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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와 수표교의 복원과 통수량(홍수) 검토

1, 통수단면 검토

 그림 1은 광교의 원위치 복원을 가정할 때 나타나는 하천과 도로의 모습이다.  광

교가 설치된 곳은 하폭 12m, 제방 높이 3.8m 정도 되는 좁은 하천이다. 이 하천에 

200빈도의 홍수 Q = 136m3/s 가 흘러가면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의 수해 방지 차원에서 최대의 관심거리이다. 이 하천의 여유고(홍수 수면

과 제방마루의 간격)는 0.6m이며 교량의 형하고(0.6m, 교량하부구조와 홍수 수면

의 간격)를 감안하여 제방마루에서 약 1.5m 아래까지 홍수 때 수면이 올라오는 것

을 가정하여 복원 전 현재의 하천 단면(그림 2, 상)과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안

(그림 2의 하)에 대한 통수능을 계산하면 표 1과 같다. 

 

 광교의 경우 현재 하상과 하폭을 그대로 두고 복원할 경우 통수 가능한 최소한의  

유량은 59.9 m3/s 이며, 최대 유하량은 140m3/s 으로서 시공을 잘 하게 되면 현재

의 단면을 확장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좀더 안전한 홍수유통

을 위하여서는 하천 우측에 현재 하상고에서 평으로 13.5m의 하폭을 확보해 주게 

되면 충분한 하천단면이 확보되며, 이때 흐를 수 있는 홍수는 최소 138.5m3/s 최대 

225.2m3/s이므로 설계홍수가 136m3/s이보 어떤 경우라도 크므로 하천폭이 사실상 

충분한 셈이다.

 수표교의 경우도 역시 도로에서 1.2m 아래까지 홍수위가 올라온다고 가정하고 이

때 흐를 수 있는 유량이 얼마인지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수표교를 복원하였을 때 

좁은 교각사이로 흐르는 물은 교각의 저항 때문에 유속이  떨어지게 되어 통수량이 

최소 91.8m3/s, 최대 160.7m3/s으로 계산된다. 이 것은 200년 비도의 설계홍수 

217m3/s 보다 작으므로 200년 빈도이상의 홍수가 발생되면 수표교를 월유 할 가

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수표교 양안에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ox(5x6m)를 1개씩 설치하게 되면 충분한 통수단면이 확보되며, 이 Box도 역시 

도로 밑에 설치하여 주변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표 1 : 광교의 단면(그림 2)에 200년 비도 홍수시 안전한 통수량

 통수면적[m2] 유속[m/s]
가능한  통수량[m3/s]

설계홍수[m3/s]
 최소  최대 평균

복원전 하천단면 3x8.64=25.91 2.3 ∼ 5.4 59.6 ∼ 140.0

181.9 > 136추 가 단 면 2.54x13.5=34.3 2.3 ∼ 5.4 78.9 ∼ 185.2

합계 138.5∼ 225.2

 통수면적[m2] 유속[m/s]
가능한  통수량[m3/s]

설계홍수[m3/s]
 최소  최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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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교의 평면 배치도와 통수단면

·

표 2 : 광교의 단면(그림 2)에 200년 비도 홍수시 안전한 통수량

복원전 하천단면 9x5.1=45.9 2.0 ∼ 3.5  91.8 ∼ 160.7 

358.9 > 217추가단면 양안 Box 2x4.4x6=52.8 2.6 ∼ 6.4 137.3 ∼ 337.9 

합계 219.1 ∼ 498.6 

그림 2 광교가 위치한 현재 하천단면(상), 서울시의 복원안(중), 시민위원회의 제안(하)

통수면적 확장 부지

그림 5 시민위원회의 광교복원과 배치도,  보신각 소공원과 광교의 보행자 녹색 띠 조성(안)

광교
하류교

광교
상류교

보식각 공원과 수표교 
녹색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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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표교 평면 배치도와 통수단면

그림 3 수표교 배치도(안, 서울시)

그림 4 수표교 위치의 현 하천단면(상), 서울 시청의 복원안(중), 시민위원회 복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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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청계천에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처하는 하천을 설계하여 시공하여도 자연

의 큰 재해를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연

구하고 준비를 잘하게 도면 그 자연 재해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는 있을 것

이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그 곳에 조상들은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 모습이 숨어있다. 이러한 역사와 지혜의 현장이 콘크리트로 묻혀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값진 노력으로 이 하천의 복원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기

술적으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하지 말고 가만히 우리나라의 주변을 살펴

보면 그 해법이 제시 될 것이다. 북에서는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독도가 자기들의 ”것“으로 주

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1996년 8월 중국역사과학자들이 서울에 

와서 측우기가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것”이 어디 있는지 묻

고 싶다.  이런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을 우리의 “자존심“을 모아 

보존하고 기록하고 발굴하여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해나가는 작업을 소홀

이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석축, 광교, 수표교 등을 복원함에 있어서 기술

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할 수 있다.  측우기, 수표, 수

표교 등은 자연 현상인 물의 순환을 우리가 서양인들 보다 220년 앞서 연구

한 그 곳이 바로 청계천이지 않은가? 이러한 민족의 자랑이요 뿌리를 단장

하는 작업에 작은 지식을 뛰어 넘어 애정을 갖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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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교 교각의 허용 하중

1. 수표교의 전체 하중

수표교는 화강암으로 구성된 기초석 위에 2단 돌기둥위에 단순 종단보가 걸

쳐있고 그 위에 횡단보가 얹혀있다.  이들 횡단 보에 종단 판석이 깔려 그 

위에 보행할 수 있도록  조선시대 설치된 교량이다. 이러한 단순한 구조의 

다리가 600여년을 지탱하여 현존하는 것은 당시의 교량기술을 되새길 수 있

는 귀중한 자료이다. 홍수흐름의 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교각의 마름모 방향

이 유체흐름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수표교를 원위치로 이설함에 있어서 교각의 압축강도를 검토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므로 아래에 교각의 허용하중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교량 규격과  하중:

교량 폭 7.6m, 

교량 길이 26.1+2.0 = 28.1m ,

두께 = 2m (그림 1의 단면, 붉은 선으로 표시된 곳이 돌로 가득 찬 것으로 

가정, 수평난간 0.873m + 멍에석 0.594 +기틀석 0.53)

화강암 밀도  = 2700kg/m3

그림 1의 적색 부분이 완전히 석재로 채워진 상태를 가정하여 수표교의 교

각을 포함한 전체 하중 P 를 추정할 경우;

그림 10 그림 10 수표교 평면, 종단, 힁단도(수표교 실조사 및 안전진단 자료, 2004.2,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8-9쪽), 도로 밑의 홍수 배수로, 정동양 모델(원형을 복원할 경우 좁은 교각

은 홍수유통 지장을 주게 되므로 청계천 양안의 도로 밑에 6mx5m의 Box로 배수할 수 있다. 청

계천의 중하류는 대부분 이와 같은 구조이다.

2 .

도로 밑의

6mx5m

홍수 배수로

도로 밑의

6mx5m

홍수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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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6 x 28.1 x 2.0 x 2700 = 1,153,224kg >> 약 1150 ton

2. 교각별 응력 p

각 교각이 지탱하여야할 하중은 전체 하중에 50개의 교각수를 나눈 값으로

서

(단독 교각 45개 와 양안 교대를 교각 5개로 환산) 아래와 같다.

p = 1153224/50 = 23064kg >> 하부 교각 한 개가 지탱하여야할 하중

3. 수표교 하부교각의 허용 응력

수표교 실측조사 및 안전진단 자료, 2004.2,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23쪽의 표 -2에 의하면 불량한 하부 교각이 몇 개 된다.

그러나 이 교각들의 외형 치수는 최소가 가로x세로 = 80 x 80cm 인데  필

자의 관찰에 의하면 표면이 부식된 것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교각의 지난 

600년 동안의 부식 깊이를 5-10cm 로 가정하여도 실제 하중을 지탱할 단

단한 교각의 단면은 최소한 가로x세로 = 60cm x 60cm는 족히 남는다.

따라서 제일 상태가 나쁜 하부 교각의 힘을 지탱할 수 있는  단면은;

 A =  60 cm x 60cm = 3600 cm2 이다.

제일 나쁜 하부교각 하나가 지탱 가능한 하중을 위 안전진단 보고서 20쪽의 

추정 일축압축강도는 나쁜 것이 100kg/cm2 에서 좋은 상태는 700kg/cm2이

다.  그중 가장 나쁜 허용 하중인 100kg/cm2 를 가정할 경우라도

수용 가능한 가장 최소한의 응력 = 3600cm2 x100kg/cm2 = 360000kg  이

다.

앞에서 예상한 교각별 평균 하중을 23064kg으로 볼 때 수용 가능한 응력은 

최소 360000kg 이므로 이 것은 현존 하중의 15배가 넘는다. 아무리 나쁜 

하부교각이라도 그 위에 현재보다 15배의 하중이 적재하여도 지탱이 가능하

다. 그러나 현재 부식 된 표면의 5-10cm 깊에 들어가면 그 강도는 

600-700kg/cm2 되므로 수표교 위에 그와 같은 교량 90개를 이상의 하중을 

얹어도 하부교각은 지탱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4. 결론

 정상적으로 볼 때 현재의 수표교는 그 형체가 과거의 이설 작업에서 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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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파손 되었거나 금간 것이 있으며 교체하여 복원하게 되면 앞으로 이 

교각은 천년을 지탱하고도 남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 건설된 진도 남밖다리

(1440)는 자연석을 쌓아 만든 아치교인데 그 최하단의 받힘 석의 지지 단면

은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옆의 교량은 라인-마인-도나우 운하 위

에 건설된 최신 교량인데 하중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의 받힘 면적 역시 매

우 작다. 이들의 유사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힘이 많이 모이는 곳의 

단면 축소가 구조의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그 강도가 관건이다. 

수표교의 하단 교각은 화강암으로서 옮길 때 주의하며 그대로 본 위치에 설

치하게 되면 앞으로 1000년 가도 그 위의 교량부재를 지탱하고도 남게 될 

것이다.

교량 구조 참고 설명

                        수표교 교각      

                       상하교각 부식 

                     

그림 11 조선시대 축조된 진도의 남밖다리 그림 12 라인-마인-도나우 운하 위에 건

설된 최신형 콘크리트 교량 

교량 하중의 집결 점의 단면은 크지 

않아도 그 강도만 있으면 문제없음

������
������

교각의 부식

���
���
���

80cm 30cm
단단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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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교 하부교각 80cm가 부식하여 30cm 만 남아있어도 수표교의 현재 하

중을 작게는  5배 크게는 30배를 더 지탱하게 될 것이다

  V = kst R
2/3J1/2

    기본설계kst = 33 (?)

    실시설계  kst = 28 (??)

   

** 28(n=0.035) -33(n=0.03) 이 조도는 백담사  아래의 자연 하천에 해당는 조

도 계수를 적용하여 도시하천의 홍수를 계산하는 것은 자연공학에 배치되는 설

계이다. 바위가 뒹굴고  나무가 수변에 무성한 자연의 하천은 청계천이 아니다. 

청계천은 콘크리트 옹벽에 하상은 반듯하게 조성되면 둔치는 포함 된다. 이러한 

하천에 심곡의 자연 하천에 적용하는 조도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유 없이 하천

을 깊이 파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계천은 선형화되고 상류의 2km 구간은 하상이 자연석으로 깔게 설계되

어 있다. 이 것은 콘크리트 바닥과 유사하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청계천의 조도 계수는 n = 0.015-0.02가 적합할 것이다. 

이를 경우 청계천의 유속은   서울시가  설계에 반영한  유속이 실제 유속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 것으로서 단면이 필요이상으로 크게 과다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계천 kst = 45-70 >>>> 우리나라에선  kst를  1/n으로 사용함.

현실적인 청계천 조도 계수, 평균 n=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