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진강홍수의교훈

기후변화에대비한물관리가필요하다<상>

올여름 600㎜에육박하는기록적폭우가쏟아진 40년만의물난리에

구례남원등전남전북지역민들은씻을수없는생채기를안았다.

지난 8월7~8일섬진강댐유역내강우량은340㎜를넘겼으며, 환경부

는올해장마강우를500년빈도에이를정도의기록적인강우로인식했

다. 이번집중호우를기후위기로인한재난으로받아들였다는뜻으로,광

주일보는3회에걸쳐섬진강홍수사태에비춰진기후변화영향과이로인

한하천관리현황과문제점,물관리대안을다룰예정이다.

구례읍내를잇는문척교(왼쪽다리)아래섬진강이흐르고있다. 올여름최고 500년만의호우가내린가운데섬진강댐은 100년홍수빈도를대비, 지천인서시천제방은80년

빈도로지어졌다. <광주일보자료사진>

100년만에기온1.5도상승

여름태풍 게릴라호우늘어

10년새일강수량60㎜증가

잇단하천저지대개발에

내수침수취약구조로바껴

섬진강댐과지천의불균형

유입량설계대비 144%

하류상황고려계획방류

제방붕괴등복합요인으로

구례읍등5.26㎢ 침수

◇10년새일강수량60㎜증가 기후변

화또다른얼굴= 340.8㎜ 지난8월7~8일

섬진강댐유역에내린강우량이다.

이기간동안합천댐,섬진강댐, 용담댐

유역에는304∼378㎜의집중강우가내렸

다. 올해 6월21일부터홍수기이후 8월19

일까지 이들 댐 유역 강우량은 예년의

200%수준에달했다. 3개댐이준공된이

후이틀동안누적강우량이300㎜이상기

록한 사례는 올해가 유일할 정도로 이번

폭우사태는이례적이다.

이번 집중호우가 이례적이라는 시각은

최근 5년동안극심했던가뭄을떠올리면

이해가쉽다.

지난 2015년은 1973년이래역대세번

째최저강수량을기록한해다.

그해누적강수량은948㎜로,평년강수

량의 72%수준에그쳤고1988년(849㎜)

과 1994년(912㎜)에이어가장적은수치

로기록됐다.

환경부기후변화센터자료에따르면국

내에서는 1912년이래100년동안지구온

난화와도시화영향으로평균기온이 1.5

도상승했다. 최근 10년 동안겨울철에는

전국 109개시군40만명에급수가제한돼

왔다는사실도기후변화의심각성을뒷받

침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빈도와 물 부족

강도가심화되고있는가운데올해는전북

남원 등 일부 지역에 500년 빈도 (환경

부)에이를정도의폭우가퍼붓었다.

2000년대들어최대 일 강수량은 10년

전인 1990년에 비해 59.4㎜가 증가했다.

여름철태풍과갑자기들이닥치는게릴라

성집중호우가급격히늘었기때문이다.

1980년대60회였던연간집중호우횟수

는 1990년대 70회, 지난 2011년 133회로

껑충뛰었다.

폭우가내리는날은길어지는데도시화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내수침수 취약구조

는 고질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하천변 저

지대를개발하는등지속적인하천정비사

업으로침수면적은줄고불투수면적은증

가했다.

◇100년빈도섬진강댐, 500년만폭우

에속수무책=구례군 구례읍에서 86㎞떨

어진섬진강댐은 100년빈도홍수에대비

할수있도록설계됐다.물난리당시이틀

동안 댐에 유입된 첨두(최대) 홍수량은

3402㎥/초로, 설계 때 홍수량(3268㎥/

초)의 104%수준이다. 54일째이어진장

마에총유입량은설계대비144%로불어

나게됐다. 100년빈도를크게넘겼다는말

이다.

구례읍 등 4개 읍면에서는 요양병원과

농경지등약 5.26㎢에달하는지역이침

수됐다.이는한국수자원공사영섬유역본

부가집중호우전부터홍수기제한수위보

다 3m낮게댐수위를유지했음에도벌어

진결과다.

영섬유역본부는사전에설계용량보다

약4배많은116.1만㎥의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었다.

지난8월8일오후2시30분께계획홍수

위를 초과했음에도 섬진강댐에서는 하류

상황을고려해최대유입홍수량의 53%수

준인1868㎥/초,즉계획방류량수준으로

물을내보냈다.

하지만홍수방어를분담하는댐과하천

사이에서의균형은원활이유지되지않았

다.섬진강댐이 100년빈도홍수에대비해

지어졌지만지천의경우80년빈도로세워

졌다.

구례양정마을의경우섬진강본류와지

천인 서시천의 제방 높이 차이로 본류의

물이높이가낮은마을로유입됐다.

지천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존치하면서

제방이무너지는원인을제공했다는시각

도제기됐다. 이번폭우로광주와전남전

북 14개등전국 25개의제방이붕괴됐다.

추정피해금액만 1300억원에달한다.

섬진강댐하류지천제방은전남도와기

초자치단체가총괄관리하고있다. 국가하

천의하천개수를제외한대부분유지관리

업무는 시도지사에 위임하며, 시도지사

는이를다시기초지자체에재위임하는방

식이다.

환경부는 지난 달 18일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

로조사하기위해댐운영기관으로부터독

립적인민간전문가로구성된 댐관리조사

위원회를 출범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

(수자원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두며

총 23인으로구성됐다.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이다. 위원회는 댐 운영관

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

고, 댐관리개선방안도제시할계획이다.

환경부는조사결과에따라댐의운영관

리상문제점이드러나는경우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현행

지침서(매뉴얼)및설계기준등의개선방

안도마련한다는방침이다.

이종진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

처장은 지역의 홍수 방어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있고홍수피해양상이제방붕괴

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만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분석이필요하다며 댐과하천의구

조적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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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홍수대비 섬진강댐 340㎜폭우에속수무책

지난8월초600㎜에달하는기록적인집중호우가내리면서섬진강이범람, 구례읍이

수중도시가됐다. <광주일보자료사진>

구분 합천댐 섬진강댐 용담댐

금회집중강우시

(8.7∼8)

올해(㎜) 304.2 340.8 377.8

설계확률

강우량(㎜)

286.0

(200년, 24시간)

332.9

(100년〃)

377.3

(200년〃)

홍수기

(6.21∼8.19)

올해(㎜) 1,179.50 1,146.30 1,250.50

예년(㎜) 555.8 553.1 623.9

대비(%) 212% 207% 200%

구분 첨두홍수량(㎥/초)
홍수유입총량(백만㎥)

24시간 48시간

설계유입홍수량

(100년빈도)
3,268 128.7 -

올여름유입홍수량 3,402 184.9 243.1

설계대비 104% 144% -

홍수유입빈도 100년빈도초과 100년빈도초과 -

댐유역강우량및빈도

<자료:한국수자원공사 영 섬유역본부>

섬진강댐홍수유입총량설계와이번유입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