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공학회지 제24권 제1호, pp 68-75, 2010년 2월 (ISSN 1225-0767)

해일/범람에 따른 해안 매립지의 취약성

강태순*․문승록*․남수용*․심재설**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연구기획부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The Vulnerability of the Reclaimed Seashore Land Attendant

Upon Storm Surge/Coastal Inundation

Tae-Soon Kang*, Seung-Rok Moon*, Soo-Yong Nam* and Jae-Seol Shim**

*GeoSystem Research Corporation, Gunpo, Gyeonggi-do, Korea

**KORDI, Ansan, Gyeonggi-do, Korea

KEY WORDS: Storm surge 폭풍해일, Coastal inundation 해안범람, Typhoon MAEMI(0314) 태풍 매미(0314), Reclaimed land 매립지

ABSTRACT: Recently,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typhoons have been on the increase due to unusual weather phenomena and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on September 13, 2003, typhoon MAEMI (0314) caused heavy damage in the provinces of Busan and Gyongnam, but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perform a variety of studies on storm surge. According to investigation reports on the damage resulting from typhoon MAEMI, 
the areas where coastal inundation occurred were located in reclaimed land under coastal development. In this study, through an image data 

analysis of historic and present day typhoons affecting Masan, we found that the inundation damage areas corresponded to reclaimed lands. 

Therefore, using the area around Busan, including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where typhoons lead to an increased storm surge risk, we 
performed a storm surge/inundation simulation, and examined the inundation effect on reclaimed land due to the intensified typhoons predicted for 

the future by climate chan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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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 등의 기후변화 향에 따라 태

풍의 내습빈도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지 되고 있다. 1997

년 태풍의 간  향에 따른 서해안 일  범람피해  2002년 

태풍 RUSA(0215) 내습에 따른 집 호우와 해일피해 등 태풍으

로 인한 연안재해를 감하기 한 다양한 책 마련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3년 태풍 MAEMI(0314)의 내습으로 

부산  경남지역 해안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폭풍해일과 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방재의식

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 히 태풍 내습으로 인한 해일 발생시 

재해 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연구로는 허동

수 등(2006a; 2006b)은 과거 내습한 태풍의 특성을 조합시켜 부

산  경남연안에서 해일고의 지역별 분포특성을 검토하 고, 

김도삼 등(2007), 천재  등(2008)은 태풍 내습시 침수범람모의

를 용한 바 있다. 이종섭과 한상 (2004), 이동 (2004), 최병

호(2005)는 해일방재 책에 한 방향에 하여 고찰하 으며, 

강태순 등(2007)과 문승록 등(2007)은 폭풍해일 시나리오 용

을 통한 해안침수 상도 제작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우리나

라 연안역의 모든 구조물은 월류  월 를 어느 정도 허용하

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계외력 이상의 해일  랑 

내습시에는 상당한 침수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있다(강윤

구, 2005). 따라서 연안역에서 태풍에 의한 침수범람 재해가 발

생 가능한 특정지역에서는 침수피해의 경   정확도에 비해 

태풍내습시 해일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여부의 험성을 단

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

태풍 MAEMI(0314)에 따른 각종 조사  피해 보고서에 따

르면 부산  마산일 의 해수범람 피해지역이 연안 개발에 

따른 매립지에 집 되고 있다(부산 역시, 2004; 2005; 마산시, 

2004; 이종섭과 한상 , 2004; 한국토지공사,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재 마산지역의 상자료( 성  항공

사진, 지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태풍 내습에 따른 침수범람 

피해지역과 매립지 황을 악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 으

며(강태순 등, 2008), 한 태풍 내습시 해일의 험성이 차 

증 되는 부산지역을 비롯한 남해동부해역에 한 해일  

범람모의를 구축하여, 미래 상기후 련 연구에서 제시한 강

도가 강화된 태풍 내습시 연안 매립지의 침수범람 향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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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연안매립 현황과 마산만의 변화

2.1 우리나라 연안매립 현황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국토개발의 창기부터 

임해지향  개발이 추진되면서 무분별한 연안개발과 그에 따른 

연안재해, 해안침식 등으로 연안환경이 잠식되어 왔다. 최근에

는 동북아 무역의 허 구축을 한 항만개발, 조선사업 활황으

로 인한 조선특구 개발 등 다양한 목 의 연안매립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며, 해양스포츠와 해양 휴양  락시설에 한 요구

가 지속 으로 증가하면서 연안지역에 한 개발압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듯 해양과 인 한 지역에 한 개발수요의 증가와 경쟁

인 해양매립개발은 Fig. 1과 같은 해양환경오염  환경 괴, 

해안침식, 해안재해, 수산자원고갈, 서식처 괴, 습지 손실, 시

민의 연안 근성 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양매립사업은 항만  어항의 건설, 개간  공유수면의 매

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외에 도시 개발이나 산업입

지  산업단지 조성, 에 지 개발, 단지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매립사업에 의한 환경 향범 를 살펴보면 1차

으로는 해양에 인 하여 있어 개발시에 해양매립이 발생하는 

해안선 주변 수역이라 할 수 있으며, 2차 으로는 이용  개발 

시에 해양에 향을 미치는 육역을 포함한다. 한 해양매립사

업의 개발방향이나 토지이용계획에 향을  수 있는 도시  

마을 등의 배후지역과 사업지구 주변의 자연 , 문화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도 잠재  범 에 포함된다.

해양매립사업은 해양매립을 통해 용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시

설물이나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매립은 1960년  이후 도시화  산업화가 속히 추진되

면서 1970년 에는 일만, 울산, 양만, 진해만, 삼천포 등 산

업단지 주로 매립용지를 활용하 으며, 1980년 에는 부산이

나 인천 등의 연안도시에서 주택단지, 항만시설 등의 부족한 용

Fig. 1 Side effects on coastal environment due to reclamation of 

coastal area

Table 1 Reclamation plan of local government for revised 2nd 

master plan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7)

Site (Number) Area (km
2
) Rate (%)

Total 46 7,329,338 100.0

Busan 5 110,481 1.4

Incheon 3 1,438,952 17.9

Ulsan 3 321,442 4.0

Gyeonggi 6 12,570 0.2

Gangwon 5 53,501 0.7

Chumgnam 3 443,754 5.5

Jeonnam 6 1,390,900 26.0

Gyeongbuk 3 54,827 0.7

Gyeongnam 12 3,502,911 43.6

지를 해소하기 해서 항만  도시용 토지공 을 한 해안매

립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소득수  향상으로 인한 여가시간

의 증 와 여행, 건강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친수공간의 이

용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마리나 시설이나 포츠 시설 등을 

경쟁 으로 개발하는 추세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해양매립사업은 재 국 으로 많은 지역에서 진행 에 있는

데, 매립면허가 이루어진 것은 총 350건이지만 이  55%인 193건

만 공이 되었으며 185건은 재 시공 에 있다(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2007). 매립 면 으로 비교하면 그 비 은 더욱 증가하

게 되는데 시공 인 면 은 1,076km2로 체 면  1,414km2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된 면 은 193.3km
2
로 약 24%를 차

지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지역이 매립 에 있다. 한편 2001년 수

립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 10개년 기본계획이 2007년 6월에 변경되

었으며, 공유수면매립 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변경된 매립 면 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 46개 지

구 총 7.329km2이다. 2001년 당시의 매립기본계획에 반 된 면

은 체 157개 지구 93.974km
2
이었으나, 지구 수가 157곳에서 46

곳으로 어들었다. 매립 면  기 으로는 93.974km
2
에서 

7.329km2로 7.7%만이 반 되었다. 지역별 매립 규모는 경상남도가 

12개 지구에 3.502km
2
로 체의 43.6%로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

고 이어 라남도 6개 지구, 인천 3개 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clamation projects of Masan bay

Year Item

1906 First reclamation

1935 Seoseong-dong (22 ha)

1942~1945 Masan port (12 ha)

1965 Woryeong-dong (17 ha)

1970 Bongam-dong, free trade area

1980 Industrial estate (66 ha)

2004 Masan II port

After Masan weste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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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ap and aerial photograph for Masan bay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Fig. 3 The change of coastline due to reclamation in Masan bay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지속 으로 매립이 되고 있는 지역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가 극심했던 마산만을 상으로 하

다. 마산만 일 의 매립 황을 추가로 악하여 태풍 피해시 

침수범람지역과 비교하 다.

2.2 매립에 따른 마산만의 변화

마산만의 지형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06년으로, 당시 일본은 침략의 일환으로 일본군 육군철도건

설 를 마산에 상륙시켜 마산과 삼랑진 간의 군용철도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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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 의 마산 부경찰서 앞과 삼익아 트 부근 바다를 메

워 기차역을 세웠으며, 우리나라가 복되는 1945년까지 계속

하여 일본에 의해 마산의 앞바다가 매립되었다.

마산만의 본격 인 매립은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965년에 월 동 해안의 5만평이 매립되어 한국철강이 세워졌

고, 다음 해에는 마산의 곡창이었던 바넷들에 지 6만평의 한

일합섬이 들어섰다. 1970년 에는 마산 암동 앞바다의 갯벌

이 매립되어 수출자유지역이 건설되었고, 1980년도에 들어선 

창원공단으로 인해 마산만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재까지

의 매립된 넓이는 약 190만평으로 원래 마산만 면 의 약 40%

에 해당된다. 한 마산만 서항지구 약 41만평에 한 매립이 

계획 에 있다(마산만 특별 리민 산학 의회와 경남 학교 

연안역폐자원  환경연구센터, 2006). Table 2는 마산만 매립사

업의 주요 황을 나타내고 있다.

Fig. 2는 마산만 개발 기에 제작된 과거지도  상자료로

써 Fig. 2(a)는 1899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산만의 해도

로 재와는 달리 갯벌이 발달하 음을 알 수 있다. Fig. 2(b)는 

일본에 의해 1925년에 제작된 지도로 해안선이 직선형태로 나

타난 곳이 있음을 통해 매립사업이 이미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Fig. 2(c)는 재의 자유무역지역에 해당되는 항공사진이

다. Fig. 2(d)의 재 성 상을 통해 마산만 일 의 매립을 통

해 자연해안선이 거의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Fig. 3(a)는 매립에 따른 마산만의 연 별 변화를 보이고 있으

며, Fig. 3(b), 3(c)는 과거 매립지 조성 의 지형에서 재  

미래 추정되는 마산만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마산만 특별 리

민 산학 의회와 경남 학교 연안역폐자원  환경연구센터, 

2006).

3. 미래기후 태풍 및 해일 위험성 증대

우리나라는 지리  특성에 의하여 자연재해  태풍에 기인

한 피해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 

등의 장기 인 기후 변화에 따라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길 등(2006)은 과거 발생한 태풍분석 연구

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태풍 향이 커짐에 따라 피해증가를 의

미하는 25oN 이상에서 TY (최 풍속 33m/s 이상)으로 존재하

는 태풍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 다. 한 MAEMI(0314), 

RUSA(0215), SAOMAI(0014) 등과 같이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태풍 유형은 과거 50년간(1954~2003년) 12.6%의 발생빈도를 나

타내고 있으나, 최근 격한 증가추세(1991~2000년 20%, 2001~ 

2003년 33%)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태풍의 

경우 타 경로유형에 비해 빈번한 발생빈도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피해액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과거 30년간 남

해안에 상륙하여 큰 해일을 유발한 표 인 태풍의 진로는 

Fig. 4와 같다.

최병호 등(2004)은 과거 50년 기간의 태풍을 포함한 악기상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극치해양환경 

조건을 재 빈도별로 제시하 다. 이러한 추정은 과거의 자료 

 과거 태풍의 시뮬 이션에 기 하여 로젝션(재 빈도별로 

Fig. 4 Typhoon track influenced on southern coast of Korea

미래 상황에 한 추정)시킨 것이지만 근년의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향이 완 히 반 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계 해면 추정에 있어 기후변화의 향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

다.

한, 오재호(2007)는 미래 태풍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IPCC 보고서에서 미래 기후로 측되는 여러 시나리오  A2 

시나리오(CO2, CH4, N2O 등의 온실가스 농도가 100년 후 

재의 거의 2배가 되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기후 자료를 이용

하여 2003년 9월 13일(MAEMI), 2002년 9월 1일(RUSA) 우리나

라를 통과한 태풍이 가상의 미래 기후환경에서 내습하 을 경

우를 모의하여, 실제 사례와 비교하 다. 측에 따르면, 미래 

기후 환경에서의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 상륙시 10hPa 정도의 

심기압 차이(기압 강하)를 보인다. 한 태풍이 진행해가는 

동안 진행경로의 오른쪽(태풍 험반원)에서 두드러진 풍속 증

가가 나타났다. 지역 으로 차이는 있으나 최고 22hPa의 해수

면 기압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이 나타났으며, 부산항 크 인 

복사고 발생시에는 략 10m/s 정도의 풍속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태풍의 강도 증가에 따른 강수량  풍속의 증가가 

측된다고 하 다. 한 태풍 루사의 경우 미래 기후에서의 태풍 

매미와 유사한 특징을 보 다. 태풍의 근시 6hPa 정도의 

심기압 감소가 나타났고, 지역 으로 20hPa 내외의 해면기압 

변화가 있었다. 이는 미래 기후 평가에 한 3차 IPCC 보고서 

 지역 기후변화 특별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

는 부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기후 측에 한 연구와 함께 이를 고려한 폭풍

해일모의에 한 연구도 최근 진행되고 있다. 문승록 등(2007)

은 과거 발생한 태풍으로부터 심기압, 최 풍 반경, 진로 등

을 변경한 가상 태풍 시나리오 D/B를 구축하여, 향후 태풍 내

습시 해당 태풍정보와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 D/B의 결과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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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피해 측정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태풍 

MAEMI(0314)의 내습으로 막 한 피해를 래한 바 있는 마산

지역을 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용한 바 있다. 최근 허

동수 등(2008)은 슈퍼태풍에 한 험성을 인지하고 사 비 

 방지 책의 강구를 구하기 하여, 부산  경남 연안역에 

막 한 피해를 입힌 태풍 MAEMI(0314)와 세계 으로 막 한 

피해를 입힌 태풍(Katrina, Durian, Vera)을 조합하여 추정된 폭

풍해일고를 비교·검토하여, 태풍 매미시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폭풍해일고가 발생 가능하다고 지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문승록 등(2007)이 수행한 폭풍해일  범람 

모의기법을 용하여 태풍 매미시 마산만에서 침수범람지역과 

매립지를 비교하고, 최병호 등(2004), 오재호 등(2007)의 연구

에서 제시한 미래 상기후에서 강도가 강화된 태풍 매미가 발

생할 경우 부산지역의 매립지에서 침수범람을 측하고자 하

다.

4. 폭풍해일/범람모의 구축 및 적용

4.1 해일/범람모의 구축 및 검증

폭풍해일에 의한 매립지에서 침수범람 향을 악하기 해 

Fig. 5와 같은 폭풍해일  범람모의 과정을 용하 다. 상지

역을 부산과 마산으로 설정하고 해일모의시 태풍의 이동경로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역은 Fig. 6과 같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만까지 포함하는 역으로 설정하 다. 수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해도를 기본 바탕으로 상지역의 각종 

사업수행시 측된 수심자료를 활용하 으며, 표고자료는 범람

모의시 사실  반 을 해 국토지리원의 1 : 1,000 축 의 수치

지도를 최 한 활용하 으며, 1 : 1,000 축 의 수치지도가 제작

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종합정보망(LMIS) 자료  1 : 5,000 축

의 수치지도 등을 활용하 다. 수심  표고자료는 UTM 좌표

체계로 통일하고 평균해수면을 기 으로 하여 8단계의 Nested 

grid 격자체계로 최소격자는 50m로 구축하 다.

본 연구에 용한 수심 분 2차원 수치모형은 Myers and 

Malkin(1961)의 기압분포식을 이용한 해상풍 추산 모형을 포함

Fig. 5 Schematic diagram for storm surge and inundation 

simulation

Fig. 6 Computational grid system

하고, 육상으로 의처오름  조간  모의를 고려하여 Iwasa et 

al.(1986) 방법을 용하고 있다. 한 해안의 방 제, 제방 등의 

시설물이 있어 해일이 그 천단고를 넘는 경우는 월류량을 산정

하고 있어 해일  범람모의를 동시에 용할 수 있다. 한 

심 상 역을 세격자체계로 설정하는 Nested grid 방법을 

용하는데, 세부역의 계산결과가 역의 결과에 향을 미치는 

Coupled 기법을 활용된 모형으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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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y는 수평방향, z는 연직방향으로 설정한 좌표계이

고, u, v, w는 x, y, z 각 방향의 유속 성분, p는 압력, f는 편향력

(Coriolis parameter), Ah, Av는 수평  연직 와동 성 계수이

다. 용한 수치기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강태순 등(2007), 문

승록 등(2007)에 수록되어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을 모의하기 해 태풍입력정보는 일

본  우리나라 기상청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앞에서 기술한 

Myers and Malkin(1961) 기압분포식을 이용한 해상풍을 생성

하여 수치모의에 용하 고, 수치모형 검증 상으로 활용한 

마산의 측해일고는 해양조사원의 마산검조소의 2003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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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series and distribution of storm surge height around southern coast of Korea

Fig. 8 Comparison of inundation area in Masan during typhoon Maemi

된 1분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조화분석을 통해 해당시기의 조

를 사후추정한 후 해당기간의 실측치와의 차이를 통해 해일고

를 산정하 다. Fig. 7은 태풍 매미 내습시 부산  마산에 한 

해일고 시계열  최 해일고 분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산

의 경우 측해일고가 219.5cm이고, 계산 결과는 219.2cm로 매

우 만족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도 측치 해일고 

73.3cm보다 조  크게 87.7cm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상

지역 주변의 여수, 통 , 가덕도 등에서도 태풍 매미 내습시 해

일고를 재 하고 있다.

태풍 매미시 마산은 극심한 해일 침수범람 피해가 발생한 지

역으로 마산  연안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악된 바 

있다. Fig. 8은 마산만의 태풍 매미에 따른 침수흔 도,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폭풍해일  범람모의를 태풍 매미에 용

하여 작성한 침수도를 동시에 비교한 것이다. Fig. 8(b)는 소방

방재청 고시 2006-6호인 재해지도 기  등에 한 지침의 지도 

도식 방법에 따라 침수심을 50cm 간격으로 표시한 것으로, 침

수흔 도  모의결과에 의한 해안침수 상도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용한 폭풍해일  범람모의가 잘 재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풍 매미 내습시 마산만의 돌섬 좌측의 월 동에 침수범람

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피해범 는 해안

도로까지 침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Fig. 3(a)의 

마산만 매립지역과 비교하면 태풍 매미시 침수범람 피해가 발

생했던 지역이 매립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

생했던 해운 라자가 치한 지역은 매립지 에서 최근에 매

립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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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inundation area (km2)

Indation depth 0~50 cm 50~100 cm 100~150 cm 150~200 cm 200~250 cm 250~300 cm 300 cm~ Total

MAEMI 0.83 1.55 1.42 0.68 0.40 0.58 0.04 5.50 

Maemi on future climate 0.38 0.39 0.59 0.74 1.35 1.91 1.27 6.63 

Fig. 9 Expected inundation area during typhoon Maemi scenario on future climate

4.2 침수범람지역과 매립지 비교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마산만의 침수범람 피해 조사보고서

(기상청, 2003;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3)에 따르면, 태

풍 내습과 함께 마산만의 폐쇄 인 지형  요인과 당시의 조  

등을 침수범람의 주요 요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폭풍해일

에 따라 침수범람이 발생하는 경우 조 면에 따라 크게 좌우되

므로, 폭풍해일에 따른 재해지도를 작성할 경우 일본(연안기술

개발기술연구센터, 2004)은 7월에서 10월까지의 조평균고조

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소 20년 이상의 조

측자료가 확보된 지역의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정지해면을 조

면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마산의 경우 당시 측조 가 

432.0cm로 해일고가 219.5cm임을 감안하면, 약최고고조 에 가

까운 조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는 오재호(2007)  최병호 등(2004)의 연구결과

에 따라 태풍 매미의 내습강도가 강화된 경우에 한 모의를 

통해 Fig. 9와 같이 마산과 부산지역의 침수범람을 측하여 매

립지 황  태풍 매미 내습시 범람과 비교하 는데, 이때 

용한 조 면은 각 지역의 약최고고조 로 하 다. 태풍 매미의 

강화된 미래상황에서 내습시 심기압 20hPa 하강(오재호, 

2007)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해상풍을 재산정하 다. 그 결과 마

산에서 해일고는 태풍 매미 용에 따른 결과보다 164.0cm 증

가된 384.1cm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는 48.2cm 증가

된 135.9cm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은 태풍 매미와 미래기후의 태풍 매미의 모의 결과에 

따른 범람면 을 비교한 것으로 침수면 은 21% 증가하는 것

으로 상된다. 특히 해일고 상승에 따라 침수심 0~150 cm의 

면 은 64% 감소하지만, 150cm 이상의 침수심을 나타내는 면

은 211%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기후 태풍 매미에 따른 

침수면  6.63km
2
은 기술된 바와 같이 재까지 마산만에 매립

된 면  약 6.3km2(약 190만평)를 과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수치모의 결과는 태풍의 강화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수면 상승, 해상 기상의 변화  추가 인 매립공사 등의 해

안 인 지역의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할 경우 상

보다 큰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한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마산과 부산지역과 같이 매

립지로 형성된 해안지역이 직 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매립공사 황, 과거 태풍 피해  수치모의 결

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및 발전방향

연안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매립지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일범람의 취약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의 향으로 폭

풍해일의 강도는 증가되고 있어 연안매립지에 한 지속 인 

방재 책이 시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동부해역 특히, 마산과 부산지역을 상으

로 연안매립지의 취약성을 검토하 다. 먼  과거와 재 마산

지역의 상자료의 분석을 통해 태풍 내습에 따른 침수범람 피

해지역과 연안매립지가 일치함을 확인하 다. 한 폭풍해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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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모의를 마산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 용하여 마산만 매립

지와 침수범람 피해지역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 다. 특히, 해

일의 험성이 차 증 되는 부산지역을 비롯한 남해동부해역

에 하여 미래 상기후에서 발생가능한 태풍 매미를 가상으로 

모의하여 침수범람 향을 악하 다. 이 결과에서도 부분의 

피해지역이 연안매립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가 여타의 연안지역에 

비해 매립지에 집 되고 있어, 매립이 추진 이거나 향후 계획된 

지역에서는 매립에 따른 해일  범람피해를 사 에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설계지침과 련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해안침수 상도를 비롯한 재해지도의 작성 확 를 

통해 매립지(주거지역, 항만지역 등)의 피해에 따른 국가  손실을 

방지하기 한 통합 인 재해 리시스템의 구축이 시 하며, 미래

기후에 따른 해일/범람으로 연구 확   과거 피해 DB 구축 등 

연구 자료의 확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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