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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교천 장동 북교 장동 북교 3.09

2 배산천 장동 반산 장동 북교 1.95

3 용강천 장평 용강 장평 용강 2.77

4 장평천 장평 병동 장평 광평 10.91

5 임천천 장평 복흥제 장평 녹양 5.66

6 명동천 장평 진산 장평 두봉 1.65

7 수문천 안양 장수제 안양 수문 4.39

8 신촌천 안양 학송 안양 신촌 3.09

9 홍거천 안양 비동 안양 모령 3.99

10 기산천 안양 수양 안양 기산 2.6

11 당암천 안양 당암 안양 당암 3.02

12 남상천 용산 운주제 안양 덕암 8.94

13 월송천 용산 월송제 용산 관지 4.36

14 신흥천 용산 녹원 용산 녹원 3.97

15 인암천 용산 인암 용산 인암 4.12

16 모산천 용산 모산 용산 덕암 3.58

17 두암천 용산 풍길 용산 풍길 1.65

18 고읍천 관산 농안제 관산 죽청 8.89

19 석남천 관산 성산 관산 남송 2.15

20 신평천 관산 성산제 관산 농안 2.35

21 대덕천 대덕 신월 대덕 가학 8.8

22 평촌천 대덕 연정 대덕 연정 2.62

23 연정천 대덕 연지제 대덕 연지 3.86

24 운월천 유치 운월 유치 운월 2.77

하천현황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regional_economy
/www/regional_economy/infrastructure
/www/regional_economy/infrastructure/river


24 운월천 유치 운월 유치 운월 2.77

25 봉덕천 유치 봉덕 유치 봉덕 4.35

26 용문천 유치 봉덕 유치 용문 2.46

27 관동천 유치 관동 유치 관동 1.75

28 반월천 유치 반월 유치 반월 2.6

29 한치천 유치 조양 유치 조양 3.31

32 상촌천 유치 삼촌제 유치 신풍 2.87

31 신월천 유치 신월 유치 신월 2.66

32 월암천 유치 신월 유치 신월 2.14

33 부산천 장동 하산 부산 금자 7.0

34 산동천 장동 하산 장동 용곡 2.31

35 월곡천 장동 용곡제 장동 용곡 2.31

36 호계천 부산 이곡제 부산 호계 3.18

37 금자천 부산 금자 부산 금자 2.26

38 내안천 부산 내안 부산 내안 2.49

39 부동천 장흥 삼산 장흥 행원 7.85

40 평화천 장흥 우목 장흥 평화 2.74

41 성불천 장흥 성불 장흥 성불 2.44

42 금강천 성전 장흥 순지 5.0

43 탐진강 금정 세유 부산 내안 12.12

44 유치천 금정 연과 유치 송정 9.2

45 보성강 장동 보성-장흥군계 장평 보성-장흥군계 9.57

계 45 - -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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