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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water surface elevation reduction via securing lateral river space were investigated for extreme 500 year frequency flood in the Nakdong river basin. Also, the GIS analysis on the Nakdong river space was carried out. The HEC-RAS
model was used to calculate the water surface elevation in the Nakdong river and its tributary rivers before and after Nakdong
river project. For the model verification, the water surface elevation was simulated and compared with measured data at 6 water
surface monitoring points of the flood season in 2007. Through the GIS analysis, the change of land use, low land and inundated
regions between 1975 and 2007 were also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reduction of water surface elevation was analyzed based
on washlands in literature and farmland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computed water surface elevation was decreased by maximum 0.65 m due to storage and detention of floodwater. When there were no washlands in the Nakdong basin, the dangerous sections where freeboard is below 1 m was about 2%. However, when the lateral river space was secured, the dangerous sections are
only below 0.4%.
Key words : extreme flood, washland, HEC-RAS model, water surface elevation, freeboard

요

지

본 연구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변 공간에 대한 GIS 분석과 500년 빈도의 극한홍수 발생시 저류지 등의 횡적 공간
확보에 따른 홍수위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홍수위 분석을 위해 HEC-RAS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대한 사업전과 후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2007년도 홍수기 때의 홍수위를 모의하고, 낙동강
본류 6개 지점에서의 실측 홍수위와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한편, 낙동강 유역에서의 GIS 분석을 통해 1975년도와 2007년도의
토지이용 변화와 저지대, 침수실적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강변저류지와 본 연구에서 선정된 농경지 저류지를
대상으로 극한홍수에 대한 수위저감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에 제시된 강변저류지와 낙동강 각 지류의 농경지를 대
상으로 선정된 저류지 확보에 의해 최대 약 0.65 m의 수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저류지가 없는 경우
여유고 1 m 이내의 고위험 지역이 전체의 약 2%를 차지하였으나, 저류지 확보에 의해 0.4%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극한홍수, 강변저류지, HEC-RAS 모형, 홍수위, 여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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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시피강 범람 등의 대규모 극한홍수 피해를 야기하기에 이
르렀다. 특히, 1998년도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대규모 홍수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 피해는 더 이상 일부 특

인해 홍수위가 계속 증가하자 하류에 위치한 대도시를 보호

정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오늘날 전 세계적인

하기 위해 상류 후베이성내 농촌지역 제방을 인위적으로 붕

이슈로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IPCC(2007)에 따

괴시켜 양쯔강 수위를 저감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1년도

르면 그간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1.8~4.0oC 상승하였으며,

5~6월의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에 600 mm가 넘는 지속 강우

이로 인해 강우량이 2.3~3.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로 미시시피강 수위가 계속 상승하자 상류 농촌지역의 일부

는 강우강도와 빈도의 상승과도 연결되어 2009년 대만의 모

제방을 붕괴시켜 홍수류를 저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속된

라꼿을 위시하여 2010년의 파키스탄 홍수, 2011년 미국 미

강우로 인해 홍수위가 저감되지 않자, 하류에 위치한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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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막기 위해 모간자 수문을 개방한 이른바 ‘악마의 선

관계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

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 미시시피 강의

형을 임진강 6개 강변저류지에 대하여 1996년과 1999년도

경우 1993년 대홍수 이후 미시시피강 상류 종합계획을 수립

임진강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홍수조절효과를 모의하였으며,

하여 다각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조도계수에 따른 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나치게 구조적인 접근에만 치중한 나머지 또다시 큰 피해를
겪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제방 증고 사업 등 하천의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관련된 대표적인 국외연구사례로는
Hammer(1989), Kadlec and Knight(1996), Kusler and

수직공간 확보와 같은 치수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

Kentula(1996) 등이 생태학적 하천복원의 대안으로 강변저류

빈도를 초과하는 극한홍수에 대한 홍수방어의 한계성을 보여

지 복원을 통한 홍수방어 및 생태적 기능 증진 등을 제시하

주고 있다(방재연구소, 2009). 따라서, 국내에서도 계획홍수량

였으며, English Nature(2004)는 강변저류지의 필요성과 복원

을 초과하는 극한의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확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Forester et al.(2005)

보가능한 하천변 공간의 분포 및 현황을 파악하고 횡적 공간

는 강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비용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비용-

의 확보를 통한 극한홍수 방어효과를 분석하여 유역차원의

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치수대책, 특히 강변저류지와 같은 횡적 하천공간 확보를 통
한 치수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건설교통부(2005)에서 처음으로 강변저류지에

이상의 연구 동향을 보면,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소규모
유역에서의 설계빈도 이내의 홍수량에 대한 저류지 효과 분
석, 모형개발, 저류지 설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연구가 주

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후 김덕길 등

를 이룬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빈도를

(2008), 손정화 등(2008), 전경수 등(2010), 안태진 등(2010)

초과하는 극한홍수 발생시, 강변저류지 및 농경지 확보를 통

등이 강변저류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김덕길 등

한 홍수위 저감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2008)은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 유역의 우포늪 상류와 하류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토지

에 저류지를 조성하였을 경우에 대한 치수효과를 분석하였으

이용 및 저지대 등의 GIS 분석을 수행하고, 기후변화에 의해

며, 곽재원 등(2010) 역시 토평천 유역에서 저류지 설치 시

500년 빈도의 극한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낙동

나리오별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손정화 등

강 본류의 위험구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

(2008)은 낙동강유역 치수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4)에서 선

(2009c)에서 검토된 강변저류지 및 낙동강 지류의 농경지를

정한 20개소의 저류지 및 본 연구에서 선정된 배후습지 7개

대상으로 횡적공간 확보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분석하였

소에 대하여 홍수빈도 유량별 치수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

다.

과, 약 8년의 재현기간까지는 본류의 총체적 저감량이 감소
하였으나, 그보다 큰 유량에 대해서는 치수효과가 거의 없는

2. 낙동강 유역 및 하천변 공간의 GIS 분석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저류지는 월류제의 높이 및 저류
지 규모에 따라 그 효과 차이가 크게 발생되므로, 작은 유량

그림 1은 낙동강 유역에서의 침수실적 및 저지대 현황을

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은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의 침수흔적도는 낙동강

로 보인다. 안태진 등(2010)은 안성천 유역내 13개 저류지를

유역을 대상으로 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 상의 1990년도부터

대상으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강변저류지의

2000년도까지의 침수흔적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또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저류지

한 저지대 분석은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대상유역의 DEM

의 설치비용을 건설비용과 토지매수비용으로 구분하고, 설치

자료에 의한 제내지 하상고와 하천의 평균 하상고와의 표고

에 따른 이익을 홍수피해저감액과 습지설치로 인한 연간이득

차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저지대 현황을 살펴보면, 침

으로 하였다. 습지설치에 따른 연간이득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수위험이 높은 낙동강 본류 일대에서의 저지대 지역은 낙동

평가원(2009)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상 저류지가 반드시 습지화 되어야 한다
는 근거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저류지 설치에 따른 수질
정화 및 생물 서식처 기능 등 습지의 기본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그 지역이 앞의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서 대상으로 한 습지와 생태 및 지리적 요건이 비슷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안
태진 등(2011)은 홍수저감효과, 상대적 중요도, 경제성 평가,
공간계획적합성 평가에 의한 우선순위(장동수와 백미나,
2009) 등을 고려하여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강변저류지 우선
순위 평가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경수 등(2010)은 저류
지 모의를 위한 준2차원 부정류 해석모형을 개발하였다. 하
도에 대해서는 1차원 St. Venant 방정식을, 횡월류 흐름에
대해서는 수량보존에 대한 연속방정식 및 월류형 수위-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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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농경지 저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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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밀양강, 낙동강 하구언 등 주로 낙동강 하류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159.38 km2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저지대 지역의 약 50%는 2007년 현재 농경지
로 활용되고 있으며, 약 10%는 시가지로 이용되고 있다. 따
라서 극한홍수 발생시 이 지역에서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그림 1에서 침수 실적도를 살펴보면, 낙동강 유역 상류에서
는 낙동강 본류 외에 소하천 지역에서 침수가 많이 발생되었
으며, 특히, 감천의 경우는 전 구간에서 침수가 발생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금호강 하류쪽의 낙동강 유역 하류 구간
에서는 주로 낙동강 본류 지역에서 많은 침수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는 1975년과 2007년도 낙동강 본류 양안 2 km,
지류 1 km 이내의 하천변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1970~80년대 경제성장의 극대화에 주안을 둔 토지이용으로
배후습지나 저류지로 이용되던 하천공간 내에 제방을 축조하
기 시작하면서 제내지 하천공간을 농경지로 개발, 이를 다시
시가지로 개발·확대시키면서 하천공간이 소실된 것으로 판
단된다. 실제, 과거 30년 사이 낙동강 본류 양안 2 km 지대
그림 1. 낙동강 침수실적 및 저지대 현황 분석

및 낙동강 지류의 국가하천 양안 1 km 지대에서의 시가지는
948.40% 증가, 산림은 9.79% 감소, 농경지는 23.59% 가량

그림 2. 낙동강 하천변 토지이용 변화 분석

극한홍수 대응을 위한 횡적 하천공간의 홍수위 저감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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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범람한

표 1. 낙동강 본류 조도계수 (국토해양부, 2009b)

하천이 저류될 공간 및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소실되었으며,

구간측점(No.)

조도계수

구간측점(No.)

조도계수

이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가중되면서 인명 및 재

697 ~ 705

0.033

338 ~ 363

0.023

산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673 ~ 696

0.028

203 ~ 337

0.020

468 ~ 672

0.026

0 ~ 202

0.023

363 ~ 467

0.024

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가지의 증가는 본류(754.5% 증가)
보다 지류(1,424%)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산림은 본류
9.33%, 지류 10.15% 감소, 농경지는 본류 28.3%, 지류에서
17.86%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하천공간의 소실
은 수변림의 훼손으로 이어져 과거에 비해 야생동식물 생육

구축된 HEC-RAS모형의 검증은 2007년 8월 29일 ~ 9월

및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림 2

27일의 홍수사상에 대해 한국수문조사연보(국토해양부, 2007b)

로부터 낙동강 제내지 2 km 지역에서 농경지의 면적 비율을

의 유량 및 수위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4는 모형 검증을

산정한 결과 약 33%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위한 (a) 비교대상 수위표 지점 및 (b) 상류 낙동지점에서의

났으며, 산림은 약 50%, 시가지는 약 10%, 초지 2.3%, 나

유량 경계값, (c)-(h) 일선교, 구미, 왜관, 화원, 고령교, 임해

지 1.9%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극한홍수 발생시 일시적으

진 등 총 6개 지점에서의 수위관측자료와 모의결과를 비교한

로 홍수류를 저류시키기 위하여 초지 및 나지를 이용하는 것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모형의 수위결과와 수위관측소의

외에 미국과 중국의 사례와 같이 상황에 따라 농경지를 활용

관측결과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근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교와 왜관 지점에서 저유량 시 다소 과대 산정을 하는 것
을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다른 4개 지점에서는 저유량 및

3. 홍수위 예측 모형

고유량 모두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 모형 구성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하천에 대한 수리검토에 널리

3.2 강변저류지
강변저류지는 소실된 하천 범람 공간을 확보하여 일정 규

사용되어지고 있는 1차원 수리모형인 HEC-RAS 모형을 이용

모 이상의 홍수 발생시 이를 저류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이

하여 낙동강 본류 및 국가하천 지류 7개소(내성천, 감천, 금

와 같은 강변저류지는 보나 댐과 같이 하천 흐름을 조절하는

호강, 황강, 남강, 밀양강, 양산천)를 포함한 낙동강 전구간에

구조적인 홍수방어 대책과 달리 하천 흐름을 유지하면서 생

대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3). 낙동강 및 국가하천 지

태서식처 제공을 통해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류에 대한 자료는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가장 최근에 수

측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강변저류지는 주변

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보고서 및 하천기본계획보고서에서 구

의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여

축된 지형자료를 이용하였으며(국토해양부, 2005, 2007,

가활동 및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08, 2009a, 2009b), 조도계수 및 제방고 등은 각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강변저류지를 활용한

에서 제시된 값을 준용하였다. 낙동강 본류에 대한 조도계수

홍수위 저감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1년 현재까지 낙동

값은 표 1과 같다. 본류 구간에서의 조도계수는 하류단

강 유역을 대상으로 강변저류지 확보 지점을 선정한 사례로

0.023에서부터 상류 0.033까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대

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국토해양부(2009c) 등이

강 살리기 사업 후의 지형자료는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보고

있다. 먼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는 낙동강

서(국토해양부, 2009b)에서 구축된 준설 후의 지형자료를 바

본류와 지류에 대해 습지가능지역을 선정하고, 주거지와의 거

탕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후 설계 변경된 보 제원을 반

리, 수역, 경사, 토양배수, 생태계 연결성 등의 적지산정지역

영하여 구축하였다.

과의 중첩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저류면적, 생물다양성, 토지

그림 3. 구축된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HEC-RA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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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검증 지점 및 모형 검증 결과
표 2. 강변저류지 현황
출처

국토해양부
(2009)

저류지구분
초동2
초동1
증산

위치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안별
좌
좌
좌

면적(km2)
0.708
0.356
0.696

출처

적포

낙동강

우

0.380

여의
정곡

낙동강
낙동강

우
우

0.292
0.753

KEI
(2010)

월하

낙동강

좌

0.576

개진
봉산

낙동강
낙동강

우
우

1.283
1.995

객기

낙동강

우

0.214

낙산
금호

낙동강
낙동강

좌
좌

1.263
0.520

소학

낙동강

우

1.871

생곡1
생곡2
중동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우
우
좌

1.098
0.698
1.424

와룡

낙동강

좌

0.737

백마

감천

우

2.469

덕인

황강

좌

0.207

총 저류면적

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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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연구

저류지구분
위치
KEI-1
밀양강
KEI-2
내성천
KEI-3
황강
KEI-4
낙동강
KEI-5
낙동강
KEI-6
낙동강
KEI-7
남강
KEI-8
밀양강
KEI-9
낙동강
총 저류면적
저류지구분
위치
Farm-1
밀양강
Farm-2
남강
Farm-3
남강
Farm-4
황강
Farm-5
황강
Farm-6
황강
Farm-7
금호강
Farm-8
감천
Farm-9
감천
Farm-10
위천
Farm-11
낙동강
Farm-12
내성천
Farm-13
낙동강
Farm-14
낙동강
총 저류면적

안별
좌
좌
좌
좌
좌
우
좌
우
좌
안별
우
우
좌
좌
우
좌
우
우
우
우
좌
우
좌
좌

면적(km2)
0.12
0.21
0.29
0.15
0.18
0.21
0.05
0.27
0.18
1.66
면적(km2)
4.27
1.89
0.90
0.13
0.13
0.38
1.71
0.94
0.48
0.63
0.74
0.94
0.82
4.4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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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
수저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답사를 통해 하천변 농경지를 대상으
로 본류 2개, 지류 11개 지점 등 국가하천 지류를 중심으로
확보 가능한 강변저류지 지점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강변저류
지와 농경지 저류지 현황 및 위치는 표 2 및 그림 5와 같
다. 농경지의 선정은 우선 낙동강 상류의 안동, 임하댐으로
부터의 방류 홍수량을 저류시키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의 상
류쪽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각 지류로부터 본류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지류에 농경지를 확보하였다.
사진 1은 낙동강 지류인 황강에서 확보된 농경지 사진 예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농경지 확보는 우선 해당 토지
내에 거주 주민이 적을 것, 농사 및 하천 시설물이 적을 것,
또한 농경지 배후에 산림이 있어 이것이 자연제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4. 수위저감효과 분석
4.1 위험구간 선정
강변저류지 설치에 따른 수위변화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부

그림 5. 강변저류지 위치도

정류(unsteady) 계산이 필요하며, 부정류계산을 수행하기 위
보상, 환경교육, 생태문화관광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강변저류

해서는 낙동강 본류 및 지류들의 합류점에서의 유입유량 산

지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2009c)에서는 낙

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

동강 본류 17개소 및 지류 2개소 총 19개소의 강변저류지

서(국토해양부, 2009c)에서 고시된 500년 빈도 홍수량의 낙

후보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수문학적 홍수추적을 시행하여 홍

동강 하구지점 임계지속시간 40시간에 대해 산정된 각 지점

그림 6. 각 지점별 유입유량 산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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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극한홍수에 대한 제방의 여유고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방 여유고가 0 ~
0.5 m 사이의 고위험 지역은 하구 지역에서 국부적으로 발생
되고 있으며, 0.5 ~ 1.0 m의 위험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나
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방 여유고는 설계빈도 홍수량에
따라 0.6 ~ 2.0 m로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9d)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FEMA(Fed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는 제방의 여유고를 3.0 feet를 최소로 하여 파
고(wave height) 및 바람의 영향에 의한 수위 상승 등을 고
려한 +α의 여유고를 더 확보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과 같이 홍수량이 큰 대하천에서 제방의 여유고가
1.0 m이하 일 경우, 제방의 관리상태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홍수에
대하여 여유고가 0.5 m 및 1.0 m이하인 지점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을 위험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극한홍수
에 대한 낙동강의 여유고 부족구간의 분포 및 위험구간(A와
B 구간)의 위치는 그림 8과 같다.

4.2 강변저류지 수위저감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극한홍수에 대하여 계
획빈도 홍수위 이상의 홍수량 배제를 통해 낙동강 본류의 홍
수위를 저감시키고자 한다. 앞서 선정된 강변저류지 확보가능
지점에 대해 GIS 프로그램인 Arc-GIS를 활용하여 각각의
지점에 대한 용적곡선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HEC-RAS 모형
에 반영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그림 8. 여유고 부족구간 분포도

그림 9는 500년 빈도 홍수 발생시 KEI, 국토해양부 및
본 연구에서 선정된 농경지 저류지에 의한 홍수위 저감효과

별 유입 유량값을 준용하여 HEC-RAS모형을 통한 부정류

를 보여준다. 먼저, KEI 선정 저류지에 대한 홍수위 저감

계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극한홍수로서 500년 빈도

결과를 보면, 홍수위 저감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확

홍수량을 채택한 이유는 기존에 고시된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인할 수 있다. 이는 면적이 작고 주변 생태 및 환경 요소를

최대 홍수량이 500년 빈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유입

고려한 습지가능지역으로 선정된 저류지이므로, 생태적 순기

유량을 산정한 지류하천 모식도 및 유입유량은 그림 6과 같

능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극한홍수에 대한 기여는 극히

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강변저류

그림 7은 사업이후 500년 빈도 홍수위에 대한 제방고 차

지의 경우 최대 약 0.3 m의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를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바닥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농경지 저류지의 경우 밀양

고가 크게 낮아져 5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해서도 월류되는

강 합류점 부근에서 최대 약 0.5 m의 수위 저감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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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강변저류지에 의한 수위저감효과
표 3. 강변저류지 고려 전후 여유고 부족구간 비율
구분
1

강변저류지 고려 전

2
3

2.0 m 이하 1.0 m 이하 0.5 m 이하
15.9 %
1.9 %
0.2 %

율을 나타낸 것이다. 저류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
년 빈도 홍수 발생시 여유고 2 m 이내인 지점은 전 구간
중 약 15.9%, 1 m 이내의 구간은 1.9%, 0.5 m 이내의 제

본 연구 선정 14지점

9.4 %

0.7 %

0.1 %

방 붕괴 위험이 상당히 큰 구간은 약 0.2%인 것으로 나타났

본 연구 14 지점 +
국토해양부(2009)

7.4 %

0.1 %

0%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농경지 저류지 14개 지점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여유고 2 m, 1 m, 0.5 m 이내인 지점이
각각 9.4%, 0.7%, 0.1%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14개 농경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지와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저류지 모두를 확보하였을 경우

저류지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금호강 합류후에서 밀양강

에는 여유고 1 m와 0.5 m 이내의 고위험 지역이 각각 0.1%

합류전까지의 구간에서 약 0.5 ~ 0.65 m의 저감효과가 있는

와 0%로 거의 모든 구간에서 여유고 1 m를 만족하는 것으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표 3은 각각의 저류지 고려 전후의 여유고 부족구간의 비

그림 10은 국토해양부와 본 연구에서 선정된 저류지에 의

그림 10. 구간별 수위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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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위저감 효과 및 강변저류지 설치 이후의 여유고 부족구

고와 홍수위 차이를 비교하여 여유고 1 m 이내의 고위

간을 보여준다. 그림 10(a)를 살펴보면 위험구간 A 지점에서

험 지역은 저류지가 없는 경우 약 2% 이었으나, 저류

는 약 0.4~0.6 m, 위험구간 B 지점에서는 0.2 m~0.4 m의 수

지를 확보한 이후에는 0.1%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구간

위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앞의 그림 8에

에서 여유고 1 m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의 강변저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 비해 그림 10(b)에

낙동강 유역에서 극한의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보가능

서와 같이 위험구간 A, B에서 여유고를 1.0 m이상 확보할

한 하천변 공간의 분포 및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및 저류지 등의 하천공간

농경지가 약 33%이고, 그 외 공간확보가 가능한 초지와 나

확보를 통해 거의 모든 구간에서 여유고 1 m를 만족하는 결

지는 약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모두

과를 보였으나, 낙동강 하구 도시구간에 1 m 이내의 여유고

산림과 시가지로 되어 있어, 농경지의 확보를 통한 극한홍수

부족구간이 국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유지인 농경지를 매

극한홍수를 대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하는 방식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일본
하코지마 유수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천변 공간의 소유권을

5. 결론 및 제언

인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홍수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농
지를 저류시켜 하류의 도시를 보호하는 방안인 지역권과 같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강변저류지와 농경지를 대상
으로 극한홍수 발생시의 홍수위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이 토지매입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확보 방안에 대한 향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를 위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의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낙
동강 본류 및 지류를 포함한 1차원 홍수위 예측 모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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