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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hen seawall or harbor gate is installed for coastal disaster prevention, a two-dimensional water analysis

in the bay is carried out to consider the flood amount of river inflow and effect of harbor gate. The Yeongsan river and

the port Mokpo area are selcected for the study region. Then, by analyzing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flood flow of

the Yeongsan river, we analysed the compatibility of the results in the two-dimensional hydrodynamic model. A two-

dimensional water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four cases considering whether a harbor gate is installed or not, and

whether the inland water boundary condition is considered or not, also with open sea boundary condition. The results of

the two-dimensional water analysis shows that water level change near the port Mokpo area is mainly caused by the

discharge of the estuary barrage of the Yeongsan river because the harbor gate was installed.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volume of reservoir created by the harbor gate and the estuary barrage is too much small compared to the volume

of the discharge from the Yeongsan river. Therefore, when the harbor gate is installed in the open sea, we concluded that

a flexible management between the harbor gate and the estuary barrage of the Yeongsan river is required. A initial water

level of the bay and outflow from the harbor gate are proposed for disaster prevention in the coastal area of port Mokpo.

Keywords : storm surge, river inflow, coastal disaster prevention, harbor gate, 1,2-D hydraulic analysis

..............................................................................................................................................................................................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의 방재를 위하여 외해에 방조제를 설치하였을 때 유입하천의 홍수량을 고려하여 만내의 2차원 수리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지역으로 영산강과 목포항 해역을 선정하였으며, 먼저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하상준설 및 하도변화에 따른

영산강의 수위영향을 검토하기위하여 HEC-RAS 모형을 적용하여 1차원수리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범용

및 상용화 되어있는 2차원 동수역학 모형인 SMS의 CMS-Flow 모델을 이용하여 외해에 Harbor Gate 설치를 통한 2차원 수리분석을

하고, 영산강의 홍수량에 대한 수리학적 흐름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2차원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2차원 수리분석은 방조수문

설치 유·무와내수경계조건으로영산강 유입량 적용유무을고려한 4가지 경우에 대하여외해경계조건을 부여하여실시하였으며, 2차원

모형의 적용 결과 방조수문 설치로 인하여 목포항 해역의 해수면 변화는 영산강 하구둑의 방류량이 지배적이며, 방조수문과 하구둑에

의해만들어진저수지의용적량이방류량의용적에비해많이부족하므로방조수문설치시영산강하구둑과방조수문의유기적인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 폭풍해일, 하천 유입량, 연안방재, 방조수문, 1차원 및 2차원 수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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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하천은 주요 용수 및 에

너지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하천 홍수가 범람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

게 되므로 경제적․사회적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하천 유

지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 발

생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해 많은 해안지역이 해일 발

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폭풍해일고의수치모의연구는전세계적으로지속적으

로 수행되고 있고, 또 계속발전 중에 있다. 폭풍을 일으키

는 열대저기압을 유럽에서는 ‘extratropical storm’이라 부

르며 Zampato et al. (2006) 등의 해일고 산출연구가 있었

으며, 북미 지역 또는 대서양에서는 이를 ‘hurricane’이라

부르며 Weisberg and Zheng (2008), Peng et al. (2006a,

b), Shen and Gong (2006)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아

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typhoon’이라 명명되며 Kohno

(2009), Jain et al. (2011) 등의 해일고 산출연구 등이 각

국에서 수행되었다.

초기의 해일고 산출연구는 19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

는데 관측자료에 근거한간략한 경험식의 형태(Conner et

al., 1957; Harris, 1959)나 단순한 해역에 제한적으로 적용

한 해석해(Proudman, 1954; Doodson, 1953; Heaps, 1965)

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지배방정식

을수치연산에의해해석할수있는고성능의컴퓨팅이가

능하게되었는데, 단순격자상에서의 2차원계산(수심방향

일정)에 이어 이후 각종복잡한물리과정과 연안선 및 수

심조건을 상세히계산하는 정밀격자를 포함하는 3차원 수

치모형까지 확장되게 되었다(AGU, 2006).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폭풍해일의이론과메커니즘에대한수치실험연

구가본격진행되면서시공간적해면변동을모의하고이에

대한 관측값에 의한 이론분석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의

경우초기폭풍해일연구는 1980년대중반이후에수치모의

에의한접근(Choi, 1985;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1985, 1986, 1987; Jang and Lee, 1989)이

있었다. 이후 폭풍해일고 예측 모형기술 뿐 아니라 태풍

해상풍 산출, 태풍 및 해일고 관측자료의 정밀분석 등은

상당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주요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

준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의 국내연구는 주로 해일고의

예측보다는극치 해일고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 위주로 수

행되었는데, Go (1998)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면자료를

분석하고폭풍해일수치모형을수립하여재현빈도별해일

고, 해일 유속분포도와 빈도별최극해면의 분포도를 작성

하였다. 우리나라는 연안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인 여러 요

소(조석, 해일, 파랑등)의예측모형은비교적잘수립되어

있고, 과학기술부 국책연구과제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관

련 핵심 기술(과거태풍 정밀 분석기술, 태풍 해상풍 산출

기술, 태풍 해일수치 모형기술 등)은 확보되어 있으나 기

상입력자료와 연계를 통한 통합적용체제의 구축기술 및

국지 정밀해일예보현업화기술은아직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연구는목포항해역에서 폭풍해일의발생과

영산강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을 기반으로 해안범람을 모

의할 수 있는 모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목포항 해

역에 발생하는 해일과 하천의 유입량으로 인한 내·외수의

영향으로부터 해안저지대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수문분석 방법

영산강 유역에는총 21개의 강우관측소에서 일우량 및

시우량 관측을 시행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 영향을 미

치는 강우관측소에 대한 강우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상청

관할광주, 목포 강우관측소는 1961년에서 현재까지 51개

년간의 시우량 자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강우관측소는 함평관측소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료년수가타기관 관측소에 비해 상

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계강우량 산정시 시간 강우기록의 보유년수와 자료

의 질만을 고려하여 광주, 목포, 함평의 3개 관측소만을

이용하여평균강우량을 산정하기에는 공간적 강우특성을

대표하여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북

이, 삼서, 능주의 3개 관측소를 추가하여 6개의 우량관측

소를 선정하였으며, The upper region of the Yeong san

River master plan (2010)에서 사용한 강우자료(∼2008년)

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추가로 확충하였다.

광주, 목포관측소의 경우 기상청강우자료를 수집하였고,

북이, 삼서, 함평, 능주관측소의 경우 영산강홍수통제소의

강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홍수량 산정을 위하여 1995년 미육

군공병단수문공학센터(Hydrologic Engineering Center)에

서개발한모형인HEC-HMS(Hydrologic Modeling System)

을이용하여모의하였고, 홍수량산정을위하여기존에실

시된 Yeong san River water control plan in basinwide

(2005), The upper region of the Yeong san River master

plan (2010)의 홍수량 산정지점 및 매개변수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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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MS-FLOW Module

영산강 유역의 홍수량을새로이 산정하였다. 홍수량 산정

지점은 영산강 본류의 10개 지점, 황룡강 2개 지점, 지석

천 5개 지점, 고막원천 7개 지점, 함평천 5개 지점 등 총

29개 지점을 홍수량 산정지점으로 선정하였다.

2.2 1차원 수리분석

본 연구에서는영산강유하능력검토및 홍수위 산정을

위해서 미국육군공병단에서개발되어 세계 각지에서널

리사용되고있는HEC-RAS 모형(HEC, 1999)을이용하였

으며, 대상하천인 영산강은 영산강유역 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시행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등류 계산

의하류단경계조건으로사용되는기점수위및조도계수에

대한 자료 등 부등류 계산을 위한 제반 자료들은 Yeong

san River water control plan in basinwid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5)과 The upper

region of the Yeong san River master pl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에서 수집

하여 이용하였다.

2.3 목포항 해역의 2차원 수리분석 및 적용모형

본연구에서는 2차원수리분석을수행하기위하여SMS

(Surface Water Modeling System) 모형을 이용하였다.

SMS 모형은유체흐름의동수역학 해석을위한 2차원수

치모형으로 설계를 위한 전처리 및 후처리 기능과 함께 2

차원 유한요소, 2차원 유한 차분 및 1차원 역류 모델링도

구가 포함되어 있다. SMS 모형은 홍수위 및 조수위, 유

속, 오염물의 이송확산, 유사 이동 및퇴적, 상류-사류 흐

름, 연안파랑, 침수 현상을 모델링한다. SMS 모형은 하천,

해안 및 항만 관련 2차원 해석 모델들을 위한 전·후처리

과정을 GUI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윈도우

상에서 쉽게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목포항 해역의 2차원 수리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CMS-

Flow 모델은 기존의 M2D 모델의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

된 2차원 순환 모델로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유한 차분 수치모델이다. 홍수나 건기에 대한 계산,

파력, 풍속, 마찰계수, 이류, 혼합, 비선형 연속 방정식등

을 포함하고 있다.

3. 영산강 유역의 수문·수리 분석

3.1 영산강 유역의 개황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으로 우리나라 5대강의 하나인

영산강유역을선정하였다. 영산강의유역면적은 3,455 km
2
,

유로연장은 129.5 km, 유역의 동서간최대길이는 60.6 km,

남북간 최대길이는 89.9 km, 유역의 평균폭은 26.7 km이

다. 유역의 형상계수는 정사각형 유역일 경우 1이고, 유역

이길고좁은 형태일 경우 그값이 작아진다. 형상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다른 유출조건이 같을 때신속하고 첨예

한 유역응답을 갖는 유역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 하

천인 영산강의 경우 형상계수가 0.164～0.237로 유역형태

는직사각형 형태의 수지상이며 영산강의 유출특성을 대

변하는 형상계수는 하구기준으로 0.206이다.

3.2 영산강 유역의 수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산정한 확률강우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Yeong san River water control plan in basinwide

(2005)과 The upper region of the Yeong san River

master plan (2010)에서 산정된 6개우량관측소의확률강

우량을상호비교하였으며, Yeong san River water control

plan in basinwide (2005)의 경우 2002년까지의 강우자료

에의해분석되었으며, The upper region of the Yeong san

River master plan (2010)은 2002년까지의 자료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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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

stream
Estimate point Code

Basin area

(km
2
)

River

length

L (km)

Design flood discharge (㎥/s)

Frequency

(year)

Comprehensive

Flood Mitigation

Plan in a River

Basin (2005)

River

master

plan

(2010)

This study

(2014)

Yeong

san

River

Yeong san Riv Junction YS1 3,455.0 129.5 8,202 8,310 7,329 100

Sa po YS2 2,592.0 91.6 8,754 8,880 8,301 100

Go mak won Stream

before Junction
YS3 2,367.1 85.2 8,142 8,270 8,280 100

Yeong san po YS4 2,154.0 72.6 8,493 8,610 7,066 200

Na ju YS5 2,054.7 66.0 8,217 8,320 6,730 200

Bon dong YS6 1,327.0 60.8 5,055 5,140 4,212 200

Mareuk YS7 682.2 50.9 2,951 3,010 2,589 200

Gwang ju Stream

before Junction
YS8 575.7 49.4 2,549 2,600 2,294 200

Jeong am Stream

before Junction
YS9 240.6 31.0 1,167 1,170 1,042 100

Dam yang Bridge YS10 92.8 22.2 888 890 766 200

Hwang

ryong

River

Hwang ryong River

Junction
HY1 564.3 58.6 2,389 2,430 2,461 200

Sun am HY2 552.1 53.7 2,408 2,450 2,641 200

Ji suk

Stream

Ji suk Stream Junction JS1 657.2 53.0 3,311 3,330 2,907 200

Nam peong JS2 576.2 45.4 3,192 3,210 2,657 200

Neong ju JS3 410.4 35.5 2,254 2,270 2,127 100

Hwa son Stream before

Junction
JS4 235.2 31.8 1,371 1,380 1,272 100

Chun hyang Stream

before Junction
JS5 144.8 22.8 836 840 719 100

Go mak

won

Stream

Go mak won Stream

Junction
KM1 215.9 34.3 1,232 1,260 999 100

Hak gyo KM2 192.7 29.3 1,209 1,240 940 100

An guk Stream before

Junction
KM3 176.6 27.4 1,049 1,170 775 100

Ham

peong

Stream

Ham peong Stream

Junction
HP1 196.4 28.8 1,339 1,340 1,036 100

Ham peong watermark HP3 114.2 24.6 871 880 662 100

Table 1. Results of Design Flood Discharge Calculation

2008년의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까지의 강우자료에 2009∼2012년의 자료를추가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하도의 1차원 수리분석 및 목포

항 해역의 2차원 수리분석을 위하여 금회 산정한 홍수량

을 입력자료로채택하였다. 또한, 동일한조건에서의 홍수

량 산정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영산강유역 종합치수계

획, 영산강(상류) 하천기본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홍수

량을 산정하였다. 기본홍수량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주요지점의 계획홍수량 유출수문곡선은 Fig. 2와 같다.

3.3 홍수위 검토를 위한 수리분석

본절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하상준설 및

하도변화에 따른 수위변화를 검토하였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후 하도의 1차원 수리분석을 위한 상류단 경계조

건으로는 수문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주요지점의 유출량

으로 설정하고, 하류단 경계조건으로는 영산강 하구둑 구

조개선 사업 후의 계획홍수위인 1.64 EL.m로 설정하여,

사업 전·후 하도의 경계조건을 동일하게 부여한 후 HEC-

RAS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산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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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ign Flood Hydrograph at Main Sites

Fig. 3. Comparison of Flood Stage by the

Yeongsan River Project

Yeongsan river project (before) Yeongsan river project (after)

River bed height (EL.m) Flood stage (EL.m) River bed heigh (EL.m) Flood stage (EL.m)

1.32 12.91 -1.72 12.61

1.44 12.94 -1.69 12.62

1.47 13.00 -1.66 12.67

1.85 13.05 -1.64 12.70

1.85 13.10 -1.61 12.74

2.52 13.13 -2.58 12.77

2.51 13.15 -1.69 12.78

2.40 13.17 -2.55 12.80

2.34 13.19 -1.53 12.81

2.40 13.21 -1.48 12.83

2.50 13.22 -1.45 12.81

2.50 13.22 -1.22 12.81

2.50 13.22 -1.30 12.82

Table 2. Result of Design Flood Discharge Calculation

구둑 구조개선 사업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의

증가된 홍수량에 대응하기 위해 영산배수갑문과 영암배

수갑문의 홍수배제능력을 증대시키고, 영산호와 영암호

를연결하는 5.62km의연락수로를저폭기준현재의 14m

에서 150m로 확장하고 연락수로 내의 기존구조물을 확

장된 저폭에 맞추어 신설하는 것이다.

Fig. 3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후의 홍수위를 비교한

것이다. 홍수위 분석결과 대부분 구간의 수위변화는크게

나타나지않았으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하상준

설이 이루어진 구간에서 0.01∼0.63m의 홍수위 저감효과

가 나타났으며, 죽산보 상류 5km 지점부터 광주천 합류

점 구간의 수위 저감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고 Table 2는 수위변화에 대한 일부 구간의 저감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4. 연안지역의 2차원 수리해석

4.1 Harbor Gate 설치 및 해역의 구성

목포항 연안은 영산강 하구둑 및 영암방조제, 금호갑

문, 달도갑문이 내수의 유입을 제어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하천유입량의 영향을파악하기 위한 목적이크므

로 영산강 하구둑의 내수 유입만 고려하기로 하며, 영암,

금호, 달도갑문의 내수 유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또

한, 홍수기의 극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영산강

하구둑 운영기준을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않을 때 목

포항 해역으로 내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차

원 수리분석 구간은 전라남도 목포시 부근 연안으로 목포

시와 고하도, 허사도에 방조수문 설치 유무에 따른 2차원

수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방조수문 설치 유무에 따

른 해수면 변화를 자세하게알아보기 위하여 영산강 하구

둑(위치①), 목포 검조소(위치②), 목포신항(위치③) 등

3개의 검토지점을 설정하여 시간변화에따른 해수면 변화

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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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arbor Gate Set up Point and Water Level Examination Point

Harmonic constant Considering storm wave height(110%)

Tide Semirange (H) Crust lag (K) Semirange (H)

M2 141.1 cm 29.59° 155.1 cm

S2 47.8 cm 70.17° 52.6 cm

K1 30.5 cm 243.42° 33.6 cm

O1 23.6 cm 219.92° 26.0 cm

K2 13.87 cm 66.14° 15.3 cm

N2 28.19 cm 13.60° 31.0 cm

M4 21.37 cm 179.69° 23.5 cm

M6 3.82 cm 74.63° 4.2 cm

Table 3. Input Parameter for 2-Dimensional Hydraulic Analysis (at open sea)

4.2 2차원 수리분석을 위한 경계조건

목포항 부근 연안의 2차원 수리분석을 수행하기 위하

여 외해와 내수의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외해의 경계조

건으로는 해일고에 대한 측정자료가없어 일반적으로채

택하고 있는 목포검조소의 8개 조화상수의 110%값을 적

용하여 해일고까지 고려할수 있게 설정하였으며, 내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산정한 계획홍수량에 영산호와 영암호

연락수로 방류량을뺀값을 경계조건으로 부여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외해와 내수 경계조건은 Table 3과 Fig. 5

와 같다.

- 외해 경계 조건 : 목포검조소의 8개조화상수× 110%

(조화상수에 10%를 추가하여 해일고 고려)

- 내수 경계 조건 : 기본홍수량(7,330m
3
/s)-영산호와

영암호 연락수로 방류량(2,050m
3
/s)=영산강 하구둑

방류량(5,280m3/s)

4.3 해수면 변화 검토

4.3.1 수리분석 적용 Case

극치사상발생시 목포항 외해의 방조수문 설치 유무에

따른 목포항 해역내의 해수면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4

가지 Case로 구분하여 2차원 수리분석을 진행하였다. 2차

원 수리분석을 위한 모의 시간은총 120시간이었으며, 목

포항 부근의 해수면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4가지 Case는

다음과 같다.

4.3.2 2차원 수리분석 결과

(1) Case 1

Case 1은 harbor gate를 설치하지않고 영산강 하구둑

의 방류량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해의 폭풍해일만을 고려

하여 만내의 수위변화를 분석하는 경우이다. 외해의 조건

만 고려하였으므로 분석구간의 해수면 변화는 외해의 영

향에 의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 하구둑 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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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charge Hydrograph of the Yeong-san

River Estuary Barrage (at inland water)

(a) 12 hr elapsed time (b) 36 hr elapsed time

(c) 60 hr elapsed time (d) 84 hr elapsed time

Fig. 6. Sea Level Variation at Elapsed Time in the Port Mokpo Area (Case 1)

목포 검조소, 목포신항의 해수면 변화를 검토한 결과 최

대 수위가 각각 5.1760DL.m, 5.1430DL.m, 5.1437 DL.m

로 제방고(5.5 DL.m)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Case 1에 대한 목포항 해역의 시간경

과에 따른 해수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 Case 2

Case 2는 harbor gate를 설치하지 않고 영산강의 유

입량을 내수운영조건을 고려하지않고 방류되는 하천 유

입량을 고려하여 만내의 수위변화를 분석한 경우이다.

영산강 하구둑 지점과 목포 검조소, 목포 신항의 해수면

변화를 검토한 결과 최대수위는 5.1790 DL.m, 5.1420

DL.m, 5.1418 DL.m로 제방고(5.5 DL.m)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Case 2에 대한

목포항 해역의 시간경과에 따른 해수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 Case 3

Case 3은 harbor gate를 설치하지않고 영산강의 유입

량을 내수운영조건을 고려하여 방류되는 하천유입량을

적용하여 만내의 수위변화를 분석한 경우이다. Case 3의

경우 Case 1의 분석결과에 비해 목포항 부근의 해수면 상

승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산강 하구둑의

방류량에 의한 수위 상승으로 목포항에 근접한바다의 해

수면 변화는 영산강 하구둑 방류량 운영기준이 지배적이

라는것을알수있다. 영산강 하구둑 지점과 목포검조소,

포신항의 해수면 변화를 검토한 결과 최대수위는 5.1802

DL.m, 5.1453DL.m, 5.1451DL.m로 제방고(5.5 DL.m)까

지는약간의 여유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Case

3에 대한 목포항 해역의 시간경과에 따른 해수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4) Case 4

Case 4는 외해에 방조수문을 설치하고 영산강 유입량

을 조절 없이 방류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이 하구둑으로

부터 외해에 방조수문 설치 후 수문이 전면 폐쇄되었을

경우 홍수가 유입되면 만내는 일종의 저수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저수지추적 모의 결과, 영산강 하구

둑과 방조수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수지의 최대 용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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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 hr elapsed time (b) 36 hr elapsed time

(c) 60 hr elapsed time (d) 80 hr elapsed time

Fig. 7. Sea Level Variation at Elapsed Time in the Port Mokpo Area (Case 2)

(a) 12 hr elapsed time (b) 36 hr elapsed time

(c) 60 hr elapsed time (d) 80 hr elapsed time

Fig. 8. Sea Level Variation at Elapsed Time in Port Mokpo Area (Case 3)

은 1억3천만m
3
이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방류량 용적은

3억3천만m
3
으로 계산되어 형성된 저수지의 용적에 비하

여 영산강 하구둑의 방류량이 많으므로 내수조건으로 인

해 급격한 수위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방조수문 설치시에 방조수문의 적절한 방류량을 고

려해야 한다.

적절한 방류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초기수위에 따른 방

조수문의 방류량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분석을 진행하였

다. 경계조건으로는 외해조건은 목포 검조소의 8개 조화

상수를 이용하고 내수조건은 영산강 하구둑 방류량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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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Harbor gate

Open sea boundary

condition

(Storm surge)

Inland water

boundary condition

(River inflow)

Explanatory

Case1 X O X

Case2 X O O
without discharge operation rule of

the Yeongsan estuary barrage

Case3 X O O
with discharge operation rule of the

Yeongsan estuary barrage

Case4 O O O

Table 4. Case of Study for 2-Dimensional Hydraulic Analysis

Division Initial water level (DL.m)
Discharge from Harbor Gate

(m
3
/s)

Maximum water level

(DL.m)

Mean low water 0.54

3,300 6.004

3,400 5.521

3,500 4.959

Mean sea level 2.43

3,400 5.736

3,500 5.217

3,600 4.699

Mean high water 4.32

4,400 6.024

4,500 5.701

4,600 5.362

Table 5. Maximum Water Level of Port Mokpo Area by the Initial Water Level

m
3
/s((기본홍수량(7,330m

3
/s)-영산호와 영암호 연락수로

방류량(2,050m
3
/s)=영산강 하구둑 방류량(5,280m

3
/s))을

경계 조건으로 부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수지추적을위해서는먼저목포항해역 저수지를평

상시에 유지하고자 하는 수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수위라고할수 있으며 저수지추적시 초기수위로 입

력된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목포항해역의각각의상황을고

려하기 위하여 초기수위를 Table 5와같이 3가지 수위로

구분하여 초기수위를 결정하였다.

Table 4에서보면, 목포항해역내초기수위와영산강유

입량에 대하여 실시한 저수지 추적결과는 초기수위가 평

균저조와 평균해면 및 평균고조일 때 해역내의 최고수위

가 제방고 5.5DL.m를 상당량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제방고를넘지않는방류량을대략적으로구하

기 위한 저수지추적을 통하여 초기수위별방조수문 방류

량을 산출하였으며, 평균저조에서는 3,500m
3
/s, 평균해면

에서는 3,500m3/s, 평균고조에서는 4,600m3/s로얻어졌다.

이와같이 방조수문 설치가 이루어질경우 목포항 해역

의 해수면 변화는 영산강 하구둑의 방류량이 지배적이 되

며, 방조수문과 하구둑에 의해 만들어진 저수지의 용적량

이 방류량의 용적에 비해크게 부족하므로 방조수문 설치

시에는 영산강 하구둑과 방조수문 방류량의 유기적인 연

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1) 본 연구에서는 6개 우량관측소의 2012년까지의 강

우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

으며, 대규모 유역(3,455 km
2
)의 수문학적 분석을 위

해 확률강우량의 면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홍수량 산정지점별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하여 계획

빈도인 100년, 200년 빈도의 확률홍수량을 산정·제

시하였다.

2)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후 신·구하도에 대한 1차원

수리해석 결과, 죽산보 상류 5km 지점에서 광주천

합류점구간까지 1∼63 cm 수위저감효과를확인하

였다.

3) 방조수문 설치 유무에 따른 목포항 해역의 해수면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4가지 Case에 대한 2차원



韓國水資源學會論文集54

수리분석을 수행하였다.

①방조수문을 설치하지않고 영산강 하구둑에서 방류

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외해 조건만을 고려하여 수

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영산강 하구둑 지점과 목포

검조소, 목포 신항의 해수면 높이는 각각 5.1760

DL.m, 5.1430DL.m, 5.1437DL.m로 나타나 제방고

5.5DL.m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방조수문을 설치하지않고 영산강 하구둑에서 방류

는 하되 내수운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홍수량을

그대로 방류하는 상태에서 외해조건을 고려한 수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영산강 하구둑 지점과 목포 검

조소, 목포 신항의 해수면 높이는 각각 최대수위는

5.1790DL.m, 5.1420DL.m, 5.1418DL.m로나타나제

방고 5.5DL.m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방조수문을 설치하지않고 영산강 하구둑에서 방류

는 하되 내수운영조건을고려하여 방류를 하는 상태

에서 외해조건을 고려한 수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영산강 하구둑 지점과 목포 검조소, 목포신항의 해

수면 높이는 각각 최대수위는 5.1802DL.m, 5.1453

DL.m, 5.1451DL.m로 나타나 제방고 5.5DL.m까지

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방조수문을 설치하고 영산강 하구둑에서 방류는 하

되 내수운영조건을 고려하지않고 홍수량을 그대로

방류하는 상태에서는 목포항 해역이 저수지화가 되

고 영산강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수위가 제방

을 월류하였다.

⑤방조수문이 설치된 경우에 목포항 해역의 연안 재해

방재를 위한 수위검토를 위하여 목포항 해역내 초기

수위와 영산강 유입량에 대하여 실시한 저수지추적

결과는초기수위가평균저조와평균해면및평균고조

일 때 해역내의 최고수위가 제방고 5.5DL.m를 상당

량월류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제방고를넘

지않는방류량을대략적으로구하기위한저수지추

적을 통하여 초기수위별 방조수문 방류량을 산출하

였으며, 평균저조에서는 3,500m
3
/s, 평균해면에서는

3,500m
3
/s, 평균고조에서는 4,600m

3
/s 로 얻어졌다.

4) 방조수문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목포항 해역의 해

수면 변화는 영산강 하구둑의 방류량이 지배적이

되며, 방조수문과 하구둑에 의해 만들어진 저수지

의 용적량이 방류량의 용적에 비해 크게 부족하므

로 방조수문 설치시에는 영산강 하구둑과 방조수

문 방류량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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