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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차년도 보고서 록

 과제 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07.2 ~ ’08.2 단계 구분

 2단계 2차년도

 / 총 3단계

 연구사업명  새만  해양환경보 책을 한 조사･연구 (2단계 2차년도)

 연구과제명  상시감시망 체계 구축

 연구책임자  조철호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17명 

 내부 : 10명

 외부 :  7명

해 당 단 계 

연구비

정부: 1,547,000천원

기업:         천원

 계:  1,547000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참여기업명

석정건설(주), (주)에코션

(주)맥스컴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245

◦ 새만  상시감시망 유지, 리  운

 - 해양 측부이 3 , 측타워 1개소 유지, 리

 - 측부이 3개  운 : 방조제 내측, 신시갑문 외측, 변산/고사포해역

 - 측타워 1개소 운 : 고군산 군도 북쪽 새만  4호 방조제 외측 해역

 - 연안 측용 소형 계류감시부이 설계, 제작  시험운

◦ 새만  주변해역 유동  수질변화 감시

 - 갑문 유출수의 고군산 유입역 유동조사 (신시-무녀도 사이)

   : 여름철과 겨울철 15주야 이상 층별 유동

 -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 여름철 수질 감시

   : 하계 층 용존산소 모니터링 - 만경수역 골

   : 하계 방조제 내측 기본수질 조사 - 만경수역 1개 측선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 설치 치 선정을 한 천부지층탐사 

 - 가력해상 측탑 제작  설치공사 진행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새만 , 해양 측부이, 측타워, 수질(용존산소), 실시간 

상시감시 

 어
 Saemangeum, Ocean data buoy, Observation tower, 

Water quality(Dissolved Oxygen), Real tim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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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새만  해양환경보 책을 한 조사연구 (2단계 2차년도) - 상시감시망 분야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2단계 목표 (2006-2008) 

◦ 새만  방조제 내‧외측 표 기 에서 해양환경의 실시간 상시 감시망 확립

◦ 새만  방조제 건설에 따른 방조제 내‧외측 해양환경 변화의 지속  감시

◦ 측모델을 한 입력자료의 확보  모델성능 향상을 한 검증자료 확보

◦ 방조제 건설 이후 장기 해양환경 변화  외측해역 향 평가

2단계 2차년도 (2007)

 ◦ 새만  방조제 내▪외측 표 기  기본 해양환경변화 감시

 ◦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 여름철 빈산소층 형성 모니터링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 방조제 공사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악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기  상시감시망 유지, 리  운  

 - 해양 측부이 3 , 측타워 1개소 운

◦ 유출수의 고군산유입역 유동 계 조사

 - 하계와 동계 신시-무녀도 사이 골 유동조사 

◦ 여름철 새만 호 내측 수질 모니터링

 - 여름철 새만 호 내측 층 용존산소 감시

 - 여름철 만경수역내의 일반수질 조사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 측탑 설치  선정을 한 천부지층 탐사

 - 가력해상 측탑 설계 검토

 - 가력해상 측탑 제작  설치공사 진행

◦ 자료 송  질 검증

 - 자료 송  수신 체계 구축 

 - 센서자료와 측자료의 비교 검증

◦ 측 자료의 분석  실시간 배포

 - 시계열 측정자료의 자료처리

 - 측정자료의 시간변화 분석  실시간 배포



- 6 -

Ⅳ. 연구개발결과

◦ 해양 측부이 설치  운

 - 측부이 설치: 2005년도 운  측부이 3  수리, 측타워 1개소

 - 방조제 내측 해역 (35°51.22'N, 126°33.05'E): 방조제 내측수 변동 감시

 - 신시배수갑문 외측 해역 (35-47.6'N, 126-26.9'E): 신시배수갑문 유출수 감시

 - 변산/고사포 해수욕장 해역 (35°41.21‘, 126°30.02‘): 해수욕장 해양환경 변화 감시

 - 만경수역 방조제 외측해역 (35-53.695‘N, 126-26.901'E): 측타워 센서부착  운

◦ 끝막이 후 해･조류변화

 - 끝막이 이후 방조제 내측과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의 조류 유속이 80% 이상 감소

 - 변산해수욕장 외측에서는 조류 유속이 30-40% 감소

◦ 유출수의 고군산 유입역 유동 조사 

 - 신시-무녀도 사이에서 장주기해류는 여름철에는 북향류, 겨울철에는 동향류로 바뀜

◦ 여름철 새만 호 내측수질 감시

 - 여름철 만경수역 수로 성층 형성  층 용존산소 감시

 - 여름철 층 용존산소는 5mg/l 이하의 산소농도가 자주 나타남

 - 6월 말, 8월 , 10월 에는 층 용존산소 농도가 2mg/l 이하의 빈산소층 측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 측탑 설치 치 선정: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 (35° 43.2'N, 126° 30.9'E)

 - 시공업체 선정

   : 구조물 제작  설치 - 석정건설(주), (주)에코션

   : 기분야 - (주)맥스컴

 - 가력해상 측탑 제작  설치공사 진행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해양환경의 실시간 상시감시망 구축

 - 새만  해역의 해류  기본 수질 요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 계류감시부이 시스템: 방조제 내측 층수질 감시 활용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 새만  해역에 합한 종합 해상 측탑 제작  장 설치

◦ 새만  해역과 황해의 해양환경 이해

 - 해양기상, 해류  기본수질 시계열 자료 획득

 - 방조제 축조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분석  평가

 - 시계열자료로부터 황해 분지 규모 상 평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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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M A R Y

                               (  문 요 약 문)

Ⅰ. Title

   Integrated Preservation Study on the Marine Environments in the Saemangeum

   Area (2nd Year of 2nd Phase) - Real-time Monitoring System at the Reference

   Stations

II. Objectives and Necessity

◦ 2nd Phase(2006-2008)

 ‧ Establishing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the oceanic environments in the 

Saemangeum area,

 ‧ Monitoring persistently changes of the oceanographic conditions during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Saemangeum dike,

 ‧ Providing input data for running numerical models and calibration data          

for improving prediction accuracy,

 ‧ Evaluating long term change of oceanic environments and influence on outer 

area after dike construction

◦ 2nd Year of 2nd Phase (2007)

 ‧ Real time monitoring of the oceanic environmental change at the reference 

stations after completion of dike connection,

 ‧ Monitoring the dissolved oxygen Mangyung area in summer

 ‧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Saemangeum observation tower

 ‧ Analyses of the sensed data at the buoys and dissemination of the data through 

the internet home page

Ⅲ. Content and Scope

◦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real time monitoring system at the reference 

stations

 ‧ Operation of three data buoys and a tower,

◦ Observation of current variation in the entrance area to Kogunsan islands of 

outflow through the Saemangeum gate

 ‧ Observation of the current at the trough between Sinsi and Munyu islands in 

summer and winter

◦ Monitoring of water quality at inside of Mankyung dike in summer

 ‧ Monitoring of dissolved oxygen at inside of Mankyung dike 

 ‧ Observation of the general water quality of Mangyu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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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Saemangeum observation tower

 ‧ Survey of depth and sediment thickness for choosing the installation position of 

observation tower

 ‧ Investigation of design of Garyuk observation tower 

 ‧ Go forward with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Saemangeum observation tower

◦ Data telemetry and quality control

 ‧ Transmission of the sensed data through telemetry

 ‧ Inter-comparison of buoy data with measured data

◦ Analyses and dissemination of the sensed buoy data

 ‧ Time plots of time series data

 ‧ Analyses of time variations and dissemination through the internet home page

Ⅳ. Results

◦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real time monitoring system 

 ‧ Deployed three data buoys and maintained a tower,

 ‧ Maintained a buoys inside the Mangyung dike (35°51.22'N, 126°33.05'E),

 ‧ Maintained a buoys off the Sinsi gate (35-47.6'N, 126-26.9'E),

 ‧ Maintained a buoys off the Byunsan Beach area (35°41.21‘, 126°30.02‘),

 ‧ Maintained a tower off the Mankyung dyke (35-53.695‘N, 126-26.901‘),

 ‧ Checked the sensors and cleaned bio-organism attached to the sensors.

◦ Modification of tidal current after the finial closing of open gaps

 ‧ Decreased tidal current more than 80 % inside the Mankyung dike and off the 

Sinsi gate after closing,

 ‧ Decreased tidal current about 30-40 % off the Byunsan Beach area,

◦ Observation of current variation in the entrance area to Kogunsan islands of 

outflow through the Saemangeum gate

 ‧ Northward flow in summer and eastward in winter of low-frequency current in 

the trough between Sinsi and Munyo islands

◦ Monitoring of water quality inside of Mankyung dike in summer

 ‧ Monitoring of stratification and dissolved oxygen in the channel of Mankyung 

area,

 ‧ Frequent appearance of low concentrated of dissolved oxygen less than 5 mg/l 

at 0.5 m above the bottom in summer

 ‧ Three times appearance of low concentrated of dissolved oxygen less than 2 

mg/l in late June, early August and early October

◦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Saemangeum observation tower

 ‧ Installation position of observation tower: Off the Garyuk gate (35° 43.2'N, 126° 

30.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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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osing the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company

   : Structure of observation tower - Sukjung Co. and Ecocean Co.

   : Electricity supply - Maxcom Co.

 ‧ Go forward with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Garyuk observation tower

Ⅴ. Applications

◦ Establishing the real-time monitoring network for the ocean environments

 ‧ Monitoring currents and major water quality parameters on the real-time base in 

and out of the Saemangeum dike,

 ‧ Monitoring change of the oceanic environments during and after the dike 

construction,

 ‧ Water quality monitoring of the lower layer in Mankyung area

◦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Saemangeum observation tower

 ‧ Constructing and installation of the ocean observation station proper for the 

Seamangeum. 

◦ Assessment of oceanographic conditions in the Saemangeum area and the 

    Yellow Sea

 ‧ Acquiring time series data for marine meteorology, currents and major water 

quality,

 ‧ Analyses and assessment of change in oceanic environments by the dike 

construction,

 ‧ Assessment and forecasting of the Yellow Sea basin scale features from the 

continuous time 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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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개요

새만  사업은 북 부안군 변산면 항리에서 가력도를 지나 고군산열도의 신시도와 

야미도를 거처 군산시 비응도까지 연결하는 장 33 km의 인공 방조제를 건설하는 규

모 사업이다. 방조제 건설 이 에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유출되는 하천수가 자유롭게 

외해로 흘러가고 하구역에서의 물질교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지만 방조제가 완공되면 방

조제에 의해 남북으로의 흐름이 제한되고 하천수가 고군산열도 남쪽의 신시갑문과 가력갑

문으로만 배출되어 유로가 바 는 등 고군산열도를 기 으로 남쪽과 북쪽의 해양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상 된다 (농림부 등 2001). 지난 2003년 6월 10일에 고군산열도 북쪽

의 새만  제4호 방조제가 연결된 후 만경강 하구역과 고군산열도 북쪽해역은 분리된 해

양환경을 갖게 되었고 방조제 내측과 외측의 해수 유동 환경 변화와 함께 물성 변화가 시

작되고 있다. 특히 2006년 4월 21일 에는 고군산군도 남쪽의 두 곳의 개방구간 (신시, 가

력)의 연결이 완료됨에 따라 새만 호 내측뿐만 아니라 방조제 외측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단된다. 

새만  방조제 축조는 물리특성  수질 등 해양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 변화의 규

모와 향을 미치는 범 는 방조제 건설 정도에 따라 시간, 공간 으로 계속 달라질 것이

다. 새만 해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상이 방조제 건설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측하기 해서는 실시간 해양환경감시 로그램이 필요하다. 

새만  해양환경의 상시 감시망은 기  상시 측시설에 의한 표 기 에서 물리

특성  기본 수질 감시,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에서 정기 측을 통한 일반수질 감시, 고주

이더망을 이용한 표층 순환의 감시로 구성하 다 (그림 1-1-1). 당  새만  해양환경

보  책을 한 조사 계획에는 배수갑문 유출수의 일반수질  유량의 감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배수갑문 조작 등과 연계하여 농림부에서 배수갑문 수질 측정소 등을 설치 운

할 계획으로 있다 (국무총리수질기획단, 2002) 

상시 측시설을 이용한 기  감시는 해양 측부이의 계류나 고정식 측타워를 설치

하여 이루어지며 정 감시가 필요한 주요 지 에는 연구원들이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춘 해상 측탑 (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을 장에 설치하여 안정 인 정  

해양감시를 수행할 정이다. 상시감시를 해 설치와 회수가 비교  용이한 해양 측부이

를 이용하기로 하 고 1차년도에 새만  해양환경의 실시간 감시에 합한 부이 시스템을 

설계하여 2 를 제작하 고 2차년도에 보완하여 1 를 추가 제작하 다 (해양수산부, 

2004). 한 3차년도에는 4호방조제 외측해역에 고정식 소형 측타워를 설치하 고 기존

의 부이 3 를 를 새만  방조제 내측과 외측의 표 기 에 설치하여 해양환경을 실시

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 다. 본 연구기간에는 기존에 사용한 부이를 수리, 보완하여 새만

 방조제 내측 1개 과 외측 2개  (신시개방구간 외측, 변산/고사포해수욕장해역) 에 설

치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 고 4차년도에 설치한 측타워에 승강장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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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통합시스템을 검, 보완 운 하 다.

고정  상시 측시설에는 해상기상 (기온, 기압, 풍속, 풍향, 일사량), 물리특성 (수온, 

염분), 해수 유동 (유속, 유향)  기본수질 (용존산소, pH, 탁도, 클로로필) 요소 등 주요 

센서들을 장착하여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고정  감시시설에 의한 측은 표 기 에서 시간변화를 악할 수 있으나 수  

제한으로 공간 인 분포 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 방조제 내측 해역에서 기본수

질을 월 1-2회 정기 으로 측하여 하여 기  측에서 알 수 없는 공간 구조를 악

하고 계 측만으로는 부족한 월 단 의 해양환경 변화를 악하 다. 측 빈도는 동계

에는 월 1회로 하고 변화가 심한 하계 에는 월 2회 이상 측을 원칙으로 하 다.

고주  이더망은 넓은 해역의 표층 순환을 측할 수 있는 장비로 수심에 따른 순환 

구조를 조사할 수는 없으나 표 기 에서 측하는 층별 해수 유동과 함께 운 하면 

해수순환의 3차원  구조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고주  이더망 감시를 해서

는 기본 인 측 장비 구입에 상당한 산 확보가 필요하여 2단계 3차년도에서 장비를 

도입 표층류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측수질 정기 측 고주  이더망 

 수질, 물리특성, 

유동, 생태, 기상
방조제 내측 일반수질 역 표층순환

기  상시감시

일반수질  해황

장기 변화 평가

해양순환/수질모델 

입력자료 제공

실시간 상시 감시망 구축

 

         

그림 1-1-1. 새만  기  해양환경 상시감시망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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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황과 필요성

1. 국내외 연구기술 황

해양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해서는 해양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공간규모의 해황변동

을 알아야 한다. 해황의 시간변동 조사를 해 측 장비를 수 에 장기간 계류하여 왔으

나 조업  항행 선박과의 출돌 등으로 장비가 유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료를 

얻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장비의 상태  자료를 실

시간으로 송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해역에 설치하여 측하는 것이 효과 이다. 이를 

해 1960년  이후 해양 측부이와 측타워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연

안뿐만 아니라 태평양 앙부의 심해를 포함하는 해양의 주요 지 에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해양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1960년 부터 형부이를 수심이 깊은 양에 설치

하여 운 하고 있으며 각종 부이의 설계, 센서개발, 운 시스템, 자료획득  송시스템을 

꾸 히 개발해왔다. 미국 국가해양 기청 (NOAA) 산하의 자료부이센타 (National Data 

Buoy Center, NDBC)에서는 엘니뇨와 같은 장주기 (계 ~수년)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측

하기 해서 1960년 부터 직경 10 m 이상의 형부이를 개발하여 수심이 깊은 외해역 

양에 설치 운 하고 있으며, 1980년  후반기에 들어서 설치가 용이하고 가격이 렴한 

3 m 소형부이를 개발하여 형부이를 체해 왔다 (Hamilton, 1988). 미국 NDBC에서는 

2001년에 총 72 의 부이를 미국 연안역에 계류하여 실시간으로 운 하고 있다 (NDBC, 

2002). 

일본 기상청에서는 1970년 부터 형부이를 제작하여 외해에 설치 운 하고 있으며 

(JMA, 1991),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TRITON (Triangle Trans-Ocean buoy Network) 부이

를 개발하여 서태평양 도해역의 해상기상과 상층해양의 해황 모니터링을 해 총 18

를 운 하고 있다 (JAMSTEC, 2003). 

만의 성공 학은 미국 NOAA에서 개발한 직경 3 m 해양기상 측부이의 제작기술

을 도입하여 만 실정에 맞게 2.5 m 부이로 개조하여 만 주변의 해양 기상 모니터링에 

이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  들어서 해양 측부이를 이용한 실시간 해황 모니

터링에 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해양 측부이의 제작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이 등 

(1991)은 직경 2.4 m, 량 1.1톤 (Ballast 포함 2.56톤)인 부이를 설계 제작하 고, 부이의 

치와 표층수온 센서를 부착하여 시험 운 한 바 있다. 자료의 송수신은 기존의 성통신 

(InmarSat)에 비해 렴한 ARGOS 시스템을 이용하 는데 ARGOS 시스템은 NOAA 성

이 부이가 설치된 상공을 지나갈 때 자료의 수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경우, 

ARGOS 상이 1일 약 8회 통과 한다 (ARGOS, 1989). 

 등 (1995)은 표층해류 측을 한 소형 표류부이를 개발하 고 RF 모뎀을 통해 부

이의 GPS 치자료를 송신하는 자료 송시스템을 용하 다. 이 송시스템은 상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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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RGOS에 비해 자료송수신 비용이 렴하다는 장 이 있으나 송달거리가 수 km - 수

십 km로 제한되어 먼 거리에서는 측정하는 자료를 수신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심 등 (1999)은 만이 미국 NOAA로부터 기술 이 을 받아 개발한 직경 2.5 m, 무게 

1.3톤인 해양기상 측부이를 도입하여 수질요소까지 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개선하

여 시험 운 한 바 있다. 측 항목은 기존의 해상기상 (풍향, 풍속, 기압)과 랑 ( 고, 

주기)에다 수온, 염분, 탁도 등 수질요소를 추가하 고 자료 송수신 방법은 성통신 

(Inmarsat-C)을 이용하 다. 

한국해양연구원 (2000)에서는 자동 승강식 부이를 설계, 제작하여 시험 운 하 다. 승

강식 부이는 수심을 측하여 측수심을 조정하면서 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나

라 서해와 같이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료 송은 비용

이 렴한 이동 화 (PCS)를 이용하고, 연안에서 여름철에 2주, 겨울철에 2개월 정도 시험 

운 한 바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2002).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먼 바다에서 해양 측 해상기상 측 자료를 궤도통신 성 

(ORBCOMM)으로 실시간 송수신하는 자료 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교  장기간인 약 5

개월 동안 성공 으로 시험 운 하 다. 한편 해수면아래 수 계류선에 설치되어 해수유동 

(해류계)과 물리특성 (수온, 염분) 측의 경우 실시간으로 자료 송이 어렵기 때문에 계측

기내에 자료를 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는 측기간 에 계측기의 손상 

는 유실로 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으로 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

신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과학기술부, 2002).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제주도 남서쪽에 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

여 기상  해수특성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자료의 효과 인 이용에 한 연구를 지속

하고 있다.

서울 학교에서는 동해 연안에서 해양 측부이를 설치하여 해상기상, 해수유동, 물리특

성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군산 의 새만 환경연구센타에서는 고군산열도 북쪽 새

만  방조제 바깥에 측부이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방조제 주변

해역 3곳에 수질모니터링을 한 고정식 측타워를 설치하고 2002년도에 방조제 내측 1

개소에서 자동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험 운 하 고 (국무총리수질기획단, 2002) 2003년

도에는 3곳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 한 바 있으며 최근 동진강 하구역의 기본 수질 

모니터링을 해 고정 측시설을 설치하여 운  에 있다.

기상청에서는 서해와 남해 연안역과 동해 부의 심해역에 해양기상부이를 설치하여 

기상  해양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연구원에서는 한-  공동으로 

황해 앙역에 형 해양 측부이를 설치할 정으로 있는 등 먼바다에서의 실시간 모니

터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정 측시설을 이용한 실시간 상시모니터링은 이동 화 통신망 (CDMA)을 이용한 

자료 송신 시스템이 개발되어 렴한 가격으로 방 한 자료의 실시간 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항로표지 시설인 등표나 연안 잔교 

등 고정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온, 염분, 기상 등 기본 해양 정보의 실시간 측시스템 구

축을 추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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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해양환경의 변화에는 랑, 조석  조류와 같은 수  ~ 수시간 규모의 단기 변동에서

부터 계 풍, 엘니뇨 등에 의한 계  ~ 수년 규모의 장주기 변동까지 다양한 시간 규모를 

갖는 다양한 시간 규모의 변화들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새만  방조제 건설은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진 으로 변화시킨다. 방조제 완공은 새만  연안해양계를 방조제 내측과 외

측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유출되는 하천수를 고군산열도 남쪽

으로만 유통시킴으로서 외측 해양계가 남북으로 이원화될 것이다.

다양한 시간규모의 변화와 방조제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를 알기 해서는 장기

간 지속 인 측이 필수 이다.  측모델을 이용하여 방조제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

동을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조류와 같은 단기변동 성분과 월별 혹은 계 별 해류변화 

등 장기변동의 입력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한 측결과를 비교 검증하기 한 자료를 

확보하기 해서 장기간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의 해양 측은 주로 조

사선에 의한 계 별 혹은 격월 단 로 이루어졌으며, 소요 산  측 장비의 안 성 확

보 문제로 표 기 에서 장기간 상시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해양에서 측 장비를 장기간 설치는 어로작업  항행선박과의 추돌 등 사고로 장비

뿐만 아니라 측한 자료의 유실 험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측 센서 상태 

 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하여 장비의 안 을 감시하고 자료를 안정 으로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해 새만  해역을 표하는 주요 기 에서 일

반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감시망 (해양 측부이, 측타워)을 구

축하여 장기 해양환경 변화를 악하고자 하 다

새만  사업으로 물리특성 수질 등 해양환경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 향의 크기와 범

는 방조제 건설 정도에 따라 변한다. 새만  해역에서 방조제 내측과 외측의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측하기 해서는 실시간 해양환경감시 로그램이 필수 이며 그 

필요성은 이미 새만 사업 환경 향 공동조사단 (2000)의 연구에서도 지 한 바 있다. 따

라서 새만  해역을 표하는 주요 기 에서 일반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측할 수 있

는 상시 감시망 (해양 측부이)을 구축하여 새만  방조제 건설기간  건설 후에도 방조

제 내측과 외측의 해양환경 변화를 지속 으로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해양 측부이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은 계류선의 단 등 측 시스템을 안 하게 유

지하고 지속 인 자료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방조제 배수갑문 외측과 같은 주요 지

에는 측 장비의 안 과 채수시설이 구비된 종합 해상 측탑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다 

안정된 감시망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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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개발 목표  범

1. 2단계 목표 (2006-2008)

2단계 연구는 끝막이 공사 이후 방조제 건설이 완료 되는 기간 (2008 - 2008년)에 해당

하며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새만  방조제 내‧외측 표 기 에서 해양환경의 실시간 상시감시망 확립

◦ 새만  방조제 끝막이 완료 후 방조제 내‧외측 해양환경 변화의 지속  감시

◦ 측모델 입력자료 확보  모델성능 향상을 한 검증자료 확보

◦ 방조제 건설 이후 장기 해양환경 변화 분석  외측해역 향 평가

 2단계 2차년도 (2007년)와 2단계 3차년도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은 표 1-3-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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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 구 개 발 내 용  범 

2단계 

2차년도

(2007)

◦ 기  감시망 체계 구축 

- 기  감시시설 4개  운

 : 해양 측부이 3 , 측타워 1기 운

- 유출수의 고군산구도 유입역 유동 조사

◦ 방조제 내측 하계 모니터링

- 하계 만경수역 빈산소층 모니터링

 : 표층, 층 용존산소 모니터링

-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 일반수질 측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 해상 측탑 설치 치 선정

 : 지반조사, 설치 최 치 선정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 해상 측탑 실시설계도 작성

 : 구조물 제작  장 설치

◦ 실시간/ 실시간 자료 배포  해양

환경 변화 규명 

- 실시간 모니터링 황실 운

- 실시간/ 실시간 자료 배포

- 시계열 분석, 해양환경변화  향 평가

2단계 

3차년도

(2008)

◦ 기  감시망 체계 구축 

- 기  감시시설 4개  운

 : 해양 측부이 3 , 측타워 1기 운

- 유출수의 고군산구도 유입역 유동 조사

◦ 방조제 내측 하계 모니터링

- 하계 만경수역 빈산소층 모니터링

 : 방조제 내측 층수질(DO) 감시

- 만경수역 기본수질 조사 (CTD 측)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07년도 계획, 진행 계속)

- 해상 측탑 구조물 제작  설치

- 측탑 제어시스템 설치  시험

- 기본센서 설치  시험

◦ 고주 이더를 이용한 표층류 모니

터링

- 남측방조제 외측 고주  이더망 설치 

- 시험운   실시간 자료제공 체제 구축

- 자료 정확도 분석  신뢰도 검정

◦ 실시간/ 실시간 자료 배포  장기

변동성 분석, 평가

- 실시간 모니터링 황실 운

- 자료 배포 (자료실과 조)

- 해황  일반수질의 시간변동 분석

- 해양환경의 장기변화  향 평가

표 1-3-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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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2차년도 (2007) 목표  범

가. 목표

2단계 2차년도 (2007)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새만  방조제 내▪외측 표 기  기본 해양환경변화 감시

◦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 여름철 빈산소층 형성 모니터링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 방조제 공사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악

나. 범   주요 내용

2단계 2차년도 (2007)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 내용은 표 1-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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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범 연구수행방법 연구 내용

기  상시 측 시

설  리  운

상시감시망 유지 리  

운

- 기존 측부이 3  검  수리

- 상시타워 센서 시험운   보완

- 상시감시망 4개  통합 운 :

  방조제 내측, 신시배수갑문 외측,

  변산/고사포해역, 4호 방조제 외측

센서 검정  유지 리

- 수질센서: 하계 월 2회 검  교체

           교체  센서검정

- 수 센서: 매 2월 확인, 청결유지

주변해역 유동  

수질변화 감시

여름철 새만 호 내측 수질

감시

- 여름철 만경수역 수질 감시

- 표층, 층 2개 층 기본수질 조사

- 용존산소, 물성, 유동, 탁도

- 만경수역 1개 측선 CTD 조사

  : 용존산소 센서교체 시 

유출수의 고군산 유입역 유

동조사

- 신시-무녀도 골 유동 조사 

- 배수갑문 유출수의 고군산 유입

  가능성 조사

- 여름과 겨울 수직해류 단기 조사

- 15주야 연속 측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해상 측탑 설치 치 선정

- 천부지층탑사: SPARKER 장비 이용

- 수심  퇴 층 두께 조사

- 가력해상 측탑 설치 치 결정 

- 해상 측탑 기본설계: 기존 설계 (‘05

년도) 최소 측기능 유지수 으로 

폭 축소

측탑 설치 시공업체 선정 

 공사  시행

- 입찰공고  평가회 개최

- 설계도서 포함 제안서 제출, 평가 후 

선정하는 일 입찰 방식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업체 선정, 설계도 보완  공사계약

- 공사 진행  시공업체 부도로 계약

해지  행정조치(선 반환) 완료

- 재입찰, 업체 재선정  설계도 보

완, 공사 계약 추진 

측자료 분석
측자료 수집, 처리, 배

포  분석평가

- 센서자료 비교 질 검증  처리 

- 감시자료의 1차 분석  배포: 새만

 홈페이지에 배포

- 해양 환경변화  향 평가

표 1-3-2. 2단계 2차년도 (2007) 연구개발 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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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35 -

제 2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상시감시망 운   결과

1. 상시감시시설 설치

지 까지 (2002-2005년) 해양 측부이에 의한 상시감시는 1차년도 (2002년)에 부이시스

템을 설계하여 2 를 제작, 만경방조제 외측과 내측에 설치하 고, 2차년도 (2003년)에는 1

를 추가 제작하여 신시도 남쪽 개방구간 외측에 설치, 환경변화를 감시하 다. 2004년도

에는 소형 측타워를 설계, 제작하여 새만  제4호방조제 외측해역에 설치하 고 기존의 

상시감시 인 만경방조제 내측과 신시도 개방구간 외측해역에 변산/고사포해수욕장 해역

을 추가하여 측부이 3 를 설치, 운 하 고 2단계 2차년도 (2007)에는 기존 상시감시시

설을 검 수리하여 운 하 다. 본 연구기간에는 기존에 사용한 측부이의 자료 장  

송수신 모듈과 계류선 등 부이 시스템을 검 수리하여 2006년도와 같은 치에 재설치하

고 2004년도에 설치한 측타워 시스템을 보완하여 총 4개소의 상시감시망을 운 하

다. 새만  기  상시감시시설 설치 은 그림 2-1-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1. 새만  기  상시감시시설 설치  (‘☆’표시된 A,  B, C와 

D). 정  A는 소형 측타워를, 정  B, C, D는 측부이를 

설치, 상시 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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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시시설은 기본 으로 해수유동, 물리특성, 표층 기본수질 감시를 한 센서가 장

착되어 있다. 만경방조제 내측해역에 설치한 측부이에는 기본 센서와 함께 층 수질 측

정을 한  용존산소 센서 (Optode)를 추가 장착하 으나 센서의 유실로 측을 지속할 

수 없었다. 신시도 남쪽 개방구간 외측해역에 설치한 부이에는 기본 센서와 해양기상센서

를 장착하여 신시도 남쪽 개방구간을 통한 유출입 해수를 감시한다. 변산/고사포 해수욕

장 해역에 설치한 부이에는 기상센서와 함께 랑 측 센서를 장착하여 방조제 건설에 따

른 변산반도 북쪽의 변산, 고사포 해수욕장 해역의 환경 변화를 감시한다. 새만  제4호방

조제 외측해역의 측타워에는 승강식 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직구조를 측할 수 있도

록 설계, 제작되었다. 측부이와 타워에 설치한 센서에 한 사항은 1차년도와 3차년도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2003, 2005). 그림 2-1-2는 새만  해역에 설

치한 상시감시시설 ( 측타워 1 와 해양 측부이 3 )의 장 설치모습이다. 

그림 2-1-2. 새만  해역에 설치한 상시감시시설 (A: 만경수역 방조제 외측, 

B: 방조제 내측, C: 신시도 개방구간 외측, D: 변산/고사포해수

욕장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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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감시망 운   결과

가. 센서 유지  리

해양에서 측센서를 장기간 계류하여 양질의 자료를 얻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센서

의 청결 유지가 요하다. 해양생물 활동이 활발한 연안 해역에 설치된 센서는 특히 여름

철에는 따개비 등 부착생물과 각종 조류의 향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센서 청결 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측 자료의 질에 한 향을 미친다. 수 에 설치된 센서  음  해

류계 (ADCP, ADP)는 음 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  생물체의 향을 게 받는 편이나 

수시 교체가 용이하지 않고 새만  해역과 같이 부착생물의 활동이 활발한 해역에서는 장

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부착생물에 의한 센서 오손 문제를 해결하기 해 어선이 하부에 

사용하는 생물부착방지페인트를 2007년 6월 에 측부이의 수 센서 부 에 도포하 다. 

페인트로 인한 자료의 질 하를 방지하기 해 계류용 CTD 등 센서 주변부는 도포하지 

않았다. 그림 2-1-3은 새만  해양 측부이의 회수 당시의 모습과 부착생물 제거 후 센서 

주  (ADCP, CTD 등)에 부착방지 페인트를 도포한 후의 사진이다.

수질센서와 물성센서는 해수와 직  하여 sensing하기 때문에 해양생물로 인한 센서 

오손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해양 측부이에 설치한 수질센서 (YSI6600)의 경우 여름철에 

1달 이상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양질의 자료를 얻기 해서는 센서의 상태를 정

기 으로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청소  교체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수질센서는 을 측정하는 탁도와 클로로필 센서에는 자체에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어 

매 측 에 센서 표면을 닦은 후 측정하지만 와이퍼만로는 센서의 청결한 상태를 장기

간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수질센서에 부착된 기존의 멤 인 타입 용존산소 센서는 여름

철에 심할 경우 2주 이상을 넘기기 힘든 경우도 있다. 수질센서 제작업체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센서의 표면 와이퍼와 함께 체 센서 부 를 주기 으로 솔질하여 

부착생물로 인한 센서 오손을 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센서 (YSI 6600Eds)를 출시하

고 2005년도에 2 를 도입한 바 있으며 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센서에 해서도 단

계 으로 6600Eds 모듈로 업그 이드하 다. 최근에는 을 이용한 용존산소측정 방법이 

개발되어 기존 멤 인 타입을 보완하 고 신형 용존산소 센서를 장착한 신형 센서 (YSI 

6600V2)가 출시되었고 본 연구에 시험 으로 도입하 으나 기존 부이시스템의 자료 송 

시스템과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측부이에는 설치하지 않았고 방조제 내측 하계 모니

터링 조사시 CTD와 함께 기본수질 조사에 이용하 다.

수질센서 유지 리를 해 조달업체를 통해 체계 인 유지 리 교육을 하 고 매 설

치 에 각 센서에 해서 검교정용 표 용액으로 센서의 상태를 검정한 후 장에 설치

하 다. 수질센서는 월 1회 이상 상태를 검하여 부착생물 제거 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

도록 하 다. 주기 으로 교체할 때에는 검교정한 수질센서로 기존 센서와 함께 약 2-3시

간 동안 동시 측한 후 교체하여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센서 드리 트를 보완하 다. 여름

철에는 센서 상태에 따라 교체시기를 단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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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장기간 계류 측 시  다른 문제는 연결 부 의 단 이다. 특히 강철로 

제작된 제품은 부식정도가 심각하여 연결 샤클 등을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하

고 있으나 일부 재질은 부식이 격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완 하지 않다. 계류선을 유

지하기 해서는 샤클 등 연결고리가 매우 요하며 스테인리스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의 경우 부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다 (해양수산부, 2006).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스테인리스 재질 (Sus 316)로 샤클을 제작하여 주요 연결부 에 교체하 다 

(그림 2-1-4). 계류선의 안 한 유지는 장비의 유실을 방지하기 해서도 매우 요하여 향

후 티타늄 등 특수 재질로 제작을 검토 이다.

그림 2-1-3. 새만  해양 측부이의 회수한 모습(왼

쪽)과 부착생물 제거  방오페인트 도포 

후(오른쪽)의 사진 (내측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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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신시 측부이에서 2007년 6월 회수한 스테인리스 

샤클 사진( )과 수가공으로 제작한 신형 샤클(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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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경수역 방조제 내측해역

 (1) 유지 리  운  

방조제 내측 해양 측부이는 2002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노후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 다. 2007년 3월 에 캐니스터에 균열이 가서 해수가 침투하여 자료 송신시스템에 

문제를 발생하 고 CDMA 이블이 심하게 부식되어 면 교체하 다. 한 4월 10일 자

료송신 로그램을 수정 업그 이드 하 고 6월 1일에는 계류용 CTD를 제어하는 SIM 보

드에 이상이 있어 부이를 회수하여 SIM 보드와 신호 이블 (ICC 이블)을 교체한 후 재

설치하 다. 

하반기에 들어서 내측부이 시스템은 수차에 걸처 자료 송신 단이 발생하는 등 자료 

원활한 자료송신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러한 원인은 설치 에서의 CDMA 감도 벨

이 0-4단계로 낮고 변화가 심하여 자료 송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밝 졌고 문제 해결

을 해  안테나 이블 등 반 인 수리를 하 으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이

러한 문제 해결을 해 내측 부이 설치 에서 최신의 자료송신 모듈을 시험하여 한 

송신 모듈로 교체할 계획이다. 

 (2) 측 결과

그림 2-1-5와 2-1-5은 방조제 내측부이의 두층 (수면하 2.5m, 4.5m)에서 측한 층별 해

조류와 장주기해류의 시간변화이다. 방조제 끝막이 이후 방조제 내측의 조류는 에 비해 

1/3 이하로 폭 감소하여 최  50 cm/s이하이며 인 인 배수갑문 조작으로 배수갑문

을 닫았을 때는 흐름이 거의 없는 정체상태를 보인다. 평균해류는 끝막이 에는 반 으

로 신시 개방구간으로부터 내측해역 으로 유입하는 흐름이었으나 끝막이 후에는 남서방향

으로 장주기 해류의 방향이 바 었고 이러한 경향은 2007년에도 지속되었다. 신시와 가력 

배수갑문의 인 인 조작으로 닫힌 상태가 지속되면 조류가 거의 없는 정체상태로 평균

해류는 뚜렷하지 않다. 한 탁도는 조류의 세기에 크게 감소함에 따라 끝막이 공사 이후 

히 낮아졌다.

그림 2-1-7는 방조제 내측 부이 설치 에서 2007년 에 측한 수온, 염분 용존산소 

클로로필의 신간변화이다. 방조제 내측에서 4월 하순경 규모 조가 발생하 다는 지 

어민 보고가 있었는데 조 발생 시기에 내측 부이설치 에서 측한 클로로필 농도는 4

월 순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용존산소 농도는 5 mg/l 이하로 낮아졌다. 한편  

수온은 4월 21일 경에 약 2 ℃ 상승하 으나 조 발생과 련한 수온과 염분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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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방조제 내측 측부이 (기  B)의 두 층 (2.5m, 4.5

m)에서 측한 해조류(유속, 유향)의 시간변화

그림 2-1-6. 방조제 내측 측부이 (기  B)의 두 층 (2.5m, 4.5

m)에서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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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방조제 내측 측부이 (기  B)에서 측한 표층 수온, 염분, 

용존산소, 클로로필의 시간변화

다. 신시배수갑문 외측 해역

 (1) 유지 리  운

신시 배수갑문 외측에 설치한 부이는 2007년 3월 13일 회수하여 메인보드 교체  자

료통합 로그램 업그 이드를 하 고 고 센서를 추가로 장착하 다. 신시부이는 설치 

운   2007년 5월  자료 송신이 단되어 5월 19일 메모리 검  시스템 백업 후 

정상 으로 작동하 다. 

신시 배수갑문 외측부이는 2007년 6월  회수하여 부이 하부  센서 주 의 부착생

물을 제거한 후 방오페인트를 도포하 다. 부이를 회수하여 계류선 연결 샤클을 확인한 결

과 스테인리스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샤클의 볼트 부분에 벌 가 먹은 모양으로 녹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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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신시부이는 2006년도에는 두 번의 계류선 단사고가 있었는데 그  한번은 샤클 

불량으로 인해 계류선이 유실이었다. 사고 방지를 해 스테인리스 (Sus 316) 수제품으로 

특별히 제작한 스테인리스 샤클로 교체하 다. 신시 부이는 2007년 9월에 풍향, 풍속 센서

가 유실되었고 온습도 센서 지지 가 손되어 10월 4일 풍향, 풍속 센서와 기상센서 지지

를 수리하 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던 선박과 충돌에 기인한 것

으로 단된다.

 (2) 측 결과

그림 2-1-8과 2-1-9는 신시부이에서 2007년도에 측한 해‧조류와 장주기해류의 시간변

화이다. 신시 배수갑문 외측에서 끝막이 에는 조기 조류의 최  유속이 약 200 - 250 

cm/s에 달하 으나 끝막이 이후에는 약 50 cm/s로 격히 약화되었고 2007년도의 측결

과도 조기 조류의 유속이 약 50 cm/s 정도를 보인다.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의 평균해

류는 끝막이 에는  층에서 남서향으로 외해로 향하는 흐름이었으나 끝막이 공사 이후

에는 표층은 반 으로 남향 혹은 남서향을 보이나 층은 북동류로 방조제 쪽으로 유입

하는 흐름으로 바 었다. 이러한 흐름은 끝막이 이후 상층과 하층의 흐름의 방향이 반 로 

배수갑문 외측의 유동 환경이 외해수가 층으로 유입하여 상층으로 빠져나가는 2층 흐름 

구조로 바 었음을 말해 다. 방조제 외측 흐름의 변화는 방조제 내측의 층에서 유출된 

내측수가 배수갑문 외측해역의 층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때 특히 요하며 

방조제 외측해역에서 배출수의 이동  확산에 요한 요소이다. 

그림 2-1-10과 2-1-11는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측한 수온, 염분자료와 표층 기

본수질의 시간변화이다. 수온의 경우는 비교  안정된 측치를 보여주나 염분은 불안정한 

피크가 많이 존재한다. 신시배수갑문 외측의 표층 기본수질은 끝막이 이후 조류의 폭 감

소로 탁도가 5 NTU 이하로 낮은 상태를 연  유지하고 있다. 한편 클로로필은 철과 가

을철에 다소 높은 농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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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측한 층별 해･조류 (유속, 

유향)의 시간변화 (수면하 약 5 m - 20 m층, 5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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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신시배수갑문 외측부이에서 측한 장주기 성분 해

류의 시간변화 (수면하 약 2 m - 17 m층, 3m 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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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측한 물리특성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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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에서 표층 기본수질 (수심, 수

온, 염분, 용존산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클로로필)의 

시간변화



- 48 -

라. 변산해수욕장 외측 해역

 (1) 유지 리  운  

변산반도 북쪽의 변산/고사포 해수욕장 외측에 해역에 설치한 부이는 2007년 1월 

에 계류선이 단되어 변산해수욕장 남쪽으로 이동하여 포구 안쪽의 송포리 암반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계류선이 단된 이유는 계류선인 스테인리스 와이어 (Inductive modem) 

이블)의 상단이 날카롭게 잘려 있는 것으로 보아 어망 등에 걸려 강한 힘을 받아 쓸린 것

으로 추정된다. 계류선 단 사고로 계류 CTD의 시그  이블인 ICC 이블이 단되었

고 암반에 부딪치면서 Orbcomm 안테나, YSI 센서 설치 , ADCP 설치 , 풍향 풍속계 거

치  등 외부 돌출부 가 손되었다. 부이 장착 센서들은 다행히 이상이 없어 부이 시스

템을 수리하여 1월 하순에 재설치하 다. 이후 부이는 4월, 5월, 6월 10월  등 수차에 걸

쳐 계류선과 CTD 시그  이블에 손상을 입어 CTD 자료 송신이 단되는 사고가 빈번

히 발생하 고 이블 손상은 주로 폐어망 등에 의해 쓸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한 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착생물에 의한 센서 오손을 이기 해 2007년 6월 부이를 회수하여 센서 청소  

방오페인트를 도포하 다. 음 를 이용하여 층별 해류를 측정하는 ADCP는 음 가 방해

받지 않도록 빔 각도가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는데 변산부이의 경우 평형유지장치 

(gimbal)의 설치 고리가 노후되어 정확하게 고정되지 않아 자료에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었

다. 이에 2007년 9월 고정 고리가 정 치에 치하도록 조정하 고 계류선 연결 샤클도 수

가공으로 제작한 샤클로 교체하 다. 

계류선 유실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이의 치를 추 하기 해 설치한 궤도통신

성 통신모듈은 2007년 9월부터 작동을 지하 다. 원인은 궤도 통신 성의 보드 박스

내부에 다량의 수분이 침투하여 발생한 것으로 10월에 송신모듈 일체를 교체하 고 12월

에는 궤도 통신 성의 이블이 단 되어 교체하 다. 풍향, 풍속 센서는 장기간 사용으

로 자료가 정상 이지 않아 2007년 6월에 교체하 고 온.습도와 일사량 센서 등 기상 측 

센서들은 3월, 8월, 10월에 검 수리하 다. 

 (2) 측 결과

그림 2-1-12와 2-1-13은 변산해수욕장 외측해역에서 측한 해조류와 장주기해류의 시

간변화이다. 변산해수욕장 해역의 조류는 동서 방향 성분이 우세하며 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 에는 조기 조류의 최 유속이 80 - 90 cm/s 으나 끝막이 이후 50 cm/s 정도로 약

해져 이 에 비해 약 40 % 감소하 다. 장주기성분 해류는  층에서 동향류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끝막이 공사 이후 표층에서 평균해류의 유속이 크게 감소한 반면 층에서는 비

슷한 크기를 유지하 다. 조류의 M2와 S2 성분유속은 끝막이 에 비해 약 30 - 40 % 감

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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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측한 층별 해조류(유속, 유향)

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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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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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만경수역 방조제 외측해역

 (1) 유지 리  운  

새만  4호 방조제 외측해역에 2004년에 설치한 소형 측타워는 2005년에 측센서 

 자료 송 시스템을 구비하여 측을 시작하 으나 센서 승강장치의 문제발생, 장비의 

엉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으나 2006년도에 시스템 반에 한 검을 거쳐 

원공 부와 시스템 보드 등을 교체한 이후 정상 으로 운 되기 시작하 다. 측타워의 

시스템은 2007년도에도 정상 으로 운 되었고  2007년 11월에 태양 지 충  보드의 연

결부 가 심하게 부식되어 보드 일체를 교체하 고 자료 수집  송수신 로그램을 업그

이드하 다.

만경수역 방조제 외측 측 타워 (그림 2-1-1의 A)에는 기상센서, 계류용 CTD, 음

해류계가 설치되어 있다. 계류용 CTD 시그  이블의 일부가 피복이 벗겨지는 등 손상

되어 2007년 4월 30일에 수리하 고 계류 CTD의 내장 배터리도 함께 교체하 다. 한 

2007년 10월에는 손상된 풍향, 풍속센서의 로펠러 부분과 일사량 센서를 교체하 다.

해 에 설치한 음  유속계 (ADCP)의 해류 자료가 2007년 12월 4일 송신을 단하

여 12월 19일 설치 장에서 주변해역 수색하 으나 측장비를 발견하지 못하 다. 사고 

원인은 음 해류계 장비를 연결한 armored 이블이 강한 외력에 의해 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설치해역에서 조업 인 인망 어선에 의해 단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측 결과

그림 2-1-14와 2-1-15는 만경수역 방조제 외측해역의 타워에서 측한 해.조류와 장주

기 해류의 시간변화이다. 새만  4호방조제 외측의 조류는 끝막이 공사 에는 동북동-서

남서이었으나 끝막이 후에는 북동북-남서남향으로 바 어 끝막이 공사로 남-북 방향성분의 

조류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장주기성분 해류는 상층에서 반 으로 남향하는 흐름이 

우세하며 그 크기가 약 10 cm/s 이상에 달한다. 평균해류가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강을 통해 유출된 담수가 4호방조제 외측해역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 다. 

층에서의 장주기 평균해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동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림 2-1-16은 외측타워에서 측한 기상자료이며 그림 2-1-17은 수온염분의 시간변화

이다. 바람의 풍속 센서 자료는 8월 순 이후 정상 으로 측정하지 못하 고 10월 풍속센

서의 로펠러 부분을 교체한 후에는 정상 인 자료를 송신하 다. 그림 2-1-13은 측타

워의 3개 층에서 측한 수온과 염분의 시간변화이다. 여름철 수온은 약 28 ℃에 달하며 

표층이 층보다 고온이나 수온의 수직차이는 크지 않다. 염분은 층에서는 변화 폭이 작

은 반면 표층에서는 30 psu 이하의 염수가 출 하며 그 변화가 층에 비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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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 (기  A)에서 측한 층별 

해･조류 (유속, 유향)의 시간변화. 수심은 해류계 (해 면에 

설치)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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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 (기  A)에서 측한 층별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수심은 해류계 (해 면에 설치)로

부터의 거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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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 (기  A)에서 측한 기상자료 

(기압, 풍속, 풍향, 기온, 습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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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 (기  A)에서 측한 3개 층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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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갑문 유출수의 고군산 유입해역 유동

1. 측개요

새만  4호방조제가 2003년 6월에 연결되었고 끝막이 공사가 2006년 4월 21일에 완료

됨에 따라 신시개방구간과 가력개방구간은 완 히 연결되었고 방조제 내측수와 외측 해수

는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을 통해서만 유통이 이루어지는 순환시스템으로 바 었다. 

이 후 방조제 내측수는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을 통해서만 제한 으로 유통하게 되

어 방조제 내부의 조류가 폭 감소하 고 여름철에는 강한 성층이 형성되며 빈번한 조 

발생과 함께 층에서는 빈산소층 형성되는 등 환경변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

산부, 2006). 방조제 내측수는 배수갑문을 통해 외해로 유출되어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에 

향을 다. 고군산군도 해역은 선유도 해수욕장 등 지로 라북도에서 향후 새만  

방조제와 연계하여 종합 단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신시배수갑문은 고군산군도와 

하고 있어 신시배수갑문 유출수는 고군산군도 해역의 해양환경에 직 인 향을  

것으로 상며 2006년도에 측 결과는 여름철 신시도-야미도 사이의 골에서 북상하는 평

균해류가 존재하여 신시배수갑문 유출수가 고군산군도 앙해역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

음을 제시해 주었다.

신시배수갑문 유출수가 고군산군도 해역에 미치는 향 평가를 해 갑문 유출수가 고

군산군도 내부 해역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신시도-무녀도 사이의 골 (35° 48.73‘N, 

126° 26.52'E, 평균수심 약 17 m, 그림 2-1-1의 M2 정 ) 에서 하계와 동계에 해류조사를 

실시하 다. 해류조사는 Anderraa사의 음 유속계 (RDCP)로 해류 측을 실시하 고 하

계와 동계의 장주기 해류의 변화를 악할 수 있도록 15주야 이상 연속 측을 하 다. 

음 해류계 설치는 해 면에 수면방향으로 설치하여  층에서의 흐름을 측할 수 있도

록 하 고 측장비의 유실을 비하고 계류선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해 계류감시부이

를 설치하 다. 장비 설치 모습과 설치 계류도는 그림 2-2-2에 나타내었다.

하계조사를 해 2007년 7월에 음 해류계 설치를 시도하 으나 장에서 측 장비

의 오작동이 확인되어 2007년 8월 3일 - 8월 31일에 하 고 동계조사는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2월 20일에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 다. 층별 해류의 측 수심 간격은 매 1 m

로 하 고 시간 간격은 10분이다. 여름철 조사에는 음  해류계 부가 으로 수압, 기

도도, 용존산소, 탁도 센서를 부착하 고 겨울철에는 기본센서 (수압, 온도)만 설치된 장

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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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배수갑문 유출수의 고군산군도 유입역 해류조사 에 

사용한 음 해류계(RDCP와 계류감시부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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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배수갑문 유출수의 고군산군도 유입역 해류계 계류도

2. 결과

가. 하계

그림 2-2-3은 신시배수갑문 유출수가 고군산군도 해역에 미치는 향 평가를 해 여

름철 (8월) 신시도-무녀도 사이의 골의 해 면에 설치한 음 유속계에 부착한 센서로 얻

은 수심, 염분, 용존산소, 탁도의 시간변화이다. 측해역의 평균수심은 약 17 m이고 수심

변화는 조기에 약 6 m 로 조사해역의 조 변화를 잘 보여 다. 

여름철 유동조사를 해 8월 3일에서 31일까지 음  해류계를 설치하 으나 장비 설

치 후 10여일과 회수 2일 의 자료는 pitch 값이 25도 이상으로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상 인 기  한계를 벗어나 기울어져 있어 해류계의 설치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다 (그림 2-2-4). 음 해류계의 사용 가능한 해류자료는 해류계의 기울기가 20도 이하로 

수평을 유지할 때로 2007년 8월 15-29일의 약 15일 정도이다. 해류계의 비정상 인 상태는 

피치와 롤 그리고 해류계 방향이 함께 변하며 설치 장에서 폐어망과 로  등이 함께 엉

켜있는 것으로 보아 폐어망과 로 가 센서를 감아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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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 (정  M2)의 해 면에서 여름철 (8월)에 해류

계 (RDCP) 부착센서로 측한 수심, 염분, 용존산소,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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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 (정  M2)의 해 면에 설치한 음 해류계 (RDCP)

의 수평기울기 (피치, 롤)와 센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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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는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에서 2007년 8월에 측한 동-서 성분과 남-북 성

분 해.조류 유속분포도이고 해.조류의  벡터도는 그림 2-2-6에 제시하 다. 배수갑문 

유출수는 평균해류에 의한 이류와 확산에 의해 주변해역으로 이동하나 부분 장기 평균

해류에 의해 지배되며 평균해류는  벡터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여름철에는 장주기 

해류가  층에서 북쪽으로 향하며 평균해류의 유속은 표층 (해 면  13m 층)을 제외한 

 층에서 약 5.7 km/day로 비슷하며 표층에서는 약 7 km/day로 다소 빠르게 나타났다. 

평균해류의 유향은 표층에서는 북쪽이며 층에서는 북동쪽으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바 는 수직 흐름 구조를 보인다. 측 결과는 여름철에는 평균해류의 방향이 북

쪽으로 향하여 신시배수갑문 유출수가 인 한 고군산군도 내부해역으로 유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의 북상류 유속이 약 5 km/day 이상으로 배수갑문 유출

수가 1일 이내에 고군산군도 내부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나. 동계

그림 2-2-7은 2007년 12월 - 2008년 2월에 신시배수갑문 유출수의 고군산군도 유입역 

설치한 음 유속계에 부착한 수압, 수온 센서로 얻은 수심과 염분의 시간변화이다. 평균

수심은 약 17 m로 수심 변화는 하계 측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해 면 수온은 2007

년 12월 설치시 약 8.5 ℃에서 수일 - 십 여일 주기의 변동을 보이면서 차 낮아져 2008

년 2월에는 3 ℃ 이하에 달한다. 

그림 2-2-8은 겨울철 음  해류계의 설치 상태 (기울기, 해류계 방향)이다. 하계 측

에서 발생한 폐어망과 로 의 향을 피하기 해 설치 의 경사면에 아크릴 을 부착하

다. 약 2개월 동안의 계류기간동안 해류계의 경사도는 5도 이하로 수평유지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 다. 반면 해류계의 방향은 설치당시 180도 (남쪽)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시계

방향으로 방향이 바 었는데 외력에 의해 몇 차례에 걸쳐 설치 임 자체가 회 한 것

으로 단된다. 

그림 2-2-9와 그림 2-2-10은 겨울철에 측한 동-서 성분과 남-북 성분 해.조류 유속분

포도와 해.조류의  벡터도이다. 신시도-무녀도 사이의 골에서 2개월간에 걸쳐 조사한

겨울의 평균해류는 표층을 제외한  층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흐름으로 2006년도 겨울철

의 남향류와는 다르다. 측기간 동안 평균해류의 크기는 2.5 km/day로 여름철에 비해 반 

정도로 약한 흐름을 보인다. 층별 평균해류의 유향은 수심이 깊어지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환되어 여름철과는 반 의 수직 흐름 구조이다. 우리나라 서해 연안의 흐름은 계 풍의 

향으로 여름철에는 북상하고 겨울철에는 남하하는 흐름의 계  변화를 갖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방조제 내측수가 여름철에 조가 발생하고 강한 성층이 형성되고 층

에는 빈산소층이 형성되는 등 내측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여름철 나쁜 수질의 배수갑문 

유출수가 고군산군도 내부로의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군산군도 해역은 선유도 

해수욕장 등 지로 라북도에서 향후 새만  방조제와 연계하여 종합 단지로 육성

할 계획으로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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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 (정  M2)에서 여름철(2007년 8월)에 측한 남-북 

성분과 동-서 성분 해류의 유속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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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 (정  M2)에서 여름철(2007년 8월)에 측한 층별 

유속의 벡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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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 (정  M2)의 해 면에서 겨울철 (2007년 12

월 - 2008년 2우러)에 해류계 (RDCP) 부착센서로 측한 수심과 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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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 (정  M2)의 해 면에 설치한 음 해류계 (R

DCP)의 수평기울기 (피치, 롤)와 센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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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 (정  M2)에서 겨울철(2007년 12월-2008년 2월)에 

측한 남-북 성분과 동-서 성분 해류의 유속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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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신시-무녀도 사이의 골 (정  M2)에서 여름철(2007년 12월-2008년 2월)에 

측한 층별 유속의 벡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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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여름철 방조제 내측 수질 모니터링

1. 측 개요

방조제 끝막이 공사로 새만  내측수와 외해수의 교환이 차단되어 조류의 유속이 폭 

감소하여 여름철 새만  내측에는 성층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으로 바 었다. 2006년 측

결과는 여름철 만경강 하구역과 내측 앙해역에서 강한 성층과 산소층이 형성되고 있

음을 보여 다.  여름철 강한 성층과 빈산소층의 형성은 수질을 악화시켜 방조제 내측 환

경뿐만 아니라 갑문 유출수에 의한 방조제 외측의 해양환경에도 커다란 향을 주어 수질

환경 모니터링에 있어 요하다. 

빈산소층의 형성과정을 알기 해서는 장기간 센서를 장에 설치하여 층 용존산소

의 연속 측이 필요하다. 기존의 멤 인 타입의 용존산소 센서는 멤 인의 오손이 쉽

게 일어나 장기간 측이 어려웠으나 최근 을 이용한 용존산소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장

기간 측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새만  내측해역의 층 용존산소 측정을 해 2006년

도에 사용하 던 천해용 해류계 (RCM9-LW)에  측정 용존산소 센서 (Optode DO 센서)

를 부착하여 만경수역 유로에서 여름철에 층 용존산소를 측하 다.

가. 빈산소층 모니터링 계류시스템

방조제 내측의 빈산소층 모니터링을 해 2006년도에 사용한 계류감시부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보완하여 장 측을 실시하 다 (해양수산부, 2007). 기존의 계류 시스템은 계류

선 안 을 한 계류감시부이와 측 장비가 원하는 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

류선 조  장치 등으로 구성하 으나 해 면 근처의 층 용존산소 측정을 해 층 센

서는 십자 고정 임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 계류감시부이는 측 에 부이의 치 등 

계류선 정보를 궤도 통신 성 (Orbcomm)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하여 계류선의 유실 등 

장비 이동시 즉각 인 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계류감시부이 계류선에 한 내용은 

2005, 2006년도 보고서 (해양수산부, 2006, 2007)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다.

장비의 계류선은 계류감시부이, Swivel, RCM9-LW (수면 하 약 1.2 m), 수 부이 (직

경36 cm x 5), 침추 (300 kg), 앵커 (18 kg), P.P 로  (18 mm, 120 m, 바닥에 치), 

RCM9-LW (십자 고정 임, 해 면  약 0.5 m)로 구성하 다 (그림 2-3-1).

측은 RCM9-LW 센서 2 를 이용하여 표층과 층 2개 층에서 하는 것으로 구성하

고 측수심 유지를 해 기존에 사용한 계류선 가변조 장치를 제거하고 층 센서는 

해 면 가까이에 치하도록 10자 고정 임을 제작 사용하 다. 

새만  방조제 내측의 성층 형성과 층 용존산소 모니터링을 해 2007년 6월 1일 산

동갯벌 남쪽 만경강 하구 수로 (35° 53.27‘N, 126-35.94'E)에 용존산소 센서 (Optode DO 

센서)가 장착된 RCM9-LW 2 를 설치하 다. 설치 지 의 평균수심은 약 12 m이다. 센서

는 매월 와 순경에 교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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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방조제 내측 빈산소층 모니터링 계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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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수질 측

여름철 수직 성층과 기본수질의 수직구조를 알기 해 만경강 하구에서 신시배수갑문 

(2호방조제)에 이르는 측선의 11개 정 에서 CTD 조사를 실시하 다. 측정 은 2006

년도의 조사정 과 같으며 조사는 빈산소층 모니터링 센서 교체시에 실시하 다. 측 의 

치는 그림 2-4-2에 제시하 고, 측부이 설치 정 을 포함하여 표 2-4-2에 나타내었다. 

측은 기본수질센서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탁도, 클로로필)가 장착된 Idronaut 320 

CTD로 하 다. 

그림 2-3-2. 새만  방조제 내측 기본수질 정기 측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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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경도 (WGS 84) 도 (WGS 84)

비고

도 분 도 분

0 126 36.186 35 52.686

2 126 40.200 35 52.500

4 126 31.932 35 53.130

7 126 29.832 35 49.164

102 126 32.460 35 48.960

201 126 37.902 35 52.140

202 126 34.098 35 53.328

203 126 32.106 35 54.498

204 126 30.792 35 51.690

304 126 31.390 35 52.967

306 126 30.995 35 45.318

A 126 26.901 35 47.874  타워 측 .

B 126 32.92 35 53.659  내측부이 측 .

C 126 26.98 35 50.01  신시부이 측 .

D 126 30.01 35 47.48  변산부이 측 .

표 2-3-1. 새만  방조제 내측 기본수질 측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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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가. 여름철 만경수역 빈산소층 감시

여름철 만경수역의 수직성층과 빈산소층 감시를 해 학 용존산소 센서 (Optode)를 

부착한 RCM9LW 센서를 표층과 층에 설치하 으나 표층에 설치한 센서는 부착생물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정상 인 센서 유지 리가 불가능하 다. 그림 2-3-3은 설치 후 15

일 후에 표층과 층에서 회수한 센서의 사진이다. 부착생물로 인해 표층센서는 장 설치 

후 1주일 이내에 측 자료가 격히 떨어지는 등 오염이 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료의 질이 확보되지 않아 층에서 측한 자료를 제시하 다. 

그림 2-3-4는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의 층에서 측한 센서수심, 수온, 염분, 탁도, 용

존산소의 시간변화이다. 표층센서의 수온은 부착생물에 의한 자료오염 정도가 낮아 표층수

온 자료를 붉은색 선으로 함께 도시하 다. 측기간은 6월 부터 12월까지로 약 2주 

간격으로 센서를 교체하 고 7월 순 - 8월 에는 용존산소 센서 고장으로 자료가 락

되었다. 층센서의 설치 수심은 약 11.5m를 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7월 22일, 10월 이

후의 수심은 차 으로 감소 혹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인 으로 배수갑문을 조작하

고 있음을 보여 다. 이 시기에는 체로 수 가 높아지면 염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외해수의 유입에 따라 염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름철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의 층에서 용존산소는 5 mg/l 이하의 낮은 농도가 자

주 나타나며 특히 8월 하순에서 10월 에는 농도층이 1주일 이상 장기간 지속 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6월 말, 8월 , 10월 에는 용존산소 농도가 2 mg/l 이하인 빈산소

층이 측되었고 빈산소층은 약 2-5일 정도 유지된다. 빈산소층이 형성되는 시기에 탁도는 

10 NTU 이하로 매우 낮다. 빈산소층은 수 가 높아지면서 사라지는데 인 인 갑문조작

으로 외해수가 유입하면서 층 용존산소 농도가 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층 수온은 7-8월에는 층에 비해 약 2-7 ℃ 높지만 10월 이후에는 층의 수온이 표층보

다 높은 수온역 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3-3. 새만  방조제 내측 (정  M1)에서 설치 15일 후 회수한 

장비 사진 (왼쪽: 표층, 오른쪽: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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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방조제 내측 (그림2-1-1의 M1 정 )의 층에서 측한 센서수

심, 수온, 염분, 탁도와 용존산소의 시간변화 (2007년 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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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경수역 기본수질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의 기본수질은 빈산소층 모니터링 센서 교체시기에 부가 수질센

서가 장착된 Idronaut CTD로 조사하 고 7월 순과 10월 순에 측한 만경수역 측

선의 기본수질자료를 제시하 다. 그림 2-3-5와 그림 2-3-6은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에서 

2007년 7월 4일과 10월 6일 측한 기본수질 항목의 단면도이다. 

만경강으로부터 다량의 담수가 유입한 2007년 7월 에는 만경강 입구에 해당하는 정

 2의 표층에 15 psu 이하의 염수가 존재하여 염분에 의한 강한 수직 성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층의 용존산소는 4 mg/l 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인다. 

10월 에는 만경수역의  정 의 5 m 이하의 층에서 5 mg/l 이하의 산소 농도 

분포를 보이며 특히 정  304, 203, 307, M1 등 새만 호 북쪽수역에서는 2 mg/l 이하의 

빈산소층이 넓은 범 에서 형성되었다. 빈산소층 형성 모니터링빈산소층은  11월 순에도 

같은 치에서 발생하 다. 새만 호의 북쪽해역에서 형성되는 매우 낮은 용존산소 농도를 

갖는 빈산소층의 탁도는 2 FTU 이하로 낮은 값을 보이며 빈산소층이 일어나는 층의 해수

는 맑은 물임을 시사해 다. 이러한 경향은 빈산소층 모니터링 측결과와도 일치힌다.

빈산소층 장기 모니터링을 해 센서를 계류한 정  M1의 경우 수심 5-7 m의 층에

서 용존산소 농도가 최 값을 보여 향후 이러한 분포를 고려하여 센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 다.

한편, 방조제 내측의 북쪽 만경강 하구역에서는 짙은 갈색을 띄는 규모 조가 빈번

히 발생하 다. 그림 2-3-7은 만경강 하구역 정  201 부근에서 2007년 10월 23일 조사시 

조가 나타나는 해역과 인 한 보통의 해수를 촬 한 사진이다. 조가 발생한 해역의 수

색은 짙은 커피색을 띄고 있으며 발생 범 는 수백 m에서 수 km의 패치 형태로 존재한

다. 조가 발생한 해역의 해수를 채취하여 부유생태 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Prorocentrum minimum 이라는 조 생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세포수가 1.68억 cells/l 

(엽록소 685 ug/l) 다.



- 75 -

그림 2-3-5.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에서 2007년 7월 4일 측한 수온, 염분, 도,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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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에서 2007년 10월 6일 측한 수온, 염분, 도, 

용존산소,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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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방조제 내측 북쪽 정  201 부근에서  발생한 조

발생해역 ( )과 인 한 조 미발생 해역 (아래) 사

진 (200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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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해상 측탑 제작  설치

1. 해상 측탑 설치 치 선정

가. 해상 측탑 설치 검토

새만  해상 측탑 설치를 해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에서 2005년도에 신시 개방구간 

외측해역에서 정  수심조사와 두 곳의 시추 조사를 실시하여 해상 측탑 설치 을 신시

배수갑문 외측해역의 후보지를 정하고 신시해상 측탑 제작  설치를 한 실시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2006).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은 수심은 깊고 퇴 층 두께가 

얇아 해상 측탑 구조물 안 성 확보를 해서는 암반굴착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막 한 

설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실시설계 결과 신시해상 측탑 제작  설치 비용으

로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고 측탑의 최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폭 축소할 경우에도 약 30억 원 이상의 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상 측탑 

제작  설치비용 감을 해 측탑의 최소기능을 유지하는 규모로 폭 축소하고 고비

용이 소요되는 암반 굴착을 하지 않고 항타 설치가 가능한 최 의 측탑 설치지 을 조

사 검토하 다. 

그림 2-4-1은 고군산군도 남측의 새만  1,2호 방조제 외측 해역도이다. 신시와 가력 

배수갑문 외측에서 측정한 정  수심 분포와 새만  신항만 건설 실시설계 해역을 함께 

표시하 다. 신시도와 인 한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은 끝막이  해수유통이 이루어졌던 

개방구간이 인 하여 수심이 깊고 퇴 층 두께가 얇은 가력배수갑문 외측은 수심이 약 8 

m 로 비교  천해이다. 한 신시배수갑문 외측은 새만  신항만 건설 실시설계 해역과 

인 하여 고정구조물 설치를 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천부지층 탐사

해상 측탑 설치비용을 이기 해서는 퇴 층이 충분히 두꺼워 항타 시공에 의한 

측탑 설치를 할 경우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측탑 설치 치선정을 해 

2007년 4월 7일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에서 천부지층탐사를 수행하 다. 

조사항목은 측탑 설치 후보지 해역의 수심과 퇴 층 두께로 SPARKER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측탑 설치 후보지는 배수갑문 면 해역에 가까운 지 으로 갑문유출수를 

효과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해역으로 정하 다. 그림 2-4-2는 신시와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의 천부지층탐사 측선을 나타낸다. 조사를 해 신시배수갑문 외측은 2005년, 

2006년 2회에 걸쳐 정  수심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2005년도에 실시한 지반조사 정  

B1, B2를 통과하는 측선 두 개와 외해쪽 측선 1개로 모두 방조제와 평행인 방향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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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측선을 정하 다.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은 방조제와 평행인 4개의 측선과 배수

갑문에서 수직인 측선 1로 모두 5개의 측선으로 하 다. 

그림 2-4-1. 새만  1,2호 방조제 외측 해역도. 신시와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의 측수심분포

와 방조제 외측의 새만  신항만 건설 실시설계 해역을 함께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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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신시,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 천부지층탐사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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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과 그림 2-4-4는 신시배수갑문와 가력배수갑문 외측의 측선에서 조사한 천

부지층탐사 결과이다. 녹색과 붉은선은 각각 해 면과 기반암 치를 표시한다. 신시배수

갑문 외측은 끝막이  신시개방구간이었던 방조제 외측해역의 수심이 최  50m 이상으

로 깊은 골을 형성하고 있으며 골에서 개방구간역의 빠른 조류로 퇴 층 세굴되어 퇴 층 

두께가 10 m 이하로 얇다. 2005년도에 수행한 신시 해상 측탑 실시설계 해역인 정  B1 

주변의 수심은 약 25 m, 퇴 층은 약 10m 두께를 보인다. 깊은 수심의 골 남쪽으로 갈수

록 퇴 층의 두께가 커져 최  30 m 이상에 달하며 골 북쪽의 신시도 연안은 약 15 m이

었다.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의 수심은 갑문 유출수로 인해 기본 수 면 기  약 8 m 의 골

이 형성되어 있고 골에서의 퇴 층 두께는 약 15-20m 이다. 퇴 층 깊이는 조사선 c와 o

의 교차 에 해당하는 북  35° 43.2‘, 동경 126° 30.9’ 근처에서 최  19m 이상에 달한다. 

다. 새만  해상 측탑 설치 치 선정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의 깊은 골 북쪽에는 퇴 층 두께가 얇아 측탑 구조물 안 성 

확보를 한 암반굴착이 필요하여 많은 산이 소요된다. 그림 2-4-5와 그림 2-4-6은 신시

배수갑문 외측과 가력배수갑문 외측에서 조사한 수심과 퇴 층 두께 분포도이다. 신시개방

구간 외측의 골 남쪽 에는 수심 10-15m이고 퇴 층 두께는 20 m 이상이어서 항타에 의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나 새만  신항만 건설 실시설계 해역과 첩되어 고

정 구조물을 설치하기 해서는 향후 신항만 건설 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력배수갑

문 외측해역은 기본수 면 기  수심이 약 8 m이고 퇴 층 두께는 최  약 20 m 로 별도

의 암반 굴착 없이 구조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어 측탑 설치 최  후보지로 선

정하 다. 

새만  해상 측탑의 설치 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명칭: 새만  가력해상 측탑 

- 치: 가력배수갑문 외측 약 1.5 km 지  (35° 43.2‘, 동경 126° 30.9’)

- 수심: 기본수 면 기  약 8m (평균 수심 약 11m)

- 퇴 층 두께: 약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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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 천부지층탐사 결과 ( 측선 A-C). 녹색 실선은 해

면을 붉은색은 기반암의 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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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 천부지층탐사 결과 ( 측선 A-D,O). 녹색 실선은 

해 면을 붉은색은 기반암의 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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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신시배수갑문 외측해역에서 측한 수심(  그림)과 퇴 층 두께

(아래). 퇴 층 두께는 해 면에서 기반암 깊이까지의 두께를 의

미하며 단 는 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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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에서 측한 수심(  그림)과 

퇴 층 두께(아래). 퇴 층 두께는 해 면에서 기반

암 깊이까지의 두께를 의미하며 단 는 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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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력해상 측탑 설치공사 진행

가. 개요

◦ 새만  해상 측탑 설치공사 입찰공고

  - 해상 측탑 구성  설계조건 검토: 최소한의 측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폭 축소

  - 입찰 참가업체가 실시설계 (원가계산 포함)에서 제작, 시공까지 시행하는 일 입찰

방식 채택, 업체에 제안서 제출 요청

  - 가력해상 측탑 제작  설치공사 입찰공고: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2007년 5월 4

일)

◦ 선정기

  - 입찰 참가자격: 해상구조물 시공실 이 있는 토목공사업 는 수 공사업 면허 업

체로 공동수  (분담이행방식) 가능

  - 설계 심의 결과 해양구조물 안정성, 공사 시공능력, 공사 시공방법, 측탑의 기능

에 한 평가 결과 최고 수를 획득하고, 공사 정 액 내에서 새만  해상 측

탑 설계, 제작  시공할 수 있는 업체 

◦ 평가항목

  - 구조물 안정성 (구조, 지반, 운송해석 등): 30

  - 구조물 시공성 (시공방법, 난이도, 시공능력 등): 20

  - 측탑 기능성 (구조물 형태, 기/기계  측장비 설치): 30

  - 기타 (유지 리 편리성, 미  등): 10

  - 공사비 합성 (경제성): 10

◦ 해상 측탑 제안서 평가회 개최  시공사 선정 

  - 일시  장소: 2007년 5월 29일, 한국해양연구원

  - 3개 업체 입찰 참가: 유진건설(주), (주)에코션, 우리해양(주)

  - 총 8인의 평가 원 구성: 외부 문 원 4인 (학계 2, 산업계2), 내부 4인

  - 평가결과 시공사 제1 의업체로 유진건설(주) 선정

  - 평가사유: 기반암 굴착에 의한 설치를 제안하여 높은 안 성 확보한 것으로 평가

◦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공사 발주

  - 유진건설에서 제안한 해상 측탑 설계서 두 차례 평가자문회의를 거쳐 보완 실시

설계서 작성 (2007년 6-7월)

  - 해상 측탑 제작  설치공사 계약 체결: 2007년 7월 18일

  - 구조물 제작  설치분야: 유진건설(주),  기분야: (주)맥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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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업체 부도  조치

◦ 해상 측탑 제작 진행사항 의  장 방문: 2007년 8월 24일

  - 측탑 구조물 자재구입 황  측탑 구조물 제작, 설치 일정 보고

  - 유진건설에서 제작 인 뢰등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 리단 발주) 제작

장 방문, 측탑 

◦ 시공사 부도

  - 공사 진행  2007년 9월 30일 유진건설(주)측 시설 운  자 난으로 도산

  - 채권압류 액: 315,496,865원 (‘07. 9. 20 해양연구원 통보 액)

  - 부도사유: 해상 구조물 공사  악기상으로 공사 장비가 손되어 선박 수리비 등 

자체 운 자 을 확보하지 못함

  - 표자 동향: 부도 당시 운 자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

고 있었고 새만  해상 측탑 공사와 련하여 향후 처리에 극 조 요청

◦ 주 계약 업체 공사 포기  계약 해지

  - 공사포기 각서 요청  수 (2007년 10월 1일)  계약해지 (2007년 10월 2일)

  - 문건설공제조합 (유진건설 보증보험 가입)에 선수  청구 (2007년 10월 10일)

  - 공사 계약  선  반환을 한 장실사 실시 (2007년 10월 18일, 새만  장)

  - 선   이자 액 액 환수조치 (2008년 1월 11일)

다. 시공업체 재선정

◦ 새만  해상 측탑 설치공사 입찰 재공고 

  - 재입찰 공고: 기 분야를 제외한 측탑 구조물 제작  설치분야

◦ 해상 측탑 제안서 평가회 개최  시공사 선정 

  - 일시  장소: 2007년 12월 27일, 한국해양연구원

  - 2개 업체 입찰 참가: 석정건설(주)+(주)에코션, 우리해양(주)

  - 평가 원 구성: 외부 문 원 3인 (학계 2, 산업계1), 내부 4인

  - 평가결과 기반암까지 항타 방식을 제안한 석정건설(주)를 1순  상업체로 선정

◦ 해상 측탑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 발주

  - 1순  상업체인 석정건설(주)에서 말뚝을 포함하는 지반해석 검토를 재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자문 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추후 서면평가 시 측탑 구조물의 변   안 성 등을 검토하여 시공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평가 정  평가

  - 해상 측탑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 계약: 석정건설(주) ((주)에코션과 공동수

)

  - 측탑 구조물 구조계산  실시설계서는 제 5 에 수록하 음

◦ 해상 측탑 기시설 설치: (주)맥스컴과 이  조건으로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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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새만  가력해상 측탑 실시설계

1.  개요

가. 배경  목

21세기를 맞이하여 해양시 를 앞두고 있는 시 에서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과 해양

환경 보존  해양 기상 측에 한 기술의 확보는 매우 요한 사항으로 두되고 있으

며, 이를 해서는 해양자원  환경에 련된 정보를 상시 측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 

되어야만 한다. 일반 으로 해양 환경은 매우 다양하여 그 측이 쉽지가 않고 특히 해양

장에 구조물을 설치할 목 으로 제 조건들의 설정을 한 자료 입수는 하나의 큰 과제

이며 공간 으로 수십km에서 수백km, 시간 으로도 길게는 수십년 정도까지의 상에 

한 내용이 축 되지 않거나 기술되지 않으면 주요한 변동을 악할 수 없다. 이를 해서 

해양의 많은 지 에서 다량의 측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나, 여기에는 막 한 산과 인력

이 소요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해양수치모델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로 넓은 범 의 해양

에 한 간 인 정보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해양 선진국에서는 최소한의 핵심지 에서 

효과 인 실시간 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새만  해상 측탑는 새만

 방조제에 의한 새만  해역의 환경변화를 찰할 수 있는 요한 치를 가지는 새만

 해상 측탑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무 인 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새만  해상 측탑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요하며, 한편 서해

안 지방의 기상 보, 해양 보, 어장 보 등에 요한 치를 가지는 새만  지역에 해

상 측탑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해 해양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해양 환경 조건의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

조의 합성 검토와 구조  안 성이 확보되도록 실시설계를 수행하 다.

나. 측탑 설치 치

본 새만  해상 측탑은 라북도 부안군 새만  가력배수갑문 외측 해역의 북  35도 

43.2분, 동경 126도 30.9분 (WGS84 기 )에 설치할 정이다 (그림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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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새만  해상 측탑 설치 치

다. 설계 범

° 설치 치에 한 새만  해상 측탑의 형식  규모 검토

° 랑, 바람, 조   조류, 지진, 부식방지 등 제반 설계조건의 분석  검토

° 해양 구조물의 안 성 확보를 한 구조해석 수행 제시

° 구조 실시설계도면 작성

° 구조물의 실시설계 계산서

 - 정역학  안정성 해석

 - 지진 해석

라. 설계 주요내용

 (1) 기  환경 정보

기상자료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 로 실시설계를 수행하 음.

설치 수심 : DL(-) 7.0m

암반 치 : DL(-) 2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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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굴 깊이 : 4.5m(실트층 쇄굴)

조 :     약최고고조 (Approx. H.H.W) - DL(+) 5.892m

평 균 조  (M.S.L) - DL(+) 2.946m

약최 조 (Approx. L.L.W) - DL(+) 0.000m

Storm Surge :      0.6m

풍속 : 평시운  조건 - 14.7m/s ( 1년 빈도 1분 평균)

극한 조건     - 35.3m/s (30년 빈도 1분 평균)

랑 : 평시운  조건 - Hmax: 8.39m, Tmax: 9.10sec(1년 빈도)

극한 조건    - Hmax:11.18m, Tmax:10.70sec(30년 빈도)

조류 : 1.60m/s (계측된 Data 최 값 용)

지진가속도 : 붕괴방지수 - 0.154G

기능수행수 - 0.063G

해양수서생물 : 10cm (DL(+)2.00m〜 Mudline)  

(2) 기본계획검토  구조물 설계기

(가) 기본계획 검토

새만  해역에 설치될 해상 측탑의 구조형식은 수심 7.0m에 설치되는 4개의  Leg로 

지지되는 자켓(Jacket) 형태의 구조물이다. 상부구조물은 해상 측을 한 측장비들이 배

열된 Roof Deck[DL(+)18.00], 실험실  기공 실을 한 Main Deck [DL(+)14.50]와 간

이 실험실과 실험 공간을 한 Sub Deck[DL(+)12.00]로 구성된다.

새만  해상 측탑은 정사각형 자켓 구조물이므로 이에 한 일반 인 특성은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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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비교 정사각형 구조

외 형식 검토
4개의 기둥이 지지하는 정사각형 Deck 에 Building 

Module과 각종 측정장비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형태

경제성
삼각형 구조에 비해 다소 공사비가 증가되나 추후 

확장성이 용이하다

미

성

형상미 일반 이다

조화 보통

명료성 사각형으로 우수하다

세장비 보통

규칙성 좋다

결론 보통

사용성 보통

시공성 좋다

표 2-5-1. 정사각형 자켓 구조물의 특성

(나) 구조물 설계기

◦ 항만  어항 설계기 서 (해양수산부)

◦ 콘크리트 표 시방서(건설교통부)

◦ API RP 2A-WSD Recommended Practice for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ng Fixed Offshore Platforms

◦ API RP 2L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Heliports for Fixed Offshore Platforms

◦ AISC(ASD)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of Buildings

◦ API Spec 2B     Specification for the Fabrication of Structural 

Steel Pipe

◦ API Spec 2H         Specification for Carbon Manganese Steel

    Pipe for Offshore Platform Tubular Joints

◦ API Spec 5L          Specification for Line Pipe

◦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

◦ ASCE 7-93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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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Application of Materials Specified in

Civil/Structural Specification

◦ UBC(1997) Uniform Building Code

(3) 구조물 실시설계

(가) 새만  해상 측탑의 정 안 성 해석

일(Pile)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3차원 인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특히, 자켓과 일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하여 SACS program의 PSI(Pile-Structural Interaction) 모듈을 

사용하 다.

정  안 성(Inplace)해석은 가동상태의 하 조건(운 조건, Operating Condition)과, 

극한하 조건(30-Year Storm Condition)에 하여 각각 수행하 으며, 환경하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AISC 와 API-RP-2A에 따라 부재를 설계하 다.

(나) 새만  해상 측탑의 지진 해석

새만  해상 측탑에 한 내진 설계는 등가정 해석법을 용하 으며, 내진성능 기

은 기능수행 수 으로 평가하여 부재를 설계하 다

마. 결론

새만  지역의 해실시간으로 해양기상, 랑, 흐름  해수특성을 실시간으로 측 제

공할 수 있는 새만  해상 측탑의 실시설계를 실시하 다. 세부 인 단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새만  해상 측탑의 외 형식을 선정하 다. 새만  해상 측탑으로 이용될 구

조물의 형식은 4개의 Leg인 자켓 구조물로서 외 의 미려함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다. 상부 구조물은 3층 구조  Sub Deck, Main Deck, 

Roof Deck으로 구성되어있다.

둘째, 새만  해상 측탑의 운 공 설비는 3층 Roof Deck에 태양  지 과 권양기, 

2층 Main Deck에 발 기, 기공 시설  건축구조물, 1층 Sub Deck에 간이 실험실이 

설치된다. 

셋째, 새만  해상 측탑은 측정운 자가 상주하지 않는 비거주의 개념으로 설계한다.

넷째, 원시스템은 주 원으로 태양  발 장치, 비 원은 디젤발 기를 사용하

다.



- 93 -

2. 구조물 설계기

가. 치  용시방서

(1) 개요

라북도 군산~부안간 새만  방조재 외측해역 세워지는 Jacket 형태의 해상 측탑 수

명은 30년으로 하 다.

측탑의 하부구조는 설계 기 면(Datum Level)을 기 으로 최  수심 약 7.0m인 지

에 설치되는 고정식 강구조물형식이며, 상부구조는 측 장비  기타 보조 장비 설치를 

하여 Sub Deck, Main Deck,Roof Deck로 구성되었다.

해양구조물 설계기 서에서는 해양구조물의 상세설계를 한 환경하 과 설계하 , 하

조합과 재료특성 등에 한 기 을 확정하 고, 설계기 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련 시방서  규격서에 한다.

 (2) 설치 치

라북도 부안군 새만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에 설치될 정이며, 설치 치의 좌표

와 수심은 다음과 같다. 

◦ 좌표  :  북  35도43.2분, 동경 126도30.9분

◦ 수심  :   7.0미터 (약최 조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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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AT ROW
SCALE = 1 : 150

6,000 6,000

A B& ELEVATION AT ROW
SCALE = 1 : 150

1 &

그림 2-5-2. 구조물 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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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조건

해양구조물은 가장 불리한 환경하  조합에 안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연환경하

의 계산은 열악한 해양환경조건에 해 SACS(Structural Analysis Computer System)

로그램의 SEASTATE 모듈(Module)을 이용한다. SACS 로그램은 범용 해양 구조해석 

문 로그램으로써 미국의 EDI(Engineering Dynamics, Inc.)社에서 개발하 으며 세계 으

로 리 사용되고 있다. 

 (1) 조 (Tidal Level)

새만  해역의 설계조 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 로 실시설계를 수행

한다.

새만  해상 측탑 설계에 사용되는 설계조 는 조시 천문조와 태풍시 기 상조

(Storm Surge)의 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부터 Boat Landing의 높이와 Splash Zone, 

Marin Growth 용 최  치, 천단고 등을 결정해야 한다.

표 2-5-2. 새만  해역의 조

구 분
조 

용설계

약최고고조 (Approx. H.H.W) (+) 5.892m

평균조 (M.S.L) (+) 2.946m

약최 조 (Approx. L.L.W) (±) 0.000m

Storm Surge 0.6m

 (2) 바람(Wind)

바람은 일정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공기입자의 흐름으로 그 흐름의 간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 풍압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풍은 해양구조물의 상부구조에 해서는 직 하

으로 작용하며, 하부구조 (Column)에 해서는 Overturning Moment를 발생시킨다. 설계

풍속은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에서 측정된 풍속 통계자료나 Storm의 상풍속 분포도를 통

하여 결정된다. 

설계풍속은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에서 측정된 풍속 통계자료나 태풍시 상풍속 분포

도를 통하여 결정되는데 이때 재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양구조물에 한 재 기간은 

30년을 취하 다. 설계풍속은 측자료에 의하여 극한조건 (Extreme Condition)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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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m/sec, 평시운 조건 (Operating Condition) 일 때 14.7m/sec를 용한다. 

표 2-5-3. 새만  해역의 풍속

설계조건 지속시간 설계풍속

평시 운  조건 정역학

안정성 해석

1분 14.7m/s

극한 조건 1분 35.3m/s

(가) 풍력 (Wind Force)

풍력(Wind Force)은 API RP 2A에 따라 형상계수, 높이에 따른 풍력의 변화 등을 고

려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풍력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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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상계수 (Shape Coefficient)

• 일반부재 (H-Beam) : 1.5

• 건물의 측면(Side of Building) : 1.5

• 원통 단면(Cylindrical Section) : 0.5

• 랫폼의 모든 투 면(Overall Projected Area of Platform) : 1.0

(3) 랑(Wave)

설계 고는 재 기간 1년이 평시운  조건인 경우와 재 기간 30년인 극한조건시인 경

우에 하여 산정한다.

설계 고  주기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 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표 2-5-4. 랑의 설계 고  주기

운 조건 재  기간
용 설계

(Hmax, Tmax)

평시운 조건
고(m) 1년 5.76m

주기(sec) 1년 9.10sec

극한조건
고(m) 30년 8.838m

주기(m) 30년 10.7sec

(가) Wave Kinematic Factor

설계에 사용될 Wave Kinematic Factor는 API RP 2A 에 따라 새만  지역과 같은  

태풍빈도, 태풍 력을 감안하여 0.85를 사용한다.

(나) 설계  이론 선정

물 입자의 운동방정식은 경계조건과 기조건 하에서 계산하여 속도 포텐셜(Potential)

을 구하게 된다. 이 에서 자유표면 경계조건이 비선형인 계로 여러 근사해가 가능해지

고 따라서 여러 랑이론이 개발되었다. 아래에 여러 가지 랑이론에 해서 간단히 기술

하 다.

① Airy 

V 고가 장이나 수심보다 훨씬 작다는 가정 하에 자유표면 경계조건을 선형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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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항까지만 해를 구한 것이다. Airy 는 물 입자의 운동이 폐쇄궤도를 형성하여 질량수

송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입자 가속도에 있어서 고차이론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inertia force가 지배 인 콘크리트나 형구조물에 작용하는 력을 구하는데 편리하다. 

② Stoke  

비선형 경계조건의 고차 항까지 고려하여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이 더 뾰

족하고 곡이 상 으로 평평해 실제 해양 에 더 가까운 형을 얻을 수 있다.  물입

자의 운동이 개방궤도를 따르기 때문에 약간의 질량수송이 발생한다. Stoke 는 입자속도

를 더 잘 표 하기 때문에 drag force가 지배 인 철구조물 설계에 많이 쓰인다.

③ Stream Function 

Airy 나 strems 와는 달리 속도 potential 함수를 풀지 않고 stream function으로 

계산하게 된다. stream line을 가로지르는 흐름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유표면과 같은 

stream line을 따라 stream function은 일정해진다. 이것을 컴퓨터로 근사해를 구하면 넓은 

범 에 걸쳐 비선형 항들을 잘 표 하는 효과  형을 얻을 수 있다.

④ Cnoidal  

천해에서는 Airy 나  strems 와 같은 심해 가 부정확해진다. 왜냐하면 수심의 

향이 커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Cnoidal 는 strems 에 부가하여 수심의 

효과를 근사 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수심에 한 고비(H/d)가 어느 한계이상으로 작

아지면 Stokes 가 된다. 

⑤ Solitary  

Cnoidal 가 천해의 한계까지 근하면 Solitary 가 된다. 이 때 형은 형 체가 

표 해수면 로 올라오고, 곡은 완 히 평평해져 장과 주기가 무한 인 하나의 이동

하는 형처럼 된다. Solitary 는 쓰나미와 같은 형 , 천해에서의 쇄  등에 합하다. 

⑥ 쇄

쇄  발생의 가능성을 악하기 하여 API-RP-2A를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설계 고 

8.838m, 주기 10.7 , 깊이(수심(7.0m)+최 조 (5.892m)+StormSurge(0.6m)) 13.492m에서 

쇄 가 발생하지 않는다.

⑦ 한 랑이론의 선택 

본 해양구조물은 API-RP-2A에서 추천한 그림 2-5-3을 이용한 결과 Stream 9차 랑이

론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단된다.

.         X축  →  
012.0

7.1081.9
492.13: 22 =
×appgT

d
   or   

0166.0
1.981.9

492.13: 22 =
×appg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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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  →  
00787.0

7.1081.9
838.8: 22 =
×appgT

H
   or   

010.0
1.981.9

838.8: 22 =
×appgT

H

그림 2-5-3. Regions of applicability of stream function, stokes 5 and linear wa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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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류 (Current)

조류는 수선하 부재에 하 을 달하므로 고정식 구조물 설계시에 요한 요소이다. 

설계 고  주기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 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설계 

조류속을 수심에 따라 일정하게 1.6m/s를 운 상태 조건(Operating Condition)과 폭풍시 

조건 (Storm Condition)에 용하 다.

표 2-5-5. 설계 조류속

수심(m)
설계 조류속(m/sec)

Operating Condition Storm Condition

0 ~ 8.0 1.6 1.6

(5) 항력계수와 성계수

항력계수와 성계수, Cd와 Cm은 부드러운 표면(Smooth ; DL.(+)0.0m이상)에 해서

는 0.65와 1.6이며, 거친 표면(Rough ; DL.(+)0.0m이하)에 해서는 1.05와 1.2를 용한다.

표 2-5-6. 항력계수와 성계수

강  표면

Cd(항력계수) Cm( 성계수)

IN-PLACE FATIGUE IN-PLACE FATIGUE

부드러운 표면 0.65 0.5 1.6 2.0

거친 표면 1.05 0.8 1.2 2.0

(6)  해수 침범 지역

본 상수역의 해수 침범지역의 산정은 『 극조  아래로 유의 고의 35%에 해당하

는 높이』로부터 『고극조  로 유의 고의 65%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까지의 범 에 

하여 산정해야 한다.

고에 의해 해수의 침범을 받는 구조물 외부의 구역으로 해수 침범지역의 설정은 구

조 해석 시 두께감소 효과를 용하고, 한 도장 사양 결정의 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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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본자료

Hs100 = 8.838m (30년 주기 Significant Wave Height 

해양연구원의 설계 고임) 

Rh = 4.06m (비말  지역 상 고, 0.46Hs100)

U1 = 5.892m (천문조 최고한계, HAT)

U2 = 2.436m (60% of Rh)

U3 = 0.00m (구조물이 아래로 움직이는 거리)

L1 = 0.00m (천문조 최 고 한계, LAT)

L2 = 1.64m (40% of Rh)

L3 = 0.00m (구조물이 로 움직이는 거리)

비말  지역 최고한계(USZ : upper Splash zone)

  - USZ : U1+U2+U3 = 5.892 + 2.436 + 0.00 = 8.328m (평균해수면으로부터)

비말  지역 최 한계(LSZ : Lower Splash zone) 

  - LSZ : L1-L2-L3 = 0.00 – 1.64 - 0.00 = -1.64m (평균해수면으로부터)

본 상 수역의 비말 는 여유값을 고려하여 DL (-)2.0~(+) 8.5m를 용한다.

(7) 해양 수서 생물(Marine Growth)

Marine growth란 해양구조물이 물에 잠겨있는 표면에 여러 생물개체들이 축 되는 것

을 말하며 구조물에 해 다음과 같은 향을 끼친다.

- Surface Roughness를 늘려 Drag Force가 커진다. 

- Project Area와 Volume, Added Mass를 증가시킨다. 

- Protective Coating을 괴하고 Crevice Corrosion을 일으켜 부식을 진시킨다.

- Inspection과 Maintenance를 방해한다.

따라서 력과 조력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구조부재에 부착된 해양 수서 생물의 향을 

고려하기 해 해 면 (Sea Bed)에서 수면에 걸쳐서 강  부재의 바깥지름과 일반 구조용 

강재의 최 치수를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부착생물의 도는 1,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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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해양 미생물

Item
From Elevation

(m)

To Elevation

(m)

Marine Growth

Thickness (cm)

Marine Growth

Profile
(-) 1.50 Mudline 10.0

다. 일반 인 설계조건

(1) 단  체계

각종 도서와 도면에 MKS 는 CGS단 를 사용한다.

(2)  재료 특성

강재재료는 <표 2.7>의 강구조 재료기 과 일치하여야 하며, H-형강은 ASTM A36, 

KSD3515 제1종(SWS 400)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한 볼트

는 ASTM A36, KSD 3503 SS 400을 사용한다.

(가) 강구조 재료 기

모든 강구조 재료는 표 2-5-8의 기 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표 2-5-8. Structural Material Properties

구    분
ASTM or API Standards

Mild Steel

Deck Plate, Beams, Angles, Channels, 
Tees, and Misc. shapes cut form plate

ASTM A36

SWS 400

Deck Columns
ASTM A36

API 5L Gr.B

Mill Manufactured Pipes ASTM A53 Gr. B

Piles & Skirt Pile Sleeves ASTM A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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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 용 강재강도 기

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강재의 강도는 표 2-5-9에 제시된 강재재료를 만족하여야 한

다.

표 2-5-9. Structural Material Strength

Group Steel Specification

Minimum Yield Point/St
rength

Tensile Range

Ksi Mpa Ksi Mpa

Ⅰ ASTM A36 36 250 58~80 400~550

(다) 용  용기

1)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아크 용 )

2) KSD 7024(서 머어지드 아아크 용 용 와이어)

3) KSD 7020( 합  고장력강용 피복 아아크 용 )

4) KSD 7029(티그용 용 텅스텐 극 )

(3) 설계 수 면 (Datum Level)

조 는 설계수 면(Datum Level)인 약최 조 (Approx. L.L.W)를 기 으로 한다.

(4) 수심  천단고 산정

- 수심은 설계 수 면(Datum Line, DL.) 기 으로 7.0m이다.

- 천단고 산정을 한 수심 

  설계수 면 7.0m + 최 조  5.892m = 12.892m

- 천단고 산정

  천단고는 구조물로부터 100.0m 떨어진 해상에서 1m 간격으로 고 8.838m가 진행

할 때 9차 흐름함수를 용하여 최고 정을 산정하고, 여유고 1.5m를 고려하여 표 2-5-10

과와 같이 14.5m로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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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0. 천단고 산정

설계수심 고 장 속 정 여유고

(m)

천단고

비 고

(m) (m) (m) (m/s) (m) (m)

12.892 8.838 149.84 12.219 20.07 1.50
15.0

(D.L기 )

20.07 -7+1.5

= 14.57 => 14.5m

- Crest Water Depth 해석결과

1) WAVE THEORY -------------- Stream Function 9

2) WAVE HEIGHT --------------  8.838 m

3) WATER DEPTH -------------- 12.892 m

4) WAVE PERIOD --------------- 10.7sec

5) WAVE LENGTH --------------- 149.84 m

6) Angle from X toward Y ----------- 0°

7) MUDLINE ELEVATION ----------- -7.0 m

8) WAVE CELERITY -------------- 12.219 m/sec

9) MAX. NO. SEG/MEMBER ---------- 4

10) MIN. NO. SEG/MEMBER ----------4

11) CREST POSITION DETERMINED BY MAXIMUM MOMENT

12) STARTING CREST POSITION ------- 100.0 m

13) NO. STEPS ------------------ 98

14) STEP SIZE ------------------ 1.00 m

15) CREST WATER DEPTH -----------20.07 m

16) TROUGH WATER DEPTH ----------11.2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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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유 사하

제작오차 (Mill Tolerance)와 용 물질  하 의 Contingency등을 고려하여 여유하

(Weight Allowance)을 해석 시에 용하여야한다. 이 여유하 은 구조물의 사하 에 추가

된다.

(5) 형상도 조건(Geometrical Constraints)

30년Return Period Storm Wave의 최  정과 구조물의 최 하단 갑  (Deck)과는 최

소한 1.5m의 여유고 (Air Gap)를 두어야한다.

라. 설계하

구조물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 은 사하  (dead load), 부력하  (buoyancy force), 기

기류 하  (equipment load), 활하  (live load)  환경하  (environmental load)인 

wind, wave & current load, 지진하  (seismic load), 안하  (berthing load)등이 있다.

(1) 사하  (Dead Load)

구조해석용으로 모델링 한 요소의 자 은 로그램에 의하여 자동되며, 쟈켓의 부속물

들의 자 은 모델 된 쟈켓구조물에 추가하 다. 

(2) 부력하  (Buoyancy Load)

물에 잠겨있는 모든 부재는 부력을 받게 되는데, 부력의 계산도 구조해석 로그램

(SACS)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며, 이 때 해수의 도는 10.1kn/m3이다.

(3) 기기류 하  (Equipment Load)

기기류 하 은 각종 Support  부속물의 하 을 포함되며, 기계조건에 따라 설치시 

하 , 작동시 하 , Test시 하 으로 구분되나 새만  해상 측탑은 장비 Test시 하 이 증

가가 무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Test시 하 은 고려하지 않는다.

(4)  활하  (Live Load)

상부구조 바닥에 작용되는 활하 은 기계  배 이 놓이는 곳과 Loading/ 

Unloading 지역, 그 이 (Grating)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 2-5-11과 같이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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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1. 활하

항목  장소
활하 (kn/m2)

체 인 설계

로세스/기기 모듈의 바닥 12.5

Loading/Unloading 지역 10.0

마. 구조물 구조 설계

(1)  정 안정성해석(Inplace Analysis)

정 안정성해석이란 해양구조물이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 상태에서 Operating 

Condition  Extreme Condition에서 해양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SACS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둥 부재 뿐만 아니라 상부구조 등이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정역학  안 성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치수 결정

  - 천단고 검토 

  - 비말 (Splash Zone)검토

  - 부재 결정

○ 구조물 형상도 작성(Structural Modelling)

  - 기본설계로 결정된 형상도  부재의 크기를 컴퓨터 로그램의 입력 자료로 사용

한다.

○ 환경하  계산

  - 력, 풍력, 조류력

  - Jacket 부분의 부력

  - 상부구조하

  - 하 조합 

  - 선박의 안 하

○ 기해석



- 107 -

  - 로그램의 Plotting 기능을 이용하여 체  Geometry의 Coding Error를 검토한

다.

  - Coding Error를 완 히 수정한 뒤 일반하   해양환경 하 을 구하는 모듈 (SE

ASTATE)을 이용하여 해 지반 (Mudline)에서의 수직하 , 수평하 , 그리고 도 

모멘트를 구한다.

○ 기설계에 한 검토

- 기해석을 수행하여 기 부분의 크기와 안 성을 검토한다.

○ 간설계

- 모든 하 조건을 해석

- 각 부재의 응력 계산

- 각 부재의 Unity Check 수행

○ 기둥 부재는 별도로 Wave  Current에 의한 Vortex  Slamming을 검토 

하여야한다.

○ 최종설계 : 설계가 만족스러운 단계가 될 때까지 앞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가) 정 안정해석을 한 하 조건

새만  해상 측탑 체 모델에서 Inplace 해석이 수행되며 이때 다음의 하 조합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Stormy Condition과 Pile Uplift Condition에 해서는 AMOD 카드를 사용하여 구조

부재의 허용응력을 33% 증가 시키다.

하 조합 No.1 : Dry Load

하 조합 No.2 : Operating Condition

 --> 구조물의 사하  + 부속물 사하  + 활하  + 방향별 Oper. 환경하

하 조합 No.3 : Stormy Condition

 --> 구조물의 사하  + 부속물 사하  + 활하  + 방향별 Stormy 환경하

(나) 정 안정해석에 고려사항

1) 환경하 은 어도 4방향에 해서는 고려해야한다. 

2) 해석을 한 해수의 깊이는 측조 + 기 상조 + 수심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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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기 지진구역계수 험도 계수 용가속도    용

기능수행수

0.11g
0.57 0.063 부재 검토

붕괴방지수 1.40 0.154

3) 하 조합 No.3(Stormy Condition)는 구조부재의 허용응력을 33% 증가 하여 설계한

다.

(2)  동  해석 (Dynamic Analysis)

(가) 지진해석(Earthquake Analysis)

1) 일반사항

지진하 은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면의 수평방향  수직방향 운동 특히 수평 가속도에 

의해 발생된다. 기 와 일체로 연결된 고정식 구조물인 경우 지면의 운동은 구조물에 성

력을 일으키며, 그 값은 어느 순간의 지면 가속도와 구조물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고정식 해양 구조물과 같은 수  구조물에 설계지진과 설계 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매

우 작으므로 설계지진은 해석 시 랑의 작용을 무시한다.

주 의 유체에 한 구조물의 상  속도가 충분히 작아서 유체를 Incompressible, 

In-viscid, Irrational하다고 가정하여 유동의 성력 향을 부가질량(Added Mass)으로 포

함하고, 성력의 향은 감쇠계수를 히 증가시켜 나타내어진 구조물이 기 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석한다.

새만  해상 측탑에 한 내진 설계는 등가정 해석법을 용한다. 내진성능 기 을 

기능수행수 과 붕괴방지수 으로 평가하나 본 실시설계에서는 기능수행 수 으로 평가하

으며, 기능수행수 이란 이 지역의 지진 가속도 계수에 항만설계기 에 해당하는 0.57배

를 사용한 것이며, 붕괴방지 수 은 1.40배를 용한 것이다. 따라서 용된 지진 가속도는 

다음 표 2-5-12와 같다.

표 2-5-12. 하 조합계수

2) 등가정 해석법

등가정 해석법이란 지진하 을 등가의 정 하 으로 환산하여 정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지진력  변 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지진력을 시설물의 심에 작용시

킨다.

--> 설계지진력 = 자  × 용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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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목구조 실시설계

가. 해상 측탑 정  안정성 해석

(1) 일반사항

(가) 개요

이 계산서는 라북도 군산~부안간 새만  가력배수갑문 외측해역으로 북  35도 43.2

분, 동경 126도 30.9분 (WGS84 기 )에 세워지는 자켓 형태의 해상 측탑에 한 정역학

 안정성해석 (Static Inplace Analysis)이며, 덱크  자켓 구조에 해서 다루었다.

일 (Pile)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3차원 인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특히, 자켓과 

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해서 SACS program의 PSI (Pile-Structural Interaction) 모듈

을 사용하 다.

정역학  안정성 (In-Place)해석은 가동상태의 하 조건 (운 조건, Operating 

Condition)과 극한하 조건 (30-year Storm Condition)에 하여 각각 수행하 으며, 환경

하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악의 상태에서도 각 부재가 허용응력 비 실제응력이 

크지 않도록 설계하 다. 이에 한 응력검토는 AISC 와 API-RP-2A에 따라 부재를 설계

하 다.

(나) 시방서  규격

항만  어항설계기 서 (해양수산부)

고정식 해양구조물 기  (한국선 회)

AISC-ASD  Manual of Steel Construction

API RP2A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Fixed Offshore Platforms(WSD), 

20th edition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

API RP2L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Helicopters for Fixed Offshore Pl

atforms

API Spec 2H Carbon Manganese Steel Plate for Offshore Platform Tubular Joints

ASCE 7-98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 and Structures

ASTM  Application of Materials Specified in Civil/Structural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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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at Landing 치 결정

Boat Landing의 치와 형상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1) 랑과 조류의 방향

2) 권양기 치

3) Solar Panel 치

4) 상해역의 조

5) 안선박의 크기

6) 측장비의 치

새만  해상 측탑은 새만  방조재에 의한 해양상태의 변화를 측하기 하여 측

장비의 치가 주로 동쪽에 치하며 Solar Panel는 남쪽을 향하도로 해야 하므로 보트랜

딩 (Boat Landing)의 치는 서쪽으로 결정하 다.

보트랜딩 (Boat Landing)의 높이는 새만  해역의 조 와 안선박의 높이, 고를 고

려하여 Access Platform을 결정한다.

본 해석에서는 보트랜딩의 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사용하 고 보트랜딩의 치

는 그림 2-5-4에 나타내었다.

* DL(+)4.83 Access Platform 

* DL(+)6.13 Acces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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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6,000

그림 2-5-4. 보트랜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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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쟈켓구조물 구조해석 모델

(1)  쟈켓구조물 형상

쟈켓구조물의 구조해석은 해양구조물 구조해석 용 로그램인 SACS (Structural 

Analysis Computer System)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주요 설계 기 으로는 API-RP-2A (해

양 구조물 설계기 )에 따라 수행하 다.

쟈켓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는 데크상에 작용하는 각종 하 에 한 운  시  폭풍시,

지진시의 조건에 해 검토 수행하 다.

모든 구조부재는 강도 재료 (항복강도 SS400 = 235 MPa = 23.5 kN/cm2)를 사용하

다. 기타 쟈켓  데크의 부속물들은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재 하 으로 

용하 다.

본 쟈켓구조물의 형태는 쟈켓구조물의 수심(DL(-) 7.00m)에 맞추어 쟈켓 Leg를 DL(-) 

28.0m까지 연장하 다. 횡방향의 구조  안정성  사용성을 확보하기 하여 쟈켓 구조

물에 수평 이싱을 추가하 다.

쟈켓구조물의 설치된 상태의 일반도  상세도는 그림 2-5-5와 2-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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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AT ROW
SCALE = 1 : 150

6,000

A B&

그림 2-5-5. 해상 측탑 구조물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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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LEVATION AT ROW
SCALE = 1 : 150

1 2&

그림 2-5-6. 해상 측탑 구조물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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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로그램 (SACS Program)

미국의 EDI (Engineering Dynamics, Inc.)사가 해양 구조물 해석용으로 개발한 SACS  

(Structural Analysis Computer System) 로그램은  세계 으로 사용되고 있는 범용 해

양 구조해석 문 소 트웨어다.

SACS는 총 32개의 독립 이면서 상호 호환성 있는 모듈 (Module)로 구성되며, 모듈 

상호간에 인터페이스 (Interface)를 지원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 (Single Data Base)로 운

된다.

SACS는 모델링 (Modeling) 기능의 처리 모듈그룹 (Pre-processor Module Group)과 

해석 (Solution)기능을 가진 해석모듈그룹 (Solution Module Group), 후처리 모듈그룹 

(Post-processor Module Group) 그리고 환경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라미터 모듈그룹 

(Parameter Module Group)등 크게 4개의 모듈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BS, DNV, 

AISC, API-RP-2A, BS5950, Danish code 등 모든 설계표 코드 (Code)를 쉽게 선택하여 

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본 계산서는 AISC 규격에 맞추어 부재응력을 설계하 다

이 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구조데이터는 기하학 모델 (Geometry), 부재의 치수

(Member Dimensions), 재료의 특성 (Material Properties), 환경조건 (Environmental 

Conditions)등을 입력하는 일의 형태로 처리가 되며, 해석 로그램을 통해 변 와 

부재의 내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해석 일과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추가 으로 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모델, 변 , 형태, 하 , 검토된 정보들

에 한 출력이 용이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해석에는 아래의 Sub module이 이용되었다.

◦ SEASTATE : 바람, 조류, 자 , 부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하 들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SACS IV : 형 인 정역학  구조해석 모듈로서 상부구조물 (데크)을 비롯한  육

상 구조물 등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다. 한 이 모듈에는 그래픽 

Modeler인 PRECEDE, Solver인 SACS IV, Post-Processor인 POSTVUE가 LDF (Large 

Deflection) 모듈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본 시스템은 자동 모델생성 (Automatic Model 

Generation)기능, Beam/Finite Element Solving 기능, Steel Code Check and Redesign 기

능, Large Deflection 해석기능, Full Output File Reporting 과 Plotting 기능을 지원한다.

◦ POST : SACS IV의 서 로그램으로 부재의 Code  구성요소의 검사와 이를 통

한 재설계 등에 사용되고, 부재의 응력 등을 계산한 후 허용응력과 비교한 값을 그래픽으

로 처리하여 다.

◦ PSI : Pile-Structural Interaction, 하나 이상의 정  하 조건에서 구조물을 지지하

는 일의 거동을 해석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은 일의 한정된 변  (P-Delta 향)와 지

반의 수평 비선형 거동과 수직 비선형 거동 등으로 해석하는데 특히 지반은 비탄성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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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일은 선형 탄성모델로 셋 하여 해석한다. 본 모듈의 기해석으로 

일의 축하 을 얻을 수 있고 내부의 축하 을 이용하여 측방향력을 계산하게 된다. 일반

으로 지반은 축방향 하 , 측방향 하  모두 비 선형거동을 한다.

(3)  컴퓨터 해석 모델 (Structural Geometry)

쟈켓구조물은 과 부재의 강결된 구조물로서 SACS 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구

조해석을 실시하 다. Deck 구조물은 원 설계의 Deck 설계에 의하여 구조해석  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구조해석 모델에서는 Deck 구조물의 강성을 고려하기 하여 Steel 

임  Plate를 모델 하 으며, 모델 된 Deck의 자 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Deck 지지

에 작용하 으로 용하 다.

SACS 로그램에서는 구조모델은 "MEMBER" 와 "JOINT" 카드를 이용하여 모델 되어

지며, "MEMBER" 부재는 "GRUP"과 "SECT" 를 이용하여 부재의 단면계수, 부재의 재질 

 유효길이계수 등이 입력되어진다. SACS 로그램을 용하여 형상화한 Geometry 모델

형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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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해상 측탑 구조물 형상-1

그림 2-5-8. 해상 측탑 구조물 형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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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해상 측탑 구조물 projected vi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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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0. Joint number of plan D.L.(+) 18.00m (roof deck)

그림 2-5-11. Joint number of plan D.L.(+) 14.50m (main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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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2. Joint number of plan D.L.(+) 12.00m (sub deck)

그림 2-5-13. Beam arrangement D.L.(+) 18.00m (roof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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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4. Beam arrangement D.L.(+) 14.50m (main deck)

그림 2-5-15. Beam arrangement D.L.(+) 12.00m (sub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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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6. Plate arrangement D.L.(+) 18.00m (roof deck)

          그림 2-5-17. Plate arrangement D.L.(+) 14.50m (main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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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8. Plate arrangement D.L.(+) 12.00m (sub deck)

(4)  쟈켓구조물 재료 특성

쟈켓구조물에 용된 강재재료는 다음의 ASTM or API의 강구조 재료기 에 부합하

여야 하며, 모든 구조부재는 강도 재료 (항복강도 SS400 = 235 MPa = 23.5 kN/cm2)를 사

용하 다. Deck 구조물의 H형강은 ASTM A36 는 KSD3515 제1종 (SS400) 는 이와 동

등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한, 부식  침식으로 인한 강 (Steel)의 손실을 

고려하여 2.0mm의 부식을 고려하여 용하 다. 

◦ Unit weight :              sω = 78.5 kN/m3

◦ Minimum yield strength : fy = 235 MPa 

◦ Modulus of elasticity : Es = 205,000,000 kN/m2

Material 
Strength, σy 

[
2/mmN ]

Design Strength, 

σy [
2/mmN ] for 

analysis

Modulus of 
Elasticity, 

[
2/mmkN ]

Shear Modulus 

[
2/mmkN ]

Remark

235 235 205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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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D Section I.D Jacket LEG 일(PILE ) `비고

LG1 PL1 N/A 800x22t Below Seabed

LG2 JL1 216.3x15.0t 800x22t
DL(-)7.00 ~

DL(+)7.00

LG3 JL1 406.4x12.8t 800x22t
DL(+)7.00 ~

DL(+)9.50

LG4 JC1 H350x175x7x11 800x18t
DL(+)9.50 ~

DL(+)12.00

LG5
JL1 H400x200x8x13 800x18t

DL(+)12.00 ~DL
(+)14.50

JC1 H350x175x7x11 800x18t

LG6

JL1 H400x200x8x13 800x18t
DL(+)14.50 ~DL

(+)18.00
JC1 H350x175x7x11 800x18t

(5)  쟈켓 Leg 복합 단면의 모델

쟈켓 구조물의 Leg는 다음과 같이 Jacket leg와 그 안에 삽입되는 Pile의 한 개단면으

로 모델 되었다. 

호 안의 값은 구조해석을 하여 부식두께를 제외하고 용된 값이다.

(6)  유효 길이 계수 (K-VALUES)

API-RP-2A 에 규정한 Jacket 구조물의 유효길이계수는 다음과 같다.

Jacket Leg :1.0 

Diagonal Brace & Horizontal Frame :1.0 

Joint Length of K-brace   :0.8

Longer Segment Length Of X-brace :0.8 

구조모델에서는 부재의 지지   modeled joint를 반 하여 용된 유효길이 계수 같

이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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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9. Section–A 
유효길이 계수 – Ky

그림 2-5-20. Section-A 

유효길이 계수 – Kz



- 126 -

그림 2-5-21. Section–B 
유효길이 계수 – Ky

그림 2-5-22. Section-B 

유효길이 계수 – Kz



- 127 -

그림 2-5-23. Section–1 
유효길이 계수 – Ky

그림 2-5-24. Section-1 

유효길이 계수 – 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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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5. Section–2 
유효길이 계수 – Ky

그림 2-5-26. Section-2 

유효길이 계수 – 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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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7. D.L.(+) 18.00 유효길이 계수 - Kz

           

그림 2-5-28. D.L.(+) 18.00 유효길이 계수 -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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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9. D.L.(+) 14.50 유효길이 계수 - Kz

             

그림 2-5-30. D.L.(+) 14.50 유효길이 계수 -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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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1. D.L.(+) 12.00 유효길이 계수 – Kz

그림 2-5-32. D.L.(+) 12.00 유효길이 계수 –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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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Soil analysis for TOWER STRUCTURE

PSIOPT +ZMN           SM                999        PTPF                    7.850

PLTRQ SD   PR

*

PLGRUP

PLGRUP PIL          80.00  2.00 20.50 8.00  23.50   20.90                  0.498

*

PILE

PILE    47 901 PIL                                                  BH1

PILE    49 902 PIL                                                  BH1

PILE    51 903 PIL                                                  BH1

PILE    53 904 PIL                                                  BH1

*

SOIL

*

SOIL AXIAL   HEAD  7                    BH1

SOIL API AXL SLOC   0.00  2.20 CLAY 0.001        0.70

SOIL API AXL SLOC   2.20  6.05 SAND        0.19  0.90  15.0

SOIL API AXL SLOC   6.05 14.30 CLAY 0.005        0.80

SOIL API AXL SLOC  14.30 18.10 SAND        0.72  1.00  28.0

SOIL API AXL SLOC  18.10 19.95 SAND        1.20  1.00  35.0

SOIL API AXL SLOC  19.95 20.40 ROCK 0.0130.06E6  1.20

SOIL API AXL SLOC  20.40       ROCK 0.0190.12E6  1.30

SOIL LATERAL HEAD  7         80.0       BH1

SOIL API LAT SLOC CLAY    0.00  2.20                0.70

SOIL API LAT SLOC SAND    2.20  6.05                0.90

SOIL API LAT SLOC CLAY    6.05 14.30                0.80

SOIL API LAT SLOC SAND   14.30 18.10                1.00

SOIL API LAT SLOC SAND   18.10 19.95                1.00

SOIL API LAT SLOC GRAVSB 19.95 20.40                1.20

SOIL API LAT SLOC GRAVSB 20.40                      1.30

END

(7) Boundary Condition

구조물의 거동은 암반에 입된 말뚝의 거동에 기 하여 하게 모델되어져 해석되

어야 한다. 본 설계에서는 PSI 로그램을 용하 다. 

PSI (Pile and Structure Interaction)모델을 용한 지지사용성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Input with PSI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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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S Release 5.2                                         mapes                                              ID=99990000

                                                                                  DATE 30-APR-2008  TIME 14:38:26   PST PAGE   289

          ***************** MAXIMUM JOINT DEFLECTION REPORT *****************

 LOAD     *** X-DIRECTION ***     *** Y-DIRECTION ***     *** Z-DIRECTION ***

 CASE     JOINT    DEFLECTION     JOINT    DEFLECTION     JOINT    DEFLECTION

                      CM                      CM                      CM     

 1001        98       -0.2075         7       -0.0193       382       -2.3434

 1002       103        3.6946       102        1.3519       382       -2.3320

 1003        30        2.3684        12        2.6513       382       -2.3342

 1004        30        0.7853        12        3.5103       382       -2.3375

 1005        98       -0.2840        12        3.6406       382       -2.3396

 1006       126        1.2890        62        0.2933       382       -2.3422

 1007        61        4.3518        12        1.6297       382       -2.3308

 1008        61        3.0513        12        2.9507       382       -2.3329

 1009       126        1.8599        12        3.8097       382       -2.3362

 1010       126        1.2976        12        3.9400       382       -2.3384

 1011        98        3.2621       588        1.2368       382       -0.9425

 1012        61        1.9327        12        2.5354       382       -0.9447

 1013        61        0.3503        12        3.3943       382       -0.9480

 1014        97       -0.6779        12        3.5247       382       -0.9501

 1015        97        3.6159       588        0.9171       382       -0.9417

 1016         8        2.2614        12        2.1963       382       -0.9438

 1017        61        0.6762        12        3.0553       382       -0.9471

 1018        97       -0.3241        12        3.1856       382       -0.9493

<Deflection Output with PSI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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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ed from ““SACS”” user manual>

INTRODUCTION

1.1 OVERVIEW

      PSI, Pile Structure Interaction, analyzes the behavior of a pile supported structure subject to one or more static load 

conditions. Finite deflection of the piles (““P-delta”” effect) and non-linear soil behavior both along and transverse to the 

pile axis are accounted for. The program uses a finite difference solution to solve the pile model which is represented by 

a beam column on a non-linear elastic foundation. The structure resting on the piles is represented as a linear elastic 

model.

     PSI first obtains the pile axial solution, then uses the resulting internal axial forces to obtain the lateral solution of the 

piles. In general, soils exhibit non-linear behavior for influence on the deflection of the structure.

1.2 PROGRAM FEATURES

     PSI is designed to use pile and soil data, specified in an input file, in conjunction with linear structural data produced by 

the SACS IV program. Among the features of PSI are the following:

1. Tubular and H pilecross sections supported.

2. Pile may have varying properties along its length.

3. Soil axial behavior may be represented by adhesion data, non-Iinear T-Z data, or as a linear spring.

4. End bearing effects may be accounted for.

5. Soil lateral behavior represented by non-Iinear P-Y curves.

6. Basic soil properties may be used to generate the soil axial properties in the form of T-Z curves or adhesion data, 
end bearing T-Z data and/or lateral soil properties in the form of P-Y curves, based on API-RP2A 
recommendations.

7. Soil stratification may be modeled.

8. Mudslide condition simulation capabilities.

9. Complete soil property plot capabilities, including P-Y, T-Z and adhesion data.

10. Analysis results plot capabilities, including deflections, rotations, loads, reactions (soil and pile), and unity check 
ratios plotted along the pile length.

11. Creates up to two equivalent linearized foundation super-elements to be used by dynamic analyses in lieu of pile 
stubs.

12. Implementation of API RP2A 20 Edition soil adhesion, T-Z and P-Y data generation based on basic soil properties.

13. Creates foundation solution file containing pile stresses to be used for fatigue analysis.

14. Allows the user to designate load cases to be used for pile capacity and code check calculations.

- PSI Boundary Condition

쟈켓구조물의 안정성  사용성을 검토하기 하여 SACS program의 PSI모듈을 용

하 으며, 참조로 SACS 로그램의 PSI 용을 한 상세 Manual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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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조건 하  종류  치 규 격 무게(ton) 비 고

장비사하

태양 발 기 Roof Deck 6.64mx2.95m 1.2Ton

권 양기 Roof Deck 2Ton 0.5Ton 운 시4Ton

Oil Tank Roof Deck 2.6Ton

등명기 Roof Deck 높이:3m 1.0Ton

기상타워 Roof Deck 높이:10m 2.0Ton

발 실 Main Deck 1.8m×0.8m 1.0Ton

배터리룸 Main Deck VGS1200 97kg/Cell 24Cell

측실 Main Deck 1.5t/m²

실험실 Sub Deck 1.0t/m²

(8) 측탑 부속물 (Tower Appurtenances)

입력 데이터에서 구조 해석 부재로 모델되지 않는 측탑 부속물들에 해서는 그것들

에 의한 추가 인 력하 을 입력하고 력 (wave force)을 고려하기 하여 력의 향

을 받는 면 을 입력하 다. 

측탑의 부속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측탑의 부속물들의 자 은 모델 

된 쟈켓구조물에 추가하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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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Case 하  종류  치 규 격 무 게(ton)

활하

기기 모듈 모듈 바닥 1.25t/m²

Loading
권양기부근(Roof Deck)

실험실(Sub Deck)
1.0t/m²

Grating 기타지역 0.5t/m²

Berthing 보트랜딩
6ton( 안방향)

1.8ton( 안직각방향)

다. 쟈켓구조물 설계하

(1) 사하 (Dead Load)

구조해석용으로 모델링한 요소의 자 은 SACS program에 의하여 자동 으로 계산되

며, 측탑 부속물들의 자 은 모델된 쟈켓구조물에 추가하 으로 용하 다. 

(2) 부력하 (Buoyancy Load)

쟈켓 구조물의 물에 잠겨있는 모든 부재는 부력을 받게 되는데, 이 부력의 계산은 

SACS Program에 의하여 자동 으로 계산되며, 쟈켓의 Main Leg는 물이 차있는 상태로 

시공되므로, Flooded조건을 용하여 부력계산이 제외시킨다. 이때 해수의 도는 1.03 

ton/m3로 용하 다. 

모델 되지 않은 Anode, Screen,  Turbine에 한 랑  조류속에 의한 조류력을 

산정을 해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수  면 과 수  부피를 로그램의 AREA카드를 이

용하여 입력하 다. 로그램은 이면 에 하여 산정된 수입자의 속도  가속도를 용

하여 Morison방정식에 의하여 수  항력을 산정한다.

(3) 활하 (Live Load)

기기하  외에 사람과 장비들의 이동에 의한 하 으로서 데크 부재의 국부 설계시 사

용한 각 역별 활하 은 다음과 같다. (원설계 자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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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ondition
고 (m)

랑의 주기

(sec)

바람

(m/sec)

Still Water 
Depth (m)

Operating 
Condition

5.76 9.10 14.7 9.946

Storm

Condition
8.838 10.7 35.3 9.946

(4) 환경하  조건

랑 운동 계수(Wave Kinematics Factor): 0.85

최 조  = + 5.892 m

(5)  풍하  

모델 된 쟈켓구조물에 한 풍하 은 로그램에 의하여 입력된 부재의 단면을 고려하

여 자동으로 생성되고, Deck 의 부속물에 한 쟈켓구조물 안정해석시의 풍하 은 부속

물의 Projected Area를 이용하여 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한다.

풍하 의 작용방향은 랑  조류하 의 방향과 일치하게 용하 다.

(6)  력과 조류력 

설계에 사용하는 랑의 운동특성은 Stokes' 9차 Function을 이용하 다. Storm시 (재

기간 100년)의 설계 는 10.7 의 주기와 8.838m의 고를 용하 으며, OPERATING

시 (재 기간 1년)의 설계 는 9.10 의 주기와 5.76m의 고를 용하 다. 

랑 형상에서 방향의 분산 (Directional Spreading) 혹은 불규칙성을 고려하기 하여 

랑의 운동 계수 (Wave Kinematics Factor)를 이용하며, 그 값은 API RP2A에 따라 0.85

을 용하 다. 

항력(Drag) 계수(CD)와 성력(Inertia) 계수(CI)는 API-RP-2A (Sec.2.3 - Design Loads)

에서 추천한 값을 사용한다. 즉, 부드러운 표면 (Smooth Surface ; EL.(+) 3m이상)에 해

서는 0.65 와 1.6을 사용하며, 거친 표면 (Rough Surface ; EL.(+)3m이하)에 해서는 1.05

와 1.2를 사용한다. 구조물에 미치는 통상 인 력을 산정하기 해서 모리슨 방정식 

(Morrison's Equation)을 이용한다. 

쟈켓구조물의 렛폼에 하여 수평과 직각방향에서 지배 인 최  단력과 각방향

에서 지배 인 최  모멘트력을 산정하기 하여서는 랑을 한 장 이상으로 계속 시뮬

이션 하여야한다. 이를 해, 구조물로부터 100m 이  지 부터 2m 간격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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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t)의 치 (Position)를 달리하며 력을 산정하여, 최 의 단력(Base Shear)과 모멘

트 (Overturning Moment)을 산정하 다. 

모델 된 구조물의 항력  성력은 모델된 단면특성과 입력된 Projected Area를 이용

하여 SACS Program의 Seastate모듈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하 다.

수 에 치하여 큰 력이 작용할 Anode, 수차, 차단막에 한 력  조류력을 고

려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Projected Area와 Displacement를 입력하 다.

그림 2-5-33. 환경하 도 – 운 시, 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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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 환경하 도 – 운 시, 50도

그림 3-5-35. 환경하 도 – 운 시, 7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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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 환경하 도 – 운 시, 90도

그림 3-5-37. 환경하 도 – 이상시, 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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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8. 환경하 도 – 이상시, 50도

그림 3-5-39. 환경하 도 – 이상시, 7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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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환경하 도 – 이상시, 90도

(7) 허용 부식을 고려한 면 의 증가 

쟈켓구조물의 모델에서는 부식 해수침범지역 DL(+)8.50 까지는 2.0mm의 부식을 고려

한 유효단면을 용하 다. 

(8) 해양 수서생물(Marine Growth)의 부착 향 

해양 수서생물이란 해양구조물이 물에 잠겨있는 표면에 여러 생물개체들이 축 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물에 하여 다음과 같은 향을 끼친다.

- Surface Roughness를 늘려 Drag Force가 커진다.

- Project Area와 Volume, Added Mass를 증가시킨다.

- Protective Coating을 괴하고 Crevice Corrosion을 일으켜 부식을 진시킨다.

- Inspection과 Maintenance를 방해한다.

따라서, 력과 조력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쟈켓구조물 부재에 부착된 해양 수서 생물

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해  면에서 수면에 걸쳐서 강 부재의 바깥지름과 일반구조

용 강재의 최 치수를 증가시키며, SACS Program의 Marine Growth Data Form을 이용하

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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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OV

MGROV               5.00   10.00

고려하는 해양 수서 생물의 두께는 DL.(-)2.00m부터 해  DL.(-7.00)m 까지는 10cm를 

고려하 다. 

<Input with Marine Growth>

라. 설계 하  조건

(1) 하  용 방향

쟈켓구조물의 설치 치  지배하는 랑과 조류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랑의 방향은 

네 개방향에 해서 모델화된 구조물에 하여 아래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25˚, 50˚, 75˚, 

90˚ 다섯개 방향에 하여 고려하 으며, 구조물 방향의 칭성을 고려하여 쟈켓구조물은 

칭성을 갖도록 부재설계를 용하 다.

그림 3-5-41. 환경하  재하방향

75˚ Approaching Wav
e 90˚ Approaching Wav

e

50˚ Approaching Wav
e

25˚ Approaching Wa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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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Remarks

Load Case 1 Jacket Self Weight 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계산

Load Case 2 장비 사하 Fz= 177.5KN

Load Case 3 활 하 Fz = 1285.3KN

Load Case 4

Wave Load

(Oper. Condition-25°deg)

Wave height = 5.76 m

Wind = 14.7 m/sec

Current = 1.6 m/sec

Wave, Wind, Current force 

generation by SACS seastate 

Program using input model and 

projected area

Load Case 5

Wave Load

(Oper.  Condition-50°deg)

Wave height = 5.76 m

Wind = 14.7 m/sec

Current = 1.6 m/sec

Wave, Wind, Current force 

generation by SACS seastate 

Program using input model and 

projected area

Load Case 6

Wave Load

(Oper.  Condition-75°deg)

Wave height = 5.76 m

Wind = 14.7 m/sec

Current = 1.6 m/sec

Wave, Wind, Current force 

generation by SACS seastate 

Program using input model and 

projected area

Load Case 7

Wave Load

(Oper.  Condition-90°deg)

Wave height = 5.76 m

Wind = 14.7 m/sec

Current = 1.6 m/sec

Wave, Wind, Current force 

generation by SACS seastate 

Program using input model and 

projected area

(2) 기본 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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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Case 8

Wave Load

(Storm. Condition-25°deg)

Wave height = 8.838 m

Wind = 35.3.0 m/sec

Current = 1.6 m/sec

Wave, Wind, Current force 

generation by SACS seastate 

Program using input model and 

projected area

Load Case 9

Wave Load

(Storm. Condition-50°deg)

Wave height = 8.838 m

Wind = 35.3.0 m/sec

Current = 1.6 m/sec

Wave, Wind, Current force 

generation by SACS seastate 

Program using input model and 

projected area

Load Case 10

Wave Load

(Storm. Condition-75°deg)

Wave height = 8.838 m

Wind = 35.3.0 m/sec

Current = 1.6 m/sec

Wave, Wind, Current force 

generation by SACS seastate 

Program using input model and 

projected area

Load Case 11

Wave Load

(Storm. Condition-90°deg)

Wave height = 8.838 m

Wind = 35.3.0 m/sec

Current = 1.6 m/sec

Wave, Wind, Current force 
generation by SACS seastate 

Program using input model and 
projected area

Load Case 12 Berthing Load
6ton( 안방향)

1.8ton( 안직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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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LC
#

LC#1 LC#2 LC#3 LC#4 LC#5 LC#6 LC#7 LC#12

Self DeadLoad LiveLoad
Envir.Ope

r#1
Envir.Oper

#2
Envir.Oper

#3
Envir.Oper

#4
Berth

1001 1.0 1.0 1.0

1002 1.0 1.0 1.0 1.0

1003 1.0 1.0 1.0 1.0

1004 1.0 1.0 1.0 1.0

1005 1.0 1.0 1.0 1.0

1006 1.0 1.0 1.0 1.0

1007 1.0 1.0 1.0 1.0 1.0

1008 1.0 1.0 1.0 1.0 1.0

1009 1.0 1.0 1.0 1.0 1.0

1010 1.0 1.0 1.0 1.0 1.0

CombLC
#

LC#1 LC#2 LC#3 LC#4 LC#5 LC#6 LC#7 LC#13 LC#14

Self DeadLo
ad

LiveLoa
d

Envir.O
per#1

Envir.O
per#2

Envir.O
per#3

Envir.O
per#4

Envir.
Seic.
(oper-
X)

Envir.
Seic.
(oper-
Y)

1011 1.0 1.0 1.0 1.0 1.0 0.3

1012 1.0 1.0 1.0 1.0 1.0 0.3

1013 1.0 1.0 1.0 1.0 1.0 0.3

1014 1.0 1.0 1.0 1.0 1.0 0.3

1015 1.0 1.0 1.0 1.0 0.3 1.0

1016 1.0 1.0 1.0 1.0 0.3 1.0

1017 1.0 1.0 1.0 1.0 0.3 1.0

1018 1.0 1.0 1.0 1.0 0.3 1.0

(3) 하  조합 

<Operating Condition Load Combination > 

<Seismic Condition Load Comb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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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LC

#

LC#1 LC#2 LC#8 LC#9 LC#10 LC#11 LC#13 LC#14

Self
DeadLoa

d

Envir.Ex

tre#1

Envir.Ex

tre#2

Envir.Ex

tre#3

Envir.Ex

tre#4

Envir.

Seic.

(Extre-

X)

Envir.

Seic.

(Extre-

Y)

2001 1.0 1.0

2002 1.0 1.0 1.0

2003 1.0 1.0 1.0

2004 1.0 1.0 1.0

2005 1.0 1.0 1.0

2006 1.0 1.0 1.0 0.3

2007 1.0 1.0 0.3 1.0

<Condition Load Combination > 

* Storm Condition시 하 조합에서는 부재의 허용응력을 33%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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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2. 환경하 도 – 운 시, 25도

그림 3-5-43. 환경하 도 – 운 시,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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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 환경하 도 – 운 시, 75도

그림 3-5-45. 환경하 도 – 운 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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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6. 환경하 도 – 이상시, 25도

그림 3-5-47. 환경하 도 – 이상시,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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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8. 환경하 도 – 이상시, 75도

그림 3-5-49. 환경하 도 – 이상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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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OPT       FL+Z   1.030    7.85   -7.00  12.892GLOBMN                        K

OPTIONS      MN         UC   1 1       C    PTPTPT  PT    PT      SK

UCPART     0.00 0.80 0.80 1.00 1.00

******* SERVICEBILITY NORMAL CONDITIONS***

LCSEL ST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 SERVICEBILITY SEISMIC CONDITIONS***

LCSEL ST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 SERVICEBILITY EXTREM CONDITIONS***

*CSEL ST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SEL ST           8    9   10   11

********************************************************************************

********************************************************************************

*MOD

*MOD   2001 1.3332002 1.3332003 1.3332004 1.3332005 1.3332006 1.3332007 1.333

*MOD   2008 1.3332009 1.3332010 1.3332011 1.333

********************************************************************************

SECT

SECT       1   TUB                                79.602.000

마. 해석 결과

(1) 구조해석 Input Data

구조해석에 용된 Input data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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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       2   TUB                                40.641.280

SECT       3   WFC                               20.0001.30040.0000.800

SECT       4   WFC                               17.5001.10035.0000.700

SECT       5   DTB                                21.631.500      1.000

SECT       6   TUB                                80.001.800

********************************************************************************

GRUP

GRUP   1       1              20.50 8.0023.50 1    1.001.00           7.8500

GRUP   2       2              20.50 8.0023.50 1    0.800.80           7.8500

GRUP   3       3              20.50 8.0023.50 1    1.001.00           7.8500

GRUP   4       4              20.50 8.0023.50 1    1.001.00           7.8500

GRUP   5       5 2560.02.7459 20.50 8.0023.50 1    1.001.00     2.300 7.8500

GRUP   6       6              20.50 8.0023.50 1    1.001.00           7.8500

****************************************************************************************************

*******************

CDM

CDM   80.00  0.680       1.420       1.050       1.200

CDM   40.00  0.630       1.400       1.050       1.200

CDM   30.00  0.610       1.390       1.050       1.200

CDM   21.63  0.590       1.390       1.050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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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S Release 5.2                                                                                       ID=99990000

             *********** EDI/SACS IV SEASTATE PROGRAM 

                         ** USER SUPPLIED LOAD CASE DESCRIPTIONS **

 LOAD CASE  DESCRIPTION

1  STRUCTURE DEAD LOAD ("-Z" DIRCCTION)           

2 SUPERIMPOSED   DEAD LOAD ("-Z" DIRECTION)      

 3      DECK LIVE LOAD ("-Z" DIRECTION)

      4      ENVIRONMENT LOAD(NORMAL #1)                                          

      5      ENVIRONMENT LOAD(NORMAL #2)                                          

      6      ENVIRONMENT LOAD(NORMAL #3)                                          

      7      ENVIRONMENT LOAD (NORMAL #4)                                         

      8      ENVIRONMENT LOAD (EXTREME #1)                                        

      9      ENVIRONMENT LOAD (EXTREME #2)                                        

     10      ENVIRONMENT LOAD (EXTREME #3)                                        

     11      ENVIRONMENT LOAD (EXTREME #4)                                        

     12      BERTHING LOAD                                                        

     13      SEISMIC LOAD (NORMAL-X)                                              

     14      SEISMIC LOAD (NORMAL-Y 30%)                                          

     15      SEISMIC LOAD (NORMAL-X 30%)                                          

     16      SEISMIC LOAD (NORMAL-Y)

(2) 기본하  검토 

구조해석에 용된 하 조건의 Description  Generated Load Summary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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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STATE BASIC LOAD CASE SUMMARY ******

     RELATIVE TO MUDLINE ELEVATION

   LOAD  LOAD              FX           FY           FZ           MX           MY           MZ      DEAD LOAD    BUOYANCY

   CASE  LABEL

                          (KN)         (KN)         (KN)       (KN-M)       (KN-M)       (KN-M)        (KN)        (KN) 

     1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760.821       27.449

     2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0.000        0.000

     3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0.000        0.000

     4     4             374.207      143.196       -7.725    -1541.637     4121.021     -797.376       0.000        0.000

     5     5             247.468      272.106       -9.885    -2972.992     2723.242      311.106       0.000         0.000

     6     6              89.872      353.576       -5.563    -3862.273      979.547     1314.276        0.000        0.000

     7     7               0.384      365.105       -2.570    -3975.662       14.397     1718.777        0.000        0.000

     8     8            1146.437      375.709      -24.125    -5454.559    17392.740    -2658.370       0.000       0.000

     9     9             740.238      793.794      -17.086   -11745.867    11133.260      933.981        0.000       0.000

    10    10             223.037     1011.220      -43.923   -15144.320     3403.398     3863.259       0.000       0.000

    11    11              -2.677     1037.741      -40.285   -15537.044      142.180     4847.044       0.000       0.000

    12    12              60.000       18.000        0.000     -182.700      609.000     -261.000         0.000       0.000

    13    13            -733.369        0.000        0.000        0.000   -12133.437     2879.345      760.821       27.449

    14    14               0.000     -733.369        0.000    12133.437        0.000    -3386.336      760.821       27.449

    15    15            -733.369        0.000        0.000        0.000   -12133.437     2879.345      760.821       27.449

    16    16               0.000     -733.369        0.000    12133.437        0.000    -3386.336      760.821       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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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STATE COMBINED LOAD CASES *****

         COMBINED     BASIC    PERCENT  DESCRIPTION

        LOAD  LABEL   LABEL

        CASE

         17   1001                       1.00 *    1 +  1.00 *    2 +  1.00 *    3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TOTAL         0.000        0.000    -2196.208    -8582.620     9739.971        0.000

         18   1002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4             

(3)  조합하  검토 

용된 하 조합  이에 의하여 구조해석에 용된 조합된 하 은 다음과 같다.



- 157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4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1)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4       374.207      143.196       -7.725    -1541.637     4121.021     -797.376

                      TOTAL       374.207      143.196    -2203.933   -10124.257    13860.992     -797.376

         19   1003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5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5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2)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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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5       247.468      272.106       -9.885    -2972.992     2723.242      311.106

                      TOTAL       247.468      272.106    -2206.093   -11555.611    12463.213      311.106

         20   1004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6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6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3)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6        89.872      353.576       -5.563    -3862.273      979.547     1314.276

                      TOTAL        89.872      353.576    -2201.771   -12444.894    10719.518     1314.276

         21   1005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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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7      100.00   ENVIRONMENT LOAD (NORMAL #4)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7         0.384      365.105       -2.570    -3975.662       14.397     1718.777

                      TOTAL         0.384      365.105    -2198.778   -12558.282     9754.368     1718.777

         22   1006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12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12      100.00   BERTHING LOAD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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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12        60.000       18.000        0.000     -182.700      609.000     -261.000

                      TOTAL        60.000       18.000    -2196.208    -8765.320    10348.971     -261.000

         23   1007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4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4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1)                                          

                        12      100.00   BERTHING LOAD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4       374.207      143.196       -7.725    -1541.637     4121.021     -797.376

                         12        60.000       18.000        0.000     -182.700      609.000     -261.000

                      TOTAL       434.207      161.196    -2203.933   -10306.957    14469.992    -105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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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S Release 5.2                                         mapes                                              ID=99990000

             *********** EDI/SACS IV SEASTATE PROGRAM ***********               DATE 30-APR-2008  TIME 14:38:10   SEA 
PAGE   128

                                                                                               

                                  ***** SEASTATE COMBINED LOAD CASES *****

         COMBINED     BASIC    PERCENT  DESCRIPTION

        LOAD  LABEL   LABEL

        CASE

         24   1008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5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5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2)                                          

                        12      100.00   BERTHING LOAD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 162 -

                          5       247.468      272.106       -9.885    -2972.992     2723.242      311.106

                         12        60.000       18.000        0.000     -182.700      609.000     -261.000

                      TOTAL       307.468      290.106    -2206.093   -11738.312    13072.213       50.106

         25   1009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6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6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3)                                          

                        12      100.00   BERTHING LOAD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6        89.872      353.576       -5.563    -3862.273      979.547     1314.276

                         12        60.000       18.000        0.000     -182.700      609.000     -261.000

                      TOTAL       149.872      371.576    -2201.771   -12627.594    11328.518     1053.276

         26   1010                       1.00 *    1 +  1.00 *    2 +  1.00 *    3 +  1.0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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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3      100.00  USER GENERATED LOADS                                                  

                         7      100.00   ENVIRONMENT LOAD (NORMAL #4)                                         

                        12      100.00   BERTHING LOAD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3         0.000        0.000    -1285.338    -4887.945     5691.367        0.000

                          7         0.384      365.105       -2.570    -3975.662       14.397     1718.777

                         12        60.000       18.000        0.000     -182.700      609.000     -261.000

                      TOTAL        60.383      383.105    -2198.778   -12740.982    10363.368     1457.778

         27   1011                       1.00 *    1 +  1.00 *    2 +  1.00 *    4 +  0.05 *   13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4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1)                                          

                        13        4.73   SEISMIC LOAD (NORMAL-X)                                              

                        14        1.42   SEISMIC LOAD (NORMAL-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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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4       374.207      143.196       -7.725    -1541.637     4121.021     -797.376

                         13       -34.688        0.000        0.000        0.000     -573.912      136.193

                         14         0.000      -10.414        0.000      172.295        0.000      -48.086

                      TOTAL       339.519      132.782     -918.595    -5064.017     7595.713     -709.269

         28   1012                       1.00 *    1 +  1.00 *    2 +  1.00 *    5 +  0.05 *   13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5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2)                                          

                        13        4.73   SEISMIC LOAD (NORMAL-X)                                              

                        14        1.42   SEISMIC LOAD (NORMAL-Y 30%)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5       247.468      272.106       -9.885    -2972.992     2723.242      311.106

                         13       -34.688        0.000        0.000        0.000     -573.912      1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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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0.000      -10.414        0.000      172.295        0.000      -48.086

                      TOTAL       212.780      261.693     -920.755    -6495.372     6197.934      399.213

         29   1013                       1.00 *    1 +  1.00 *    2 +  1.00 *    6 +  0.05 *   13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6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3)                                          

                        13        4.73   SEISMIC LOAD (NORMAL-X)                                              

                        14        1.42   SEISMIC LOAD (NORMAL-Y 30%)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6        89.872      353.576       -5.563    -3862.273      979.547     1314.276

                         13       -34.688        0.000        0.000        0.000     -573.912      136.193

                         14         0.000      -10.414        0.000      172.295        0.000      -48.086

                      TOTAL        55.184      343.163     -916.434    -7384.653     4454.239     14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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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S Release 5.2                                         mapes                                              ID=99990000

             *********** EDI/SACS IV SEASTATE PROGRAM ***********               DATE 30-APR-2008  TIME 14:38:10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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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STATE COMBINED LOAD CASES *****

         COMBINED     BASIC    PERCENT  DESCRIPTION

        LOAD  LABEL   LABEL

        CASE

         30   1014                       1.00 *    1 +  1.00 *    2 +  1.00 *    7 +  0.05 *   13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7      100.00   ENVIRONMENT LOAD (NORMAL #4)                                         

                        13        4.73   SEISMIC LOAD (NORMAL-X)                                              

                        14        1.42   SEISMIC LOAD (NORMAL-Y 30%)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7         0.384      365.105       -2.570    -3975.662       14.397     1718.777

                         13       -34.688        0.000        0.000        0.000     -573.912      136.193

                         14         0.000      -10.414        0.000      172.295        0.000      -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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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34.305      354.692     -913.440    -7498.042     3489.089     1806.885

         31   1015                       1.00 *    1 +  1.00 *    2 +  1.00 *    4 +  0.01 *   13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4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1)                                          

                        13        1.42   SEISMIC LOAD (NORMAL-X)                                              

                        14        4.73   SEISMIC LOAD (NORMAL-Y 30%)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4       374.207      143.196       -7.725    -1541.637     4121.021     -797.376

                         13       -10.414        0.000        0.000        0.000     -172.295       40.887

                         14         0.000      -34.688        0.000      573.912        0.000     -160.174

                      TOTAL       363.793      108.508     -918.595    -4662.400     7997.330     -916.663

         32   1016                       1.00 *    1 +  1.00 *    2 +  1.00 *    5 +  0.01 *   13 +           

                         1      100.00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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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5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2)                                          

                        13        1.42   SEISMIC LOAD (NORMAL-X)                                              

                        14        4.73   SEISMIC LOAD (NORMAL-Y 30%)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5       247.468      272.106       -9.885    -2972.992     2723.242      311.106

                         13       -10.414        0.000        0.000        0.000     -172.295       40.887

                         14         0.000      -34.688        0.000      573.912        0.000     -160.174

                      TOTAL       237.055      237.418     -920.755    -6093.755     6599.551      191.819

         33   1017                       1.00 *    1 +  1.00 *    2 +  1.00 *    6 +  0.01 *   13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6      100.00   ENVIRONMENT LOAD(NORMAL #3)                                          

                        13        1.42   SEISMIC LOAD (NORMAL-X)                                              

                        14        4.73   SEISMIC LOAD (NORMAL-Y 30%)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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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6        89.872      353.576       -5.563    -3862.273      979.547     1314.276

                         13       -10.414        0.000        0.000        0.000     -172.295       40.887

                         14         0.000      -34.688        0.000      573.912        0.000     -160.174

                      TOTAL        79.458      318.888     -916.434    -6983.037     4855.855     1194.989

         34   1018                       1.00 *    1 +  1.00 *    2 +  1.00 *    7 +  0.01 *   13 +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7      100.00   ENVIRONMENT LOAD (NORMAL #4)                                         

                        13        1.42   SEISMIC LOAD (NORMAL-X)                                              

                        14        4.73   SEISMIC LOAD (NORMAL-Y 30%)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7         0.384      365.105       -2.570    -3975.662       14.397     1718.777

                         13       -10.414        0.000        0.000        0.000     -172.295       40.887

                         14         0.000      -34.688        0.000      573.912        0.000     -16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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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10.030      330.417     -913.440    -7096.425     3890.706     1599.490

         35   2001                       1.00 *    1 +  1.00 *    2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TOTAL         0.000        0.000     -910.870    -3694.675     4048.604        0.000

         36   2002                       1.00 *    1 +  1.00 *    2 +  1.00 *    8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8      100.00   ENVIRONMENT LOAD (EXTREME #1)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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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8      1146.437      375.709      -24.125    -5454.559    17392.740    -2658.370

                      TOTAL      1146.437      375.709     -934.995    -9149.234    21441.344    -2658.370

         37   2003                       1.00 *    1 +  1.00 *    2 +  1.00 *    9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9      100.00   ENVIRONMENT LOAD (EXTREME #2)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9       740.238      793.794      -17.086   -11745.867    11133.260      933.981

                      TOTAL       740.238      793.794     -927.956   -15440.542    15181.863      933.981

SACS Release 5.2                                         mapes                                              ID=99990000

             *********** EDI/SACS IV SEASTATE PROGRAM ***********               DATE 30-APR-2008  TIME 14:38:10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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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STATE COMBINED LOAD CASES *****

         COMBINED     BASIC    PERCENT  DESCRIPTION

        LOAD  LABEL   LABEL

        CASE

         38   2004                       1.00 *    1 +  1.00 *    2 +  1.00 *   10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10      100.00   ENVIRONMENT LOAD (EXTREME #3)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10       223.037     1011.220      -43.923   -15144.320     3403.398     3863.259

                      TOTAL       223.037     1011.220     -954.793   -18838.996     7452.002     3863.259

         39   2005                       1.00 *    1 +  1.00 *    2 +  1.00 *   11                            

                         1      100.00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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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11      100.00   ENVIRONMENT LOAD (EXTREME #4)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11        -2.677     1037.741      -40.285   -15537.044      142.180     4847.044

                      TOTAL        -2.677     1037.741     -951.155   -19231.719     4190.784     4847.044

         40   2006                       1.00 *    1 +  1.00 *    2 +  0.05 *   15 +  0.01 *   16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15        4.73   SEISMIC LOAD (NORMAL-X 30%)                                          

                        16        1.42   SEISMIC LOAD (NORMAL-Y)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15       -34.688        0.000        0.000        0.000     -573.912      136.193

                         16         0.000      -10.414        0.000      172.295        0.000      -48.086



- 174 -

                      TOTAL       -34.688      -10.414     -910.870    -3522.380     3474.692       88.107

         41   2007                       1.00 *    1 +  1.00 *    2 +  0.01 *   15 +  0.05 *   16             

                         1      100.00  DEAD                                                                  

                         2      100.00  USER GENERATED LOADS                                                  

                        15        1.42   SEISMIC LOAD (NORMAL-X 30%)                                          

                        16        4.73   SEISMIC LOAD (NORMAL-Y)                                              

                                   FX           FY           FZ           MX           MY           MZ

                                  (KN)         (KN)         (KN)       (KN-M)       (KN-M)       (KN-M)  

                          1         0.000        0.000     -733.369    -2879.345     3386.336        0.000

                          2         0.000        0.000     -177.501     -815.330      662.267        0.000

                         15       -10.414        0.000        0.000        0.000     -172.295       40.887

                         16         0.000      -34.688        0.000      573.912        0.000     -160.174

                      TOTAL       -10.414      -34.688     -910.870    -3120.763     3876.309     -11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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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쟈켓 구조물 부재응력 검토

쟈켓 구조물에 한 구조해석 결과에 의하면 쟈켓구조물의 최 응력비는 U.C = 0.88

로서 부재 920-1001에서 발생하며, 쟈켓구조물의 허용응력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Storm 시의 조합하  (LC#2001~ LC#2005)에 해서는 쟈켓구조물의 허용응력을 

33%증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 다. 각각의 부재별 응력비는 그림 

2-5-50에서 2-5-56에 나타내었다.

그림 3-5-50. 부재응력도 – D.L.(+) 1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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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 부재응력도 – D.L.(+) 14.50m

그림 3-5-52. 부재응력도 – D.L.(+) 1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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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3. 부재응력도 – Row 1

그림 3-5-54. 부재응력도 – Ro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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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5. 부재응력도 – Section A

그림 3-5-56. 부재응력도 – S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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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Soil analysis for TOWER STRUCTURE

* *  P I L E  G R O U P  S U M M A R Y  * *

                                                     GROUP ID = PIL 

    DISTANCE  ***** DEFLECTIONS *****  ***** INTERNAL LOADS *****  ********** STRESSES **********    PILE   CRITICAL  MAXIMUM

      FROM                              BENDING             AXIAL  BENDING  AXIAL   SHEAR   COMB.    HEAD     LOAD     UNITY

    PILEHEAD LATERAL   AXIAL   ROT.      MOMENT    SHEAR     LOAD  STRESS  STRESS  STRESS  STRESS     ID   CASE  CHECK

       M        CM      CM     RAD        KN-M      KN        KN   N/MM2   N/MM2   N/MM2   N/MM2   

       0.0     1.238   0.000 0.00491      569.7    110.9   -718.8   61.10  -14.67    4.53  -75.77     49     1007      0.451

       0.2     1.137   0.000 0.00475      592.9    110.9   -717.2   63.59  -14.63    4.52  -78.22     49     1007      0.465

       0.4     1.039   0.000 0.00459      616.1    110.7   -715.5   66.07  -14.60    4.52  -80.67     49     1007      0.478

       0.6     0.945   0.000 0.00441      639.2    110.6   -713.9   68.55  -14.57    4.51  -83.12     49     1007      0.492

       0.8     0.978   0.000 0.00476      714.3    133.6   -494.2   76.61  -10.08    5.45  -86.70     47     1007      0.506

       1.0     0.880   0.000 0.00456      742.2    133.5   -492.6   79.60  -10.05    5.45  -89.65     47     1007      0.523

       1.3     0.787   0.000 0.00435      770.1    133.4   -490.9   82.59  -10.02    5.44  -92.61     47     1007      0.540

       1.5     0.698   0.000 0.00414      797.9    133.3   -489.3   85.58   -9.98    5.44  -95.56     47     1007      0.556

       1.7     0.614   0.000 0.00392      825.8    133.1   -487.6   88.56   -9.95    5.43  -98.51     47     1007      0.573

       1.9     0.535   0.000 0.00369      853.6    133.0   -485.9   91.55   -9.92    5.43 -101.46     47     1007      0.590

       2.1     0.460   0.000 0.00345      881.3    132.9   -484.3   94.53   -9.88    5.42 -104.41     47     1007      0.606

(5)  쟈켓 구조물 말뚝응력검토

쟈켓 구조물에 한 PSI해석에 의거한 입 깊이에 따른 말뚝의 응력분포는 다음과 

같다. 

- 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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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0.391   0.000 0.00320      909.1     90.2   -481.6   97.50   -9.83    3.68 -107.33     47     1007      0.623

       2.5     0.326   0.000 0.00295      919.0      7.2   -477.9   98.57   -9.75    0.29 -108.32     47     1007      0.628

       2.7     0.267   0.000 0.00270      912.0     69.9   -474.2   97.81   -9.68    2.85 -107.49     47     1007      0.624

       2.9     0.213   0.000 0.00246      889.8    137.1   -470.5   95.43   -9.60    5.59 -105.03     47     1007      0.610

       3.1     0.164   0.000 0.00222      854.7    193.3   -466.7   91.67   -9.52    7.89 -101.19     47     1007      0.588

       3.3     0.120   0.000 0.00199      809.0    237.8   -463.0   86.77   -9.45    9.70  -96.21     47     1007      0.559

       3.6     0.081   0.000 0.00178      755.3    270.2   -459.3   81.01   -9.37   11.03  -90.38     47     1007      0.526

       3.8     0.046   0.000 0.00158      696.0    291.2   -455.5   74.65   -9.30   11.88  -83.95     47     1007      0.489

       4.0     0.015   0.000 0.00140      633.6    301.4   -451.8   67.95   -9.22   12.30  -77.17     47     1007      0.451

       4.2     0.012   0.000 0.00123      570.1    301.9   -448.1   61.14   -9.14   12.32  -70.28     47     1007      0.412

       4.4     0.037   0.000 0.00109      507.4    293.8   -444.4   54.42   -9.07   11.99  -63.48     47     1007      0.373

* *  P I L E  G R O U P  S U M M A R Y  * *

                                                     GROUP ID = PIL 

    DISTANCE  ***** DEFLECTIONS *****  ***** INTERNAL LOADS *****  ********** STRESSES **********    PILE   CRITICAL  MAXIMUM

      FROM                              BENDING             AXIAL  BENDING  AXIAL   SHEAR   COMB.    HEAD     LOAD     UNITY

    PILEHEAD LATERAL   AXIAL   ROT.      MOMENT    SHEAR     LOAD  STRESS  STRESS  STRESS  STRESS     ID    CASE  CHECK

       M        CM      CM     RAD        KN-M      KN        KN   N/MM2   N/MM2   N/MM2   N/MM2   

       0.0     5.262   0.000 0.01775     1690.8    294.1    943.0  181.34   19.24   12.00  200.58     51     2002      0.631

       0.2     4.896   0.000 0.01728     1752.2    294.3    939.8  187.93   19.18   12.01  207.10     51     2002      0.654

-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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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4.540   0.000 0.01680     1813.8    294.8    936.5  194.53   19.11   12.03  213.64     51     2002      0.677

       0.6     4.194   0.000 0.01629     1875.5    295.4    933.3  201.15   19.04   12.05  220.19     51     2002      0.699

       0.8     3.859   0.000 0.01577     1937.3    295.9    930.0  207.77   18.98   12.08  226.75     51     2002      0.722

       1.0     3.535   0.000 0.01523     1999.2    296.4    926.8  214.41   18.91   12.10  233.32     51     2002      0.745

       1.3     3.222   0.000 0.01468     2061.2    297.0    923.6  221.06   18.84   12.12  239.91     51     2002      0.767

       1.5     2.921   0.000 0.01411     2123.3    297.6    920.3  227.73   18.78   12.14  246.50     51     2002      0.790

       1.7     2.633   0.000 0.01352     2185.6    298.2    917.1  234.40   18.71   12.17  253.12     51     2002      0.813

       1.9     2.356   0.000 0.01291     2247.9    298.8    913.9  241.09   18.65   12.19  259.74     51     2002      0.836

       2.1     2.093   0.000 0.01229     2310.4    299.4    910.6  247.80   18.58   12.22  266.38     51     2002      0.859

       2.3     1.843   0.000 0.01165     2373.1    249.5    906.4  254.51   18.49   10.18  273.01     51     2002      0.882

       2.5     1.552   0.000 0.01074     2374.4    150.4  -1350.4  254.66  -27.55    6.14 -282.21     49     2002      0.897

       2.7     1.334   0.000 0.01009     2394.9     46.2  -1346.6  256.86  -27.48    1.88 -284.34     49     2002      0.905

       2.9     1.130   0.000 0.00943     2393.7     58.0  -1342.9  256.72  -27.40    2.37 -284.13     49     2002      0.904

       3.1     0.940   0.000 0.00878     2370.7    161.8  -1339.2  254.26  -27.33    6.60 -281.59     49     2002      0.896

       3.3     0.798   0.000 0.00835     2366.8    261.8    879.9  253.85   17.95   10.68  271.80     51     2002      0.879

       3.6     0.630   0.000 0.00771     2301.5    362.4    874.6  246.83   17.85   14.79  264.68     51     2002      0.855

       3.8     0.476   0.000 0.00709     2215.3    459.0    869.3  237.60   17.74   18.73  255.33     51     2002      0.823

       4.0     0.334   0.000 0.00650     2109.6    546.6    864.0  226.26   17.63   22.30  243.89     51     2002      0.784

       4.2     0.204   0.000 0.00594     1986.9    616.9    858.7  213.09   17.52   25.18  230.62     51     2002      0.739

       4.4     0.085   0.000 0.00542     1851.8    660.2    853.4  198.60   17.41   26.94  216.01     51     2002      0.689

쟈켓구조물의 PSI해석에 의하면 말뚝의 최 응력비는 seabed에서 운 시 UC=0.628, 

이상시 UC=0.905으로 말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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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UM JOINT DEFLECTION REPORT *****************

 LOAD     *** X-DIRECTION ***     *** Y-DIRECTION ***     *** Z-DIRECTION ***

 CASE     JOINT    DEFLECTION     JOINT    DEFLECTION     JOINT    DEFLECTION

                      CM                      CM                      CM 

1012        61        1.9327        12        2.5354       382       -0.9447

 1013        61        0.3503        12        3.3943       382       -0.9480

 1014        97       -0.6779        12        3.5247       382       -0.9501

 1015        97        3.6159       588        0.9171       382       -0.9417

 1016         8        2.2614        12        2.1963       382       -0.9438

 1017        61        0.6762        12        3.0553       382       -0.9471

 1018        97       -0.3241        12        3.1856       382       -0.9493 

(6) 쟈켓 구조물 변 검토

쟈켓 구조물에 한 PSI해석에 의하여 산정된 최 변형은 다음과 같이 운 시 3.62 

c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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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7. 구조물 변형도 - 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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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8. 구조물 변형도 – 폭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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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목표달성도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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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결과의 목표달성도와 활용방안

제 1   목표달성도

1. 과제 목표달성도

기  상시감시망 ( 측부이  타워) 유지, 리  운 : 기존 측부이의 시스템을 

검 수리하 고 안정 인 자료 수집을 해 측시스템을 개선하 고 방조제 내측, 신시

도 남쪽 개방구간 외측해역, 변산/고사포해수욕장 해역에 재설치, 운 하 다. 수질측정값

의 정확도 향상을 해 매 2주마다 센서를 검교정하여 교체하 고 부착생물로 인한 오손

을 일 수 있는 신형 수질센서를 도입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획득하도록 하 다. 

한 하계와 동계에 배수갑문 유출수의 고군산 유입가능 해역인 신시도-무녀도 사이골에

서 층별 유동을 측하여 갑문유출수가 인 한 고군산 내부로 유입 가능성을 조사하 다. 

여름철에는 신시도-무녀도 사이에는 층에서 북상하는 흐름을 보여 배수갑문 유출수가 

고군산 내부로 유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선유도 등지의 고군산군도 내부 해역

의 수질보호를 한 책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여름철 방조제 내측 빈산소층 모니터링: 여름철 새만  호 내부 수질감시를 해 만경

강 하구역 골에 학 용존산소 센서 (Optode)가 포함된 해류계를 계류하 다. 센서는 월 2

회 수  교체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여름철 내측 수질에 악 향을 주는 층 

빈산소층 형성과 련한 용존산소 농도 모니터링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만경수역의 

층에서는 장기간 갑문 폐쇄시에 2mg/l 이하의 빈산소층이 형성되었고 이 시기에는 탁도

가 매우 낮다. 갑문을 통한 외해수의 유입이 차단되어 만경수역의 조류가 매우 약해져 수

직혼합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여름철 만경수역의 수직 성층  기

본수질의 공간조사를 실시하여 함께 비교하 다.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배수갑문 외측해역에서 천부지층탐사를 수행하여 새

만  해상 측탑 설치 최  치를 정하 고 새만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합한 가력해

상 측탑의 기본 설계  설계도서를 작성하 다. 해상 측탑 설치 제안서를 포함한 일

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고하여 참가한 3개 업체를 상으로 평가

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 고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의 부도를 맞아 선   계

약이행보증  환수 등 사후 처리를 정상 으로 진행하 다. 이후 측탑 설치공사 진행을 

해 조달청 홈페이지에 재공고 후 평가회를 거쳐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측탑 제작  

설치공사를 진행 이다. 측탑 설치는 차기년도 (2008년도)에 완공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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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달성도(%) 내      용

◦기  상시감

시망 운
100

◦기존의 측부이 시스템을 검, 수리하여 만경방조제 외

측, 새만 호 내측,  신시배수갑문 외측, 변산/고사포 해

수욕장 해역에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 음. 

◦수질측정값의 정확도 향상을 해 매 2주마다 센서를 검

교정하여 교체하 고 수질센서를 upgrade하여 신뢰성 있

는 자료를 획득하 음

◦갑문 유출수의 고군산 유입역에서 하계와 동계에 층별 유

동 측을 실시하여 갑문유출수가 고군산 내부 해역으로 

유입 가능성을 조사하 음

◦하계 방조제 

내측 수질감시
100

◦여름철 새만  호 내부 수질감시를 해 만경강 하구역 

골에 센서 (용존산소, 수온, 염분, 탁도)를 부착한 해류계

를 계류하여 수직성층  층 빈산소층형성과 련한 

용존산소 변화를 악하 음

◦빈산소층 모니터링 센서는 매 월 2회 교체하여 층 용존

산소변화 자료의 질을 유지하 음

◦빈산소층 모니터링 센서교체시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의 

기본수질을 측하여 내측 수질의 성층  공간분포를 

악하 음

◦새만  해상

측탑 제작  

설치

30

◦새만  해상 측탑의 최  설치 치를 선정하기 한 천

부지층탐사를 수행하여 가력배수갑문 외측에 설치 치

를 선정함

◦해상 측탑 기본 설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구조물 제

작  시공사의 부도로 선  반환 등 사후 처리를 정

상 종결하 고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공사가 진행 임

◦ 측탑 구조물 설계도를 검토, 보완하여 새만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합한 실시설계를 작성하 음

◦ 측자료 분석 

 배포
100

◦방조제 내측 정기 측자료와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는 새

만  홈페이지에 게시하 음.

◦ 측자료를 분석하여 방조제 물막이 이후의 해･조류 변

화, 성층 강도, 층 빈산소층 모니터링을 하여 물막이 

이후의 해양환경 변화를 악하 음

표 3-1-1.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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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여도  활용방안

◦ 새만  방조제 내외측 수역 표 에서 물리특성/유동, 일반수질 상시감시

◦ 방조제 건설에 따른 일반수질, 해수유동 변화 평가를 한 기 자료 확보

◦ 방조제 건설 기간  사후 일반수질, 해수특성/유동의 시‧공간 변동 악

◦ 계류감시부이 활용으로 여름철 내측 빈산소층 모니터링을 성공 으로 수행

◦ 해양환경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조 발생 등 기  환경변화 악

◦ 측모델의 입력자료  검증자료로 활용하여 측 정확도 향상

◦ 측 결과를 자료동화기법에 목하여 향후 해양 측모델 운용에 기여

제 3  추가연구의 필요성  향후조치에 한 의견

방조제 끝막이 공사 완료 후 배수갑문 유출수 모니터링: 끝막이 공사가 2006년 4월에 

완료되어 외해의 해수-내측수의 교환이 두 곳의 배수갑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방조제 외

측 해양환경보  책 수립을 해서는 안정 인 배수갑문 유출수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재 가력해상 측탑 설치공사는 진행 에 있으나 신시배수갑문 외측에도 

안정 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고정 해상 측탑의 설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름철 방조제 내측 빈산소층 모니터링: 끝막이 이후 여름철 방조제 내측수의 성층 형

성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히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방조제 내측수는 갑문으로 유출되어 외측 해양환경에도 크게 향을  것으로 상

되어 방조제 내측의 성층과 빈산소층 등 수질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기존의 계류감시부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과 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되나 양질의 자료를 얻기 

해서는 여름철 센서 오손 등에 비 교체용 센서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시 측시설의 직 리: 부이 설치를 해 련법규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허가  

설치, 공검사를 받았으나 감시시설을 직 리하려면 리자의 근무지역  리시설 

치 등의 제약요건이 엄격하다. 그동안 거주지가 지로 되어있는 리자격을 갖춘 자를 임

시로 고용하여 직  리 하 으나 퇴직으로 직 리에 어려움이 있다. 리업체에 탁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1개 소당 약 2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이에 한 책마련이 

시 하다. 

측시스템 리 인력 확보: 해양 측부이 운  에 계류선 유실이나 부이 수리  

재설치가 필요한 긴  상황 발생할 경우에 연구사업 참여자가 타 과제의 조사일정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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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안정 인 장 출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재는 부이 리 업무의 일부를 외부 용

역업체에 탁하여 공동 리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 으로 문 인 리를 해 확 할 

필요가 있어 리 역을 차 확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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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새만금 상시감시망에서 관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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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0-1. 새만  상시감시망 모니터링 정 도. 정  A는 소형 측타워를, B, C, 

D는 해양 측부이를 연  설치하여 상시모니터링 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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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 도/경도) 측기간 비 고

A
35° 53.70'N

126° 26.90'E
상시모니터링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

B
35° 50.01'N

126° 32.92'E
상시모니터링 방조제 내측 만경수역 부이

C
35° 47.48'N

126° 26.98'E
상시모니터링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

D
35° 41.21'N

126° 30.01'E
상시모니터링

변산/고사포 해수욕장

 외측 부이

표 A0-1. 새만  실시간 상시모니터링 측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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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1.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에서 2007년 1-6 월에 측한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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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2.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에서 2007년 7-12 월에 측한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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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3.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층별 

해조류(유속, 유향)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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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4.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층별 해조류(유속, 유향)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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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5.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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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6.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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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7.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기압, 

풍속, 풍향, 기온, 습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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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8. 새만  4호방조제 외측 타워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기압, 풍속, 풍향, 기온, 습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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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9. 방조제 내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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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0. 방조제 내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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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1. 방조제 내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층별 해조류

(유속,유향)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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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2. 방조제 내측 부이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층별 해조류

(유속,유향)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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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3. 방조제 내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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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4. 방조제 내측 부이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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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5.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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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6.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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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7.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층별 

해조류(유속,유향)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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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8.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2007년 7-10월에 측한 층별 

해조류(유속,유향)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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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9.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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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0.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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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1.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기압, 

풍속, 풍향, 기온, 습도, 고, 주기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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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2. 신시배수갑문 외측 부이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기압, 

풍속, 풍향, 기온, 습도, 고, 주기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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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3.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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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4.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수온, 

염분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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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5.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층별 

해조류(유속, 유향)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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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6.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2007년 9-12월에 측한 층별 

해조류(유속, 유향)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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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7.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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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8.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2007년 9-12월에 측한 장주기 

해류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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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9.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2007년 1-6월에 측한 기압, 

풍속, 풍향, 기온, 습도, 일사량, 고, 주기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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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30. 변산해수욕장 외측 부이에서 2007년 7-12월에 측한 기압, 

풍속, 풍향, 기온, 습도, 일사량, 고, 주기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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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새만금 가력해상관측탑 실시설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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