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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문진항의 해수교환율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해수교환방파제에 원거리 방류가 가능하도록 다기수로를 설치

하였다. 원거리 방류가 가능한 해수교환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총 4개의 CASE를 선정하여 수리모형실

험과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였고, 항내수역의 해수순환 양상과 해수교환율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기존의

해수교환방파제(CASE 1)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는 정체수역의 발생으로 전체 해수교환율이 48%로 측정되었다. 반

면, 원거리 방류가 가능한 해수교환시스템은 해수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정체수역까지 외해수를 전달하여 CASE 2,

CASE 3, 그리고 CASE 4의 경우 전체 해수교환율은 CASE 1에 비교하여 각각 19%, 15%, 그리고 17%가 향상되었다.

Abstract − The multi-outlets were installed on the existing seawater exchange breakwater in order to improve

seawater exchange rate at Jumunjin harbor. Physical and numerical model system were fulfilled for 4 cases to

evaluate seawater exchange system which is able to discharge water remotely. The seawater circulation pattern

and seawater exchange rate in the harbor were compared and analyzed. Consequently, total seawater exchange

rate for CASE 1 was calculated 48% due to the dead zones which hinder seawater circulation in the harbor. Oth-

erwise, the seawater exchange rates of CASE 2, CASE 3, and CASE 4 with the installation of the system were

enhanced 19%, 15% and 17%, respectively compare to CASE 1.

Keyowrds: Seawater exchange breakwater(해수교환방파제), Multi-outlets(다기수로), Seawater circula-

tion(해수순환), Seawater exchange rate(해수교환율), Dead zone(정체수역)

1. 서 론
 

현재 세계적으로 항만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기존 항만과 어항

을 확대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Waterfront의 개념을 도

입하여 항 인근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항만 건설

시 소파를 위한 불투과성 방파제 설치로 인하여 항내외 해수의 순

환이 단절되어 항내 수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항만 리모

델링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항내 정온도 확보, 수질개선 그

리고 친수친환경은 항만 리모델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며,

그 중에서 항내 수질개선을 위한 해안구조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고 실용화 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어 현재까지

많은 구조물 개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주방파제 외부에 잠제형 월류제를 설치한 후 유수

실이 생성되도록 하여 월류된 파가 유수실의 수위를 항내보다 높

여 그 수위차로 외해수가 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한 형식으로 山

本 等[1987]이 해수교류공법이라는 연구 주제로 잠제형 월류제가†Corresponding author: cjang@kookmin.ac.kr



해수교환시스템의 수질향상 효율평가 207

설치된 해수교환방파제를 제안하였으며, 월류제를 설치하지 않고

방파제를 개선하여 해수 교환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Satoh et

al.[1994]는 유공제 전면에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외해측의

방파제 전면에 직립벽을 설치하여 유수부가 생성되도록 구조형식

을 개발하였다. 이 구조형식의 장점은 유공제 전면에 피복제를 이

용한 잠제를 설치하여 유수실이 확보되는 기존의 山本 等[1987]

의 연구 개발을 응용하여, 유수부의 연직벽을 유공제와 일체구조

로 제작이 가능하고,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단면이 대규모가 될

때 공사비가 절감되도록 하였다. Yamamoto et al.[1997]은 방파제

내부에 직사각형 도수관을 설치하여 파랑의 월류에 의한 수위상

승으로 발생하는 수두차를 이용하여 해수를 유입시키는 경사식 해

수교환방파제를 개발하였고, Akeda et al.[1998]은 Yamamoto et

al.[1997]의 연구 개발을 토대로 하여 도수관의 개구비율(opening

ratio), 파형기울기, 그리고 파랑전달계수(wave transmission coefficient)

와의 상호관계를 이용한 수리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Ohmura et al.[2005]는 입사파가 2열 커튼식 방파제 사이에 유수

실이 생성되도록 설치하고 파랑이 지나갈 때 발생되는 와류를 이

용하여 일방향 흐름을 유도시키는 해수교환이 가능한 방파제를 개

발하였으며, Ohmura[2008]는 파랑에 의한 해수의 질량수송을 유

도하는 해수교환이 가능한 구조물을 개발하였고, 사인파(sinusoidal

waves)의 반주기 동안의 운동에 의한 질량수송 유량을 산정하였

으며, 도수관이 길고, 조차가 큰 환경에서도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주문항 방파제 북측 전면에 반원형 월류제를 설치

하고, 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케이슨식 구조물에 유통수로를 만

들어 6개의 도수관과 연결하여 항내로 해수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해수교환 방파제가 개발되었다(Lee et al.[1994]). 이

이후로 방파제 내부에 L자형 진동수로를 내장시켜 시공성을 향상

시켰고, L자형 진동수로내 수위의 진폭 및 진동수로를 통한 유량

이 최대가 되는 공진주기를 예측하였다(이 등[1999]). 또한 월류

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수실을 방파제에 내장시킨 해수교환방파제

는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에 적용하였다. 서방파제 중앙 60 m

구간에 설치된 유입수 노출 유수실 내장형 해수교환방파제는 수

질 1등급 청정해역 제주지역에 항만을 건설함에 있어 방파제 축

조로 내항 오염 및 수질변화 발생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수소통 효

과가 탁월한 지점에 파력을 이용한 해수교환방파제를 설치하였다

(국토해양부[2006]).

본 연구는 기존의 주문진항에 설치된 반월류형 해수교환방파제

의 효율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외해수의 원거리 방류가 가능한 다

기수로를 설치하여 해수순환의 양상과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

CASE별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고, 해수교환율이 우수한 수치

모형실험 CASE들을 선정하여 수리모형실험을 병행, 그 결과들을

비교 및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Fig. 1은 기존의 해수교환방파제

(No. 1)의 위치와 원거리 방류를 위한 다기수로의 위치(No. 2,3,4,5

and 6)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CASE들 중, CASE

1은 기존의 해수교환방파제의 6개의 도수관을 모두 사용한 경우

이며, CASE 2는 기존의 6개의 도수관 중 3개의 도수관과 다기수

로 3,5 그리고 6번을 사용한 경우이다. CASE 3은 기존 3개의 도

수관과 다기수로 4,5 그리고 6번을 사용한 경우이며, 마지막 CASE

4는 기존의 도수관을 모두 막고, 다기수로만 이용한 경우로 2,3,4,5

그리고 6번을 사용한다. 다기수로의 구간거리는 기존 해수교환방

파제(No. 1)에서 No. 2까지 63.67 m, No. 2에서 No. 3까지 거리는

63.67 m, No. 3에서 No. 4까지 거리는 221.27 m, No. 4에서 No.

5까지 거리는 221.27 m, 그리고 No. 5에서 No. 6까지 거리는 135.75

m이며, 총 수로의 길이는 705.63 m이다.

본 연구의 수치모형실험에서의 조석고려는 주문진항 인근의 조

차가 0.3 m인 관계로 유입해수로 인한 항내 해수유동에의 영향이

미흡 할 것이라 판단되며, 수리모형실험과 비교하여 해수교환율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2. 수치모형실험
 

2.1 항내에 유입되는 유량산정

현재 주문진항에 설치된 해수교환방파제에는 6개의 도수관이

내장되어 있고, 외해수의 항내 평균유입량은 71,000 m3/day이다

(국토해양부, 1999). 항내에 설치된 다기수로의 높이는 정수면에서

모두 일정하게 설치하였다. 다기수로내의 해수 흐름은 등류로 가

정하여 파랑이 반원형 잠제를 월류한 후, 해수교환방파제를 지나

처음 다기수로(L
1
)로 들어오는 유입량을 Q

1
이라한다. 수리학에서

Manning의 경험식과 분기관공식을 이용하여, 관의 길이 L
2
와 L

3

에서 분기되는 유입량이 각각 Q
2
, Q

3
가 된다(Fig. 2). 같은 방법으

로 아래의 식 (1), (2), 그리고 (3)을 사용하여 각각의 유입량을 계

산할 수 있다.

Fig. 1. The location of multi-outlets on the existing seawater exchange brea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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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여기서 H는 수두차, Q는 유량, g는 중력가속도, D는 관의 직경, L은

관의 길이, 그리고 n은 조도계수이다. f는 마찰 손실계수, f
e
는 유

입 손실계수, f
o
는 유출 손실계수, 그리고 f

br
은 분기관 손실계수를

나타내며, 유입손실계수는 0.6, 유출손실계수는 1.0을 사용하였다.

다기수로에서 주 수로의 관경은 3.0 m로 하였고, 각각의 유입 관

경은 거의 동일한 유량이 항내로 유입되도록 Table 1과 같이 원거

리로 갈수록 점점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주문진항에 설치된

해수교환방파제의 평균 유입량과 Manning의 경험식으로 계산된

유입량을 비교 계산하여 상관계수 Cq=0.035를 얻었다. 이 상관계

수가 0.035로 값이 작은 이유는 수두차(약 0.2 m)에 비해 다기수로

의 총 길이(약 706 m)가 상당히 길어 유입량의 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2.2 수치모형의 지배방정식

주문진 항내의 해수순환 양상을 수치모형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격자소의 크기가 인 정방형 격자체계를 사용하였다.

격자의 수는 x 방향으로 408개, y방향으로 469개로 수치모형을 위

한 총 격자수는 개다. 수심은 2007년 6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

행한 해도 No. 165(축척: 1/5,000)를 사용하여 수치모형의 입력자

료로 사용하였으며, 평균 해수면은 해도에 제시된 0.20 m를 적용

하였다. Coriolis 계수를 위한 위도의 기준은 37.8oN으로 하였고,

Darcy-Weisbach의 마찰계수는 0.002를 사용하였다.

수심적분 평면 2차원(x, y방향) 해수유동 수치모형의 기본방정

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에서 유도된다. 질량보존법칙으로부

터 유도되는 3차원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과 난류유체의 운

동량보존방정식인 3차원 Reynolds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들 중에

서 수평방향 유속에 관하여 수심적분하면 아래와 같은 전개식들

이 된다.

 (4)

 (5)

 (6)

여기서 t는 시간, x는 Cartesian 좌표계의 한 수평축, y는 Cartesian

좌표계의 x축과 직교되는 다른 한 축, ξ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한

수위변동, U, V는 x, y방향의 연직평균 수평유속, H는 총 수심(h+ξ),

h는 평균 수심, g는 중력가속도, f = (8τ
b
)/(ρU2)는 Darcy-Weisbach

의 마찰손실계수, τ
b
는 해저면에서의 전단응력, ρ는 해수밀도, D

x
,

D
y
는 x, y방향의 확산/분산 계수, w는 지구자전 각속도, 는 대상지

역의 위도이다.

해저면에서 해수면까지의 전단응력 연직분포를 직선형이라 하

면 난류확산계수의 연직분포를 포물선형, 수평유속의 연직분포를

대수형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Darcy-Weisbach는 관수로의 에너

지 손실을 다음 식으로 표현하였다.

(7)

여기서 ∆h는 손실수두(m), l은 길이(m), D는 직경(m), U는 평균유

속이며, 위의 마찰손실계수는 개수로의 경우 아래의 식과 같이 되

며, 대수형태의 유속분포를 이용하여 식 (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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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 fe f1
L1

D1

------+⎝ ⎠
⎛ ⎞ Q1

2

2gA1

2
----------- fo fbr f3

L3

D3

------+ +⎝ ⎠
⎛ ⎞ Q3

2

2gA3

2
-----------+=

H fe f1
L1

D1

------+⎝ ⎠
⎛ ⎞ Q1

2

2gA1

2
----------- fo fbr f2

L2

D2

------+ +⎝ ⎠
⎛ ⎞ Q2

2

2gA2

2
-----------+=

Q1 Q2 Q3+=

∆x ∆y 5m= =

∂ξ
∂t
------

∂ HU( )
∂x

----------------
∂ HV( )
∂y

---------------+ + 0=

∂U

∂t
------- U

∂U

∂x
------- V

∂U

∂y
------- 2w sinφ( )V  

fU U
2

V
2

+

8H
--------------------------+–+ +

 g
∂ξ
∂x
------

∂
∂x
----- Dx

∂U

∂x
-------⎝ ⎠

⎛ ⎞–
∂
∂y
----- Dx

∂U

∂y
-------⎝ ⎠

⎛ ⎞–+ 0=

∂V

∂t
------ U

∂V

∂x
------ V

∂V

∂y
------ 2w sinφ( )U  

fV U
2

V
2

+

8H
--------------------------+–+ +

 g
∂ξ
∂y
------

∂
∂x
----- Dx

∂V

∂x
------⎝ ⎠

⎛ ⎞–
∂
∂y
----- Dy

∂V

∂y
------⎝ ⎠

⎛ ⎞–+ 0=

h∆ f
l

D
----

U
2

2g
------=

 f
8τb

ρU
2

---------=

 f 8k
2

ln
2– d

ez0
------⎝ ⎠
⎛ ⎞=

Fig. 2. Basic concept in hydraulics.

Table 1. The discharges computed b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utlets D (m) CASE 1 (m3/s) CASE 2 (m3/s) CASE 3 (m3/s) CASE 4 (m3/s)

1(×3) 1.5 0.137(×6) 0.137(×3) 0.137(×3)

2 1.4 0.057

3 1.6 0.074 0.057

4 2.0 0.089 0.055

5 2.8 0.085 0.074 0.054

6 3.0 0.085 0.07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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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는 von Karman 상수(=0.4), d는 수심, e는 Euler 상수,

z
0
=k

s
/30, k

s
는 조도계수(=3d

50
 또는 3r), d

50
는 해저면의 평균입경, r

은 해저면 모래결(ripple)의 높이이다.

본 수치모형에서는 난류마감을 위해 난류응력이 평균속도 변화

율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Boussinesq[1872]의 와점성계수 개념

을 도입하였으며, 난류 와동점성계수의 추정을 위하여 혼합거리

개념을 적용한 0 방정식(zero equation) 모형을 적용하였다. 혼합

거리개념은 와동점성계수(v
t
)가 평균유속(V)과 Length Scale(L)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유도된다.

(10)

(11)

이 관계로부터 와동점성계수(v
t
)는 다음 식과 같다.

(12)

여기서, l
m
은 혼합거리(=kL), L은 거리 비율을 나타낸다. 식 (12)가

Prandtl의 혼합거리가정으로 와동점성계수를 부분적인 평균유속변

화율의 함수로서 구성하였으며, 유일한 미지수로는 혼합거리를 포

함시켰다.

해수유동 수치모형의 결과는 해수교환 수치모형(KU-SUS)의 입

력자료가 된다. 해수유동에 의한 해수교환율을 원하는 시간 간격

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수치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치모형은

수심평균화된 2차원모형으로서 기본 방정식은 질량보존의 개념을

나타내는 이동·확산 방정식으로 식 (13)과 같다.

 (13)

여기서 C는 수심평균 농도(kg/m3), D
xx

, D
xy
, D

yy
는 난류확산/분산계

수이다.

흐름내의 물질은 이류(advection), 난류확산(turbulent diffusion),

분산(dispersion)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현상을 현장관측을 통하여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우며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분류도 대상해역의 크기 및 모형의

격자크기에 따라 변하므로 각각의 현상을 수치모형 상에 효과적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확산을 고려하

면서 층별 유속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단확산(shear diffusion)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된 Elder[1959]의 식을 이용한다.

 (14)

(15)

 (16)

(17)

여기서, v
T
는 수평방향 난류확산계수(v

T
=0.07du

*
), D

S
는 유체의 전

단흐름으로 수심평균 농도 이동식에서 발생하는 흐름방향의 분산

계수(D
S
≈5.86du

*
)이다. u

*
는 전단속도(shear velocity)로서 다음의

식과 같으며, τ
b
는 흐름에 의해 해저면에 가해지는 전단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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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1-15 days by numerical modeling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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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여기서 ρ는 물의 밀도, f
c
는 흐름에 의한 해저면 마찰계수이고, k

s
는

해저면 조도계수이다.

2.3 수치모형 결과

Fig. 3에서 Fig. 6은 해수가 각 CASE별로 유입될 경우의 농도

분포에 대하여 1일부터 15일까지 시간별로 표현하였다. 수치모형

적용결과는 교환율 값이 0.0에서 1.0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이 경

우 수치가 1.0에 가까우면 해수교환율이 높은 경우를 뜻하며 반면

수치가 0.0에 가까우면 해수교환율이 낮은 경우를 뜻한다. 수치모

형 수행시간이 15일에 한정된 이유는 유입된 해수로 인한 농도분

포가 항입구까지 이동·확산된 시간이다.

CASE 1부터 CASE 4까지의 수치모형을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

Fig. 3(CASE 1)은 기존 해수교환 방파제의 해수교환율을 나타내

고 있다. 월류제를 넘어 유입되는 해수가 한 지역에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입지역 반대 부분과 항 중앙 좌측부분에 해수순환

이 순조롭지 못하여 정체수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 흐름 정체수역

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원거

리 방류기법을 도입한 다기수로를 설치하였다. Fig. 4(CASE 2)에

서 보이는 것과 같이, CASE 1에서 발생된 정체수역에도 해수교

환이 양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항내측 왼쪽 부분에

다기수로가 설치되어 유입 해수를 공급하므로 발생되는 유속과 기

존의 도수관에서 유입되는 해수가 만나 항 중앙에 순조로운 유속

이 분포되었고, No. 6에서 유입되는 유량에 의해 발생되는 유속이

합쳐져 항 중앙에 상당한 해수교환 효율을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Fig. 5(CASE 3)와 Fig. 6(CASE 4)에서도 CASE 2에서 분석된 결

과보다 해수교환이 양호하지는 못하였지만, 기존 해수교환 방파제

보다 우수한 수질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CASE 4의 경우

기존의 유입구를 막고 다기수로만 이용하여 발생되는 유입량손실

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CASE 1보다 해수교환율이 양호한 것

으로 계산되었다.

3. 수리모형실험

수리모형실험은 평면조파수조에서 규칙파를 이용하여 주문진방

파제의 현재 상태 재현 및 다기수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해수교환

효과를 검토했다. 실험에서는 형광염료를 이용한 항내의 흐름양상

및 확산범위를 검토하였다. 평면수조 제원은 Table 2와 같다.

3.1 실험조건 및 방법

수리모형실험은 수치모형실험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상태(CASE

1)를 포함한 4개안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파고는 0.7 m~3.0 m,

주기는 5.0 sec~15.0 sec, 파향은 ENE~ESE, 조위는 0.2 m의 조

u*

τb

ρ
----=

τb
1

8
---ρfcq

2

=

fc 0.24 log
12d

k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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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1-15 days by numerical modeling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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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다양한 수리특성에 관한 유입유량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 축척은 수조의 크기, 구조물의 실제 크기, 실

험파의 제원, 조파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모형에서

계측하고자 하는 각종 물리량은 축척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축척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실험파의 제원에 대해 수조의 크

기 및 조파기의 성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형을 가능한 한

Fig. 5.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1-15 days by numerical modeling (CASE 3).

Fig. 6.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1-15 days by numerical modeling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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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하는 편이 좋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 구조물의 축

척을 1/60로 선정하여 재현하였다.

실험방법은 위의 실험조건에 맞추어 모형을 제작 후, 항내에 일

정흐름이 발생할 수 있도록 20분간 조파를 시작한다. 조파 시작

후 15분이 경과한 다음에 동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20분경과 후,

관내에 동일한 농도의 염료를 일정하게 투입한다. 염료가 항 입구

에 도달하면 조파를 중지한다.

3.2 실험결과

기존시설인 CASE 1의 경우, 항내 및 외곽방파제에 접한 영역

Fig. 7. Jumunjin harbor for physical model.

Table 2. Dimension and characteristics of wavemaker 

Dimension of flume 32 m (L) × 39 m (W) × 1.5 m (H)

Characteristics

Wave maker 0.75 m (L) × 1.5 m (H) × 36

Max. Wave height 0.4 m

Wave period range 0.5 sec ~ 5.0 sec

Type Snake piston type

Table 3. Froude similarity

Symbol Scale Prototype Model

Length L
r

1/60 60 m 100 cm

Depth h
r

1/60 18 m 30 cm

Wave Height H
r

1/60 0.6 m 1.0 cm

Wave length L
r

1/60 60 m 100 cm

Wave period T
r

(1/60)1/2 10.0 sec 1.29 sec

Fig. 8.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1-15 days by physical

modeling (CASE 1).

Fig. 9.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1-15 days by physical

modeling (CASE 2).

Fig. 10.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1-15 days by physical

modeling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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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수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기수로 전면에서는 해수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폐쇄수역이 넓게 발생되고 있다.

CASE 2, 3의 경우는 기존시설과 다기수로를 병용하는 안으로써,

기존시설만 이용하는 경우와 다기수로만을 이용하는 안에 비해 폐

쇄수역의 감소 및 염료의 항입구부 도달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CASE별 유입유량을 비교해 보면 기존시설의 경

우가 유입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수교환율에 대해

서는 CASE 2의 경우가 다른 CASE들 보다 우수한 현상을 보여

주었다. CASE 4의 경우는 기존시설인 No. 1의 도수관은 사용하

지 않고 다기수로만을 이용하는 안으로써, 평균유속의 감소로 염

료가 항 입구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수리모형실험의 염료농도는 수치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하여 형

광염료의 이동·확산이 목측으로 구분이 가능한 염료농도에 색상을

입혀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4. 정량적 평가

해수교환율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Fig. 12과 같이 항내 가장

오염도가 높은 내부(A, HEAD)와 중앙부(B, BODY)로 분리하여

Fig. 13에서 Fig. 16은 각 CASE별 해수교환율의 우열을 비교 분

석하였다. 해수교환율은 수치모형에서의 격자 1개 당 1.0을 부여

하여 구역별(A, HEAD, B, BODY) 격자소의 개수와 계산된 농도

Fig. 11.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1-15 days by physical

modeling (CASE 4).

Fig. 12. Four sections classified for concentration distribution.

Fig. 13. Time series of the seawater exchange rate difference at A.

Fig. 14. Time series of the seawater exchange rate difference at B.

Fig. 15. Time series of the seawater exchange rate difference at HEAD.

Fig. 16. Time series of the seawater exchange rate difference a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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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을 나누어 해수교환율을 계산하였다.

기존의 해수교환방파제(CASE 1)는 전체적으로 해수교환이 이

루어졌었지만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수교환율이 다른 CASE

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ASE 2(1356)는 전체적으로 다

른 CASE들보다 가장 탁월한 수질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다. CASE

3(1456)은 A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CASE 2(1356)와 동일

하게 높은 수질개선 효과를 보였다. CASE 4(23456)는 보여지는

것처럼 A지역과 HEAD지역에서 우수한 수질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CASE 2(1356)와 비교시 해수교환 효과가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고 다기수로가 많아질수록 유량의 손실이 크게 되

므로 전체적인 해수교환율에는 불리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하여 Table 4는 15일 후의 CASE별 해수교환율을 정량적으로 계

산된 값을 보여준다. 특히 해수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흐름이 정체

되어 있는 B구역의 경우 기존 CASE 1의 해수교환율은 39%가 산

정되었다. 반면 CASE 2, CASE 3, 그리고 CASE 4는 CASE 1과

비교시 해수교환율이 각각 28%, 26%, 그리고 28% 향상하였다.

특히 CASE 2는 다른 CASE들보다 다른 흐름 정체수역에서도 해

수교환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량평가 결과를 15일에 대하여 시계열로 나타낸 이유는 항내

수면적(210,000 m2)과 항내 평균수심(5 m)을 곱한 항내보유수량

을 해수교환방파제를 통하여 유입되는 항내 해수유입량(7,1000

m3/day)으로 나누어 약 15일을 얻었기 때문이다.

수치 및 수리 모형실험 비교 분석결과 기존 해수교환방파제

(CASE 1) 설치 보다 다기수로를 이용한 해수교환시스템을 적용

시 흐름 정체수역의 해소와 함께 수질개선 능력에 우수함을 보였

으며, 특히 CASE 2의 경우 다른 CASE들에 비해 가장 우수한 해

수교환율을 나타내었다. 아래의 Fig. 17과 Fig. 18에서 가운데 그

림들은 수치모형실험의 절대농도 0.7 이상을 재 표현하여 수리모

형실험과의 비교가 편리하도록 재작되었고, 두 실험에 대한 비교

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수치적 확산과 수리적 확산의 상

이성 때문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다루어 추후 논문에

게재 할 예정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주문진항에 설치 된 해수교환방파제의 단점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기수로를 가진 새로운 해수교환

시스템에 대하여 수치모형실험과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해수교

환의 효율성을 예측해 보았다. 새로운 해수교환시스템의 적용 결

과, 기존의 해수교환방파제의 흐름 정체수역이 다기수로를 설치하

여 원활한 해수교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유량손실이 발생

하여도 다기수로를 설치하여 원거리 방류가 가능하면 항내 수질개

선을 증대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문진항의 경우에는 항내 정박지

의 형태가 전형적인 동해안의 항만 형태와 상이하므로, 기존의 해수

교환방파제의 위치는 매우 적절하지만 흐름 정체수역의 필수적인

발생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를 통해 주문진항은 기존 해수교환방파

제와 다기수로를 적절히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추후

동해안과 같이 조차가 매우 적고, 파랑이 우세한 해역에서의 해수교

환율 연구는 물론 서해안과 같이 조석이 우세한 해역에서의 해수교

환율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수교환방파제의 실용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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