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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새만금은 전라북도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시 신시

도 및 비응도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이

다. 새만금 Master Plan(Government)1)이 수립되면서 새

만금 지구는 산업, 관광/레저, 상업, 주거, 농업, 생태

환경, SOC(Social Overhead Capital)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치수안전성과 이수 안정

성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방수제와 준설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사는 하천의 물리적인 형상 

변화를 가져오므로, 통수단면적 변화에 따른 유역의 

수리특성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의 수

리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Suh and Cho2)는 홍수전파와 배수갑문 운영에 따른 새

만금호 내부의 수리특성을 분석하였으며, Jeon and 

Chung3)은 3차원 수리모델을 이용하여 수치격자에 따

른 새만금 수리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리고 Suh and Lee4)는 입자추적방법을 이용하여 

새만금의 수리특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새만금 Master Plan으로 변화된 수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이에 새만금의 변화된 물

리적 환경에 기반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5)에서는 새만금 

Master Plan을 반영한 홍수위 검토를 수행하였다. 최대 

200년 빈도 홍수에 대한 수치해석을 Delft3D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으며, 2009년에 제시된 동진강, 만경강 유

역종합치수계획의 홍수량을 기반으로 2030년의 유입

유량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만경대교와 동진대교 인근

부근까지만 수치해석 범위를 결정하여, 새만금호의 수

리적인 특성 변화가 상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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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까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상

류부까지 확대된 연구의 대상범위를 적용하여,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 8.5 

적용 및 5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또한 제방고와 비교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월류 

위험성이 높은 지점을 도출하여, 기후 및 수환경 변화

에 따른 새만금유역의 치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2. 수치해석모형

Delft3D는 공개원천(open source)으로 지원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모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구가 새만금 유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 지역 이므로,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 기능을 가진 Delft3D를 선택

하여 효율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Delft3D는 2차

원 비선형 천수방정식이 기본방정식이며, 이는 비압축

성 유체 흐름에 대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되는데, Boussinesq 가정을 전제로 한다(Deltares)6). 

Delft3D를 본 연구에 적용하기 전, 정확성 및 적용성

에 대해 검토하였다. 만경강 및 동진강은 새만금호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하류부 준설이 지속적으로 수

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면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지역

이다. Jeong et al.7)은 Delft3D를 이용하여 Nashta et al.8)

의 단면 급확대 수리실험을 재현하여, Delft3D가 이러

한 지형에서 유속 분포가 정확함을 보여주었다. Lesser 

et al.9)은 사행수로에서 수리특성을 Struciksma10)의 실

험 결과와 비교하여, Delft3D가 이러한 지형에서 실제 

수리특성을 정확하게 재현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의 지역적 특성(조도, 수심, 하폭 등)이 반영

되었을 경우 정확도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진

강 일부 유역을 검증 구간으로 결정하여, 수치해석 결

과와 실측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대상지역의 지역적 특

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Fig. 1 참조). 모의 범위

는 정읍천 합류부 근처부터 동진대교까지로 결정하였

다. 실측된 수위 자료는 부량관측소 지점으로 2009년 7

월 13일 ∼ 2009년 7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료

를 취득하였다. 7월 13일 이전에 12일 간의 안정화 기

간을 두었으며, 조도계수는 동진강 하천기본계획11)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고, 시간간격(time step)은 0.5분

을 적용하였다. 

Fig. 2는 Delft3D를 이용한 동진강 부량관측소 지점

Fig. 1. Study area and test branch for verification.

Fig. 2. Comparison with field data at Buryang point and 
Delft3D results.

의 수위 결과와 실측된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

인 오차는 5%이내로써, Delft3D가 새만금 유역의 수리

특성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치해석 조건

3.1 연구범위

기존의 연구가 새만금 호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변

화된 호내의 수리특성이 상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Jeong et al.)7), 본 연구에서는 호내뿐만아

니라 상류지역까지 연구범위를 결정하였다. 만경강의 

경우 봉동지점부터, 소양천과 전주천은 만경강 합류지

점으로부터 약 6 km 지점부터, 동진강의 경우 소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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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earch scope and analysis starting points.

합류지점부근부터 격자를 구성하였다. 분석 구간은 기

존연구(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와의 차별

성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제시된 하천의 종점

(Fig. 3의 M-start와 D-start)지점부터 각 하천의 상류까

지로 결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새만금 Master Plan이 완료되는 시점

인 203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Fig. 3은 2030년의 지형

으로 내부개발계획구간 및 만경강유역과 동진강유역의 

연락수로를 포함하였으며, 준설계획을 반영한 지형이

다. 다만, 준설로 인한 현재시점부터 완료시점(2030년)

까지의 퇴적, 침식 등의 하상변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3.2 입력자료구축

본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하천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동수역학 모의에 주요인

자인 조도계수는 하천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하천기본계획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설계기준의 조도계수 

및 하상재료 특성을 이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출한 후 

적용하였다(Table 1 참조).

Table 1. Roughness coefficient of Saemangeum basin 

Section

Roughness 
Coef.( )

from River 
Plan (2009)

Characteristics 
of bed 
material

Roughness 
Coef. 

decision

Mangyeong
Basin

Down 0.020 - 0.020

Middle 0.025 - 0.025

Up 0.040 - 0.040

Jeonju river - Mostly gravel 0.040

Soyang river -
Large gravel 
composition 

ratio
0.035

Dongjin
Basin

Down 0.025 - 0.025

Up 0.030 - 0.030

Jeongeup river 0.030 - 0.030

Fig. 4. Topography for tidal simulations around drainage gates.

Fig. 5. Result for tidal simulation around drainage gates using 
harmonic constants- Water Elevation (EL.m).

새만금호는 간척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

로서 서해안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수의 영향을 크

게 받는다. 배수갑문 외측 조위에 대한 실측자료가 부

족하여 Fig. 4와 같이 새만금 주변 12개의 조화상수

(tidal harmonic constant)를 이용하여 Delft3D로 별도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상류 유입 유량자료는 하천기본계획상의 자료를 기

본으로 수문곡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하천들에 대해

서는 선형 면적 비유량법을 적용하여 수문곡선을 도출

하였다. 선형적 면적 비유량법은 Ahn et al.12)이 평창강 

유역에서 적용하여 실측값과 상당한 일치도를 보였다. 

만경강 유역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익산천 마산천, 

목천포천, 용암천, 탑천을 고려하였으며, 동진강 유역



정석일⋅유형주․류광현⋅이승오

J. Korean Soc. Saf., Vol. 33, No. 5, 2018130

Fig. 6. Concept for water level of drain gates.

은 고부천과 원평천의 홍수시를 재현하였다. 이러한 

홍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천들은 지형자료가 제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elft3D의 Discharge 기능을 이

용하여, source형태로 유량을 공급하였다. 대부분의 구

간이 100년 빈도 설계홍수량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100년 빈도 홍수량을 기본으로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사상 증가를 고려하여 500년 빈도 홍수량 및 

RCP8.5 시나리오를 적용한 100년 빈도 홍수량을 추가

로 모의 하였다. RCP8.5 시나리오의 적용은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로, 0.63°C/10년의 기온상승을 가정한 

상태이며, ‘새만금 개발에 따른 수재해 저감 적정기술 

개발’(국토부, 2017)13)에 제시된 불확실성이 고려된 앙

상블 강우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유량 값을 사

용하였다. RCP8.5를 선택한 이유는 치수적인 관점에서

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하류부는 모의된 조위 자료를 이용하여 배수갑문에 

수위조건을 부여하였다. 다만, 조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배수갑문 운영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Fig. 6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배수갑문의 운영을 재현하였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담수화

가 목표이므로 해수유입은 고려하지 않았다.

4. 수치해석 결과

4.1 홍수위 검토

수치모의는 100년 빈도, 500년 빈도, RCP8.5 시나리

오를 적용한 100년 빈도 홍수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홍수위 및 유속 소류력 도출을 통해 치수안전성을 검

토하였다. Fig. 7은 M-start 및 D-start(Fig. 3 참조)로부

터 거리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한 홍수위를 도

시한 것이다.

치수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지점별 제방고를 

Fig. 7에 같이 도시하였다. 100년 빈도 홍수에서는 제

방을 월류하는 홍수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준지점

으로부터 약 10.2 km 떨어진 지점에서 홍수위와 제방

(a) Mangyeong river

(b) Dongjin river

Fig. 7. Numerical results for flood water levels for 100 yr. 
frequency flood, RCP 8.5 and 500 yr. frequency flood.

고의 높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진강의 경우 

약 6.0 km 지점에서 제방고와 홍수위와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해당 지점의 제방고가 낮아진 것과, 

홍수위가 다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Fig. 8은 하천의 지형학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점들의 위성사진을 도시한 것이다. 만경강의 

경우 100년 빈도에서 홍수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급

격한 만곡으로 인한 수충부 지점으로 판단되며(제방고

와 홍수위 차이 0.1 m), 동진강의 경우에는 하천의 합

류부로 인한 수충부 및 2차 수충부 지점의 수위가 다

소 높게 나타났다(제방고와 홍수위 차이 0.6 m). 이러

한 해당 하천의 수리특성은 1차원 분석으로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홍수위 등 하천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시 2차원 또는 3차원14)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CP 8.5시나리오를 적용한 100년 빈도 홍수 및 500

년 빈도에서 제방을 월류하는 홍수위가 도출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이 현상태보다 심각해질 경우 새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새만금 유역 치수 안전성 수치모의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5호, 2018년 131

(a) Mangyeong river

(b) Dongjin river

Fig. 8. Satellite images of flood risk spots.

Table 2. Levee length for flood vulnerable district 

River

RCP 8.5 
100yr Frq.

500yr Frq.

Remark
Flood

risk length
Flood 

risk length

Mangyeong 
Basin

Mangyeong 
River 31.0 km 36.0 km

Soyang 
River 0 km 0.2 km

Jeonju 
River 0.6 km 1.4 km around 

confluence spot

Dongjin River 5.7 km 11.0 km

금의 치수 안전도가 크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

미이며,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설계

홍수보다 큰 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치수적 관점에서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만경강의 

만경대교 부근에서 소양천 합류부근까지, 동진강은 정

읍천 합류부터 동진대교 인근까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났다. 이에 대한 정량적인 위험지구의 길이를 분석하

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상에 예정된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부의 준설로 수리특성의 변화가 예상된다. Fig. 9 

(a)와 (b)는 각각 만경강과 동진강 준설구간에서 수위

를 도시한 것이다. 만경강과 동진강 모두 준설 전과 후

Dredging starting point

(a) Mangyeong river

Dredging starting point

(b) Dongjin river

Fig. 9. Flood water level curve of Saemangeum basin (Solid 
line: Delft3D results considered dredging, Dotted line: River 

plan (2009) not considered for dredging.

의 수리특성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준설 후

의 조건에서는 수위가 거리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

는 반면, 준설 전에는 상류로 갈수록 수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수위 변화량 14.1 mm/m → 3.5 

mm/m). 결국 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던 구간이 준설로 

인하여 호소의 수리특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호소의 특성 구간은 기준점에서 만경강의 경우 약 

8.0 km, 동진강의 경우 약 2.0 km였다. 이러한 하천의 

호소화는 두 하천에서 모두 나타나는 특징이며, 상하

류 수위차이 감소는 유속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

문에, 유사의 퇴적 및 수질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유속 검토

하천의 유속 변화는 제방 및 하상의 침식 및 퇴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수공구조물의 붕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소양천과 만경강의 상류부는 산지

부에서 시작하여 합류지점까지 하상경사가 급하므로 

홍수시 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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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ow velocity and shear stress on bed in Mangyeong 
Basin for 100 yr. frequency flood.

은 소양천과 전주천을 포함하는 만경강 유역의 유속분

포도 및 이에 따른 소류력의 크기를 도시한 것이다. 만

경강 상류부근과 소양천 상류부에서 지형의 영향을 약 

3.0 m/s 이상의 고유속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고유속은 

치수안전도를 저하시키는 여러 문제점을 발생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량적인 유실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다음 식 (4)로15) 계산되는 따른 소류력을 산

출하였다. 

 
 



(4-1)

  



  (4-2)

여기서, 는 수심평균 유속, 는 수심, 는 von 

Karman 상수, 는 전단유속, 는 오일러의 수(base of 

natural logarithms), 는 하상에서 %에 해당되는 유사

입경이며, 는 실험에 의한 상수이다. 만경강 본류의 

경우 약 0.1 ~ 80 kN/m3, 소양천의 경우 약 0.6 ~ 0.8 

kN/m2, 전주천은 약 0.4 ~ 0.6 kN/m2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소류력으로 인한 하상 유실 가능성을 파악

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하상 재료의 한

계소류력과 비교하였다(Table 3 참고). 

만경강은 하류에서 소류력의 크기가 한계전단력 보

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류 하상을 구성하는 입자

의 입경이 매우 작은 silt 질이 대다수인 반면에(한국농

어촌공사), 점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단력 계산으로 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단면이 급확대 

되는 구간으로서 대부분의 유량에 대해 퇴적이 발생하

는 지점이기 때문에 하상의 유실로 인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경강 상류지역은 유

량에 비하여 하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경사가 급하기 

Table 3. Comparison of river bed erosions in 100yr. frequency 
flood (* River Plan (2009))

River
Critical 

Shear stress*
(N/m2)

Inequality
Shear stress 

on Bed
(N/m2)

Mangyeong 
river

Upstream 9.0 ~ 10.5 < 11.5 ~ 12.5

Middle 
stream 4.2 ~ 9.5 = 6.0 ~ 9.0

Down
stream 0.5 ~ 2.5 < 4.0 ~ 5.5

Soyang river 21.5 >> 7 ~ 13

Jeonju river 10.3 >> 5 ~ 7.5

때문에 4.0 m/s 이상의 유속이 홍수시에 발생하여, 한계

전단력 이상의 소류력이 하상의 유실을 발생시킬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주천에서는 홍수시 한

계전단력의 크기와 소류력의 크기가 유사하였으나, 소

류력이 한계전단력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양천은 산지지역이 대부분으로 3.0 m/s 이상의 고

유속이 발생하여 약 7.0 ~ 13.0 N/m2의 소류력이 하상

에 발생하지만, 하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대부분 자갈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하천기본계획, 2009), 홍수

시 하상의 유실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진강 유역은 대부분 구간에서 유속이 0.5 ~ 1.5 m/s로 

나타났으며, 한계전단력을 초과하는 소류력은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만경강에 비하여 침식으로 인

한 치수 안전성 저하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

된다. 500년 빈도 및 RCP 8.5시나리오를 적용한 100년 

빈도에서는 유속 및 수심 증가로 인해 전단력이 100년 

빈도 홍수 대비 각각 1.2 ~ 4.2 N/m2, 0.4 ~ 6.7 N/m2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점은 만

경강 하류지역으로 나타났는데, 횡유입으로 인한 유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100년 빈도 분석에서 하상 유실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제

기되었던 만경강 상류 지역은 500년 및 RCP8.5가 적용

된 100년 빈도 홍수에서 각각 최대 6.6%와 3.2% 하상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유량 이상의 

홍수량 발생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상황임을 고

려할 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검토

새만금 Master Plan(정부)에 따른 방수제 공사와 준

설 등을 반영하여 새만금 유역의 변화한 수리특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해 100년 빈

도, 500년 빈도, RCP8.5 시나리오에 대한 2030년 기준

의 유량을 공급하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홍수위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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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고를 비교함으로써 제방월류에 대한 취약지구를 파

악하였다. 새만금지구의 제방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되었으며, 만곡부 또는 합류부의 수

리특성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증가로 인해 급격한 

홍수위 증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한 현상은 만곡부 및 합류부에 대한 수충부의 치수 안

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은 1차원 

모형으로 홍수위 검토 및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

부적인 수위의 증가현상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

며, 이에 2차원 또는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월류 취약지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유속으로 인한 하상유실 가능성은 만경강 

상류부와 소양천에서 일부 나타났으며, 단기성 집중호

우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홍수의 강도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해당 지점에 대한 시설관

리자의 관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준설로 인한 수리특성의 변화는 명확하게 나타났다. 

홍수위가 약 1.0 m정도 감소하였으며, 거리에 따른 수

위변화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하천의 수리특성을 갖고 

있었던 준설구간이 호소의 수리특성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시화호 등과 같은 국내 대

부분의 호소에서 수질악화 문제와 더불어 유사의 퇴적

으로 인한 내용적 감소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며, 

새만금지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변화될 수리특성을 반영하

여 수질 및 유사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호소의 특성과 하천의 특성을 거리에 따른 수위 

변화로만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기준들이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성층화를 근거로 호소와 

하천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는 -격자를 활용하여, 정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할 것

이다. 또한 200년, PMF, RCP 6.5 시나리오 적용 등 다

양한 조건에서 치수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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