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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새만금호의 완공이후 내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만경강 및 동진강 홍수량 유입이 담수호의 수위 및

유속등 수리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실험이 내부 관리수위(DL=-0.5m,

별로 실시되었다 홍수파의 전파에 따른 동적거동을 이상적으로 모의하기 위해서 본DL=-1.0m, DL=-1.5m) .

연구에서는 차원 수심적분의 모형인 모형을 새만금 하구호에 적용하였다 상류의 유입 경계조건으2 ADCIRC .

로는 년 빈도의 홍수수문곡선도를 사용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입량이 분 간격으로 변화되는 홍수량50 30

을 이용하였다 하류의 경계조건으로는 신시 수문이 외해의 조위와 내부 관리수위와 연동되어 외조위가 낮아.

질 때만 수문이 열리는 조건을 설정하는 동적인 경계조건이 설정되었다.

홍수 계산은 일에 걸쳐 실시되어 새만금호 내부에서 수위와 유속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만경수계내 홍수4 .

파의 동적 거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홍수파가 하류로 전파되어 수위와 유속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만경.

강 유입부에서는 홍수수문곡선의 시간적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홍수파 전파가 하류로 진행하면서,

유입부에서 높아졌던 수위가 새만금호 내부에서는 점차 낮아지면서 안정화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문이 위치한 지점에서는 유입 홍수에 의한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신시수문의 개방에 따라 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유속 모의 결과 상류 수로부에서는 로 나타나지만 새만금호에 진. 1.8m/s 0.5m/s～

입하면서 의 낮은 유속으로 변한다 신시 갑문 인근에서는 수문을 닫을 때 일시적인 충격파가0.5m/s 0.2m/s .～

내부로 전파되면서 와동현상을 보이는 등 유속과 수위 변화에 있어 동적으로 복잡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용어 새만금호 홍수파 전파 차원 모형 하구형 하도추적 관리수위 연동핵심용어 새만금호 홍수파 전파 차원 모형 하구형 하도추적 관리수위 연동핵심용어 새만금호 홍수파 전파 차원 모형 하구형 하도추적 관리수위 연동핵심용어 새만금호 홍수파 전파 차원 모형 하구형 하도추적 관리수위 연동: , , 2 , ,: , , 2 , ,: , , 2 , ,: , , 2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새만금호의 완공이후 내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만경강 및 동진강 홍수량 유입이 담수호의 수위 및

유속등 수리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실험이 내부 관리수위(DL=-0.5m,

별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류 경계조건으로 홍수파의 유입 하류 경계조건으로DL=-1.0m, DL=-1.5m) . ,

수문의 동적인 조건을 설정하며 기존의 홍수추적 연구들과 많은 차별성을 고려하였다 즉 기존의 차원적인, . , 1

홍수추적에서 차원 홍수추적과 연계된 하류에서의 비주기적이며 실시간 동적인 수문의 연동을 고려한 연구2 ,

로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차원의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시간진행형의 유한요소모. 2

형이며 정밀한 경계 처리와 장기간 동안 넓은 영역에서 해수순환을 모의할 수 있는 ADCIRC(Luettich et al,

이다 일반적인 하도 추적과 달리 차원 유한요소법의 을 선정한 것은 경계의 특성과 해안해1992) . 2 ADCIRC

양 및 호소 그리고 하천과 연계된 지표수 의 수리모델링에 적합하므로 를 선정하였다(surface water) ADCI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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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의는 홍수시 신시수문만 개방하는 경우에 새만금호 내부 수리특성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평수량 경

우도 고려한 모두 가지 경우에 대한 수치실험이 실시되었다 홍수파의 주기는 년 빈도의 홍수수문곡선도6 . 50

를 사용하여 일간을 모의 하였다 모의 결과는 새만금호의 완공이후 내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만경강4 .

및 동진강의 홍수파에 의한 담수호의 수위 및 유속등 수리학적 흐름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새만금호 내,

외의 효율적인 흐름수질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모형의 개요2.2.2.2.

모형의 기본이론모형의 기본이론모형의 기본이론모형의 기본이론2.12.12.12.1

은 정밀한 경계 처리를ADCIRC(ADvanced CIRCulation model for oceanic, coastal and estuarine water)

하며 장기간 동안 넓은 영역에서 해수순환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한요소 모형이며 근간에는 넓은 영

역을 처리하는데 있어 계산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병렬화를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모형은 수심 적분된 차원 모형 과 차원 모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Chipada et al, 1996). 2 (2DDI) 3 (3DVS) .

는 저면 마찰계수와 계수를 이용하는 수심 적2DDI(two-dimension, depth-integrated) momentum dispersion

분된 만 풀게 되어있고 은 기법을 이용external mode equation 3DL(three-dimensional, local) mode splitting

하여 에서처럼 에서 자유수면에 대해서 수심 적분된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풀고2DDI external mode

에서 상대적으로 긴 동안 차원 방정식을 풀어 수직 성분을 계산한다 본 모델internal mode time step 3 .

은 기본방정식으로 천수방정식의 연속방정식을 변형한 형태인 일반화된 파동연속방정식ADCIRC (generalized

과 운동량방정식을 택하고 있다 시간진행 모형인 은 양음 해법으로 시wave continuity equation) . ADCIRC

간 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경계처리경계처리경계처리경계처리2.22.22.22.2

홍수추적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문곡선을 시간에 따라 정의하는 경계 처리방법이 사용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홍수수문곡선이외에 하류단에서 수문이 외조위에 연계되어,

작동되는 현상을 모의하도록 실시간으로 동적인 하류경계가 추가로 설정되었다 홍수파의 전파와 수문의 연.

동에 따른 동적거동을 이상적으로 모의하기 위해서 상류 경계조건으로 년 빈도의 홍수수문곡선도가 사용50

되었다 하류 경계조건은 창조시에 수문이 닫히고 낙조시에 수문이 열리는 경계조건이 사용되었다 에. , . Fig 1

서 보듯이 창조시에 수문이 닫힌 설정은 개방된 경계에 관리수위와 동일한 외조위를 부여함으로서 내외측

의 수위 차가 이 되어 유출입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개방경계는 수문이 닫힌 일종의 육지경계가0 . ,

된다 낙조시 수문이 개방되면 개방 경계에 외조위와 동일한 수위를 설정함으로서 내외측의 수두차가 발생.

하여 내측의 담수가 외측으로 유출 되도록 설정되었다 즉 개방경계는 수문이 열리고 일반적인 개방 경계로. ,

된다 다시 말해 하류의 경계조건은 외해의 조위와 내부 관리수위와 연동 되어 외조위가 낮아질 때만 수문이.

열리는 조건으로 동적인 경계조건이 설정된다 에는 관리수위에 따른 수문의 작동상태를 나타낸. Fig 3, Fig 4

모델에서의 수문모델에서의 수문모델에서의 수문모델에서의 수문Fig 1.Fig 1.Fig 1.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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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빈도의년 빈도의년 빈도의년 빈도의Fig 2. 50Fig 2. 50Fig 2. 50Fig 2. 50

홍수곡선도홍수곡선도홍수곡선도홍수곡선도

일일일일Fig 3. DL=0.0mFig 3. DL=0.0mFig 3. DL=0.0mFig 3. DL=0.0m

때 수문에서의 조위때 수문에서의 조위때 수문에서의 조위때 수문에서의 조위

일일일일Fig 4. DL=-0.5mFig 4. DL=-0.5mFig 4. DL=-0.5mFig 4. DL=-0.5m

때 수문에서의 조위때 수문에서의 조위때 수문에서의 조위때 수문에서의 조위



다 폐 개 에서는 동적인 하류 경계조건으로 경계조건이 있으나 주기(RED = , BLUE = ). ADCIRC ver.44 weir ,

적인 경계조건으로서 본 연구와 부합되지 않아 개선책으로 외조위에 연계되어 작동되는 가상의 수문을 만드

는 동적인 경계 비주기적 조건이 사용되었다( ) .

대상 영역과 입력자료대상 영역과 입력자료대상 영역과 입력자료대상 영역과 입력자료3.3.3.3.

새만금호의 완공이후 내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새만금호 내부 해역에 대한 유한요소의 이산화는

과 같으며 입력 자료는 과거의 연구성과 기타 각종 조화 분해 측정 자료와 년 빈도의 홍수수문곡선Fig 6 , , 50

도를 사용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입량이 분 간격으로 변화되는 홍수량을 이용하였다 년 빈도의 홍수30 . 50

수문곡선도에서 만경강의 첨두유량은 4,321m3 동진강의 첨두유량은/sec, 2,167m3 가 사용되었다 동진강/sec .

유역면적이 만경강 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홍수량에서도 차이가 난다 새만금 외조위는 조화 분해 측정 자료.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델의 검증은 본 연구자에 의해 새만금을 포함하는 전북해역과 군장.

해역에 대해 적용 서승원 김정훈 에서 검증한 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검증된 계수를 사용( , , 2003) ,

하였다.

계산결과 및 토의계산결과 및 토의계산결과 및 토의계산결과 및 토의4.4.4.4.

년 빈도 홍수수문곡선도를 사용하여 신시 수문만을 고려한 결과 홍수수문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50 ,

상시 유량에서 홍수량으로 변화되는 수문곡선의 변곡점이 시간 이후에 나타나므로 이 시점을 홍수 발생 초8

기로 보았으며 계산결과는 이후 시간 간격으로 도시하였다 또한 각 정점 별 새만금호 내부에서 유속의 변, 1 .

화를 관찰하였다 에서 도시된 것 같이 상류의 수로부에서 홍수시 유속은 로 나타. Fig 6-1 1.8m/sec 0.5m/sec～

나며 에서 도시된 것 같이 새만금호에 진입하면서 의 낮은 유속으로 변한다 또, Fig 6-5 0.5m/sec 0.2m/sec .～

한 수문 작동은 외조위가 내부의 수위 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만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관리 수위가

에서 점차 낮아져 인 경우에는 수두차가 작아지며 이에 따라 유동장도 변화됨을 알 수DL=-0.5m DL=-1.5m

있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류로 향하는 정점에서는 수문 영역에 가까워지면서 유속 수위의 많은. ,

변화가 관측 되었다 홍수시 수위 변화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상류 에서의 최고 수위는 이며 하류. St.1 1.2m ,

에서의 최고 수위는 이다 하류의 경우는 홍수가 시작되는 시간이전에 최고 수위가 나타나며 홍수가St.3 0.8m .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수위는 홍수파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수위가 변화 되면서 각기 나타나는.

특성은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만경강 유입부인 에서는 유입되는 홍수수문곡선의 시간적. St. 1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홍수파 전파가 하류로 진행하면서 에서는 홍수에 의한 유속 증가가 둔, St. 2

화되고 에서 수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것이 점차 낮아지면서 안정화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St. 3 .

나 수문이 위치한 에서는 홍수 유입에 의한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관리수위에 맞게 안정화 되St. 3 ,

고 수문의 운영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이 뚜렷하다 의 거리에 따른 수위 변화를 보면. Fig 7 Fig 9～

홍수파의 초기에 해당하는 에서 도시된 것처럼 상류 조위 보다 하류 조위 변화는 수문의 개폐에 따Fig 7

른 변화이며 홍수파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에서도 수문이 폐한 상태이지만 수위 변화가 미미한 것은 새, Fig 8

만금호의 수면적이 넓은 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홍수파의 말기에 해당하는 에서도 수문의 개폐에 따. Fig 9

라서 새만금호 내부의 조위가 관리수위 에 맞게 평형화 되어지고 있다 신시 수문 인근에서 유동(DL=-0.5m) .

의 변화는 상류 홍수량의 영향보다는 수문 개폐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 발생,

되는 유동은 전적으로 수문 지배 하에 있다 즉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 영향이 미치지 않고 수문 개폐에. ,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홍수시와 달리 평상시 관리수위에 따른 새만금호 내부 수위와 유동 변화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이 작아 전반적으로 홍수시 보다 수문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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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결론결론5.5.5.5.

일반적인 홍수추적과 달리 새만금호의 완공이후 내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만경강 및 동진강 홍수

량 유입과 수문의 실시간적인 연동에 의한 담수호의 수위 및 유속등 수리특성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유는 상류의 홍수파 그리고 하류 경계의 동적인 수문 연동과 상대적으로 넓은 수면적을 갖는 새만. ,

금호 내부의 수리학적 물리학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모의 결과 홍수수문곡선은 시간적 변화에 민, .

감하게 작용하고 홍수파에 의한 수위 및 유속의 공간적 변화는 새만금호 내부에서 둔감하게 작용한다 특히.

하류의 신시 수문 영역에서는 홍수파 보다 수문 연동에 의한 변동이 지배적이다 수문 연동에 의한 일시적인.

충격파가 내부로 최대 까지 전파되며 수문 부근에서는 수문 연동에 의해 와류현상이 나타난다 수문12.7km , .

의 관리수위 와 연계한 홍수파에 의한 유동장의 변화는 수두차 변화와 연(DL=-0.5m, DL=-1.0m, DL=-1.5m)

관되어 유동장이 변화됨을 보이고 있다 모의 결과로는 기본방정식으로 천수방정식의 연속방정식을 변형한.

형태인 을 개선하여 홍수추적과 수문의 실시간적인 연동에 발생하는 흐름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ADCRIC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의한 수리학적 모형은 서해 조위와 연계된 수문의 연동 만경강과 동진강의 합류 홍수파, ,

등의 영향을 모두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해역 및 새만금호 내부의 홍수 예경보,

흐름해석 호의 효율적인 관리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

받고 있는 새만금호 내부의 향후 수질관리 및 유동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질 문제를 저감 시키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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