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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업범위 조정

2.1 대상 소하천 현황

장성군 관내 2014년말(발주시) 기준 관리대상(기고시) 소하천은 장성읍, 진원면, 남

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등 11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142개소, 연장 L=197.124km이며, 이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2003

년 및 2005년 2회에 걸쳐 수립되었으나, 별도의 지형도면 고시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당초 장성군의 관리대상 소하천에 대한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료 및 장성군 

내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소하천명, 수계구성, 유역면적, 유로연장 및 하천연장 

등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당초 장성군 관리대상 소하천 현황

행정
구역

당초
번호

소하천명
해당 수계 및 유수의 계통

(본류-지류순)
유역면적

(㎢)
유로연장

(㎞)
하천연장

(㎞)
종합계획
기수립년도

장성군 합계 142개소 / 197.124km
장성읍 소계 12개소 / 17.875km

1 구산천 영산강-황룡강-구산천 1.57 3.12 1.917 2005
2 야은천 영산강-황룡강-야은천 1.98 2.62 1.774 2005
3 오동천 영산강-황룡강-오동천 2.55 2.56 2.535 2005
4 가작천 영산강-단광천-가작천 0.46 1.02 0.519 2005
5 안평천 영산강-황룡강-개 천-안평천 1.79 1.50 1.255 2005
6 부흥천 영산강-황룡강-부흥천 2.45 2.25 2.250 2005
7 덕산천 영산강-황룡강-덕진천-덕산천 1.66 2.24 1.450 2005
8 우지천 영산강-황룡강-덕진천-우지천 2.11 2.36 1.150 2005
9 배실천 영산강-황룡강-배실천 1.04 1.44 1.600 2005
10 구암천 영산강-황룡강-개 천-안평천-구암천 1.18 1.58 0.955 2005
11 서동천 영산강-황룡강-장성천-서동천 6.82 2.61 1.400 2005
12 남양천 영산강-황룡강-남양천 0.83 1.42 1.070 2005

진원면 소계 7개소 / 11.321km
13 능산천 영산강-능산천 1.49 2.30 2.069 2005
14 학산천 영산강-용산천-학산천 1.11 3.29 2.682 2005
15 영신천 영산강-풍영정천-영신천 0.53 1.31 1.193 2005
16 상림천 영산강-학림천-상림천 0.57 2.02 1.650 2005
17 분향천 영산강-풍영정천-분향천 1.41 2.92 1.400 2005
18 광안천 영산강-진원천-광안천 1.01 1.37 1.027 2005
19 석문천 영산강-풍영정천-산정천-석문천 0.75 2.03 1.300 2005

남면 소계 16개소 / 23.776km
20 평산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평산천 6.51 4.15 2.470 2005
21 자풍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덕성천-회룡천-자풍천 0.88 1.41 1.057 2005
22 죽분천 영산강-풍영정천-죽분천 0.78 1.52 0.89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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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 속 

행정
구역

당초
번호

소하천명
해당 수계 및 유수의 계통

(본류-지류순)
유역면적

(㎢)
유로연장

(㎞)
하천연장

(㎞)
종합계획
기수립년도

남면 23 외마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평산천-외마천 1.68 2.35 1.450 2005
24 마흥천 영산강-풍영정천-마흥천 0.76 1.67 1.180 2005
25 내마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평산천-서촌천-내마천 1.00 1.40 1.000 2005
26 신평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덕성천-신평천 0.60 2.33 2.178 2005
27 녹진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평산천-녹진천 0.81 2.42 2.327 2005
28 서촌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평산천-서촌천 1.30 1.61 0.850 2005
29 신흥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덕성천-신흥천 0.56 1.33 1.127 2005
30 검정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평산천-검정천 0.77 1.72 1.694 2005
31 풍산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덕성천-회룡천-풍산천 0.65 1.46 1.027 2005
32 신아천 영산강-풍영정천-신아천 0.83 1.45 0.585 2005
33 마산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마산천 0.63 1.46 0.546 2005
34 덕성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덕성천 6.20 5.82 3.289 2005
35 회룡천 영산강-풍영정천-평산천-덕성천-회룡천 2.24 3.75 2.100 2005

동화면 소계 14개소 / 22.021km
36 삼룡천 영산강-황룡강-구룡천-삼룡천 1.060 1.340 1.250 2005
37 신덕천 영산강-황룡강-구룡천-신덕천 0.470 1.010 0.770 2005
38 부산천 영산강-황룡강-동화천-부산천 2.640 3.360 3.357 2005
39 환교천 영산강-황룡강-동화천-연산천-환교천 3.040 2.270 2.267 2005
40 연산천 영산강-황룡강-동화천-연산천 6.620 2.840 2.216 2005
41 두실천 영산강-황룡강-구룡천-두실천 2.290 2.320 2.500 2005
42 송계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송계천 3.950 3.340 2.734 2005
43 기동천 영산강-황룡강-동화천-부산천-기동천 0.690 1.020 0.940 2005
44 축내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송계천-축내천 0.570 0.910 0.586 2005
45 구남촌천 영산강-황룡강-동화천-연산천-구남촌천 0.770 0.930 0.900 2005
46 동계천 영산강-황룡강-동화천-동계천 0.450 0.710 0.680 2005
47 삽치천 영산강-황룡강-동화천-삽치천 1.890 2.350 1.325 2005
48 초지천 영산강-황룡강-구룡천-초지천 1.060 1.450 1.426 2005
49 월전천 영산강-황룡강-월전천 0.630 1.100 1.070 2005

삼서면 소계 11개소 / 15.750km
50 학산천 영산강-고막원천-삼서천-학산천 0.370 0.590 0.510 2005
51 마령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마령천 2.410 2.000 2.000 2005
52 관음천 영산강-고막원천-유평천-관음천 1.120 1.660 1.625 2005
53 생동천 영산강-고막원천-삼서천-생동천 1.750 2.560 2.576 2005
54 이문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이문천 0.730 1.820 1.380 2005
55 가산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가산천 0.610 1.540 1.012 2005
56 랑월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랑월천 0.710 1.390 1.100 2005
57 화산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마령천-화산천 0.520 1.570 1.328 2005
58 어랑천 영산강-고막원천-어랑천 1.670 2.090 1.980 2005
59 송곡천 영산강-고막원천-삼서천-송곡천 0.960 1.610 1.173 2005
60 죽산천 영산강-고막원천-삼서천-죽산천 2.030 2.280 1.066 2005

삼계면 소계 21개소 / 24.547km
61 숙호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숙호천 0.890 1.630 0.600 2005
62 청림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청림천 1.550 1.060 0.615 2005
63 군장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군장천 1.030 2.270 2.450 2005
64 만화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만화천 0.560 1.020 1.04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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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 속 

행정
구역

당초
번호

소하천명
해당 수계 및 유수의 계통

(본류-지류순)
유역면적

(㎢)
유로연장

(㎞)
하천연장

(㎞)
종합계획
기수립년도

삼계면 65 자초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자초천 0.540 0.870 0.535 2005
66 부성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부성천 3.420 3.140 1.500 2005
67 대우동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대우동천 1.010 1.700 1.846 2005
68 천방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천방천 0.430 0.960 0.700 2005
69 수각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수각천 1.320 2.220 1.725 2005
70 남계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남계천 1.630 2.020 1.250 2005
71 화산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화산천 2.290 2.590 1.300 2005
72 도동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도동천 1.360 2.730 2.425 2005
73 한사동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한사동천 0.790 0.930 0.800 2005
74 월곡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월곡천 0.960 2.140 0.729 2005
75 조산천 영산강-황룡걍-평림천-조산천 0.900 1.590 0.500 2005
76 내계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내계천 2.090 2.780 1.938 2005
77 대동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대동천 0.210 1.400 0.950 2005
78 성산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성산천 0.850 1.440 1.150 2005
79 봉정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삼계천-봉정천 0.510 1.020 0.611 2005
80 이암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이암천 1.520 1.860 1.076 2005
81 추동천 영산강-황룡강-평림천-추동천 2.750 3.010 0.800 2005

황룡면 소계 8개소 / 14.179km
82 더굴암천 영산강-황룡강-더굴암천 2.030 3.370 2.900 2005
83 황룡천 영산강-황룡강-동화천-황룡천 0.420 1.640 1.566 2005
84 와곡천 영산강-황룡강-와룡천-와곡천 1.160 1.240 1.159 2005
85 장산천 영산강-황룡강-장산천 1.710 3.070 2.950 2005
86 맥동천 영산강-황룡강-취암천-관동천-맥동천 0.290 1.180 1.088 2005
87 와룡천 영산강-황룡강-와룡천 3.220 3.070 1.316 2005
88 아곡천 영산강-황룡강-취암천-아곡천 1.380 2.480 2.100 2005
89 금호천 영산강-황룡강-취암천-통안천-금호천 0.910 1.380 1.100 2005

서삼면 소계 9개소 / 15.065km
90 태암천 영산강-황룡강-개천-용전천-태암천 1.27 2.20 1.088 2005
91 대곡천 영산강-황룡강-개천-서삼천-대곡천 2.38 3.75 1.770 2005
92 용전천 영산강-황룡강-개천-용전천 3.96 3.39 2.830 2005
93 금계천 영산강-황룡강-개천-금계천 1.85 3.95 2.762 2005
94 모암천 영산강-황룡강-개천-서삼천-모암천 1.26 2.19 1.190 2005
95 공평천 영산강-황룡강-개천-공평천 0.75 1.88 1.309 2005
96 장산천 영산강-황룡강-개천-서삼천-장산천 0.67 1.85 1.166 2005
97 임곡천 영산강-황룡강-개천-서삼천-임곡천 0.90 1.94 1.200 2005
98 초곡천 영산강-황룡강-개천-초곡천 0.94 2.13 1.750 2005

북일면 소계 9개소 / 12.245km
99 금곡천 영산강-황룡강-북일천-문암천-금곡천 3.54 2.42 1.420 2005
100 오산천 영산강-황룡강-개천-오산천 2.48 3.80 1.800 2003
101 매남천 영산강-황룡강-북일천-문암천-매남천 0.66 1.54 0.700 2005
102 성산천 영산강-황룡강-개천-성산천 1.73 2.99 1.450 2003
103 성덕천 영산강-황룡강-북일천-성덕천 0.90 1.91 0.850 2003
104 유태천 영산강-황룡강-개천-유태천 1.44 2.92 2.050 2003
105 지장천 영산강-황룡강-북일천-문암천-지장천 1.90 1.46 1.550 2003
106 성진원천 영산강-황룡강-북일천-문암천-성진원천 0.88 1.48 1.00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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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 속 

행정
구역

당초
번호

소하천명
해당 수계 및 유수의 계통

(본류-지류순)
유역면적

(㎢)
유로연장

(㎞)
하천연장

(㎞)
종합계획
기수립년도

북일면 107 용암천 영산강-화룡강-북일천-용암천 2.43 3.53 1.900 2003
북이면 소계 15개소 / 21.150km

108 동산천 영산강-황룡강-개 천-북이천-동산천 2.52 3.00 1.800 2003
109 궁동천 영산강-황룡강-개 천-거마천-궁동천 1.70 2.43 1.400 2003
110 조산2천 영산강-황룡강-개 천-조산2천 1.29 2.00 1.100 2003
111 죽청천 영산강-황룡강-개 천-모현천-죽청천 0.92 1.54 0.950 2003
112 원덕천 영산강-황룡강-개 천-원덕천 1.61 2.59 1.800 2003
113 조산1천 영산강-황룡강-개 천-조산1천 0.93 1.88 1.250 2003
114 신평천 영산강-황룡강-개 천-거마천-궁동천-신평천 0.83 1.39 0.950 2003
115 금양1천 영산강-황룡강-개 천-모현천-금양1천 1.47 2.24 0.750 2003
116 오월천 영산강-황룡강-개 천-조양천-오월천 2.13 1.57 1.150 2005/2003
117 거마천 영산강-황룡강-개 천-거마천 3.33 2.98 2.200 2003
118 금양2천 영산강-황룡강-개 천-모현천-금양2천 0.71 1.67 0.850 2003
119 목란천 영산강-황룡강-개 천-목란천 6.78 3.92 2.750 2005/2003
120 복룡천 영산강-황룡강-개 천-복룡천 2.11 2.81 1.900 2003
121 덕곡천 영산강-황룡강-개 천-조양천-덕곡천 3.67 2.88 1.500 2003
122 조양천 영산강-황룡강-개 천-조양천-덕곡천-조양천 0.59 1.42 0.800 2005/2003

북하면 소계 20개소 / 18.720km
123 원동천 영산강-황룡강-원동천 1.48 1.87 0.950 2003
124 용동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용동천 1.12 1.54 0.700 2003
125 신성천 영산강-황룡강-황룡천-신성천 1.05 1.46 0.750 2005/2003
126 대정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정천 2.92 3.37 2.350 2003
127 명치2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명치2천 1.43 2.53 0.600 2003
128 장사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악천-장사천 0.52 0.78 0.520 2005/2003
129 대방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악천-대방천 1.04 1.87 0.600 2003
130 용두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악천-용두천 2.00 1.94 0.600 2003
131 명치1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명치1천 0.86 1.14 0.550 2003
132 성암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성암천 0.61 1.52 0.700 2003
133 중평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약수천-중평천 2.86 2.88 1.600 2003
134 대악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악천-대악천 2.31 3.11 1.000 2003
135 가인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약수천-가인천 1.73 2.39 0.700 2003
136 신촌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악천-신촌천 3.88 3.33 1.200 2003
137 연동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악천-연동천 0.48 1.54 0.550 2003
138 월성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악천-월성천 0.93 1.78 0.700 2003
139 송정천 영산강-황룡강-황룡강-송정천 1.82 2.54 1.500 2003
140 자장동천 영산강-황룡강-황룡강-자장동천 2.50 2.48 1.350 2003
141 백양폭포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약수천-백양폭포천 1.51 2.14 0.950 2003
142 궐전천 영산강-황룡강-북하천-대악천-궐전천 0.79 1.39 0.850 2003

주) 종합계획 기수립년도 “2005/2003”로 명기된 하천의 경우 2회에 걸쳐 수립된 소하천이며,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천연장은 2005년 종합계획을 기준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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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업범위 조정

과거 소하천의 지정은 공학적인 조사보다는 지역주민 및 관리기관의 의견 등에 따라 

지정된 경우가 많고, 최근 지역개발 사업 등에 따라 소하천 현황이 변화하여 소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지방하천 등과 중복된 구간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내용

을 반영하여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장성군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수계의 일관된 하천관리 및 

이를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관리청인 장성군 

및 승인기관인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당초 발주된 장성군 관내 소하천에 대한 과업

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소하천 지정 및 조정기준 검토

1) 지정 및 폐지에 관한 법적기준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중에서 소하천

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관리청)이 그 명칭과 구간을 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하천으로

① 일시적이 아닌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 ② 평균 하천 

폭이 2m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이상인 것, ③

예외적으로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

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지방하천으로 지

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2) 지정 및 폐지, 조정에 관한 절차 검토

현재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과업대상 소하천 중에서 전술한 법적 기준을 만

족시키지 못하고, 소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신규 지정되어야 할 소하천 

구간,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소하천 등이 있어 장성군 관내 11개 읍·면의 소하천 및 

대상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재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소하천정비종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과업

범위 조정은 발주대상 소하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조정하였다.

 기지정 소하천 및 장성군 관내 신규 대상 소하천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대상 소하천 전체 범위 설정)

 소하천정비법 등에 의한 지정조건 만족 여부 검토(유지, 폐지, 신규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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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의 규모 : 평균하폭(2m 이상) 및 연장(500m 이상) 등

- 하천기본계획(지방) 수립시 중복 지정 여부 확인

- 산간 계곡부 소하천의 경우 별도 관리필요성(보호대상면적, 자연성 등) 검토

- 정량적 평가에 따른 검토를 통한 소하천 평가시행

 소하천 구간 조정(시·종점 변경 등) 검토

- 세천 합류점, 교량과 같은 구조물, 본류 합류점 등 명확한 지점 선정

- 현재 하도의 활용 현황(농업용수로, 저수지 포함 여부) 등

- 제외지에 위치한 재해 예방 대상 구역(주거지, 농경지, 과수원 등) 유무 여부

- 하천환경이나 생활환경(복개구간, 단절구간 등) 개선 필요성 여부

- 관리청(군청, 읍·면사무소) 및 주민탐방 등에 의한 청취 의견

 소하천구간 조정 검토결과에 따른 관리청 협의, 동행조사 시행

 주민공고, 공람 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 및 조정 검토서 보완

 측량 조사 결과, 수리분석 등을 통한 최종 하천 연장 결정

 인근 지명, 지형지물 명칭 검토/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명칭 조정 및 최근 수치

지형도를 활용한 유역계 선정을 통한 면적 결정

2.2.2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 검토

소하천에 대한 지정 및 폐지의 경우 법적 기준 이외에도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 지정된 사항을 유지하거나 또는 신규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소

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러한 판

단의 기준은 전술한 법적 기준이나 과업범위 조정 절차 등과 함께 객관성과 합리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과업에서 별도로 선정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량적인 평

가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판단기준에 대한 통합적인 지침 마련시 재적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별 고려사항, 등급 및 배점기준표

소하천 지정 및 변경·폐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하천의 규모, 제내지 토지이용,

재해위험도, 소하천의 기능유지, 소하천 개수율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소

하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하천의 규모

법적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으로 법적 기준인 평균하폭 2m, 전체길이가 500m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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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유무와 함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배수로 및 산지계곡 형태 등을 평가한다.

나) 제내지 토지이용

소하천 구간 양안 제내지 주요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시가지, 취

락지, 농경지(평지 및 경사지), 산지(계곡)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 재해위험도(침수 및 토사재해 위험도)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위험은 대부분 침수 및 토사재해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경우 재해위험

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금회 과업에서는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립된 “장성군 풍수

해저감종합계획(2015.05, 장성군)”에서 하천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에 대

한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라) 소하천의 기능유지(하천자연도 및 복개비율)

소하천으로 기능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해당 소하천에 대

한 수로상태, 수문학적 상태, 수변식생상태, 수로사면안정도, 겉보기 수질, 부영양 

상태, 어류이동방해구조물, 하천 내 어류피난천, 소, 호안재료 등 10개 항목에 대

하여 평가한 하천자연도 등급과 현황 상 소하천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체 하천 연장 중 복개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마) 소하천 개수율

소하천에 개수현황에 대한 평가로, 사전 도상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

여 대상 소하천의 개수율(개수 연장/요개수 연장)을 평가한다.

바) 기타사항

전술한 항목평가 이외에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수피해에 대한 흔적조사, 지방하천 지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2-1> 소하천 등급 기준

등 급 점 수 내  용 비고

가 70점 이상 소하천 지정에 있어서 타당한 하천

나 55점~70점 미만 소하천 지정은 타당하나 일부 구간조정 검토가 필요한 하천

다 40점~55점 미만 소하천 지정에 미흡하여 구간 조정으로 지정(폐지) 판단이 필요한 하천

라 40점 미만 소하천 폐지 고려

마 등급 외 지방하천 지정으로 인한 소하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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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소하천 지정 및 폐지, 조정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총 계 최대 100점, 최소 28점(단, 기타사항에 의한 가감시 최대 108점, 최소 20점)

1. 소하천의

규모

평균하폭

2m 이상,

소하천연장

500m 이상

평균하폭

2m 미만,

소하천연장

500m 이상

평균하폭

2m 이상,

소하천연장

500m 미만

평균하폭

2m 미만,

소하천연장

500m 미만

농·배수로

산지계곡하천

(20% 고려)

배점 20 10 7 5 2

2. 제내지

토지이용

시가지 및

취락지 혼재

취락지 및

농경지 혼재

농경지

(평지)

농경지

(경사지)

산지

(계곡)

배점 20 10 7 5 2

3. 침수재해

위험도

매우 높음

(E등급, 위험지구)

높음

(D등급, 위험지구)

보통

(C등급, 관리지구)
낮음 안전

배점 15 10 8 7 6

4. 토사재해

위험도

매우 높음

(E등급, 위험지구)

높음

(D등급, 위험지구)

보통

(C등급, 관리지구)
낮음 안전

배점 10 9 8 7 6

5. 하천자연도

등급

하천자연도

5등급

하천자연도

4등급

하천자연도

3등급

하천자연도

2등급

하천자연도

1등급

배점 15 10 8 7 6

6. 소하천

복개비율

복개구간

0~10%

복개구간

10%~20%

복개구간

20%~30%

복개구간

30%~40%

복개구간

40%이상

배점 10 8 7 5 3

7. 소하천

개수율

개수율

80% 이상

개수율

80%~60%

개수율

60%~40%

개수율

40%~20%

개수율

20%~0%

배점 10 8 7 5 3

8. 기타사항

￭관리청, 인근 주민 및 조사자의 의견에 따라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5

￭관리청, 인근 주민 및 조사자의 의견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일부구간 조정(연장감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침수피해에 대한 흔적 또는 의견 접수시 : +5

￭지방하천 지정시 소하천 효력 상실로 인한 폐지 : 평가 미시행

2) 신규 지정 평가 대상 소하천 선정

본 과업에서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 대상 소하천은 현장조사, 지역주민 탐방 및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조사 또는 건의된 16개 하천 중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소하천으로 

14개 소하천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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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 대상 소하천 검토 결과

구 분 소하천명 위 치
개략

연장(㎞)
의견 제시 사항

대상

여부
기각 사유

장성읍 서동1천 장성읍 유탕리 0.58 현장조사, 지역주민 ◉ -

진원면 신촌천 진원면 산정리 0.40 주민설명회 ◉ -

남면 녹진1천 남면 녹진리 1.71 주민설명회 ◉ -

동화면 구림천 동화면 구림리 0.99 현장조사, 지역주민 ◉ -

삼서면 대곡천 동화면 대곡리 0.88 주민설명회, 현장조사 ◉ -

대도천 동화면 대도2리 0.49 주민설명회, 현장조사 ◉ -

삼계면 모실골천 삼계면 내계리 0.81 현장조사, 지역주민 ◉ -

사창천 삼계면 사창리 1.74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 -

수옥천 삼계면 수옥리 1.52 현장조사 ◉ -

삼계천 삼계면 부성리 0.65 주민설명회, 현장조사 × 지방하천 구간으로 미해당

능성천 삼계면 능성리 0.35 주민설명회, 현장조사 ◉ -

황룡면 옥정천 황룡면 옥정리 1.45 현장조사, 지역주민 ◉ -

가실천 황룡면 금호리 0.84 현장조사, 지역주민 ◉ -

필암천 황룡면 필암리 1.50 현장조사, 지역주민 ◉ -

북이면 덕곡1천 북이면 조양리 0.85 현장조사, 지역주민 ◉ -

북하면 원당천 북하면 덕재리 0.95 주민설명회 × 기지정 소하천으로 미해당

3) 소하천 적정성 평가

본 과업에서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에 대한 검토는 <표 2.1-1>의 기지정 

142개 소하천과 <표 2.2-3>에서 채택된 신규 지정 평가 대상 14개 소하천을 포함하

여 총 156개 소하천에 대하여 전술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평가항목별 배점 및 등급현황은 다음 <표 2.2-4>와 같고, 세부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고, 향후 통합적인 지침 마련시 재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각 소하천별 평가항목별 배점 및 등급

구 분
검토

번호
소하천명

평가항목별 배점 소하천

등급합계 ①항목 ②항목 ③항목 ④항목 ⑤항목 ⑥항목 ⑦항목 ⑧항목

장성읍 1 구산천 70 20 10 7 10 8 10 5 - 가

2 야은천 75 20 10 10 10 8 10 7 - 가

3 오동천 83 20 10 15 10 8 10 5 5 가

4 가작천 69 20 7 7 7 8 10 10 - 나

5 안평천 67 20 5 8 7 10 10 7 - 나

6 부흥천 61 20 2 8 8 8 10 5 - 나

7 덕산천 70 20 7 7 10 8 10 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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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계 속

구 분
검토

번호
소하천명

평가항목별 배점 소하천

등급합계 ①항목 ②항목 ③항목 ④항목 ⑤항목 ⑥항목 ⑦항목 ⑧항목

장성읍 8 우지천 78 20 5 15 10 10 10 8 - 가

9 배실천 71 20 10 8 7 10 8 8 - 가

10 구암천 70 20 5 8 7 10 10 10 - 가

11 서동천 75 20 7 15 10 8 10 8 -3 가

12 남양천 68 20 5 8 10 8 10 7 - 나

신1 서동1천 65 20 5 7 7 8 10 5 3 나

진원면 13 능산천 66 20 7 7 7 10 10 8 -3 나

14 학산천 64 20 5 10 7 10 10 5 -3 나

15 영신천 65 20 7 7 7 10 10 7 -3 나

16 상림천 67 20 5 10 7 10 10 5 - 나

17 분향천 71 20 7 7 7 10 10 10 - 가

18 광안천 65 20 5 10 7 10 10 3 - 나

19 석문천 69 20 7 7 7 10 10 8 - 나

신2 신촌천 33 3 2 6 6 8 10 3 -5 라

남면 20 평산천 69 20 7 10 6 8 10 8 - 나

21 자풍천 71 20 7 10 6 10 10 8 - 가

22 죽분천 73 20 7 10 6 10 10 10 - 가

23 외마천 70 20 7 10 6 10 10 7 - 가

24 마흥천 70 20 7 7 6 10 10 10 - 가

25 내마천 67 20 7 7 6 10 10 7 - 나

26 신평천 58 20 7 7 6 10 8 3 -3 나

27 녹진천 42 5 5 7 7 10 10 3 -5 다

28 서촌천 72 20 7 15 6 10 10 7 -3 가

29 신흥천 60 20 7 7 6 10 10 3 -3 나

30 검정천 64 20 7 7 6 10 10 7 -3 나

31 풍산천 61 20 7 7 6 10 8 3 - 나

32 신아천 67 20 7 7 6 10 10 7 - 나

33 마산천 43 5 7 7 6 10 10 3 -5 다

34 덕성천 70 20 7 10 6 10 10 7 - 가

35 회룡천 58 20 7 7 6 8 10 3 -3 나

신3 녹진1천 65 20 5 8 6 10 10 3 3 나

동화면 36 삼룡천 73 20 5 15 7 8 10 3 5 가

37 신덕천 66 20 7 7 7 10 10 5 - 나

38 부산천 65 20 7 8 7 8 10 5 - 나

39 환교천 69 20 7 8 7 10 10 7 - 나

40 연산천 72 20 7 10 7 10 10 8 - 가

41 두실천 59 20 7 7 7 8 10 3 -3 나

42 송계천 67 20 7 10 7 10 10 3 - 나

43 기동천 67 20 10 7 7 10 10 3 - 나

44 축내천 64 20 7 7 7 10 10 3 - 나

45 구남촌천 66 20 7 7 7 8 10 7 - 나

46 동계천 61 20 10 8 7 8 5 3 - 나

47 삽치천 61 20 5 7 6 10 10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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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계 속

구 분
검토

번호
소하천명

평가항목별 배점 소하천

등급합계 ①항목 ②항목 ③항목 ④항목 ⑤항목 ⑥항목 ⑦항목 ⑧항목

동화면 48 초지천 66 20 7 6 6 10 10 7 - 나

49 월전천 68 20 10 7 7 10 10 7 -3 나

신4 구림천 67 20 7 7 7 8 10 5 3 나

삼서면 50 학산천 64 20 5 7 7 10 10 5 - 나

51 마령천 72 20 7 10 7 10 10 8 - 가

52 관음천 67 20 7 8 7 10 10 5 - 나

53 생동천 65 20 7 7 7 10 10 7 -3 나

54 이문천 69 20 7 10 7 10 10 5 - 나

55 가산천 61 20 5 7 6 10 10 3 - 나

56 랑월천 64 20 5 7 7 10 10 5 - 나

57 화산천 66 20 7 7 7 10 10 5 - 나

58 어랑천 67 20 7 8 7 10 10 8 -3 나

59 송곡천 64 20 7 7 7 10 10 3 - 나

60 죽산천 64 20 7 7 7 10 10 3 - 나

신5 대곡천 40 3 7 7 7 8 10 3 -5 다

신6 대도천 40 3 7 7 7 8 10 3 -5 다

삼계면 61 숙호천 59 20 5 7 7 10 10 3 -3 나

62 청림천 62 20 5 7 7 10 10 3 - 나

63 군장천 61 20 7 7 7 10 10 3 -3 나

64 만화천 71 20 10 10 8 10 10 3 - 가

65 자초천 62 20 5 7 7 10 10 3 - 나

66 부성천 62 20 7 7 7 8 10 3 - 나

67 대우동천 65 20 5 8 7 10 10 5 - 나

68 천방천 67 20 10 7 7 10 10 3 - 나

69 수각천 73 20 10 8 7 10 10 5 3 가

70 남계천 64 20 7 7 7 10 10 3 - 나

71 화산천 69 20 10 7 7 10 10 5 - 나

72 도동천 60 20 5 8 7 10 10 3 -3 나

73 한사동천 62 20 5 7 7 10 10 3 - 나

74 월곡천 63 20 7 8 6 10 10 5 -3 나

75 조산천 37 5 2 7 7 8 10 3 -5 라

76 내계천 62 20 5 8 6 10 10 3 - 나

77 대동천 68 20 7 7 7 10 10 7 - 나

78 성산천 65 20 7 8 7 10 10 3 - 나

79 봉정천 64 20 7 7 7 10 10 3 - 나

80 이암천 67 20 7 7 10 10 10 3 - 나

81 추동천 61 20 7 7 7 10 10 3 -3 나

신7 모실골천 65 20 5 7 7 10 10 3 3 나

신8 사창천 68 20 10 7 7 8 10 3 3 나

신9 수옥천 69 20 7 7 7 10 10 5 3 나

신10 능성천 40 3 7 7 7 8 10 3 -5 다

황룡면 82 더굴암천 75 20 10 10 7 10 10 3 5 가

83 황룡천 79 20 7 15 7 10 10 7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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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계 속

구 분
검토

번호
소하천명

평가항목별 배점 소하천

등급합계 ①항목 ②항목 ③항목 ④항목 ⑤항목 ⑥항목 ⑦항목 ⑧항목

황룡면 84 와곡천 62 20 7 7 7 8 10 3 - 나

85 장산천 75 20 7 15 7 8 10 5 3 가

86 맥동천 61 20 5 7 6 10 8 5 - 나

87 와룡천 63 20 7 7 8 8 10 3 - 나

88 아곡천 79 20 7 15 7 10 10 7 3 가

89 금호천 62 20 5 7 7 10 10 3 - 나

신11 옥정천 72 20 7 7 7 10 10 8 3 가

신12 가실천 69 20 7 7 7 10 10 5 3 나

신13 필암천 67 20 7 7 7 8 10 5 3 나

서삼면 90 태암천 66 20 7 7 7 10 10 5 - 나

91 대곡천 74 20 10 7 7 10 10 10 - 가

92 용전천 69 20 7 8 7 10 10 7 - 나

93 금계천 67 20 7 8 7 10 10 5 - 나

94 모암천 66 20 5 7 7 10 10 7 - 나

95 공평천 67 20 5 8 7 10 10 7 - 나

96 장산천 65 20 7 8 7 8 10 5 - 나

97 임곡천 69 20 7 7 10 10 10 5 - 나

98 초곡천 70 20 5 8 10 10 10 7 - 가

북일면 99 금곡천 68 20 7 6 7 10 10 8 - 나

100 오산천 64 20 7 7 7 10 10 3 - 나

101 매남천 70 20 10 8 7 10 10 5 - 가

102 성산천 67 20 7 8 7 10 10 5 - 나

103 성덕천 65 20 5 8 7 10 10 5 - 나

104 유태천 64 20 5 7 7 10 10 5 - 나

105 지장천 60 20 5 7 7 8 10 3 - 나

106 성진원천 63 20 5 8 7 10 10 3 - 나

107 용암천 68 20 7 7 7 10 10 7 - 나

북이면 108 동산천 69 20 7 10 7 10 10 5 - 나

109 궁동천 67 20 5 7 7 10 10 8 - 나

110 조산2천 77 20 7 15 7 10 10 8 - 가

111 죽청천 77 20 7 15 7 10 10 8 - 가

112 원덕천 71 20 7 10 10 10 10 7 -3 가

113 조산1천 60 20 5 8 7 10 10 3 -3 나

114 신평천 64 20 7 7 7 10 10 3 - 나

115 금양1천 64 20 5 7 7 8 10 7 - 나

116 오월천 0 0 0 0 0 0 0 0 - 마

117 거마천 72 20 5 10 7 10 10 10 - 가

118 금양2천 66 20 5 7 7 10 10 7 - 나

119 목란천 69 20 5 10 7 10 10 7 - 나

120 복룡천 72 20 10 7 7 10 10 8 - 가

121 덕곡천 60 20 5 7 7 8 10 3 - 나

122 조양천 72 20 5 15 7 10 10 5 - 가

신14 덕곡1천 65 20 5 7 7 10 10 3 3 나

북하면 123 원동천 63 20 5 7 7 10 10 7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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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계 속

구 분
검토

번호
소하천명

평가항목별 배점 소하천

등급합계 ①항목 ②항목 ③항목 ④항목 ⑤항목 ⑥항목 ⑦항목 ⑧항목

북하면 124 용동천 64 20 5 7 10 10 10 5 -3 나

125 신성천 66 20 5 7 7 10 10 7 - 나

126 대정천 74 20 5 15 7 10 10 7 - 가

127 명치2천 63 20 5 7 10 8 10 3 - 나

128 장사천 44 9 2 7 10 8 10 3 -5 다

129 대방천 67 20 5 7 10 10 10 8 -3 나

130 용두천 67 20 5 7 7 10 10 8 - 나

131 명치1천 69 20 5 7 10 10 10 7 - 나

132 성암천 67 20 5 10 7 10 10 5 - 나

133 중평천 65 20 5 7 10 10 10 3 - 나

134 대악천 67 20 5 7 10 8 10 7 - 나

135 가인천 67 20 5 7 10 10 10 5 - 나

136 신촌천 77 20 5 15 10 10 10 7 - 가

137 연동천 65 20 5 8 10 10 10 5 -3 나

138 월성천 66 20 5 10 7 10 10 7 -3 나

139 송정천 64 20 5 7 7 10 7 8 - 나

140 자장동천 49 9 2 7 7 8 10 3 3 다

141 백양폭포천 39 9 2 6 7 7 10 3 -5 라

142 궐전천 67 20 5 7 7 10 10 8 - 나

4) 평가 결과 검토 및 소하천 변경·폐지 검토

평가 대상 총 156개 소하천에 대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한 결과, “가” 등급 

소하천은 36개소, “나” 등급 109개소, “다” 등급 7개소, “라” 등급 3개소, “마” 등급 

1개소로 나타났다.

<표 2.2-5> 소하천 평가 결과 총괄

구 분 합 계
소하천 평가등급별 개소수 (개소)

비고
가 나 다 라 마

장성군 156 36 109 7 3 1
장성읍 13 8 5 - - -
진원면 8 1 6 - 1 -
남 면 17 6 9 2 - -
동화면 15 2 13 - - -
삼서면 13 1 10 2 - -
삼계면 25 2 21 1 1 -
황룡면 11 5 6 - - -
서삼면 9 2 7 - - -
북일면 9 1 8 - - -
북이면 16 6 9 - - 1
북하면 20 2 15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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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평가대상 14개 소하천 중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평가등급이 높은 

10개소는 소하천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또한, “다” 등급 ~ “마” 등급의 11개소 소

하천 중에서 법적기준에 미달되고, 평가등급의 낮은 소하천을 선별하여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6개소를 폐지하였으며, 이 중 “마” 등급에 해당하는 북

이면 오월천의 경우 지방하천 조양천으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하천 

효력 상실로 폐지 처리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2-6>과 같다.

한편, “가” 등급 및 “나” 등급의 경우 소하천으로 유지 또는 “2.2.1 소하천 지정 

및 조정기준 검토”의 조정기준에 따라 과업구간(시·종점 등)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

로 하였다.

<표 2.2-6> 소하천 지정 및 변경·폐지 결과

구 분
검토

번호
소하천명

평가

등급
하천연장

(㎞)
결과 주 요 사 유

기지정 남면 27 녹진천 다 2.327 폐지 농경지 배수로 형태로 관리 불필요, 법적기준 미달

소하천 33 마산천 다 0.546 폐지 농경지 배수로 형태로 관리 불필요, 법적기준 미달

삼계면 75 조산천 라 0.500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전형적인 산지계곡 소하천

북이면 116 오월천 마 1.150 폐지 지방하천 조양천으로 지정, 소하천 효력 상실

북하면 128 장사천 다 0.520 폐지 전형적 산지계곡하천, 평가등급 미달

141 백양폭포천 라 0.950 폐지 전형적 산지계곡하천, 평가등급 미달

144 자장동천 다 1.350 유지 홍수피해 실적 소하천, 관리청 유지 의견

신규 장성읍 신1 서동1천 나 0.585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지정 진원면 신2 신촌천 라 0.400 제외 지정 법적 기준 미달, 평가등급 미달

평가 남면 신3 녹진1천 나 1.709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대상 동화면 신4 구림천 나 0.994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소하천 삼서면 신5 대곡천 다 0.320 제외 지정 법적 기준 미달, 평가등급 미달

신6 대도천 다 0.430 제외 지정 법적 기준 미달, 평가등급 미달

삼계면 신7 모실골천 나 0.810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신8 사창천 나 1.737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신9 수옥천 나 1.523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신10 능성천 다 0.345 제외 지정 법적 기준 미달, 평가등급 미달

황룡면 신11 옥정천 가 1.455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신12 가실천 나 0.840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신13 필암천 나 1.500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소재

북이면 신14 덕곡1천 나 0.850 신규 지정 법적 기준 충족, 양안 농경지 및 과수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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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범위 조정 결과

전술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당초 발주시 본 과업의 범위는 <표 2.1-1>과 

같이 142개 소하천, 연장 L=197.124km이었으나, 사전현장조사 결과, 전술한 법적기

준, 조정절차에 따른 정량적 평가 및 검토, 주민의견 청취, 현황측량 및 수리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과업구간 조정 등을 통하여 6개 소하천 폐지, 10개 소하천 신규

지정이 되었으며, 시·종점 변경 또는 측량결과에 의한 연장변경 등에 따른 각 소하

천 연장 조정에 따라 <표 2.2-7>과 같이 146개 소하천, 연장 L=199.209km로 과업의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각 소하천별 조정 내용 및 결과는 다음 <표 2.2-8>과 같고,

측량결과 이외의 변동사항을 포함한 소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였다.

<표 2.2-7> 과업구간 조정 결과 총괄

구  분

기 고시(①) 금회 조정(안)(②) 증감(②-①)
비 고 (주요사유)개소수

(개)
연장

(km)
개소수

(개)
연장

(km)
개소수

(개)
연장

(km)

장성군 142 197.124 146 199.209 4 2.085 폐지 6개소, 신규지정 10개소 / 증 2.085km

장성읍 12 17.875 13 18.262 1 0.387 신규지정 1개소 / 감 0.387km

진원면 7 11.321 7 9.347 - -1.974 개소수 변동 없음 / 감 1.974km

남면 16 23.776 15 21.612 -1 -2.164 폐지 2개소, 신규지정 1개소 / 감 2.164km

동화면 14 22.021 15 22.658 1 0.637 신규지정 1개소 / 증 0.637km

삼서면 11 15.750 11 15.504 - -0.246 개소수 변동 없음 / 감 0.246km

삼계면 21 24.547 23 28.083 2 3.536 폐지 1개소, 신규지정 3개소 / 증 3.536km

황룡면 8 14.179 11 18.294 3 4.115 신규지정 3개소 / 증 4.115km

서삼면 9 15.065 9 15.155 - 0.09 개소수 변동 없음 / 증 0.090km

북일면 9 12.720 9 12.245 - -0.475 개소수 변동 없음 / 감 0.475km

북이면 15 21.150 15 20.612 - -0.538 폐지 1개소, 신규지정 1개소 / 감 0.538km

북하면 20 18.720 18 17.437 -2 -1.283 폐지 2개소 / 감 1.283km

<표 2.2-8> 소하천별 조정내용 및 결과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장성군 폐지 6개소, 신규지정 10개소 / 142개소 → 146개소 197.124 ▲2.085 199.209

장성읍 신규지정 1개소 / 12개소 → 13개소 17.875 ▼0.387 18.262

1-01 구산천

상류부는 경지정리 완료된 농경지를 관류하고, 중·하류부는 
주거지 등이 형성되어 있는 현 하폭 5~13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917 ▼0.024 1.893

1-02 야은천

시점부에 채골저수지가 위치하며, 이후 양안 농경지 및 
중류부 야은마을을 관류하여 지방하천 황룡강으로 유입되고,
현 하폭 3~12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하여 연장 조정

1.774 ▼0.05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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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계 속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장성읍 1-03 오동천

상류부는 산지 및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중류부 이후에는 마을, 농경지, 공장지대를 관류하며,

현 하폭 3~12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535 - 2.535

1-04 가작천

시점부는 산지 및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류부는 
가작마을을 통과하여 지방하천 단광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3~11m 내외 소하천임. 당초 시점을 소하천정비 완료지점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519 ▲0.183 0.702

1-05 안평천

시점부는 계단식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류부 축사 및 
철도, 하류측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2~8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255 ▼0.027 1.228 　

1-06 부흥천

대부분 구간이 농경지를 관류하는 현 하폭 3~12m 내외의 
소하천으로, 농경지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점부 상류측에 교량 신설 지점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2.250 ▲0.045 2.295 　

1-07 덕산천

시점부에 덕산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 하폭 2~15m
내외로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고, 농경지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점 상류 호안정비 

완료지점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증가

1.450 ▲0.118 1.568 　

1-08 우지천
중류부 농경지 및 하류부 우지마을을 관류하는 현 하폭 

5~20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150 - 1.150 　

1-09 배실천

시점부에 배실저수지 및 수도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새마을도로를 연하여 농경지를 관류후 하류측 우지마을과 

식당가를 복개되어 황룡강에 합류하는 현 하폭 3~9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 변경은 
없으나, 여수로 하단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600 ▲0.023 1.623 　

1-10 구암천

시점부에 구암저수지가 위치하며 대부분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남하하여 관류하는 현 하폭 2~12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 변경은 
없으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955 ▲0.013 0.968 　

1-11 서동천

상류측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시점부에 사방댐이 
위치하며, 새마을도로를 연하여 중류부 서동마을을 관류하는 
유탕저수지로 합류되는 현 하폭 7~26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유탕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의해 

편입된 종점부 일부구간을 제외하여 연장 조정

1.400 ▼0.443 0.957 　

1-12 서동1천

산지부에 위치한 농경지를 관류하는 소하천으로 현 하폭 
3~5m 내외로 하류측 호안 유실 등의 피해가 있고 

지정기준을 만족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신규지정

- ▲0.585 0.585 신규

1-13 남양천

중류부에 과수원, 하류부 백계리 마을을 우회하는 현 하폭 
1~10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상류측 보호대상면적이 없는 시점부 산지구간 일부 제외하고 
접근이 가능한 교량지점으로 시점 변경하여 연장 조정

1.070 ▼0.0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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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계 속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진원면 개소수 변동 없음 / 7개소 → 7개소 11.321 ▼1.974 9.347

2-01 능산천

양안의 농경지와 과수원 등을 관류하는 현 하폭 1~10m
내외의 소하천으로 중·하류부에는 호안상태가 양호하나 

퇴적이 많아 월류 위험성이 있어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함.
상류측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시점부 도로 신설에 따른 

교량지점으로 시점을 변경하여 연장 조정

2.069 ▼0.019 2.050 　

2-02 학산천

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추평마을을 관류하는 현 하폭 4~16m
내외의 소하천으로 관리 및 환경보존 필요성이 있음.

당초 시점부~중류부 구간의 하폭 2m 미만 농배수로 구간과
지방하천 용산천 합류지점 정비로 인한 종점부 일부를

제외하였으며,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2.682 ▼1.857 0.825 　

2-03 영신천

상류부는 산지로 이후 농경지와 영신마을 등을 관류하는
현 하폭 1~13m 내외의 소하천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시점부 제내지 가옥 및 도로 부분의 관리가 불필요한

복개구간 일부를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193 ▼0.106 1.087 　

2-04 상림천

시점부에 상림저수지가 있으며 이후 상림마을 및 농경지를 
관류하는 현 하폭 2~8m의 소하천으로 종점부 만수저수지로 
유입되며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650 ▼0.071 1.579 　

2-05 율곡천

당초 시점부 상류측에 율곡저수지와 군부대 훈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 하폭 2~15m 내외로 농경지 등 보호대상 
시설물을 고려하여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시점을 
율곡저수지 여수로 하단으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400 ▲0.050 1.450 　

2-06 광안천

시점부에 산지와 농경지가 위치하고, 불대2로를 연하여 
하류부 연동마을 인근에서 지방하천 진원천에 합류하는 

2~6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소하천임.
별도의 시·종점은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027 ▲0.009 1.036 　

2-07 석문천

상류부는 산지로 일부 건물(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하류부 구간 성문저수지, 덕주마을을 관류한 후 지방하천 
풍영정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1~8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소하천임.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300 ▲0.020 1.320 　

남면 폐지 2개소, 신규지정 1개소 / 16개소 → 15개소 23.776 ▼2.164 21.612

3-01 평산천

시점부에 백운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 하폭 4~25m
내외의 중규모 이상의 소하천으로 양안 대부분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2.470 ▼0.022 2.448 　

3-02 풍산천

당초 자풍천이나 시점부 상류측에 풍산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중류부 이하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 후 자풍저수지로 
합류하며, 현 하폭 1~8m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지명을 고려하여 풍산천으로 명칭을 변경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057 ▲0.005 1.062 　

3-03 죽분천

시점부 상류측에 죽분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점우 우안은 죽분마을, 좌안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고,
호남고속도로 통과 후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여
현 하폭 2~8m 내외로 지방하천 풍영정천에 합류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896 ▼0.019 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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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진원면 3-04 외마천

시점부에 외마저수지가 위치하며, 이후 양안에 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선평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 하폭 2~12m
내외의 정비가 진행된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까지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450 ▲0.022 1.472 　

3-05 마흥천

시점부에 마흥저수지가 위치하며, 이후 과수원을 유하한 후 
진척골의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2~9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180 ▲0.005 1.185 　

3-06 내마천

시점부는 산지형태로 철도 및 마령로를 지난 이후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한 후 서촌천에 합류하여 

백운저수지로 유입됨. 현 하폭 2~9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시점부를 최근 개설한 새마을도로 
공사시 정비한 지점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000 ▲0.016 1.016 　

3-07 신평천

시점부부터 하류측 덕성소하천 합류부까지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고 현 하폭 1~6m 내외로 석축 및 
호안블럭의 호안이 정비된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실시설계에 반영된 
종점부 덕성소하천(본류) 확폭계획을 고려하여 연장 조정

2.178 ▼0.021 2.157 　

- 녹진천
시점부터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남쪽으로 관류하는 형태이나 
대부분 구간이 농업용 배수로 형태이며, 하폭이 2m 미만인 

U형 개수로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금회 폐지함.
2.327 ▼2.327 - 폐지

3-08 녹진1천

철마봉에서 발원하는 유로로 상류구간은 과수원 및 농경지가 
위치하고 황토단감로 이후 농경지, 녹진1저수지를 관류하고 
녹진2구 마을 등을 경우하여 덕성소하천으로 합류하며,
현 하폭 3~5m 내외로 지정기준을 만족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신규지정

- ▲1.709 1.709 신규

3-09 서촌천

당초 시점부의 경우 산지계곡형태와 폭 2m 미만 U형 
수로구간이며, 이후 종점부까지는 양안에 보호가 필요한 
농경지가 위치하는 바, 당초 시점부 구간을 제외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850 ▼0.350 0.500 　

3-10 신흥천

당초 시점부는 신흥마을 내 복개구간이나, 황토단감로 이후 
하류측 신안저수지까지 양안에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2~10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상류측 유로 및 하도형태 등을 감안하여 당초 시점부를 
좌안측의 과수원, 농경지가 위치한 구간으로 변경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127 ▼0.068 1.059 　

3-11 검정천

당초 시점부는 행정저수지 상류구간으로 1m 미만의 농지 
배수로형태이며,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여 평산소하천으로 

합류하는 현 하폭 1~8m 내외의 개수공사를 시행한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점부인 행정저수지 상류 구간을 제외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어 연장 조정

1.694 ▼0.594 1.100 　

3-12 자풍천

당초 풍산천이나 시점부 상류측에 자풍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중·상류부 황토단감로 이후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 후 
자풍저수지로 합류하며, 현 하폭 2~10m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지명을 고려하여 자풍천으로 명칭을 변경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027 ▲0.0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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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진원면 3-13 신아천

시점부는 신아저수지가 위치하고 옹벽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농지도로를 연하여 

서측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 풍영정천으로 합류하는 현 하폭  
2~7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585 - 0.585 　

- 마산천

시점부 상류측에 마산저수지가 위치하고 이후 농경지를 
관류하여 지방하천 풍영정천에 합류하나 전 구간이 폭 2m에 

미달하는 U형 측구 형태의 농경지 배수로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금회 폐지함.

0.546 ▼0.546 - 폐지

3-14 덕성천

시점부 상류부에 녹진2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중상류부 신안저수지를 거쳐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여 
지방하천 평산천에 합류하며, 현 하폭 1~18m 내외의 중규모 

이상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하단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3.289 ▲0.037 3.326 　

3-15 회룡천

시점부에 자풍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류측 덕성소하천 
합류부까지 양안에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는 현 하폭 
5~11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점은 유지하되, 실시설계에 반영된 종점부 
덕성소하천(본류) 확폭계획을 고려하여 연장 조정

2.100 ▼0.020 2.080 　

동화면 신규지정 1개소 / 14개소 → 15개소 22.021 ▲0.637 22.658

4-01 삼룡천

시점부의 삼룡저수지로부터 북쪽방향으로 유하하여 
덕산저수지로 합류되어 구룡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3~11m로 상·하류부의 경우 농경지 및 산지를 
관류하며, 중류부의 제내지로는 주거지 및 축사로 구성되어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250 - 1.250

4-02 신덕천

 신덕천은 동화면 구룡리에 위치하고 시점부의 작은 
저수지로부터 북서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구룡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2m로 하천 전구간이 

농경지로 이루어진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770 - 0.770

4-03 부산천

시점부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동화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2m로 소하천인 기동천이 

유입되고, 당초 시점부가 하폭 0.5m로 형성되어있는 
도로측구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시점부를 농경지를 관류하는 

수로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조정

3.357 ▲0.025 3.382

4-04 환교천

시점부 상류인 통안 저수지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소하천인 연산천으로 유입되고 중류부에 소하천인 구림천이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7m로 중·하류부에 
소규모 마을이 인접하여 위치하며,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267 - 2.267

4-05 연산천

시점부로부터 북동쪽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동화천으로 
유입되며, 소하천인 구남촌천이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40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216 -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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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동화면 4-06 두실천

시점부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구룡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3m로 중류부에 

임곡저수지를 관류함. 당초 시점부는 푸른솔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시점부 골프장 구간을 제외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2.500 ▼0.076 2.424

4-07 송계천

시점부로부터 서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 평림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이고 현 하폭은 2~18m로 상·하류부의 경우 
농경지 및 산지를 관류하며, 중류부의 제내지로는 주거지 및 
축사로 구성되어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734 - 2.734

4-08 기동천

시점부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소하천인 부산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8m로 중·상류부에 주거지 
및 창고가 인접하여 있고 하류부에 비닐하우스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940 - 0.940

4-09 축내천

시점인 축내저수지로부터 남서쪽으로 유하하여 소하천인 
송계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2m로 대부분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586 - 0.586

4-10 구남촌천

시점으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소하천인 연산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3~10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900 - 0.900

4-11 동계천

시점으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동화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9m로 중·상류부에 

동계마을을 복개형태로 관류하며, 하류부는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680 - 0.680

4-12 삽치천

시점으로부터 북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동화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3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 당초 시점 우안으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시점을 상류방향으로 연장 변경하였으며,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325 ▲0.144 1.469

4-13 초지천

시점부로부터 서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 평림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0m로 상·하류부의 경우 
농경지 및 산지를 관류하며, 중류부의 제내지로는 주거지 및 
축사로 구성되어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426 ▼0.023 1.403

4-14 월전천

시점부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 황룡강으로 
합류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7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고 치수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점부는 계곡산지형 하천으로 하폭이 좁고 제방형태가 

없으므로 공장부지 복개구간 전 구간으로 시점을 축소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070 ▼0.4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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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동화면 4-15 구림천

시점부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소하천 환교천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며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고 치수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현 하폭은 3~7m로  
지정기준을 만족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신규지정

- ▲0.994 0.994 신규

삼서면 개소수 변동 없음 / 11개소 → 11개소 15.750 ▼0.246 15.504

5-01 학산천

시점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서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5m로 대부분 농경지 및 
과수원을 관류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510 - 0.510

5-02 마령천

시점인 석마저수지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 
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5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000 ▲0.013 2.013

5-03 관음천

시점으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유평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0m로 시점 상류부에는 
장성드림빌단지가 재건중이며, 대부분 과수원 및 농경지를 

관류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625 - 1.625

5-04 생동천

시점으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서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3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점부의 폭이 좁고, 보호시설이 
농경지인 반면에 변경 시점부의 폭이 2~3m, 금회 보호시설인 
공장이 위치하여 시점을 축소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2.576 ▼0.054 2.522

5-05 이문천

보생저수지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 
삼계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9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380 - 1.380

5-06 가산천

시점인 서재저수지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9m로 하천의 
상류부는 U형수로, 중류부는 자연수로, 하류부에서 다시 
U형수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중·하류부에 주거지와 

인접해 있음. 하천의 대부분은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012 - 1.012

5-07 랑월천

랑월저수지로부터 남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2m로 

하류부에 주거지 및 비닐하우스가 인접해 있고 대부분은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100 - 1.100

5-08 화산천

시점부로부터 북동쪽으로 유하하여 소하천인 마령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3m로 전구간이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경지를 관류 하고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328 -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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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삼서면 5-09 어랑천

시점으로부터 남쪽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고막원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1m로 당초 시점부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하류방향  교량으로 시점을 변경,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점을 축소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980 ▼0.205 1.775

5-10 송곡천

대곡저수지로부터 남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서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5m로

대부분의 구간이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173 - 1.173

5-11 죽산천

시점부인 죽산저수지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서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3~15m로 하류부에 비닐하우스가 인접해 있으며,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066 - 1.066

삼계면 폐지 1개소, 신규지정 3개소 / 21개소 → 23개소 24.547 ▲3.536 28.083

6-01 숙호천

시점으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죽림저수지로 유입 
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3~14m로  상·하류부의 경우 

농경지 및 산지를 관류하며, 중류부의 제내지로는 주거지 및 
축사로 구성되어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600 ▼0.100 0.500

6-02 청림천

시점으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죽림저수지로 유입 
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9m로 당초 시점부는 현재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계곡 산지형 하천이므로 현재 
청림마을이 재건축되고 있는 유로로 시점을 변경,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점을 유로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615 ▲0.129 0.744

6-03 군장천

시점으로부터 남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0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으며, 당초 시점부는 

계곡산지형 하천으로 하류방향으로 시점을 변경조정. 당초 
시점을 축소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2.450 ▼0.046 2.404

6-04 만화천

시점으로부터 남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2m로

상·하류 구간은 농경지, 중류 구간에는 마을을 관류하므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047 - 1.047

6-05 자초천

시점으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3m로 

상·하류 구간은 농경지, 중류 구간에는 마을을 관류하므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535 - 0.535

6-06 부성천

부성저수지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3~34m로

상·하류 구간은 농경지, 중류 구간에는 마을을 관류하므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500 ▲0.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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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삼계면 6-07 대우동천

시점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5m로
당초 시점 상류로 과수원이 형성되어있어 시점을 변경 

지정하였으며, 중·하류는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점을 축소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846 ▲0.254 2.100

6-08 천방천

시점으로부터 남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3m로

하천 전 구간이 천방마을을 관류, 인접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700 - 0.700

6-09 수각천

시점으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3m로 중류부에는 
수각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상류부는 현재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중류부인 수각제 하류부터 마을이 인접해 
있으며, 하류구간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725 - 1.725

6-10 남계천

시점부인 상류구간은 주로 농경지 및 산지를 관류하여 
중류부에서 소하천인 봉정천이 유입되어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5m로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250 - 1.250

6-11 화산천

화산저수지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7~19m로

중·하류부에 마을이 인접해있으며, 농경지를 관류하여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300 - 1.200

6-12 도동천

도동저수지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9m로

대부분 U형수로로 되어있고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425 ▼0.025 2.400

6-13 한사동천

시점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1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800 - 0.800

6-14 월곡천

시점으로부터 남동쪽 방향 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4~12m로 
당초 종점부는 『평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2012.3),
전라남도』보고서를 확인결과 월곡천 좌안 종점부를 
평림천으로 포함시킴으로서 종점부를 변경지정 하였음.

당초 시점을 축소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729 ▼0.045 0.684

- 조산천

중·하류부 구간은 상수도 보호구간이며 상류부는 산지계곡형 
하천으로 현재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제내지에 보호해야할 
시설물이 없음. 또한 하폭이 협소하고 소하천기준에 미달하여 

금회 폐지함.

0.500 ▼0.500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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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삼계면 6-15 내계천

시점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 
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8m로
상류부는 U형수로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를 관류하여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938 ▲0.005 1.943

6-16 대동천

시점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 
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9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여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950 ▲0.007 0.957

6-17 성산천

성산저수지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 
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1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여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150 - 1.150

6-18 봉정천

시점으로부터 북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소하천인 남계 
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1m로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611 - 0.611

6-19 이암천

이암저수지로부터 남서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 
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3~23m로 

당초 종점부에서 평림천 합류부인 교량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종점부를 합류부 교량까지 변경지정 하였음.

하천의 제방이 높은 편이며,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여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점을 

연장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076 ▲0.068 1.144

6-20 추동천

시점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 평림천 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4~16m로 

당초 시점부는 계곡산지형 하천으로 하류방향의 교량으로 
시점을 변경하였음. 중·상류부는 군사 시설지역이며,
중·하류부는 농경지를 관류하여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점을 축소 변경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800 ▼0.200 0.600

6-21 모실골천

시점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하천폭이 2m이상이며, 하천의 총연장이 
810m, 하류부에 주거지가 인접하고 있음. 상류부에 축사 및 
건물이 있어 소하천 기준에 적합하여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금회 신규 지정

-　 ▲0.810 0.810 신규

6-22 사창천

시점으로부터 남서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삼계 
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평균 하천폭이 5m이상이며,
하천의 총연장이 1,737m, 중·하류부에 삼계면 소재지를 
관류하고 있으며, 상류부에 농경지가 있음. 소하천 기준에 

적합하며,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금회 신규 지정

-　 ▲1.737 1.737 신규

6-23 수옥천

시점으로부터 남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평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평균 하천폭이 5m이상 
이며, 하천의 총 연장이 1,523m, 대부분 제내지로 농경지가 

있음. 소하천 기준에 적합하며,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금회 신규 지정

-　 ▲1.523 1.523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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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황룡면 신규지정 3개소 / 8개소 → 11개소 15.679 ▲4.115 18.294

7-01 더굴암천

시점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황룡강에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3~13m로 중·상류부구간에 
마을이 인접해 있으며, 당초 종점부는 장진보에서 유입되는 
용수로이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앞으로 유하하여 황룡강으로 
배출되는 수로로 변경지정. 하류부 유로변경으로 인한 소하천 

종점변경에 대한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900 - 2.900

7-02 황룡천

시점으로부터 남서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동화천에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4~51m로

상류부는 농경지를 관류하여 중·하류부에는 마을 및 창고,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566 - 1.566

7-03 와곡천

시점인 와곡저수지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소하천인 
와룡천에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4~20m로

대부분 농경지 및 산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159 - 1.159

7-04 장산천

시점으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황룡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0m로
중·상류구간에는 마을 복개구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금회 
실시설계로 인하여 종점이 변경되었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소하천 종점 변경으로 인한 

연장을 축소하여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950 ▼0.301 2.649

7-05 맥동천

시점으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관 
동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4m로

상류부는 U형수로를 관류하여 중류부엔 주거 지역, 하류부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088 ▲0.005 1.093

7-06 와룡천

시점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황룡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3~49m로 당초 시점부인 

와룡제 여수토에서 저수지 상류 부에 주거지역 및 농경지가 
있으므로 시점부를 변경지정 하였으며, 치수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 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소하천 시점 변경으로 인한 
기존 연장을 증하여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316 ▲0.622 1.938

7-07 아곡천

시점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취암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9m로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금회 실시설계로 인하여 종점부가 
변경되었으며, 치수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종점부 변경으로 인한 기존 연장 축소하여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100 ▼0.006 2.094

7-08 금호천

시점인 금호저수지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통안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4~15m로 

중류부에 마을이 인접해 있으며,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100 - 1.100

7-09 옥정천

시점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황룡강 
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20m로

상류부에 옥정약수휴양림이 위치해있음. 중상류부에 마을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금회 신규 지정

- ▲1.455 1.455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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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7-10 가실천

시점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통안천 
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1m로

중·상류부에 마을이 인접해 있음.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금회 신규 지정

- ▲0.840 0.840 신규

7-11 필암천

시점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인 취암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며 현 하폭은 2~10m로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임.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금회 신규 지정

- ▲1.500 1.500 신규

서삼면 개소수 변동 없음 / 9개소 → 9개소 15.065 ▲0.090 15.155

8-01 태암천

상류부는 산지 및 장성복합물류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고,
중류부 이후에는 마을,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1~15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088 - 1.088

8-02 대곡천

상류부는 산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상류부 이후에는 마을,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2~15m 내외로 지방하천 서삼천에 합류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770 - 1.770

8-03 용전천

상류부는 산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류부 우안측에 장성복합물류터미널이 위치하며, 종점부까지 
농경지를 관류하고, 현 하폭 1~25m 내외로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830 - 2.830

8-04 금계천

시점부는 봉연저수지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류부 좌안측에 금계마을이 위치하며, 중하류부 대제제를 

관류하여,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고, 현 하폭 1~14m 내외로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762 - 2.762

8-05 모암천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로 당초 시점 상류측부터 보호대상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류부에 모암저수지를 관류하여 

지방하천 서삼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5~16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종점부는 
유지하되, 보호대상면적이 있는 시점부 상류측을 연장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190 ▲0.090 1.280

8-06 공평천

상류부는 산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상류부 이후에는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6~8m 내외로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309 - 1.309

8-07 장산천

상류부는  장산저수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류부 이후에는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2~12m 내외로 지방하천 서삼천에 합류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166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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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서삼면 8-08 임곡천

상류부는 산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류부 이후에는 임곡저수지 및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2~17m 내외로 지방하천 서삼천에 합류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200 - 1.200

8-09 초곡천

상류부는 산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상류부 이후에는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1~16m 내외로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750 - 1.750

북일면 개소수 변동 없음 / 9개소 → 9개소 12.720 ▼0.475 12.245

9-01 금곡천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이고, 호안정비가 일부 시행된 
중·하류부에 금곡영화마을이 위치하며 문암저수지에 

유입하는 현 하폭 4~24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420 - 1.420

9-02 오산천

시점부에 용암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안측은 산지,
좌안측은 농경지를 관류하고 중류부 교촌마을 등을 우회하여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며, 현 하폭 3~15m 내외 소하천임.
당초 종점은 유지하되, 시점부 상류측 용암저수지까지 

보호대상 농경지가 존재하여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조정

1.800 ▲0.475 2.275

9-03 매남천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이고, 하류부에 주거지가 위치하며 
지방하천 북일천에 유입하는 현 하폭 2~29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700 - 0.700

9-04 성산천

시점부는 성산저수지가 위치하고있으며, 중하류부에 
호남고속철도를 관류하며, 지방하천 개천에 유입하는 현 하폭 

3~15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450 - 1.450

9-05 성덕천

상류부는 산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상류부 이후에는 농경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1~15m 내외로 지방하천 북일천에 합류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850 - 0.850

9-06 유태천

상류부는  누테저수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상류부  유태마을 및 하류부 구봉저수지를 관류하며,
현 하폭 2~15m 내외로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고,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050 - 2.050

9-07 지장천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이고, 하류부에 광암저수지가 위치하며 
지방하천 문암천에 유입하는 현 하폭 2~27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점을 유지하고 종점부는 지방하천 문암천과 하천구역 

중복으로 변경하여,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550 ▼0.950 0.600

9-08 성진원천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이고, 중하류부에 주거지가 위치하며 
소하천 지장천에 유입하는 현 하폭 2~43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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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북일면 9-09 용암천

상류부는  용암저수지 및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우안측은 산지, 좌안측은 농경지를 관류하고 하류부 마을 

등을 우회하여 지방하천 북일천에 합류하며,
현 하폭 4~17m 내외로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고,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900 - 1.900

북이면 폐지 1개소, 신규지정 1개소 / 15개소 → 15개소 21.150 ▼0.538 20.612

10-01 동산천

시점부에 동산저수지가 위치하며, 농경지 및 과수원 등이 
위치하며, 중하류부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여 하류측 
달정저수지로 유입되는 현 하폭 3~8m 내외의 정비가 시행된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여수로 하단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800 ▲0.060 1.860

10-02 궁동천

시점부에 개화마을이 위치하고 양안에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고 중류부터 개비온 옹벽 호안으로 정비된 현 하폭 

2~12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1.400 - 1.400

10-03 조산2천

시점부에 조산2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양안에 농경지 및 
중류부 조산마을을 관류하는 현 하폭 2~11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여수로 하단까지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100 ▲0.022 1.122

10-04 죽청천

시점부는 산지하천 특성을 보이며, 우안에 산지, 좌안에 
농경지를 관류하는 현 하폭 3~11m의 소하천으로 하류부 
주거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950 - 0.950

10-05 원덕천

시점부에 내시저수지가 위치하며 이후부터 양안의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여 남하한 후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2~10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중류부 유로 

변경 구간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800 ▼0.110 1.690

10-06 조산1천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로 보호대상면적이 없으나, 대부분 
농경지를 관류하여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2~10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종점은 
유지하되, 보호대상면적이 없는 시점부 산지구간 일부 

제외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250 ▼0.050 1.200

10-07 신평천

시점부에 무명소류지와 신평농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류부부터 하류까지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는

현 하폭 2~6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하단까지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950 ▲0.045 0.995 　

10-08 금양1천

시점부에 금양저수지가 위치하고 대부분 좌안은 농경지,
우안은 산지로 하류측은 석축호안으로 정비 시행된

현 하폭 3~12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750 ▼0.079 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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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북이면 - 오월천

시점부에 오현저수지가 위치하며 이후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으며, 하류부 우안에 월봉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 하폭 
3~15m 내외의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나 
“황룡강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 당초 소하천구간을 지방하천 

조양천으로 지정요청함에 따라 금회 폐지함.

1.150 ▼1.150 - 폐지

10-09 거마천

시점부 상류측에 산지 및 일부 주거지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평거마길 도로가 좌안에 연하여 있고, 시점부터 
하류측 지방하천 개천 합류점까지 소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됨.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소하천으로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공사 및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2.200 ▲0.020 2.220 　

10-10 금양2천

시점부 상류측은 산지특성을 보이나 당초 시점부 양안에 
보호대상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류부터 석축 등 

호안정비가 시행되었으며, 홍수 피해 방지 요청이 있는 현 
하폭 4~10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850 ▼0.010 0.840 　

10-11 목란천

시점부에 목란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좌안측에 
농경지, 우안측에 산지부를 연하여 동남방향으로 유하하여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4~26m 내외의 중규모 
이상 소하천임.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2.750 ▼0.039 2.711 　

10-12 복룡천

시점부에 복룡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농경지와 
중류부 복룡마을, 백암중학교, 하류부 백양사역 등을 연하여 
유하하여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2~17m 내외의 
중규모 이상 소하천임.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조정

1.900 ▼0.056 1.844 　

10-13 덕곡천

시점부에 수명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좌안측은 산지,
우안측은 경지정되는 농경지를 관류하고 하류부 덕실마을 
등을 우회하여 지방하천 조양천에 합류하며, 현 하폭 4~16m
내외 소하천임.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조정

1.500 ▼0.012 1.488 　

10-14 덕곡1천

시점부 내동안골 농경지를 관류하여 하류측 내동마을을 
우회하여 덕곡천에 합류하며 현 하폭 3~10m 내외로 

지정기준을 만족하며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신규지정

- ▲0.850 0.850 신규

10-15 조양천

시점부에 조양저수지가 위치하고 대부분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여 지방하천 덕곡소하천 하류부에 합류하는 
현 하폭 2~7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은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800 ▼0.029 0.771 　

북하면 폐지 2개소 / 20개소 → 18개소 18.720 ▼1.283 17.437

11-01 원동천

당초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이나, 호안정비가 일부 시행된 
중·하류부에 원동마을이 위치하며 장성호에 유입하는 현 

하폭 3~10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종점은 유지하되, 보호대상면적이 없는 산지구간 일부를 

제외하여 시점부를 조정한 측량결과로 연장 조정

0.950 ▼0.065 0.885 　

11-02 용동천

시점부는 산지형태이나 상류부에 용동마을이 위치하고 이후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여 지방하천 북하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2~10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종점은 유지하되, 보호대상면적이 없는 산지구간 일부를 

제외하여 시점부를 조정한 측량결과로 연장 조정

0.700 ▼0.10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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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계 속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북하면 11-03 신성천

시점부에 신성저수지가 위치하고 하류측부터 과수원,
요양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류부 복개부 인근에 

신성마을이 인접한 현 하폭 2~8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조정

0.750 ▼0.054 0.696 　

11-04 대정천

시점부에 사방시설 및 편백힐 캠핑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상류부 이후 대정마을과 진입도로, 농경지 등을 연하고 
있는 현 하폭 3~16m 내외의 수해복구 공사 등을 진행한 

소하천으로 지속적이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2.350 - 2.350 　

11-05 명치2천

시점부는 산지형태를 띄고 있으나, 하류측으로 내려가면서 
휴양시설 및 식당,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현 하폭 5~14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600 - 0.600 　

- 장사천

하류부 농경지 및 과수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시점부터 중류부까지 산지계곡형태로 보호대상 구간이 없는 
하폭 2m 미만으로 이 구간을 제외하여 연장 조정시 소하천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금회 폐지함.

0.520 ▼0.520 - 폐지

11-06 대방천

시점부는 산지계곡 형태로 보호대상 구간이 없으나,
하류측으로 내려가면서 석축 호안설치 구간부터 양안에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는 현 하폭 8~13m 내외의 소하천으로 
당초 종점은 유지하되, 보호대상면적이 없는 산지구간 일부를 

제외하여 시점부를 조정한 측량결과로 연장 조정

0.600 ▼0.050 0.550 　

11-07 용두천

시점부에 용두2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류부에서 
하류부까지는 우안측에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는 현 하폭 

2~9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점부 마을 상류측 교량지점까지 시점을 적용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600 ▲0.034 0.634 　

11-08 명치1천

시점부 상류측은 산지특성을 보이나 양안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석축호안으로 정비하였으며, 중류부부터 명치마을을 
관류하여 지방하천 북하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2~6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550 ▼0.008 0.542 　

11-09 성암천

시점부 상류측은 산지특성을 보이나 양안 농경지가 위치하며 
중류부부터 성암마을을 관류하고 지방하천 북하천에 
합류하며 호안정비 중에 있는 현 하폭 3~8m 내외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700 ▼0.010 0.690 　

11-10 중평천

산지하천 특성으로 중·하류부로 내려가면서 농경지 및 일부 
주택 등이 위치하며, 하류측에서는 식당, 과일판매점 등이 
위치하고 지방하천 약수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5~15m 내외 
중규모 이상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600 - 1.600 　

11-11 대악천

시점 상류측에 석산개발회사가 위치하며 시점은 진입도로 
횡단교량 부근이며, 중·상류부터 농경지를 관류하며 지방하천 

대악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5~10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조정

1.000 ▲0.0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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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계 속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현 황  및  조 정 사 항
기고시
연장(㎞)

가감
(㎞)

조정후
연장(㎞)

비고

북하면 11-12 가인천

내장산 국립공원 내부에 위치한 경사가 급한 산지하천이나,
시점부터 가인마을 회관 및 각종 펜션, 식당 등이 양안에 
위치하고 중하류부터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는 현 하폭 

3~16m 내외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한 연장 적용

0.700 - 0.700 　

11-13 신촌천

당초 시점부 상류측으로 3m 내외의 제형단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보호대상 농경지가 위치하며, 당초 유로 또한 4~15m

내외 하폭으로 지방하천 대악천에 합류하고, 중·하류부 
양안에 농경지, 신촌마을 등이 형성되어 있어 지속적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종점부는 유지하되, 시점부를 상류측 
농경지 구간까지 이동하여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200 ▲0.321 1.521 　

11-14 연동천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로 당초 시점 하류측부터 보호대상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하류부에 연동마을을 관류하여 

지방하천 대악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2~8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종점부는 

유지하되, 보호대상면적이 없는 시점부를 하류측으로 
이동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550 ▼0.050 0.500 　

11-15 월성천

시점부는 산지계곡형태로 당초 시점 하류측부터 보호대상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하류부에 월성마을을 관류하여 

지방하천 대악천에 합류하는 현 하폭 2~8m 내외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종점부는 

유지하되, 보호대상면적이 없는 시점부를 하류측으로 
이동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700 ▼0.100 0.600 　

11-16 송정천

당초 시점부 상류측은 전형적인 산지하천으로 무제부 
구간이며, 이후 3~12m 내외의 호안이 부분적으로 정비된 

제형단면 형태로 농경지와 송정마을을 관류하며 장성호 공원 
조성시 장성호 합류점이 유로변경 및 복개되어 연장이 

증가함. 복개구간도 포함하여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시점이 하류측으로 조정되었으나 유로 
및 종점 변경 등에 대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500 ▲0.132 1.632 　

11-17 자장동천

내장산 국립공원 내부에 위치하며 현 하폭 3~12m 내외의 
산지계곡하천으로 지방하천 황룡강으로 유입되고,

당초 시점부 상류측에 위치한 펜션단지 및 주거지는 과거 
홍수시 고립 피해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함.
당초 종점은 유지하되, 시점부는 상류측 펜션단지측으로 

이동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1.350 ▲0.149 1.499 　

- 백양폭포천

내장산 국립공원 내부에 위치하고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형적인 산지계곡형 하천으로 경사가 급하여

양안 제내지 토지이용이 거의 없어 보호 필요성이 부족하여 
하천관리상 부적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금회 폐지함.

0.950 ▼0.950 - 폐지

11-18 궐전천

시점부에 궐전저수지가 위치하며, 여수로 구간 일부 산지 
이후 과수원, 농경지가 위치하고, 하류부에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류하여 지방하천 대악천으로 유입됨.
현 하폭 3~13m 내외의 제형단면의 소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여수로 구간을 

제외한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조정

0.850 ▼0.04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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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술한 결과 중 측량결과에 따른 변동량이 발생한 소하천 이외에 시·종점 변

경에 따라 구간 조정(증·감)된 소하천과 신규 지정 또는 폐지된 소하천에 대한 사항

을 다음 <표 2.2-9> ~ <표 2.2-19>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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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장성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04 가작천
시점 장성읍 단광리 산 139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장성읍 단광리 704-71 519 702 ▲183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가작천은 시점부에 산지와 농경지가 위치하고, 하류부에 마을이 인접하여 위치하며,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종점은 유지하되 시점은 하천정비 완료지점까지 연장조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06 부흥천
시점 장성읍 부흥리 276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장성읍 수산리 47-3 2,250 2,295 ▲45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부흥천은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시점 좌,우측 모두 농경지가 위치하고 하천 대부분 구

간이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시점은 상류쪽 교량으로 변경하고 종점은 유지하는 것이 적정

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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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07 덕산천
시점 장성읍 덕진리 881-2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장성읍 덕진리 651-1 1,450 1,568 ▲118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덕산천은 시점부에 제방이 개수되고, 상류부에는 2-3채 건물이 인접하여 위치하며,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종점을 유지하되 시점은 제방공사가 완료된 지점까지 연장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1 서동천
시점 장성읍 유탕리 84-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장성읍 유탕리 209-2 1,400 957 ▼443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서동천은 시점부에 사방댐 위치하고, 상류부에 마을이 인접하여 위치하며, 농경지를 관류하다 

종점부 유탕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

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종점부는 유탕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반영하여 약 443m정도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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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2 서동1천
시점 장성읍 유탕리 산 48-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규
종점 장성읍 유탕리 187 - 585 ▲585

시점부 상류 시점부 하류

종점부 상류 종점부 하류

검토의견

서동1천은 전구간에 걸쳐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폭이 약 3m ~7m, 총 연장

이 585m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조사된 시·종점으로 신규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3 남양천
시점 장성읍 백계리 산 49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장성읍 백계리 616-6 1,070 1,039 ▼31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남양천은 시점부에 산지와 농경지, 조림수 사업지가 위치하고, 중류부에 마을이 인접하여 위

치하며,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종점을 유지하되 시점부 상류측 산지구간 약 31m

정도는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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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0>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진원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2-01 능산천
시점 진원면 산동리 723-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삼태리 40-5 2,069 2,050 ▼19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능산천은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시점 좌, 우측 모두 농경지가 위치하고 하천 대부분 구

간이 경지완료된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종점을 유지하되 시점부 도로 상류측 약 19m는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2-02 학산천
시점 진원면 용산리 419-6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진원면 용산리 434-1 2,682 825 ▼1,857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학산천은 전구간에 걸쳐 마을 및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적 안정 도모 및 소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나 중,상류부는 하폭이 협소한 U형개거 배수로형태로 시점변경이 필요하

며, 종점부는 비교적 큰 면적이 준설되어 종점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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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0>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2-03 영신천
시점 진원면 율곡리 211-2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진원면 산정리 324-36 1,193 1,087 ▼106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영신천은 시점부에 산지와 마을이 위치하고, 전구간 마을 및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적 

안정 도모 및 소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나 상류측 도로 복개구간에서 시점부까지는 

소하천 구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2-05 율곡천
시점 진원면 율곡리 산2-55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진원면 율곡리 19-4 1,400 1,450 ▲50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율곡천은 시점부에 산지와 저수지 및 군부대 훈련시설이 위치하며, 전구간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적 안정 도모 및 소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시점은 50m 상류측에 율곡저

수지가 위치하여 시점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마을 및 저수지의 

명칭 등을 고려하여 당초 분향천에서 율곡천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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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남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3-06 내마천
시점 남면 마령리 474-6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마령리 890 1,000 1,016 ▲16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내마천은 서촌소하천에 합류 후 백운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개수가 완료되어 소하천 지

정 기준에 적합하며, 당초 시점부 상류 소하천공사 완료지점까지 연장하여 지정하는 것이 적

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3-07 신평천
시점 남면 덕성리 995-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녹진리 462-17 2,178 2,157 ▼21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신평천은 양안 제내지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덕성천(소하천)에 합류

하는 하천으로 소하천지정기준에 적합하며 당초 시점을 유지하되 종점은 금회 덕성천(소하천)

확폭계획을 반영하여 변경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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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폐지 녹진천
시점 남면 녹진리 산 104-25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녹진리 470-4 2,327 - ▼2,327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녹진천은 양안 제내지측에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농경지 배수로 기능의 수로형태로 전 

구간에 걸쳐 하폭에 2m에 미달하여 소하천을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3-08 녹진1천
시점 남면 녹진리 830-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규
종점 남면 녹진리 452-4 - 1,709 ▲1,709

시점 중류부현황

중류부현황 종점

검토의견

녹진1천은 덕성소하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제내지가 농경지 및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

로 신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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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3-09 서촌천
시점 남면 마령리 425-9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마령리 468-1 850 500 ▼350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서촌천은 쪽방등산의 남동측을 발원지로 하고 있으며, 현 시점부부터 2차선 마령로 구간까지 

산지계곡형태와 폭 2m이내 U형수로구간, 이후부터 종점부까지는 양안에 보호가 필요한 농경

지가 위치하는 바, 당초 시점부 350m 구간을 제외하여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3-10 신흥천
시점 남면 덕성리 산 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덕성리 974 1,127 1,059 ▼68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신흥천의 시점부에는 신흥마을 등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류측 종점부인 신안제 구간까

지 양안 제내지측에 보호가 필요한 농경지가 존재하는 바, 치수적 안전성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종점을 유지하되 시점은 유로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이 적정

한 것으로 판단됨.



제2장 과업범위 조정

2-41

<표 2.2-11>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3-11 검정천
시점 남면 행정리 515-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행정리 61-25 1,694 1,100 ▼594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검정천은 양안에 농경지 및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개수가 완료된 하천으로 소하천 지정 기

준에 적합하고, 시점부는 U형배수로 형태로 No.22을 시점으로(당초 시점으로부터 594m) 축소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폐지 마산천
시점 남면 분향리 1165-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분향리 1165-35 546 - ▼546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마산천 시점부인 마산제 여수토부터 종점부인 지방하천 풍영정천 합류지점까지 직강화되어 

있으며, 양안 제내지측에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농경지 배수로 기능의 수로형태로 전 구

간에 걸쳐 하폭에 2m에 미달하여 소하천을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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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3-15 회룡천
시점 남면 평산리 610-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남면 평산리 43-25 2,100 2,080 ▼20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회룡천의 시점부에는 자풍천, 신풍천이 합류하는 자풍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소하천 덕

성천에 합류하는 종점부까지 양안에 보호가 필요한 농경지가 연하고 있으며, 종점부 일부 구

간 우안측은 도로를 연하고 있는 바, 치수적 안전성 도모 및 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

므로 당초 시점을 유지하되 종점은 금회 덕성천(소하천) 확폭계획을 반영하여 변경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표 2.2-12>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동화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4-03 부산천
시점 동화면 동호리 24-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동화면 용정리 489-1 3,357 3,382 ▲25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부산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당초 상류구간이 하폭 1m의 

수로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 측구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시점을 농경지를 관류하며 

하폭 2~3m인 수로로 변경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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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4-06 두실천
시점 동화면 남산리 886-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동화면 월산리 412-3 2,500 2,424 ▼76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두실천은 당초 시점인 No.48~No.50구간은 푸른솔 골프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점을 당초 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76m까지 축소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4-12 삽치천
시점 동화면 서양리 135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동화면 동호리 517-9 1,325 1,469 ▲144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삽치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이며, 상류부 우안쪽으로 

군부대가 위치하며 시점을 약 144m정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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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4-14 월전천
시점 동화면 남산리 185-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황룡면 황룡리 334-1 1,070 643 ▼427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월전천은 제내지가 농경지 및 공장부지로 이루어진 하천이며, 시점부는 

산지하천으로 하폭이 협소한 구간과 공장 복개구간을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4-15 구림천
시점 동화면 구림리 815-1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 규
종점 동화면 구림리 721-7 - 994 ▲994

시점부 현황 중류부 현황

중류부 현황 종점부 현황

검토의견

구림천의 제내지는 전구간에 걸쳐 농경지(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도로를 

시점으로 유하하여, 하폭이 약 3~6m, 총 연장이 994m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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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삼서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5-04 생동천
시점 삼서면 보생리 산98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서면 대곡리 941-1 2,576 2,522 ▼54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생동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이며, 당초 상류부의 하폭이 

협소하며, 금회 상류부에 건물(공장)이 존재하여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5-09 어랑천
시점 삼서면 삼계리 178-8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서면 삼계리 478-11 1,980 1,775 ▼205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어랑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No.40 상류구간은 산지부로 

수로형태가 없으며 치수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점을 당초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205m로 축소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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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삼계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01 숙호천
시점 삼계면 죽림리 336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죽림리 307-2 600 500 ▼100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숙호천의 제내지는 농경지 및 가옥이 있으며 No.10 상류구간은 산지부로 

형성되어 시점을 No.10(당초 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100m)로 축소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02 청림천
시점 삼계면 죽림리 33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죽림리 308 615 744 ▲129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청림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당초 No.8+40상류구간은 

과거 마을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민이 없으므로 새로 가옥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두골로 변경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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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계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03 군장천
시점 삼계면 내계리 32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내계리 568-5 2,450 2,404 ▼46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군장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No.46 상류구간은 산지부로 

수로형태가 없어 시점을 당초 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46m로 축소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06 부성천
시점 삼계면 부성리 705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부성리 256-11 1,500 1,519 ▼19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부성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시점을 여수로 하단까지 

연장하고 치수적 안전성 도모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종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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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계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07 대우동천
시점 삼계면 발산리 산50-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발산리 10-15 1,846 2,100 ▲254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대우동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당초 No.36+46상류구간이 

2~3m의 수로가 형성되어 시점을 No.42(당초 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 약 254m)

추가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12 도동천
시점 삼계면 상도리 65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상도리 71 2,425 2,400 ▼25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도동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이며, 금회 조사 결과 기수립 

연장이 도동제의 여수로까지 연장되어 있어, 금회에 여수로 연장을 제외하였으며,

치수 안전성 도모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종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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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계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14 월곡천
시점 삼계면 발산리 377-2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수옥리 1015-23 729 684 ▼45
중류부현황 당초 시점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월곡천은 제내지가 농경지와 가옥으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평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2012.3), 전라남도』 보고서를 확인결과 월곡천 좌안 

종점부를 평림천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월곡천 종점부(75m)가 감소되어 종점부를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15 내계천
시점 삼계면 내계리 19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내계리 541-19 1,938 1,943 ▲5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내계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시점을 5m 상류에 있는 

교량으로 변경하고, 치수적 안전성 도모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종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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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계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16 대동천
시점 삼계면 화산리 5-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화산리 15-7 950 957 ▲7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대동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시점을 7m 상류에 있는 

교량으로 변경하고, 치수적 안전성 도모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종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19 이암천
시점 삼계면 덕산리 529-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덕산리 623-3 1,076 1,144 ▲68
중류부현황 당초시점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이암천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통과하며 평림천(지방)으로 합류되는 하천으로 

당초 종점부 No.0+00구간에서 평림천의 합류부인 하류 약 68m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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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계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20 추동천
시점 삼계면 수산리 503-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삼계면 수산리 745-5 800 600 ▼200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추동천은 제내지가 농경지 및 군사시설이 있는 하천으로 No.12 상류구간은 

군사시설이 있어 시점을 No.12(당초 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200m)로 축소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21 모실골천
시점 삼계면 내계리 산47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 규
종점 삼계면 내계리 626-5 -　 810 ▲810

시점부 현황 중류부 현황

중류부 현황 종점부 현황

검토의견

모실골천은 전구간이 농경지(논,밭)로 상류 비닐하우스를 시점으로 유하하여,

하폭이 약 3~4m, 총 연장이 810m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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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계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22 사창천
시점 삼계면 사창리 172-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 규
종점 삼계면 사창리 375-9 -　 1,737 ▲1,737

시점부 현황 중류부 현황

중류부 현황 종점부 현황

검토의견

사창천은 전구간이 경지정리된 농경지(논,밭)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무 아파트를 

시점으로 유하하여, 하폭이 약 9~10m, 총 연장이 1,737m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6-23 수옥천
시점 삼계면 수옥리 38-9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 규
종점 삼계면 능성리 730-15 -　 1,523 ▲1,523

시점부 현황 중류부 현황

중류부 현황 종점부 현황

검토의견

수옥천의 제내지는 전구간에 걸쳐 농경지(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도로를 

시점으로 유하하여, 하폭이 약 2~10m, 총 연장이 1,523m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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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계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폐지 조산천
시점 삼계면 덕산리 215 기수립 변경(안) 증 감

폐 지
종점 삼계면 덕산리 195 500 - ▼500

당초 시점 중류부 현황

중류부 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조산천은 중·하류부 구간은 상수도 보호구간이고 상류부는 산지계곡형 하천으로 

현재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제내지에 보호해야할 시설물이 없고 하폭이 협소하여 

소하천기준 미달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조사됨.

<표 2.2-15>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황룡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7-01 더굴암천
시점 황룡면 월평리 41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황룡면 와룡리 525-1 2,900 2,900 -
당초 시점 중류부 현황

당초 종점 신규 종점

검토의견

 더굴암천은 당초 종점부가 지방하천 황룡강 장진보에서 유입하는 용수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앞으로 유하하여 황룡강으로 배출되는 수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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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7-04 장산천
시점 황룡면 장산리 603-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황룡면 신호리 60-26 2,950 2,649 ▼301
중류부현황 당초 시점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장산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이며 하류부에 빈번하게 하천이 

월류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종점부 하천노선을 변경하여 보다 

하천의 흐름을 원할히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7-05 맥동천
시점 황룡면 맥호리 216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황룡면 맥호리 125-4 1,088 1,093 ▲5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맥동천은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으로 시점을 5m 상류에 있는 

교량으로 변경하고, 치수적 안전성 도모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종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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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7-06 와룡천
시점 황룡면 와룡리 산60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황룡면 옥정리 635-1 1,316 1,938 ▲622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와룡천은 당초 시점은 와룡제 여수토로 저수지 상류부에 위치한 주거지역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지정․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시점을 상류구간 마을 

위쪽까지(당초 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 약 622m)로 연장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7-07 아곡천
시점 황룡면 아곡리 280-2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황룡면 아곡리 35-7 2,100 2,094 ▼6
중류부현황 당초 시점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아곡천은 제내지가 주택 및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이며 금회 실시설계로 

인하여 종점이 변경되었으며, 치수적 안전성 도모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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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7-09 옥정천
시점 황룡면 옥정리 402-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 규
종점 황룡면 옥정리 664-1 - 1,455 ▲1,455

시점부 현황 중류부 현황

중류부 현황 종점부 현황

검토의견

 옥정천은 옥정약수휴양림을 시점으로 옥정2리를 관류하여 황룡강으로 유하하는 

하천으로 하천폭이 약 2~10m 이상이며, 길이 1,455m로써 소하천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7-10 가실천
시점 황룡면 금호리145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 규
종점 황룡면 금호리180-13 - 840 ▲840

시점부 현황 중류부 현황

중류부 현황 종점부 현황

검토의견

 가실천의 제내지는 농경지(논,밭)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진입 

콘크리트도로를 시점으로 유하하여, 하폭이 약 2~5m, 총 연장이 840m로 

소하천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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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계 속

<표 2.2-16>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서삼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8-05 모암천
시점 서삼면 모암리 산24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서삼면 모암리 371 1,190 1,280 ▲90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모암천은 중·하류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이며, 중류부에 저수지를 관통하는 

하천임. 중류부 저수지의 제반사항을 반영하는 개수계획이 필요하고, 상류부의 치수적 안전성 

도모 및 하천관리를 위해 기 개수된 시점부에 90m 연장조정이 필요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7-11 필암천
시점 황룡면 필암리 320-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규
종점 장성읍 기산리 528-1 - 1,500 ▲1,500

시점부 현황 중류부 현황

중류부 현황 종점부 현황

검토의견

필암천은 시점부 상류로 주거지 및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류부 농경지를 관류하여 지

방하천인 취암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치수 안정 도모 및 하천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신규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

로 조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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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북일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9-02 오산천
시점 북일면 오산리 669-7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북일면 오산리 개천 1,800 2,275 ▲475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오산천은 상류·중류부 대부분이 농경지와 산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임. 상류부의 치수적 안전

성 도모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현 시점부를 상류부 용암저수지 여수로 하단까지 약 370m 연

장조정이 필요함.

<표 2.2-17>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9-07 지장천
시점 북일면 성덕리 408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5년)종점 북일면 문암리 348-3 1,550 600 ▼950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지장천은 대부분이 농경지와 산지로 이루어진 전원하천임. 기수립 종점부 검토 결과, 지방하

천 문암천과 하천구역 중복으로 기존 종점부부터 광암저수지 유입 전 약 900m구간의 연장조

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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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8>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북이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0-05 원덕천
시점 북이면 원덕리 538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이면 사거리 563-56 1,800 1,690 ▼110
당초 시점 당초 중류부현황

변경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원덕천은 전 구간 경지정리 완료된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시·종점을 유지하되 중류부에 기존 

유로를 신설유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0-06 조산1천
시점 북이면 사거리 298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이면 원덕리 1099-108 1,250 1,200 ▼50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조산1천은 종점부가 지방하천 개천에 합류하며 제내지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소하천 지

정기준에 적합하고,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종점을 유지하

되 시점부 상류측 산지계곡하천 구간을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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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8>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폐지 오월천
시점 북이면 오월리 산 35-4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이면 오월리 317-2 1,150 - ▼1,150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오월천은 시점부에 오현저수지가 위치하며,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고 하류부에 마을이 인접하

여 위치하므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나, 종점이 지방하천 조양천의 시점으로 한 개의 유

로는 가능한 한 개의 하천으로 지정,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지방하천 조양천 구간으로 지정하고 

금회 소하천에서 제외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0-14 덕곡1천
시점 북이면 조양리 76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신규
종점 북이면 조양리 693 - 850 ▲850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종점

검토의견

덕곡1천은 전 구간에 걸쳐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폭이 약 3m ~10m, 총 연

장이 850m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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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구간조정 소하천 현황(북하면)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01 원동천
시점 북하면 덕재리 산8-2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덕재리 197 950 885 ▼65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원동천은 중·하류부에 원동마을과 장성호가 인접하여 위치하며,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

적 안정 도모 및 소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나, 시점부의 경우 산지로 구성된 계곡하천

으로 하류측으로 65m 정도 이동하여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02 용동천
시점 북하면 성암리 1264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성암리 1165-21 700 600 ▼100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용동천은 상류측부터 마을이 인접하여 위치하며,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어 치수적 안정 도모 

및 소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나, 시점부의 경우 산지로 구성된 계곡하천으로 하류측으

로 100m 정도 이동하여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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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폐지 장사천
시점 북하면 대악리 590-9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대악리 600 520 - ▼520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장사천은 시점부에 산지부가 위치하고, 하류부에 마을 및 농경지,과수원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상류측 하폭이 매우 협소하여 연장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소하천 폐지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06 대방천
시점 북하면 대악리 1012-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대악리 540-5 600 550 ▼50
당초 시점 변경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대방천의 시점부는 전형적인 계곡하천으로 보호해야 하는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No.12에서 No.11 지점으로 하류방향 약50m 이동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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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07 용두천
시점 북하면 용두리 53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용두리 153-3 600 634 ▲34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용두천은 시점부에 마을이 위치하여 치수적 안정 도모 및 소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

므로 당초 종점을 유지하되 시점은 약 34m 상류측 교량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

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13 신촌천
시점 북하면 단전리 5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단전리 330-5 1,200 1,521 ▲321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신촌천 시점부는 일부구간에 석축 형태의 호안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안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당초 시점인 No.24지점에서 상류지점으로 약 321m 이동하여 지점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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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14 연동천
시점 북하면 월성리 473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월성리 291-5 550 500 ▼50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연동천은 시점부에 산지로 구성된 계곡하천으로 시점부를 당초 No.11 에서 하류측으로 50m

정도 이동하여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15 월성천
시점 북하면 월성리 874-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월성리 286-11 700 600 ▼100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월성천은 대악천(지방하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시점부에 전형적인 산지계곡하천으로 양안

에 보호할 농경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당초 No.14에서 No.12지점으로 약100m 하류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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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16 송정천
시점 북하면 쌍웅리 789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쌍웅리 423-6 1,500 1,632 ▲321
당초 시점 변경 시점

당초 종점 변경 종점

검토의견

송정천은 시점부에 산지 및 농경지를 관류하고 있으며 하류측에 마을과 장성호 관광지가 위

치하여 치수적 안정 도모 및 소하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된 시·종점을 유지하

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11-17 자장동천
시점 북하면 신성리 521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신성리 315-7 1,350 1,499 ▲149
당초 시점 변경 시점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자장동천의 상류측은 전형적인 산지계곡형 하천으로 경사가 급한편으로, 상류측에 마을이 위치

하고 범람이력이 있는 바, 치수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당초 종점을 유지하되 시점은 약 149m

연장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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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계 속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주소 하천연장(m) 비고

폐지 백양폭포천
시점 북하면 중평리 산 38 기수립 변경(안) 증 감 기수립

(2003년)종점 북하면 약수리 38-1 950 - ▼950
당초 시점 중류부현황

중류부현황 당초 종점

검토의견
백양폭포천은 전형적인 산지계곡형 하천으로 경사가 급하며 토지이용이 거의 없으므로 금회 

소하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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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소하천명 조정

소하천명은 일반적으로 과거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로 혼

용되거나 중복된 명칭이 존재하므로 일부 소하천에 대한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

며, 장성군 소하천 중에서도 소하천이 관류하는 마을 명칭과 상이하게 지정된 소하천

(진원면 분향천, 남면 자풍천과 풍산천) 명칭을 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정하였으며, 그

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2.2-20>과 같다.

<표 2.2-20> 명칭변경 소하천 현황

당초 명칭 및 주변현황 변경 후 명칭

검토의견

진원면 율곡리 일원에 위치한 분향천은 당초 지정된 소하천의 명칭이 인근에 위치한 마을의 

명칭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분향”이라는 유래가 별도로 없는 바, 관리청과의 협의, 주민의

견 청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율곡천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당초 명칭 및 주변현황 변경 후 명칭

검토의견

장성군 남면 덕성리 일원에 위치한 자풍천 및 풍산천은 당초 지정된 소하천의 명칭이 인근에 

위치한 마을의 명칭과 서로 상이(당초 자풍천 상류에 풍산마을 위치, 당초 풍산천 상류에 자

풍마을이 위치)한 바, 관리청과의 협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종합하여 2개의 소하천명칭

을 서로 맞바꾸어 향후 소하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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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소하천 유역면적 조정

유역면적(catchment area, A(㎢))은 지형적인 분수계로 둘러싸이는 지역의 평면 면

적을 의미하며, 수치지도를 사용하거나 지형도상에서 구적기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집수면적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유역면적은 대부분 종합계획 수립당시 수집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하천의 유역이라 할지라도 유역계 산정시 

활용한 수치지형도 생성시기, 그에 따른 변동량, 유역경계를 판단하는 설계자의 주관

에 따라 미미한 차이가 발생하며, 해당유역 내 지역개발이나, 실제 배수체계 반영 등 

최근 변화된 지형적 여건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본 과업에서의 유역면적 산정은 과업 수행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입(2015년 초)

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나, 다음 <표 2.2-21>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술한 수치지형도의 차이 등을 제외하고 기수립 종합계획상 유

역면적과의 변동량이 현저한 경우(0.3㎢ 이상의 차이) 또는 유역 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사유 등을 분석하여 <표 2.2-2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2-21> 각 소하천별 유역면적 산정 결과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유역면적(㎢)
유역면적 차이 발생 원인

기수립

년도① 기수립 ② 금회 차이 (②-①)

장성읍 1-01 구산천 1.57 1.81 0.24 하류부 배수체계 반영 2005
1-02 야은천 1.98 2.30 0.32 하류부 배수체계 반영 2005
1-03 오동천 2.55 2.88 0.33 하류부 배수체계 반영 2005
1-04 가작천 0.46 0.64 0.18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1-05 안평천 1.79 1.57 -0.2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1-06 부흥천 2.45 2.47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1-07 덕산천 1.66 1.83 0.1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1-08 우지천 2.11 2.12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1-09 배실천 1.04 1.05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1-10 구암천 1.18 1.12 -0.06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1-11 서동천 6.82 6.84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1-12 서동1천 - 0.34 - - 신규

1-13 남양천 0.83 0.88 0.05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진원면 2-01 능산천 1.49 1.37 -0.1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2-02 학산천 1.11 1.18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2-03 영신천 0.53 0.90 0.3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2-04 상림천 0.57 0.55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2-05 율곡천 1.41 1.22 -0.19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2-06 광안천 1.01 1.02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2-07 석문천 0.75 0.78 0.03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남면 3-01 평산천 6.51 6.78 0.27 하류부 배수체계 반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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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계 속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유역면적(㎢)
유역면적 차이 발생 원인

기수립

년도① 기수립 ② 금회 차이 (②-①)

남면 3-02 풍산천 0.65 0.58 -0.07 기수립 자풍천,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03 죽분천 0.78 0.82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04 외마천 1.68 1.73 0.05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05 마흥천 0.76 0.77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06 내마천 1.00 1.00 - - 2005
3-07 신평천 0.60 0.58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08 녹진1천 - 0.45 - - 신규

3-09 서촌천 1.30 1.30 - - 2005
3-10 신흥천 0.56 0.60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11 검정천 0.77 0.82 0.05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12 자풍천 0.88 0.79 -0.09 기수립 풍산천,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13 신아천 0.83 1.14 0.3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14 덕성천 6.20 6.09 -0.1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3-15 회룡천 2.24 2.17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동화면 4-01 삼룡천　 1.06 1.12 0.06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02 신덕천　 0.47 0.43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03 부산천　 2.64 2.61 -0.03 시점부 구간조정 2005

4-04 환교천　 3.04 3.11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05 연산천　 6.62 6.76 0.1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06 두실천　 2.29 2.06 -0.23 골프장 입지로 인한 지형변화 2005

4-07 송계천　 3.95 3.85 -0.10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08 기동천　 0.69 0.65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09 축내천　 0.57 0.47 -0.10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10 구남촌천　 0.77 0.67 -0.10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11 동계천　 0.45 0.38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12 삽치천　 1.89 1.85 -0.04 상류부 유로변경 2005

4-13 초지천　 1.06 1.02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4-14 월전천　 0.63 1.11 0.48 시점부 구간조정 2005

4-15 구림천　 - 1.11 - - 신규

삼서면 5-01 학산천　 0.37 0.34 -0.03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5-02 마령천　 2.41 2.43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5-03 관음천　 1.12 0.78 -0.34 배수체계 변경 2005

5-04 생동천　 1.75 1.85 0.10 시점부 구간조정 2005

5-05 이문천　 0.73 0.74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5-06 가산천　 0.61 0.62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5-07 랑월천　 0.71 0.73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5-08 화산천　 0.52 0.65 0.13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5-09 어랑천　 1.67 1.70 0.03 시점부 구간조정 2005

5-10 송곡천　 0.96 0.91 -0.05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5-11 죽산천　 2.03 1.66 -0.37 수치지도 차이 및 배수체계 반영 2005

삼계면 6-01 숙호천　 0.89 0.84 -0.05 시점부 구간조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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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계 속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유역면적(㎢)
유역면적 차이 발생 원인

기수립

년도① 기수립 ② 금회 차이 (②-①)

삼계면 6-02 청림천　 1.55 1.73 0.18 시점부 구간조정 2005
6-03 군장천　 1.03 1.02 -0.01 시점부 구간조정 2005
6-04 만화천　 0.56 0.75 0.19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6-05 자초천　 0.54 0.50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6-06 부성천　 3.42 3.37 -0.05 시점부 구간조정 2005
6-07 대우동천　 1.01 1.00 -0.01 시점부 구간조정 2005
6-08 천방천　 0.43 0.43 - - 2005
6-09 수각천　 1.32 1.73 0.41 배수체계 반영 2005
6-10 남계천　 1.63 1.76 0.13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6-11 화산천　 2.29 2.45 0.16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6-12 도동천　 1.36 1.16 -0.20 시점부 구간조정 2005
6-13 한사동천　 0.79 0.84 0.05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6-14 월곡천　 0.96 1.07 0.11 종점부 구간조정 2005
6-15 내계천　 2.09 2.12 0.03 시점부 구간조정 2005
6-16 대동천　 0.21 0.47 0.26 시점부 구간조정 2005
6-17 성산천　 0.85 0.78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6-18 봉정천　 0.51 0.58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6-19 이암천　 1.52 2.28 0.76 종점부 구간변경 2005
6-20 추동천　 2.75 2.59 -0.16 시점부 구간변경 2005
6-21 모실골천 - 0.52 - - 신규

6-22 사창천 - 0.92 - - 신규

6-23 수옥천 - 1.57 - - 신규

황룡면 7-01 더굴암천　 2.03 2.25 0.2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7-02 황룡천　 0.42 1.28 0.86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7-03 와곡천　 1.16 1.10 -0.06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7-04 장산천　 1.71 1.83 0.12 하류부 유로변경 2005
7-05 맥동천　 0.29 0.35 0.06 시점부 구간변경 2005
7-06 와룡천　 3.22 3.21 -0.01 시점부 구간변경 2005
7-07 아곡천　 1.38 1.70 0.32 실시설계로 인한 구간변경 2005
7-08 금호천　 0.91 1.05 0.1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7-09 옥정천　 - 1.65 - - 신규

7-10 가실천　 - 0.76 - - 신규

7-11 필암천　 - 1.21 - - 신규

서삼면 8-01 태암천 1.27 1.64 0.37 복합물류단지로 인한 유역계 변화 2005
8-02 대곡천 2.38 2.36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8-03 용전천 3.96 4.07 0.11 장성군 물류단지 유역포함 2005
8-04 금계천 1.85 1.78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8-05 모암천 1.26 1.30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8-06 공평천 0.75 0.74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8-07 장산천 0.67 0.67 - - 2005
8-08 임곡천 0.90 0.88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8-09 초곡천 0.94 0.97 0.03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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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계 속

구분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유역면적(㎢)
유역면적 차이 발생 원인

기수립

년도① 기수립 ② 금회 차이 (②-①)

북일면 9-01 금곡천 3.09 3.54 0.45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
9-02 오산천 2.66 2.51 -0.15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9-03 매남천 0.65 0.65 - - 2005
9-04 성산천 1.73 1.79 0.06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9-05 성덕천 0.89 0.91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9-06 유태천 1.47 1.92 0.45 하구부 배수체계 변화 차이 2003
9-07 지장천 1.91 2.12 0.21 성진원천 합류로 인한 유역증가 2003
9-08 성진원천 0.89 0.89 - - 2005
9-09 용암천 2.41 2.48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북이면 10-01 동산천 2.52 2.70 0.18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02 궁동천 1.70 1.69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03 조산2천 1.29 1.28 -0.01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04 죽청천 0.92 0.92 - - 2003
10-05 원덕천 1.61 1.48 -0.13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06 조산1천 0.93 0.60 -0.33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07 신평천 0.83 0.87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08 금양1천 1.47 1.54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09 거마천 3.33 2.98 -0.35 하류부 배수체계 반영 2003
10-10 금양2천 0.71 0.88 0.1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11 목란천 6.78 6.81 0.03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2003
10-12 복룡천 2.11 2.55 0.4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13 덕곡천 3.67 3.29 -0.38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0-14 덕곡1천 - 0.87 - - 신규

10-15 조양천 0.59 0.88 0.29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2003
북하면 11-01 원동천 1.48 1.50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02 용동천 1.12 1.03 -0.09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03 신성천 1.05 1.12 0.07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5/2003
11-04 대정천 2.92 2.94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05 명치2천 1.43 1.38 -0.05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06 대방천 1.04 1.12 0.08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07 용두천 2.00 1.06 -0.94 기수립 유역면적 산정 오류 2003
11-08 명치1천 0.86 1.06 0.20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09 성암천 0.61 0.83 0.2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0 중평천 2.86 2.54 -0.3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1 대악천 2.31 2.35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2 가인천 1.73 1.73 -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3 신촌천 3.88 3.90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4 연동천 0.48 0.50 0.02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5 월성천 0.93 0.97 0.04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6 송정천 1.82 1.54 -0.28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7 자장동천 2.50 2.50 - 수치지도, 산지부 경계 차이 2003
11-18 궐전천 0.79 2.03 1.24 기수립 유역면적 산정 오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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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주요 유역면적 조정 소하천 및 사유

1-01 구산천
구산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구산천 유역면적 중 하류부 배수체계 현장 조사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57㎢→ 1.81㎢)

1-02 야은천
야은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야은천 유역면적 중 하류부 배수체계 현장 조사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98㎢→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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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계 속

1-03 오동천
오동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오동천 유역면적 중 하류부 배수체계 현장 조사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2.55㎢→ 2.88㎢)

1-05 안평천
안평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안평천 유역면적 중 상류측 산지부 경계설정 오류로 인한 금회 유역

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7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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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계 속

2-03 영신천
영신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영신천 유역면적 중 도상검토 및 배수체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0.54㎢→ 0.90㎢)

2-05 율곡천
율곡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율곡천 유역면적 중 도상검토 및 배수체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41㎢→ 1.22㎢)



제2장 과업범위 조정

2-75

<표 2.2-22> 계 속

3-01 평산천
평산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평산천 유역면적 중 하류부 배수체계 현장 조사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6.51㎢→ 6.78㎢)

3-13 신아천
신아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신아천 유역면적 중 상류측 우안 산지부 경계설정 오류로 인한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0.83㎢→ 1.14㎢)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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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계 속

4-06 두실천
두실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두실천 유역면적 중 상류부 골프장 입지로 인한 배수체계 변경에

따른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2.29㎢ → 2.06㎢)

4-14 월전천
월전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월전천 유역면적 중 일부 배수체계 변경과 금회 과업구간 변경에

따른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0.63㎢ → 1.11㎢)



제2장 과업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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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계 속

5-03 관음천
관음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관음천 유역면적 중 상류부 배수체계 변경에 의한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12㎢ → 0.76㎢)

5-11 죽산천
죽산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죽산천 유역면적 중 수치지도 변경과 산지부경계 차이로 인한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2.03㎢ → 1.66㎢)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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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계 속

6-09 수각천
수각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수각천 유역면적 중 하류부 좌안 배수체계 변경에 따른 금회 유역

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32㎢ → 1.73㎢)

6-19 이암천
이암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이암천 유역면적 중 금회 하류부 과업구간 연장에 따른 배수체계

변경으로 금회 산정한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52㎢ → 2.28㎢)



제2장 과업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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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황룡천
황룡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황룡천 유역면적 중 상류부 배수체계 변경에 따른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0.42㎢ → 1.28㎢)

7-07 아곡천
아곡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아곡천 유역면적 중 실시설계로 인한 하류부 과업구간 변경으로 인한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38㎢ → 1.70㎢)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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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태암천

태암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유역면적 중 배수체계 조사 결과에 따라 장성물류센터 신설에 따른 

배수체계 변경으로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27㎢ → 1.64㎢)

9-06 유태천

유태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유역면적 중 배수체계 조사 결과에 따라 저수지 하구부에 도로신설로

인하여 배수체계 변경으로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47㎢ → 1.92㎢)



제2장 과업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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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계 속

9-07 지장천

지장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유역면적 중 배수체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하천(문암천) 중복구간 및

성진원천(소하천) 합류점을 포함한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1.91㎢ → 2.12㎢)

10-06 조산1천
조산1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율곡천 유역면적 중 도상검토 및 배수체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0.93㎢→ 0.60㎢)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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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거마천
거마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거마천 유역면적 중 도상검토 및 배수체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3.33㎢→ 2.98㎢)

10-12 복룡천
복룡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복룡천 유역면적 중 도상검토 및 배수체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2.11㎢→ 2.55㎢)



제2장 과업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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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덕곡천
덕곡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덕곡천 유역면적 중 도상검토 및 배수체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3.67㎢→ 3.29㎢)

11-07 용두천
용두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용두천의 유역면적(2.00㎢)은 실제 본류 소하천인 궐전천의 유역면적으로 

본류와 지류의 유역면적을 반대로 산정한 기수립 결과를 수정(2.00㎢→ 1.06㎢)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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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중평천
중평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중평천 유역면적 중 도상검토 및 배수체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금회 유역면적과 상이한 결과 발생 (2.86㎢→ 2.54㎢)

11-18 궐전천
궐전천 유역면적 비교

검토의견
기수립 종합계획상 궐전천의 유역면적(0.79㎢)은 실제 궐전천의 소유역 면적으로 본류와 지류

의 유역면적을 반대로 산정한 기수립 결과를 수정(0.79㎢→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