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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estuary

topographic change for setting up estuary management and treatment

methods. In this study, the effects from the land side such as rainfall,

river discharge, sediment discharge and the sea side such as tide,

tidal current, wave, bottom material(surface sediments) related to the

topographic changes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alyzed data, hydrodynamic modeling,

topographic modeling, and wave induced current modeling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variation patterns from past to present.

As the results of the topographic changes on the Nakdong river

estuary, the deltas of the group of alluvial island such as Sinhodo,

Myeonghodo, and Eulsukdo formed before 1916 year, were formed by

sediment discharge at a location where a slow current velocity

occurred in the middle of the river. Jinudo, Daemadeung, and

Maenggeummeorideung in front of these are called the first sandbar

group. Jangjado and Baekhapdeung the second sandbar group. Sinj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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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oyodeung the third sandbar group. Especially, the construction

of river estuary barrage has affected the sediment environment caused

the change of sediment supply and transport in the river estuary.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river estuary

barrage has not only slowed the deposition of sediments by slowing

down the sediment supply but also accelerated the topographic

changes due to the hydraulic effects such as wave and tide.

The average annual discharge through the river estuary barrage for

the last 13years is 19,274.56×106㎥. According to the discharge, the

annual average suspended load is 3,153,995㎥/yr, and the bed load

30,410㎥/yr, which is 1.0% of the suspended load.

The sandy contents of surface sediment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construction of river estuary barrag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iver

sediments were discharged to the offshore on the flood time and the

muddy sediments of offshore were moved and sorted by tidal current on

ordinary time before construction of the estuary barrage.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sandy sediments moved in front of the sandbar

group, the muddy sediments moved to the offshore by tidal current.

The mixing branch point before the construction of the river estuary

barrage was the front of the Daemadeung, bu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fresh water appears up to the Sinjado and Baekhapdeung. The

seawater circulation is governed by the behavior of the river discharge

rather than by tidal curr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flow moved

repeatedly upward and downward along the main waterway without

being completely mixed, because the freshwater and seawater were

stratified.

From the analysis of the wave observations of the wave buoys in

Geojedo from 2008 to 2017, the ENE series of winter has the highest

rate of occurrence by 2008 and 2009, the SW series of summer has

the highest rate from 2010 to 2017. This result seems to be related to

recent seawater temperature rise. It suggests that the tr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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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impact on the estuaries due to the wave will increase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results.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correlation

related to topographic changes in the river estuary, the river

discharge and sediment discharge ar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hange of sandbar area. The results of surface sediment analysis

shows that the high content of sand is distributed at the region far

away from the estuary mouth. It seems that high resistance to the

external force due to the instantaneous discharge through river

estuary barrage and increase of incident wave height due to the

gradual increase of the mean sea level and extreme highest tide level.

As per the tidal current observations, the currents is also controlled

by the river discharge and wave of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ebb time is more prevalent than the flood time, and the

overall change of current is shown by the discharge through the river

estuary barrage.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to be dominant in the

topographic change of the rear side of the sandbar.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wave for the last 10 years, the ENE series in winter

has the highest occurrence rate in 2008 and 2009, but the SW series

in summer has the highest occurrence rate from 2010 to 2017.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summer S series wave.

The change of currents after construction of river estuary barrage was

analyzed for the pre-post construction of Busan new port.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velocity decreases widely nearby the sea

side of the Sinjado, Jangjado, Baekhapdeung, and Doyodeung and

increases nearby the waterway Sinjado, Janjado, and Dadeadeung.

As per the results of the topographic change, the river estuary

showed a general deposition dominant phenomenon. These results are

influenced by the decrease of the current velocity in ordinary time



- iv -

without the influence of the wave, sediment discharge due to summer

river rainfall, the appearance of the Doyodeung, and the wave from

offshore in summer and winter rough time. As the result, it is

expected that new sandbar will appear on the offshore, and deposition

will be strengthened in the tideland near Jinudo and Sinjado, and in

Dadaepo and its north side coast.

It is also inferred that there will be development in the east-west

direction of Jinudo and Sinjado, and littoral movement to the

waterway and Dadeapo beach. It is considered that the topographic

development of the south side and the east-west side of on the

barrier island will be continued.

Generally, the contribution analysis shows that i) the increase in

current velocity at the narrow waterway was greater than the

decrease at the tideland; ii) river discharge was greater at the main

waterway than at both the tideland and the front waters of the

barrier islands; and iii) the wave impact was the largest in the winter

with higher contribution to the erosion. Compared with deposition

dominance, which is the result of the topographic change prediction,

the impact of each external force condition gives larger erosion, but

the combined impact of each external force condition shows deposition

dominant. Therefore, the topographic changes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are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various complex external

factors. Since the impact of each external force condition shows a

different contribution to each area, abov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he estuary management plan, but it must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

Key words : topographic change, Nakdong river estuary, river

discharge, deposition, erosion, tide, tidal current, wave, surface

sediments, wave induced current, river estuary ba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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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하구(estuary)는 담수(fresh water)와 해수(salt water)가 서로 작용하여 삼

각주(delta)나 사주(sandbar)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형을 가진다. 하구역

과 같은 연안환경은 하천 유입량(river discharge), 조석(tide), 파랑(wave) 등

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매우 복잡한 외력인자에 의하여 지배받고, 이러

한 외력조건 하에서 삼각주나 사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퇴적체가 발달한다.

낙동강 하구는 낙동강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토사가 하류로 내려와 수

심의 감소와 유속의 약화, 그리고 조석, 파랑 등의 해수의 작용을 받아 해안선

과 평행한 크고 작은 사주의 형태로 만들어진 진우도, 신자도, 도요등과 같은

울타리섬(barrier island)과 백합등, 대마등과 같은 다수의 사주가 발달되어 있

다. 현재는 3열의 연안사주(longshore bar; ‘등’이라고 불림)가 발달해 있으며,

여기에 다시 제4열의 연안사주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이 연안 사주들은 낙

동강 하구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제1열의 섬들은 명호도로부

터 약 1,000m, 제2열의 섬들은 제1열의 섬들로부터 약 500m, 그리고 제3열의

섬들은 제2열의 섬으로부터 250m 거리에 발달해 있다. 이러한 연안사주는 낙

동강 삼각주의 일부로 하부에 새롭게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 형성되어 그 출

현순서를 알 수 있는데 1904년 지형도에 신호도, 진우도, 대마등, 을숙도가,

1916년 장자도(장자등, 옥림등)이 처음 출현한다. 1955년 지형도에는 백합등이

나타나고, 1975년 지형도에는 새등을 처음 확인할 수 있다. 1981년 지형도에는

나무싯등, 1983년 지형도에는 홍티등(무지개등), 1986년 지형도에는 도요등(철

새등), 1989년 지형도에는 맹금머리등(맹그머리등, 맨끝머리등)의 생성이 나타

난다. 현재도 모래섬은 낙동강 하구에서 외해쪽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진우

도 남쪽, 새등 남쪽 그리고 도요등 남쪽에서 새로운 등인 새부리등이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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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다대포 해수욕장 앞쪽 몰운도 서쪽 해안에도 새로운 등인 몰운대등이

2010년부터 대기 중에 노출되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편, 전술한 연안사주들의 발달은 낙동강 하굿둑과 부산항 신항 건설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낙동강 하구역의 육지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도 있다(반용부, 2015). 이렇듯 낙동강 하구는 1930년대에 건설된 녹산수문

을 시작으로, 1980년대 신평장림산업단지 조성, 낙동강 하굿둑 건설, 녹산국가

산업단지(1995년 매립건설), 명지주거단지 조성, 1997년에 부산항 신항만 건설,

2008년부터 2013년간 진행된 4대강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발로 인해

많은 인위적인 환경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위적이고 대규모 개발은 낙

동강 하구에서의 하천류, 조석, 조류, 파랑 등을 포함한 동수역학적

(hydrodynamic) 변화와, 동반하여 물질순환(mass transport) 구조도 변화시켜

연안사주의 발달 등을 포함한 지형변동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동 양상에 관련되는 인자들을

수집·분석하여 각 인자별 지형변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수치모형

실험(numerical simulation)을 통하여 현재 상태의 지형변화를 재현하고 전술

한 외력 인자를 근거하여 지형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외력조건에 따라

지형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상기한 일련의 분석 과정은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동을 예측하고 기작

(mechanism)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구관리 및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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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연구

낙동강 하구는 하중도(alluvial island)와 사주, 그리고 사주 간의 간석지

(tidal land)가 발달하고 있어 태풍, 파랑, 조류 및 낙동강의 범람 등의 영향에

의해 끊임없이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반용부, 1986).

낙동강 하굿둑 건설 전에는 낙동강 상류를 통해 유출된 토사가 해안에서 해

수와 혼합되어 외해로 유출되는 양상이 현저하였으나, 하굿둑 건설 이후에는

상류로부터 유출되는 퇴적물 이동에 변화를 초래하여 낙동강 하구의 연안사주

지형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오건화, 1999; 김재중

등, 1995), 하천 수괴의 차단으로 인한 유속 감소와 토사의 침강속도 증가에

의해 퇴적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유창일 등, 2006).

이렇듯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는 대규모 연안개발과 이로 인하여 변화되는

외력조건들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낙동강 하굿둑 건

설은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그 영향은 심화되고 있다(윤한삼 등, 2007; 이인철 등 2008). 즉, 하

구의 환경변화를 야기하는 영향요소는 일반적으로 주변 지역의 기후, 강우, 하

천유량, 유입토사 등 유역으로부터의 영향뿐만 아니라 파랑, 조석 및 조류, 하

구의 지형적 특성, 하구내부 수심조건, 주변연안의 개발여건 등이며, 이 요소들

이 하구역 내 토사의 이동 및 퇴적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지형변화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지형변화와 관여되는 영향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파악하고, 금회 수행된 연구결과

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낙동강 하굿둑 하

구의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매개변수에 대한 이해 및 상관관계 분석과, 예측

및 추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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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전

낙동강 하굿둑 건설 전인 1973년의 연구(권혁재, 1973)에 의하면 사주의 발달

은 홍수시 낙동강의 집중적인 하천 유출량과 관련 있고 파랑의 영향과 물질의

공급을 직접 받는 최남단의 사주는 성장하는 반면에 그 배후의 사주는 침식되

어 작아지고 있으며, 간석지는 사주와 더불어 삼각주의 전방뿐만 아니라 서쪽

해안을 따라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류청로 등(1979)은 하구로부터

의 염수쇄기(saltwater wedge)의 길이는 대조기시 약 22㎞, 소조기시 약 16㎞로

추정하였으며, 반용부(1984)는 낙동강에 의하여 하구 일대에 운반·퇴적되는 토

사량은 약 400,000㎥/yr이며, 해안표사의 조류 통로(tidal inlet)를 통한 유입량은

2.8∼6.3×10
3㎥/yr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낙동강 삼

각주는 낙동강에 의한 퇴적물의 공급이 거의 줄어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파랑에

의한 영향이 주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도 있었다. 유창일(2006)은 낙동강 하

구역의 1927년 이후 1995년까지의 총 6개의 수치해도룰 사용하여 진우도 전면

에 Multibar의 형상을 가진 천퇴(shoal)가 과거로부터 발달하고 있었으며 연간

약 7.4m, 신자도 전면의 경우 연간 약 26.0m식 외해방향으로 전진하고, 특히,

1906년대 이후 사주의 면적이 급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전의 사주 변화를 포함한 지형변화, 외력조건

변화 등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으나,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의 상황을 예측

한 결과는, 사실상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1.2.2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부산지방해양환경청(1992)에 의하면 낙동강 하굿둑이 완공되기 직전인 1986년

과 1987년 동안의 지형변화는 하굿둑 건설로 인한 다량의 토사가 하굿둑 밖으

로 운반되지 못하고 을숙도 남동단에 위치한 하단천의 유로 개변(改變)과 이로

인한 하구 일대의 외력조건(하천유출입량, 연안류 및 조류 등)의 변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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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 남동단에서 발달한 초승달 모양의 사주 중간지점에서 백합등을 향해 새

로운 사주가 형성되어 백합등 북단에 거의 합성되고, 을숙도 남단에서 약 100m

간격을 두고 역삼각형의 새로운 사주가 백합등의 북서단을 향해 발달하는 것을

밝혀냈고, 하굿둑 건설 5년 이후 하류의 사주와 간석지의 대표적인 지형변화는

사주 남단의 간석지가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한, 낙동강 유동

은 하굿둑 건설 이전에는 조석이 주된 외력인자였지만(류청로와 장선덕, 1979),

하굿둑 건설 이후는 수문의 개폐에 따른 담수의 영향이 주된 외력인자로 나타

났다는 사실은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바이다(장성태와 김기철, 1997). 결과적으

로 낙동강 하굿둑 건설 후 하구의 사주는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지속적으로 외

해방향으로 발달하고, 해안선의 변형 및 울타리섬 형성에 의하여 하구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었다(오건환, 1999; 이상화와 김진후, 2002;

김상호 등, 2003; 김성환, 2005; 이인철 등, 2007). 그리고, 진우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우도 남측은 강우량이 적고 북풍이 우세한 동계에 퇴적현상이,

방류량이 많고 남풍이 우세한 하계에 침식현상이 우세한 반면에, 진우도 동편에

서는 낙동강 방류량이 많을 시기에 퇴적이 우세하여 남측과는 다른 지형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이인철 등, 2007). 이는 하굿둑 건설이 낙동강에 의

한 퇴적물 유출과 하구내의 퇴적물 운반에 변화를 초래하여 하구 일대의 퇴적

환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굿둑 건설 이후 낙동강에 의한 퇴적물

공급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하굿둑에서 퇴적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랑 및

조석에 의한 수리학적 영향이 지형변화에 가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는 최근 10년 이내에

활발히 발표되고 있으나, 주로 과거자료와 상호 비교·분석하거나 육상의 지형

변화 및 환경변화에 초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한된 지역에 그치고

있다. 또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비공개되거나 일부의 이익을

위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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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및 방법

전술한 “1.2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인자는 주변 지역의 기후, 강우, 하천유량 등 육역으로부터의 영향뿐

만 아니라, 조석 및 조류, 파랑, 하구의 지형적 특징, 하구내부 수심조건, 주변

연안의 개발여건 등의 영향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하구역은 지질학적

으로 짧은 연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 낙동강 하류역의 퇴적체 즉, 사주, 간석

지 등은 최근 100년 이내에 급속한 발달과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낙동강 하구는 외부적인 요인과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하구의 관리방안 및 처리방법을 연구 및 채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본 연구의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모든 연구자에게 통합적

이고 연속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상기에 제시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와 환경

인자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우선하여 제2장에서 사주

지형변화를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낙동

강 하굿둑의 방류량 및 유사량, 그리고 표층퇴적물을 분석하고, 해수의 작용과

관련되는 조류, 조석, 파랑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지형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2, 3장에서 분석된 자료를 근거하여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를 예측하고 외력조건별 지형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수치모형실험(numerical modeling)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뤄진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진행방향 등을 제언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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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낙동강 하구 사주 지형변화 특성 분석

하구는 복잡한 수리현상을 가지고 이에 동반하여 물질이동에 따른 지형변화

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하구에 발달하는 사주는 단기적으로 하계 홍수시 유

출(flushing)에 의해 없어지고 동계 파랑 내습에 의해 다시 나타나는 계절적

순환을 한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작을 파악하

는 것은 하구관리방안 및 공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낙동강 하구도 장기간에 걸쳐 연안사주가 발달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현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화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때때로 환경생태측면에서 생태환경변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주의 지형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진

행되지 않았다.

대규모 하천의 하구에서 사주가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낙동강 하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굿둑 건설에 의한 낙

동강 하구의 물리적·생태환경적 변화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물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의 지형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장에서 검토된 자료는 “제3장 낙동강 하구 환경인자 상관관계 분

석”에서 다루게 될 지형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되고, 제3장에서 분석

된 자료를 근거하여 “제4장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 예측”의 입력자료로 활용된

다. 제4장의 결과는 지형변화와 외력조건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그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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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주와 간석지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의 다른 하구와는 다르게 과거로부터 대규모의 삼각

주가 발달된 곳으로, 현재도 하구 주변의 지형변화에 따라 삼각주 주변을 중

심으로 다양한 퇴적체가 형성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중 가장 큰 섬은 을숙도로, 육지화가 이미 완료된 곳

이다. 을숙도는 1919년에 새가 많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섬에서 유래되었으며,

면적은 약 3,530,000㎡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87년 을숙도에 낙동

강 하굿둑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을숙도 일부를 쓰레

기 매립장으로 이용하였고, 현재는 이곳을 조류서식처, 철새도래지, 생태학습

장, 을숙도 생태문화회관 등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생태문화와 생활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을숙도는 방재 및 생태보전 등을 위해서 인위적이지만

자연스럽게 육지화된 섬으로써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과 파랑 등에 의한 지형

변화를 받지 않는 섬이다. 맹금머리등은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량과 파랑 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주로, 낙동강 하굿둑 주수로의 끝단에 형성되어

있다. 맹금머리등은 1988년에 면적이 139.636㎡으로, 맹금류인 솔개의 서식지

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맹금머리등은 을숙도 최남단부분에 길게 뻗은 사

주로 하굿둑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이후 하굿둑 방류를 위한

주수로를 만들면서 사주의 중간 일부를 절개시켜 준설함으로써 을숙도와 완전

히 분리되어 형성되었다. 백합등은 맹금머리등 보다 외해쪽에 위치하고 있으

며, 하천 유출수와 외해 파랑에 의해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발달하고 있

는 중이다. 백합등은 1955년에 백합조개가 많이 산출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며 면적은 약 410.370㎡이고 비교적 양질의 사질토로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

는 실트질 토사가 퇴적되어 사주의 표면이 검은색으로 변화되고 있다. 백합등

은 1970년 이전까지는 나무싯등이라 불리었다. 백합등 보다 더 외해쪽으로 형

성되어 있는 사주로 1988년에 도요새와 같은 물새 떼가 많이 찾아와서 번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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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에서 도요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도요등은 파랑에 의한 표사이동 영향

이 큰 지점으로, 하천유량이 유입되는 직각방향인 동서방향으로 형성되고 있

다. 이 사주의 면적은 연중 다르게 나타나는데 약 349.124㎡이며, 파랑에 의한

표사에 의한 퇴적토가 형성되어 매우 양질의 사질토가 퇴적되어 비교적 깨끗

한 사빈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주수로 방류지점에서 바다 쪽으로

형성된 3개의 사주는 맹금머리등, 백합등, 도요등이다. 방류 주수로는 백합등

을 중간에 두고 외해쪽으로 도요등, 하굿둑 방향으로 맹금머리등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의 발달과정에 따라 방류시 주수로의 변화도 달라질 수 있다. 맹금

머리등은 홍수시 주수로에서의 수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주이며, 도요등은

태풍 내습시 파랑을 쇄파시켜 에너지를 감쇠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주이다.

서낙동강을 따라 하구에 형성된 사주는 4개가 있으며, 명지 매립지(주거단

지) 보다 약간 동쪽에서 남단부에 생겨난 대마등은 1904년 커다란 말과 같은

는 형상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면적은 249.265㎡으로, 1951년에도 대마등

은 존재하고 있었다. 장자도는 1916년 섬이 크다는 뜻에서 명명되었으며, 면적

은 463.197㎡이다. 신자도는 1904년에 새로 생겨난 섬이라 하여 명명되었으며,

면적은 611.203㎡이다. 이들 세 개의 사주는 명호도 남쪽 간석지에 모래가 흘

러들어와 생겼으며, 주 생성원인도 파랑에 의한 퇴적으로 보인다. 진우도는

1950년 6.25당시 이곳에 진우원이라는 보육원이 있어 명명되었다. 1904년 면적

은 996.595㎡이고, 신호 매립지 전면에 위치하며 서낙동강의 유량과 파랑에 의

한 침식과 퇴적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퇴적에 의해 형성된 사주이다.

따라서, 7개의 사주는 형성과정과 시기가 모두 다르고 하천유출수, 조석 및

조류, 파랑 등과 같은 복합적인 외력의 영향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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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간석지

간석지는 육지에서 하천을 따라 운반된 토사가 해안에 퇴적되어 생기는 개펄

로 만조시에는 침수되고 간조시에는 노출되어, 넓고 평탄한 해안 퇴적지형을

의미한다. 즉, 하천에 의하여 하구로 운반된 점토 등의 세립질 토사가 조류에

운반·퇴적되어 형성된다. 간석지는 조차가 큰 곳에서 발달하고 있으며, 조차가

큰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파랑의 영향이 적어 간석지 발달에 유리하지

만 남해안은 낙동강과 섬진강 하구에서 간석지의 발달을 볼 수 있다. 간석지는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곳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공급되는 각종 오염원을 여과를 통해 침전시켜 바다로

보내는 자연 정화조의 역할을 하는 천연 정화시스템을 갖고 있다. 최근 서해안

의 강화도 갯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간석지의 경제적 가치 못지않게

자연 환경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2 사주

사주는 간석지의 형성과정과는 약간 다르게 설명되는데, 일반적으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는 하천 유량과 바다의 파랑, 그리고 조석 등의 상호 복

합작용에 의해 간석지와 사주가 곳곳에 형성되고 있다. 하구에서 발달하는 연

안사주(offshore bar)는 하천이나 조석에 의한 유동의 영향 보다는 파랑에 의

해 발생하는 해빈류에 의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사주가 발달되는 곳은 하천

의 폭이 확대되어 유속이 감소되는 지점이며 동시에 파고가 쇄파되면서 흐름

으로 전환되어 진행하다가 소멸되는 지점이다. 하구 사주의 규모는 하천에서

홍수시에 유입되는 유사량(sediment load)과 바다에서 이동되는 표사량(littoral

drifts)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하천 유량과 파랑은 유사와 표사를 발생시키

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러한 힘의 균형은 세계 어느 하구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의 사주 발달은 하굿둑 건설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역현안으로 인한 갈등과 환경 보전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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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주의 시대적 변천

2.2.1 2000년 이전 지형변화

1951년부터 1986년 사이에 모래톱(shoal)으로 출현되었다가 소멸된 사주의

명칭을 수자원공사(2015)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명칭은

학술적으로 공인된 명칭이기 보다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51년 지도상에는 진우도가 작은 사주에 불과하며 새등과 옥리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간석지로만 나타난다.

20년 후인 1970년에는 신호도와 대마등은 크게 줄어든 반면 약 2km 남쪽에

는 거의 평행선상에 진우도가 뚜렷하게 출현하였다. 대마등 전면 주변역에는

간석지로 옥리등과 새등이, 을숙도 남쪽은 나무싯등이, 동쪽으로 매우 큰 간석

지가 충적지(alluvial land)로 발달하고 있다.

1986년에는 진우도와 옥리등이 약간 줄어들고 새등과 나무싯등은 성장하고

있다. 새등이 45도 방향으로 발달하는 이유는 서낙동강에서 방출되는 방류량

이 감소하면서 파랑이 서낙동강쪽으로 깊숙이 올라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 새로운 사주는 공통적으로 하천의 영향을 벗어나 파랑의 영향을 주로 받

는 동서방향으로 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마등 전면의 간석지에 출현한 모래톱 사주인 옥리등은 장자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 추측된다. 또한, 옥리등 전면에 출현한 새등은 소멸되고 신자도

로 변했다고 추측된다. 나무싯등은 백합등과 도요등으로 분리되어 각각 하나

의 사주로 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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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andbar's names and Chronological changes(1951∼1986)

(K-Wa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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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

낙동강 삼각주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사·연구를 수록한 것은 부

산발전연구원의 “낙동강 생태계모니터링(2012-2013)”이다. Fig 2.2는 1861년에

작성된 대동여지도로, 낙동강은 하중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분류되고 있다. 하

중도는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형성되어 있는데, 상부의 하중도는 지금의 대저

로서 그 동쪽에 2개의 섬이 나타나 있다. 이들 2개의 섬은 현재의 덕도 및 맥

도로 추정된다. 7개의 산으로 표시된 칠점산은 그 후 토사 퇴적에 의해 매몰

되었고 지금은 하중도의 중앙에 최고봉만 남아 있다. 대저도 서쪽 하도에는

대사를 중심으로 충적지대가 발달하고 있으나 그 서쪽에는 북정, 죽림(오봉산)

등의 작은 섬들이 고립되어 분포하고 있다. 하부의 하중도는 지금의 명지로

추정되며 간석지에서 육지로 형성되어 대부분이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남

단에는 넓은 사빈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을숙도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낙동강 삼각주는 최소한 1861년

이전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내만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작은

섬들 사이의 하구로부터 운반되어 퇴적된 충적층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두 개

의 큰 하중도와 그 전면의 작은 사주가 발달되면서 낙동강 삼각주의 모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에 의하면 다대포와 몰운대는 산으로 형성되

어 있어 지금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덕도는 안골포에서 떨어

진 고립된 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는 동쪽으로는 몰운대의 끝단과 서쪽으로는 안골포과

가덕도를 경계로 넓은 바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곳에 시간이 갈수록

낙동강에서 운반된 토사가 유입되었으며, 유입된 토사량은 바다와 하천이 공

존하는 하구역에 해안선을 만들고 해안선과 바다 사이에 새로운 간석지와 사

주를 형성시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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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Old map of Nakdong river estuary(Busan city,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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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16년대에서 1980년대(하굿둑 건설 이전)

부산광역시(2000)에서는 1916년, 1951년, 1955년, 1970년, 1975년, 1980년에 대한

1:50,000 및 1:25,000 지형도를 분석하여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전의 지형변화를

파악하였다. Fig. 2.3은 하굿둑 건설 이전의 사주 출현을 간단히 도시한 것이다.

1916년경에는 크고 작은 간석지로 이루어진 하중도인 을숙도가 남쪽으로 길

게 발달하고 명지 앞에는 대마등이 출현하였고 그 서쪽에는 진우도와 내측으

로 신호도가 각각 사주로서 등장하고 있다. 명지와 대마등 사이의 간석지는

중간부분이 안쪽으로 홀쭉하게 들어가 면적이 좁고 대마등 앞쪽에는 하나의

작은 사주가 있을 뿐 간석지의 발달이 미약하다. 신호도 주변과 사주인 진우

도 사이에도 상대적으로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대마등 동쪽에는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며 갯골(tidal channel)이 잘 발달되어 있다.

1955년경에는 1916년경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갯골이 형성되면서 간

석지는 재조정되고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대마등과 장자도 사이의 바다가 거

의 간석지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을숙도 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큰 간석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새로운 사주인 장자도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등과

장자도 사이에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었다. 또한, 진우도 주위에 새로운 간석지

가 발달하고 있으나, 명지와 대마등 사이 그리고 대마등 동쪽의 간석지는 갯

골의 확대에 따라 그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1970년경에는 195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주 사이의 바다가 간석지로 변화

되고 있다. 장자도와 을숙도의 남단에 새로운 사주인 신자도와 백합등이 형성

되고, 진우도는 1955년에 비해 확대·발달하였다. 또한, 진우도, 장자도, 백합등

을 연결하는 사주군의 배후에 갯골의 발달이 미약해지면서 간석지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을숙도와 대마등 사이에 발달된 간석지가 사라지면서 수

심이 비교적 깊은 갯골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서낙동강 하류 하구인 신호도와

대마등 서쪽 해역 부분이 간석지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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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opography change before the development of Nakdong estuary

barrage(Busan cit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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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경에는 1970년경에 형성된 간석지가 홍수 등으로 인해 일부 사라지면

서 서낙동강 하류와 을숙도와 대마등 사이에 큰 물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갯골의 폭이 커지면서 간석지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장자도

의 성장 방향은 파랑의 진행 방향과 갯골의 형태에 영향을 받아 장자도의 중

간부분에 갯골이 통과하면서 양분되었고 분리된 서쪽부분은 남동 방향으로 갯

골을 따라 성장하고 있다. 신자도의 동쪽 끝은 북쪽을 향하여 서쪽 끝은 진우

도의 동단까지 성장하였다. 또한, 신자도 남쪽에 2개의 작은 사주가 새롭게 나

타나고 있다.

1980년경에는 신자도의 서쪽 끝은 진우도의 동단까지 성장하였고 1975년경

에 형성된 신자도 남쪽의 2개 사주는 없어졌다. 장자도 북쪽으로 본류와 합류

하는 새로운 물골이 형성되고 있다. 신자도 남쪽에 작게 표출되고 있는 작은

섬이 신자도와 합성되면서 신자도가 성장하고 있다.

3) 1983년대에서 1987년대(하굿둑 건설 중)

하굿둑 조성은 1983년 9월에 착공하여 1987년 11월에 완공되었으며, 물막이

공사와 이에 따른 다량의 하상 준설토가 하구로 유출되면서 삼각주 끝단의 사

주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Fig. 2.5를 살펴보면 낙동강 하굿둑 건설을 위한 유로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

면서 간석지와 사주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현상은 새로운 사

주의 형성과 갯벌의 변화로, 하굿둑을 축조하기 위해 가물막이공사를 실시하

여 현재의 배수문 쪽으로 물길이 돌려져 있어 부유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우도 남쪽에 새로운 사주가 형성되고 있으며 백합등

남쪽에 새로운 사주인 도요등이, 동쪽으로는 다대등이 형성되고 있다

명지주거단지 남쪽에 복잡한 형태를 가진 갯골은 매몰되었고 다시 남쪽으로

새로운 갯골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갯골을 중심으로 간석지가 확대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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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대마등의 남쪽에서 서낙동강 수로로 연장되었던 갯골이 매몰

되었고 장자도 동쪽 끝이 북쪽을 향하여 발달하고 있으며 대마등과 장자도,

장자도와 신자도 사이에 간석지가 형성되면서 그 내측의 거대한 갯골은 세립

질 모래의 퇴적으로 저습지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전과 건설 중의 사주형성은 Fig. 2.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916년 이후 하중도는 명호도, 을숙도, 신호도이며 이들 전면에 배치된 진

우도, 대마등, 맹금머리등은 제1사주군, 대마등 전면에 형성된 장자도와 맹금머

리등 전면에 형성된 백합등을, 제2사주군이라 칭할 수 있다. 또한, 장자도 전면

에 형성된 신자도와 백합등 전면에 형성된 도요등을 제3사주군으로 부르고 있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하중도군의 삼각주는 하천의 흐름에 의해서 하천 중

앙에 유속이 느린 곳에 유출토사의 퇴적작용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 섬들을 만드는데 하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직접적인 힘의 역할

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사주군들은 보조적으로 간접적인 역할을 해 왔

다.

Fig. 2.4 Main group of sandbar in Nakdong estuary(Busan cit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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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9년 이후(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1989년의 하구 사주지형은 Fig.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명호도와 을숙도의

남단에 1985년에 형성되었던 각종 사주의 형태가 크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하굿둑 건설로 주수로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을숙도의 남단 전방

에 발달된 사취(sand spit) 모양 사주의 중간을 절단하여 삼각형의 새로운 사

주로 형성되었다. 이곳은 이전에도 독수리 종류의 새들이 서식한다고 하여 맹

금머리라고 불러지고 있었다. 따라서 주수로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독

립된 사주로 형성되고 있다. 그 남단은 백합등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맹금머

리등과 백합등 사이에 몇 개의 작은 사주가 형성되어 있다.

둘째, 명호도 남단 전방에 발달해 있던 제1사주군(대마등)과 제2사주군(장자

도)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규모 사주가 형성되어 있고 그 결과 명호도

남동쪽에서 신자도 남동쪽에 이르는 간석지는 이들 사주로 거의 연결되고 있

다. 진우도 남단의 신사주가 소멸되었고 신자도의 서단에 뚜렷한 분기 사주가

등장하였으며 도요등이 뚜렷해졌다.

셋째, 다대포 서단과 도요등 사이에는 3개의 소규모 신 사주가 형성되어 있

다. 따라서, 1989년의 지형은 제2사주군의 남단에 새로운 사주군인 도요등-다

대등이 형성됨으로써 제3사주군의 배열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장림에서

다대지역까지의 매립이 끝난 상태이며 다대포 해수욕장 앞쪽으로 세사의 실트

질을 포함한 세사의 퇴적이 일어나 새로운 사주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진우

도와 신자도의 외해로 거대한 해태 양식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5년에는 하굿둑 건설로 인한 낙동강 하구는 Fig. 2.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배열을 가지게 된다. 즉, 하굿둑 건설 이전과 유사한 지형 형성과정을

거치며 사주와 사주, 사주와 간석지 등이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삼각주 말단

이 외해로 향해 서서히 전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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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995년의 지형은 Fig.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우도 남쪽으로 새로운 사주가

형성되었으며 신자도의 서단에 형성되었던 분기 사주가 하나로 합성되면서 진우도 동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 신자도의 동단은 하구쪽으로 휘어진 모래톱이 발달하고 있다.

둘째, 도요등은 1989년에 비하여 면적이 증가하였고 초승달 모양으로 양쪽

이 육지로 향해 굽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도요등과 다대등 사이 그리고 대마등과 장자도 사이에 형성되었던 소

규모 새로운 사주들은 간석지의 확대로 인해 소멸되었다. 도요등과 맹금머리

등이 하나의 간석지로 통합되며 하중도의 초기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넷째, 전체적으로 1989년에 비하여 간석지는 그 면적이 대마등-장자도-신자

도 사이와 맹금머리등-백합등-도요등 사이에서는 넓어졌으나 하중도군(신호도

-명호도-을숙도)중에서 명호도와 신호도의 전면과 신호도의 서쪽인 녹산지역

은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조성으로 매립되면서 크게 축소되었다.

다섯째, 하중도인 신호, 명호, 을숙도와 제1사주군인 진우도, 대마등, 맹금머

리등, 그리고 제2사주군인 장자도, 백합등은 식생에 의해 피복되었으며 제3사

주군인 신자도, 제4사주인 다대등에서는 식생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제3사

주군인 도요등과 제4사주인 다대등이 합성되면서 규모가 커졌고 맹금머리등과

제3사주군인 도요등과 제4사주인 다대등이 합성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맹

금머리등과 백합등도 점차 연결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다대포 해수욕장 앞쪽

의 새로운 사주는 점차 커져서 해수욕장과 거의 인접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낙동강 하구 일대의 삼각주 말단은 해안선에 평행하여 하중도군과

그 전면에 3열의 사주군이 외해쪽으로 차례로 배열되어 있고 하중도와 하중도

사이, 하중도와 사주 사이, 사주와 사주 사이에 부유토사가 퇴적되면서 각각

간석지가 발달하는 퇴적우세 지형으로 발달되어 가고 있다.

Fig.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은 낙동강 하구의 대규모 매립사업이

끝나는 상황으로 비교적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진우도 남쪽의 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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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도와 합쳐져 면적이 증가되었고, 명호도 동쪽으로도 새로운 갯골과 간석

지가 형성되고 있다. 을숙도 하단과 대마등에 조성된 인공생태계 지역이 눈에

띄며 하구의 모든 섬에 식생이 생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녹산공단과

명지주거단지가 완전히 바다와 차단되면서 육지와 사주의 분리가 확실하게 드

러나고 있다. 이 시기부터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침수현상과 세굴이 곳곳

에서 발생하는 재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호안 축조로 인하여 흐름의

양상과 크기가 변화하여 새로운 지형변화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1985) (1989)

(1995) (2000)

Fig. 2.5 Topography change using 1985, 1989, 1995, 2000's satellite

image(Busan cit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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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분석

2000년 이전의 지형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하중도와 사주의 형성

시기와 변화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1861년 이전 : 명호도 형성 후 출현

- 1916년 이전 : 신호도, 을숙도, 진우도, 대마등 형성 후 출현

- 1955년 이전 : 장자도 형성 후 출현

- 1970년 이전 : 신자도, 백합등 형성 후 출현

- 1985년 이전 : 도요등 형성 후 출현

- 1989년 이전 : 맹금머리등, 다대등 형성 후 출현

- 1995년 이전 : 진우도 남쪽 신 사주 도요등과 다대등의 합성

- 2000년 이전 : 진우도 신 사주의 합성 새로운 갯골의 형성

이들 미지형(微地形; microform)의 형성시기를 순위별로 나타내면 Fig. 2.9와

같이, ①명호도, ②을숙도, 신호도, 진우도, 대마등, ③장자도, ④신자도, 백합등,

⑤도요등, ⑥맹금머리등, ⑦도요등의 순으로 정리된다.

Fig.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조사지역의 미지형이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수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전진·발달하다가 서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그 다음으로 동쪽으로 빠르게 전진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미지형은 도요등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을 향해 새로

운 사주가 형성 또는 합성되면서 발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지역에 있어

서 새로운 간석지가 나타나면서 철새의 서식지가 도요등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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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Formation time of the topography of Nakdong river estuary

2000년 이전의 사주 면적 변화를 Table 2.1과 Fig. 2.7에 정리 및 제시하였

다. 진우도와 대마등은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되는 1987년 이전에는 면적이 증

가하고 있으나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는 시기인 1995년까지 진우도는 지속적인

감소를, 대마등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항 신항

건설 이후에는 이와 반대로 진우도는 증가를, 대마등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즉, 낙동강 하굿둑 건설의 영향은 진우도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대마등의 성장

은 촉진시키고, 반대로 부산항 신항 건설의 영향은 진우도의 성장을 촉진시키

고, 대마등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동강 하굿둑과 부산

항 신항 건설로 인한 유출량 및 조량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자도와 백합등, 그리고 도요등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인하여 면적

이 증가하고, 신자도는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 신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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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백합등은 감소를 보이나 장자도와 신자도, 그리도 도요등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인한 유출량 변화는 낙동강 하구 서측에

위치한 진우도와 신자도의 성장은 둔화시키나 인접한 장자도와 백합등, 도요등

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부산항 신항 건설로 축소된 해수면 감소

로 인한 조량 감소는 외해 파랑의 영향을 증가시켜 비교적 외해측에 위치한

진우도와 장자도, 신자도, 도요등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유추된다.

낙동강 하굿둑과 부산항 신항 건설시기인 1985년과 1995년간을 제외하면,

모든 사주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낙동강 하

굿둑과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는 기간 동안은 여러 외력조건에 저항하여 평형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준평형상태로 판단되며, 결국 사주는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이라는 판단된다.

따라서, 2000년대 이전의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는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인

한 유출량 변화, 부산항 신항 건설로 인한 해수면 축소로 인한 조량 감소와

동반하여 외해 내습파랑의 강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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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hronological changes of sandbars before 2000yr(Unit : ㎡)

Year Junudo
Daema

deung
Jangjado Sinjado

Baekhap

deung

Doyo

deung

Maengge

ummeori

deung

1951 323,298 1,138,374 　 　 　 　 　

1970 628,340 253,862 　 　 　 　 　

1985 839,475 376,576 575,822 708,912 505,676 　 　

1989 711,869 385,557 527,429 769,759 574,321 50,774 170,470

1995 582,873 515,964 489,750 800,228 639,783 541,236 148,631

2000 914,531 460,856 610,192 1,080,048 557,197 777,159 165,777

Fig. 2.7 Area changes of sandbars before 2000yr



- 26 -

2.2.2 2000년 이후 지형변화

사주의 지형변화는 파랑의 영향이 하천보다 우세한 하구역에서 활발하게 발생

한다. 태풍은 사주 형태의 급격한 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 등 연이은 대형 태풍이 지나가기 전과 후의 모습을 항공사진을 이용

하여 살펴보았다. 사용된 사진은 2001년 11월과 2004년 5월의 것을 이용하였다.

합성은 하구 지역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지상기준점을 연결할

방법이 없어 이미 처리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영상연결(image to image) 방

식으로 재배열하였다. 별도의 렌즈왜곡처리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렌즈

왜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상의 가장자리를 제거한 후 각 영상을 재배열했

다. 정확한 영상 측량을 위해서는 지상기준점의 측량과 렌즈왜곡보정을 해야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육안을 통한 분석만을 시도하였다.

1) 2001년-2004년

Fig. 2.8에 보이는 바와 같이 태풍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각 사주의 남쪽

해안에 백사장이 많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마등의

남쪽 백사장을 비롯하여 진우도, 신자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백사장의

확장은 각 사주들의 식생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등 동쪽(다대포 방향)은 사주의 폭이 줄어들면서 침식이 진행되어가고

있다. 반면에 서쪽의 사주 폭은 바다에서 을숙도 쪽으로 밀려 올라간 듯한 모

양을 보이면서 약간 퇴적되어 발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신자도 서쪽의

사주는 외해쪽으로 발달하고 있었으며 신자도 북쪽 해안쪽의 식생이 생육했던

상당량의 면적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2) 2004년-2006년

Fig. 2.9는 2004년과 2010년 사이의 지형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항공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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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에 2004년과 2006년의 비교에서 부산항 신항 건설로 인해 진우도 서

측에 사주가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수심이 얕아지고 진우도와

가덕도 사이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산 산업단지 앞의 해역에 지형변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에 뱃길을 위한 준설행위가 이루지면서 신자도 서편의

사주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외해방향으로 사주가 점차 넓어지고 있

으며 신자도의 사주에 점차적으로 식생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요

등은 현재 가장 급격히 발달하고 있고, 도요등과 백합등 사이에 퇴적으로 인

하여 수역이었던 지역이 간석지로 변하고 있다.

3) 2007년-2008년

Fig. 2.9는 부산시에서 2007년과 2008년 촬영한 컬러 항공사진에는 사주들이

외해쪽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의 수로를

따라 긴 간석지가 형성되고, 도요등과 다대포 사이에도 간석지와 새로운 사주

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요등과 백합등 사이의 간석지에 퇴적이 발생되어 연결되고 있으며

맹금머리등 역시 백합등과 연결되고 있다. 신자도와 장자도, 장자도와 대마등

사이의 간석지 역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 사주들은 이 기간에 하천에서 유입하는 토사에 의한

사주 성장 보다는 파랑에 의해 운반되는 토사에 의해 형성 및 발달하고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4) 2008년-2009년

Fig. 2.9는 2008년과 2009년 컬러 항공사진에서 2009년의 항공사진이 만조

수위일 때 촬영된 것임을 감안해서 비교해 보았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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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구의 사주 중 외해로부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진우도, 장자

도, 대마등, 맹금머리등, 백합등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해의 영

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신자도와 도요등은 동서 양쪽으로 사주가 확장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요등 동측의 사주 확장으로 인해 도요등과 다대포

사이의 수로가 20∼30m 정도 축소되었다.

5) 2009년-2010년

Fig. 2.9는 2009년과 2010년의 항공사진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의 변화양상

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2사주군(장자도 백합등)과 제3사주군(신자도 도요등)

사이의 퇴적과 더불어 도요등 양안의 지속적인 퇴적으로 인해 수로가 협소해

지고 있다. 제3사주군인 신자도와 도요등 외해쪽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주군

의 출현이 눈에 보인다. 2008∼2009년의 양상과 다른 점은 신자도 서쪽 하단

부의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요등 서쪽 끝단에 퇴적이 되면

서 백사장이 형성되고 있다.

6) 2010년-2011년

Fig. 2.10과 2.11에 2010년과 2011년의 항공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제2사주군(장

자도 백합등)과 제3사주군(신자도 도요등) 사이가 퇴적으로 인해 수로가 협소해

지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진우도와 신자도의 서측은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맹금머리 동측의 수로에서 나타난 습지의 퇴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신자도와 도요등의 동측에서는 침식이 진행되어 수로의 간격이 넓어

졌고, 도요등은 범람에 의한 침수현상이 나타났다.

7) 2011년-2012년

Fig. 2.10은 2011년과 2012년의 항공사진을 비교한 결과로, 제2사주군(장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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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등)과 진우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도와 도요등의

동측에서는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도요등의 서측에서는 물길을 따라 침식

현상이 나타나 수로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 2015년

2013년도의 위성사진이 선명한 상태로 추적된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운 관계

로, 2015년도의 1년 동안의 사진 중에서 2개를 선택하였다.

Fig. 2.11은 2015년 2월 19일과 10월 2일의 사주지형도를 나타낸 것이다. 2월 19일

(상)은 가덕도와 진우도 사이의 협수로에 녹산공단 쪽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이 발생

하여 주변과는 대조적인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큰 변화가 없이

이전인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형상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기

간에 사주지형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

추된다.

현재까지의 위성사진을 중심으로 기술된 사항은 평면적으로 출현된 조사지

역인 낙동강 하구지형의 변천 모습은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다. 다만, 간석지

를 매립한 명지주거단지, 신호공단, 녹산공단은 육지화로 변모했다. 매립지 전

면에 형성된 사주들은 시간에 따라 주변지역의 인위적 건설에 따른 변화를 거

듭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주의 북쪽인 상류부분은 세립질 퇴적물에 의한 퇴

적이 발생하고 사주의 전면인 바다쪽은 파랑에 의한 퇴적과 침식이 동시에 발

생하면서 전진하고 있다. 사주군의 사이에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 사주

는 파랑과 조석의 영향을 받아 퇴적되어 간석지 → 수중 소형사주 → 수중 소

형사주 연결 → 사주 전진 → 주변 새로운 소형사주 형성 → 사주합성 →사주

발달의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한다.

따라서, 간석지 형성은 낙동강 하구의 사주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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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2004. 5)

Fig. 2.8 Topography change from satellite images(2001∼2004)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Fig. 2.9 Topography change from satellite images(200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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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Fig. 2.10 Topography change from satellite images(2011∼2012)

(2015. 2. 19) (2015. 10. 2)

Fig. 2.11 Topography change from satellite images(2015. 2. 19 and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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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과 분석

2000년 이후의 사주 면적 변화를 Table 2.2와 Fig. 2.12에 정리 및 제시하였

다. 2000년 이후 사주 변화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평형상태를 나타내고, 2008

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진행된 4대강 정비사업 기간 중 진우도와 신자

도, 그리고 도요등과 같은 외해측에 위치한 울타리섬은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낙동강 하굿둑과 인접한 백합등은 4대강 정비사업

이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감소가 보인다.

즉, 낙동강 하구 사주는 2000년 이전의 대규모 건설 사업인 낙동강 하굿둑

과 부산항 신항 건설 이후 큰 변화가 없는 평형상태를 유지하다가, 4대강 정

비사업 기간 동안 외해측 울타리섬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4대강 정비사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 이전과는 다르게 낙동강 하굿둑 유출량과 주변 기후조건의 변화에 기

인하고, 이후의 지형변화는 이러한 조건 변화에 따른 예측으로 가능하리라 판

단된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사주 지형변화는 진우도, 신자도, 도요등과 같은 외해

측에 위치한 울타리섬의 성장이 확인되고, 이는 외해 내습파랑의 영향이 점차

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된다.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연간 단위의 큰 시간적 스케일을 가지기 때문에 계

절적인 변화와, 사주 주변의 국부적인 준설로 인한 영향이 간과된 결과이기에

세부적인 분석 보다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금회 조사자료를 근거하여 제3장과 제4장에서 수행될 해

양환경 매개변수와 외력조건에 따른 예측실험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은 앞으로

의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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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hronological changes of sandbars after 2000yr(Unit : ㎡)

Year Junudo
Daema

deung
Jangjado Sinjado

Baekhap

deung

Doyo

deung

Maengge

ummeori

deung

2001 854,113 425,082 589,508 699,216 519,589 556,132 161,669

2004 1,006,519 372,520 602,902 722,276 494,156 592,286 154,021

2006 1,007,336 460,602 656,238 769,980 548,313 547,581 148,964

2007 994,662 405,036 619,519 874,676 594,426 620,239 168,218

2008 972,234 487,318 610,027 723,397 720,187 584,951 146,544

2009 1,079,796 419,420 585,168 801,996 405,402 512,250 152,262

2010 1,061,606 436,617 585,702 802,706 391,735 588,585 164,041

2011 1,056,388 436,639 595,967 716,024 445,883 713,826 164,499

2012 1,117,163 502,283 683,370 907,786 538,039 673,173 173,279

2015.2 981,473 412,373 585,331 742,366 432,481 664,384 178,543

2015.10 996,516 422,317 600,809 702,564 431,844 593,301 152,176

Fig. 2.12 Area changes of sandbars after 20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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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주 지형변화 추이 분석

각 사주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사진에 의한 사주의 면적 추

출이 가능한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3.1 사주 지형변화 분석

Fig. 2.13에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사주 면적 변화를 도시하였으며,

제시된 기간 중 대규모 개발사업은 1987년 하굿둑 건설과 1995년 부산항 신항

건설, 그리고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진행된 4대강 정비사업이 진행

되었다. 특히,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된 1987년부터 부산항 신항이 건설된 1995

년 이후 각 사주별 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이러한 변

화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4대강 정비사업 기간 중 진우도와 신자도, 그리고

도요등과 같은 울타리섬 위주의 면적 증가 즉, 발달이 눈에 띈다.

즉, 사주 면적 변화로 파악된 지형변화는 상기한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둑

과 부산항 신항 건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유출량과 조량, 그리고 외해 내습파랑 등에 의해 증가 혹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나 다시 평형상태 즉, 이전의 양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사주별 지형변화 추이 분석

각 사주별 지형변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 면적변화에

따른 추이 분석(trend analysis)을 수행하였다(Figs. 2.14∼16). 추이 분석은 면

적 변화의 명확한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나, 적합도 분석 결과, 채용된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사주별 면적이 1년 중 일정한 시점의 결과

가 아니고, 면적 변화가 일정한 추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 평균값(running average value)을 사용하여 각 사

주별 면적 변화의 추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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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측에 위치한 울타리섬 중 진우도와 도요등은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났

다. 신자도는 2000년 이전에는 증가하나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고 있

다. 특히, 신자도의 면적 변동은 인접한 도요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는 유사한 외력조건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마등과 맹금머

리등, 그리고 백합등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보이며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우도와 도요등, 그리고 신자도와 같은 울타리섬은 외해측에 위치하고

있지만 낙동강 하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

고, 점차적으로 그 변화는 일정 수준으로 증가 또는 감소, 정체의 형식으로 수

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대규모 사업 이후 사주의 면적은 일정 수

준으로 다시 복원되어 증가와 감소가 다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사주의 성장 및 발달, 그리고 쇠퇴가 나타나는 동안 일시적인 외력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주가 출현하게 되는데, 1987년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생성된 도요등과 맹금머리등이 그 대표적이라 하겠다. 맹금머리등

은 인위적인 절개로 인하여 을숙도에서 분리되었지만 도요등은 기존 백합등

외해측에 형성되어 새로운 울타리섬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하굿둑 건설로 인

한 유출량의 변화와 유속 감소, 그리고 외해 내습파랑의 강도 강화 등이 그

원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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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Area changes of sandbars during 1985∼2015

Fig. 2.14 Trend analysis of sandbar area(Jin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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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Trend analysis of sandbar area(Daemadeung, Jangjado, Sinj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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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Trend analysis of sandbar area(Beakhapdeung, Doyodeung,

Maenggeummeorid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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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낙동강 하구 환경인자 상관관계 분석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를 포함한 제 해양환경은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된

1987년 7월 이후로 분기된다. 하굿둑 건설 전에는 대부분의 유출수는 서쪽 지류

를 통하여 유출되었으나, 건설 후에는 을숙도를 절개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수로

를 통하여 유출되었다. 또한, 하굿둑 건설에 따른 수문의 조시(tide time)에 따른

인위적 조작으로 담수 유출로 인한 밀도류(density current)와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조류(tidal current)의 영향 등으로 순환과정 즉, 유동변화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장성태, 2006).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되기 전에는 하상구

배가 작은 관계로 밀물시(창조시)에는 삼랑진 부근까지 해수가 유입되고, 썰물

시(낙조시)에는 현재의 하굿둑 위치보다 상류에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어 유출

되는 양상을 보여, 낙동강 유동의 주 요인은 조석이었다. 하지만, 하굿둑이 건설

된 이후에는 하굿둑 수문 조작에 따라 방류되는 유출수에 의해 유동 양상이 변

화되기에, 낙동강 유동의 주 요인은 하굿둑에서의 수문 개폐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환경인자를 수집·분석하여 향후 추가

적인 연구를 위한 여지를 남기고, 금회 연구의 주 목적인 낙동강 하구의 지형

변화와의 환경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Fig. 3.1 Variation of topography and waterway using 1982 and 1987's

satellite image(J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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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

낙동강 하구는 인공구조물인 하굿둑의 인위적인 수문 조작에 따라 유출되는

담수량에 따라 유동 변화가 발생하고, 이를 외력조건으로 하는 각종 환경적

영향이 변화된다.

따라서,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낙동강 하구의 제 해양

물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선행적인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의 3.1절에서는 낙동강 하굿둑에 관한 사항, 하굿둑 주변 강수량, 하

굿둑 방류량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근거하여 3.2절에서 유사량을 산정·분

석하였다.

3.1.1 낙동강 하굿둑

낙동강 하굿둑은 안동댐으로부터 하류 355㎞ 지점의 서부산에 위치하고, 하

류 바다로부터 상류쪽으로 약 8㎞ 떨어져 있다. 낙동강 하구조사(UNDP/FAO,

1997)에서 낙동강 하구 지역의 염수 침투를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으로 하

굿둑 건설이 검토되었으며, 1982년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 11월에 완공되

었다. 또한, 하굿둑 건설 이후 기상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강우량 증가로 인하

여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국토교통부, 2009)에서 낙동강 하굿둑 지점의 홍

수량이 1982년 당시 18,300㎥/s에서 22,300㎥/s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

였으며, 이에 따른 낙동강 하류 치수안전 확보대책으로 우안의 제방 구간에 배

수문 증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하굿둑 통수능력 확대로 상류수위를 설계

강우 200년 빈도 강우 유출에 의한 계획 홍수위 EL.(+)1.12m 이내로 저감하여

제방 안정성과 제내지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ig. 3.2

과 같이 2013년도에 우안 증설배수문이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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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Aerial photograph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An, 2014)

Table 3.1 The design condition of left sid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Division Main gate Control gate

Type Radial gate Radial gate

Size W47.5 × H9.2 × 6gates W47.5 × H8.3 × 4gates

Weight 223ton 218ton

Lift type 2 Drum wire rope 2 Drum wire rope

Power 22kW × 440V × 6P 22kW × 440V × 6P

Division Status of facilities

Hydrological
condition

Design flood 18,300㎥/s (500yr re. flood)

Flood level EL.(+)3.7m (500yr re. flood)

Operation level SMSL.(+)1.0m

Barrage

Type Rock-fill dam

Length 2,230m(Embankment 1,720m Sluice gate 510m)

Dam crest Elevation El.(+)8.5m, Width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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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design condition of right sid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Division Main gate Control gate

Type Roller gate
Lifting gate
(Truss Type)

Size W47.5 × H8.5 × 2gates
W95.0 × H8.5 × 1gate
W47.5 × H8.5 × 2gates

Sill El. EL(-)6.0m EL(-)6.0m

Lift type Fluid pressure Fluid pressure

Main gate Control gate

즉, 낙동강 하굿둑은 낙동강 하구 지역의 염해 방지, 하굿둑 상류 저수범위,

인근 지역의 배수, 상·하류의 수질, 생태학적 측면, 하굿둑의 교통기능과 매립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치에 건설되었다. 즉, 낙동강 하굿둑은 ①안정적인 수

량공급의 필요성, ②수질개선 및 안정의 필요성, ③체계적인 홍수조절의 필요

성이 건설배경이 되었고, 낙동강 하류부 인근 동남 해안권의 산업도시와 영남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해평야에 염분의 피해가 없는 안정된 용수공급과 치수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낙동강 수계의 유역면적은 23,717㎢, 유로연장 521.5㎞이며 낙동강 하구 하

류 서부산에 위치한 낙동강 하굿둑은 총 연장 2,230m이며, 토언제(土堰堤)

1,720m, 주배수문부 510m(수문폭 47.5m×높이8m×10련), 수문부 양쪽벽에 설치

된 2개의 어도(폭1.8m×높이3.0m×길이24.0m)로 구성되어 있다. 하굿둑의 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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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은 좌안 및 우안배수문으로 구별된다. 또한, 하굿둑 운영 목적은 첫 번째,

해수의 염분이 상류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하굿둑 상ㆍ

하류 수위차가 0.20m 이내일 때 하굿둑 주배수문과 우안배수문을 폐쇄하며,

홍수기에만 최대방류를 위해 하굿둑 전수문을 개방한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낙

동강 상류의 수위를 SMSL(+)1.00m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있다(한국수자

원공사, 2018).

Fig. 3.2 Photograph and side view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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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he left and right bank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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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하굿둑 방류 패턴

홍수기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의 운영은 우안 배수문 방류에 따른 하류 생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년 빈도 계획홍수위인 EL(+)2.27m를 초과하지

않는 홍수량인 16,000㎥/s까지는 좌안 배수문만을 통하여 방류하고, 이후 우안

배수문을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굿둑 수위에 대한 운영

범위는 일반적으로 SMSL(+)0.75m와 SMSL(+)1.25m이다. 하굿둑 상류와 하류

의 수위차가 0.2m 이상일 경우 방류하며, 방류시간은 조절수문이 대부분(전체

시간의 60%, 연평균 유량의 20%)을 차지한다. 우안배수문도 연평균 30% 정

도로 개방시간이 길다.

신성교 등(2006)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의 방류량 패턴은 시기별로 세 가지

로, 10-3월은 유하량이 100㎥/s 정도의 갈수기(droughty season)이며, 4-6월은

유하량이 500㎥/s로 평수기이고, 7-9월은 유하량이 1,200㎥/s이상의 홍수기로

구분된다.

3.1.3 하굿둑 주변 강수량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량 현황을 파악하기 이전에 하굿둑 주변의 강수량을 파

악하고 강수량에 따른 유출량 즉, 방류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먼저, “유

역별 강수통계정보(기상청)”를 활용하여 낙동강권역별 연강수량을 조사하였다.

최근 10년(2005∼2014년)간 낙동강권역의 평균 연강수량은 1,244.6㎜로 전국

평균 연강수량 1,354.6㎜보다 110.0㎜가 적었다. Fig. 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0년 평균 연강수량의 크기는 낙동강남해, 낙동강하류, 회야·수영강, 태화강,

낙동강동해, 낙동강상류, 낙동강중류, 형산강 순이었으며, 낙동강 권역의 최근

10년간('05∼'14년) 연강수량은 2012년에 최대(1,468.3㎜)를, 2008년에 최소

(898.6㎜)를 기록하였다. 낙동강권역의 최대와 최소의 차는 569.7㎜를 보이고

있다. 연강수량을 유역별로 보면 2012년 회야․수영에 1,735.2㎜의 많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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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으며 가장 가물었던 2008년 낙동강 중류의 강수량은 747.6㎜ 정도(최대․

최소값의 편차가 무려 약 1,000㎜)를 보이고 있다.

Fig. 3.4 The classification of Nakdong river basin and average precipitation

during the last ten-year period(2005∼2014)

Fig. 3.5는 낙동강 대권역별 연강수량 변화를 제시하였다. 낙동강 대권역별

강수량은 2006년과 2012년에 가장 많은 강수를, 2008년과 2013년이 가장 적은

강수를 기록하였다. 강수량 편차는 낙동강하류 유역이 873.6㎜('12년 최대, '08

년 최소)로 가장 크며, 낙동강중류 유역이 539.9㎜('11년 최대 '08년 최소)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강수량 편차를 대권역별로 정리해 보면 낙동강하류, 낙동

강동해, 회야․수영강, 낙동강남해, 태화강, 형산강, 낙동강상류, 낙동강중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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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Variation of annual precipitation during the last 10

years(2005∼2014)

낙동강 대권역 중 낙동강 하구 사주의 지형변화와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곳은 낙동강하류이며, 낙동강 하구 사주의 지형변화와 낙동강하류 권역의 강

수량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낙동강하류 연강수량은 2007∼2009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급격

한 강수량의 감소가 보이는 2008년을 기준으로, 외측 울타섬인 진우도와 신자

도, 그리고 도요등의 면적은 감소하고 울타리섬 내측에 위치한 대마등과 백합

등은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강수량의 증가가 나타나는 2009년

과 2010년에는 진우도와 신자도의 면적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4대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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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후 변화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마등과 백합등은 면

적이 감소되다가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변화량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백합등

의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된다.

즉, 낙동강하류 연강수량과 사주 면적 변화에 따른 지형변화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울타리섬인 진우도와 신자도, 그리고 도요등은 연강수량 증가에 비

례하고 울타리섬 내측에 위치한 대마등과 백합등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변화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인자는 아니지만 이후 서

술할 방류량과 유사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Fig. 3.6 Correlation between annual rainfall and sandba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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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하굿둑 방류량

하굿둑 방류량(유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낙동강 하굿둑 인근 수

문관측소 현황을 파악하였다.

낙동강하굿둑 인근에 위치한 수문관측소는 구포(병설), 명지(강수량), 김해

(강수량), 정천(수위)의 4개 관측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분석지점

별 결과값의 보정을 위하여 진동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3.7에 낙

동강 권역에 위치한 강수량 및 수위 관측소를 도시하였으며, Table 3.3에 한국

수문연보에 제시된 각 관측소 현황을 제시하였다.

Table 3.3 Present condition of observation post nearby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Obs. Post Location Sart time T/M

Gupo
water level

Gupo-dong Buk-gu
(Gupo Bridge)

1927.06.01 1987.06.01

precipitation 2006.01.25 2006.01.09

Myengji
water level Hadan-dong Saho-gu

precipitation Myeungji-dong Gangseo-gu 1974.07.01 2006.01.09

Kimhae precipitation 129 Bonghwang-dong Kimhae 1988.01.01 1987.06.04

Jungcheon water level 1118 Myeungbub-dong Kimhae 2008.01.01 2008.01.30

Jindong
water level

343 Gyenae-ri Chilseo-myeon
Haman-kun Kyungnam

1921.08.01

precipitation 1995.01.01

구포 관측소는 낙동강 수계의 하류에 위치한 홍수예보 지점으로,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 하류 약 50m 좌안에 제방 부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수위-

유량 관계 곡선식 개발에 있어 하류 약 14.5㎞에 위치한 낙동강하굿둑의 수문

조작(개폐)에 따른 배수영향으로 저․중수위 곡선식 개발의 어려움이 발생하

여 현재 자동유량측정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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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 관측소의 수위는 1927년 6월 1일부터 관측이 시작되었고 1987년 6월 1

일부터 T/M화 되었다. 강수량은 2006년 1월 9일 T/M화 장비를 설치하여

2006년 1월 25일부터 관측을 시작하였다. 최근 각 홍수통제소에서는 T/M화

이전의 관측 자료에 대하여 D/B화 전환 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수문조사 초

기의 관측상 문제로 인한 자료의 결측과, 관측 장비의 발달로 과거와 현재의

관측 방법에 대한 차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T/M화 이전의 자료를 이용

하여 일관성 있는 수문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정확한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

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T/M 관측 이전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Fig. 3.7 Location of observation post nearby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수위 및 유량 자료(H-Q관계 곡선식에 의하

여 재계산된 유량자료 이용)를 이용하여 유출에 따른 수문 분석을 수행하고,

강수량은 2006년 이후 관측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강우강도에 따른 수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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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개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구포 관측소에서는 레이더(radar) 장비를 이용한 수위 및 자동유량 측

정기기를 이용한 자동 유량이 측정되어 10분 단위의 자료가 홍수통제소로 제

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수문 자료들은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되

거나 수문자료 공인을 통하여 검증된 자료로 홍수통제소 수문조사품질관리시

스템을 통하여 D/B 자료를 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연도별 최대유량 분석

Table 3.4, 3.5에 시간 및 일 최대유량이 발생한 2002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

해를 입힌 태풍 루사(Rusa)의 발생 기간은 8월 말이었으며 최대유량이 발생한

시기는 08월 10일이었다. 이는 태풍 루사로 인한 호우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

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연도별 시간 최대 유량은 2002년 08월 10일 10시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2008년 08월 18일 23시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17개년 중 가장 낮

은 유량을 나타났다. 그리고, 각 연도별 일 최대 유량은 태풍 매미(Maemi)의

영향으로 2003년 09월 13일로 발생하였다. 또한, 일 최대 유량 중 가장 낮은

유량은 2008년 08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유량이다.

최대 유량이 발생한 기간을 월별로 살펴보면 연도별 시간 최대 유량은 6월

에 1회, 7월에 5회, 8월에 6회, 9월에 5회를 기록하였고, 연도별 일 최대 유량

은 6월에 1회, 7월에 5회, 8월에 5회, 9월에 6회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의 하계 홍수기에(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8은 연도별 시간 및 일 최대 유량을 도시한 것으로, 2006년도를 제외한

전 기간에 대하여 시간 최대유량이 일 최대유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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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Hourly maximum discharge by year

Year Date(hour)
Hourly max.
discharge(CMS)

Water
level(m)

Note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9.16 13
06.26 01
08.10 10
09.13 10
08.21 00
08.22 23
07.19 18
09.18 01
08.18 23
07.17 04
08.11 23
07.10 16
09.17 23
07.06 12
08.19 07
07.13 00
09.18 14

10,970.00
2,761.00
15,905.00
13,314.00
9,732.00
3,310.00
8,509.00
7,050.00
1,682.00
2,889.00
5,671.67
11,317.32
11,700.08
5,763.94
6,615.67
3,918.02
6,933.85

4.70
3.22
5.21
4.96
3.70
2.73
4.39
3.72
2.67
2.94
3.05
4.55
5.08
2.67
2.94
2.56
3.47

Saomai(2000.09.16)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Maemi(2003.09.06)
Megi(2004.08.19)

Localized heavy rain
Ewinia(2006.07.10)
Nari(2007.09.16)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Dianmu(2010.08.11)
Localized heavy rain
Sanba(2012.09.17)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Table 3.5 Daily maximum discharge by year

Year Date(day)
Hourly max.
discharge(CMS)

Water
level(m)

Not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6
06.26
08.10
09.13
08.20
09.06
07.19
09.18
08.18
07.17
08.18
07.11
09.18
07.06
08.19
07.13
09.18

8,212.51
1,783.42
11,477.46
11,731.13
7,763.89
901.12
9,319.75
6,129.08
560.96
2,117.04
4,984.70
10,736.65
9,816.65
5,150.12
6,246.41
2,233.22
6,109.17

4.34
2.86
4.76
4.69
3.36
2.23
4.26
3.56
2.20
2.77
2.78
4.34
4.93
2.67
2.92
2.36
3.01

Saomai(2000.09.16)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Maemi(2003.09.06)
Megi(2004.08.19)

Localized heavy rain
Ewinia(2006.07.10)
Nari(2007.09.16)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Dianmu(2010.08.11)
Localized heavy rain
Sanba(2012.09.17)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Localized heavy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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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포 관측소의 통과유량은 일시적인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영향에 지배받

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량은 일시적인 영향에

의한 방류량 증가가 클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Fig. 3.8 Comparison of hourly and daily maximum discharge by year

2) 구포 관측소의 연별 방류량(통과 유량)

Fig. 3.9는 구포 관측소의 연별 총 방류량을 제시한 것으로, 일 유량을 총합

한 값이다. 2010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총 유량이 월등히 높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포 지점은 낙동강 하굿둑의 배수(back water) 영향을 받는

지점으로 저수위와 평수위에는 수위곡선으로 유량 환산이 불가능하다. 즉, 하

류 수위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수위로 계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유량계산은 (+)수위일 경우에 한해서만 계산하였다. 즉, 이 경우는

낙동강하굿둑에서의 배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태의 조건으로 저수위와 평수

위를 제외한 고수위에 한해서 유량 산정을 실시한 결과를 의미한다. Fig. 3.10

은 2010년 수위-유량 관계 곡선도를, 부이(bouy)와 AVDM 유속계를 이용하여

실제 유량을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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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Annual total bypass discharge at Gupo point

Fig. 3.10 The relation between water level and discharg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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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동 관측소의 연별 방류량(통과 유량)

진동 관측소는 1975년부터 1994년까지의 유량측정 자료가 없기 때문에,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량은 한국수문조사연보 유량편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2015년∼2016년 11월까지의 자료는 낙동강홍수통

제소 일 관측유량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선, 진동 관측소에서 단면 폭(140m)을 산정하고, 수문조사연보에 수록된

유량(1995년∼2012년)을 면적(수심×단면 폭)으로 나눠서 역순으로 유속을 환

산하였다. 그 결과 보유하고 있는 유량에 대하여 가장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평균유속은 1.12m/s로 추정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과거 1975년부터 1994년까

지의 유량을 계산하였다. Fig. 3.11은 진동 관측소의 연도별 총 통과유량을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17년 동안) 진동과 구포 관측소의 연간 총 통과유량을

비교하였다. 상류인 진동 관측소와 하류인 구포 관측소의 유량은 2010년을 제외하

면 Fig. 3.1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승 및 하강의 변화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구포 관측소는 2000년 이후 유량 관측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전 자료

에 대하여는 비교가 불가능하였으며, 2010년도의 통과유량은 상당히 큰 값이

며 보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1 Annual total bypass discharge at Jindo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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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Comparion of Gupo and Jindong's annual total bypass discharge

4)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

Fig. 3.13은 낙동강 하굿둑에서 방류량으로, 13년 동안의 연평균방류량은

19,274.56×10
6
㎥, 일평균 방류량은 52.81×10

6
㎥. 초당평균방류량은 611.19㎥로 산

정되었다. Figs. 3.14∼3.16은 연도별 월별 방류량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Fig.

3.17은 진동, 구포, 하굿둑 통과 유량 및 방류량을 종합한 것으로, 2010년 구포

관측소의 방류량을 제외하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3 Annual total discharge by year at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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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Total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200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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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Total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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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Monthly total discharge by 2004∼2016 at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Fig. 3.17 Comparison of annual total bypass discharge at Jindong, Gupo,

and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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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수량(구포 지점)

낙동강 하구와 같은 감조하천의 갈수량(drought flow)을 분석하는 주목적은

조석에 의한 염수쐐기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는 용수량 확보 차

원에서 기본적인 조사이며 염수의 침입을 방지하는 하천용수유지유량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Fig. 3.18은 연도별 갈수량을 도시하였다. 갈수

량 산정은 한국수문조사연보와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제공받은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한국수문조사연보에는 구포 관측소의 모든 연도에 해당하는 갈수량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유량자료를 근거하여 1년 중 355일 간 유지

되는 유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근거하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5년, 2016년도의 갈수량을 계산하였고 나머지

연도에 대한 갈수량은 한국수문조사연보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냈다.

Fig. 3.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2010년 갈수량이 다른 연도에 비해 월등히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실시된 2010년을 기점으로 전 기간

(2000년∼2009년)과 후 기간(2011년∼2016년)의 평균 갈수량의 차이가 발생한

다. 즉,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갈수량은 약 291.8㎥/s이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58.1㎥/s로 나타난 것이다. 2010년의 갈수량 산정시 저수위와

평수위를 제외시킨 후 고수위 값만을 이용해서 산정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보

다 크게 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곳의 갈수량을 산정할 때는 2010년 값을 제외시키고 그 외 연도

에 대한 값을 평균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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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Drought flow by year at Gupo point

6) 낙동강 하굿둑 유량 현황 결과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홍수량-유출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낙동강홍수통

제소에서 제공하는 16개년도(2000년∼2016년)에 대한 강수량, 수위 및 유량 자

료를 이용하여 강우량과 유출량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아래에 현황 분

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⑴ 구포 관측소의 강수량 측정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우강도를 분석

하였고, 강우강도가 가장 크게 발생한 2006년과 2008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태풍의 영향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파악되었음

⑵ 강우강도 발생에 따른 수위 패턴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태풍에 의

한 저기압의 영향과 낙동강 하굿둑의 배수 영향으로 수위의 상승과 하강

의 폭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⑶ 각 연도별 시간 및 일 최대 유량을 산정하였고, 최대 유량이 발생한 원

인은 태풍 영향이 총 7회, 집중호우 영향이 총 8회로 조사되었음

⑷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이용한 구포 지점의 연 총 통과 유량 산정에

대한 적절성 분석 결과 유량 산정의 적절성 여부는 낙동강 하굿둑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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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향으로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의 적용이 어려운 저수위와 평수위를

제외하고 배수 영향이 없는 고수위에 대한 유량 산정으로 인하여 2010년

에는 연도별 총 통과 유량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음

⑸ 197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총 통과유량을 정리하였으며, 진동지점

과 구포지점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5개년도의 상승과 하강의

유량 변화 패턴을 비교한 결과 각각 상류와 하류에 위치한 두 지점에서

의 변동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⑹ 갈수량을 산정하였고 하굿둑 개방 유․무에 따른 염분 피해 분석 결과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누적된 유출량의 영향 보다는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함

7) 결과 분석

상기와 같이 강수량-유출량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낙동강 하구 사주의 지

형변화와 유출량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가) 방류량과 사주 지형변화 분석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은 4대강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2009년부터 2013년 사

이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009년 초기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방류량에

따라 맹금머리등을 제외한 모든 사주가 전반적으로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드는 방류량에 따라 모든 사주의 면적이 감소하

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과 사주 면적 변화에 따른 지형변화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19).

나) 방류량과 사주별 지형변화 상관관계 분석

방류량과 각 사주별 지형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진우도와 장자도, 그리고 신자도는 일정 수준의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마등, 백합등, 도요등, 맹금머리등은 적합도 부족으로

이동평균값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s. 3.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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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반적으로 사주의 지형변화는 방류량 증가에 따라 커지고, 진우도와 장

자도, 그리고 신자도는 방류량 증가에 따른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9 Correlation between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and sandbar area

Fig. 3.20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and sandbar area(Jin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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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and sandbar area(Daemadeung, Jangjado, Sinj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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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and sandbar area(Beakhapdeung, Doyodeung,

Maenggeummeorid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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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낙동강 하굿둑 유사량

3.2.1 연구 방법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에 따른 유사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서 수행한 낙동강 하굿둑 유지관리 개선방안연구보고서(2008)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시 유입되는 유사량 중 하굿둑 내 남아있는 퇴사량을 제

외하면 나머지 유사량은 낙동강 하굿둑을 통하여 하구역으로 유출된다는 개념

하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퇴사량이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퇴사량

을 준설하여 홍수위를 저감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존의 제안식(MPM과

Itakura-Kishi)을 적용한 후 경험적인 현장 자료를 토대로 하여 퇴사량을 산정

하였다. 여기서는 기존 산정식을 이용하여 유입·유출 유사량을 산정하는 과정

은 생략하기로 하고, 김병달(2008)의 “낙동강 하굿둑 내의 퇴사량 산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퇴사량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Table 3.6로 정의하고 있

다. Table 3.6의 진동과 낙동강 하굿둑 사이에 평균 퇴사량 1,636,153㎥/yr과

평균 준설량 665,417㎥/yr을 비교하여, 평균 준설량을 낙동강 하굿둑 내의 퇴

사량이라면 진동-하굿둑 사이의 평균퇴사량 1,636,153㎥/yr의 약 40%가 낙동

강하굿둑의 퇴사량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수자원공사(2008)는 Meyer-Peter and Muller식으로 소류사량(bed

load discharge)을 구하고 부유사량(suspended load dischrge)은 Itakura-Kishi

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 진동과 낙동강 하굿둑에서의 총유사량을 준설량과 비

교했을 때 진동과 낙동강 하굿둑에서의 포착율(trap efficiency)은 34%이며 진

동 유입량 대비 낙동강 하굿둑의 포착율은 약 13%로 산정되었다.

Fig. 3.23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낙동강 하굿둑에서의 퇴사량와 준설량

을 연도별로 도시한 것으로, MPM과 Itakura-Kishi 공식을 이용해 산정된 소

류사와 부유사량 계산결과는 Table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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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Total sediment discharge at NREB(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Year

Sediment load
(106㎥/yr)

Sediment
deposits(A)
(Jindong
-NREB)
(㎥/yr)

Trap
efficiency
(%)

Sediment
deposits
of
NREB
A*0.4

Dredging load
(㎥/yr)

NREB Jindong Upstream
waterway

Downstream
waterway

1990 4.68 6.85 2,171,102 31 868,441 727,000

1991 3.81 5.86 2,051,481 34 820,592 627,000

1992 1.97 3.01 1,049,193 34 419,677 949,000

1993 3.67 6.38 2,715,596 42 1,086,238 763,000

1994 0.98 2.49 1,509,972 60 603,989 938,000

1995 0.98 4.11 3,132,034 76 1,252,814 613,000

1996 1.32 1.38 57,898 4 23,159 879,000

1997 2.33 2.40 64,888 3 35,955 0 1,288,314

1998 5.09 5.94 844,848 14 337,939 0 330,196

1999 5.14 6.78 1,644,400 24 657,760 546,000

2000 3.37 4.29 923,891 21 369,556 726,000

2001 1.95 2.36 413,376 17 165,350 480,000

2002 3.74 6.43 2,695,873 41 1,078,349 442,000

2003 5.57 9.20 3,631,587 39 1,452,635 295,000

Mean 3.18 4.82 1,636,153 34 654,461 665,417

Fig. 3.23 The sediment deposits and dredging load by year at Nakdong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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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총유사량은 3,184,405㎥/yr이고, 낙동강 하굿둑의 경우 연평균 부유사량

이 3,153,995㎥/yr, 소류사량이 30,410㎥/yr이며 소유사량이 부유사량의 약

1.0%로 산정되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1995)의 “낙동강하굿둑 퇴사거동 특

성에 관한 연구”에서 진동에서 7월에서 9월까지 14회 실측한 부유사량과 수정

아인슈타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한 총 유사량에서 소류사량을 산정한 결과 소

류사량이 부유사량의 약 18%에 달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Fig. 3.24는 연도별 부유사량과 소류사량을 합한 총 유사량을 도시한 것이

고, Table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 유사량이 3,184,450㎥/yr로 산정되었

다. 이중 준설량은 1996년까지는 평균 800,000㎥/yr이고, 1997년과 1998년은

준설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연간 500,000㎥/yr을 준설하였다. 즉, 하구로 유

출되는 평균 유사량은 2,000,000㎥/yr로 유추할 수 있다.

Fig. 3.24 Annual suspended and bed load discharge at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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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Suspended and bed load at NREB(Mean Right channel) site

Site Year

Suspended load Bed load

Sum

Grain size(mm)

Sum

Grain size(mm)

2.0 0.85 0.425 0.25 0.108 0.075 2.0 0.85 0.425 0.25 0.108 0.075

N
R
E
B

(mean
right
channel)

1990 4,641,337 0 0 0 13 2,626,856 2,014,470 35,587 219 794 13,513 18,791 1,919 350

1991 3,779,371 0 0 0 11 2,104,156 1,675,205 32,057 198 715 12,155 16,927 1,743 320

1992 1,951,761 0 0 0 0 1,106,196 845,565 13,555 82 307 5239 7,111 691 124

1993 3,632,717 0 0 0 16 1,935,593 1,697,108 34,565 213 770 13,101 18,260 1,877 344

1994 968,822 0 0 0 0 477,266 491,557 6,649 39 157 2,681 3,443 282 47

1995 970,020 0 0 0 2 525,486 444,532 8,133 50 183 3,116 4,280 427 77

1996 1,311,305 0 0 0 4 715,201 596,110 11,337 70 254 4,325 5,976 603 110

1997 2,311,553 0 0 0 8 1,274,769 1,036,777 20,210 125 450 7,653 10,677 1,102 202

1998 5,045,054 0 0 0 13 2,792,189 2,252,855 47,392 2941052 17,879 25,072 2,614 481

1999 5,095,903 0 0 0 13 2,869,520 2,226,369 43,019 267 955 16,229 22,763 2,370 435

2000 3,335,724 0 0 0 13 1,846,993 1,488,717 30,952 192 687 11,688 16,369 1,703 313

2001 1,932,468 0 0 0 2 1,064,439 868,027 14,606 89 329 5,607 7,687 758 136

2002 3,698,613 0 0 0 11 1,998,431 1,700,171 38,439 238 854 14,513 20,329 2,116 389

2003 5,481,286 0 0 0 93 2,783,306 2,697,887 89,239 5601,957 33,229 47,378 5,152 964

Avg. 3,153,995 0 0 0 14 1,722,886 1,431,096 30,410 188 676 11,495 16,076 1,668 307

Total mean sediment load=3,184,405(㎥/yr)



- 70 -

3.2.2 결과 분석

1990년부터 2003년에 실시한 퇴사량은 4대강 정비사업 이후보다 많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낙동강 하굿둑을 통과하는 연평균 총유사량을 3,184,405㎥/yr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중 연평균 부유사량이 3,153,995㎥/yr이고, 소류사

량이 30,410㎥/yr이다. 소류사량은 부유사량의 약 1.0%에 해당된다.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하굿둑 방류량에 따른 유출 토사량은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하구 사주의 지형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 유사량과 사주 지형변화 분석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낙동강 하구 사주의 지형변화와 유출 토사량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Fig. 3.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둑에서 유출되는 토사량은 하굿둑

건설 시점을 기준하여 큰 변화를 가진다.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전에 감소되

는 토사 유출량에 따른 사주의 면적 변화는 진우도와 신자도를 제외하고 증가

하게 된다.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에 1999년까지 토사 유출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진우도, 장자도, 신자도, 그리고 도요등과 같은 외해측에 위치한

사주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백합등과 대마등은 반대로 성장이 둔화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토사 유출량은 급격한 감소와 증가가 나타나는데, 사

주는 토사 유출량와 정비례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낙동강 하굿둑에

서 유출되는 토사 유출량은 전반적으로 사주의 성장과 발달과 정비례하는 관

계를 가지는데, 특히 도요등, 진우도, 신자도, 그리고 장자도와 같은 외해측에

위치한 사주와 명확한 관계가 설정된다.

2) 유사량과 사주별 지형변화 상관관계 분석

토사 유출량과 각 사주별 지형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s. 3.26-3.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마등과 백합등을 제

외한 사주는 유사량 증가에 따라 사주의 면적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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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즉, 외해측에 위치한 사주를 중심으로 유사량 증가에 따른 일정

수준의 발달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대마등과 백합등은 유사

량 증가에 따른 증감 추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5 Correlation between sediment load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and sandbar area

Fig. 3.26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and sandbar area(Jin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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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and sandbar area(Daemadeung, Jangjado, Sinj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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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ischarge of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and sandbar area(Beakhapdeung, Doyodeung,

Maenggeummeorid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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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저질(표층 퇴적물)

낙동강 하구의 표층 퇴적물은 육역과 해역으로부터의 영향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포된다. 이러한 표층 퇴적물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외력조건의

변화와 육역으로부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지형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층 퇴적물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금회 조사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지형변화를 유추하고자 한다.

3.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채용한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2016)의 총 30개 지점(낙동강 하

굿둑 상류부 : 8개 지점, 하류부 : 22개 지점)과, 한국해양공학회(2003)의 총

20개 지점이다.

채용된 자료 중 각 해당년도에 대한 표층 퇴적물 특성을 분석하고, 동일한

조사 자료가 확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 표층 퇴적물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각 해당년도의 자료에 따른 외력조건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

기 위하여 하굿둑의 방류량과 파랑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1) 2003년 해저질 조사

2003년에 수행된 해저질 조사는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퇴적물 이동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저질 조사지점은 Fig. 3.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B-2, B-4, B-6, B-8,

B-11, B-12는 주수로 상의 채취 지점이고 B-1, B-3, B-5, B-7, B-10은 배수

문 하류지역의 채취지점이다. 그리고, B-13, B-17은 신자도 전면해역이고

B-14, B-15, B-16, B-18, B-19, B-20은 도요등 전면으로 다대포 해수욕장 전

면 해역이다. B-17, B-18, B-19, B-20 지점은 비교적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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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5m∼10m에 달하는 곳이다.

그러나, 해저질 분포에 따른 외력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시기는 누락되어 있

다. 따라서, 2003년 해저질 조사는 시기별 변화를 다룰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9 Location of surface sediments sampling in 2003

조사해역의 평균입경은 6.468～1.903ø(0.011～0.267mm)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을숙도 서측 해역은 실트질 퇴적물이 우세하고 방류의 영향을 직접 받

는 동측 해역은 중사(中砂)가 우세하고 신자도 부근해역은 세사(細砂)가 우세

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세립질 부유사가 조류를 따라 침강과 재부유를 반

복하다가 상대적으로 유속이 약한 신자도 북측 해역인 을숙도 서측 해역에 퇴

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낙동강 하굿둑 하류 주수로부에 위치한 B-2, B-4, B-6의 평균입경은

0.260mm이고 B-8은 0.180mm, B-11은 0.220mm, B-12는 0.180mm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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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외해쪽으로 갈수록 입경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도요등 전면 해역

에 위치한 B-14는 0.180mm, B-15는 0.149mm, B-16은 0.146mm, B-17은

0.178mm, B-18은 0.171mm, B-19는 0.148mm, B-20은 0.156mm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수로부 저면은 유속에 대해 저항이 큰 조립질 입자가 분포되

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외에 하굿둑 하류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간석

지에는 세사와 점토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대포 전면은 비교적

깊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평균입경이 0.148mm에서 0.178mm로 사질 퇴적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8에 해저질 조직변수를 제시하였으며, Fig. 3.30에 해저질 평균입경

사질구성비, 분급도(sorting), 편왜도(skewness) 분포도를 도시하였다. 여기서,

Folk and Ward(1957) 방법에 의하여 평균입경, 분급도, 편왜도 및 입도조성비

를 산출하게 되는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입경 (Mean : ∅ )

∅ 

∅   ∅   ∅  
(3.3-1)

◦ 분급도 (Sorting : So)

So 

∅   ∅ 


∅   ∅ 
(3.3-2)

◦ 편왜도 (Skewness : Sk)

Sk∅   ∅  

∅   ∅   ∅ 
∅   ∅  

∅   ∅   ∅ 
(3.3-3)

여기서, φn은 누가곡선 상 n%에 해당하는 φ값이고, 분급도는 입경의 균질

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1φ 이하는 분급상태가 양호한 것이고 1φ 이상

은 분급상태가 불량한 것이다. 편왜도는 입경 분포의 대칭을 나타내는 지수로

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조립질과 세립질 퇴적물이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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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 값이면 중앙입경 보다 세립질 입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이며, '+’

값이면 중앙입경 보다 조립한 입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이다. 분급도와 편왜도

의 기준은 Table 3.9에 제시하였다.

Table 3.8 Texture parameters of surface sediments in 2003

St.

Mean Grain composition ratio(%)
Sorting

(So)

Skewness

(Sk)

Class.

(Folk,1954)
∅ mm Gravel Sand Silt Clay

B-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468

1.920

5.510

1.925

5.845

1.903

5.674

2.462

2.295

5.410

2.187

2.475

2.486

2.476

2.746

2.777

2.491

2.547

2.752

2.685

0.011

0.264

0.022

0.263

0.017

0.267

0.020

0.181

0.204

0.024

0.220

0.180

0.179

0.180

0.149

0.146

0.178

0.171

0.148

0.156

0.47

0.00

0.11

0.04

0.07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27.87

99.78

39.02

99.79

26.74

99.74

42.15

99.66

96.19

43.74

97.83

99.68

99.63

99.67

99.37

94.53

99.60

99.66

94.85

96.09

34.40

0.22

39.98

0.17

52.09

0.26

29.61

0.32

3.41

34.58

1.59

0.32

0.29

0.33

2.44

4.81

0.40

0.34

4.34

2.65

37.27

0.00

20.90

0.00

21.11

0.00

28.24

0.00

0.40

21.68

0.58

0.00

0.07

0.00

1.19

0.66

0.00

0.00

0.79

1.25

2.678

0.617

2.607

0.614

2.511

0.610

2.534

0.426

0.569

2.486

0.603

0.495

0.528

0.496

0.578

0.832

0.534

0.399

0.659

0.565

-0.362

0.147

0.037

0.129

-0.082

0.163

-0.237

-0.154

-0.234

-0.068

-0.212

-0.052

-0.013

-0.049

0.302

0.457

-0.008

-0.146

-0.376

-0.288

(g)sM

S

(g)sM

(g)S

(g)sM

S

sM

(g)S

S

sM

S

S

S

S

S

S

S

S

(g)S

S



- 78 -

Table 3.9 Suggested descriptive terminology modified from Folk and Ward(1957)

Sorting (So) Skewness (Sk)

Very well sorted < 1.27

Well sorted 1.27∼1.41

Moderately well sorted 1.41∼1.62

Moderately sorted 1.62∼2.00

Poorly sorted 2.00∼4.00

Very poorly sorted 4.00∼16.0

Extremely poorly sorted > 16.00

Very fine skewed (-)0.3∼(-)1.0

Fine skewed (-)0.1∼(-)0.3

Symmetrical (-)0.1∼(+)0.1

Coarse skewed (+)0.1∼(+)0.3

Very coarse skewed (+)0.3∼(+)1.0

Fig. 3.3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급도는 0.399～2.678의 범위로, 을숙도 서측

해역 측점(B-1, B-3, B-5, B-7, B-10)은 불량하고, 그 외 해역은 대체로 분급

상태가 양호하다. 동시에 정점별 편왜도는 -0.362～0.457의 범위로 조립질과

세립질이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입경, 사질함량, 분급

도, 편왜도의 이러한 분포 결과는 외력 조건에 따라 이동하는 해저질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평균입경은 0.011～0.267mm의 범위를 보이며, 을숙도 서측 해역은 실트

질 퇴적물이 우세한 반면 방류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동측 해역은 중사가 우세

하고 신자도 부근해역은 세사가 우세하게 분포한다.

⑵ 세립질 부유사가 조류를 따라 침전과 재부유를 반복하다가 상대적으로

유속이 약한 신자도 북측 해역인 을숙도 서측 해역에 퇴적되어 나타나는 결과

로 사료된다.

⑶ 주수로부 저면은 유속에 대해 저항이 큰 입자의 퇴적물이 분포되어 있고

배수문 하류에 산재해 있는 간석지는 세사에 점토가 혼재해 있는 상태이고,

다대포 전면의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사질 퇴적물로 평균입경이

0.148mm에서 0.178mm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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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0 Distribution of texture parameters of surface sediments 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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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해저질 조사

본 연구에서 도입한 한국수자원공사(2016)의 표층 퇴적물 조사는 낙동강 하

굿둑 상류부(하천)에 11개, 하류부는 22개 지점에서 수행하였으며, Fig. 3.31에

지점별 위치를 도시하였다.

Fig. 3.31 Location of surface sediments sampling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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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과 3.11에 해저질의 조직변수 및 지반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Fig.

3.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둑 하류역의 해저질 평균입경은 0.057～

0.300mm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을숙도 동측 해역을 포함한 전체 조사 영

역에서 부산항 신항 입구부와 신자도 외해측의 수심이 깊은 구간을 제외하고

는 0.142mm 이상의 사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

점에서 사질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평균입경 분포와 관련하

여 낙동강 하굿둑 우안 배수문으로부터 방류 영향과 외해에서 직접 입사되는

파랑의 영향 등 외력에 대하여 저항이 큰 조립질 즉, 사질 퇴적물이 분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류역의 평균입경은 좌안 배수문 부근에서 0.420∼

0.497mm으로 매우 큰 사질 퇴적물이 분포하고, 반면 우안 배수문 부근은 0.07

∼0.283mm로 좌안 배수문과 비교하여 작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우기시 우안

배수문이 주로 사용되고, 매년 주기적으로 준설이 수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낙동강 하굿둑 하류역의 분급도는 0.052∼0.242의 범위로 대체적으로 양호하

게 나타났다. 한편, 상류역은 0.084∼0.241로 하류역과 마찬가지로 양호하게 나

타났다.

하류역은 주수로부를 중심으로 (-)값이, 그 외 지역은 (+)값을 나타내고 있

다. 한편, 상류역은 대부분 (+)값을 보여 중앙입경 보다 조립질 퇴적물이 우세

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낙동강 하구는 사질 퇴적물이 우세하고, 분급도가 양

호하고 중앙입경보다 조립한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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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Texture parameters of surface sediments

Station
Mean Grain composition ratio(%) Sorting

(So)

Skewness

(Sk)mm Gravel Sand Silt Clay

ST-1 0.290 0.3 79.9 6.9 12.9 0.231 0.175

ST-2 0.150 0.02 74.98 16.8 8.2 0.080 -0.484

ST-3 0.183 0.21 55.56 31.87 12.36 0.146 -0.003

ST-4 0.210 0.02 79.88 13.77 6.24 0.133 0.001

ST-8 0.157 0 82.78 11.29 5.93 0.075 -0.452

ST-9 0.220 0.02 85.47 10.94 3.59 0.128 -0.186

ST-10 0.223 0 96.22 3.78 0.082 0.134

ST-11 0.237 0.07 96.35 3.58 0.101 0.182

ST-12 0.280 0.01 96.14 3.85 0.106 0.014

ST-17 0.125 0.01 28.74 53.65 17.6 0.082 -1.215

ST-18 0.300 0.01 96.24 3.75 0.103 0.071

ST-19 0.180 0.02 90.16 9.82 0.081 -0.221

ST-20 0.253 0 94.78 5.22 0.083 0.150

ST-22 0.200 0.01 96.05 3.94 0.066 0.056

ST-23 0.290 0 96.82 3.18 0.116 0.025

ST-24 0.142 0.15 64.07 25.78 10 0.107 0.113

ST-25 0.057 0.17 26.47 48.09 25.27 0.074 0.831

ST-26 0.239 0.14 60.98 22.96 15.92 0.242 0.490

ST-28 0.148 0.01 94.73 5.26 0.052 0.064

ST-33 0.160 0 93.76 6.24 0.057 -0.350

ST-34 0.183 0 96.09 3.91 0.063 -0.083

ST-35 0.247 0.01 78.89 12.47 8.65 0.103 0.300

ST-41 0.447 0.05 97.41 2.54 0.183 0.215

ST-42 0.497 0.26 98.12 1.62 0.193 -0.012

ST-43 0.070 0.02 22.28 50.93 26.77 0.110 0.961

ST-44 0.283 0.12 66.06 23.27 10.55 0.241 0.068

ST-45 0.420 0.11 92.87 7.02 0.219 0.019

ST-46 0.207 0.11 83.46 11.84 4.59 0.157 0.285

ST-47 0.210 0.08 84.35 13.24 2.33 0.133 0.130

ST-48 0.180 0.12 87.62 4.45 7.81 0.098 -0.074

ST-49 0.093 0.14 44.82 43.23 11.81 0.084 0.402

ST-50 0.139 0.04 45.08 41.33 13.55 0.161 0.730

ST-51 0.230 0.14 88.13 6.17 5.56 0.107 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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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Classification by USCS

Station Classification(USCS)

ST-1 SM

ST-2 SM

ST-3 SM

ST-4 SC

ST-8 SM

ST-9 SM

ST-10 SP

ST-11 SP

ST-12 SP

ST-17 CL

ST-18 SP-SM

ST-19 SP-SM

ST-20 SP

ST-22 SP

ST-23 SM-SC

ST-24 CL

ST-25 CL

ST-26 SM

ST-28 SP

ST-33 SP-SM

ST-34 SP

ST-35 SM

ST-41 SP

ST-42 SP

ST-43 CL

ST-44 SM

ST-45 SP

ST-46 SM

ST-47 SM

ST-48 SM

ST-49 CL

ST-50 CL

ST-51 SM

SP : bad grained sand, SM : silty sand, SC : clayey sand, CL : clay low 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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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Distribution of texture parameters of surface sediments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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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결과 분석

전술한 2003년과 2016년 해저질 조사 결과를 근거하여 좌안 배수문을 시점으

로 주수로부와 도요등-신자도 전면 해역을 대상으로 사질함량 변화를 검토하

였다. 비교 지점은 Fig. 3.3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조사자료가 확보가능

한 A, B Line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대상 항목은 사질함량으로 설정하여 표층

퇴적물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Fig. 3.34에 도시한 바와 같이, 2016년 보다 2003년의 사질함량이 더 크게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질함량은 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50% 이상

을 나타내고 있어,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2003년 해저질

채취시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정 외력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해저질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2003년의 외력조건을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금회 연구에서 제시

된 2016년 자료가 포함된 기존 문헌자료에서 모든 조사가 8∼10월 사이에 수

행되었기 때문에 동 기간의 파랑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6년의 낙동강 하

굿둑 방류량 자료를 확인하였다.

Fig. 3.35에 2016년 하굿둑 방류량을, Fig. 3.36에 기상청 거제도 해상부이의

2016년 8, 9, 10월 파랑장미도를 제시하였다. 2016년 하굿둑 방류량은 예년과

비교하여 큰 변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도 부이의 파랑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과 9월은 ENE계열, 10월은 SW계열 파랑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즉, 방류량의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ENE계열 또는 SW계열 파랑의 영

향에 의하여 신자도 전면과 맹금머리등-대마등 사이의 사질함량의 변화가 설

명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금회 조사는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앞으로 조사시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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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omparison of sand component

Fig. 3.34 Comparison of 2013 and 2016's sand relative proportion at A, B Line

Fig. 3.35 Monthly discharge in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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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Wave rose diagram at Geojedo buoy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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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기존연구 분석

일반적으로 하구의 퇴적환경은 주변 환경의 기후, 강우, 하천유량 등에 따라

서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에 따라 변동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조석,

파랑 및 하구의 지형적 특성과 하구 내의 흐름 등에 따라 퇴적물의 이동 및

퇴적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진다(유창일, 2006).

김원형과 이형호(1980)는 1977년 8월부터 1978년 4월 사이에 낙동강 상류의

구포지역부터 가덕도 남단까지 최대 약 2km 간격으로 채취된 70개 정점의 퇴

적물을 분석한 결과, 구포 상류와 하구 전면 사주군 및 그 주변부는 사질퇴적

물이 국한되어 있고 구포로부터 하구에 이르는 지역은 니질퇴적물의 함량이

높고 수심이 깊은 외해쪽으로 갈수록 그 함량은 더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퇴적물 분포는 주로 홍수기에 낙동강 하상의 퇴적물을 하구 사주의 외

해쪽으로 방출시키고 평상시에는 하구 사주군 및 그 주변부의 니질 퇴적물을

외해로부터 창조류와 함께 하구 사주 내측에 퇴적시킨다고 주장하였다(Fig.

3.37(a)).

이유대(1993)는 하굿둑 건설 이후인 1990년 12월부터 1992월 12월 사이에

최대 약 2km 간격으로 채취된 53개 정점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사질퇴적

물은 주로 낙동강 상류와 수로, 그리고 사주 주변에 분포하며, 실트 퇴적물은

외해쪽에 우세하게 분포하였다(Fig. 3.37(b)).

하정수(2000)는 낙동강 하굿둑으로부터 가덕도 남단 및 가덕수로 주변의 표

층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육지로부터 사주 배후면은 실트와 니질퇴적물이 일

정 부분 포함되었으나 사주를 포함한 외해방향의 퇴적물들은 90% 이상 모래

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하굿둑이 건설된 10년 후 사질퇴적물의 함

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주 전면의 사질퇴적물의 함량이 90%를 넘고 입도

가 매우 불량하며, 평균입경은 0.1∼0.2㎜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Fig. 3.38).

김석윤과 하정수(2001)는 1998년 2월부터 1999년 9월 사이에 낙동강 하구



- 89 -

일대와 진해만 입구까지 최대 5㎞ 간격으로 채취된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사

질 퇴적물은 낙동강 하구 사주를 중심으로 수심이 깊은 사주 남쪽의 외해쪽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9).

또한, 김성환(2005)은 Fig. 3.40과 같이 3개 그룹으로 15개 정점에서 표층퇴

적물을 분석하였으며, 사주 배후의 입도가 사주 전면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윤은찬과 이종섭(2008)은 낙동강 하구역 토사의 계절적 순환 양상을 분석하

기 위하여 2007년 하계부터 2008년 춘계까지 약 3개월 간격으로 최대 1㎞ 간

격으로 격자망을 구성하여 낙동강 하구역의 주요 수로를 포함한 광역의 표층

퇴적물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층퇴적물 분포는 계절별 변화가 뚜렷하여 낙

동강으로부터 유출되는 사질퇴적물은 연간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ENE계열의

파랑의 영향으로 낙동강 하구역 서쪽인 진우도 전면으로 이동이 탁월하고 니

질퇴적물은 흐름을 따라 깊은 외해쪽으로 이동하여 퇴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과거 퇴적환경과는 다르게 하구의 모든 사주로부터 남쪽으로 2∼

3km 거리까지는 사질퇴적물이 분포하고 외해쪽으로 갈수록 니질퇴적물이 우

세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사질퇴적물의 변화는 낙동강 토사유출량의 변화에

기인하고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와 그 특성이 유사하지만 낙동강 하굿둑 건

설 직후의 외해쪽의 실트질 퇴적물의 우세현상과 다르게 점토질 퇴적물이 우

세하게 나타났다.

최근에 김백운(2012), 우아현(2018)의 연구가 있었으나 낙동강 하구역 전반

에 걸친 유의할 만한 연구는 윤은찬과 이종섭(2008)가 마지막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회 표층퇴적물(해저질) 분석 결과, 낙동강 하구는 사질 함량이 우

세하고, 분급도가 양호하여 중앙입경보다 조립한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ENE계열 또는 SW계열 파랑의 영향에 의

하여 신자도 전면과 맹금머리등-대마등 사이의 사질함량의 변화가 설명가능하

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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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im and Lee(1980) (b) Lee(1993)

Fig. 3.37 Texture of surface sediment at Nakdong river estuary

Fig. 3.38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and mean diameter of sediments

at Nakdong river estuary(H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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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Distribution of sediment type(a), mean grain size(b), mud contents(c)

and sediment facies(d) in the surface sediments(Kim and H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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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Map showing the sampling and grading curve of sediment at

Nakdong river estuary(Ki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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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석 및 조류

3.4.1 조석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덕도의 조위 자

료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평균해면(MSL; Mean Sea Level)의

평균값와 최대값은 Fig. 3.4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가장

높은 평균해면을 가지는 2016년도의 월별 평균해면의 최대값은 9월에 최대, 2

월이 최소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30cm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평균해면의 변화에 따라 외해에서 내습하는 파랑의 영

향도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동반하여 후술할 파랑 내습 특성에 따라 조석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상조(meteorological tide)와 천문조(astronomical tide)의 영향 등이 포

함된 극조위(extreme highest tidal level) 변화는 Fig. 3.42에 도시하였으며, 평

균해면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극

조위값은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 내습 시로 나타났으며, 2012년의 월별 극

조위의 최대값 평균해면과 마찬가지로 9월에 최대, 2월에 최소를 보이고 있다.

극조위는 기상조와 천문조 등의 영향을 포함한 수치로, 앞서 언급한 평균해면

과 같은 천문조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타 비선형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

서, 실제 낙동강 하구역에서의 해양 외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ig. 3.41과 3.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의 상승은 외해에서 내습하는 파랑의 영향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낙

동강 하구역의 지형변화와 관련한 파랑 등의 내습특성을 파악할 경우 이를 적

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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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Variation of mean sea level at Gad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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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Variation of extreme highest tid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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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조류

1) 2016년 조류관측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 하류역의 조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수자

원공사(2016)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Table 3.12와 Fig. 3.43에 제시된 3개 측점

에서 3차례에 걸쳐 연속조류 관측을 실시하였다. 관측방법은 RCM-9 유속계를

관측지점별 중층(h1/2)에 계류하여 매 10분 간격으로 유향·유속을 자기기록하였

다. PC-1의 1차 관측은 계류라인 유실로 인하여 4일 간의 자료만을 획득하였다.

Table 3.12 Observation summary in 2016

Observation

Point

Period Longitude and

Latitude1st 2nd 3rd

PC-1

Janggado eastern

waterway

2016. 8. 16

∼ 8. 18

2016. 9. 8

∼ 9. 23

2016. 11. 17

∼ 12. 1

128°55′36″

35°3′38″

PC-2

Nulcha bridge

2016. 8. 16

∼ 8. 31

2016. 11. 1

∼ 11. 15

2016. 11. 17

∼ 12. 1

128°50′01″

35°4′35″

PC-3

Gadeok bridge

2016. 8. 16

∼ 8. 31
- -

128°50′17″

35°4′36″

Fig. 3.43 Location of current observation in 2016



- 97 -

Fig. 3.44는 구포관측소의 통과유량과 PC-1의 1차(2016. 8. 16 ∼ 8.18) 관측

결과를 매 시별 관측값의 조류벡터와, 이를 분해한 동방(eastern_component; u

direction)과 북방성분(northern_component; v direction)의 시계열을 도시하였

다. 창조시 북동향, 낙조시 남서향하는 반복형 조류 형태를 보이고, 최강유속은

창조시 42.7cm/s로 나타났다.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포지점의 통과유량과 비교하면,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증

가되는 통과유량에 따라 낙조시 유속은 강화되고 창조시 유속은 약화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구포지점의 통과유량 변화가 없는 8월 17일 이후 유황은

창조시가 낙조시에 비하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동강 하구역의 유황

은 하굿둑 유출량이 관여하지 않을 경우 창조류가 우세하며, 이는 창조시 하구

역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이 낙조시 유출되지 못하여 퇴적이 지배적인 환경을

시사한다. 또한, 하굿둑 유입량에 따라 유황이 전반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하구역은 하굿둑의 유출량에 의해 유황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인다.

PC-1의 2차 관측시기(2016. 9.8 ∼ 9.23)에 해당하는 구포관측소의 통과유량과

매 시별 관측결과를 Fig. 3.45에 도시하였다. 구포지점에서 17일부터 19일간 최대

통과유량은 6,588.52㎥/s까지 상승하였고, 이를 대비하여 하굿둑에서 담수를 대량

방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담수 방류시기를 제외하면 PC-1에서 소조기 평균 유속

은 약 12.3cm/s, 대조기 평균 유속은 약 23.8cm/s이다. 최강 유속은 방류시기인 9

월 19일 1시 30분의 101.2cm/s이고, 방류시기를 제외한 최강 유속은 9월 20일 2

시 30분의 3.4cm/s이다. Fig. 3.46은 PC-1의 2차 관측시 조류분산도와 조류누적

벡터도를 도시하였다. 조류분산도에 따르면 북동-남서방향의 조류패턴이 잘 나타

나고 있으며 낙조시 남서향으로 최대 65.1cm/s의 강한 흐름이 관측되었다. 조류

누적벡터도에 따르면 북동방향으로 흘러가다가 후반부에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남동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기간 동안 약 106.7km 이동하였으며, 평균 이

동속도는 약 8.82cm/s이다. Fig. 3.47은 조류 조화분석을 통한 조석 및 비조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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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유속벡터도를, Table 3.13은 조류 조화분석 결과를, Fig. 3.48은 조류분산도 및

조석성분에 해당하는 조류분산도를, Fig. 3.49는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석과 하굿둑에서 담수 방류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PC-1의 3차(2016. 11. 17 ∼ 12.1) 관측결과, 구포관측소의 통과유량과 매 시

별 관측결과를 Fig. 3.50에 도시하였다. 3차 관측기간 동안 남북방향의 흐름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유속은 16.2cm/s, 최강 유속은 11월 27일 14시에

약 81.7cm/s이다. 창조류는 시계방향으로 북향하고 낙조류는 남향하며 조류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방향이다. 담수 방류시 영향으로 창조류는 평균 21.4cm/s,

낙조류는 평균 42.7cm/s로 낙조류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Fig. 3.51은 PC-1의 3

차 관측시 조류분산도와 조류누적벡터도를 도시하였다. 조류분산도에 따르면

동방성분은 (+)20.0∼(-)30.0m/s, 북방성분은 (+)20.0∼(-)20.0cm/s에서 밀집도

가 높게 나타났고, 낙조시 60.0cm/s 이상의 최강 유속이 관측되었다. 창조시 보

다 낙조시에 동방성분과 북방성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조류진행벡터도에

따르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남서방향으로 이동하고 후반부에는 서향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측기간 동안 약 637.5km 이동하였으며 평균 이동속도는 약

52.7cm/s이다. Fig. 3.52는 조류 조화분석을 통한 조석 및 비조석성분 유속벡터

도를, Table 3.14는 조류 조화분석 결과를, Fig. 3.53은 조류분산도 및 조석성분

에 해당하는 조류분산도를, Fig. 3.54는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를 제시하

였다. 조석성분 유속은 20.0cm/s 내외이며, 비조석성분은 최대 62.7cm/s로 나타

났다. 비조석성분은 관측기간 동안 담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남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의 주요 4대 분조 중 반일주조의 장축 방향은 평균 54.9° ,일주

조의 장축방향은 48.8° 로 조류의 주 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고, 반일주조인

M2 분조와 S2 분조의 합이 26.9cm/s로 전체의 약 44.1 %로 나타났으며 주요

4대분조의 합은 26.9cm/s로 전체의 약 57.8% 이다. 조류 벡터는 최대 80.0cm/s

내외이고 창조시 22.0cm/s 내외, 낙조시 28.0 cm/s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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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Discharge of Gupo and results of 1st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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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Discharge of Gupo and results of 2nd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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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Current dispersion and Current progressive vector diagram of 2nd

observation on PC-1

Fig. 3.47 Results of 2nd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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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Tidal current harmonic constant of 2nd observation on PC-1

Tide Freq. Major Minor Inc.
Phase

(Greenwich)

MSF 0.002822 6.09 -0.45 66.6 227.0

O1 0.038731 2.22 -0.26 61.4 307.0

K1 0.041781 0.68 0.10 82.3 188.5

M2 0.080511 11.11 -0.25 61.8 270.5

S2 0.083333 5.40 -0.52 63.6 301.6

M3 0.120767 0.37 0.15 97.8 174.1

SK3 0.125114 0.40 0.09 48.2 38.2

M4 0.161023 1.99 -0.11 62.2 298.4

MS4 0.163845 0.90 -0.45 66.4 332.4

S4 0.166667 0.69 0.37 24.8 147.4

2MK5 0.202804 0.34 0.05 109.5 145.1

2SK5 0.208447 0.47 -0.09 36.1 128.8

M6 0.241534 0.41 -0.24 23.0 88.8

2MS6 0.244356 0.51 -0.10 123.6 26.8

2SM6 0.247178 0.44 0.33 64.5 350.6

3MK7 0.283315 0.36 -0.13 85.9 266.1

M8 0.322046 0.17 0.04 86.4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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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Total Current and tidal current compass scatter of 2nd

observation on PC-1

Fig. 3.49 Tidal ellipse of 2nd observation on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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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0 Discharge in Gupo and results of 3rd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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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Current dispersion and Current progressive vector diagram of 3rd

observation on PC-1

Fig. 3.52 Results of 3rd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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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Tidal current harmonic constant of 3rd observation on PC-1

Tide Freq.
Major

(cm/s)

Minor

(cm/s)

Inclination

(degree)

Phase

(Greenwich)

MSF 0.002822 3.227 -1.842 150.32 33.94

O1 0.038731 2.638 0.65 39.11 72.99

K1 0.041781 3.76 0.2 58.54 41.07

M2 0.080511 15.099 1.551 44.79 303.9

S2 0.083333 5.467 -1.243 64.96 299.35

M3 0.120767 2.248 -0.3 45.14 217.5

SK3 0.125114 0.678 -0.003 34.95 269.65

M4 0.161023 2.831 1.267 54.49 184.87

MS4 0.163845 2.863 -0.34 60.24 182.48

S4 0.166667 0.981 -0.577 105.38 120.91

2MK5 0.202804 0.127 0.061 157 106.36

2SK5 0.208447 0.557 0.08 177.78 266.26

M6 0.241534 1.796 0.041 14.76 332.32

2MS6 0.244356 0.922 0.394 16.17 313.79

2SM6 0.247178 1.112 0.003 92.68 321.46

3MK7 0.283315 1.373 0.304 26.24 61.99

M8 0.322046 0.991 -0.021 37.93 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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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Total Current and tidal current compass scatter of 3rd

observation on PC-1

Fig. 3.54 Tidal ellipse of 3rd observation on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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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2(눌차교)의 1차(2016. 8. 16 ∼ 8. 31) 관측기간 중 10분 간격의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매 시간별 유향·유속결과를 Fig. 3.55에 도시하였다. 평균 유속은

대조시 40.2cm/s, 소조시 20.3cm/s, 관측기간 중 최강 유속은 8월 21일 16시에

약 46.6cm/s로 나타났다. 창조류는 시계방향으로 동향하고 낙조류는 서향하며

조류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방향이다. Fig. 3.56은 PC-2의 2차 관측시 조류분산

도와 조류누적벡터도를 도시한 것이다. 조류분산도에 따르면 동서방향의 조류

양상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동방성분은 (±)30cm/s 내외로 관측되었다. 조류누

적벡터도에 따르면 북북서향하다 후반부에 북동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

기간 동안 약 151.1km 이동하였으며, 평균 이동속도는 약 12.5cm/s이다. Fig.

3.57은 조류 조화분석을 통한 조석 및 비조석성분 유속벡터도를, Table 3.15는

조류 조화분석 결과를, Fig. 3.58은 조류분산도 및 조석성분에 해당하는 조류분

산도를, Fig. 3.59는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를 제시하였다. 조석성분 유속

은 20.0cm/s 내외이며, 비조석성분은 최대 22.8cm/s로 나타났다. 비조석성분은

창조시 보다 낙조시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담수 유입량의 영향으로 판

단된다.

PC-2의 2차(2016. 11. 1 ∼ 11. 16) 관측기간 중 매 시별 유향·유속결과를

Fig. 3.60에 도시하였다. 관측기간 중 평균유속은 대조시 8.7cm/s, 소조시

4.8cm/s이며, 최강 유속은 11월 14일 14시에 약 19.8cm/s로 나타났다. 창조류는

시계방향으로 동향하고 낙조류는 서향하며 조류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방향으로

나타났다. Fig. 3.61은 PC-2의 2차 관측시 조류분산도와 조류진행벡터도를 도시

한 것이다. 조류분산도에 따르면 동방성분의 크기는 (±)20.0cm/s 이내, 북방성분

은 (±)10.0cm/s 내외를 보이고 있다. 창조시 북방성분의 편차가 작지만 낙조시

에는 북방성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조류누적벡터도에 따르면 관측기

간 동안 조류는 시계방향으로 크게 회전하며 남서방향으로 약 71.1km 이동하였

으며 평균 이동속도는 약 5.9cm/s로 나타났다. Fig. 3.62는 조류 조화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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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석 및 비조석성분 유속분포도를, Table 3.16은 조류 조화분석 결과를, Fig.

3.63은 조류분산도 및 조성성분에 해당하는 조류분산도를, Fig. 3.64는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를 제시하였다. 조석성분은 대조시 10.0cm/s 내외, 소조시

7.0cm/s 내외를 보이고, 비조석성분은 창조시 보다 낙조시 더 크게 나타나며,

조석에 따른 담수 유입의 영향으로 조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4대 분조 중

반일주조의 장축 방향은 평균 86.1°로 일주조의 장축방향은 78.2°로 나타나 조류

의 주축 방향은 동서방향이고, 반일주조인 M2 분조와 S2 분조의 합은 약

10.6cm/s로 전체의 약 55.7%로 나타났다. 조류 벡터는 20.0cm/s 내외이고 창조

시 10.0cm/s 내외, 낙조시 13.0cm/s 내외를 보이고 있다.

Fig. 3.65는 PC-3의 1차 관측기간(2016. 8. 16 ∼ 8. 31) 중 매시별 유향·유속

결과를 도시하였다. 관측기간 중 대조시 약 1.7m, 소조시 약 0.8m이며, 최대조

차는 8월 20일의 약 1.9m로 나타났으며, 조류는 동서방향의 흐름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평균 유속은 대조시 40.2cm/s, 소조시 20.3cm/s이며, 최강 유속은 8

월 21일 16시에 약 46.6cm/s로 나타났다. 창조류는 시계방향으로 동향하고 낙

조류는 서향하며 조류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방향으로 나타났다. Fig. 3.66은

PC-3의 1차 관측시 조류분산도와 조류진행벡터도를 도시한 것이다. 조류분산

도에 따르면 동서방향의 조류 양상이 잘 나타났으며 동방성분은 (±)30cm/s 내

외로 관측되었다. 조류누적벡터도에 따르면 관측기간 중 북북서향하다 후반부

에 북동향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약 151.1km 이동하고, 평균 이동속도는 약

12.5cm/s로 나타났다. Fig. 3.67은 조류 조화분석을 통한 조석 및 비조석성분

유속분포도를, Table 3.17은 조류 조화분석 결과를, Fig. 3.68은 조류분산도 및

조석성분에 해당하는 조류분산도를, Fig. 3.69는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를

제시하였다. 조석성분은 20.0cm/s 내외, 비조석성분은 최대는 22.8cm/s로, 비조

석성분은 창조시 보다 낙조시 더 크게 나타나며, 조석에 따른 담수 유입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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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큰 조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C-3의 2차 관측(2016. 11. 1 ∼ 11. 16) 중 매시별 유향·유속결과를 Fig.

3.70에 도시하였다. 관측기간 중 평균유속은 대조시 8.7cm/s, 소조시 4.8cm/s이

며, 최강 유속은 11월 14일 14시에 약 19.8cm/s로 나타났다. 창조류는 시계방

향으로 동향하고 낙조류는 서향하며 조류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방향으로 나타

났다. Fig. 3.71은 PC-3의 2차 관측시 조류분산도와 조류누적벡터를 제시한 것

이다. 조류분산도에 따르면 동방성분은 (±)20.0cm/s 이내, 북방성분은

(±)10.0cm/s 내외를 보이고 있다. 창조시 북방성분의 편차가 작지만 낙조시에

는 북방성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조류진행벡터도에 따르면 관측기간

동안 조류는 시계방향으로 크게 회전하며 남서방향으로 약 71.1km 이동하였으

며 평균 이동속도는 약 5.9cm/s이다. Fig. 3.72는 PC-3에서 조류 조화분석을

통한 조석 및 비조석성분을 유속분포도를, Table 3.18은 조류 조화분석 결과를,

Fig. 3.73은 조류분산도 및 조류성분에 해당하는 조류분산도를, Fig. 3.74는 주

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를 제시하였다. 조석성분은 대조시 10.0cm/s 내외, 소

조시 7.0cm/s 내외를 보이고, 비조석성분은 창조시 보다 낙조시가 더 크게 나

타나며, 조석에 따른 담수 유입의 영향으로 조석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4

대 분조 중 반일주조의 장축 방향은 평균 86.1°로 일주조의 장축방향은 78.2°로

나타나 조류의 주축 방향은 동서방향이다. 반일주조인 M2 분조와 S2 분조의

합은 약 10.6cm/s로 전체의 약 55.7%로 나타났다. 해류벡터는 20.0cm/s 내외이

고 조류벡터는 창조시 10.0cm/s 내외, 낙조시 13.0cm/s 내외를 보이고 있다.

2) 분석 결과

연속조류 관측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낙동강 하굿둑 하류역의 해수유동은 조석에 의해 지배되지만 외부 환경

인자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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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창조시 보다 낙조시가 우세한 흐름 양상을 보이며, 특히 낙동강 하굿둑

에서 방류되는 유출량에 따라 유황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잔차류는 남류하며 신자도 동측 수로에서는 1.0cm/s의 크기를 나타낸다.

⑶ 하굿둑 방류량의 영향은 진우도 서측에 위치한 눌차교와 가덕대교 해역

까지 나타나며, 창조류와 낙조류의 출현율은 50%로 나타났다.

⑷ 3개 측점(PC-1, 2, 3)에서 관측된 일별 측득 최강유속 평균치는 창조류

및 낙조류 방향이 각각 8～20cm/s 및 12～26cm/s 정도의 분포로서 낙조

류 방향이 창조류 방향보다 다소 우세하다. 최강유속의 최대치는 측점

PC-1의 낙조류 방향에서 65cm/s로 북동방향이다.

즉, 상기의 결과로 낙동강 하굿둑 하구 하류역의 해수유동은 하굿둑 수문조

작 즉, 개폐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류 보다 낙조류가 우

세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잔차류는 낙조류 방향으로 전진하며, 이러

한 결과는 외해쪽이 아닌 육지쪽으로의 지형변화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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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Discharge in Gupo and results of 1st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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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Current dispersion and current progressive vector diagram of 1st

observation on PC-2

Fig. 3.57 Results of 1st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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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Tidal current harmonic constant of 1st observation on PC-2

Tide Freq.
Major

(cm/s)

Minor

(cm/s)

Inclination

(degree)

Phase

(Greenwich)

MSF 0.002822 1.12 0.23 148.6 80.1

O1 0.038731 1.72 -0.30 172.7 164.0

K1 0.041781 1.83 -0.38 177.7 252.6

M2 0.080511 15.87 0.80 175.6 143.6

S2 0.083333 6.00 -0.15 170.3 165.5

M3 0.120767 0.62 -0.20 8.1 240.4

SK3 0.125114 0.79 0.26 21.5 77.3

M4 0.161023 2.11 -0.30 160.1 264.0

MS4 0.163845 1.64 -0.27 149.9 299.9

S4 0.166667 0.40 0.17 42.7 355.3

2MK5 0.202804 0.60 0.01 14.7 100.4

2SK5 0.208447 0.36 -0.05 12.7 239.4

M6 0.241534 1.95 -0.05 7.0 17.0

2MS6 0.244356 2.16 -0.25 7.5 73.5

2SM6 0.247178 0.77 -0.16 7.0 132.3

3MK7 0.283315 0.26 0.02 147.5 95.9

M8 0.322046 0.41 -0.13 172.9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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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8 Total current and tidal current compass scatter of 1st observation

on PC-2

Fig. 3.59 Tidal ellipse of 1st observation on 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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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0 Discharge in Gupo and results of 2nd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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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 Current dispersion and current progressive vector diagram of 2nd

observation on PC-2

Fig. 3.62 Results of 2nd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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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6 Tidal current harmonic constant of 2nd observation on PC-2

Tide Freq.
Major

(cm/s)

Minor

(cm/s)

Inclination

(degree)

Phase

(Greenwich)

MSF 0.002822 0.233 -0.042 74.56 292.12

O1 0.038731 0.699 0.16 71.76 336.23

K1 0.041781 0.679 0.253 84.58 2.8

M2 0.080511 7.551 1.431 81.88 303.91

S2 0.083333 3.045 1.111 90.25 335.25

M3 0.120767 0.441 0.299 93.63 312.1

SK3 0.125114 0.471 0.205 99.05 76.04

M4 0.161023 1.193 0.474 9.47 342.23

MS4 0.163845 1.097 -0.022 167.17 186.73

S4 0.166667 0.407 0.095 148.62 189.81

2MK5 0.202804 0.221 -0.175 26.44 71.57

2SK5 0.208447 0.167 0.013 137.11 166.16

M6 0.241534 0.962 -0.441 66.96 50.1

2MS6 0.244356 1.136 -0.483 86.37 45.61

2SM6 0.247178 0.324 -0.003 99.39 48.52

3MK7 0.283315 0.232 0 110.89 122.4

M8 0.322046 0.508 -0.08 85.28 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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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 Total current and tidal current compass scatter of 2nd

observation on PC-2

Fig. 3.64 Tidal ellipse of 2nd observation on 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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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 Discharge in Gupo and results of 1st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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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 Current dispersion and current progressive vector diagram of 1st

observation on PC-3

Fig. 3.67 Results of 1st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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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7 Tidal current harmonic constant of 1st observation on PC-3

Tide Freq.
Major

(cm/s)

Minor

(cm/s)

Inclination

(degree)

Phase

(Greenwich)

MSF 0.002822 1.12 0.23 148.6 80.1

O1 0.038731 1.72 -0.30 172.7 164.0

K1 0.041781 1.83 -0.38 177.7 252.6

M2 0.080511 15.87 0.80 175.6 143.6

S2 0.083333 6.00 -0.15 170.3 165.5

M3 0.120767 0.62 -0.20 8.1 240.4

SK3 0.125114 0.79 0.26 21.5 77.3

M4 0.161023 2.11 -0.30 160.1 264.0

MS4 0.163845 1.64 -0.27 149.9 299.9

S4 0.166667 0.40 0.17 42.7 355.3

2MK5 0.202804 0.60 0.01 14.7 100.4

2SK5 0.208447 0.36 -0.05 12.7 239.4

M6 0.241534 1.95 -0.05 7.0 17.0

2MS6 0.244356 2.16 -0.25 7.5 73.5

2SM6 0.247178 0.77 -0.16 7.0 132.3

3MK7 0.283315 0.26 0.02 147.5 95.9

M8 0.322046 0.41 -0.13 172.9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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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 Total current and tidal current compass scatter of 1st observation

on PC-3

Fig. 3.69 Tidal ellipse of 1st observation on 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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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0 Discharge in Gupo and results of 2nd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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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 Current dispersion and current progressive vector diagram of 2nd

observation on PC-3

Fig. 3.72 Results of 2nd continuous current observation on 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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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8 Tidal current harmonic constant of 2nd observation on PC-3

Tide Freq.
Major

(cm/s)

Minor

(cm/s)

Inclination

(degree)

Phase

(Greenwich)

MSF 0.002822 0.233 -0.042 74.56 292.12

O1 0.038731 0.699 0.16 71.76 336.23

K1 0.041781 0.679 0.253 84.58 2.8

M1 0.080511 7.551 1.431 81.88 303.91

S1 0.083333 3.045 1.111 90.25 335.25

M1 0.120767 0.441 0.299 93.63 312.1

SK1 0.125114 0.471 0.205 99.05 76.04

M1 0.161023 1.193 0.474 9.47 342.23

MS1 0.163845 1.097 -0.022 167.17 186.73

S1 0.166667 0.407 0.095 148.62 189.81

2MK1 0.202804 0.221 -0.175 26.44 71.57

2SK1 0.208447 0.167 0.013 137.11 166.16

M1 0.241534 0.962 -0.441 66.96 50.1

2MS1 0.244356 1.136 -0.483 86.37 45.61

2SM1 0.247178 0.324 -0.003 99.39 48.52

3MK1 0.283315 0.232 0 110.89 122.4

M1 0.322046 0.508 -0.08 85.28 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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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 Total current and tidal current compass scatter of 2nd

observation on PC-3

Fig. 3.74 Tidal ellipse of 2nd observation on 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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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연구 분석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되기 전, 낙동강 내 조석파(tidal wave)의 전파 특징과

염수운동(saline water movement)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관측지점인 명지,

구포, 물금, 삼랑진을 대상으로 1978년 중 대조(spring tide) 시점인 4월 8∼9

일, 5월 22∼23일, 9월 2∼3일과 소조(neap tide) 시점인 4월 15∼16일, 9월 9∼

10일에 매시간 Fig. 3.75에서 동시관측을 실시한 결과(류청로와 장선덕, 1979,

장선덕 등, 1981)는 다음과 같다. 조석파의 진폭(amplitude)은 하구역 0∼45㎞

범위에서 대조시에 0.058η0H/㎞, 소조시에 0.038η0H/㎞로 감소하며, 위상변화율

(phase variation rate)은 k=0.035rad/㎞이고, 유속은 조석주기에 따라 주기적으

로 변하는데, 최강유속은 상향류일 때 tH-2(여기서, tH는 최고조시)에, 하향류

일 때 tL-2(여기서, tL은 최저조시)에서 나타나고, 최대유속 감쇠로부터 상향류

한계(upstream boundary)는 진동에서의 유량이 50㎥/s 이하인 갈수기의 대조

시 약 50㎞, 소조시 약 40㎞로 추정되며, 진폭감쇠 및 하상 기울기로부터 조석

의 영향범위는 하구로부터 약 65㎞로 추정한 바 있다.

Fig. 3.75 Observational stations in the estuary of th Nakdong river

(Ryu and Jang,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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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이 완공된 1987년을 전후하여 실시한 해양관측자료(1986년 4,

6, 10월과 1987년 2, 3, 8월)를 이용하여 하굿둑 건설로 인한 낙동강 하류에서

의 해저지형의 변동과 해류 등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윤갑동, 1988)는 다음과

같다. 낙동강 하구역 해저지형은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요철(凹

凸)이 생기고, 1986년 관측결과에 따라 동측수로에는 흐르는 물이 거의 없으며,

서측수로에 대부분의 유출량이 발생하여 낙조시의 최대유속은 1.5kt(knot) 정도

이고(Fig. 3.76 참조), 동측수로의 수문공사가 완료된 후인 1987년 8월 2일 관

측결과에 따라 하구역에서 흐름은 동측수로에서 약간 세게 나타날 정도였으나

서측수로에는 조석 때문에 약한 유동이 나타났다.

Fig. 3.76 Distributions of tidal current in the Nakdong river(August 2, 1987)

(Yoo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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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 해

저지형은 불연속적인 요철로 평형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동측수로 수문공사가

완료된 후 약간 큰 유속이 나타나고, 서측수로에서도 조석으로 인한 유동이 나

타나고 있다. 낙조시 을숙도 하단의 매립수로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낙조시는 수문을 통과한 상향류가 매립수로를 통하여 서측으로 많이 유출되며

창조시에는 양측수로에 거의 같거나 동측수로가 약간 큰 유출현상을 일으킨다.

즉, 앞으로 낙동강 하구역의 해수유동은 조시에 따른 하굿둑의 수문조작에 따

라 지속적으로 변할 것이고 지형변화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 발표된 장성태과 김기철(2006)의 연구에서는 건설

전·후 해수유동은 낙조시에 담수의 방류량에 따라 강한 성층을 보이는 이층 구

조를 나타내고, 창조시는 전형적인 염수쇄기가 하굿둑에서 주수로를 따라 나타

났다. 또한, 조차에 의한 혼합의 분기점은 건설 전에는 대마등 전면이었으나,

건설 후 수문 개폐에 의한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새등과 나무싯등(지금의 신자

도와 백합등)에 이르는 주수로 상에서 혼합되지 않은 담수의 영향이 조시에 상

관없이 나타났다. 건설 후 낙동강 하굿둑 하류역의 해수순환은 조류 보다 유출

수의 거동이 지배적인 형태로 바뀌었고, 담수와 해수는 성층화되어 완전 혼합

되지 못한 채 주수로를 따라 상하향하는 반복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한건모 등(1993)은 낙동강 유출수에 대한 조석과 바람의 영향을 연

구하여, 낙동강 담수 플륨(fresh water plume)은 간헐적인 방출에 의해 그 구

조를 유지하고 못한 채 패치(patch) 형태를 띤다고 하였고, 김기철 등(1999)은

낙동강 하구는 3개의 저염축이 존재하며 주된 저염축은 하굿둑 건설 후 을숙

도를 절개하여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 장자등과 나무싯등(지금의 장자도와 백합

등)을 거쳐 나오는 담수 플륨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기존연구는 연속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전무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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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파랑

3.5.1 파랑특성

낙동강 하구로 입사 및 전파되는 파랑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운

용 중인 거제도 해상부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거제도 해상부이는 1998년 5월

1일부터 관측을 시작하고 위치는 낙동강 하구 남측으로 약 30km 이격하여 위

치하며 1시간 간격의 파랑자료를 제공한다(기상자료포털, 2018; Table 3.19,

Fig. 3.77).

Table 3.19 Information of Geojedo wave buoy

Type

Name
Management agency Location

Operating

day
Equipment

Ocean

Geojedo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34.7° N

128.9° E
1998 5. 1 ODB

Fig. 3.77 Location of Geojedo wave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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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파랑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계처리하여 최

근 10년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파랑 제원별 출현율을 Table 3.20, 3.21,

3.22에 제시하고, 파랑장미도를 Fig. 3.78에 도시하였다. 또한, 각 연도별 파랑

장미도를 Figs. 3.79-3.81에 도시하였다.

Table 3.20, 3.21, 3.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인 2008년부터 2017년

까지의 파랑 제원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파고는 0.5∼1.0m에서 41.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기는 5∼6s에서 16.06%로 나타났다. 또한, 파향은 SW계열이

15.80%, WSW계열이 11.38%, SSW계열이 10.34%, ENE계열이 10.63%로 높게

나타났다. 즉, 낙동강 하구 하류역에 영향을 미치는 파랑은, 주로 하계에 내습

하는 SW, WSW, SSW계열이고, 동계에는 ENE계열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때 하계 SW계열의 평균파고는 0.98m, 동계 ENE계열의 평균파고는 1.11m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낙동강 하구 하류역의 지형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파랑 제원은 하계의 SW, WSW, SSW계열로, 각종 해양 영향

예측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10년간 최대 파

고는 2016년 10월 5일에 11.5m를 기록하였으며, 태풍 ‘차바’ 가 통과하는 시점

인 것으로 확인되어, 하계 태풍 시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파랑 출현율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은 동계의 ENE계열이

가장 큰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하계의 SW계

열이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ENE계열 출현율이 감소

하게 되고 S계열(SW, WSW, SSW파향) 파랑의 출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최

근의 기후변화 중 하나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해면수온 상승의 지속과도 연

계되며 이로 인하여 후술할 박순 등(2009)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파

고비 상승이 높은 S파향 파랑의 내습빈도가 높아질 경우 파랑에 의한 지형변

동이 커질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파랑관련 예측실험에서 주입력조건으로 사용된 장기파랑산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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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2002)의 역추산된 자료는 이러한 S계열 파랑의 높은 출현율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거제도 파랑 부이의 최근 10년간 관측자료를 근거하여 고파랑 출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Fig. 3.82에 도시하였으며, 고파랑 출현율은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 등과 같은 외력이 일정한 경

향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낙동강 하구 하류역에 영향을

미치는 S계열 파랑의 증가 추이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2 기존연구 분석

김상호 등(2003)은 위성사진을 통하여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삼각주의 발달

과 표사량의 증대 등을 확인하여 사주군의 발달을 외해에서 내습 및 전파하는 파

랑의 영향에 크게 지배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근거하여 파랑장 및 해빈

류장을 계산하여 표사이동을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진우등(현재의 진우도) 하단

부와 다대포해수욕장 전면에서 사주의 발달과 이동이 예상된다는 분석결과를 내

놓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박순 등(2009)은 SWAN모델을 이용하여 파향에 따른 낙동강 하구역의

파랑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계산결과, S계열 파랑이 내습시 파고비(wave

height ratio)가 크게 분포하고 낙동강 하구역 남서측(가덕동 동측해역) 보다 낙동

강 하구역 남동측(다대포 서측해역)이 큰 파고비를 나타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연구결과와 파랑 제원별 변동 추이를 파악하였다. 낙동강 하구 하류역

의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S계열의 파랑은 증가 추이를 가진다. 그리고, 해빈류

에 의한 지형변화 결과는 정확한 예측이 수행된 바 제4장에서 수행된 지형변

동 예측시 기존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빈류 예측 실험을 수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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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0 Appearance ratio of wave direction and period

in Geojedo buoy in 2008∼2017

T(s)

H(m)
∼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 Total %

0.0∼0.5 5036 2563 2589 1760 1600 1046 595 268 4 73 15534 18.25

0.5∼1.0 6875 5789 5255 4105 4875 4409 2762 997 14 258 35339 41.52

1.0∼1.5 1451 3209 4019 2603 2580 2748 2462 1312 29 174 20587 24.19

1.5∼2.0 58 521 1556 1538 1447 1112 1022 655 4 119 8032 9.44

2.0∼2.5 1 46 235 619 910 704 387 196 7 66 3171 3.73

2.5∼3.0 1 1 14 113 410 473 231 86 9 39 1377 1.62

3.0∼3.5 0 0 1 8 73 226 191 92 4 9 604 0.71

3.5∼4.0 0 1 1 0 12 62 95 33 0 12 216 0.25

4.0∼4.5 0 0 0 0 3 28 44 42 0 11 128 0.15

4.5∼5.0 0 0 0 0 0 8 22 29 0 3 62 0.07

5.0∼ 0 0 0 0 0 4 17 28 0 10 59 0.07

Total 13422 12130 13670 10746 11910 10820 7828 3738 71 774 85109 100

% 15.77 14.25 16.06 12.63 13.99 12.71 9.20 4.39 0.08 0.91 100

Table 3.21 Appearance ratio of wave height and period

at Geojedo buoy in 2008∼2017

T(s)

Dir.
∼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 Total %

N 490 192 238 199 306 391 312 246 1 65 2440 2.87

NNE 402 230 235 251 322 360 287 219 5 62 2373 2.79

NE 572 565 558 549 743 1025 944 422 6 63 5447 6.40

ENE 854 1255 972 1129 1431 1527 1220 574 17 65 9044 10.63

E 399 591 564 540 601 588 367 170 1 34 3855 4.53

ESE 324 427 536 373 427 334 217 96 0 15 2749 3.23

SE 367 461 602 389 362 271 131 42 0 14 2639 3.10

SSE 460 466 597 371 319 232 103 47 0 16 2611 3.07

S 643 777 875 588 548 373 196 74 3 24 4101 4.82

SSW 1617 1600 1677 1165 1190 759 441 265 33 57 8804 10.34

SW 2936 2444 2587 1883 1707 989 568 256 5 72 13447 15.80

WSW 2364 1500 1843 1235 1153 890 475 171 0 53 9684 11.38

W 814 732 993 788 931 819 578 257 0 44 5956 7.00

WNW 381 402 667 528 746 827 624 252 0 39 4466 5.25

NW 312 309 453 465 695 917 821 370 0 79 4421 5.19

NNW 487 179 273 293 429 518 544 277 0 72 3072 3.61

Total 13422 12130 13670 10746 11910 10820 7828 3738 71 774 85109 100

% 15.77 14.25 16.06 12.63 13.99 12.71 9.20 4.39 0.08 0.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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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Appearance ratio of wave direction and height

at Geojedo buoy in 2008∼2017

H(m)

Dir.
∼0.5

0.5

∼1.0

1.0

∼1.5

1.5

∼2.0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Total %

N 480 1154 594 151 35 12 8 3 3 0 0 2440 2.87

NNE 573 1134 450 150 46 13 2 3 0 0 2 2373 2.79

NE 1037 2385 1167 513 220 84 29 5 6 1 0 5447 6.40

ENE 1538 3812 2144 796 381 186 94 42 27 15 9 9044 10.63

E 1081 1797 623 193 97 29 22 3 5 4 1 3855 4.53

ESE 774 1302 462 131 46 23 6 0 2 1 2 2749 3.23

SE 650 1210 568 148 40 17 3 2 0 0 1 2639 3.10

SSE 583 1102 616 208 56 24 15 4 2 0 1 2611 3.07

S 891 1664 921 403 151 49 12 5 4 1 0 4101 4.82

SSW 1788 3637 2021 875 302 118 41 15 4 3 0 8804 10.34

SW 2238 5458 3468 1434 573 192 57 12 11 1 3 13447 15.80

WSW 1406 3623 2509 1126 528 283 121 48 20 10 10 9684 11.38

W 864 2128 1541 727 303 186 115 34 24 18 16 5956 7.00

WNW 602 1745 1249 503 190 92 42 22 8 5 8 4466 5.25

NW 577 1850 1341 419 144 44 21 8 9 3 5 4421 5.19

NNW 452 1338 913 255 59 25 16 10 3 0 1 3072 3.61

Total 15534 35339 20587 8032 3171 1377 604 216 128 62 59 85109 100

% 18.25 41.52 24.19 9.44 3.73 1.62 0.71 0.25 0.15 0.07 0.07 100

2008 ∼ 2017

Fig. 3.78 Wave rose diagram at Geojedo buoy during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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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Fig. 3.79 Wave rose diagram at Geojedo buoy in 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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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Fig. 3.80 Wave rose diagram at Geojedo buoy in 20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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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Fig. 3.81 Wave rose diagram at Geojedo buoy in 2016∼2017

Fig. 3.82 Variation in appearance ratio of high water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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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석 결과

제3장에서 조사 및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굿둑 방류 패턴은 시기별로 세 가지로 10-3월은 유하량이 100㎥/s 정도의

갈수기(droughty season)이며, 4-6월은 유하량이 500㎥/s로 평수기이고, 7-9

월은 유하량이 1,200㎥/s이상의 홍수기로 구분된다.

2) 낙동강권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4.06㎜이며, 낙동강하류 강수량은 2012년

최대, 2008년 최소로 873.6㎜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하류 연강수량과 사주 지형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울타리섬

인 진우도와 신자도, 그리고 도요등은 연강수량 증가에 비례하고 울타리섬

내측에 위치한 대마등과 백합등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변화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하굿둑 방류량과 사주의 지형변화는 방류량 증가에 따라 커지는데, 특히, 진

우도와 장자도, 그리고 신자도는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사량 분석결과, 진동과 낙동강 하굿둑 사이에 평균 퇴사량 1,636,153㎥/yr,

낙동강 하굿둑 내의 퇴사량은 665,417㎥/yr로 산정되었다. 즉, 진동-하굿둑

사이의 평균퇴사량의 약 40%가 낙동강하굿둑의 퇴사량임을 확인하였다.

유사량과 사주의 지형변화는 외해측에 위치한 사주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발달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마등과 백합등은 증감 추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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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저질(표층퇴적물) 조사결과, 을숙도 동측 해역을 포함한 전체 조사 영역에

서 부산항 신항 입구부와 신자도 외해측의 수심이 깊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0.142mm 이상의 사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

점에서 사질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평균입경 분포와 관련

하여 낙동강 하굿둑 좌안 배수문으로부터 순간 방류과 외해에서 직접 입사

되는 파랑의 영향 등 외력에 대하여 저항이 큰 입자 즉, 사질 퇴적물이 분포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평균해면과 극조위는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습 파랑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7) 조류 관측결과, 낙동강 하구 하류역의 해수유동은 조석에 의해 지배되지만

외부 환경인자인 하굿둑 방류량, 파랑 등에 의해 지배된다. 또한, 창조시 보

다 낙조시가 우세한 양상을 보이며,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량에 의해 유황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하굿둑 인근 해역의 물질이송에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치는 잔차류는 외해방향으로 우세하며,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

하구 사주 배후면의 지형변화에 지배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8) 최근 10년간 파랑 제원 분석결과, 낙동강 하구 하류역에 영향을 미치는 파

랑은, 주로 하계에 내습하는 SW, WSW, SSW계열이고, 동계에는 ENE계열

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은 동계의 ENE계열이 가장 큰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하계의 SW계열이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어, 하계 S계열 파랑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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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 예측 및

외력조건에 따른 기여도 분석

전술한 제1, 2,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구는 담수와 해수의 혼

합역으로, 상류로부터 유출되는 토사는 하천 유출·입량과 파랑 및 조류 등의

해수의 작용에 의하여 크고 작은 퇴적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울타리섬이라 할 수 있는 진우도, 신자도, 도요등이 형성되고 배후로 대마등,

장자도, 백합등, 맹금머리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주가 발달하고 있다. 또한, 갯

골과 사주 부근에는 간석지가 발달하여 세립질 퇴적물이 주로 분포하게 된다.

특히, 낙동강 하구는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수문의 조시에 따른 개

폐로 인하여 담수와 해수가 만나게 되는 밀도류 변화, 낙동강 하구 하류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해수면 축소 등의 지형적인 영향 등에 따른 유동 변화 등

의 해양물리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외력적인 측면의 변화는 퇴적환

경, 수·저질환경, 생태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변화 예측실험 및 외력조건에 따른 기여도 분석을 수행

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하여

2016년 현재 상태의 유동 및 지형변화 모형을 구축한 후, 이 때 보정된 각종

입력계수와 특성치(characteristics)에 근거하여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부산항 신항 건설 이전(1996년)에 대한 역추산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후 실험결과를 통하여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해수유동 변화와, 이

를 외력조건으로 한 지형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외력조건인 조석, 하천 유출량,

파랑 등에 의한 지형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S계열 파랑의 내습빈도가 증가하고, 기존 연구 중 김상호 등

(2003)에서 유의할 만한 예측성과를 나타낸 해빈류 실험을 수행하여, 지형변동

실험과의 비교·보완을 통한 예측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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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존연구 분석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에 관한 연구는 낙동강 하굿둑이 완공된 1978년 이

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상화 등(1997, 2002)은 하구 사주를 측량을 통해

변화를 확인하고 채취된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해저

토의 이동방향을 추정한 바 있다. 김상호 등(2003)은 낙동강 하구 사주 발달과

표사량 증가 등을 연계하여 사주군 발달은 외해에서 내습하는 파랑의 영향에

크게 지배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은 현실화되고 있다. 김성환

(2005)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1987, 1996, 2004년 해안선을 추출하여 연안사

주 형태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인철(2006)은 지형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부유사

농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진우도와 신자도 북측 간석지 구간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영복(2006)은 1972년과 1995년 지형을 대

상으로 해수유동장을 재현하여 해수순환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이종섭 등

(2007)은 계절별 토사수송 패턴을 조사한 결과 낙동강 하구역의 동쪽에서는

NNW～N 방향의 경향벡터가 탁월하게 나타나고 서쪽에서는 N～NNE 방향의

경향벡터를 형성함을 보였다. 김상우(2008)는 진우도 주변해역의 해수유동과

부유사 거동특성을 분석하여 사주 발달과 성장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김

부근(2009)은 진우도 해빈의 춘·추계 표층퇴적물의 조직변수의 변화를 통해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 및 파랑 및 조석 영향 등의 수리학적 조건과 퇴적물의

공급 및 제거에 대하여 논하였다. 정현돈(2009)은 부산항 신항 건설로 인한 해

수유동 및 해수순환 특성 변화를 2차원 동수역학 모델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박진구(2014)는 진우도와 신자도 전면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형측량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지형변동 경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박봉운(2015)

은 진우도 주변의 해저지형 변화를 2006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수심측

량 성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아현(2017)은 신호항 일대 물리적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한 분석 및 고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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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측 모델의 개요 및 구성

지형변화 예측실험을 위하여 제3장에서 조사·분석된 조석, 조류, 파랑, 담수유

입량, 유사량 등의 외력조건을 파악하였으며, 주변해역의 매립 및 사주 발달로

인한 지형변동, 항로 준설을 통한 수로 변화 등의 지형적인 변화를 조사하였다.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 실험은 모형의 수립, 검증, 그리고 예측실험의 과정으

로 수행한다. 먼저, 계산영역은 낙동강 하구 하류역 담수유입량과 지형변화 등

에 따른 영향이 외해 개방경계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넓게 설정하였다. 이후,

각종 입력값에 근거하여 수립된 모형은 현지 관측치(유속, 조위, 퇴적량 등)와

잘 일치할 때까지의 결과 보정과정을 거치면서 개방경계조건 및 각종 계수조

건을 조정하는 검증과정을 거쳤다. 위 과정을 통해 조위와 조류, 그리고 퇴적

량 등의 검증(결과보정)이 완료되면 지형변화를 포함한 조건 변화를 모형에

재입력하여 예측 및 역추산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4.2.1 적용모형의 개요

1) 해수유동 실험(Delft3D 모형)

적용모형인 Delft3D는 흐름, 토사이송, 파랑, 수질, 해저지형과 생태환경 변화

를 모의할 수 있는 3차원 수치모형으로서 네덜란드의 Delft 수리연구소에서 개

발하여 공유되고 있다. 본 모형의 패키지(package)는 상호·접속할 수 있는 다수

의 모듈로 되어 있으며, 수질과 파랑, 그리고 지형변화와 같은 모듈에 동수역학

(hydrodynamics)자료를 제공한다. 해수유동 실험에 사용되는 Flow/Mor모듈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 열·염보존방정식, 물질보존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Delft3D Flow모듈은 천수화(shallow water assumption)와 부시네스크

(Boussinesq) 가정 하에 Navier Stokes 방정식을 계산한다. 연직방향 운동방

정식에서 연직방향 가속도를 무시하면 정수압 방정식이 되며, 3차원 모형에서

연속방정식을 통해 연직방향의 유속성분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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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방향 좌표계는 Fig. 4.1과 같으며, 연직방향 변화는 σ좌표계에 기반하여

표현된다. 또한, 모형 내에는 다양한 물리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와동점

성(eddy viscosity)에 근거한 수직 난류 점성과 확산성을 고려한 난류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간대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난류에 의한 저면전단응력은

2차 마찰법칙을 적용하고, 난류 해석시 비압축성 유체해석을 위해 Navier

Stokes 방정식이 적용된다. 초기 조건은 cold start이며, 개방경계조건은 수위

또는 유속의 시간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가) 지배방정식

계산 영역의 수심이 수평방향 길이에 비해 상당히 작으므로 좌표계를 적용

하고 천해역 가정을 적용하면, 수심방향 운동량방정식은 정수압 관계로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1)

여기서, z는 수직좌표계, 는 기준면(  ) 상의 자유수면 변위, H(  )

는 총 수심이다. 좌표계에서 수심평균된 연속방정식과 수평방향 , 방향의

운동량방정식은 아래 식으로 정의된다.




 




    

 




    
  (4.2)

여기서, , 는 수평좌표계(, )에서의 Jacobian, U, V는 수평방향의 수

심평균유속, Q는 단위면적당 유입, 용출량이다.

  
 



    (4.3)

여기서,       ,     는 단위체적당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유입, 용출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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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여기서, 는 Coriolis 상수, v는 와동점성계수, , 는 , 방향 운동량의

유입이나 용출로서 유체로 인한 외력항이다. 또한, 와 는 각각 수평방향인

, 방향의 유속을 는 연직 방향의 이동 -plane에 대한 상대유속으로 연

속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되며, 고정좌표계에서의 실제 수심방향의 유속 는 아

래의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4.5)

나) 연속방정식

수심평균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4.6)

Q는 강수 증발 등으로 인한 유출이나 유입의 단위 면적당 수량이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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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평방향에서의 운동량 방정식

와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으며, 정수압항 외에는 밀도변화

를 무시하는 Boussinesq 가정을 채용하였다. Pξ와 Pη는 압력경사를, Mξ와 Mη

는 외부로부터의 운동량 생성과 소멸항(수리구조물, 물의 유입과 유출, 파랑

응력 등에 의한 외력)을 나타낸다.

σ좌표계에서 연직방향의 속도성분 ω는 연속방정식에서, 강수와 증발의 영향

은 표면에서 계산되며, 연직 속도성분 ω는 -plane에서 정의된다. ω는 이동 

-plane에 대한 연직 속도성분이며, 상승 또는 하강 운동에 따른 속도로 계산

될 수도 있다.
































․


   








 
  (4.8)
















 















․


  


 





 
  (4.9)









  





  




     (4.10)

라) 운동학적 경계조건

좌표계에서 자유 표면(     )과 저면(     )은 -plane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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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는 -plane과 관련된 수직방향 유속이고, 표면과 저면의 불투과성은

다음과 같은 운동학적 조건에 고려된다.

           ,           ] (4.11)

마) 해저(저면)에서의 경계조건

해저(저면)에서 운동량 방정식을 위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4.12)

여기서,  와 는 각각 와 방향의 바닥에서 응력의 구성요소이며, 저면

에서의 응력은 흐름과 파랑이 결합된 함수이고, 단면에서 흐름만을 고려한 값

을 피하기 위해 제한을 두었다.

바) 수심 평균한 흐름

는 수심평균한 수평방향 속도의 절대값(크기)이다.








(4.13)

사) 표면에서의 경계조건

개방 경계는 가상의 “water-water”경계로, 제한된 계산 영역에서 계산에 소

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채용하였다. 즉, 흐름은 이러한 개방 경계

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유출·입될 수 있다.

개방 경계의 수위는 일반적인 속도의 구성 요소나 조합으로 계산이 가능하

도록 수학적인 초기 경계값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유입

경계에서는 접선 속도의 구성 요소도 정의되어야 한다.

개방 경계에서 입사하는 파랑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반사되어 경계로

되돌아가는 파랑에 의하여 심각한 교란이 발생한다. 경계를 따른 zero flow를

가정하기 위해 zero order 경계 조건은 Riemann 불변식이라는 일반적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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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서의 선형 1차 방정식으로부터 정의할 수 있다.

 ± (4.14)

Riemann 불변식은  ±의 전파속도로 반대방향으로 되돌아오는 파

동이며, 그 결과는 전파 방향에 종속되며 개방 경계에서 들어오는 파랑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선형화 과정을 거친 Riemann 불변식은 다음과 같다.

   ≈  







≪  (4.15)

경계 조건은     와 같고, 항은 계산 영역에서 추가된 값

과 이미 알고 있는 수심 즉, 심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기준면은 평균해면이

0인 곳에서 선택한 것으로 한다. Riemann 불변식에 따른 경계 조건은 1차원

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 경계 조건은 코리올리의 힘(Coriolis force)과 바닥

에서의 마찰을 무시한다면 경계를 수직으로 지나는 파랑만이 반영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선 경사를 가진 곳에서 파도에 대한 반영

은 줄어들게 된다. 조위와 유속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입되는

Riemann 불변식과 선택된 다른 종류의 경계는 미지가 된다. 조위(수위)나 유

속 경계 조건은 초기 경계나 Riemann 불변식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물

이 더해진 고유 진동수에 기인하는 단주기 파랑의 구성 요소에 약하게 반영된

다. 계산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경계 조건이 바람직하다(u-방향으로

나타내기 위한 단순화는 다음과 같이 주어짐).

조위:    유출량:   

유속(법선 방향으로):    Riemann invariant: ±




 

경계조건은 경계의 대표 정점 값으로부터 보간하여 결정하며, 관측된 수위

자료가 없다면 개방 경계에서의 순압형 barotropic forcing은 다음의 선형 중

첩에 가까워진다. 1차 선형 연속 방정식에 Riemann 경계 조건을 고려하기 위

해서는 방사선 경계 조건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Stelling(1984)은 계산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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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고유 진동수와 교란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한 경계 영역을 만들기 위해 조

위와 유속 경계 조건에 Riemann 불변식에 시간 함수를 더하였다. 반사계수 

는 다음 값들을 권한다.

수위 경계:
 ±   수위 경계:   






유속 경계:
 ±   유속 경계:   

여기서, 는 자유표면파가 계산 영역의 왼쪽에서 오른쪽 경계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며, 대양과 해양 모형에서 의 기간은 tidal forcing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에 는 반드시 0으로 설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계 조건의 구성 요

소 중 하나는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값은  동안의 파랑을 고려한

수평적 흐름이 없이 1차 선형 장파 방정식의 푸리에 해로 구할 수 있다.

모형의 개방 경계조건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수위 변동을 부여하며,

이때 경계에서의 수위는 조석과 유속 관측자료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해면 경사

와 위상차를 부여하여 시간별로 다르게 입력할 수 있다.

   
  



ㆍㆍcosiㆍt V   ui Gi (4.16)

여기서, 는 시간에 따른 수면고이고, 는 일정기간의 평균해면, 는 요

소의 수, i는 요소의 인자, 는 진폭, Fi는 교점진폭, 는 위상, 는 각속도,

 는 편각이다.

아) 수송방정식을 위한 개방 경계조건

용해물질의 수평방향 이동은 이류에 지배된다. 수송방정식이 이류의 지배를

받고 파랑의 특성을 가지며 수학적 관점에서 쌍곡선형 방정식이고, 흐름에 평

행하다. 확산이 없을 때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관측자는 일정한 농도를 가지

며 개방 경계는 계산 영역으로 제한된다. 개방 경계에서 유입되는 동안에 경

계 조건이 필요하며 유출하는 동안에 농도는 구속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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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치해석기법

Delft3D-Flow의 계산 방법은 유한 차분법에 의한다. 공간에서의 천해 방정

식을 이산화하기 위해서 계산 영역은 곡선 격자로 구성된다. 좌표계는 직사각

형 직교좌표(Cartesian 좌표계)나 구좌표(spherical 좌표계)로 결정할 수 있다.

두 좌표계는 곡선 격자일 때 물리적인 공간의 곡선 격자좌표가 채택되어야 한

다. Staggered grid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경계조건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

 non-staggered grid에서의 추산과 비교할 때 같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더 적은 수의 분할된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천해의 staggered grid는 수심이 공간적인 변동을 줄여준다(Stelling, 1984).

Fig. 4.1 Grids system of Delft3D

2) 지형변동 실험(Delft3D-Transpor-2004)

지형변동 실험의 적용 모형은 표사량 계산에서 점성토의 함유율이 고려가능

한 Delft3D의 Transpor-2004모듈이다. 입력자료는 유속, 파고, 첨두주기, 파와

흐름 사이의 각도, 입도상수, 점성토의 비율, 수온, 염분 등이며, 이러한 값들

로부터 유체밀도나 동점성계수와 같은 매개변수를 계산하게 된다.

토사특성치는 무차원 입도상수의 초기운동에 대한 Shields 매개변수를 계산



- 151 -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이동한계 저면전단응력과 이동한계 수심평균 유속,

이동한계 궤도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재부유되는 모래의 입경은 이동매개

변수값에 따라, 부유사 침강속도는 부유되는 입경에 따라 결정된다. 토사특성

치가 계산이 되면 저면조도와 마찰계수를 계산한 후, 파-흐름 공존장에서 시

간평균된 유효 저면전단응력과 저면전단속도를 계산한다. 수심에 따른 속도분

포는 파동 경계층의 내외부로 나뉜 2 layer 접근법, 파랑 방향에 따른 속도분

포는 3 layer 접근법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파-흐름 공존장에서 토사의 혼합

계수를 산정하고 수치적 적분에 의해 수심에 걸쳐 농도분포를 계산하고 부유

사의 농도분포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점 높이와 기준점 농도를 계산한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 부유사 농도분포를 통하여 부유사량과 소류사량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가) 부유사 이송 방정식

Delft-3D의 지형변화 예측 모형에 결합되어 있는 Transpor-2004모듈은 그

적용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표사량의 계산에서 점성토의 함유율을 고려한 모

형이다. Transpor-2004 모듈의 계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흐름방향의

수심 평균된 유속(), 유의파고(), 첨두주기(), 파와 흐름사이의 각도(�),

입도상수, 점성토의 비율, 수온, 염도 등이 입력되고 이러한 자료로부터 유체

밀도나 동점성계수와 같은 일반적인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파랑 매개변수의 계산에서는 흐름에 의해 수정된 파장(), 상대 파주기( ),

저면 부근의 최대궤도진폭(), 저면 부근의 최대궤도속도(), 파의 진행방향

최대궤도속도( for )와 반대방향의 최대궤도속도( ), 기준점 농도에 대한

최대궤도속도(  ), 시간 및 수심 평균된 return velocity( ), 파동경계층에서

streaming velocity(), 파동경계층의 두께(), 유효유체혼합층의 두께( ) 등

을 계산하고 전체 흐름벡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cos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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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파곡(wave trough), 시간 및 수심 평균된 return velocity로서

파봉(wave crest)과 파곡 사이의 질량수송에 따른 보상류로서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4.18)

여기서, h는 수심이며, h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4.19)

토사특성치는 무차원 입도상수의 초기운동에 대한 Shields 매개변수를 계산

한다.

   
 

   
 

   
 

   


  

    ≤ 

    ≤ 

    ≤ 

    ≤ 

   

(4.20)

무차원 입도상수 는 다음과 같다.

      
 (4.21)

여기서, 는 상대밀도, 는 물의 동점성계수이다.

이러한 Shields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이동한계 저면전단응력( )과 이동

한계 수심평균 유속( ), 이동한계 궤도속도( )를 구할 수 있다.

       (4.22)

     
     (4.23)

      


 loghd  (4.24)

     


 :    (4.25)

     


 :  ≥  (4.26)

여기서, 은 저면에서 점성토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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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매개변수(mobility parameter)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4.27)

     
 

   cos
 (4.28)

여기서, 은 기준점 농도에 관한 최대궤도속도를 나타낸다.

부유되는 모래의 입경은 이동매개변수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max dd    d  :    (4.29)

   :  ≥  (4.30)

부유사 침강속도는 부유된 입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4.31)

 

 




  


 



 :    ≤  (4.32)

     
 :   (4.33)

토사의 특성치들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저면조도와 마찰계수들이 계산된 후 파

-흐름 공존장에서 시간 평균된 유효 저면전단응력과 저면전단속도를 계산한다.

먼저, 흐름에 의한 저면전단응력( )과 파에 의한 저면전단응력() 그리고

파-흐름에 의한 저면전단응력()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흐름과 관련한 전체 마찰계수, 는 파와 관련한 전체 마찰계

수, 은 최대궤도속도, 는 파-흐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파와

흐름에 의한 유효 저면전단응력(′)와 유효 저면전단속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4.34)

′   ′
 (4.35)

와 는 흐름 및 파와 관련된 효율계수이다. 그리고, 무차원 저면전단응력

매개변수는 파와 흐름이 공존할 경우와 흐름만이 존재할 경우에 대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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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     (4.36)

  ′    (4.37)

다음 단계에서는 수심에 걸쳐 속도분포를 계산하고 흐름방향에서의 속도분

포는 파동경계층의 내부와 외부로 나뉜 2 layer 접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n hka 

vR ln zka 
:  ≥  (4.38)

 ln mksc

vm ln zksc
:    (4.39)

여기서, 은 파동경계층의 두께, 는 겉보기 저면조도,   전체 흐름과

관여하는 저면조도를 의미하며,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  ln hka 

vR ln mka 
(4.40)

그리고, 파 방향의 속도분포는 3 layer 접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n mks cln zks c :   

      ln hka ln zka  :     

        
  :  ≤    (4.41)

여기서, 은 조정계수이고,  와 는 다음과 같다.

   ln mka   ln hka 

      ln hka ln zka  (4.42)

그리고, 수심에 걸친 파-흐름 공존장에서 토사의 혼합계수()를 산정하고

수치 적분에 의한 수심에 걸친 농도분포를 계산하고 부유사의 농도분포를 계

산하기 위해서 기준점 높이와 기준점 농도를 계산한다.

기준점 높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max kscr  kswr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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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은 사련(ripple)에 의한 흐름 및 파와 관련된 조도계수

이다. 기준점 농도 는 다음과 같으며, 최대값은 0.05이다.

    
 

 (4.44)

가 보다 클 경우에 부유사 농도는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dz




scw ccmax 
 ccm ax 

 

 ccws
(4.45)

여기서, max는 최대 체적 농도로서 0.65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부유사의 농도분포를 계산한 수 부유사량과 소류사량을 최종적으로 계산하

며 각각의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부유사량

시간 평균 부유사량 q s는 흐름 및 파와 관련하여 각각 파와 흐름방향 성분

을 평가하여 계산되며, 각각의 표사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흐름과 관련된 흐름방향의 표사량과 흐름과 관련된 파 방향의 부유사량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   




   (4.46)

여기서, 첨자 과 는 흐름에 관련된 흐름과 파 방향을 의미하고 cz는 연

직방향의 높이 에서 농도를 의미하고  은 흐름방향의 속도분포를 의미하

고,  은 파랑 방향의 속도분포이다. Transpor-2004모형에서 새롭게 추가된

파와 관련한 파랑 방향의 부유사량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4.47)

여기서, 파랑에 의한 속도성분인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

   for 
  Uback

 U for 
  Uback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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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속도의 비대칭 값을 의미하고,  for과  은 각각 파랑

방향과 파랑의 반대방향으로의 저면부근의 궤도 속도이며 는 파동 경계층의

선단에서 흐름 속도이다. 이러한 파 및 흐름방향의 부유사량을 모형 좌표계에

서 기준축인 양의 축과 파와 흐름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고려하여  및 방

향의 부유사량인   ,   ,    및  를 산출한다.

기준점 높이 a이하에서 시간 평균한 소류사량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평가

하게 되며 (흐름) 및 (흐름과 직교하는) 방향의 순간 유속과 속도벡터는 다

음과 같다.

Ucwx  t  vR  a  u acosUa tcos uacos (4.49)

다) 소류사량

   ur asinUa tsin uasin (4.50)

     
    

  (4.51)

여기서,    는 (흐름) 방향의 순간 속도이고,    는 (흐름방향과

직교) 방향의 순간 속도이다.  는 저면 부근 파 방향 또는 흐름 방향의 궤

도 속도이고, 는 순간 속도 벡터이고 순간 마찰계수 ′는 다음과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   
′   

 ′ (4.52)

위 식에서 나타낸 계수 와 는 다음과 같다.

  


(4.53)






ln aksc

  ln hks c 





(4.54)

여기서, 는 흐름과 관련된 저면조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입자와 관련된 순간 저면전단응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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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5)

전체 주기에 걸쳐 계산된 소류사량  와 소류사량의 (흐름) 및 (흐름과

직교) 방향 성분은 다음과 같다.

        ′     


      
   

       
     (4.56)

여기서, 는 토사의 밀도, 은 저면 중에 점성토의 함유율, ′  는 파와

흐름에 의한 유효 저면 전단 속도이며, 최종적으로 시간 평균된 파와 흐름방

향의 소류사의 수송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q b t x tan


q b t y






   


   sin (4.57)

이러한 소류사의 파 및 흐름방향의 수송량을 모형 좌표계상에서 축과 이루

는 각도를 고려하여  및 방향의 소류사량인     ,   ,   및   값

을 산출한다.

3) 해빈류 실험(SWAN, WACUM 모형)

우선하여 해빈류 실험의 외력조건은 널리 알려진 다방향불규칙파 모형

(multi-directional irregular model)인 SWAN을 적용하였으며, 해빈류 모형은

파랑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기본방정식은 파랑에 의한 잉여응력

(radiation stress)을 계산한 후, 이를 외력조건으로 하는 천수방정식이다. 여기

서 수평확산계수는 Longuet-Higgins(1970)의 제안식을, 해저면 마찰응력은 단

일진행파를 대상으로 한 Nishimura(1985)의 근사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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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WAN 모형

(1) 개요

SWAN(Simulation WAves Nearshore) 모형은 수치 파랑 모형으로서 주어진 바

람, 해저면 및 해류 조건으로부터 연안역, 호수 및 하구에서의 파랑을 계산한다.

기본방정식은 파랑 작용평형 방정식(wave action balance equation)이며 사

용되는 원천항(source terms)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및 제3세대 모형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제3세대 모형을 채용하였다.

불규칙파랑모형인 SWAN 모형에서 고려되는 전파과정은 다음과 같다.

- 공간좌표 상에서의 이류 수송(advection)

-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절 현상(refraction)

- 방파제나 섬 등에 의한 회절 현상(diffraction)

- 수심과 흐름에 의한 천수 현상(shoaling)

- 반대 흐름에 의한 파랑의 블록화 및 반사(blocking and reflection)

한편, SWAN모형은 다음과 같은 원천항을 고려한다.

- 바람에 의한 파랑에너지 생성

- 백파에 의한 파랑에너지 소산

- 쇄파에 의한 파랑에너지 소산

- 저면 마찰에 의한 파랑에너지 소산

- 비선형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교환(제2차, 제3차 비선형상호작용)

SWAN Cycle 2는 비정상 또는 정상 모드(mode)의 파랑장을 모의할 수 있

으며 정상 모드는 모형 해역 내에서 파랑의 도달시간(travel time)이 바람, 조

석의 시간 규모보다 작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회절(diffraction)에 의

한 파랑의 변형은 SWAN Cycle Ⅲ version 40.41부터 추가되어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쇄파대 등에서는 비선형성이 강하지만 SWAN 모형은 비선형성이 강한 쇄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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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파랑의 2차 모멘트 스펙트럼을 추정하여 2차원 작용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 여

기서, 고려되는 스펙트럼은 에너지 스펙트럼 이 아니라 작용스펙트럼

(wave action spectrum,  )이다.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 작용은 보존되지만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작

용이 에너지 보다 일반화된 물리량이라고 판단된다. 작용밀도 스펙트럼과 에너

지밀도 스펙트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4.58)

여기서, 는 각주파수(intrinsic angular frequency)로 절대각주파수(absolute

angular frequency)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k⋅ U (4.59)

여기서, k와 U는 각각 파수와 유속의 벡터이다.

(2) 작용평형 방정식

파랑 스펙트럼의 발달은 작용평형 방정식에 의하여 기술된다.
















 


(4.60)

위 식에서 좌변 제1항은 작용의 시간 변화량, 제2항과 제3항은 지리적 공간

에서의 작용의 전파를 의미하고, 제4항은 수심과 흐름의 변화에 의한 상대주

파수의 천이 그리고 제5항은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절을 나타내며 선형파 이

론에 의한 파랑의 전파속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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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 m

U 


 (4.61)

여기서, s와 m은 각각 파향선(wave ray)과 파향선에 수직인 좌표를 의미하

고 평형방정식의 우변은 원천항(source and dissipation)을 나타내며 이는 파

랑의 생성, 소산 및 비선형상호 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포함한다.

       (4.62)

(3) 바람에 의한 에너지 유입

SWAN 모형에서 바람에 의한 파랑의 생성은 다음 식을 사용한다.

        (4.63)

여기서, A는 Phillips(1957)에 의한 공진 기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Cavaleri

and Malanotte-Rizzoli(1981)의 식을 사용한다.

SWAN 모형에서는 저주파 성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Tolman(1992)에 의한

수정식을 사용한다.

  





max  cos    

 (4.64)

한편, 마찰속도는 Wu(1982)의 식을 사용한다.

   ×   (4.65)

한편, PM 주파수보다 적은 주파수대에서의 에너지 유입은 필타 H에 의하여 감소된다.

  
 

 
 

(4.66)

여기서, 은 PM 주파수로서  = g/(28U*)로 주어진다.

한편, B는 Miles(1957)의 전단 기구를 나타내며 SWAN 모형에서는 Komen

et al.(1984)식과 Janssen(1991) 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Komen et al.의 식은 Snyder et al.(1981)의 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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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이 식은 WAM 모형에서 채용되고 있는 식이며, Janssen(1991)은 경계층 효

과와 해면의 조도에 의한 바람과 파랑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4.68)

여기서, 는 Miles 상수로서 무차원 임계고()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n for  ≦     for   

  
 



  cos   


(4.69)

여기서, 는 Von Karman 상수로서 0.41을 취하며 는 해면의 유효 조도이며 풍속의

분포를   









    


로간주하면유효조도 길이는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4.70)

여기서, 는 총응력(total stress)이며 조도길이는 Charnock(1955)의 관계식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 0.01이다.

  




(4.71)

파랑 응력(wave stress)은 다음의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된다.

   
k
dd (4.72)

SWAN 모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식과 z=10m 상에서의 풍속 

을 사용하여 반복법으로 B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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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파에 의한 에너지 소산

심해 파랑의 모델링에 있어서 백파(whitecapping)는 가장 이해가 어려운 자

연현상으로, 제3세대 SWAN 모형에서는 Hasselmann(1974)이 제안한 표면펄

스모형(surface pulse model)을 응용하였다. 이 모형에 포함된 계수는 심해에

서 충분히 발달된 파랑(fully arisen seas)의 에너지 평형을 고려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백파 모형의 계수는 바람 입력항의 계산법에 의존하여 결정한다.

SWAN 모형에서 바람 입력의 계산에 두 가지 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백

파 모형도 두 가지의 옵션이 있다. 먼저 Komen et al.(1984)의 바람 입력식을

사용한 경우 백파 소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WAM 모형의 cycle 3 version

에서 사용된다.

     


  (4.73)

    
 



(4.74)

여기서, s는 파형경사(overall wave steepness), 은 PM 스펙트럼에 대한

s 값이다. 평균 파형경사     로, 와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되

는 평균주파수 및 평균파수이다.

   

 dd

 

(4.75)

    

  dd

 

(4.76)

   dd (4.77)

여기서, 는 총 에너지,   ×  , m  이다.

Janssen(1991)의 바람 입력에 대응하는 백파 소산 모형은 다음과 같다.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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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이다.

이 상수들은 Komen et al.(1984)과 Janssen(1991)이 이상적인 파랑 성장 조

건하에서의 에너지 균형을 고려하여 얻은 것이다.

그러나 Young and Banner(1991)와 Banner and Young(1994)는 에너지 평

형을 고려하여 구한 쇄파 소산 모형의 계수는 스펙트럼의 고주파 꼬리 형상

(high frequency tail)에 크게 좌우된다.

(5) 저면에 의한 에너지 소산

저면에 의한 에너지 소산은 저면 마찰(bottom friction), 저면 운동(bottom

motion), 침루(percolation) 및 불규칙 저면상의 산란(bottom scattering)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Shemdin et al., 1978), 모래로 구성된 육붕에서의 에너지 소

산은 주로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JONSWAP 실험에서 스펙트럼 파랑 모

형에 사용할 수 있는 마찰 소산식이 유도되었는데(Hasselmann et al., 1973)

이 식은 선형 모형으로서 마찰계수의 선택이 적당한 경우 여러 조건 특히 너

울과 폭풍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sselmann and Collins(1968)는 항력 마찰(drag friction)에 기초하여 저면

마찰 소산의 비선형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Madsen et al.(1988)과 Weber(1991)

는 보다 복잡한 와류 이론에 근거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SWAN 모형에서는 Weber(1991)의 식을 사용하여 저면마찰 소산을 계산한다.

    
sinh


  (4.79)

여기서, 은 저면마찰계수를 나타낸다.

저면마찰계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되는 rms 저면 유속으로부터 구해진다.


  

sinh


 dd (4.80)

JONSWAP에서 사용된 경험적인 모형에서는   ms
 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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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 값은 너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면마찰계수

는 파랑 조건(wave condition)에 달라지지만 Bouws and Komen(1983)이 풍파

에 대해서 제안한   m
s
 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효하게 적용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valeri et al., 1989; Tolman, 1994; Luo and

Monbaliu, 1994).

Collins(1972)의 항력마찰은 다음 식으로 유도된다.

     (4.81)

여기서,   (Collins, 1972)이다.

Madsen et al.(1988)의 와점성 모형은 다음 식을 사용한다.

  


  (4.82)

여기서, 은 Johnson(1966) 공식으로부터 구해지는 무차원 마찰계수이다.




 log






 


    log







 


 (4.83)

여기서,  = 0.08(Johnson and Carlsen, 1976), a = 저면 부근에서 수립자

운동의 진폭(excursion amplitude)으로 다음과 같다.

 =
sinh


 dd (4.84)

또한,  = 저면의 조도이고, 이 1.57보다 작으면 무차원 마찰계수는

 = 0.3으로 적용한다(Johnson, 1980).

(6) 쇄파에 의한 에너지 소산

무작위 파랑장에서 수심에 의하여 발생하는 쇄파에 의한 파랑 에너지 소산

의 계산에는 단파(bore)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Battjes and Janssen, 1978;

Thronton and Guza, 1983).

쇄파 소산의 스펙트럼 분포 특성을 Battjes and Beji(1992)와 Vincent et

al.(1994)의 실험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쇄파가 파랑 스펙트럼의 형상에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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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Eldeberky and Battjes(1995)는 파랑

스펙트럼에 비례하는 쇄파 소산 공식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이 SWAN 모형에

서 적용되는 쇄파 소산 공식이다.

     

   




 
(4.85)

여기서, 는 수치적 상수이며 는 다음 식으로 계산되는 쇄파율이다.

ln


  





(4.86)

는 평균주파수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dd (4.87)

최대파고는     이며 SWAN 모형에서 의 계산에는 Nelson(1987)의

식이 사용된다.

    cot for      (4.88)

여기서, 는 해저면 경사, 는 쇄파 발달 관측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통상

1.0을 사용한다.

(7) 4파 비선형상호작용

심해에서 4파 비선형상호작용(또는 제3차 비선형상호작용, quadruplet wave

-wave interactions) 효과는 스펙트럼의 첨두주파수를 저주파 쪽으로 이동시

킨다. 이 현상은 약비선형으로서 수학적인 방정식은 Hasselmann(1962)에 의하

여 도출되었다. 4파 비선형상호작용을 엄밀하게 계산하는 데는 매우 많은 계

산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산화 상호작용 근사법(discrete interaction

approximation)을 도입하였다. 이 근사법은 무수히 많은 4파 상호작용 배치 중

에서 가장 영향이 큰 하나 만을 고려(실제는 이 배치에 대한 경상(mirror

symmetrical)도 고려하므로 총 배치 수는 2개임)하며, 배치에 포함된 4파의 주

파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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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여기서,  = 0.25, 첫 번째 배치에서 두 개의 파수 벡터는 동일한 반면에 다

른 두 파는 각각 상대적으로    ,    의 각을 가지며 두 번째

배치에서는    ,   가 되며, 심해에서의 이산화 상호작용 근

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90)

위 식 우변의 제1항은 제1배치에 의한 비선형상호작용이며 제2항은 제2배치

(제1배치의 경상 배치)에 의한 비선형항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4.91)

여기서,   ,    ,     이며 각 항은 다음과 같다.

    
 

 





 


 




   
  
 

  
  






(4.92)

여기서,   × , 
  는 위 식에 경상 배치의 상대 파향을 대입하여

구하며 Hasselmann and Hasselmann(1981)은 JONSWAP 스펙트럼에 대하여

천해에서 4파 상호작용을 엄밀하게 계산한다.

이 계산으로부터 천해에서의 상호작용을 심해파에 대한 값으로 표현하는 아

래와 같은 공식을 도출하여 WAM 모형에 도입하였으며 SWAN 모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천해에서의 4파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finitedepth   deep water (4.93)

여기서, 는 JONSWAP 스펙트럼의 첨두 파수, 는 수심(SWAN 모형에서

는 로 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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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파 비선형상호작용

파장과 파고에 비하여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 3파 비선형상호작용(또는 제2

차 비선형상호작용, triad interactions)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3파 비선형

상호작용은 파랑의 에너지를 저주파 영역에서 고주파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3

파 비선형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저주파 영역은 SWAN 모형에서는 고

려하지 않는다. Eldeberky(1996)는 3파 비선형상호작용을 계산하기 위한

LTA(lumped interaction approximation)라고 하는 근사법을 제안하였으며

SWAN 모형에서는 이 방법을 채용하였다.

    
   

  


  max      sin 


  


  


     

  

   


 










 


 ,  

  

 

  





   

 
(4.94)

여기서, 는 조정 가능한 비례상수,  는 상호작용계수이고, 은 Ursell

파라메타로서 다음 식으로 구한다.

  
 




 
   


(4.95)

한편, 3파 비선형상호작용은 0.1<<10인 경우에만 계산한다.

(9) 회절

흐름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으로 가정하였으며      는

회절이 없는 경우의 전파 속도를 나타낸다.

  

     


   








(4.96)

여기서, 는 파수이고, 은 파향선에 직각으로 회절을 고려하므로 전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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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이다.

       
     


 

 (4.97)

(10) 적용방법

모형에서 작용보존방정식은 유한차분법으로 계산한다. 정상상태를 가정할

경우 독립변수인 시간은 평형방정식으로부터 제거된다. 지형공간에서 4개의

90˚간격의 구역에서 일차상향법과 Four sweep법과 같은 전진법으로 해석한다.

스펙트럼공간에서 여러 변수들을 상향차분법과 중앙차분법을 같이 사용하여

음해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원천항에 대한 수치해석은 양해법과 음해법

을 같이 사용한다. 양해법은 스펙트럼에서 원천항의 양의 부분에 사용되었고,

음해법은 4차 상호작용을 제외한 음의 원천항을 해석하는데 사용된다. 4차 상

호작용은 계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양해법으로 계산한다.

Nesting기법을 사용하여 상세역과 같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에 적용한

다. JONSWAP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측면과 외해측 경계조건을 만들어 적용한다.

        
 

 
 




 










(4.98)

여기서, 는 Phillips 상수(Phillips' constant), 는 첨두주파수(peak

frequency), 은 첨두향상계수(peak enhancement constant)이다. 는 스펙트

럼의 폭을 결정하는 파라메터로 다음과 같다.

   for  ≦    for    (4.99)

Hasselmann et al.(1973)이 북해에서 관측한 심해파랑자료의 분석결과에 의

하면 와 은 취송거리(fetch)와 풍속의 함수로 결정되며,  , , 의 평균

값은 각각 3.3, 0.07, 0.09로 나타낸다.

특히, 의 분포범위는 1.0∼7.0이다. 평균파향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Kuik, 1988).

  arctansin    cos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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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ACUM 모형

연안류 모형은 SWAN모형의 파랑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연안역에서의 파랑에

의한 흐름(wave induced current) 즉, 해빈류를 계산한다.

기본방정식은 파랑에 의한 잉여응력(radiation stress)을 계산한 후 이것을 외

력 조건으로 하는 천수 방정식으로서 다음과 같다.

(1) 연속 방정식






   
    (4.101)

(2) 운동량 방정식







 





 




 










  

 
 

 
  

(4.102)







 





 




 










  

 
 

 
  

(4.103)

여기서,  , 는 수평확산계수로서 Longuet-Higgins(1970)가 제안한 다음

의 식을 사용한다.

   ≅   (4.104)

여기서, 은 수평혼합계수, 는 정선에서 외해방향으로의 거리이다.

한편,   는 잉여응력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sin 

  sin

     sin
   cos  (4.105)

여기서,     /    sin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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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마찰응력은 단일진행파를 대상으로 유도된 Nishimura(1985) 근사식

을 사용한다.

 



 
cos sin

 



 sin  



 (4.106)

여기서,  
     

     이고, 는 파에 의한 저면 수립자 속도

성분의 진폭으로
sinh


이고, 는 파의 진행방향이 축과 이루는 각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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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모형의 구성

1) 계산영역 및 격자체계

모형의 계산영역은 연구 대상역인 낙동강 하구 하류역 담수유입량과 지형변

화 등에 따른 영향이 외해 개방경계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넓게 설정하였으

며, 상세한 해수유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변격자를 구성하여 동서로

80.0㎞, 남북으로는 78.0㎞로 설정하였다(Fig. 4.2, Fig. 4.3).

또한, 연구대상지인 낙동강 하구역 중 가장 좁은 수로폭을 가지는 진우도-신

자도 간을 재현할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지기 위하여 수평적으로는 최소격자를

50m로 설정하고, 계산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수심변화가 작은 외해역에서는 최

대 1,600m의 격자를 구성하고, 수직적으로는 5개층으로 구성하였다(Fig. 4.4).

Fig. 4.2 Computed area and bathymetric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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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omputed grids

Fig. 4.4 Detailed computed area and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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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안

우선하여 수행되는 지형변화 예측실험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의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함으로, Fig. 4.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산항 신항 건설이 시작되기 이

전인 1996년(case BF)과 2016년 현재상태(case AF)로 실험안을 설정하였다

(Table 4.1, Fig. 4.5).

추가하여,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각 외력조건에 따른 지형변화의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석 영향을 고려한 실험안(case AF-T)과, 조석과 계절

별 하천 유출량을 고려한 실험안(case AF-TR), 그리고 조석과 계절별 하천 유출

량, 그리고 파랑 영향을 고려한 실험안(case AF-TRW)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실

험안에 따른 결과는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어, 향후

하구관리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4.1 Summary of simulation case BF and AF

for the prediction of topography change

Simulation
case

Contents

case BF
State in 1996
(before development of Busan new port)

case AF
State in 2016
(present, after development of Busan new port)

Table 4.2 Summary of simulation case AF-T, AF-TR and AF-TRW

for the external force contribution of topography change

Simulation
case

Contents

State Condition of External force

case AF-T In 2016 Annual representative Tide

case AF-TR In 2016
Annual representative Tide

Seasonal river discharge

case AF-TRW In 2016

Annual representative Tide

Seasonal river discharge

Seasonal inciden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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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imulation case(top: 1996yr case BF, bottom: 2016yr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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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해 및 하천 경계조건

가) 외해 경계조건

해수유동 실험시 외해 경계는 M2, S2, K1, O1, N2의 5개 분조의 합성조석(수

위)를 입력하였다.

나) 염분 초기조건

담수유입량에 따른 밀도류를 고려하기 위하여 외해역의 염분은 국립수산과

학원의 최근 10년간(2007∼2018년) 관측자료의 평균값인 표층 31.25psu, 저층

33.94psu를 입력하였다(Fig. 4.6).

Fig. 4.6 Salinity investigation point of fishery environment monitoring 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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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천 경계조건

(1) 담수 유입량

낙동강 하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담수량이 존재하는 곳은 녹산수문과 낙

동강 하굿둑이다. 여기서, 녹산수문은 유입량이 매우 적고 방류량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천류의 장기적인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2006∼

2016)의 낙동강 하굿둑 일평균 방류량 자료(Fig. 4.7) 중 연간 상위 1일에 해

당하는 평균유량을 최대 홍수량인 12,208.5㎥/s, 홍수기인 상위 45일에 해당하

는 평균유량인 홍수량 3,029.9㎥/s, 이를 제외한 평수기 방류량인 230.5㎥/s로

계산되었다. 또한, 계절별 평균 방류량은 춘계(3∼5월) 324.3㎥/s, 하계(6∼8월)

306.7㎥/s, 추계(9∼11월) 144.9㎥/s, 동계(12∼2월) 136.1㎥/s로 산정되었다.

하굿둑 방류에 따른 담수 유입량은 제3장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

둑 건설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파악된 바, 앞서 설정된 실험안인 case BF

와 AF에는 동일한 입력값을, 기여도 분석을 위한 실험안인 case AF-T,

AF-TR, AF-TRW는 계절별 유량을 입력값으로 적용하였다.

Fig. 4.7 Time series of discharge during 2006∼2016yr at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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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유사량

낙동강 하굿둑에서 방류되는 유사량 중 부유사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에

이른다. 제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면서 1997년과 1998

년간 하류역에서 많은 양의 준설이 수행되었다. 지형변화 예측실험을 위한 부유

사량은 1997년과 1998년의 자료를 제외한 이전과 이후 자료를 구분하여 계산하

였으며, 기여도 분석을 위한 실험에서는 계절별 유사량을 계산하였다. 실험안별

시기별 유사량을 배분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금회 축척한 자료 중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기 전인 1990∼1996년의 평균 연

간 소류사량은 2.5×10
6
㎥이고, 건설 이후인 1999∼2003년은 4.0×10

6
㎥이다. 이

를 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발생량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 원단위를

도입하였다. 발생원 단위는 양질토(sandy loam)의 준설토사가 여수토를 통하

여 유출되는 값인 0.1㎏/㎥로 결정하였다. 산정된 부유사 유출량은 부산항 신

항 건설 전이 2.5×105㎥이고, 건설 후가 4.0×105㎥이다.

우선 지형변동 예측실험 및 기여도 분석을 위한 실험의 하천 시기별 부유사

량을 입력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최근 10년간

(2008년 2월∼2016년 8월; 2006∼2007년 자료는 누락되어 공개되지 않음)의 부

유사 농도 자료를 분석하였다(Fig. 4.8).

지형변동 예측실험 시 유사량은 전술한 유량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하천 시

기별 부유사 농도는 평수시 14.9mg/L, 홍수시 46.0mg/L, 최대홍수시

61.1mg/L로 계산되었다. 하천 시기별 부유사 농도를 기준하여 유량 산정방법

과 동일하게 각 부유사량(부유사 발생량)을 산정하였다. 계산결과, 부산항 신

항 건설 전(case BF)의 부유사 유출량은 평수시 4.0㎏/hr, 홍수시 87.3㎏/hr,

최대홍수시 5,216.9㎏/hr로, 건설 후(case AF)는 각각 6.4㎏/hr, 139.6㎏/hr,

2,612.7㎏/hr로 나타났다(Table 4.3).

또한, 기여도 분석 시 유사량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절별 유사량은 지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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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계절별 부유사 농도는 춘계 8.42mg/L,

하계 11.04mg/L, 춘계 11.97mg/L, 동계 7.35mg/L로, 부유사 유출량은 각 계절

별 40.2㎏/hr, 52.8㎏/hr, 57.2㎏/hr, 35.1㎏/hr으로 계산되었다(Table 4.4).

Fig. 4.8 Time series of suspended load during 2008∼2016yr

at Nakdong river estuary barrage

Table 4.3 Estimation of the river sediment load for the prediction of the

topography change

River

period
Case

Duration

(day)

River

suspended

concentration

(㎎/L)

River

suspended

load(㎥/yr)

Generation

source

unit(㎏/㎥)

River

suspended

generation

load(㎏/hr)

Ordinary
case BF

319 14.9
305,327.9

0.1

4.0

case AF 488,524.6 6.4

Summer

Flood

river

case BF
1 61.1

1,252,049.2 5,216.9

case AF 627,050.9 2,612.7

Summer

Storm

sea

case BF
45 46.0

942,623.0 87.3

case AF 1,508,196.4 1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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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Estimation of the river sediment load for the external force

contribution of topography change

Season
Duration

(day)

River

suspended

concentration

(㎎/L)

River

suspended

load(㎥/yr)

Generation

source

unit(㎏/㎥)

River

suspended

generation

load(㎏/hr)

Spring 90 8.42 868,091.3

0.1

40.2

Summer 90 11.04 1,139,292.7 52.8

Fall 90 11.97 1,234,424.8 57.2

Winter 90 7.35 758,191.3 35.1

라) 파랑

계산영역 내 파랑장(wave field)은 하계 황천시, 하계 태풍시, 동계 황천시에

해당하는 외해 심해파를 산정하였다.

지형변동 예측실험 시 입사파 제원은 제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거제도

해상부이의 2016년과 199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거제도 해상부이는 1998년 5

월부터 관측이 시작되어, 결측이 없는 1999년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

상해역의 동·하계 주파향은 분석년도의 파랑 출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

며, 적용일수는 하계 황천시 15일, 하계 폭풍시 1일, 동계 황천시 15일로 설정

하였다. 파고와 주기는 입사파향별 파랑자료로부터 하계 황천시 연간 상위 15

일, 하계 폭풍시 연간 상위 1일, 동계 황천시 연간 상위 15일에 해당하는 파랑

을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부산항 신항 건설 전(case BF)인 2016년 하계 황천시 SW 파향의 파랑 제

원은 파고 2.94m, 주기 8.97s, 하계 폭풍시 SW 파향의 파랑 제원은 3.30m,

9.68s, 동계 황천시 SW 파향의 파랑 제원은 3.27m, 11.27s로 산정되었다. 한

편, 부산항 신항 건설 후(case AF)인 1999년 하계 황천시 ENE 파향의 파랑

제원은 2.13m, 7.55s, 하계 폭풍시 ENE 파향의 파랑 제원은 3.00m, 9.08s,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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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황천시 WSW 파향의 파랑 제원은 1.23m, 6.21s 산정되었다(Table 4.5, Fig.

4.9, Fig. 4.10).

또한, 기여도 분석을 위하여 적용된 입사파 제원은 거제도 파랑부이의 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계절별 대표 파랑은 상위 15일 동안의 평균 파랑을 선정

하여 실제 해역에서의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정결과, 춘계 SW 파

향, 1.54m, 7.35s, 하계 SW 파향, 2.37m, 8.32s, 추계 SW 파향, 3.57m, 9.37s, 동

계 WSW 파향, 2.68m, 9.34s로 나타났다(Table 4.6, Fig. 4.9, Fig. 4.10).

Table 4.5 Calculation results of wave condition

for the prediction of the topography change

Case Ordinary

Summer

Flood

river

Summer

Rough

sea

Summer

Storm

sea

Winter

Rough

sea

Case BF - -

ENE dir.

2.94m

8.97s

ENE dir.

3.30m

9.68s

SW dir.

3.27m

11.27s

Case AF - -

SW dir.

2.13m

7.55s

SW dir.

3.00m

9.08s

WSW dir.

1.23m

6.21s

Table 4.6 Calculation results of wave condition

for the prediction of the topography change

Case Spring Summer Fall Winter

Case AF-TRW

SW dir.

1.54m

7.35s

SW dir.

2.37m

8.32s

SW dir.

3.57m

9.70s

WSW dir.

2.68m

9.34s

  

마) 퇴적특성치(sediment characteristics)

소류사 입력 입경은 3.4절에 제시된 2016년 해저질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소류사 입력자료인 입경은 D50과 D90을 0.17㎜, 0.31㎜로 입력하였으며, 안식

각은 Bagnold(1966)의 실험값을 이용하여 30°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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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Wave rose diagram at Geojedo buoy in 2016yr

Fig. 4.10 Wave rose diagram at Geojedo buoy in 1999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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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의 자료(김원형과 이형호, 1980; 이유대, 1993; 하정

수, 2000; 김석윤과 하정수, 2001; 김성환, 2005)에 따르면 대부분 사질퇴적물

이 우세하고 실트퇴적물은 외해쪽에 우세하는 조사결과에 의하여, 금회 소류

사 입경자료는 case BF 및 case AF 모두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침식 및 퇴적한계 전단응력은 보정실험을 통하여 0.32N/㎡ 및 0.08N/

㎡로 입력하였다.

Table 4.7 Sediment characteristics

Input coefficient Ordinary

Summer

Flood

river

Summer

Rough

sea

Summer

Storm

sea

Winter

Rough

sea

Suspended

load

Initial and

boundary con.
14.9㎎/L

Bottom Roughness1) 0.10m

Deposition
Critical shear stress

2) 0.08N/㎡

Sedimentation velocity3) 0.0002㎜/s

Erosion

Ref. Erosion rate4) 1.0g/s·㎡

Simulation con.5) 0.5

Critical shear stress6) 0.32N/㎡

Bed load

Grain size to upper 50%

cumulative weight

ratio(D50)

0.17mm

Grain size to upper 10%

cumulative weight

ratio(D10)

0.31mm

Angle of repose7) 30°

1) Soulsby(1983)'s results and calibration, 2) Mehta(1986)'s results and

calibration, 3) Shrestha and Orlob(1996)'s results, 4) calibration, 5)

calibration, 6) Villaret and Paulic(1986)‘s results and calibration, 7)

Bagnold(1966)'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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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적용 모형의 검증

1) 해수유동

구축된 모델의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 대상지역 부근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

용하여 조위와 유속 결과의 보정을 실시하였다. Fig. 4.11에 제시된 조위관측 3개

정점과 2016년 수행된 조류관측 3개 정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위검증은 기 관측된 조석의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5개 분조(M2, S2, K1, O1, N2)

의 진폭과 지각을 합성하여 관측치와 계산결과의 시계열을 비교한 결과를 Figs.

4.12∼4.13에 도시하였으며, 모델의 계산치가 관측치의 경향성을 잘 재현하고 있다.

조류검증은 2016년 수행한 관측자료를 근거로 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Figs. 4.14∼4.15의 조류 시계열검증곡선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정점에서 유속과 위상이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장 재현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형변화

퇴적물이동 실험으로 인한 지형변화 결과보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2016)

의 연간 퇴적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4.16에 도시된 12개 정점에

서 2007년 6월∼2015년 10월 동안 수행된 매몰고 관측결과를 연간치로 환산한

값과 금회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12개 정점 중 P1정점은 눌차도 북단의 해안도로 및 호안건설로 인해 유실되

어 3년간의 자료로, P12정점은 2011년 이후부터 관측하기 시작하였으므로 6년

간 자료로 환산되었다(Fig. 4.17).

Table 4.8과 Fig. 4.17에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관측치는 -3.50∼1.00cm/yr,

계산치는 -2.58∼0.20cm/yr의 퇴적율로, 5, 8, 9번 정점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

서 퇴적율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양적인 차이는 있으

나 사주 주변의 정성적인 침식 및 퇴적 양상은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성적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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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Calibration point for hydrodynamic model

Fig. 4.12 Calibration of tide at Gadukdo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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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Calibration of tide at Dadaepo and Busan point

Fig. 4.14 Calibration of tidal current at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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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alibration of tidal current at PC-2, 3

Fig. 4.16 Calibration point for the topographic chan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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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Annual sediment rate of calibration point(unit : cm/yr)

No. Observation Calculation Error

2 -0.20 -0.53 -0.33

3 0.40 0.15 -0.25

4 0.30 0.15 -0.15

5 1.00 -1.03 -2.03

6 -1.80 -2.58 -0.78

7 -2.00 -2.58 -0.58

8 -3.50 -0.40 3.10

9 0.70 -1.73 -2.43

10 -0.30 0.20 0.50

11 -0.20 0.10 0.30

12 -0.10 -0.28 -0.18

Fig. 4.17 Calibration results of sedi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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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형변화 실험의 결과 분석

4.3.1 해수유동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해수유동 변화를 파악하고, 이후 진행될 지형변화 예

측실험의 외력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항 신항 건설 이전인 1996년(case

BF)과 건설 이후인 2016년 현재상태(case AF)에 대한 해수유동장을 계산하였다.

1) 조위

본 연구 대상해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진해만 일부와 가덕도, 동쪽으로

는 부산항과 영도, 남측으로는 울타리섬에서 약 15㎞ 외해역을 포함한 광역

(wide area)에 대한 고·저조위 및 창·낙조류를 Fig. 4.24와 Fig. 4.25에 도시하

였다. 고조위는 영도에서 0.88m, 다대포에서 0.90m, 가덕도에서 0.94∼1.00m,

진해만 입구부에서 1.02m로 서측으로 갈수록 증폭되고, 저조위는 이와 반대로

감천항 -0.62m, 가덕도에서 -0.66∼0.72m, 진해만 입구에서 -0.74m의 분포를

보인다. 최강 창조류는 동측 경계인 영도 부근에서 유입되어 가덕도 끝단을

따라 북측과 서측으로 분류하고 최강 낙조류는 이와 반대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 대상해역의 상세한 조위 및 조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4.26

∼Fig. 4.35에 확대된 영역에 대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현재상태(case AF, 2016년), 고조위는 다대포에서 0.91m, 도요등 동측 끝단에

서 0.93m, 진우도 부근에서 0.94m의 분포를, 저조위는 다대포에서 -0.64m, 신

자도 서측 끝단에서 -0.65m, 진우도 부근에서 -0.66m의 분포를 보인다. 한편,

울타리섬 후면부에서 조위변화가 두드러지는데, 고조위는 0.96∼1.00m분포로

증폭되고 저조위는 대부분 간사지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26).

2) 유속

표층 유속분포를 살펴보면, 최강 창조류는 울타리섬 수로부에서 유속이 강

화되고 간석지 부근에서 북류 또는 동·서류하며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며, 진

우도와 신자도 사이 수로에서는 10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신자도와 도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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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수로에서는 9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사주 간의 간석지에서

는 최대 5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있다. 최강 낙조류는 창조류와

반대의 흐름 양상을 보이며,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 수로에서는 100cm/s를 상

회하는 유속이, 신자도와 도요등 사이 수로에서는 10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사주 간의 간석지에서는 최대 5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대상해역의 표층 유속을 살펴본 결과, 창조류 보다 낙조시 흐름

이 우세하고, 그 유속 차는 울타리섬 후면부 보다 전면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Fig. 4.27, Fig. 4.28). 저층 유속분포를 살펴보면, 표층과 유사한 흐름 양

상을 보이며, 최강 창조류는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 수로에서 80cm/s를 상회하

는 유속이, 신자도와 도요등 사이 수로에서는 7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

나고, 사주 간의 간석지에서는 3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있다. 최

강 낙조류는 전술한 곳에서 80cm/s, 80cm/s, 4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 대상해역의 저층유속을 살펴본 결과, 표층과 유사하게 낙

조류가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Fig. 4.29, Fig. 4.30).

부산항 신항 건설 이전(case BF, 1996년), 고조위는 다대포에서 0.91m, 도요등

동측 끝단에서 0.93m, 진우도 부근에서 0.94m의 분포를, 저조위는 다대포에서

-0.64m, 신자도 서측 끝단에서 -0.65m, 진우도 부근에서 -0.66m의 분포를 보인

다. 현재상태(2016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31).

표층 유속분포를 살펴보면, 최강 창조류는 현재상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

며,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 수로에서는 8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신자도와

백합등 사이 수로에서는 10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사주 간의 간

석지에서는 최대 5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있다. 최강 낙조류도 마

찬가지로 현재상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 수로에서

는 7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신자도와 백합등 사이 수로에서는 12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사주 간의 간석지에서는 최대 40cm/s를 상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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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대상해역의 표층 유속을 살펴본 결과, 현재상

태와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상태와 비교하여 진우도와 신자로

부근을 중심으로 유속 감소역이, 신자도와 장자도, 다대등 부근역을 중심으로

유속 증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백합등과 도요등을 중심으로 유속 감소역

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Fig. 4.32, Fig. 4.33, Fig. 4.36).

저층 유속분포를 살펴보면, 표층과 현재상태와 유사한 흐름 양상을 보인다.

최강 창조류는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 수로에서 60cm/s를, 신자도와 백합등 사

이 수로에서는 9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사주 간의 간석지에서는

3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있다. 최강 낙조류는 전술한 곳에서

60cm/s, 100cm/s, 30cm/s를 상회하는 유속이 나타나고 있다. 표층과 현재상태

와 유사하게 낙조류가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상태와 비교하면 낙조

류와 유사하게 신자도와 장자도 부근에서 유속 감소역이, 신자도와 장자도, 다

대포 부근역을 중심으로 유속 증가역이, 백합등과 도요등을 중심으로 유속 감

소역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층과 비교하여 그 유속 증감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34, Fig. 4.35, Fig. 4.37).

3) 결과 분석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부산항 신항 건설로 인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자도와 장자도 부근에서는 유속 감소역이, 신자도와 장자도, 그리고 다

대포 부근역을 중심으로 유속증가역이, 백합등과 도요등을 중심으로 유속

감소역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2) 이러한 흐름은 표층과 저층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표층에서 크게 나

타나고, 유속 증가역이 나타나는 신자도와 장자도, 다대등 부근은 낙동강

하굿둑의 주수로부로, 주기적인 준설이 수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의 결과는 후술할 퇴적물이동 실험에 의한 지형변화 결과 해석시 외력

조건과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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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지형변화

1) 현재상태(2016년, case AF)

현재상태(case AF)의 연간 퇴적량의 각 계산시기별 결과로 Figs. 4.38∼4.40

에 도시하였다.

평상시 결과는 울타리섬 수로부 내측을 중심으로 침식이, 외측에 퇴적이 우

세한 양상을 보인다. 하계 홍수시는 하굿둑에서 배제되는 담수 유출량으로 인

하여 주수로부를 중심으로 침식이 수로부를 벗어나거나 확폭되는 지역과 외해

역에서는 퇴적이 강화되고 있다(Fig. 4.38). 하계 폭풍시는 담수 유출량과 외해

에서 내습하는 파랑의 영향으로 하구역 대부분의 영역에서 퇴적이 우세한 양

상을 보인다. 또한, 하계 황천시는 외해역의 내습 파랑의 영향으로 울타리섬

수로부를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 약한 침식이 나타나고 있다(Fig. 4.39). 동계

황천시도 하계 황천시와 마찬가지로 울타리섬 수로부를 제외하고 넓은 영역에

서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계산시기별 결과를 합성하여 연간 퇴

적량으로 환산한 결과, 하굿둑에서 시작되는 주수로부를 중심으로 침식이, 그

외의 간석지 부근과 울타리섬 수로부를 벗어난 외해역에서 퇴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자도와 도요등의 수로부의 전면 해역은 반원형의 퇴적

지형이 형성되고, 다대포 해수욕장 부근을 중심으로 외해역으로 퇴적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40).

2) 부산항 신항 건설 이전(2016년, case BF)

부산항 신항 건설 이전(case BF)의 연간 퇴적량을 각 계산시기별 결과를

Figs. 4.41∼4.43에 도시하였다.

평상시의 결과는 현재상태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다대포와 장림공단 전면

에서 침식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계 홍수시도 현재상태와 유사하나 현재의

도요등 동서 끝단을 중심으로 퇴적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Fig. 4.41). 그리고,

하계 폭풍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도요등과 신자로를 중심으로 외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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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하계 황천시는 울타리섬 외해측 해안에서

퇴적이 우세하고 나타나고 현재의 도요등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퇴적이 우세하

게 나타나고 있다(Fig. 4.42). 동계 황천시는 울타리섬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퇴적영역이 나타나고 대부분 영역에서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상태와 비교하여 그 영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퇴적량 분포

는 현재상태와 비교하여 주수로에서는 침식이 약화되고 다대포와 장림공단 전

면 해역에서 침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해역의 퇴적영역은 현

재상태와 비교하여 작게 나타나고 있다(Fig. 4.43).

3) 퇴적변화 추이 검토

계산시기별 결과를 근거하여 부산항 신항 건설 이후 낙동강 하구의 퇴적물

이동 변화량을 Figs. 4.44∼Fig. 4.46에 도시하였다.

먼저, 평상시는 진우도와 신자도 수로와 북측 간사지에서 퇴적이, 다대포와

장림공단 전면 해역에서 퇴적이, 신자도와 도요등, 백합등 사이에서 퇴적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수유동 상의 유속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계 홍수시는 진우도와 신자도 북측 간석지와 도요등

과 백합등 북측 간석지를 중심으로 퇴적이 강화되는데, 이는 다대포 부근의

퇴적 증가와 도요등의 출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Fig. 4.44). 하계 황천시는

전반적으로 퇴적 영역을 증가하고 있는데, 울타리섬 외해쪽의 퇴적이 크게 증

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하계 폭풍시는 울타리섬 전면을 중심으로 외해역으로

넓게 퇴적 영역이 증가하는데, 이는 울타리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4.45). 또한, 동계 황천시는 간석지와 외해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편향된 침식이 나타나고 있다. 연간 퇴적량 변화는 주수로부를 제외

한 전 영역에서 퇴적이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울타리섬 전면 해역과 진

우도와 신자도, 그리고 도요등 서쪽의 간석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자도 전면부에서 반원형 모양의 퇴적 지형이 나타나고 있다(Fig.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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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이동 실험에 따른 지형변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지형변화 결과는 해수유동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속 감소의

영향으로, 하계 홍수시는 담수 유입량 및 유사량, 그리고 도요등의 출현으

로 인한 유속 감소와 외해 파랑의 영향으로, 하계 황천시와 동계 황천시는

외해 파랑의 영향으로 퇴적 우세 영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도요등의 출현은 하계 홍수시와 폭풍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영향은 평상시와 연결되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기의 결과를 통하여 낙동강 하구는 외해쪽으로 전진하여 새로운 사주

가 출현될 것이고, 진우도와 신자도 부근의 간석지와 다대포와 북측 호안

은 퇴적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과 분석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지형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항 신항 건

설 전(case BF)와 2016년 현재상태(case AF)와의 지형변화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 구역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Fig. 4.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둑 주수로부와 그 주변의 간석지,

그리고 울타리섬 전면부를 중심으로 비교 구역을 설정하여, 낙동강 하굿둑 방

류와 외해측 파랑 영향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안별 계산시기에 따른 비교 구역별 결과를 Figs. 4.19∼4.22와 Tables

4.9∼4.11에 제시하였으며, 지형변화 결과를 Fig. 4.23에 도시하였다.

실험결과는 1996년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A, B, D

구역은 침식이 우세하게, C구역은 퇴적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파랑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울타리섬 전면에 위치한

도요등과 신자도의 전면에 위치한 E, F구역은 하계 황천시에는 퇴적이, 동계

황천시에는 침식이, 연간치는 퇴적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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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섬 외해측에 위치한 G구역은 하계 폭풍시와 황천시에 퇴적이, 동계 황천

시에는 침식이, 연간치는 퇴적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결과를 요약하면 Fig. 4.23과 같으며, A, B, D구역은 하굿둑 방류에

의해 침식이 지배적이고, 백합등이 중심이 되는 간석지 부근의 C구역은 약화

된 방류 영향으로 인한 유속 감소 등으로 퇴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울타리섬 전면 해역인 E, F, G구역은 A, B구역에서 운송된

퇴적물과 외해역 파랑의 영향으로 퇴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퇴적물이동은 A, B, D를 통하여 C, E, F, G로 배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Fig. 4.18 Comparison area for the analysis of sedimen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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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Change of sediment rate by simulation case and season(top; Area

A, bottom; Are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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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Change of sediment rate by simulation case and season(top; Area

C, bottom; Are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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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Change of sediment rate by simulation case and season(top; Area

E, bottom; Area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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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Change of sediment rate by simulation case and season(Area G)

Fig. 4.23 Results of topography chang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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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Sediment rate per Area of case BF (unit : cm/yr)

Area Ordinary
Summer
Flood

Summer
Storm

Summer
Rough

Winter
Rough

Annual

A 0.000 -3.547 0.317 -0.011 0.000 -3.240

B -1.751 -10.865 5.938 -1.240 -0.001 -7.919

C -6.013 -4.072 1.372 -0.550 -0.096 -9.360

D -1.228 -1.502 0.915 -0.139 -0.006 -1.959

E -0.247 6.125 3.641 -7.902 1.123 2.740

F -0.822 2.054 2.540 -9.091 0.041 -5.278

G 0.019 -0.136 5.319 -7.291 0.001 -2.088

Table 4.10 Sediment rate per Area of case AF (unit : cm/yr)

Area Ordinary
Summer
Flood

Summer
Storm

Summer
Rough

Winter
Rough

Annual

A -1.363 -6.775 -2.562 -0.077 -0.089 -10.866

B -15.791 -13.562 -0.117 -2.068 -2.781 -34.320

C -0.769 -1.986 1.638 -0.040 -0.046 -1.203

D -3.941 -0.967 0.808 -0.205 -0.256 -4.561

E -0.463 6.885 3.081 -0.021 -1.402 8.079

F -0.573 4.740 1.607 -0.043 -0.875 4.856

G -0.272 -0.499 10.820 -0.014 -1.257 8.779

Table 4.11 Change of Sediment rate per Area (case AF - case BF) (unit : cm/yr)

Area Ordinary
Summer
Flood

Summer
Storm

Summer
Rough

Winter
Rough

Annual

A -1.364 -3.228 -2.879 -0.066 -0.089 -7.626

B -14.039 -2.697 -6.056 -0.829 -2.780 -26.401

C 5.245 2.086 0.266 0.510 0.050 8.157

D -2.713 0.534 -0.108 -0.066 -0.250 -2.602

E -0.217 0.760 -0.560 7.881 -2.525 5.340

F 0.249 2.686 -0.932 9.048 -0.916 10.134

G -0.291 -0.363 5.502 7.277 -1.257 1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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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해빈류

지현변동 실험결과, 낙동강 하구는 외해측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이러한 지형변화는 외해 파랑에 의한 지배력이 커질 것이고 따라서, 해

빈류에 의한 표사이동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지형변동 결과에서 해빈류의 영향이 고려되었지만, 금회 실험은 구

체적으로 파랑의 영향이 지형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현재상태(case AF)의 실험결과, 동계 황천시와 하계 폭풍시의 해빈류 재현

결과를 Fig. 4.47과 Fig. 4.48에 도시하였다. 동계 황천시는 진우도 전면에서는

동류하고 신자도 전면에서는 북류하는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흐름은 진

우도와 신자도의 수로부로 표사를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도요등 전면에

서는 동·서류하는 흐름이 교차하고, 다대포 해수욕장은 동류하여 표사가 집중

또는 이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계 폭풍시는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에서 북류하

는 흐름이, 도요등 전면부에서 동류하는 흐름이 발생하는데, 동계에 비하여 크

기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4.47)

부산항 신항 건설 이전(case BF)의 해빈류 재현결과를 살펴보면, 동계 황천

시는 현재상태와 비교하여 유사한 흐름양상을 보이나 그 크기는 미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하계 폭풍시도 마찬가지로 현재상태와 유사한 흐름양상을 보이

고 있으나 그 크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4.48).

따라서, 이러한 해빈류 결과를 토대로 진우도와 신자도의 동서방향으로 발

달과, 수로쪽으로 표사이동, 도요등과 다대포 해수욕장 사이 수로쪽으로 표사

이동과 다대포 해수욕장의 표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울타리섬 남쪽과 동서쪽으로의 지형발달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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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High and low water level at present(2016, case AF) on wid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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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Vector diagram of flood and ebb tide at present(2016, case AF)

on wid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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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High and low water level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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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max. flood tide on surface

layer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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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max. ebb tide on surface layer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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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max. flood tide on bottom

layer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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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0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max. ebb tide on bottom layer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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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High and low water level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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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max. flood tide on surface

layer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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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max. ebb tide on surface layer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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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max. flood tide on bottom

ayer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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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max. ebb tide on bottom layer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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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Change of max. flood and ebb tide on surfac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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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Change of max. flood and ebb tide on bottom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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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Ordinary and summer flood time sediment rate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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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Summer storm and rough time sediment rate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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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Winter rough time and annual sediment rate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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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Ordinary and summer flood time sediment rate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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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Summer storm and rough time sediment rate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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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Winter rough time and annual sediment rate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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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4 Change of ordinary and summer flood time sedi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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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5 Change of summer storm and rough time sedi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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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6 Change of winter rough time and annual sedi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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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7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wave induced current in

winter and summer at present(2016, cas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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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8 Distribution and vector diagram of wave induced current in

winter and summer before Busan new port(1996, cas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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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외력조건의 지형변화 기여도 분석

본 연구에서 구축된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 모형(case AF)을 이용하여 지형변화

에 기여하는 외력조건별 영향을 파악하였다. 우선하여 조석에 의한 지형변화 실험

(case AF-T)을 수행하고, 이후 낙동강 하굿둑에서 방류되는 계절별 유출량을 고

려하여 실험(case AF-TR)을 수행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계절별 파랑

의 영향을 고려한 실험(case AF-TRW)을 수행하여 파랑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여도 분석결과는 외력조건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정량적인 분석보다

정성적인 분석에 목적을 두었다.

4.4.1 조석

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비교 구역은 4.3절에 제시된 바와 동일하며, 조석 영향을

고려한 지형변화 결과(case AF-T)는 Fig. 4.51과 Table 4.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침식 우세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지형변화에 조석이 기여하는 바는 B, D, A, C, F, G, E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주 간의 협수로에 의한 유속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4.2 하천 유출량

조석과 계절별 하천 유출량을 고려한 지형변화 실험 결과(case AF-TR)는 Fig.

4.52와 Table 4.13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 실험된 case AF-T의 결과와 비교하였다(Table 4.14). Fig. 4.49에 계절

에 따른 비교 구역별 결과를 도시하였다. 춘계와 하계는 A, C, G구역을 제외한 나

머지 구역에서 퇴적이 우세하게, 추계와 동계는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형변화는 하천 유출량에 따라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춘·하계는 A, C,

G구역 순으로 침식에, B, E, F, D구역 순으로 퇴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계는 B, E구역 순으로 침식에, A, C, G, F, D순으로 퇴적에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동계는 B, E, F, D구역 순으로 침식에, A, C, G구역 순으로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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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별 기여도는 절대치의 계절별 합계를 기

준하여 동계, 춘계, 추계, 하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유출량에 따른 지형변화는 주수로부에 위치한 A, B구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외해측에 위치한 E, F구역이 인접한 D와 C구역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동계에 줄어드는 유량 및 유사량으로 인한 침식 증

가가 다른 계절의 퇴적 증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4.4.3 파랑

전술한 case AF-TR의 결과를 고려하여 파랑의 영향을 추가하여 지형변화 예측

실험(case AF-TRW)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53과 Table 4.15와 같다. 파

랑 영향이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 실험된 case AF-TR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Table 4.16). Fig. 4.50에 계절에 따른 비교 구역별 결과를 도

시하였다. 4계절 모두 모든 구역에서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형변화는 파랑에 따라 계절별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침식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춘계는 G, E, B, F구역 순으로, 하계는 B, E, F구역 순으로, 춘계는 G, F, E, A구역

순으로, 동계는 G, F, E, B순으로침식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파랑에 의한 지형변화는 외해측에 위치한 E, F, G구역에서 크게 반응

하고, 계절별 기여도는 동계와, 태풍 시기가 포함되는 추계, 춘계, 하계 순으로 나타났다.

4.4.4 결과 분석

외력조건별 지형변화의 기여도 분석결과, 조석 영향은 신자도와 도요등 사이 수

로와, 대마등 부근의 간석지, 그리고 맹금머리등과 백합등 부근의 간석지 순으로

침식의 기여도를 보인다. 또한, 하천 유출량 영향은 주수로부, 신자도와 도요등 전

면 해역 순으로 침·퇴적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어, 인접한 대마등, 맹금머리등과 백

합등 부근의 간석지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 영향은 외해측

에서 큰 침식의 기여도를 보이는데, 계절적으로 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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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9 Analysis results of river discharge effects by simulation case and season

Fig. 4.50 Analysis results of wave effects by simulation case and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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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Sediment rate per area due to the only tide force

Area All season

A -0.45

B -8.60

C -0.23

D -1.16

E -0.06

F -0.20

G -0.08

Table 4.13 sediment rate per area due to the seasonal river discharge

Area Spring Summer Fall Winter

A -0.60 -0.58 -0.35 -0.22

B -8.32 -8.34 -8.98 -8.98

C -0.26 -0.25 -0.20 -0.10

D -1.13 -1.13 -1.18 -1.15

E 0.07 0.06 -0.18 -0.13

F -0.12 -0.13 -0.27 -0.18

G -0.10 -0.10 -0.06 0.00

Table 4.14 Change of sediment rate per area due to the seasonal river discharge

Area Spring Summer Fall Winter

A -0.15 -0.13 0.10 0.23

B 0.29 0.26 -0.37 -0.38

C -0.03 -0.02 0.03 0.13

D 0.03 0.02 -0.02 0.01

E 0.14 0.12 -0.12 -0.06

F 0.09 0.07 -0.07 0.02

G -0.02 -0.02 0.02 0.08



- 230 -

Table 4.15 Sediment rate per area due to the seasonal wave force

Area Spring Summer Fall Winter

A -0.63 -0.56 -0.79 -0.28

B -10.36 -8.45 -19.69 -12.47

C -0.27 -0.25 -0.78 -0.14

D -1.31 -1.14 -2.81 -1.44

E -2.47 -0.01 -25.08 -8.07

F -1.99 -0.18 -28.40 -5.02

G -3.00 -0.10 -29.49 -7.07

Table 4.16 Change of sediment rate per area due to the seasonal wave force

Area Spring Summer Fall Winter

A -0.03 0.01 -0.44 -0.06

B -2.04 -0.11 -10.71 -3.49

C -0.01 0.00 -0.58 -0.04

D -0.18 0.00 -1.63 -0.30

E -2.54 -0.07 -24.90 -7.94

F -1.88 -0.05 -28.13 -4.84

G -2.90 0.00 -29.43 -7.07

Fig. 4.51 Result of case AF-T considering tid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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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2 Result of case AF-TR considering the effects of tide and riv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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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3 Result of case AF-TRW considering the effects of tide, river

discharge, an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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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강우량, 하천유량, 유사

량과 같은 육역으로부터의 영향과 조석 및 조류, 파랑, 해저질(표층퇴적물) 등

과 같은 해역으로부터의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근거

하여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해수유동 실험과 지형변동 실험, 그리고 해빈

류 실험을 수행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형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지형변

화에 관여하는 외력조건별 기여도 분석을 위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5.1.1 환경인자 조사 및 분석 결과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 및 이에 관여하는 환경인자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낙동강 하구의 사주 지형은 2000년대 이전에는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고, 2000년대 이후에는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4대강 정비사업 기간 동안에는 진우도

와 신자도, 그리고 도요등과 같은 울타리섬의 면적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즉, 낙동강 하구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수면 축소로 인한 조량

감소, 유출량 변화로 인한 외해 내습 파랑 강화 등을 야기하여 사주 성장

및 발달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 패턴은 갈수기(10∼3월) 100㎥/s, 평수기(4∼6월)

500㎥/s, 홍수기(7∼9월) 1,200㎥/s로 구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13년간 조사에 의하면 연평균방류량은 19,274.56×106㎥, 일평균방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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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2.81×10
6
㎥, 초당평균방류량은 611.19㎥/s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방

류량은 4대강 정비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를

보이며 동반하여 모든 사주의 지형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방류량에 따른 유사량 산정 결과, 연평균 부유사량은 3,153,995㎥/yr, 소류

사량은 30,410㎥/yr로 소류사량이 부유사량의 1.0%로 산정되었다. 총유사

량 중 연간 준설량 등을 고려하면 하구로 유출되는 평균 유사량은 약

2,000,000㎥/yr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재료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표층퇴적물 조사결과,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전에는 낙동강 하구 상류부

는 사질퇴적물 함량이 높고, 하류부에서 외해로 갈수록 니질퇴적물 함량

이 높았다. 하굿둑 건설 이후에는 낙동강 하구 상·하류부 모두 사질퇴적

물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수기에 낙동강 하상의 퇴적물

을 외해쪽으로 방류하고, 평상시에는 외해의 니질퇴적물이 조류에 의해

이동·분급되고, 내습 파랑의 영향으로 사질퇴적물이 사주군 전면으로 이

동하고 니질퇴적물은 조류에 의해 외해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조석 및 조류 조사결과, 낙동강 하굿둑 건설 전의 혼합 분기점은 대마등 전

면이었으나 건설 후는 신자도와 백합등까지 담수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

한 해수순환은 조류보다 유출수의 거동이 지배적으로, 담수와 해수는 성층

화로 인해 완전 혼합되지 못한 채 주수로를 따라 상·하향하는 반복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6년에 신자도와 진우도 사이에서 관측

된 조류진행벡터도에 의하면 9월에는 북동방향으로 흐르며 낙조시 최대

65.1cm/s의 유속이 나타나고, 11월에는 남서방향으로 흐르며 낙조시

60.0cm/s 이상의 유속이 나타났다. 이는 조류 이외의 비조석성분에 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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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동이 활발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의 해수유동 및 물질이동

예측을 위해서는 반드시 밀도류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조류 이외의 비조석

성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최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거제도 파랑부이의 파랑관측자료

를 분석한 결과, 2008년과 2009년까지 동계의 ENE계열이 가장 높은 출

현율을 보이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하계의 SW계열이 높은 출현율

을 보였다. 이는 최근의 해수면 온도 상승과 연관되어 보이며, 이러한 결

과는 최근의 연구에 따라 파랑에 의한 하구의 수리학적 영향이 커질 것

으로 판단된다.

5.1.2 환경인자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와 관련하여 각 환경인자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지형변화 추이 분석결과, 진우도와 도요등, 그리고 신자도와 같은 울타리

섬은 외해측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는 일정 수준으로 증가 또는 감소, 정체의 형식으로 수

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사주의 성장 및 발달, 소멸이 일어

나는 동안 일시적인 외력조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주가 출현하게 되

는데, 1987년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생성된 도요등과 맹금머리등이

그 대표적이라 하겠다.

2) 사주 지형변화와 낙동강하류 연강수량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외해측에

위치한 울타리섬인 진우도와 신자도, 그리고 도요등은 비례 관계를 가지

고 울타리섬 내측에 위치한 대마등과 백합등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변화량은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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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굿둑 방류량 증가에 따라 사주 지형변화는 커지

는데 특히, 진우도와 장자도, 그리고 신자도는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성

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사량 증가에 따라 사주의 지형변화는 전반적으로 비례 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도요등, 진우도, 신자도, 그리고 장자도와 같은 외해측에 위치한 사주

와 명확한 관계가 설정된다.

4) 표층퇴적물 조사결과, 낙동강 하구의 하류역은 사질함량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굿둑 순간 방류와 평균해면 및 극조위의 점차적 상승에 따른 내습

파랑 영향 증가에 대해 저항력이 큰 입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조류 관측결과, 낙동강 하구 하류역의 해수유동은 조석에 의해 지배되지만

외부 환경인자인 하굿둑 방류량, 파랑 등에 의해 지배된다. 또한, 창조시 보

다 낙조시가 우세한 양상을 보이며,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량에 의해 유황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하굿둑 인근 해역의 물질이송에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치는 잔차류는 외해방향으로 우세하며,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

하구 사주 배후면의 지형변화에 지배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6) 최근 10년간 파랑 제원 분석결과, 낙동강 하구 하류역에 영향을 미치는 파

랑은, 주로 하계에 내습하는 SW, WSW, SSW계열이고, 동계에는 ENE계열

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은 동계의 ENE계열이 가장

큰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하계의 SW계열

이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어, 하계 S계열 파랑의 재고가 필요하다.

5.1.3 지형변화 예측실험 결과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의 해수유동과 지형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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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건설이전(Case BF, 1966년)과 현재상태(Case AF, 2016)를 대상으로 예

측실험을 수행하였다. 예측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자도와 장자도 부근 해역과, 백합등과 도요등 부근 해역에서 유속 감소

가 넓게 나타나고, 신자도와 장자도, 그리고 다대포를 중심으로 한 수로

부에서는 유속 증가가 나타났다. 수로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역에서

유속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사주와 간석지 부근에서 퇴적이 증가할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2) 지형변화 결과, 낙동강 하구는 전반적인 퇴적우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평상시에는 유속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하계 홍수시는 담수유

입량 및 유사량, 그리고 도요등의 출현 등으로 인한 유속 감소와 외해 내

습 파랑의 영향으로, 하계 황천시와 동계 황천시는 외해 파랑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요등의 출현은 하계 홍수시와 황천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평상시와 동계에 영향을 미쳐 도요등

의 성장을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결과를 통하여 낙동강 하구

는 외해쪽으로 전진하여 새로운 사주가 출현할 것이고, 진우도와 신자도

부근의 간석지와 다대포와 북측 호안은 퇴적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해빈류 재현 결과, 진우도와 신자도의 동서방향으로 발달과, 수로쪽으로

표사이동, 도요등과 다대포 해수욕장 사이 수로쪽으로 표사이동과 다대포

해수욕장의 표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울타

리섬 남쪽과 동서쪽으로의 지형발달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5.1.4 외력조건의 지형변화 기여도 분석 결과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에 관여하는 외력조건인 조석 및 조류, 하천 유출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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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의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여도

분석결과는 정성적인 결과물임을 밝힌다.

1) 조석에 의한 영향은 하굿둑 주수로부와 대마등 부근역, 그리고 맹금머리

등과 백합등 부근역 순의 크기로 나타났다.

2) 계절별 하천 유출량에 따른 영향은 하굿둑 주수로부가 가장 크고, 신자도

와 도요등 전면 해역이 대마등 부근역과 맹금머리와 백합등 부근역 보다

크며 동계의 침식 영향이 타 계절의 퇴적 영향 보다 크게 나타났다.

3) 파랑에 의한 영향은 신자도와 도요등 전면해역에서 가장 크고, 계절별 기여도

는 동계와, 태풍 시기가 포함되는 추계, 그리고 춘계, 하계 순으로 나타났다.

4) 기여도 분석결과, 조석 영향은 협수로에서의 유속 증가가 간석지의 유속

감소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하천 유출량은 간석지 보다 주수로부와 울

타리섬 전면해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파랑 영향은 동계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침식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형변화 예측결과인 퇴적우세 현상과 비교하면 각 외력조건별 영향은 침식

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외력조건의 복합적인 영향은 퇴적이 우

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는 여러 복합적인 외력

인자의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외력조건별 영향은 구역별로 상이한 기여도

를 보이므로 하구관리방안 수립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반드시 복

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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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언

최근 낙동강 하굿둑은 수문 개방에 대한 압력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개방

에 따른 실질적인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낙동강 하구의 전반적인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결과물로 확인되고, 대부분

의 자료와 결과는 비공개인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연구자료 및 결과물을 조사 및 분

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예측실험과 외력조건별 기여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낙동강 하구역은 담수와 해수의 작용에 따른 밀도류가 지배적으로, 이

에 대한 정확한 재현이 필요하고 하굿둑 수문 개방에 따른 수치모의를 위해서

는 상류역의 많은 자료가 필수적이고 수자원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행된 예측실험은 담수영향을 고려한 3차원적 해석에

추가하여 외해역의 조석, 파랑 등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형변화 예측

및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문 개방에 대한 압력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하굿둑 수문을

1개 또는 단계적으로 전체 수문을 개방할 경우에 해당하는 방류량, 유속, 수

질, 침식·퇴적 변화 등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적용한 수치모의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수문의 개방은 외력조건을 변화시켜 수질 및 저면 변화 등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동반하여 사후환경조사(monitoring)을 수행하면

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수문 개방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상류

역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상류역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확대된 계산영역

에서 실시간 외력조건이 고려된 모델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될 경우 수문 개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을 예측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후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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