간(hr) 23.71 23.64 23.96 23.64

평균 침수심 (m) 1.01 1.01 1.00 1.00

곡교천
중 상류부ㆍ
(1,316)

침 수 면 적(ha) 803 802 803 802

평균침수시간(hr) 21.65 17.50 21.74 21.28

평균 침수심 (m) 1.19 1.18 1.18 1.18

무한천
중 상류부ㆍ
(593)

침 수 면 적(ha) 593 593 573 544

평균침수시간(hr) 22.09 21.41 24.81 24.49

평균 침수심 (m) 1.55 1.55 1.42 1.42

주 안은 각 지역의 모의대상 저지대 면적( ) (ha)【 】

표 홍수방어 대안의 지역적 효과 비교표 홍수방어 대안의 지역적 효과 비교표 홍수방어 대안의 지역적 효과 비교표 홍수방어 대안의 지역적 효과 비교3.3.3.3.

구 분 배수갑문 증설 예당지 증고

년100

빈도 기준

침수면적 감소(ha) 101 53

피해액 감소 백만원( ) 7,312 15,080

연평균침수면적 감소(ha) 133.6 104.4

연평균피해경감기대액 백만원( ) 1,949 2,432

표 홍수방어 대안의 효과 비교표 홍수방어 대안의 효과 비교표 홍수방어 대안의 효과 비교표 홍수방어 대안의 효과 비교2.2.2.2.



표 의 결과는 음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배수갑문 증설과 예당지 증고효과의 공간적인 한계를 명확히3

보여주고 있으며 두 방안을 병행할 경우 그 효과범위는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의 수혜지역을 합한 것과 같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배수갑문 증설은 침수면적 뿐만 아니라 침수심과 침수시간의 감소를 동반하며 특.

히 침수시간의 감소는 미미하나마 전 분석대상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비해 예당지 증고의 효과는 침수면적과

침수심의 감소로만 나타날 뿐 침수시간은 전 지역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예당지와 같은 형식 저류시설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On-Line . ,

형식의 저류시설은 흐름선상에 위치하여 첨두홍수량 감소에 의한 하도의 홍수위 저하효과가 있지만On-Line

시설자체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규모의 방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홍수위 지속시간은 증가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조절후의 홍수위가 비록 외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더라도 주변지역의 내수배제에 지장을. ,

초래할 경우 내수침수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역효과는 홍수의,

규모가 커질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며 앞서 홍수규모별 침수면적 비교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외수범람방어 위주의 치수계획은 홍수방어대안의 평가기준이 홍수위 저하의 지표가 되는 첨두홍수량의

감소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데 비해 근래 들어 발생하는 수해의 주요 형태인 내수침수에 대한 대책은 평가기,

준이 더욱 다양화 되어야 하며 특히 침수지속시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삽교, .

천 중하류부 저지대를 대상으로 통수능력 중대와 저류에 의한 첨두홍수량 감소 위주의 상반된 두 홍수방어

대안에 대해 부정류 해석에 기반을 둔 침수해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수능력 증대를 목적으로 한 홍수방어대안은 홍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효과를 보인 반(1)

면 형식의 저류시설 효과는 홍수규모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On-Line .

러한 특성은 경제성분석의 기준이 되는 연평균피해경감기대액 산출시 발생확률이 높은 소규모 홍수

에서 효과가 큰 저류위주 대안이 통수지향형 대안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계획대상 홍수규모를 명확히 설정하여 홍수방어대안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형식의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을 저감하는 만큼 수위지속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있어(2) On-Line

저지대의 내수침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홍수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대안으로서 형식의 저류시설인 천변저류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Off-Line .

개개 홍수방어대안은 공간적으로 한계를 보이므로 그 범위를 분석하여 치수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3) ,

하여야 하며 대상 지역이 고르게 치수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홍수방어대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

최근 개발된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 은 지역의 경제특성을 반영하고 침수심 및 침수시간을 고려하(4) “ ”

여 피해액을 산정케 함으로써 다양한 기준으로 홍수방어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향후 치수경제성 분석을 위한 홍수방어대안의 평가도 단순한 침수지역의 식별에서 벗어나 침

수심과 침수지속시간의 분석이 가능한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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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삽교천수계 무한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되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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