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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의 열팽창, 빙하의 해빙 등으로 지구의 해수면은 매년 약 2.0mm/yr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에 인 한 하천을 설계할 시 기 이 되는 외수 는 과거 측된 조  값으로부

터 4  분조  조화상수를 분석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외수 는 구조물의 설계빈도에 상응하는 해수면의 

상승속도를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 하고 있는 47개

소의 조 측소를 상으로 측개시일부터 2015년까지 시단 로 조 자료를 수집하 다. 우리나라를 크

게 서해, 남해, 동해, 제주 총 4개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연별 변동추이  연평균 상승률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기존 설계된 해안에 인 한 하천의 외수 를 검토하 다. 추후 국지  해수면상승의 원인규명  

외수  고려 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 중심어 :∣설계홍수위∣외수위∣조위∣지구온난화∣해수면 상승∣

 

Abstract

The sea level of the Earth is rising approximately 2.0mm per year (global average value) due 

to thermal expansion of sea water, melting of glaciers and other causes by global warming. 

However, when it comes to design a river, the standard of design water level is decided by 

analyzing four largeness tide value and harmonic constant with observed tidal water level. 

Therefore, it seems the external water level needs to consider an increasing speed of the 

seawater level which corresponds to a design frequency. In the present study, the hourly 

observed tidal water level targeting 47 tidal stations operated by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KHOA) from beginning of observation to 2015 per hour has been 

collected. The variation of monthly and yearly and increasing ratio have been performed divided 

4 seas such as the Southern, East, Western, and Jeju Sea. Also, the external water level existing 

design for rivers nearby a coast was been reviewed. The current study could be used to figure 

out the cause of local seawater rise and reflect the external water level as bas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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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의 발달은 공장, 발 소, 가정 난방, 자동차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켰으며, 오 층

이 괴되어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상을 유발

하 다. 지구온난화는  세계 으로 내륙과 해양의 온

도를 상승시키고 있으며, 국지성 강우, 극한 가뭄 등의 

이상기후 상의 발생빈도와 그 강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집 호우로 발

생되는 자연재해는 많은 인 ·물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1].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태풍과 국지

성 집 호우, 그로 인한 규모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

하고 있고[2], 최근 국지 인 집 호우와 태풍의 빈번한 

발생은 하천 수  변동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3]. 이

처럼 지구온난화는 우리나라에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 여러 향을 주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 기청[4]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지

구 내륙의 연평균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1.13도, 최고

기록보다 0.25도 높았고, 해양의 연평균 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0.74도, 최고기록보다 0.11도 높다는 것이 밝

졌다. 한, 세계기상기구[5]의 보고서에 의하면 1900

년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6℃ 상승하 으며, 세계

기상기구[6] 보고서에 따르면 에는 우리나라 기온은 

2020년까지 1.1℃에서 1.5℃까지 상승을 망하고 있는

데, 최악의 경우 지난 100년간 이루어졌던 기온상승이 

2020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해수면의 경우 1961년 이후로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은 1.8(1.3～2.3) mm/yr이고, 북극의 빙하도 1978년 

이후로 십 년당 평균 2.7 % 감소하고 있으며, 산악지역

에 쌓인 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3년 이

후로 해수면 열팽창과 해수로 녹아 들어간 빙하의 양을 

고려한 해수면 상승은 3.1(2.4～3.8) mm/yr로 보고되고 

있다[5]. 

국내의 경우 2009년부터 국립해양조사원이 매년 해

수면 상승률을 발표해왔고, 2015년도에 산정한 우리나

라 해수면 상승률은 2.48 mm/year 로 세계기상기구

(IPCC)가 발표한  세계 평균값인 2.0 mm/year 보다 

약간 높다고 한다. 이는 지반 침하와 연안개발, 수온 상

승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반

도 해역이 최근 40년 동안 약 10cm 상승했다고 밝 졌

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수온과 해수면 상

승률은 지구 평균인 0.85℃, 1.4mm/년보다 약 2∼3배 

높은 것으로 측 다고 밝혔다[7].

우리나라는 [그림 1]과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고서 의 지형으로 부분 큰 하천  낙동

강, 섬진강을 제외하고는 서해로 흘려간다. 그리고 동해

로 유입되는 하천은 유로가 짧고, 유역면 이 좁은 편

이며, 반면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유로가 길고, 유역

면 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여름철연강수량

의 3분의 2가 집 되어 하상계수가 크기 때문에 불안정

한 하천유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하천의 정비  개

보수 시 합리 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감

할 수 있다. 특히, 바다와 한 하천의 경우 조 향을 

받기 때문에 배수(backwater) 상이 동반되어 많은 강

수량이 발생하거나 홍수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

라서, 하천의 하류단 경계조건(downstream boundary 

condition)인 기 홍수 의 결정은 매우 요하다.

그림 1. The river map

조석의 향이 있는 경우 지 은 고극조 ( 측최고

조 ), 약최고고조 , 조평균만조  등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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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를 채택하고 이를 하천유량에 의한 자체 홍수 를 

비교하여 높은 수 를 용한다. 고극조 , 약최고고조

, 조평균만조  에서 채택하는 것이 매우 주

인 측면이 있는 과 아울러 이에 따른 차이가 크다. 

한, 여기에 재 기간과의 연계성을 완 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택이 더욱 곤란하게 된다[8]. 그리고 하수도

시설기 [9]에서는 하수배제의 계획외수 가 해역인 

경우 조삭망평균만조 (삭망날부터 2일, 후4일 이

내에 나타나는 월별 최고만조  평균)를 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고극조 나 조평균만조 는 과거의 측 조 자료

를 이용하여 4분조분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매

년 해수면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외수 를 결정

하는데 있어 해수면 상승률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용・ 리하는 47

개의 조 측소를 상으로 해수면 상승률을 분석하

으며, 바다와 인 한 하천의 기 홍수 를 검토하

고, 기 자료 제공  해수면 상승률을 고려한 새로운 

외수 결정방법을 제안하고, 차후에 외수  결정시 

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Ⅱ. 연구동향

과거 측된 조 에 의해 결정되는 약최고고조 나 

조평균만조 는 여러 가지 분조들의 조합에 의해 결

정이 된다. 분조란 조석(tide)  조류(tidal current)의 

변화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진폭과 주기를 가진 성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석은 해수입자와 불균등한 운행을 

하는 여러 천체들의 만유인력으로 인한 주기 인 승강

운동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석과 조류는 진폭이 

큰 M2, S2, K1, O1 등의 분조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M2, S2, K1, O1의 분조들을 4 분조라 일컫고, 이는 우

리나라 설계조 에 결정요소가 된다. 4  분조  M2

(주태음반일주조)는 주로 달의 운동에 기인한 조석성분

으로, 주기는 12.42시간이며, S2(주태양반일주조)는 주

로 태양의 운동에 기인한 조석성분으로 12시간의 주기

를 가진다. 그리고 K1(일월합성일주조)는 달과 태양이 

도 상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분조로서, 주기

는 23.93시간이며, O1(주태음일주조)는 주로 달의 운동

에 기인한 조석 성분으로 25.82시간의 주기를 가진다. 

각 요소(M2, S2, K1, O1)들이 최 치로 동시 발생할 때 

약최고고조 (Approximate Highest High Water 

(Level); Approx.H.H.W.) 라 하고, 이는 해륙의 경계인 

해안선으로 채택되어있다. 기 홍수 를 결정할 시 하

천의 외수 로 주로 약최고고조 로 결정되지만, 이는 

과거의 조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  상승률에 한 고려는 미약한 것으로 단된다.

해수면상승과 외수  혹은 설계조  결정에 한 연

구동향을 살펴보면, 강주환 등[10]은 서남해안의 해수

면 상승 실태분석  해일고 분석을 통하여 해수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한 바 있으며, 송태 [11]

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연안 방재 시스템

에도 향을 주고 있는 상태로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

다. 한, 박  등[12]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시

설물의 향 정도를 분석 차로서 도출하 으며, 배윤

신 등[13]은 기상이변  기후증가, 해수면상승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물에 악 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

다. 오상명 등[14]은 한반도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이 다

른 해역에 비해 해수면상승이 크게 나타난 것은 온난화

에 따른 표층 해류의 변화로 쿠로시오 확장 지역이 북

상하 기 때문으로 분석하 고, 윤종주 등[15]은 우리

나라 조 측소의 장기간 해수면 변화 분석을 수행하

여 평균해수면 상승추이, 평균해수면 변동을 측 가능

성제시와 일본과 국의 장기간 측 자료 검토의 필요

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 해역별로 분석된 장기변화율

을 연안 시설물에 맞게 용하여야할 것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임채욱 등[16]은 열팽창효과를 고려한 지

구온난화에 의한 북서태평양에서의 해수면상승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강주환 등[17]은 약최고고조  

산정시 평균해수면을 고려하여 4 분조에 연주조를 포

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하 다.

Ⅲ.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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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의 황 악  해수면 상

승률을 하천설계에 반 하기 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 측소의 조 자료를 수집하 다. 

우리나라 조 측소의 치  연구 상 하천은 [그림 

2]와 같다. 조 측소는 조  외에 수온, 염분, 랑(

고, 주기),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을 측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용하는 47개소의 조

측소의 황은 [표 1]과 같다. 총 47개소의 조 측소 

에서 자료수집이 10년 이상 된 측소는 35개소로 분

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상하천 황은 [표 2]와 

같다.

그림 2. The location map of tide station and rivers

여기서, 란색 역삼각형은 47개소의 조 측소 

치를 나타내며, 1번은 안성천, 2번은 삽교천, 3번은 

강, 4번은 섬진강, 5번은 산강, 6번은 탐진강, 7번은 

낙동강, 8번은 서낙동강, 9번은 태화강, 10번은 삼척 오

십천, 11번은 강릉 남 천, 12번은 양양 남 천이다. 

표 1. The status of tide station

Tide station
Beginning of
observation

Data
(year)

Gadeokdo 1977-01 39
Geojedo 2006-01 10
Masan 2002-12 14
Busan 1956-01 60
Busan(New Port) 2011-12 7
Samcheonpo 2013-12 1
Tongyeong 1976-02 40
Geomundo 1982-01 34
Goheung(Balpo) 2004-12 12
Gwangyang 2010-10 12
Yeosu 1965-02 51
Wando 1983-01 33
Chujado 1983-10 33
Ulsan 1962-09 54
Pohang 1971-05 45
Hupo 2002-10 14
Mukho 1965-02 51
Sokcho 1973-12 43
Ulleungdo 1965-09 51
Donghae(Port) 2011-12 7
Gunsan 1980-02 36
Mokpo 1956-01 60
Yeonggwang 2001-11 15
Wido 1985-01 31
Jindo 2006-01 10
Heuksando 1965-08 51
Ganghwa daegyo 2006-12 10
Gyeongin(Port) 2012-11 1
Guleobdo 2010-04 6
Daesan 2003-01 13
Boryeong 1985-09 31
Seocheonmaryang 2010-10 6
Ansan 2002-01 17
Anheung 1986-10 30
Eocheongdo 2007-12 9
Yeongjong daegyo 2009-12 7
Yeongheungdo 2009-08 7
Incheon 1959-05 17
Incheosongdo 2010-09 6
Janghang 2003-12 13
Taean 2010-10 6
Pyeongtaek 1992-06 24
Moseulpo 2003-11 13
Seogwipo 1985-01 31
Seongsanpo 2003-11 13
Jeju 1964-01 53
Donongtan 201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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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he status of study river

River name Grade
River
extention
(㎞)

Basin area
(㎢)

Anseongcheon National 59.51 1,655.73  
Sapgyocheon Local 4.00 5.36  
Geumriver National 397.79 9,912.15
Seonjinriver National 223.86 4,911.89
Yeongsanriver National 136.66 3,467.83
Tamjinriver National 55.07 508.53
Nakdongriver National 510.36 23,384.21
Westnakdongriver National 26.40 285.08
Taehwariver National 46.02 643.96
Samcheok Osibcheon Local 56.80 394.72
Gangneung Namdaecheon Local 32.86 258.65  
Yangyang Namdaecheon Local 54.00 474.80  

조  상승률을 분석하기 해 자료보유가 10년 이상

인 35개소의 조 측소를 선정하 다. 각 지 의 조

측소에 따라 연평균조 를 도출할 시, 객 인 비교 

 분석하기 해 기 연도를 설정하 다. [그림 3]의 

(a)와 같이 1980년 이 의 조 측자료는 변동폭이 크

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단되어, 1980년 미만의 자료들

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 다. 

(a)

(b)
그림 3. Analysis of tidal water level data

(a) Over 30 years (b) Over 10 years and less than 30 years

[그림 3]의 x축은 측연도, y축은 연평균조 를 나

타낸다. 여기서, (a)는 측연도가 30년 이상인 연평균 

조 이고, (b)는 10년이상 30년 미만인 연평균 조 를 

나타낸다.

Ⅳ. 결과분석

각 지역별로 바다의 조석변동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즉, 도가 도와 가까울수록 조석간만의 

차가 으며, 도와 멀어질수록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서해와 동해를 비교하면, 서해는 국과 우리나라로 둘

러싸여 있어 폐쇄 이며, 반면 동해는 개방형으로 동해

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은 서해보다 작기 때문에 서해의 

조석간만의 차가 동해에 비해 더 큰 편이다. 3장에서 선

정한 조 측소의 시단  조 자료를 바탕으로 연별 

변동추이  연평균 상승률 분석을 수행하 다.

4.1 연별 조위 분석
연별 조  분석은 3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1980년

을 기 으로 10년 이상의 조 자료가 수집된 측소를 

상으로 조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4]는 우리나라

를 서해, 남해, 동해, 제주 4개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연

평균 조 를 도시화하 다.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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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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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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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eung(Balpo)
Yeosu
Wando
Chujad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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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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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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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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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 4. Variation of annual tidal water level for 

each sea
(a) Southern Sea (b) East Sea (c) Western Sea (d) Jeju Sea 

[그림 4]는 4개의 해역에 한 연평균 조 의 값을 보

여 다. 남해, 동해, 서해, 제주에 치한 모든 조 측

소에서 해수면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상승폭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조

측소와 상승폭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조 측소는 

모두 서해에 존재하 다. 서해의  조 측소에서 

37.0 cm로 상승폭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서해의 평택 조 측소에서 3.4 cm로 상승

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조위 상승률 분석
4.1장에서 분석한 연평균 조  값을 이용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기 값과 마지막 값

을 고정하여 선형1차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10년 이

상의 자료를 가지는 측소에 하여 해역별로 조  상

승률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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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J e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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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 5. Increase ratio of tidal water level for 

each station
(a) Busan (b) Ulsan (c) Boryeong (d) Jeju

표 3. Increase ratio for each station (over 10 years)
Obs. Name ratio(cm/year) years

Gadeokdo 0.306 36
Geojedo -0.355 10
Masan -1.135 14
Busan 0.369 36
Tongyeong 0.283 36
Geomundo 0.270 34
Goheung(Balpo) 2.275 12
Yeosu 0.458 36
Wando 0.215 33
Chujado 0.137 32
Southern Sea 0.282
Ulsan 0.206 36
Pohang 0.614 36
Hupo 0.454 14
Mukho 0.297 36
Sokcho 0.350 35
Ulleungdo 0.571 36
East Sea 0.415
Gunsan 0.302 36
Mokpo 0.928 36
Yeonggwang 2.464 15
Wido 0.128 31
Jindo 0.361 10
Heuksando 0.169 36
Daesan -0.330 13
Boryeong 0.570 31
Ansan -0.938 16
Anheung 0.253 30
Incheon 0.323 17
Janghang 1.816 13
Pyeongtaek 0.157 22
Western Sea 0.477
Moseulpo 0.345 12
Seogwipo 0.487 31
Seongsanpo 0.498 12
Jeju 0.482 36
Jeju Sea 0.453

Total 0.404

 [표 3]과 같이 우리나라의 조 측소별 해수면 상

승률을 분석한 결과 서해가 연평균 0.453cm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반면 남해가 0.282cm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바다의 

조석변동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3 바다와 접한 하천설계의 외수위 검토
하천 설계 시 하류단 경계조건인 외수 를 결정할 시 

과거 자료에 의해 분석하 으나 해수면은 과거부터 

재까지 꾸 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해안에 한 하천의 외수 를 검토하 으며, 

앞에서 분석한 조 측소별 상승률을 고려하여 외수

를 [표 4]와 같이 제안하 다. [표 4]는 기존 하천정비

계획 시 결정된 외수 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평균 

조 상승률  하천의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외수 를 

구한 값으로 그 과정은 다음 식 (1)과 같다.

  ×    (1)

여기서, E.W.L(External Water Level)은 외수 , 

A.H.H.W(Approximate Highest High Water)는 약최고

고조 , Fr.(Freeboard)은 여유고, R.S.W(Rate of Sea 

Water level rise)는 해수면 상승률, D.F(Design 

Frequency)는 설계빈도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해수면의 변

동에 하여 분석하기 해 우리나라 조 측소  자

료보유가 10년이상인 35개소를 상으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측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해안에 한 하천의 외수 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거 

측치만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률을 고

려할 수 있는 외수  산정식을 제안하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연평균 분석을 통하여 가장 큰 상승폭과 가장 작

은 상승폭을 가지는 조 측소는 모두 서해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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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roposed design water level for rivers nearby a coast

No. Study object Design water level
Design  
frequency
(year)

External 
water level
(El. m)

Annual water 
rise ratio
(mm/year)

Proposed 
design water 
level
(El. m)

1 Anseongcheon[18] H.W.O.S.T. 100 5.680 0.016 7.280
2 Sapgyocheon[19] H.W.O.S.T. 100 5.460 0.016 7.060
3 Geumriver[20] Approx.H.H.W. 100 3.485 0.030 6.485
4 Seonjinriver[21] H.W.O.S.T. 100 1.890 0.093 11.190
5 Yeongsanriver[22] H.W.O.S.T. 100 3.280 0.022 5.480
6 Tamjinriver[23] H.W.O.S.T. 100 1.403 0.046 6.003
7 Nakdongriver[24] Approx.H.H.W. 200 0.675 0.031 6.875
8 Westnakdongriver[25] Approx.H.H.W. 200 0.832 0.031 7.032
9 Taehwariver[26] H.W.O.S.T. 100 1.460 0.021 3.560
10 Samcheok Osibcheon[27] H.W.O.S.T. 100 1.810 0.030 4.810
11 Gangneung

Namdaecheon[28] H.W.O.S.T. 100 0.186 0.030 3.186

12 Yangyang
Namdaecheon[29] H.W.O.S.T. 100 0.096 0.035 3.596

13 Masan westhobor[30] H.W.O.S.T. 100 0.817 0.028 3.617

에 존재하 다. 서해남부의 목포 조 측소에서 

33.392cm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가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서해남부의 도 조 측소에서 

3.962cm로 가장 작은 상승 폭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큰 해역은 서해로 

0.477cm/year의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는 제주 

0.453cm/year, 동해 0.415cm/year, 남해 

0.282cm/year 순으로 각 해역의 연평균 증가율

을 도출하 으며, 우리나라 체해역 평균 상승

률은 0.404cm/year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기 과 연구자에 의해 

밝 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조 를 

결정할 시 과거 자료에 의해 분석한 결과와 해수

면의 증가추세(해수면상승률), 그리고 하천의 설

계빈도를 모두 고려하여 외수  는 외조 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4)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한반도의 국지  해

수면상승의 원인규명  외수 고려 시 기 자료

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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