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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해수소통을 전제한 경우 새만금호 내측의 염분변화가 만경강의 평수량 및 홍수량 유입에 따라 혼합확산

되는 것을 평가하고 배수갑문 방류시 담수가 외해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모형실험이 실시

되었다 이때 새만금호 내부의 관리수위는 가 고려되었다 외해. DL=-1.5m, DL=-0.5m, DL=-0.0m, DL=+0.5m .

역의 평가는 새만금을 포함한 전체해역에 대해 외해경계에서 개의 주요분조4 (M2,S2,K1,O1 의 진폭과 위상각을)

대입하고 차원 및 차원 모형을 적용하였다 내부는 여기에 개 연직층을 고려한 차원2 ADCIRC 3 TIDE3D . 3 3

모델이 추가 적용되었다ICM .

내부의 혼합확산 평가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해에서 유입되는 염수가 상대적으로 저염인 담수호

내부로 유입 확산되는 것이 평면적으로나 연직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최소 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만경호측에 외해수가 혼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1 .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방조제 외해의 최강창낙조시 조류속도는 정도에 해당0.5-0.6m/s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시갑문을 개방하는 경우 관리수위가 와 로 변함에 따라 갑문. DL=-1.5m DL=+0.5m

전면 에 이르는 해역까지 수문개방에 따라 의 유속이 형성된다 가력갑문을 개방하는 경10Km-13Km 0.5m/s .

우는 신시갑문의 개방에 따른 영향보다는 작지만 갑문 전면 까지 의 강한 유동이 관리수위별로14Km 0.5m/s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담수 방류로 인한 영향이 주기적으로 낙조시에 발생되어 새만금 방조제 전면.

의 해수순환과 유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용어 담수방류 영향 해수순환 염도확산 모델핵심용어 담수방류 영향 해수순환 염도확산 모델핵심용어 담수방류 영향 해수순환 염도확산 모델핵심용어 담수방류 영향 해수순환 염도확산 모델: , , , ADCIRC, ICM: , , , ADCIRC, ICM: , , , ADCIRC, ICM: , , , ADCIRC, ICM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호 완공 이후 당초의 계획과 같이 담수호로 조성되는 경우 수문의 개방에 따른 외,

해역으로의 영향범위를 내부의 관리수위별로 검토하고 아울러 해수소통을 전제로 개발하는 경우 상류의 평,

수시 및 홍수시의 유량변화에 따라 완공된 새만금호 내부의 염도변화의 혼합확산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내부개발 방안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오염부하의 평가와 함께 실시할.

수질관리모형의 전 단계 해석으로 의의가 크다 새만금호 수문 개폐의 동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치모형으로는 차원 모형을 선정하여 외해측의 영향범위 평가에 이용하였고 호소 내부에서2 ADCIRC ,

는 외해수와의 혼합확산을 모의하기 위해 차원 모형과 연계시킨 모형으로 개 연3 TIDE3D CE-QUAL-ICM 3

직층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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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형수립수치모형수립수치모형수립수치모형수립2.2.2.2.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적용되는 모형 중 본 연구목적과 부합되고 최신기술로 평가되는 모형을

선정하였다 해안해양 및 호소 그리고 하천과 연계된 지표수 의 수리모델링에 매우 적합한. (surface water)

모형과 호내 염분농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장래 내부개발에 따른 호내 부영양화 등 생태환ADCIRC

경을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새만금호 완공이후 년 이상 장기적인 외해측의CE-QUAL-ICM , 1

유동장 및 담수의 확산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을 각기 적용하였다TIDE3D ..

수동역학과 수질모델수동역학과 수질모델수동역학과 수질모델수동역학과 수질모델2.12.12.12.1

2.1.1 ADCIRC2.1.1 ADCIRC2.1.1 ADCIRC2.1.1 ADCIRC

는 정밀한 경계 처리를ADCIRC (Advanced CIRCulation model for oceanic, coastal and estuarine water)

하며 장기간 동안 넓은 영역에서 해수순환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한 요소 모형으로(Luettich et al.,

수심 적분된 차원 모형 과 차원 모형 으로 구성되어있다 근간에는 넓은 영역을 처리하1991) 2 (2DDI) 3 (3DVS) .

는데 있어 계산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병렬화를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Chippada et al.,

국내에서 본 검토자에 의해 새만금을 포함하는 전북해역과 군장해역에 대해 적용 서승원 김정훈1996) ( , ,

된 바 있다2003) .

2.1.2 CE-QUAL-ICM2.1.2 CE-QUAL-ICM2.1.2 CE-QUAL-ICM2.1.2 CE-QUAL-ICM

은 유한체적방법을 이용하여 완벽한 질량보존을 만족하도록 개발되고 적용된 모형으로CE-QUAL-ICM ,

에 적용 된 차원 수질 모형으로서 외에 초기에는 정규격자Chesapeake (Cerco and Cole 1994,1995) 3 Chesapeake

체계를 갖는 수동역학 모델과 연동되어 수질변화 연구 에 이용되었다 국내CH3D-WES (Dortch et. al., 1999) .

에서는 와 연동하여 새만금과 유사한 하구호로서 내부 수질환경이 쟁점이 되었던 시화호에 적용 서TIDE3D (

승원 된 바 있다 는 해수유동에 대한 모델로 차원 유한요소모형으로 이 모형은 이미, 2002; 2003) . TIDE3D 3

기존의 연구 서승원 에서 황해 및 서해 연안역에 적용되어져 차원적인 수동역학 특성을 잘 재현한 바( , 1999) 3

있다.

모형실험모형실험모형실험모형실험3.3.3.3.

새만금호 완공이후 내부 관리수위별 수문의 작동에 따른 내외측 영향범위를 검토하기 위하여 배수수문

개방시 담수의 외해측 영향범위를 평가한다 수문개폐는 신시 가력배수수문을 동시에 개방하거나 혹은 하나. ,

만을 개방하는 경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고 이때 호내 수위는 관리수위로 설정된 홍수시인, DL=-1.5m,

중간수위인 의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수치실험은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DL=+0.5m, DL=-0.5m .

대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만금을 포함한 전체해역에 대해 외해경계에서 개 주요분조Fig 1, 2 4

의 진폭과 위상각을 대입하였고 모형을 적용한 실험 및 모형을 적용한 수(M2,S2,K1,O1) , ADCIRC TIDE3D

치실험이 실시되었다 이때 수문에서 정의된 조건은 외조위가 담수호의 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만 방류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문개방에 따른 저염수의 외해측 영향수문개방에 따른 저염수의 외해측 영향수문개방에 따른 저염수의 외해측 영향수문개방에 따른 저염수의 외해측 영향3.13.13.13.1

방조제 완공이후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해의 최강창낙조시 조류속도는 정도로 실0.5 0.6m/s～

험되었다 신시 가력수문을 개방하는 경우 방류된 담수의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 , 위별로 담수 영

향범위를 산정하였고 이를 요약하여 에 수록하였으며 모의 결과 중 일부를, Table 1 , Fig 3, 4에 도시하였다 계.

산결과는 관리수위가 와 로 변함에 따라 수문 전면 에 이르는 해역까지DL=-1.5m DL=+0.5m 10Km 13Km～

의 유속이 형성되고 수문 전면 까지 에 다다르는 매우 강한 유속이 나타난다 가0.5m/s , 1.5Km 2.3Km 3m/s .～

력수문을 개방하는 경우 실험결과를 분석하면 신시수문의 개방에 따른 영향보다는 작지만 수문 전면, 14Km

까지 의 강한 유동이 관리수위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담수 방류로 인한 영향이 주기적으0.5m/s .



로 낙조시에 발생되어 새만금 방조제 전면의 해수순환과 유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velocity

(m/s)

DL=-1.5m DL=-0.5m DL=0.5m

신시수문(km) 가력수문(km) 신시수문(km) 가력수문(km) 신시수문(km) 가력수문(km)

6.0 0.2 0.5 1.0

5.5 0.4 0.8 1.2

5.0 0.7 0.0 1.1 0.7 1.4 0.9

4.5 0.9 0.6 1.3 0.7 1.5 1.0

4.0 1.1 0.7 1.5 0.8 1.7 1.1

3.5 1.4 0.8 1.6 1.1 2.0 1.4

3.0 1.5 0.9 1.9 1.4 2.3 1.7

2.5 1.8 1.2 2.2 1.7 2.5 2.2

2.0 2.2 1.5 2.4 2.3 3.0 3.4

1.5 2.5 2.3 4.0 4.1 5.8 5.8

1.0 5.6 4.9 7.6 8.0 9.0 9.5

0.5 10 10 12 13 13 14

관리수위별 담수유속의 외해영향범위관리수위별 담수유속의 외해영향범위관리수위별 담수유속의 외해영향범위관리수위별 담수유속의 외해영향범위Table 1.Table 1.Table 1.Table 1.

수문개방에 따른 담수호 측 염분농도변화수문개방에 따른 담수호 측 염분농도변화수문개방에 따른 담수호 측 염분농도변화수문개방에 따른 담수호 측 염분농도변화3.23.23.23.2

수문 운영에 따른 새만금호 내부의 염분변화가 만경강에서 유입되는 평수량과 홍수량에 따라 어떻게 변

화 되는지를 모의하기 위한 수치실험이 모델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새만금호에 대한 초기ICM .

접근으로 호소 내부에 대한 혼합확산 과정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문 운영에 따라 새만금호 내측,

염도변화가 상류의 담수 유입에 따라 변화되는 상황만을 모의하였다 수치모의 결과는 와 같이 시간이. Fig 5

지남에 따라 외해에서 유입되는 염수가 상대적으로 저염인 담수호 내부로 유입 확산되는 것이 평면적으로나

연직방향으로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소 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만경호측에 외해수가. 1

혼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염도 확산은 해수소통 이후 개월이 지속되면 만경호측 전반에 균등한 분. 3

포를 보이게 되지만 상류에서 평상시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으로 상류의 하천까지는 전파되지 못하는 것으로,

실험되었다 새만금호 내부 연결수로를 고려하지 않고 신시수문이 해수 소통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동. ,

진호측으로는 최소 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외해의 해수가 혼합 되는 것으로 실험되었다 즉 신시6 . ,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외해수는 만경호측의 저염 호소수와 먼저 혼합확산된 이후에 동진호측 호소수와 혼합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해역의새만금해역의새만금해역의새만금해역의Fig 1.Fig 1.Fig 1.Fig 1.

유한요소 격자망유한요소 격자망유한요소 격자망유한요소 격자망

새만금내부의새만금내부의새만금내부의새만금내부의Fig 2.Fig 2.Fig 2.Fig 2.

유한요소격자망유한요소격자망유한요소격자망유한요소격자망

신시수문신시수문신시수문신시수문Fig 3.Fig 3.Fig 3.Fig 3.

인근 외해 유속비교인근 외해 유속비교인근 외해 유속비교인근 외해 유속비교

가력수문가력수문가력수문가력수문Fig 4.Fig 4.Fig 4.Fig 4.

인근 외해 유속비교인근 외해 유속비교인근 외해 유속비교인근 외해 유속비교



평수량 유입시 염분분포 일 경과(30 ) 평수량유입시염분분포 일경과(180 ) 평수량유입시염분분포 일경과(360 )

새만금 개발방안 이후 평수시 수문운영에 따른 호내 염도분포새만금 개발방안 이후 평수시 수문운영에 따른 호내 염도분포새만금 개발방안 이후 평수시 수문운영에 따른 호내 염도분포새만금 개발방안 이후 평수시 수문운영에 따른 호내 염도분포Fig 5.Fig 5.Fig 5.Fig 5.

홍수량 유입에 따른 내부 혼합확산홍수량 유입에 따른 내부 혼합확산홍수량 유입에 따른 내부 혼합확산홍수량 유입에 따른 내부 혼합확산3.33.33.33.3

만경강에서 년 빈도 홍수량이 유입될 경우를 실험한 결과 새만금호 내부로 급격하게 홍수파가 유입되50

어 시간이 경과되면 만경호 유입부까지 홍수량이 도달하고 시간 경과 후 만경호 중앙부까지 홍수량이 전5 , 15

파 되어 표층과 저층의 상이한 밀도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경과 후 표층에서는 만경호 신시. 24

수문근처까지 홍수파가 도달하지만 저층에서는 기존의 새만금호내의 염도가 희석되어 체류하는 것으로 실험

되었다 참조. <Fig 6. >

홍수량유입시염분분포 시간경과(5 ) 홍수량유입시염분분포 시간경과(15 ) 홍수량유입시염분분포 시간경과(23 )

새만금 개발방안 이후 홍수시 수문운영에 따른 호내 염도분포새만금 개발방안 이후 홍수시 수문운영에 따른 호내 염도분포새만금 개발방안 이후 홍수시 수문운영에 따른 호내 염도분포새만금 개발방안 이후 홍수시 수문운영에 따른 호내 염도분포Fig 6.Fig 6.Fig 6.Fig 6.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호 완공이후 방류수가 외해에 미치는 영향을 배수수문의 운영과 연계하여 검토하였

으며 호소 내부에서 외해수와의 혼합확산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 및 검토가 수행되었다, .

호내의 관리수위별 수문개방에 따라서 외해측으로 최소 이상 방류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10Km

되었고 내부의 염도변화를 모의한 결과 해수소통 이후 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경호측의 전반에 균등한 분포, 3

를 보이게 된다 또한 상류에서 평상시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으로 상류까지는 전파되지 못하는 것으로 실험.

되었다 새만금호 내부의 연결수로를 고려하지 않고 신시수문이 해수 소통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동진. ,

호측으로는 최소 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외해의 염도가 혼합유입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수량6 .

이 일시에 유입되는 경우는 홍수파 전파가 급격하게 만경호 내부로 유입되어 혼합확산 되는 것이 확연하게

모의되었으며 연직방향으로 성층화된 현상도 잘 재현되고 있다 본 모델을 보완발전하면 시화호에서 제기되, .

었던 제반 부정적인 영향을 새만금호 내외측에서의 수문 운영과 연동하여 충분히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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