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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도시 인근 지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은 드물기는 하

지만 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가히 파괴적으로 국

가적 관심사라 아니 할 수 없다. 1994년 미국 LA의 

지진 참사(61명 사망, 300억불 재산피해), 1995년 

일본 Kobe 지진(6,400명 이상 사망 1천억 불 재산 

손실), 1999년 터키의 Kocaeli 지진(15,000명 이상 

사상 및 200억불 재산피해), 1999년 그리스 Athens

지진(143명 사상 및 20억불 재산피해), 1999년 타이

완 지진(2,300명 이상 사상 및 90억불 재산피해) 등

이 최근의 사례들이다. 지진활동은 그림 1.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해안지역을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지진참사는 세계 지진 활동성이 높은 지역에서뿐 아

니라 그림의 1지역이나 2지역처럼 지진활동성이 낮

은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지진 참사의 

결과를 완화하는 것은 세계적 관심사인 것이다.

지진에 따른 참사와 재산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세

기 초 이래 여러 내진 설계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많

은 지역에서 설계에 반영되어왔는데, 대개는 규정이

나 기준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론의 대부

분은 force-balance approach에 기초하는데, 이 방

법에선 중력 수치로 표시되는 일정 수준의 지진력에 

대해 구조물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항만 구조물의 내진성능 개선에 기여하

였는데, 지진활동이 특정 계획수준 이내일 경우에 특

히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진참사는 계속해서 발생

하였다. 이러한 참사는 대개 진원지와 가까운 지역에

서 강력한 지진운동에 의해 일어난 경우가 많지만 내

진설계 시 지반진해에 따른 피해를 반영 내지 고려하

지 않은 지역에선 그다지 심하지 않은 지진에도 참사

가 발생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항만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

계 지침의 목적은 기존 설계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

하고 새로운 설계 방식에 대한 기본 틀을 수립하는 

데 있다. 본 지침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지향한다.

- 성능기반. 항만 구조물의 구체적 기능과 응답특성 

및 해당 지역의 지진발생 가능성에 따라 어느 정

도의 손상은 허용함.

- 사용자 편의 중시. 설계 엔지니어에게 구조물의 내

진성능 평가에 필요한 해석기법을 단순한 것에서

부터 정교한 것까지 다양하게 제공한다.

- 항만 구조물의 필요 기능,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 

및 지진 활동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 전 세계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편성.

본 지침서의 사용자들은 설계 엔지니어들, 항만청, 

지진관리 전문가들로 생각된다. 본 지침서의 적합성

은 지역적 관행 표준을 반영하게 된다. 항만 구조물

에 대한 내진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 지역의 경

우 본 지침서는 새로운 내진설계 방법, 그 지역에 적

합한 규정 개발에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

진 관련 규정, 기준이 개발되어 있거나 설계관행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설계 및 해석 절차

를 보완하는 데 본 지침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의 의도는, 특정 지역의 기존 규정이나 기준, 

설계관행을 본 지침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본 지침서가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 항만지역의 지진 참사를 완화하는 데 있

어 유용한 기초로 인식되기를 바랄 뿐이다. 궁극적으

로는 본 지침서가 전 세계적으로 내진설계 규정서로 

권장되기를 바란다. 

내진공학은 몇 가지 학문에 걸친 배경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배경지식이 본 지침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선행조건은 아닐지라도 독자들은 기 출판된 참

고서적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적절한 예로써 

지반공학적 내진공학에 대한 Kramer의 저서(1996) 

및 항만 구조물 설계관행에 대한 Tsinker의 저서

(1997)가 있다.

본 요약보고서는 내진설계 지침에 대한 개괄을 제공

한다. 이 책의 표제 “항만 구조물의 내진설계 지침

서”에는 다음의 기술 해설이 포함된다.

TC1: 기존의 규정 및 지침

TC2: 이전의 사례 

TC3: 지진운동

TC4: 지반공학적 정의

TC5: 말뚝부두 시스템의 구조 설계 측면

TC6: 액화토양의 복구

TC7: 해석기법

TC8: 내진성능 평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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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강도

Zone 0 = 0.00-0.05 g

Zone 1 = 0.05-0.15 g

Zone 2 = 0.15-0.25 g

Zone 3 = 0.25-0.35 g

Zone 4 = 0.35-0.45 g

Zone 5 = 0.45-0.55 g

지진대 유형

A = 얕은 지각단층

B = 깊은 섭입대

C = 얕은 지각단층과 깊은 섭입대의 

혼합

D = 판 경계

주: 475년 주기에 상응하는 가속도 수치. 평균 지진위험도가 낮은 일부 지역도 큰 

파괴적 지진 경험 존재.

그림 1.1 평균 지진위험도에 따른 세계 권역 (Bea, 1997 및 GSHAP, 1999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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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과 항만 구조물

본 장에서는 지진이 항만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이해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게 된다.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진파는 지각단층을 

따라 발생하여 상부 지각판을 통해 퍼져나가 해당 지

역 기반암 표면에 도달하게 된다. 그 후 지진운동은 

토양 퇴적층을 통해 지표면에 전달되고 구조물에 영

향을 준다. 진동의 강도와 토양 상태에 따라 지표면 

부근 토양의 액상화 및 지반진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항만 구조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

해의 단층운동이 기반암의 수직적 지질구조 변위를 

수반할 경우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들의 공학적 측면은 항만 구조물에 대한 지진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포괄적 중요성을 갖는다.

쓰나미

진원

현장 

지반특성

토양 액상화

토양층

기반암

경로

그림 2.1 지진파 전달의 도식화

2.1 지진운동

(1) 기반암 운동

특정 장소에서의 기반암 운동은 지진위험 분석을 통

해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지진위험 분석에 있어 구

체적인 지진 시나리오를 가정하게 되면 기반암 운동

은 진원지의 매개변수 그리고 진원지에서 현장까지

의 경로에 걸치는 파동전달 효과에 따라 결정론적으

로 규정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반암 운동은 발

생의 빈도 및 지진의 발생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에 중

점을 두는 지진위험 분석을 통해 확률론적으로 규정

된다.

공학설계에서 주요 매개변수 중 하나는 최대지반가

속도(PGA)나 때론 최대 지반 속도(PGV)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기반암 운동의 수준이다. 이러한 매개변수

는 단독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는 관련 응답 스펙트

럼이나 시간이력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확률론적 지진위험 분석에 있어 기반암 운동의 수준

은 재현기간의 함수 또는 규정 노출시간에 대한 초과

의 개연성으로 정의된다. 그림 2.2에 한 가지 사례가 

나타나 있는데, 대상지역에 대한 지진활동의 지질학

적, 지질구조학적 및 발생이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

반암 PGA를 구한 것이다.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은 지진위험 분석의 결과는 사용하는 방법론과 데

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연구에 기초하

여 전문가나 당국에 의해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규정 재현 주기 동안의 기반암 운동은 대개 한 지역

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재현기간(년)

최
대
지
반
수
평
가
속
도(g

)

그림 2.2 다양한 재현주기별 최대수평 
기반암 가속도

(2) 현장 지반특성

특정 장소의 토양 퇴적층은 기반암 운동을 엄청나게 

수정하여 강도, 주파수 특성 및 지속시간을 변화시키

게 된다. 이는 토양의 동적 반응특성 때문이며, 이는 

“현장 지반특성”이라 명명하였다. 현장 지반특성은 

기반암 운동의 강도와 주파수 특성뿐 아니라 하층토

의 물성 및 단층에 따라 달라진다. 

강력한 지반 운동이 지표면을 향해 위로 전달될 때 

토양 퇴적층의 강도와 경도가 줄어들면 진동효과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깊이와 물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층은 운동의 특정 주파수를 강

력하게 증폭시킬 수 있다. 너무 부드러운 토양의 경

우 진동이 약화되어 주기적 전단응력이 퇴적층의 힘

에 전달될 경우 커다란 변형률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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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실무에 있어 현장 지반특성은 기존 데이터의 통

계적 해석에 기초하여 현장의 규정 증폭 요인을 사용

하거나 현장별 응답해석을 통해 평가한다(Kramer, 

1996, ISSMGE-TC4, 1999). 현장 증폭요인은 대개 

규정 및 기준으로 구체화되며, 기반암의 PGA나 

PGV를 조정하여 지표면에서의 상응 값을 구하거나, 

기반암 응답 스펙트럼을 조정하여 지표면 응답 스펙

트럼을 규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수평으로 적층된 심

층토의 현장응답 해석은 대개 지표면 운동의 시간이

력을 구하는 1차원적 모델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토양의 비선형 움직임은 대개 등가의 선형 모델을 통

해 이상화되는데, 이 모델에선 설계 지진운동에 의해 

부과되는 비선형의 에너지 소산을 이상화하기 위해 

전단 탄성계수나 감쇠비 같은 변형률 기반의 물성들

이 정의된다.

2.2 액상화

진동에 의해 토양 입자들이 앞뒤로 빠른 속도로 전단

됨에 따라 토양 공극 내의 수압이 상승하기 시작한

다. 느슨한 포화 사질토의 경우 공극수 수압이 급속

히 상승하여 입자들이 잠시 분리되어 떠다니면서 토

양의 강도와 경도가 잠시 소멸되는 정도에 이르게 된

다. 이것이 토양 액상화라 불리는 상태인데 그림 2.3

에 도식화하였다. 

지표면

지하수면

사질토 및 
물 분출

침하
사질토화산

지표면

지진 전 액상화 진행 중 액상화 이후

공극수

모래입자

모래입자끼리 

접촉을 유지

공극수 압력이 

증가하고 

모래입자끼리의 

접촉이 없어짐 

입자 간 접촉이 원상 

복구됨. 액상화되었던 

침전층에서 배수된 

물의 양만큼 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2.3 액상화의 메커니즘

토양의 강도는 토양 입자 간 마찰과 결합에 의해 결

정된다. 지진 발생 전에는 토양과 그 위의 다른 하중 

물체는 어떤 깊이에서건 일부는 토양 입자 사이의 

힘, 그리고 일부는 공극수에 의해 지탱된다. 느슨한 

토양이 흔들릴 경우 토양은 밀도를 높이거나 압축하

게 된다. 압축이 가능하려면 물은 배수되어야 하는

데, 물의 존재로 인해 이것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위의 더 많은 하중이 공극수로 

옮아가고 토양 입자간의 힘은 줄어들게 된다. 궁극적

으로 공극수의 압력은 위의 층을 뚫고 나갈 정도로 

상승하게 되고 적층된 물질의 하중은 공극수로 옮겨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액상화한 토양은 중액으로 작

용하고 큰 대지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

태는 높은 공극수 압력이 다시 줄어들고 토양 입자간 

접촉이 복구될 때까지 지속된다. 대지의 일부 층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밀도가 높아지고 지반 침하가 

목격된다. 다른 층은 매우 느슨한 상태로 지속되고 

향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액상화에 다시 취약할 수밖

에 없다.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의 가능성은 과도한 공극압 발

생에 대한 토양의 저항, 그리고 토양이 받는 주기적 

전단 응력/변형률의 강도와 지속시간과 관련된다. 주

기적 전단 응력/변형률에 대한 비점성토의 저항은  

토양의 밀도, 투과성 및 물질에 작용하는 유효 구속

응력의 함수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표준관입시험

(SPT), 콘 관입시험(CPT) 같은 현장시험 결과, 그리

고 전단파의 속도(Vs)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지반공학적 검사가 토양의 주기적 저항의 특

징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고급 표본의 비배수

식 반복하중을 수반하는 연구실 실험방법 또한 토양

의 액상화 저항을 확인할 때 사용된다.

토양의 액상화 취약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선 재

료의 주기적 저항 및 설계수준의 지진운동에 의한 지

진 요구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진요구는 지진운동의 

강도와 지속시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보는 앞서 

논한 현장응답 분석으로부터 얻어진다. 토양 액상화

에 대한 가장 정교한 분석에 있어, 공극압 발생과 소

산 모델을 유한요소나 유한차분법 계산에 통합시키

는 문제의 유효응력정식화를 통해 그 영향을 고려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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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따른 동적 공극압이 중요한데, 이는 토양 덩

어리 내의 동수경사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극수가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배수가 잘 되는 

지표면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게 된다. 액상화의 이러

한 측면으로 인해 분사(그림 2.4), 샘물, 구멍균열이 

발생한다. 액상화에 관련된 다른 현상들로는 토양의 

측방확산과 유동결괴가 있는데, 이것들은 제방 마루 

밑 어딘가에 액상화된 사질토층이 존재함을 나타내

는 것이다(Kramer, 1996)

그림 2.4 액상화에 따른 분사의 증거

(1993년 일본 Hokkaido Nansei oki 지진 중 

하코다테 항구)

2.3 쓰나미

쓰나미는 수직의 海床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장주기

성 해양파를 말한다. 쓰나미는 대개 지진단층의 파괴

와 관련이 있지만 가끔은 해저 사태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파의 진폭은 공해상에선 미미할지 모르나 쓰나

미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접근함에 따라 파고는 증가

하며 때로 해안에선 수십 미터에 달하기도 한다. 쓰

나미의 파고는 또한 V자 모양의 만 끝 쪽으로 오면

서 증폭된다. 쓰나미 파의 주기는 인근지역에서  발

생한 지진에 의한 경우 대개 5-10분 사이이다. 쓰나

미는 태평양처럼 먼 거리까지도 쉽게 전달될 수 있

다. 이 경우 파의 주기는 대개 40분에서 2시간 사이

이다. 도착 시간은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경우 5

분 이내부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원거리 쓰나미의 

경우 하루까지 다양하다. 쓰나미의 파괴력은 실로 엄

청나다. 방파제가 손상된 사례가 그림 2.5에 나타나 

있는데, 1993년 Hokkaido Nansei oki 지진으로 발

생한 쓰나미가 일본 Okushiri섬에 5분 이내에 도착, 

2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림. 2.5 1993년 Hokkaido Nansei oki 지진 

중의 Okushiri 항구의 방파제 손상. 

쓰나미 관련 참사를 완화하기 위한 공학적 처리법은 

현재 쓰나미 경보 발령 또는 만 입구나 해안선에서의 

공학적 계측기 설치에 기초한다. 장거리 쓰나미 경보

를 위해 美 하와이 쓰나미 경보센터(PTWC)가 태평

양 쓰나미 경보시스템 운영센터(TWSP)로서 기능하

고 있다. 지진발생으로부터 경보발령까지의 시간은 

34분에서 92분 사이이며 평균 55분이다(Blackford, 

1998).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에 

있어서는 지역 쓰나미 경고센터가 지방정부 및 시민

들에게 경보를 발령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최첨단

의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일본기상청

(JMA)이 지방 쓰나미 경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기상청은 일본 전역에 설치된 지

진운동 관측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해 

진원지와 지진 강도를 계산한다. 경보는 전 일본 해

안선을 따라 66개 지역에 발령된다. 쓰나미의 파고

와 도착시간이 경고의 주 내용이다. 경보는 일본 주

변의 10만개 단층면 모델을 전제로 한 가상 쓰나미

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의 전자 카탈로그 편집에 

기초하여 발령된다. 해안에서의 쓰나미 파고(H)는 해

양에서의 파고()와 수심 으로 그린의 법칙을 사

용해 구한다. 곧 
이며 여기서 =1m 

(Sekita 등, 19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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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는 대개 수심 60 km 미만에서 발생하는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발령되며 국영 TV 

방송(NHK)을 통해 국민에게 즉시 방송된다.

해저 사태 및 “쓰나미 지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에는 

애로사항이 따르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느린 지진단

층 운동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대규모의 해저 변위가 강력한 지진운동 없이 촉발된

다는 특징이 있다. 1886년 일본 Meiji sanriku 지진

(강도 4.2)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큰 대지 진동 없

이도 2만 2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92년의 

Nicaragua 지진은 계기로 관측되어 쓰나미 지진으로 

규정된 최초의 쓰나미 지진의 사례이다.

쓰나미 참사를 완화하기 위한 토목공사도 이루어졌

다. 예를 들어 1978년 이래 일본 Kamaishi에선 수

심 63m의 만 입구에 길이가 2km가 넘는 혼성방파

제가 건설되었다. 이 방파제는 만 끝 쪽에서의 파고 

기록에 근거하여 시나리오 쓰나미의 파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방파제에 더해 쓰나미 참사 가능성

을 줄이기 위해, 만의 해안선을 따라 4m 높이의 물

막이 벽이 건설되었다.

2.4 항만 구조물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항만 구조물은 구조 및 기초 

유형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지반-구조 시스템

이다. 전형적인 항만 구조물들이 그림 2.6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일부 항만 구조물들이 “혼

재”되어 있어 단일한 구조 및 기초 유형 또는 안정 

메커니즘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또한 강력한 지반운

동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구조물의 취약성에 기초하

여 대안적인 특성규명도 산출해내기가 어렵다. 이는 

구조물의 내진 성능에 있어 토양충전 상태가 상대적

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본 보고서의 주요 주

제 중 한 가지는 특정 구조 및 지반공학적 조건 하에 

이루어진 항만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항만 지역에 설치된 다양한 구조물 가운데 

크레인 및 방파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안벽(岸

壁)이 본 보고서의 주요 논의대상 항만 구조물이다. 

논의 대상의 안벽은 중력식 및 널말뚝식, 말뚝부두 

및 셀식 안벽 같은 기타 혼성 구조물이 있다. 또한 

안벽 이외에 논의할 항만 구조물은 수직형 및 사석식 

경사 방파제이다.

2.5 지진 피해의 사례

본 장에서 논의할 항만 구조물의 지진피해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중력식 안벽의 손상

중력식 안벽의 손상은 그림 2.7과 2.8에 나타나 있

다. 이런 안벽은 일본 Kobe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5년 Hanshin 대지진 당시 손상되었다. 손상 내

용은 바다 방향으로의 변위, 침하 및 기울어짐 등이

었다. 손상은 주로 케이슨벽 아래의 느슨하게 충적된 

지반 토양의 변형에 따른 것이다.

(2) 널말뚝식 안벽의 손상

널말뚝식 안벽의 손상은 그림 2.9 및 2.10과 같다. 

이 안벽은 일본 Akita 항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1983

년 Chubu 지진 때 손상되었다. 손상은 액상화된 충

전 토사가 널말뚝에 가한 거대 압력 때문에 발생했

다. 널말뚝의 휨 모멘트가 과도해지면서 안벽의 균열 

발생을 초래하였다. 또 다른 널말뚝 안벽의 손상은 

그림 2.11과 2.12에 나타나 있다. 이 안벽은 같은 항

구 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비슷한 강도의 대지 운동

에 노출되었다. 앵커는 액상화된 토양 속에 파묻혔으

며 그 결과 이들 그림에서 보듯 부두 전체의 변형을 

초래했다. 이들 2가지 사례는 안벽의 지반공학적 및 

구조적 상태에 따라 손상 유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말뚝부두의 손상

말뚝부두의 손상은 그림 2.13에 나타나 있다. 이 안

벽은 일본 Kobe 항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1995년 

Hanshin 대지진 때 손상되었다. 액화 사질토층에 저

항하는 제방이 바다 쪽으로 크게 이동함에 따라 손상

이 발생하였다. 파일의 휨 모멘트가 과도해지면서 

pile-deck의 연결부와 파일의 매설부분 내부에 소성 

힌지가 발생하였다. 지진 후에 파일을 인발하여 조사

해보니 그림 2.14에서 보듯이 매설 부분의 손상이 명

확히 드러났다.

(4) 크레인 손상

레일 상의 크레인 손상은 그림 2.15와 같다. 이 크레

인은 일본 Kobe 항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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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부두
케이슨구조

Ÿ 일체식, 중력식, 흙막이 구조
Ÿ 잡석과 토사나 암석 위 기반 

널말뚝

Ÿ 앵커링을 위한 보조구조물이 있는 흙막이
식 널말뚝 구조

Ÿ 널말뚝, 충전토 기반

원주

Ÿ 횡압력 흡수를 위한 보조 구조물이 
있는 원주 구조물. 부분 흙막이가 있
는 경우도 있음.

매시브식

Ÿ 일체식, 중력식, 흙막이 구조
Ÿ 잡석과 토사나 암석 위 기반 

플랫폼이 있는 널말뚝

Ÿ 수평파일 지지 슬래브가 있는 흙막이식 널
말뚝 구조

Ÿ 널말뚝, 충전토 기반

말뚝부두

Ÿ 말뚝 구조물. 경사말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Ÿ 말뚝 기반

캔틸레버

Ÿ 일체식, 중력식, 흙막이 구조
Ÿ 잡석과 토사나 암석 위 기반

파일

Ÿ 대개 부분적 흙막이와 앵커링을 위한 보조
적 구조물이 있는 파일구조물

Ÿ 파일 기반

셀식 널말뚝

Ÿ 중력식, 흙막이 구조물
Ÿ 널말뚝, 충전토 기반

블록

Ÿ 일체식, 중력식, 흙막이 구조
Ÿ 잡석과 토사나 암석 위 기반

계선주(돌핀) 방파제

계선 및 브레스팅 돌핀

Ÿ 단일체 중력식 구조물
Ÿ 잡석과 토양이나 암석 위 기

반. 때론 파일 기반

Ÿ 말뚝구조
Ÿ 말뚝기반

수직면을 가진 재래식 케이슨 방파제
현장 주조 
콘크리트 캡

사토충전
세굴방지
공

마운드
Ÿ 단일체 중력식 구조물
Ÿ 잡석 마운드 및 토양이나 암석 위 기반

말뚝식 방파제
현장 주조 콘크리트 캡

파일외벽

세굴방지공

연약지반
Ÿ 파일 구조물

Ÿ 파일 기반
“수직 혼성” 케이슨 방파제

암석 보호공

암석 충전

Ÿ 단일체 중력식 구조물
Ÿ 사석 위 기반

상부구조가 있는 다층 사석식 방파제
방파벽 구조물
(중량괴 또는 강화 콘크리트)

방호벽층(암석이나 
콘크리트 블록)

방호벽층(암석이나 
콘크리트 블록)

수면

비탈둔턱(toe berm) 
(암석이나 콘크리트 
블록) 필터층(암석)

핵(채석골재)

기초(암석이나 콘크리트 블록)

Ÿ 크라운 방파벽 상부구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석 마운드.

Ÿ 토양 기반 위 사석 마운드

“소파블록 피복 혼성” 케이슨 방파제
콘크리트 
방호벽

Ÿ 한쪽 면에 블록을 쌓은 단일체 중력식 
구조물

Ÿ 마운드 및 토양이나 암석 위 기반

변형된 사석 방파제(둔덕식 방파제)
건축 당시 모습변형된 모습

수면

핵(채석골재)방호 골재

Ÿ 상부구조 없는 사석 마운드
Ÿ 토양 기반 위 사석 마운드

“블록식” 방파제

현장 주조 
강화 콘크리트

Ÿ 블록식 중력식 구조물
Ÿ 마운드 및 토양이나 암석 위 기반

그림 2.6  전형적인 항만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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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hin 대지진 때 손상되었다. 손상은 강한 요동뿐 

아니라 케이슨 안벽이 바다 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발

생하였으며 그 결과 크레인 교각 부분에 소성 힌지가 

형성되었다.

그림 2.7 1995년 Hanshin 대지진 당시 일본 

Kobe 항의 케이슨 안벽 손상

지면 선

크레인 레일

지진 후 지표면

크레인 
레일

충적토

 압축
콘크리트 
케이슨

사석 
충전재

기반 사석

충적 점토층
충적점토 대치용 
충적 사토

모래말뚝
(sand drain)

단위: 

그림 2.8 Kobe 항 케이슨 안벽의 단면도

(5) 방파제 손상

직립식 혼성 방파제의 손상은 그림 2.16에 나타나 

있다. 이 방파제는 일본 Kobe 항에 설치되어 있었으

며 1995년 Hanshin 대지진 때 손상되었다. 손상은 

대부분 방파제 하부의 느슨한 토양 퇴적층이 심하게 

변형되면서 과도한 침하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석식 방파제의 손상은 그림 2.17과 같다. 이 현장

은 그리스 Patras 항 방파제의 남쪽 연장부이다. 

3~4m의 침하가 일어난 이 손상은 1984년에 발생한 

연속된 중진(中震)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현지의 지

질 조건에 상당히 증폭되었다. 이 손상은 대부분 단

면적 붕괴 및 하부 마운드 재료가 연약 점토 내로 침

전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그림 2.9 1983년 Chubu 지진 당시 일본 Akita 
항 Ohama 부두의 널말뚝 안벽의 손상

고장력강 타이로드, 직경 
55mm 간격 2.0m

균열 개봉 뒤채움 사토
널
말
뚝
 VI

형

원래 
해저면

강
관
 파

일
 ∅ 550m

m

、

 t=12m
m

、

 l=15

。

5m
 

단위(m)

그림 2.10 Akita 항 Ohama 부두의 널말뚝과 
안벽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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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1983년 Nihonkai Chubu 지진 당시 
일본 Akita 항 Ohama 부두의 널말뚝 안벽의 

손상

널
말
뚝
 SP

U
 II

형

강
철
 파

일

단위

그림 2.12 Akita 항 Shimohama 부두의 널말뚝 
안벽의 단면도

(6) 항만 구조물 손상의 공통적 특징

앞에서 다룬 항만 구조물 손상으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 항만 구조물 손상의 대부분은 연질 또는 액상화 

토양의 퇴적층이 심하게 변형되는 것과 관련이 있

다. 따라서 액상화가 문제라면 액상화에 대한 적절

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항만 구조물의 내진 성능 

제고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수평변위 

지진 후
지진 전
부분 좌굴

(단위: 미터)

3% 기울어짐

1
0
%

 

기
울
어
짐

1
0
%

 
기
울
어
짐

7
%

 

기
울
어
짐 사토

사석

사토
충적점토

충적사토
홍적세 자갈(1)

홍적세 점토(1)

홍적세 자갈(2)

홍적세 점토(2)

파일 두께 변화

그림 2.13 1995년 Hanshin 대지진 당시 일본 
Kobe 항의 Takahama 부두의 말뚝 부두의 

단면도

그림 2.14 Kobe 항 Takahama 부두의 파일 
손상

- 실제 항만 구조물의 손상은 대부분 대대적인 붕괴

가 아니라 과도한 변형에 기인한다. 따라서 항만 

구조물의 포괄적인 내진 성능을 규정함에 있어 기

존의 하중기반 설계법보다는, 변위 및 극한응력 상

태에 기초한 설계방법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대부분의 항만 구조물 손상은 토양-구조물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이므로 설계 및 해석 과정에 있어 

항만 구조물의 지반공학적 및 구조적 조건을 고려

하여야 한다.

- 116 -



(a) 전면도

(b) 확대 사진

그림 2.15 1995년 Hanshin 대지진 당시 일본 
Kobe 항의 크레인 손상

지진 전 
지진 후

벽면 
선

토사토사

단위

충적 진토층 
대체용 화강토

그림 2.16 1995년 Hanshin 대지진 당시 일본 
Kobe 항의 혼성 방파제 손상

주 방호벽 항구

핵 충전재

(a) 전형적 횡단면

파괴 전 항구

파괴 후

자연해저

단위

(b) 파괴 전후의 횡단면

그림 2.17 1984년 연속 지진 후 그리스 Patras 
항의 사석식 방파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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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기준개념

항만 구조물에 대한 설계의 기준개념은 다음과 같은 

관찰내용에 기초한다.

- 대지 및 기초토양의 변형 및 이에 따른 구조적 

변형과 응력 상태가 주요한 설계 매개변수가 된

다.

- 기존의 한계평형 방법은 이러한 매개변수를 평

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 일부 잔류 변형은 허용할 수 있다.

성능기반 설계법은 이러한 설계 기준개념을 실무 중

심적 지침과 부가한다.

3.1 성능기반 설계법

성능기반 설계법은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1990년대

에 발생한 지진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태동되었

다.(SEAOC, 1995; Iai 및 Ichii, 1998; Steedman, 

1998). 성능기반 설계법의 목표는 기존의 내진설계

가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내진설

계기준은 설계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하는 데 기초하지만, force-balance 한계를 초과할 

경우 구조물 성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매우 드문 지진운동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강

도의 지반운동에 대해 기존 설계에서 한계평형을 넘

지 않기를 요구할 경우, 건설 및 보강에는 고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Force-balance 설계는 빈번한 지진

운동에 기초할 경우, 설계에 사용된 지진운동에 노출

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추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성능기반 설계에 있어 설계 지진운동이 적절히 규정

되어야 하며 허용 구조손상 수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두 수준의 지진운동이 전형적인 기준 운동으로 활용

되는 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수준(L1): 구조물의 수명기간 내에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 지진운동의 단계

2수준(L2): 흔치 않은 지진운동의 단계로 매우 강

력한 지진동을 수반.

손상의 허용정도는 사용자/소유주의 구체적 필요에 

따라 규정되며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적 및 

운영상의 손상 허용정도에 기초하여 규정된다. 이 표

의 구조적 손상범주는 구조물의 성능을 설계수명까

지 완전히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작업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대개 지진에 따른 직접적 손실로 언급된

다. 기능 손상의 범주는 사용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작업량과 관련된다. 사용성의 손

실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은 대개 간접 손실로 언급된

다. 해상운송이라는 기본적 기능에 더해 항만 구조물

의 기능에는 인명과 재산의 보호가 포함되는 바, 비

상 운송기지 및 위험물질의 환경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손상의 허용정도를 정의

함에 있어 가능하면 표 3.1에 열거된 것 외에 이러한 

사안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 지진수준 및 허용 손상수준을 적절히 규정하고 

나면 구조물의 요구 성능을 표 3.2에 규정한 성능등

급 S, A, B, C로 분류하여야 한다. 성능기반 설계에 

있어 구조물은 이러한 성능등급에 부합하도록 설계

된다.

성능기반 설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단계들은 그림 

3.1과 같다.

1) S, A, B, C 가운데 성능 등급 중 한 가지를 선택

한다. 이 단계는 대개 표 3.1과 3.2를 참조하고 

사용자/소유자의 필요와 부합하는 손상 수준을 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성능 등급을 선택함에 있어 

또 다른 절차는 구조물의 중요성에 비추어 등급을 

고려하는 것이다. 중요도는 대부분의 지진 규정 

및 기준에 정해져 있다. 이 절차는 표 3.3에 나타

나 있다. 가능할 경우 사용자/소유주의 특정 필요

에 부합하기 위해 S, A, B, C 이외의 성능 등급을 

도입할 수도 있다. 

2) 손상규준을 정한다. 이 단계는 변위, 한계응력 상

태나 연성계수 같은 공학적 매개변수에 있어 허용 

손상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4

장에서 다루게 된다.

3)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한다. 이 단계는 대개 

구조물의 내진 해석에서 나온 응답 매개변수를 손

상규준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해석결과가 손

상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안된 설계나 기존 

구조물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이 단계에선 액상화

에 대한 예방조치 같은 토양개선 조치가 필요할 수

도 있다. 액상화 예방조치의 상세 내용은 항만부두

연구협회(1997) 발간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진운동 및 성능평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2 지진운동의 기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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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지진운동(L1)은 구조물의 수명 중 발생확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규정된다. 2수준 지진운동은 구

조물의 수명 중 발생확률이 10%가 넘는 것으로 규

정된다. 이러한 운동들을 규정함에 있어, 지진 단층

이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 그 활동성 단층에서 유

래하는 흔치 않은 사태로 인한 현장 근처 움직임 또

한 고려하여야 한다. 항만 구조물의 수명이 50년일 

경우 L1과 L2의 재현 주기는 각각 75년과 475년이

다.

지진활동성이 낮은 지역에선 L1은 비교적 작고 공학

적 중요성도 미미할 것이다. 이 경우엔 L2만을 적절

히 규정된 손상규준과 함께 사용한다. 여기서 L2에 

대해 만족스러운 성능이라면 예상 L1 운동에 필요한 

성능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암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일 수준 접근방식은 기존의 

설계관행과 다소 비슷한 면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구조물이 손상 허용수준에 준해 설계된다는 것이다.

L1과 L2를 모두 활용하는 이중 수준 접근방식은 1) 

L1에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2) L2에 있어 관리 모드와 지진피해의 정

도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수준 접근방식은 

L1의 기간 동안에 L2의 특정 손상규준이 만족할만

한 안전성과 사용성을 보증하기 어렵거나, L1에 대

한 성능 기준이 L2에 대한 특정 성능 기준을 보증하

기 어려운, 중진(中震) 및 강진(强震) 지역에 특히 유

용하다. 여기서 더 강한 L2의 여진(餘震)만이 독립적

으로 최종 설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하며,  최종설계는 L1의 더 높은 성능기준에 의해 상

당히 영향을 받거나 좌우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후반에서 이중 수준 접근방식이 관심의 

중점이 될 것이다. 단일 수준 접근방식에 필요한 정

보는 L1에 관련된 사안을 소거해 보면 쉽게 추론할 

수 있다.

3.3 성능평가

특정 항만에서의 성능기준 평가를 위한 지침으로서 

손상 정도와 설계 지진운동 사이의 관계를 그림 3.2

에 도식화하였다. 이 그림은 표 3.2의 성능 단계 사

양에 기초한다. 이 그림에서의 곡선들은 지정 L1과 

L2 지진동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지진동 

수준에 대해 파괴허용정도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또

한, 표 3.2에 규정된 L1과 L2에 대한 손상정도 상한

선에 상응하는 2가지 통제 포인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B등급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곡선은 L1 지

진동의 손상수준 상한선을 규정하는 포인트를 지나

야 하고 L2 지진동에 대한 손상 정도의 상한선을 규

정하는 또 다른 포인트를 지나야 한다. 곡선의 모양

은 통제 포인트를 지나는 선분에 의해 근사치를 구할 

수 있으며, 또는 항만 구조물의 비선형 내진 해석의 

전형적 결과를 참조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그림 3.2의 직각좌표들은 4장에서 논의되는 손상규

준에 의해 제시되는, 변위, 응력이나 연성계수 같은 

엔지니어링 매개변수로 변환된다. 이러한 변환은 구

조물의 요구 성능과 내진 반응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

를 가능케 한다. 구조물의 내진 반응은 L1과 L2 지

진동에 대한 내진 해석을 통해 평가되며 이 그림 상

에 “내진 반응 곡선”으로 표시된다. 최소 요건으로서 

L1과 L2 지진동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를 들어 평가 또는 설계 대상의 구조물이 그림 3.3의 

“a” 내진반응 곡선을 가질 경우 이 곡선은 A등급을 

규정하는 상부 곡선 아래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설

계는 A등급 성능을 보장하게 된다. 대안의 구조 사

양이 내진성능 곡선 “b”를 나타내고 곡선의 일부가 

A등급의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이 설계는 B등급의 

성능만을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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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성능기반 설계에 있어 허용 손상 정도*

손상의 허용정도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

1단계:

사용가능 단계

미미하거나 손상 無 사용성 손실 거의 없거나 全無

2단계:

복구가능 단계

통제 가능한 손상*** 사용성 단기 손실****

3단계:

붕괴 직전단계

붕괴 직전의 심각한 손상 사용성의 장기 또는 완전 손실

4단계:

붕괴**

구조물 완전 유실 사용성 완전 손실

* 손상기준결정 시 본 표에 제시된 내용에 더하여 인명과 재산, 운송기지로서의 기능 보호 및 경우에 따라 

위험물질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함.
** 인근에 심각한 영향이 없는 경우
*** 제한적인 비탄성 응답 및 잔존 변형이 있는 경우
**** 수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단기 및 중기로 분류

표 3.2 성능등급 S, A, B, C

성능등급
설계지진

1수준(L1) 2수준(L2)

S등급 1단계: 사용 가능 1단계: 사용 가능

A등급 1단계: 사용 가능 2단계: 복구 가능

B등급 1단계: 사용 가능 3단계: 붕괴 직전

C등급 2단계: 복구 가능 4단계: 붕괴

표 3.3 항만 구조물의 중요도 범주에 기초한 성능 등급

성능 등급 구조물에 미치는 지진영향에 기초한 정의 일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항만 구조물의 중요도 범주

S등급

1) 지진손상 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

요한 구조물

2) 지진 참사로부터 복구 시 사용을 위해 설계된 주요 구

조물

3)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구조물

4) 파괴 시 지진피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황폐

화시키는 중요한 구조물

특급

A등급

S등급에 비해 1)에서 4)까지 항목의 심각성이 덜한 주요 

구조물, 또는 

5)손상 시 복구가 어려운 구조물

특급 또는 A급

B등급 S, A등급 및 C등급 이외의 일반적 구조물 A급 또는 B급

C등급 복구가 손쉬운 소형 구조물 B급 또는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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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설계 기준개념

허용 손상
I 사용 가능
II 복구 가능
III 붕괴 직전
IV 붕괴

지진 수준:

1수준(L1)

2수준(L2)

성능 등급:

S, A, B, C

5장: 지진 해석

해석 유형
1. 간이 해석
2. 간이 동적 해석
3. 동적 해석

입력:
지진운동
지반공학적 조건
제안 설계 또는 기존 구조

4장:

손상규준

손상규준

해석

결과:
변위
응력
(액상화 가능성)

손상규준이 충족되었는가?

성능 평가 종료

단면 수정/토양 

개선

예

아니오

그림 3.1  지진 성능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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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진운동

IV: 붕괴

III: 붕괴직전 C등급

B등급

A등급

S등급
II: 복구가능

I: 사용 가능

손
상
단
계

그림 3.2 성능등급 S, A, B, C의 도식화

설계 지진운동

IV: 붕괴

III: 붕괴직전 C등급

B등급

A등급

S등급
II: 복구가능

I: 사용 가능

손
상
단
계

구조물 b 구조물 a

그림 3.3 내진 성능 평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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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상규준

성능기반 설계에 있어 허용손상정도, 즉 손상규준은 

구조물의 기능과 내진 응답에 기초한 변위, 한계응력 

상태 및 연성/변형률 한계와 같은 공학적 용어로 나

타내어야 한다. 손상규준은 일단의 설계기사들이 구

조물/시설의 사용자 및 소유주들의 조언을 얻어 작성

한 3장의 표 3.1에 기초하여 만들 수 있다. 전형적인 

안벽의 손상기준수립에 대한 지침은 4.1장에서 4.4

장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본 장에서 제안하고자 하

는 손상기준은 다음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만들어졌

다.

1) 앞장의 표 3.1에 제시된 기능적 손상규준이 I단계 

에 달하고, 한편 같은 표의 구조적 손상규준은  II 

에서 IV단계까지 감안하는 경우.

2) 검토 대상인 안벽이 지진피해로 인해 인명에 위

협을 가하지 않으며,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레일 

상의 크레인도 없고 안벽 앞의 해역도 제약 없이 

탁 트인 경우.

4.1 중력식 안벽

(1) 중력식 안벽의 내진 응답

중력식 안벽은 케이슨이나 해저에 위치한 기타의 중

력식 구조물로 이루어진다. 안벽 뒤쪽의 뒤채움 토사

의 토압에 대한 안정성은 안벽의 질량과 안벽 바닥의 

마찰력에 의해 유지된다. 견고한 기초 위에 만들어진 

중력식 안벽에 있어 지진 중의 전형적인 파괴 모드는 

그림 4.1(a)처럼 바다 방향으로의 변위 또는 기울어

짐이다. 뒤채움 토양이 느슨하거나 지반이 원래 느슨

한 사질토일 경우 파괴 모드는 안벽 아래 지반의 전

반적인 변형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바다 쪽으로의 과

도한 변위, 기울어짐과 침하가 일어난다(그림 4.1(b) 

참조). 폭/높이 비가 0.75 미만인 비교적 작은 폭을 

갖는 안벽은 수평 변위보다는 기울어짐 파괴 모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개념설계단계에선 중력식 안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 안벽에 가해지는 

토압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한 가지 방법은 내부마

찰각이 큰 뒤채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석괴

(rockfill)나 그 비슷한 재료가 느슨한 사토에 적합하

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액상화 및 전반적 변형의 리

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다. 안벽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으로는 안벽의 무게중심을 땅 쪽

으로 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안정 모멘트를 올리는 

것, 그리고 바닥판과 기초 사이의 마찰각을 높이는 

것이 있다. 개념적으로 전자는 구조물의 수직면을 따

라 기성블록을 쌓아 적절한 상쇄를 유도함으로써 가

능할 것이다. 후자는 특수 미끄럼 방지 형상을 가진 

콘크리트 기초 슬래브를 넣거나, 지반의 접촉면과 블

록 안벽 상단부를 수평으로 하기 보다는 경사면으로 

설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중력식 안벽의 수평 변위나 균일 수직 침하는 잔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며 구조적 관

점에서 보면 대개 허용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

벽의 기울어짐은 잔류 안전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허

용하기 어려운 구조안정 상태를 초래한다. 이전의 사

례를 보더라도 기울어짐이 발생하면 콘크리트 블록

형 안벽이 전도/붕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안벽은 전도/붕괴 모드에 대한 손상규준을 구

체화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a) 기초가 견고한 경우

느슨한 토사 지반

(b) 기초가 느슨한 사질토인 경우

그림 4.1 중력식 안벽의 변형/파괴 모드

(2) 중력식 안벽의 손상규준을 구체화할 때의 

매개변수

중력식 안벽의 내진 성능은 안전한 접안, 안전한 차

량 운전 및 화물 취급, 홍수 그리고 변위 및 기울어

짐의 형태를 띤 구조적 손상(콘크리트 블록식 안벽의 

경우 블록 간의 상대적 이격 포함)의 정도 등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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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력식 안벽의 손상기준제안

손상정도 I단계 II단계 III단계 IV단계

중력식

안벽

정규화 잔류 수평 변

위(d/H)*

1.5% 미만** 1.5-5% 10% 이상

바다 쪽으로의 잔류 

경사

3도 미만 3-5도 5-8도 8도 이상

에이프런 에이프런 부등 침하 0.03-0.1 m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에이프런과 非에이프

런 구간 사이의 부등 

침하

0.3-0.7 m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바다 쪽으로의 잔류 

경사

2-3도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d: 안벽 상단에서의 잔류 수평 변위, H: 중력식 안벽의 높이

**30cm 미만의 부등 수평 변위에 대해서는 대안적 기준 제시

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손상규준

을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매개변수로는 변위, 

침하, 기울어짐, 벽면을 따라 생기는 부등 변위, 에이

프런과 그 뒷부분의 침하 및 부등 침하를 포함한 에

이프런의 변형, 기울어짐(그림 4.2 참조)이 있다. 손

상규준은 위에 언급한 적절한 매개변수를 선택 및 구

체화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 항에서 좀 더 구체

적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3) 중력식 안벽의 손상규준

본 장의 서두에 언급했던 조건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표 4.1을 참조하여 손상규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

다. 표 4.1에 나타난 기준은 최저 요건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개변수에 기초한 손상규준을 참조하는 내

진성능 평가에 있어선 가장 높은 손실단계가 평가의 

최종 결과가 된다.

기울어짐

케이슨 뒤쪽의 
부등 침하

에이프런 침하
에이프런의 부등 침하

수평 변위 
침하 
부등 변위 

그림 4.2 중력식 안벽의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

4.2 널말뚝식 안벽

(1) 널말뚝식 안벽의 내진응답

널말뚝식 안벽은 상호결합식 널말뚝, 타이로드 및 앵

커로 구성된다. 안벽은 상단에서 앵커에 의해 지지를 

받으며 하단은 적당한 토양 속에 매립함으로써 지탱

된다. 지진 중 전형적인 파괴 모드는 그림 4.3에 나

타난 구조적 및 지반공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널말뚝식 안벽의 구조적 손상은 기본적으로 변위보

다는 구조적 응력/변형률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시

퀀스 및 혼성 널말뚝 안벽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

는 극한상태의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널말뚝식 안벽의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

시트파일 안벽의 내진성능은 중력식 안벽과 유사하

게 사용성에 기초해 구체화하는데, 변위뿐 아니라 응

력 상태와 관련된 구조적 손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다.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 참조).

변위: 

- 널말뚝식 안벽 및 에이프런: 중력식 안벽의 매

개변수 참조.

- 앵커: 부등 침하, 앵커에서의 지표면 균열발생, 

낡은 파일앵커의 인발 변위.

응력:

- 널말뚝(이선(泥線) 위와 아래)

- 타이로드(연결부 포함)

- 앵커

손상규준은 위에 언급한 적절한 매개변수를 선택 및 

구체화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124 -



(a) 앵커부위 변형/손상

(b) 널말뚝 안벽/타이로드 손상

(c)매립부위 손상

그림 4.3 널말뚝 안벽의 변형/손상 모드

널말뚝식 안벽에 있어서는, 지진하중의 정도가 계속 

심해지는 극한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시퀀스를 구체

화하여야 한다. 손상된 앵커가 시트파일 안벽보다 복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절한 순서를 

정할 수도 있다(그림 4.5 참조).

1) 앵커의 변위(손상 1단계 이내)

2) 시트파일 안벽의 항복(이선 위)

3) 시트파일 안벽의 항복(이선 아래)

4) 앵커의 항복

5) 타이로드 항복

손상된 널말뚝식 안벽이 앵커보다 복구가 어려울 경우 

앵커의 항복은 널말뚝식 안벽의 항복보다 선행해야 한

다.

(3) 널말뚝식 안벽의 손상규준

본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적용될 경우 널말

뚝식 안벽에 있어 손상규준은 표 4.2를 참조하여 수

립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변위와 응력 가운데 가장 

심한 제약조건이 손상규준을 정하게 된다. 널말뚝 매

립부분의 구조적 손상은 대개 복구하기가 어려우므

로 이에 더 높은 지진저항을 필요로 하게 된다. 시트

파일 안벽의 취성파괴, 타이로드의 파열 및 앵커의 

붕괴는 피해야 한다.

에이프런 침하
에이프런의 부등 침하
기울어짐

앵커의 부등 침하
앵커부위의 지표면 균열발생
낡은 파일앵커의 인발 변위

수평 변위 
침하 
차별적 위치변위 

(a) 변위 관련
타이로드(연결부 
포함) 응력

앵커파일의 응력널말뚝의 응력
(이선 위와 아래)

(b) 응력 관련

그림 4.4 널말뚝식 안벽의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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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널말뚝식 안벽의 손상기준제안(앵커가 안벽보다 복구하기 어려울 경우)

손상수준 단계 II단계 III단계 단계

잔류 
변위

널말뚝 
안벽

정규화 잔류 수평 

변위(d/H)*

1.5%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바다 쪽으로의 
잔류 경사

3도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에이프런 에이프런 
부등침하

0.03-0.1 m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에이프런과 
非에이프런 구간 
사이의 부등침하

0.3-0.7 m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바다 쪽으로의 
잔류 경사

2-3도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대응답
응력/변형
률

널말뚝
안벽

이선 위 탄성 소성(이선위의연
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작음)

소성(이선위의연
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작음)

소성(이선위의 
연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높음)

이선 아래 탄성 탄성 소성(이선위의연
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작음)

소성(이선아래의 
연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높음)

타이로드 탄성 탄성 소성(타이로드의 
연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작음)

소성(타이로드의 
연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높음)

앵커 탄성 탄성 소성(앵커의 
연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작음)

소성(앵커의 
연성계수/변형률 
한계’보다 높음)

*d: 안벽 상단에서의 잔류 수평 변위, H: 이선으로부터 널말뚝의 높이

**30cm 미만의 부등 수평 변위에 대해서는 대안적 기준 제시

① 앵커변위(손상 정도I)

② 널말뚝 안벽 항복(이선 위)

③ 널말뚝 항복(이선 아래)

④ 앵커 항복

⑤ 타이로드 항복

그림 4.5 시트파일 안벽 항복에 대한 시퀀스

4.3 말뚝부두

(1) 말뚝부두의 지진반응

말뚝부두는 말뚝과 경사제(傾斜堤)로 구성된다. 경사

제 면 윗부분의 지지를 받지 않는 파일 길이는 변동

이 많다. 경사제 건축에 적합한 석괴(rockfill)가 경제

성이 없을 경우 중력식이나 널말뚝식 방식의 구조를 

지어 경사제를 대신하기도 한다. 말뚝부두의 지진반

응은 대지 진동 중 복합 토양-구조의 상호작용에 의

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지진 중의 전형적 파괴

모드는 대지 변위와 관련되는 관성의 힘에 따라 달라

진다(그림 4.6). 특히 이 그림에 나타난 대지 변위와 

관련 있는 파괴은 지반공학적 측면에서 적절한 설계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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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크에서의 관성력으로 인한 변형

(b) 옹벽으로부터의 횡하중으로 인한 변형

느슨한 하부토양

견고한 층

견고한 기초부

(c) 느슨한 하부토양의 측면변위에 따른 변형

그림 4.6 말뚝 부두의 변형/손상 모드

말뚝부두의 다양한 구조 요소들 가운데서도 경사말

뚝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사말뚝은 계류, 계선 및 크

레인 작업에 따른 횡하중에 대한 저항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구조 요소이다. 하지만 경사말뚝 데크 시스

템은 수직말뚝식 데크에 비해 강성이 큰 골조가 된

다.  그 결과 지진 중 콘크리트 파일의 큰 응력집중, 

전단파괴이 발견되었다(일례로 1989년 로마 Prieta 

지진과 1994년 Northridge 지진이 있음). 이러한 말

뚝 파괴모드는 지진 활동성이 높은 지역에선 구조설

계에 경사말뚝을 사용하여 변위 및 적절한 연성에 대

처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진 활동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직말뚝만으로 콘크리

트 말뚝부두를 설계하는 것이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

다. 이러한 구조 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말뚝의 절곡 

및 이와 관련된 모멘트 저항에 따른 가로하중/변위에 

저항한다. 강력한 지진운동 중, 휨에 의해 수직말뚝에 

가해지는 어느 정도의 구조적 손상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말뚝 두부의 휨 파괴가 파일데크 연결부의 전

단 파괴보다는 바람직한데, 전자가 실질적으로 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Buslov 등, 1996).

창의적인 구조설계 및 파일데크 연결부에 대한 주의

만 한다면 말뚝부두에 경사말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설계 개념은 말뚝 캡의 수리 가능한 구조적 

“퓨즈”를 도입하고 있다. 이 퓨즈는 약한 고리 또는 

일상적 항만 운영 중의 횡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하중제한 장치로 기능하지만, 강력한 지진운

동 시에는 항복함으로써 부두 데크 자체의 손상을 방

지한다. 이러한 하중제한 장비는 마찰식 부품 또는 

전단 항복함으로써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구조적 “퓨

즈 링크”로 설계가 가능하다(Johnson 등, 1998). 

말뚝부두의 구조적 손상은 변위보다는 응력상태에 

의해 좌우된다. 시퀀스와 혼성 말뚝부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한상태의 단계를 규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2) 말뚝부두의 손상규준을 구체화기 위한 매개변수

말뚝부두의 구조는 데크/파일 시스템 및 제방/경사제

/옹벽으로 이루어진다. 제방/경사제/옹벽의 내진성능

은 중력식이나 널말뚝식 안벽의 성능에 준한다. 옹벽 

및 제방/경사제의 이동을 포함한 지반 변위의 영향은 

데크/파일 시스템의 성능에 있어 신중하게 평가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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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 침하
(데크와 옹벽 사이) 
교량 붕괴

수평 변위
침하
기울어짐
부등 변위

옹벽의 평가 대상 항목: 
중력식/말뚝식 안벽의 항목 
참조 요망

데크의 기울어짐

연약층

깊이 박힌 경사면의 움직임 
및 파일 손상 가능성

(a) 변위 관련

(b) 응력 관련

교량의 응력

데크의 응력

파일 캡의 응력

파일 상단의 
응력

매립부위의 
파일응력

옹벽의 평가 대상 항목:
중력식/말뚝식 안벽의 
항목 참조 요망

그림 4.7 말뚝 부두의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

데크/파일 시스템의 내진성능은 사용성 및 구조 손상

에 기초하여 구체화된다. 데크 및 파일에 대한 손상

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그림 4.7 

참조).

변위:

- 데크 및 파일: 침하, 기울어짐, 부등 침하

- 에이프런(데크, 데크 후면의 선적/하역 구역): 데

크와 옹벽 사이의 부등 침하, 기울어짐, 교량의 

붕괴/파괴

응력: 

- 파일(파일 상단 및 제방/경사제 표면 또는 이선

의 아래)

- 데크(데크 본체, 파일 캡)

- 교량

손상규준은 상기의 매개변수 중 적절한 것을 선택 및 

구체화하여 수립한다.

말뚝부두에 있어 지진 후 복구를 쉽게 하는 것과 관

련, 지진하중의 수준이 증가하면서 극한상태에 도달

하는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그림 

4.8 참조)

1) 파일 캡

2) 파일 상단

3) 데크 및 제방/경사제 표면 또는 이선 아래의 파일

(수용 가능한 연성 범위 내에서)

③ 데크항복 

③ 매립부분 

항복

② 파일 상단 

항복

① 파일 캡 

항복

그림 4.8 말뚝부두 항복 시 시퀀스

부두 데크와 옹벽 사이의 가교 연결부위에선 붕괴 방

지를 위한 페일세이프 장치 같은 구조적 세부 장치 

또는 수리가 용이한 구조 역시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옹벽으로부터의 이탈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도 도입

할 수 있다. 이는 말뚝부두의 에너지 흡수 장치의 개

발로 이어질 수 있다.

(3) 말뚝부두의 손상규준

말뚝부두 옹벽의 규준은 중력식 또는 시트파일 안벽

의 기준을 참조하여 수립할 수 있다. 데크 아래의 제

방/경사제에 대한 손상규준은 기준이 비교적 미비한

데, 파일 및 제방/경사제 사이의 복잡한 토양-구조 

상호작용 때문이다.

본 장의 서두에 언급한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경

우 말뚝부두의 파일과 데크에 대한 기준은 표 4.3을 

참조하여 수립될 수 있다. 변위와 응력 가운데 가장 

제약적인 조건이 손상규준을 결정짓는다.

파일 매립부분의 구조적 손상은 대개 복구가 어려워 

말뚝부두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계에 있어 더욱 제약적인 연성계수를 사용

해야 한다. 연성계수/변형률 한계를 실제 사용한 사

례로는 Ferritto(1997), Ferritto 등(1999) 및 

Yokota 등(1999)에서 발견된다. 지진 중 강철파일의 

취성파괴에 대해서는 보고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1995년 Kobe 지진 당시 두꺼운 강철 기둥의 취성파

괴 사례로 볼 때 강철파일의 이러한 측면도 계속 연

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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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말뚝 부두의 손상기준제안*

손상 정도 I단계 II단계 III단계 IV단계

잔류 

변위

데크와 배후지 

사이 부등 침하

0.1-0.3 m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바다 쪽으로의 

잔류 경사

2-3도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대반응 파일** 기본적으로 탄성응

답. 잔류 변형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

제한적 비탄성 연

성응답과 잔류 변

형.

구조물의 복구가

능성 유지를 목적

으로 함.

붕괴에 가까운 연

성 응답(1개나 제

한된 수의 파일에

서 2배수 연성힌

지 발생 가능)

III단계 초과

*표는 파일과 데크만 언급함.

**구조 요소에 있어 휨 파괴가 전단 파괴보다 선행함.

(a) 견고한 기초 위

느슨한 사질토 기초

느슨한 사질토 기초

(b) 느슨한 사질토 기반

그림 4.9 셀식 안벽의 변형/파괴 모드

4.4 셀식 안벽

(1) 셀식 안벽의 지진 응답

셀식 안벽은 모래나 기타 채움재를 채운 철판이나 널

말뚝 셀로 구성된다. 관성력과 토압에 대한 저항은 

非매립 셀의 경우 바닥면의 필(fill) 마찰에 의해서 또

는 셀 매립부위의 지반 하층토의 저항에 의해 생긴

다. 지진 중 전형적인 파괴모드는 그림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셀 매립 및 지반공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

진다.

셀 안벽의 구조적 손상은 응력상태뿐 아니라 변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혼성 셀식 안벽 시스템의 경우 

발생의 시퀀스와 극한 상태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5년 Kobe 지진은 그림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은 파괴모드를 초래하였는데 셀의 수평 단면

을 따라 변형이 일어났다. 

(2) 셀식 안벽의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

셀식 안벽의 내진성능은 중력식 안벽과 마찬가지로 

사용성에 기초하며, 변위 및 응력에 관해서는 구조적 

손상에 기초한다.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는 

그림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위에 대한 중력식 

또는 널말뚝식 안벽의 그것과 비슷하다. 응력에 대한 

매개변수에는 셀 내부 및 셀 연결부의 응력상태가 포

함된다.

(3) 셀식 안벽의 손상규준

본 장의 서두에 언급한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경

우 셀식 안벽에 대한 손상규준은 표 4.4를 참조하여 

수립될 수 있다. 변위와 응력 가운데 가장 제약적인 

조건이 손상규준을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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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셀식 안벽의 손상기준제안

손상정도 I단계 II단계 III단계 IV단계

잔류 

변위

셀식

안벽

정규화 잔류 수평 

변위

(d/H)*

1.5% 미만 1.5-5% 5-10% 10% 이상

바다 쪽으로의

잔류 경사

3도 미만 3-5도 5-8도 8도 이상

에이프런 에이프런 부등

침하

0.03-

0.1 m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에이프런과 

非에이프런 구역 

간 부등 침하

0.3-0.7 m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바다 쪽으로의

잔류 경사

2도-3도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대 응답

응력/변형률

셀 탄성 탄성 소성(셀 

연결부의 

변형률한계보

다 작음)

소성(셀 

연결부의 

변형률한계보

다 높음)

셀 연결부 탄성 소성(셀 

연결부의 

변형률한계보

다 작음)

소성(셀 

연결부의 

변형률한계보

다 높음)

소성(셀 

연결부의 

변형률한계보

다 높음)

*d: 안벽 상단의 잔류 수평 변위, H: 이선에서부터 데크의 높이

**30cm 미만의 부등 수평변위에 대해서는 대체 기준이 제시됨.

A-A’ 단면

B-B’ 단면

그림 4.10 단면 변형을 수반하는 셀식 안벽의 
변형/손상 모드

에이프런 침하
에이프런의 부등 침하
기울어짐

수평 변위
침하
부등 변위

셀 배후의 부등 침하

기울어짐

(a) 변위관련

(b) 응력관련

셀 내부 응력
셀 결합부의 응력지지 데크의 

파일 응력

그림 4.11 셀식 안벽의 손상기준 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

- 130 -



4.5 크레인이 있는 안벽

지진 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레일 상의 

크레인(이하 크레인) 같은 장비나 운송장비를 갖춘 

안벽은 안벽의 사용성이라는 일반적 목적에 더하여 

이들 장비의 사용성 또한 유지해야 한다. 인명의 안

전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크레인

이 장착된 안벽에 대한 허용손상의 규준은 4.1에서 

4.4장에서 논한 내용에 추가하여 다른 고려사항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가 갖춰진 

안벽의 사용성은 부등 변위와 침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페리 부두의 경우 승객의 안전 및 승객운송 

작업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안벽의 변위 및 승객

용 가교의 페일세이프 장치의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컨테이너 크레인 같이 크레인이 있는 안벽에 

대한 추가 규준을 본 장에서 다룬다. 이러한 규준은 

4.1에서 4.4에서 제시한 규준들을 보완한다.

(1) 크레인에 대한 지진반응

크레인은 그림 4.12와 같이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상부구조, 그리고 상부구조를 지탱하고 움직이기 위

한 지지구조로 이루어진다. 크레인은 대개 강철 프레

임으로 만들어진다. 지지구조는 강성 프레임 또는 힌

지식 교각 타입으로, 그림 4.12와 같이 A 높이에 힌

지 하나를 갖게 된다.

크레인은 클램프나 앵커로 레일에 고정되는데, 이들

의 강도가 외력(外力)에 대한 크레인 저항의 상한계

선을 결정한다. 하지만 작동 중의 크레인은 클램프나 

앵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며, 외력에 대한 크레인의 

횡저항력은 마찰력과 휠 플랜지에서 나온다.

지진 중의 전형적인 파괴모드는 바퀴의 탈선, 차량의 

분리나 이탈, 클램프 및 앵커의 파열, 좌굴 및 전도

가 있다. 그림 4.13(a)에서 보듯이 안벽의 변형에 따

른 교각 사이 간격의 확대는 교각의 탈선이나 좌굴로 

이어진다. 반대로 그림 4.13(b)에서 보듯이 크레인의 

로킹 응답으로 인해 교각 간격의 축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한쪽 교각의 부상을 수반하는 로킹型 응

답 도중 안벽에서 오는 저항력의 수평분력의 교번 작

용 때문이다. 바퀴의 탈선 및 이탈이 로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13(c)에서 보듯이 크레인 아

래의 안벽에서 부등 침하가 발생할 경우 크레인의 기

울어짐이나 전도가 발생할 수 있다. 크레인이 단일 

힌지 타입의 교각을 갖는 경우 탈선은 그림 4.13(d)

와 같이 크레인의 기울어짐과 전도를 초래할 수 있

다. 클램프나 앵커가 외력이 작용할 때의 진동에 대

해 저항을 제공하긴 하지만, 크레인의 골조에서 발생

하는 내부응력은 클램프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커져 

로킹 응답을 가능케 한다.

크레인 레일은 안벽 일부에 의해 지지되거나 말뚝부

두의 데크의 지지를 받는다. 중력식 안벽의 폭이 좁

거나, 혹은 안벽이 널말뚝 내지 셀 타입일 경우 대개 

파일로 구성된 별도의 기반으로 레일을 지지하여야 

한다. 크레인이 있는 안벽이 만족스런 내진 성능을 

갖추려면 레일 지지를 위한 전용의 또는 가로대 구조

물 등 레일 기반을 위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거더
상부구조

지지구조

브레이스

바다 쪽 
교각 

육지 쪽 
교각

차량 및 레일

그림 4.12 갠트리 크레인의 도식화

(2) 크레인이 있는 안벽의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

개변수

크레인이 있는 안벽의 내진성능은 크레인의 사용성 

요건 및 가능한 구조적 손상에 기초하여 구체화된다. 

크레인의 사용성은 상부구조의 기능(화물 취급) 및 

지지구조의 기능(즉 운송 및 상부구조의 지지)에 대

해 구체화된다. 크레인에 대한 구조적 손상은 변위, 

탈선, 기울어짐 및 크레인 골조 내의 변위의 관점에

서뿐 아니라 레일 및 기반 내의 변위와 응력의 관점

에서도 구체화된다. 크레인의 사용성에 있어서는 동

력공급의 유지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손상규준의 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4 참조). 레일과 기반의 경우 매개변수로는 

레일 간격, 레일의 정렬불량(단절 포함), 부등 침하

(레일 사이의 높이 차이, 레일의 기울어짐 및 연직 

불연속면 등), 그리고 레일기반의 변위와 응력이 있

다. 크레인의 경우 매개변수로는 바퀴탈선, 차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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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각 경간의 확장 (c) 부등 침하에 따른 크레인 기울어짐

(b) 로킹 운동에 의한 교각 경간의 축소 (d) 로킹/슬라이딩에 의한 한 쪽 힌지 발생 교각의 
전도

그림 4.13 갠트리 크레인 변형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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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클램프 및 앵커의 균열, 크레인의 변위(탈선, 기

울어짐 및 전도) 및 골조의 응력(응력수준, 좌굴의 

위치, 붕괴 가능성).

손상규준은 위에 언급한 매개변수를 선택 및 구체화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한 내

용을 다룬다.

(3) 크레인이 있는 안벽의 손상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벽뿐 아니라 크레인과 레일 

기초에 대해서도 사용성과 구조적 손상 모두를 고려

하여 손상규준이 수립된다. 크레인의 구조적 손상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안벽 손상규준은 아래에서 논한 

바와 같다. 레일기반에 대한 안벽의 규준은 크레인과 

안벽 모두의 손상규준을 참조하여 별도로 수립되어

야 한다.

본 장의 서두에 언급한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경

우 크레인에 대한 손상규준은 표 4.5를 참조하여 수

립될 수 있다. 변위와 응력 가운데 가장 제약적인 조

건이 손상규준을 결정짓는다.

크레인이 있는 안벽의 손상규준은 다음을 참조하여 

수립될 수 있다.

1) 안벽의 손상단계 I은 크레인 지지구조를 탄성한계 

이내로 유지하는 변위를 규정한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한계는 레일거리 30m의 강성 프레임에 

있어 1m나 되는 교각 거리 확대에 상응할 수 있

다. 단일 힌지 교각 크레인의 경우 손상단계도 I

에는 제한이 없는데, 이러한 유형의 크레인은 교

각 경간 변동을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안벽의 손상단계 II는 크레인 지지구조물의 항복

을 허용하는 변위를 좌우하면서 지지구조물의 주 

골조에 대해 허용되는 연성계수보다 응력상태를 

적게 유지한다.

3) 안벽의 손상단계 III은 레일 간 높이 차이를 유지

하고, 크레인의 전도 한계 내에서 에이프런의 부

등 침하와 기울어짐을 유지한다. 나아가 에이프런

의 표면마찰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는 탈선한 

단일힌지 교각 크레인 또는 교각에 소성 힌지가 

있는 크레인의 전도한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요

구 마찰계수는 μb > d/H의 공식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μb는 마찰계수를 뜻하고, d는 교각 경간

(m)의 확대, H는 에이프런으로부터 힌지의 높이

(m)이다(그림 4.15 참조).

4) 안벽의 손상단계 IV는 손상단계 III의 한계를 넘

는 상태를 말한다.

크레인의 일상 유지보수에 있어 허용치는 표 4.6과 

같다(일본화물취급기계화협회, 1996). 이 허용치는 

앞서 논한 것보다 훨씬 제약적인 손상규준을 수립함

에 있어 참조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

크레인의 전반적 변위
(탈선, 기울어짐, 전도 등)

골조의 응력
좌굴 위치
부분적 좌굴
및 총체적 안정성

차량(탈선)
차량 메커니즘(이탈)
앵커/브레이크(균열)

크레인 레일 기반
변위 및 응력

레일 경간
레일 꼬임현상
부등 침하
내륙/바다 쪽 레일 높이 차이
레일의 평면 선형
레일의 경사

그림 4.14 크레인의 손상기준구체화를 위한 
매개변수

힌지

N: 크레인 교각에서 오는 축방향 하중

그림 4.15 크레인 전도 평가를 위한 매개변수

4.6 방파제

방파제는 대개 사석(捨石), 케이슨 같은 벽상구조 또

는 이 둘 모두를 조합하여 해저에 설치하여 만들어진

다. 수평외력에 대한 안정성은 사석의 전단 저항력, 

케이슨 하단의 마찰력에 의해, 그리고 전도 및 지지

력 손실에 대한 저항력으로 유지된다. 지진 중 예상

되는 전형적인 파괴모드는 그림 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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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크레인 손상기준제안

손상 정도 I단계 II단계 III단계 IV단계

변위 탈선 無 탈선 有 전도 無 전도 有

최대응답

응력/변형률

상부구조 탄성 탄성 소성(상부구조의 

연성계수/변형률한계 

보다 작음)

소성(상부구조의 

연성계수/ 

변형률한계’ 보다 

높음)

지지구조물의

主골조

탄성 소성(주골조의 

연성계수/변형률한계’ 

보다 작음)

붕괴 없음 붕괴

토(Toe) 탄성 토 손상(차량이탈, 

앵커/브레이크 

균열포함)

토 손상(차량이탈, 

앵커/브레이크 균열 

포함)

토 손상(차량이탈, 

앵커/브레이크 균열 

포함)
‘

표 4.6 컨테이너 크레인의 일상 유지보수에 있어 허용치

매개변수 허용치

레일경간 L(L < 25 m)

(25 m < L < 40 m)

±10 mm

±15 mm

바다 쪽과 내륙 쪽 레일의 높이 차이 L/1000

수직방향 만곡

수평방향 만곡

10 m당 5 mm

10 m당 5 mm

경사 1/500

레일 연결부 부등 변위(수직 및 수평)

간극

1 mm

5 mm*

*原 레이아웃 대비

방파제는 일반적으로 특정 설계 폭풍 중, 파랑 투과 

및 월파(越波)를 제한하기 위해 설계되는 동시에 이

에 따른 파랑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설계된다. 대형 

지진이 설계 해상상태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

어 보이는 바, 두 사건이 대개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

다. 결과적으로 설계 폭풍 파랑작용과 지진은 2가지

의 별개 하중상태로 다룰 수 있겠다. 보통의 해상상

태에서 오는 파랑하중만이 설계 지진과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장기적 폭풍통계에 기초하여 

이러한 해상상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적절한 설계기준의 선택은 방파제의 기능 및 지진에 

따른 파괴모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모든 방파제

에 있어 주요 기준은 마루 높이(crest level)의 허용 

침하 정도인 바, 이것이 월파와 파랑의 전달량을 결

정하기 때문이다. 도로와 설치물이 있는 방파제의 경

우 상부구조와 케이슨의 허용 부등 침하, 기울어짐 

및 변위에 대한 추가기준이 필요하다.

방파제의 요동은 피복 콘크리트 블록의 파괴를 초래

할 수 있다. 방파제가 사용성을 유지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파괴 블록의 수라는 관점에서의 최대 파괴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였다(예: Zwamborn과 Phelp, 

1995). 지진관련 손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채

택될 수 있다. 

방파제의 손상규준은 현재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서, 방파제의 일차적 및 부차적 기능에 준하여 

여러 가지 방파제에 대해 허용파괴규모의 상대적 정

도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능등급을 기술한

다.

- 유역에서의 파랑 투과 감소(C등급),

- 레크리에이션(사람들의 접근 허용) (C등급)

- 방파제의 항만 측을 선박 접안용으로 사용하고 관

련 도로를 제공(B등급) (그림 4.17 참조)

- 방파제에 컨베이어 벨트나(B등급) 송유관(A등급) 

및 액화가스용 파이프라인(S등급) 같은 화물 취급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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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Ÿ 하부토양 침하에 따른 크레스트 하강
Ÿ 케이슨의 부등 침하 및 기울어짐
Ÿ 케이슨 전단키의 손상 가능성

케이슨

Ÿ 하부토양의 액상화로 인한 미끄럼 파괴와 그에 
다른 크레스트 하강

Ÿ 케이슨의 부등 침하와 부등 경사
Ÿ 케이슨 전단키의 손상 가능성

(a) 해저에 놓인 케이슨

사석 마운드

케이슨

Ÿ 사석 기초가 무너짐에 따른 크레스트 하강
Ÿ 케이슨의 부등 침하

사석 마운드

케이슨

Ÿ 하부토양의 침하/액상화에 따른 크레스트의 하
강 및 측방확산

Ÿ 케이슨의 부등 침하

케이슨

사석 마운드

Ÿ 하부토양의 액상화에 따른 미끄러짐 손상 및 
그에 따른 크레스트 하강

Ÿ 케이슨의 부등 경사 및 부등 침하
Ÿ 케이슨 전단키의 손상 가능성

(b) 혼성 케이슨 방파제

그림 4.16 방파제의 변형/파괴 모드

콘크리트 피복

케이슨

Ÿ 細形 콘크리트 피복의 손상
Ÿ 그에 따른 월파 및 케이슨의 변위 리스크 증가

(c) 소파블록 피복 혼성 케이슨 방파제

사석 마운드

Ÿ 사석이 무너짐에 따른 크레스트 하강
Ÿ 상부구조 요소의 부등 침하

사석 마운드

Ÿ 하부토양의 침하/액상화에 따른 크레스트 하강 
및 측방확산

Ÿ 상부구조 요소의 부등 침하

사석 
마운드

Ÿ 하부토양의 액상화에 따른 손상
Ÿ 이에 따른 크레스트 하강
Ÿ 상부구조 요소의 기울어짐 및 변위 가능성

(d) 사석 마운드 방파제

그림 4.17 방파제 후면의 접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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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성능등급에 관련된 해석 유형

해석 유형 성능 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S등급

간이 해석:

근사허용한계수준, 탄성 한계, 변위의 차수 평

가에 적합

간이 동적 해석:

범위가 넓고 신뢰성이 높음. 추정 파괴모드에 

기초하여 위치변위/응력/연성/변형률의 산정 

가능.

동적 해석:

가장 정교함. 파괴모드 및 변위/응력/연성/변

형률의 산정 가능.

범례:

표준/최종 설계

예비 설계 또는 저가진 수준

5. 지진 해석

항만 구조물의 지진해석은 지역별 지진활동성, 지질

학적 위험 평가 및 토양-구조 상호작용/구조 해석의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기반암에서의 L1

과 L2 지진운동을 규정하는 것이다(기반암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림 2.1 참조). 이는 대개 해당지역의 지

반공학적, 지질구조적 및 역사적 지진활동성 자료에 

기초한 지진재해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은 동적 토양응답의 상호 연관된 측

면들이 수반된다. (1) 지표면이나 그 부근의 지진운

동을 탐지하는 데 있어 현장 지반특성 평가, (2) 지

표면 근처 사질토의 액상화 저항 및 그와 관련된 지

반진해의 가능성 평가. 지진운동 및 지반공학적 매개

변수가 설정 후 항만 구조물에 대한 지진해석이 진행

될 수 있다.

모든 공학적 원칙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석과정의 결

과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해석과 설계의 적절한 방법

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도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들 평가에 필요한 다학문적 조언, 그리고 이러한 

조언이 최종설계 권고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내진설계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본 장은 다

양한 항만 구조물에 필요한 해석 유형과 수준에 대해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제공한다.

5.1 해석 유형

성능기반 설계에 있어 해석의 목적은 허용 가능한 한

계(예를 들어 변위, 응력, 연성/변형률)에 대한 항만 

구조물의 지진 응답을 평가하는 것이다. 고성능 등급 

시설에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해석기술이 요구된다. 

선택된 해석방법은 내진성능 평가에 필요한 해석능

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 지반특성, 액상화 가능성 및 항만 구조물의 지

진 응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선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존재한다. 해석방법들은 복잡성 및 능력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크게 나뉜다.

1) 간이 해석: 지진하중에 의한 변위의 근사허용한계 

평가, 탄성응답한도 평가, 영구변위의 차수 산정

에 적합

2) 간이 동적 해석: 추정 파괴모드에 기초하여 변위/

응력/연성/변형률의 산정 가능.

3) 동적 해석: 파괴모드 및 변위/응력/연성/변형률 

산정 가능.

표 5.1은 각 성능 등급에 가장 적합한 해석유형을 보

여준다. 여기서 적용되는 원칙은 고성능 등급의 구조

물일수록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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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현장응답 해석 및 액상화 가능성 평가 방법

해석 유형 간이 해석 간이 동적 해석 동적 해석

현장 응답

해석

방법 현장 분류 1차원 응력(등가 선형) 

해석

1차원 유효응력(비선형) 해석 또는

1차원 총응력(등가 선형) 해석*

입력 

매개변수

최대해저가속도

CPT/SPT N값

층서학

기반암 지진동 이력

Vs, G/G0, D-ɤ 곡선

유효응력 해석 시:

기반암 지진동 이력

비배수 주기 특성

총응력 해석 시:

간이 동적 해석과 동일

해석결과 현장 증폭요소

최대 지표면 진동

(PGA, PGV)

설계응답 스펙트럼

지표면과 하부토양 내 

지진동 이력

지표면에서의 반응 

스펙트럼

지표면과 하부토양 내 지진동 

이력

액상화

가능성

평가

방법 현장 지수

(SPT/CPT/Vs)

실험실 주기실험 및

현장 지수

(SPT/CPT/Vs)+1차원 

총응력 해석

실험실에서의 주기실험 및

현장 지수

(SPT/CPT/Vs)+1차원 유효응력 

해석 또는 1차원 총응력 해석*

입력 

매개변수

최대 지표면 

가속도

(PGA)

CPT/SPT N값/Vs

층서학

지표면 지진동 이력이나

하부토양 내 전단응력

이력

액상화 저항,

실험실 주기실험 및

SPT/CPT/Vs에 기초한

 또는 

유효응력 해석 시:

기반암 지진동 이력

실험실 주기실험 및 

SPT/CPT/Vs에 기초한

비배수 주기특성

총응력 해석 시:

간이 동적 해석과 동일

해석결과 액상화 가능성(FL) 액상화 가능성(FL)

과도 공극수압비

과도 공극수압 비

액상화 발발 시 깊이와 시간

*토양-구조 상호작용 범위의 하한선이 기반암과 다를 경우(즉, 기반암 위치가 너무 깊어 토양-구조 상호작용 해석이 어

려울 경우), 토양-구조 해석범위의 하한선 이하의 현장 지반특성은 1차원 유효응력(비선형) 또는 등가선형(총응력) 해석

에 기초하여 평가될 수 있다.

**Vs: 전단파 속도, G/G0: 미소 변형률 수준에서의 전단계수(G0)에 대한 할선전단계수(G), D: 등가 감쇠계수, ɤ: 전단변

형률, FL: 액상화에 대한 안전계수, : 초기 유효 수직응력 에 대한 과도 공극수압(u), : 전단 응력율, 

: 주기적 전단 변형률

표 5.1의 지수에서 보듯 예비설계, 선별목적 또는 저

가진 수준의 응답해석에는 덜 정교한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현재의 관행 상황에선 내진성능 평가 완료 전에 적절

한 사례나 모델 테스트 결과를 사용하여 항만 구조물 

해석을 위한 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2 현장 응답/액상화 해석

현장응답 해석 및 액상화 가능성 평가는 표 5.2에 제

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다양한 모델링 과

정의 적합성에 대해 논하는 유용한 참고문헌들이 여

려 연구자들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예를 들어 Finn, 

1988, Idriss, 1991).

(1) 현장응답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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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항만 구조물의 해석방법

해석 유형 간이 해석 간이 동적 해석 동적 해석

구조 모델링 지반공학적 모델링

중력식 안벽 경험적/유사정적 방법. 

토양 액상화 有 또는 無

Newmark식 해석

매개변수 연구에 기초

한 간이차트

(표 5.4 참조)

FEM/FDM*

선형 또는

비선형 해석

2차원/3차원**

FEM/FDM*

선형(등가 선형) 

또는

비선형 해석

2차원/3차원**

널말뚝식 부두

말뚝부두 응답 스펙트럼 방법 푸시오버 및 응답 스

펙트럼 방법

셀식 안벽 유사정적 해석 Newmark식 해석

크레인 응답 스펙트럼 방법 푸시오버 및 응답 스

펙트럼 방법

방파제 유사정적 해석 Newmark식 해석

*FEM/FDM: 유한요소법/유한차분법

**2D/3D: 2/3차원 해석

(1) 현장 응답해석

간이 해석에 있어 현장 지반특성 영향은 침전층의 두

께 및 특정 깊이까지(일반적으로 30 m), 또는 기반

암 위의 침전층 전체의 평균 강성에 기초하여 평가된

다. 이러한 정보는 그런 후 현장 분류에 사용되는데, 

특정 현장의 증폭계수나 현장 의존적 응답 스펙트럼

의 활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절차는 규범과 

기준에 흔히 발견된다.

간이 동적 해석에 있어 지반특성 영향은 등가선형이

나 총응력 공식화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수치로 평가

된다. 토층은 무한 측면을 갖는 수평층(즉 1차원적으

로) 이상화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해당 토양특성의 

특정장소에서의 가속화 이력, 전단응력, 전단변형률

을 얻는데 사용된다.

이 2가지 해석 범주 모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

한 것처럼, 지표면의 지진운동 매개변수가 이후의 간

이 구조해석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토양-구조 상호작용(SSI)의 동적 해석은 구조물 및 

기초토질의 복합적 또는 커플된 응답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유장 토양응답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구조

물의 응답을 평가하는 간이 과정과는 달리 SSI 해석

은 토양과 구조물의 행동특성을 단일한 모델에 통합

시킨다. 유한요소법(FEM)이나 유한차분법(FDM)은 

고급 SSI 해석에 흔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해

석에 있어 현장토질특성 영향은 대개 독립적으로 평

가되지 않고 항만 구조물의 토양-구조 상호작용 해

석의 일부로서 평가된다. 토양-구조 상호작용 해석

에서 하부경계가 기반암과 다를 경우(즉 기반암이 토

양-구조 상호작용 해석에는 너무 깊을 경우) 토양-

구조 상호작용 해석의 하부경계 현장 지반특성 영향

은 1차원 비선형(유효응력) 또는 1차원 등가선형해

석(총응력)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2) 액상화 가능성 평가

간이 해석에 있어 사질토의 액상화 가능성은 경험적 

액상화 기준을 통한 표준관입시험(SPT)나 콘 관입시

험(CPT)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간이 동적 해석에 있

어 액상화 가능성은 설계지진 중 계산된 전단응력과  

실험실의 주기 실험 결과의 비교내용에 기초하거나 

또는 SPT/CPT 데이터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해석범위를 통해 평가된 액상화 가능성은 다음에서 

논한 바와 같이,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현장 구조물

의 간이 변형 해석의 입력 자료로 나중에 사용된다.

동적 해석에 있어 액상화 가능성은 대개 독립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항만 구조물의 토양-구조 상호작용 

해석의 일부로서 평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서 다루기로 한다.

5.3 항만 구조물의 해석

항만 구조물의 해석방법은 구조 유형에 따라 달라진

다. 표 5.3을 참조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기존의 활용 가능한 방법들의 목록은 표 5.4와 

같다.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항만 구조물의 해

석방법은 안벽, 제방/경사제, 방파제 같은 지지/지반 

구조물에 적합한 방법들로 크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

는 말뚝부두 및 크레인의 파일/데크 시스템 같은 노

출 파일/프레임 구조물에 적합한 방법들로 분류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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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지반 구조물의 해석 방법

a) 간이 해석

지지/지반 구조물의 간이 해석은 전통적인 힘-평형 

방법에 기초하는데, 가끔은 사례 데이터의 통계적 해

석과 연계하기도 한다. 이 범주의 방법들은 기존의 

내진설계 규정 및 기준에 채택되고 있는 것들이다. 

간이 해석에 있어 지지/지반 구조물은 토양 및 구조 

질량은 강체 블록으로 이상화된다. 강체블록 해석은 

대개 중력식, 널말뚝식 및 셀식 안벽, 말뚝 부두 및 

방파제의 제방/경사제/옹벽에 적용된다.

간이 해석에 있어 지진운동의 영향은 기존의 유사정

적 설계절차에 사용되는 최대 지반 속도나 등가 지진

계수로 나타낸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앞서 논한 현장 

지반특성에 대한 간이 해석을 통해 얻어진다. 지진력

에 대한 저항능력은 구조적 및 지반공학적 상황에 준

해 평가되는데, 종종 임계가속도나 임계 지진계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바, 이를 넘어서면 토양 및 구

조 중량물의 강체블록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토양 액

상화가 문제일 경우 해석에 있어 액상화의 기하학적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간이 해석의 결과는 손상의 근사한계수준을 평가하

는 데 적절한데, 이는 L1의 구조적 성능의 최소 복구

가능 수준을 보장해준다. 근사한계수준이 L1의 구조 

성능의 사용 상태를 보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유사 

정적 방법의 설계 매개변수 평가의 상세내용에 달려 

있다. 변위의 차수 또한 사례의 통계해석과 결합한 

유사 정적해석을 통해 얻어진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

인 추산일 뿐으로 예비 설계단계나 저수준 가진력에

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 지침서에서 소개된 설계지침과 기존의 설계 개념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설계 개념에선, 

특히 간이 해석에 관한 한, 등가 지진계수가 지진운

동을 적절히 나타내는 입력 매개변수로 사용되며, 구

조물의 치수를 결정하는 데는 안전계수가 활용된다. 

제안된 방법에선 설계가 다양한 입력 지진동에 대한 

응답해석을 통해 적절히 평가된 구조의 내진 성능에 

기초한다. 입력 운동보다는 총체적인 지진응답이 제

안 지침에 따른 설계를 완성하는데 있어 기초로 활용

된다. 각각의 해석에 있어 가장 적합한 매개변수는 

응용역학의 관점에서 잘 규정된 것들로서 예를 들어 

간이 해석에 사용되는 최대지반가속도나 등가 매개

변수는 최대지반가속의 항으로 명확히 정의된다. 결

과적으로 각각의 지진응답 해석에 안전계수는 전혀 

반영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내진 규정이 포함된 

설계지침을 해석할 때는 기존의 설계와 성능기반설

계 사이의 이렇듯 큰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b) 간이 동적 해석

간이 동적 해석은 간이 해석과 유사하여 구조물을 미

끄럼 운동을 하는 강체 블록으로 이상화한다. 간이 

동적 해석에서 미끄럼 운동을 하는 블록의 변위는, 

블록이 미끄럼 운동을 중지할 때까지의 지속시간에 

걸친 미끄럼 운동의 한계수준을 초과하는 가속시간

이력을 통합하여 계산된다.

지진운동의 영향은 대개 구조물의 기반에서의 지진

동의 시간이력으로 나타낸다. 지진동의 시간이력은 

앞에서 논한 현장 지반영향의 간이 동적 해석에 의해 

얻어진다. 미끄럼 블록의 해석에 있어 구조적 및 지

반공학적 상황들은 미끄럼에 대한 임계가속도로 나

타낸다. 미끄럼 블록의 통계적 요약에서 얻은 경험식

들이 활용 가능하다(표 5.4). 이들 경험식에서는 지

진동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최대지반가속도 및 속

도가 사용된다.

더욱 정교한 해석에선 구조적 및 지반공학적 조건들

은 토양-구조의 비선형 FEM/FDM 해석에 기초한 

일련의 매개변수 연구를 통해 이상화되며 그 결과는 

근사 변위평가를 위해 간이 차트로 편집된다.

c) 동적 해석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동적 해석은 대개 FEM 및 

FDM 방법을 활용하여 토양-구조 상호작용에 기초

를 둔다. 이 해석 범주에 있어 지진동의 영향은 지반

-구조 시스템을 위해 선택된 해석영역 기반에서의 

지진동의 시간이력으로 나타난다. 구조물은 선형 또

는 비선형으로 이상화되는데, 구조물의 탄성한계에 

관련된 지진동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토양은 등가 

선형 또는 유효응력 모델에 의해 이상화되는데, 설계

지진 중 토양 침전층의 기대 변형률수준에 따라 달라

진다. 

지반-구조 시스템의 파괴모드 및 변위/응력/변형률 

상태의 정도 등 매우 포괄적인 결과들이 토양-구조 

상호작용 해석을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해석은 종종 

많은 요인들에 대해 민감하므로, 적절한 사례나 모델 

테스트 결과를 사용하여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특

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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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 파일/프레임 구조물의 해석방법

a) 간이 해석

노출 파일/프레임 구조물의 간이 해석은 대개 단자유

도(SDOF) 또는 다자유도(MDOF) 시스템에 의해 말

뚝 부두의 파일/데크 시스템 또는 크레인 프레임을 

이상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해석에 있어 지진운

동은 대개 응답 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 구조적 및 

지반공학적 조건들은 데크파일 시스템이나 크레인의 

공진주파수 및 감쇠계수로 나타낸다. 연성계수도 도

입될 수 있다. 제방/경사제의 움직임은 대개 무시해

도 된다고 추정된다. SDOF/MDOF 해석의 결과는 파

일데크 시스템이나 크레인의  근사 한계상태 응답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데, 이는 L1의 구조적 성능의 복

구 가능한 최소 상태를 보증한다.

b) 간이 동적 해석

노출 파일/프레임 구조물의 간이 동적 해석에 있어 

파일데크 구조물이나 크레인의 SDOF나 MDOF 해석

은 연성계수/변형률 한계 평가를 위해 푸시오버 해석

과 연계한다. 제방/경사제의 움직임은 종종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끔 미끄럼 유형의 해석에 

의해 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말뚝부두의 움직임은 

제방/경사제 움직임 및 구조변형을 요약함으로써 추

산될 수 있다. 토양-구조 상호작용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 바 본 해석에는 한계가 따른다. 말뚝부두와 크

레인 사이의 상호작용은 MDOF 해석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변위, 연성계수, 변형률 및 항복이나 좌굴의 

발생위치 등은 대개 이 범위의 해석 결과로 얻어진

다. 옹벽/제방/경사제의 미끄러짐과 관련된 파괴모드

는 평가되지 않지만 추정은 되는 바, 따라서 이러한 

해석 유형의 또 다른 제약이라 하겠다.

c) 동적 해석

동적 해석은 토양-구조 상호작용에 기초하며 대개 

FEM/FDM을 활용한다. 지반/옹벽구조물의 동적 해

석과 관련된 것과 유사한 논의가 노출 파일구조 및 

크레인에도 적용된다.

5.4 해석의 입력 및 출력

표 5.5는 다양한 해석 유형에 필요한 주요 입력 매개

변수를 나타낸다. 결과의 신뢰성은 해석 유형뿐아니

라 입력 매개변수의 신뢰성에도 좌우된다는 데 유의

하여야 한다. 좀 더 정교한 해석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반공학적 조사에 기초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질토 샘플링에 있어 현장 

토양 동결기술 같은 고급 지반공학적 조사를 설계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가장 

정교한 방법에 사용되는 매개변수 중 일부는 SPT 

결과를 사용하는 실험적 상관식에 기초하여 평가될 

수 있으나 단, 이러한 실험적 상관식은 현장에서의 

고급 지반공학적 조사를 통해 보정되어야 한다.

표 5.6과 5.7은 해석의 주요 결과를 나타낸다. 해석

이 더욱 정교할수록 더 많은 내진성능 매개변수가 평

가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손상 정

도를 규정하는 최종 지수이다. 성능평가는 4장에서 

논한 손상규준과 이들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제안된 손상규준에 있어 변위/연성/변형률 한계는 허

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적 지침으로 기능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초과한

다 해서 성능이 수용 불가하다는 뜻은 아니다. 공학

적 판단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때 변형/

응력변형률 상태의 양과 그 공간적 분포는 항만 시설

의 성능 요건 및 결과의 관점에서 검토된다.

궁극적으로 최초 투자의 경제성, 손상 위험 및 운영 

파괴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된 지진 응답이 

규준에서 인용된 것보다 못할 경우 양호한 성능이 예

상된다. 반면 지진응답이 기준에서 인용된 것보다 클 

경우엔 성능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

은 엔지니어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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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원칙 및 이론

1.1 일반사항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부유식 방파제는 소형 

선박용 항구를 보호하면서 해안을 보호하는 구조물

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부유식 방파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장

점으로는, 건설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 육지에서 제

작하여 심해 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초를 건설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직립

제 등과 같이 지반위에 건설되는 타 방파제에 비해 

물 순환이 더 순조롭게 되고 유사이동과 어류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반위에 설치되는 방파제와 비교

하여,  더 많은 파랑 에너지가 부유식 방파제를 통

해 내해로 전달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적인 크기

와 계류 요건을 고려하여 볼 때,  부유식 방파제는 

비교적 단주기 파의 감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5초 주기를 갖는 파에 대해서는 육중한 

구조물 또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식 방파제가 요구된

다.

1.1.1 부유식 방파제의 분류 

많은 형태의 부유식 방파제가 현장이나 실내 조파

수조에서 시험되고 연구되고 있다.  부유식 방파제

들의 기능적인 관점을 보면, 설계 목적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반사형 구조물(Reflective Structure): 작은 양의 

에너지만 방파제를 넘어가도록 입사파를 반사하는 

구조물.

- 소산형 구조물(Dissipative Structure): 일정량의 

입사 에너지가 마찰, 난류 등으로 소산되는 구조

물. 

그림 1.1의 HI, HR 및 HT는 인입파, 반사파 및 전

달파의 높이를 각각 나타낸다. 

반사 소산

에너지

그림 1.1 

이러한 분류는 임의 적인 것으로서, 그림 1.1의 

각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두 개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에너지 소산에 대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설명에서 이러한 분류를 적용한다. 

1.1.2 성능 정의

1.1.2.1 규칙 파 

일반적으로, 부유식 방파제의 성능은 장파봉 규칙 

파를 기준으로 하여 표현된다. 입사파는 파고 HI 파

봉과 파곡 사이의 수직거리)와 주기 T를 특징으로 

한다. 일정한 수심 d에 대하여, 선형 이론을 적용하

면, 다음과같은 분산 방정식으로 파장 L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이다.

(1) 

 입사파와 동일한 주기, T를 가지는 반사파와 전

달파의 파고 HR과 HT 는 입사파의 파고 HI에 대하

여 다음식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CR과 CT는 반사파 및 전달파 계수이며 일

정한 구조물에 대하여, 입사파 특징(HI 및 T)과 수

심 (d)의 함수이다. 

이러한 모델에서, 파봉과 방파제는 무한히 길고 

서로 평행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사용하면 2차원 문

제로 축소될 수 있으며 방파제 끝단(단부)에서는 회

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정상파(Normal 

Wave)는 많은 유형의 고려 조건들에 광범위하게 영

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사파로 간주

된다. 예를 들어, 최대 힘이 구조물 전체에서, 동시

에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2가지 이유로 합당하지 않

을 수 있다. 첫째, 경사 입사파에 대하여 부유식 방

파제의 거동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즉, 반사 계

수는 증가(다공성 설비의 경우)할 수도 있다. 두 번

째, 최대 힘은 부유식 방파제 전체에 걸쳐 동시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식 방파제를 구성하는 

각 모듈들의 상대 변위 때문에 각 모듈 연결부가 손

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규칙적인 입사파 조

건에서 더욱 명백해지며 2차원적인 접근법은 개선되

어야 한다.

1.1.2.2 실제 해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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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스펙트럼 SI(주파수 f, 방향 θ)로 특징 지

워지는 실제 해양 상태를 고려하고 이들의 전파나 

부유식 방파제의 영향을 받는 경우 어느 것에서도, 

이 스펙트럼의 성분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하

면, 전달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CT는 전달 계수로서, 규칙파의 경우에는 

진동수와 방향에 의존한다. 완전한 반사 시스템을 

제외하고, 그러한 가정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3 파동 에너지의 수직 분포 

주요 부유식 방파제 유형을 설명하기 전에, 파동 

에너지 프로파일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성적인 설명을 하기에 적합한 선형 파동 이론에 

관하여, 이론상의 에너지 프로파일은 그림 1.2에 나

와 있으며, 여기서, W(z)은 구조물 깊이 z와 해저

(깊이 d)간의 파동 에너지를 나타낸다. 

상
대
 깊
이(z/d

)

그림 1.2 

무차원 형태로 표현하면, 이 그래프는 파장 대 깊

이 비(d/L)에만 따라 달라진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를 알 수 있다. 

깊은 수심(d/L>0.5)에서, 파의 전파는 바닥의 영

향을 받지 않으며, 파동 에너지는 전체 수심의 상부

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수심이 입사 파장에 비하여 

작은 경우(d/L<0.1), 파동 에너지는 수심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분포한다.

일정한 깊이에 대하여, 부유식 방파제의 효율이, 

파 주기만의 함수인 상대적인 수심에만 따라 달자지

므로, 부유식 방파제에 대한 결과를 해석할 때, 이것

을 기억해야 한다. 

1.2 반사 시스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동과 구조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되어 복잡한 현상이 많으므로, 반사

작용만하는 부유식 방파제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근사화 한 것이 정상파가 입사

하는 부유식 폰툰이다(그림 1.3). 

그림 1.3 

이 복잡한 구조물을 설명하기에 앞서, 고정된 구

조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매우 얇은 수직 스크

린에 대해 살펴본 후 2차원 단면의 고정된 구조물에 

대해 살펴본다. 제시한 모든 이론적인 모델은 월파

(wave overtopping)가 없다고 가정한다. 

1.2.1 고정 구조물 

1.2.1.1 수직 스크린 

 반사파와 전달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은 이상적인 수직 스크린을 고려한다.

그림 1.4 

Wiegel(1959)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스크린의 

유일한 효과는 해수면과 스크린의 깊이 h 사이에 포

함된 저장된 파동 에너지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가정

하면, 에너지 비 w(h)의 제곱근과 동일한 전달 계수 

CT를 추정하기 위해, 앞에 기술된 파동 에너지 프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사용가능한 가장 간

단한 모델로서, 주요한 단점은, 파동의 운동학적,  

동역학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과 스크린 아래를 

통과하는 파동 에너지의 일부분은 순간적으로 새로

운 파동으로 변환된다고 가정하였지만 이 지점에서 

속도나 압력 어느 것도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153 -



또한, 파의 흐름에 의해 구조물에 발생되는 항력(에

너지 손실을 야기함)을 무시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수심이 깊은 상황을 최초로 근

사화한 것으로서  실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Wiegel(1959)과 LCHF(1974)에 의한 조파 

수조 실험에서 증명되었으며, LCHF는 에너지 손실

과 반사계수를 측정하려고 시도했다. 

반사 계수와 전달계수를 알게 되면, Miche의 가

상의 입사 높이를 갖는 완전한 중복파(정상파, 

Clapotis) 이론(Miche, 1944)이나, 부분적인 중복파

(정상파, Clapotis)에 대한 Rundgren의 이론

(Rundgren, 1958)을 적용하여, 파력을 산정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스크린 하단부에서의 속도와 

압력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이러한 모델이 가정한 

흐름 패턴은 실질적이지 않다. 

1.2.1.2 고정 부유식 방파제

해저에 고정된 단단한 부유 체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폭의 영향이 존재한

다. 이 상황은 그림 1.5에 나와 있다. 

그림 1.5 

고정 부유식 방파제의 해석 방법에는 해석적인 접

근법과 수치해석적 접근법이 있다.

1.2.1.2.1 해석적 모델 

해석적 접근법(Macagno, 1953)에서는 다음식과 

같은 전달 계수를 제안하고 있다. 

(4) 

이 모델은 상대적인 높이 비 h/d의 중요한 값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CT는, h=d일 때, 0이며, 

이 모델은 이를 예측하지 못한다.

1.2.1.2.2 수치해석 모델 

대부분의 기존의 모델은 파동과 구조물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흐름은 순환하지 않는다(Irrotational 

condition)고 가정한다. 그러나 일부 수치해석 모델

은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이러한 모

델은 실질적인 운영도구라기보다는, 연구 방법으로

서 더 많이 사용되므로(Daubert-Cahouet,1985),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비압축성 유체(Incompressible Fluid)와 비회전 

흐름(Irrotational Flow)을 가정하면 라플라스 방정

식과 특정 경계조건이 적용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활

용될 수 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접근법으로

서, Mei(1983), Susbielles-Bratu(1982) 또는 

Bando-Sonu(1985)의 접근법이 알려져 있다. 

유한 요소 방법(Finite Element Method) - 방정

식은 전체 유체 도메인(Fluid Domain)에 적용되는 

적분 방정식으로 변환된다. 이 식을 이산화

(discretize)하여 선형 방정식 시스템을 유도한다. 

소스 방법(Sources Method)–포텐셜 에너지는 경

계표면(S)에서의 소스의 분포 f(X)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며, 그린 함수 G(x,X)를 사용하여 다음식과 

같이 구한다. 

(5) 

고유함수 전개법 (Eigenfuction Expansion 

Methos) – 해수가 차지하는 도메인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한 첫 번째 영역은 방파제 밑 이며 두 

번째 영역은 첫 번째 영역 주변이다. 각 영역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 두 영역 사이의 경계 부분을 제

외하고, 라플라스 방정식과 경계 방정식을 충족시키

는 일련의 고유 함수로서 표현된다. 두 영역 사이의 

경계에 대한 속도와 압력 모두의 연속성을 만족시키

기 위해 포텐셜 에너지의 계수를 조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각 영역에서 일정한 깊이와 간단한 방파제 

형태를 가정하는, 해석 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

용된다.

1.2.2 진동 구조물 

1.2.2.1 수치해석 모델 

1.2.2.1.1. 선형 시스템 

대부분의 사용 가능한 모델은 파동장과 구조물 모

두에서 발생하는 운동은 매우 작다는 가정에 기초하

며 그 결과, 방정식과 경계조건이 선형화 될 수 있

으며 파의 변형과 구조물의 운동을 독립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구조물에 발생하는 매우 작은 움직임(미소 운동)

에 대한 가정은, 방파제가 파랑을 효율적으로 감쇠

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움직임은 작아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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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요한 제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짧은  주기

용으로 설계되고 외해(open sea)에서 오는 너울

(swell)에 노출되는 부유식 방파제를 고려하는 경우

에는 이와 같은 가정은 옳지 않다. 이 경우, 부유체

의 횡동요(Roll), 상하운동(Heave), 좌우운동(Sway)

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며, 계류 시스템의 적절

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작은 움직임을 가정하는 

것은 입사파와 방사파간의 파괴 간섭을 통해 파동을 

감쇠하기 위해 설계되는 “공진 시스템”(Bowley, 

1974)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다음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형 위치에서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된 구조물에 입사하는 파동으로 유

도되는 흐름을 계산한다. 입사 파고 1에 대한 속

도 포텐셜 에너지는 Φ0이다. 

- 각 단위 운동과 관련된 속도 포텐셜 에너지 Φj를 

계산한다(2D 모델에서, 각각 횡동요, 상하운동, 좌

우운동에 해당하는 3가지 포텐셜 에너지이며, 3D 

경우에, 6가지 포텐셜 에너지). 이러한 계산은, 방

파제 표면에 대한 운동학적인 경계 조건이 방파제

의 속도이며, 반드시, 이 경우에 0이 아니라는 점

을 제외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다. 

이에 따른 전체 속도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

다. 

(6) 

여기서, 미지의 변수는 운동의 진폭 xj이다. 

주언진 진폭 xj에 대하여, 베르누이(Bernoulli)의 

방정식으로 압력을 구하여, 유체 역학적인 방법(점성 

효과를 무시하는 경우)이 알려져 있다. 압력은 베르

누이 방정식에 의해 계산되며 이로부터 유체역학적 

효과(점성 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를 알 수 있다. 계

류 및 유체 정역학적 복원력은 구조물의 운동에만 따

라 달라지므로, J 방정식 시스템을 풀어서 xj의 값을 

구하는, 동적인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Bando와 Sonu(1985)가 이러한 여러 모델을 설명

하였으며, 2개의 수치 모델(Bando, Sonu 및 Grace, 

1987)은 미국 Washington, Seattle의 푸제트 사운

드(Nelson Broderick, 1986, Grace 및 Mlakar, 

1989) 및 일본의 Kumanota와 Fukuyama 항만 당

국(1986년 1월의, 일본 정부 교통성의 항만국의 전

재 허가를 받음)이 제작한 원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1.2.2.1.2 비선형 효과 

운동의 진폭이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여, 평형 위

치에서의 유체 정역학력 및 계류력 모두를 선형화한

다면, 시스템은 선형이 된다.

파의 주기가 부유체의 횡동요에 대한 고유 주기와 

거의 일치한다면 감쇠(damping)는 더 이상 선형이 

아니다. 점성과 난류(turbulence)로 인한 힘은 추가

적인 감쇠에 영향을 주며, 이 감쇠는 속도의 몇 제

곱, 예를 들어 두 제곱에 비례한다. 그 결과로 구조

물의 공진 근처의 최대 응답은 수정되며, 저조파

(Subharmonic)와 고조파(Superharm onic)가 나타

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풀기 위해, 전체 감쇠를 

한 주기 동안 동일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선형 감쇠

로 교체할 수 있다. 로렌츠의 등가 일 법칙

(Lorentz’s Equivalent Work principle)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잘란의 벽(Jarlan’s wall)의 시뮬레이션이

나, 사석 방파제의 코어(core)내의 유동 연구와 같

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방

정식을 선형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간단한 방법이지

만, 물리적인 증명이 미흡하다. 또한, 이러한 항력 

계수의 값은 일정한 형태와 크기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아서, 수치 모델을 실험이나 표준 원 데이터(스케

일 효과는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로 검

증해야 한다. Miller와 Christensen(1984)은,  독립

적인 단색의 성분으로 분해될 수 있는 실제 해양의 

파향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모델을 수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제곱 감쇠 법칙과 상반되는 것이지만, 이

용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다. 흐름 분리의 영향은 

규칙 파 조파 수조 실험과 수치 모델

(Yamamoto-Yashida-Ijima, 1980)을 비교하여 그

림 6에 나와 있다. 이론적인 곡선과 실험 포인트 간

의 추가 감쇠의 영향이다.

실험

현재 이론 

그림 1.6

비선형성은 구조물 그 자체로 인한 것으로 구조물

의 거동은 간단하지 않다. 비선형성은 상이한 운동

(횡동요와 상하운동)간의 유체 정역학적 연성

(coupling), 방파제의 운동과 회절파동(평형 위치에 

대해서만 계산됨)간의 상호작용, 계류 강성의 변동

과 감쇠에 대한 점성효과(Molin-Berhautt, 1985)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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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선형성 효과에 대하여 다른 이유도 있

다. 규칙파인 경우에도 가진력(exciting force)은 순

수한 사인곡선적이 아니다. 파괴(breaking)를 배제

한다고 해도, 규칙 파는 드리프트 효과(1차 해법으

로 추정 가능)와 2중 파동 여진(2차 근사화)을 유발

한다. 불규칙 파동에 대하여, 2차 미분으로 높은 주

기와 낮은 주기 성부 모두를 가지는 여진 성분을 구

한다. 

1.2.3 반사 시스템 유형 

1.2.3.1 단일 폰툰 

부유식 방파제의 가장 평범한 유형은 간단한 폰툰

이며, 지반에 박힌 말뚝이나 계선 로우프로 해저에 

고정되고, 계선 로우프의 강성은 수위에 따라 달라

진다 (Carver, 1979). 

그림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파라미터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구조에 있어서도, 

파동 감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그림 1.7에서 계류 시스템은 단위 폭당 강

성 및 복원력으로 모사되었다.

그림 1.7 

규칙파의 특징은 파고 H와 주기 T(또는 파장 L)

이다. 폰툰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인해, 단면은 전적

으로 파라미터 h와 W로 정의된다. 부유 물체의 역

학적인 특성은 질량 중심 hG, 총 질량 M, 및 관성모

멘트, I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든 기본적인 파라미

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차원해석을 할 수 있다.

(7)
파동 기하학적 배열 질량 계류 점도

이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나타내며, 파라미터 연구

(수치 또는 실험적 연구)에서 주요한 파라미터에 일

반적으로 중점을 두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

다. 물론, 흘수(draft)와 폭이 질량을 다루는 파라미

터에 포함된다. 

파형 기울기(H/L)와 레이놀즈 수( )는 2차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형 기울기는 

파동이 전혀 파괴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모델 시험을 원형 거동과 비교할 때 레이놀즈 수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에너지의 수직 분포를 지

배하는 상대적인 깊이(d/L)와 상대적인 폭(W/L)인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에서, CT와 이러한 파라미터

를 제시하는 그래프가 있다. 이러한 그래프를 비교

할 때, 어느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변경해

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항상 명백하지 않다. 

전형적인 그래프(그림 1.8)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며(이 그래프 중 많은 부분이 

Hales(1981)에 나와 있다), 여기서, 실선은 이론을 

나타내며 점선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8 

간단한 구조에 대하여, 그래프에 대한 일치성(이

론과 실험)은 공진 부근(방사 파동 및 회절 파동은 

이론상 상의 모양이 반대이므로, CT는 0이어야 한

다)을 제외하고, 양호하다. 부유 방파제의 거동이 뚜

렷해지면서 선형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과 순수한 규칙파와 완전한 탄성 계류 등이 조

파 수조에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진은 예상하는 

만큼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이론과 실험의 차

이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3.2 이중 폰툰 

전체 질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관성 모멘트를 증

가시키기 위해, 두 개의 단일 폰툰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 1.9(Ofuya, 1968)에 나타난 것과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9 

- 156 -



영역 I 영역 II

정적 위치

힌지

무게 중심

압력 중심

그림 1.13

이러한 방파제는 단일 폰툰과 동일한 방식으로 파

동을 감쇠하지만, 추가적으로 두 개의 부유물체 간

의 난류로 파동 장을 감소시킨다. 각각의 부유물체

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물로 채운 스팁(steep) 파

이프로 만들 수 있다(Sogreah, 1978). 

부유물체의 안전성을 위하여 질량중심을 가능한 

낮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그림 1.10의 단면을 

나타내는 미국, Washington주의 Oak Harbour에서 

연구한 것과 같은 쌍동선(catamaran) 형태의 방파

제로 달성할 수 있다. (Davidson, 1971)

나무 상판

폴리스티렌

콘크리트

그림 1.10 

또 다른 유형의 이중 폰툰은 알래스카 형태의 부

유식 방파제로서(Carver, 1979), 아래 그림(그림 

1.11)에 나와 있으며, 여기에서 일부 에너지가 난류

에 의해 소산된다. 

그림 1.11

캐나디안 A-프레임은 또 다른 대안적인 부유식 

방파제(그림 1.12)이며, 이것은 반사형 시스템과 같

은 기능을 하며, 횡동요 움직임은 파장과 방파제 폭

간의 비율 값에 따라 중요해진다. 

입사 파동

그림 1.12

이 모든 구조물은 항력 효과와 난류로 인한 에너

지 손실이 증가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관성 모멘트

가 아주 큰 단일 폰툰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에너지 손실이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경우, 이들의 거

동을 예측하기 위해 이전에 설명한 수치  해석적 방

법(이중 일부는 구조물 내의 물을 고려하여 수정을 

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1.2.3.3 힌지로 지지된 부유식 방파제 

힌지로 지지된 부유식 방파제는 전체 수심에 걸쳐 

건설된다. 이 방파제는 그림 1.13(Leach, McDougal 

및 Sollitt, 198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동으로 움

직이는 힌지로 지지된 스크린 부력 FB에 의한 복원

력, 그리고 계선 로우프(단위 폭당 강성은 KL)에 의

한 복원력으로 구성된다.

Leach 등은 위에서 설명한 모델과 동일한 가정에 

기초하여 이론적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로, 

다음 식과 같은 무차원 파라미터 P를 정의하게 되

었다. 

(8) 

여기서, m은 단위 폭당 방파제의 질량(균일하게 분

포한 것으로 가정함)이며, l는 스크린의 높이이며, ω

는 파 진동수이다. 

P는 복원력(양의 항-positive term)과 관성력(음

의 항-negative terms)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

낸다. 투과 계수와 P 그리고 d/L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1.14에서와 같이 방파제의 거동은 값 P와 상

대적인 수심 d/L로 완전하게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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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1.2.3.4 진동 수벽(Water wall, Guevel 등, 1985)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시스템은 파의 장벽은 수직

이어야 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폭이 파장에 비해 지나치게 작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수면 아래 특정 깊이에서 고정된 수평판을 가지고 

거의 완벽한 정상파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 아래의 입사 파동으로 유도된 흐름은 일종의 

유체 입자의 수평 왕복 운동으로서, 이 입자들은 다

소 “진동 수벽”처럼 거동한다. 이것은 그림 1.15에

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속도 장을 초래하는 수치 모

델과 물리적인 모델 시험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15 

PRINCIPLACFEM(프랑스)가 특허를 받은 장치(그

림 1.16)를 Jonswap 스펙트럼으로 조파 수조에서 

시험한 후, 바르셀로나 올림픽 시(스페인) 앞에 

1989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수심은 8 m로서 

조수 범위는 50 cm이다. 투과 계수는 6~10초의 파

동 주기에 대하여 50% 미만이다. 이것은 16 m의 

방파제 폭과 1.5 m의 침수 깊이로 달성가능하다. 이 

판은 두꺼운 모래층에 박힌 6개의 파일에 고정된다

(Coudert, 1988). 

그림 1.16 

1.3 소산 시스템 

소산 부유식 방파제는의 주요 성능은 점성 또는 

난류 효과를 통해 파동 에너지를 소산하는 것이다. 

이 방파제는, 표면 시스템과 난류 생성기인,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분류 간의 차이는 

항상 명백하지 않다. 

1.3.1 표면 시스템 

1.3.1.1 폐 타이어 부유식 방파제 

짧은 주기의 파동을 감쇠하는 부유 매트리스를 만

들기 위해, 부유 물질(예를 들어, 폴리스티렌이나 폴

리우레탄)로 채워진 트럭 타이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러 시스템이 설계되어 특허를 받았으며(Hales, 

1981), 이들 중 일부는 타이어로만 만들어진다

(Wave-Maze, Goodyear, 등). 또 다른 것으로는 기

둥이나 빔(Pole-Tire)(그림 1.17)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 이 모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

로 파동 전파에 영향을 준다. 

- 반사시스템과 유사하게 방파제의 질량, 관성 및 

감쇠 특성이 최초 감쇠를 유도한다. 

- 이 방파제는 해수면의 움직임을 따르게 되는 반 

유연성 시트를 형성한다. 복원력이 중요할 만큼 

파장이 충분히 짧고 구조물의 강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시트는 해수면의 연직방향 변위를 제어

하게 된다.

- 이 방파제의 다공성으로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는 

항력이 발생된다. 

(a) Goodyear 모듈

입사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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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둥 타이어 

그림 1.17 

침수 깊이가 작기 때문에, 유동 특성에 대한 이 

방파제의 작용은 전체 수심의 위 부분에 집중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아주 깊은 수심이나 입

사 파장 에너지가 전체 수심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

지 않는 경우에 더 효과적이다. 

일정한 자연적인 조건(깊이 d, 파고 H, 및 파장 

L)과 일정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하여, 방파제 폭 W

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계수는 감소하고 W/L이 0.5

일 때 투과계수는 0.5이다. 폐 타이어 부유식 방파

제는 파장이 대략적으로 폭의 2배(또는, W/L>0.5)

를 넘지 않는 파장에 대하여 효율적이다. 

파고가 증가하고 모든 기타 파라미터가 변하지 않

을 때, 투과 계수는, 특히, 파동 기울기(H/L)가 더 

높은 경우에 대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최고 기울기 파동은 구조물에 부딪힐 때 부서질 가

능성이 가장 높으며, 난류에 의해 일정량의 에너지

를 적어도 손실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로 설

명할 수 있다. 

이제 계류력에 중점을 두면, 피크 힘 F는, 이것을 

ρgW2으로 나누어서 무-차원 파라미터로 감소 변환

될 수 있다. 실험에서, 이 파라미터 F/ρgW2가 파동 

기울기 H/L과 상대적인 폭 W/L 모두에 따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범위의 파동 조

건(2-4초, 1-4피트)에 따라 수집된 표준 원형 데이

터(Nelson 및 Broderick, 1986, Grace 및 

Clausner, 1987)에서, 계류 하중이 이 파동 조건에

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L 및 H/L의 일정한 값에 대해서도, 표준 원형 

데어터의 분산정도가 심하며, 이것은 다른 파라미터

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이론적인 모델(Harms, 1979)로 

CT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으며 단지 두 개의 파라

미터가 고려되었다.

(9) 

여기서, CD는 항력 계수이며, n은 방파제의 공극

률이다.  

이 모델은 구조물 위의 흐름은, 높이가 감소하는 

파동 전파와 유사하며, 방파제의 해양 쪽과 해변 쪽 

간의 파동 에너지의 감소는 항력에 따른 에너지 손

실(속도 u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대응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속도 u는 

심해조건(상대 수심, d/L, 의 영향 적음)에서 계산되

는 국부적인 파고, H(x)(x는 방파제의 해양쪽으로부

터의 거리)를 가지는 선형 파동의 해수면 수평 속도

로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전체 파동 주기 동안 항력 계수 CD가 일

정하다고 가정하거나, 구조물의 전체 폭에 대해 일

정한 평균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마

지막 가정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의심스러

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 입자의 수평 움

직임의 진폭(또는 더 정확하게, D가 타이어 직경인, 

Umax T/D와 같은 Keulegan -Carpenter 수)에 따

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Harms의 실험에 따른 결론은, 위 식으로 추정되

는 CD가 일정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하여 다소 일정

하며, 공극률은 중요한 파라미터라는 점이다. 

1.3.1.2 테더(tethered) 부유식 방파제 

테더 부유식 방파제(Jones, 1978)는 해저에 계류

되는 개별적인 부구(float) 필드로 구성된다. 계선 

로우프는 부구의 높은 부력으로 인해, 항상 인장력

을 받고 있으며, 로우프의 길이는 수심과 같거나, 약

간 더 짧다(그림 1.18). 

테더 식 부구 

입사 파 

그림 1,18 

이 시스템은 다소 거꾸로 된 추와 같은 기능을 하

며, 이 추의 고유 진동 주기 T0는 계선 로우프 길이

의 제곱근에 비례한다(Seymour 및 Isaacs, 1974). 

주기가 거의 T0인 파동이 입사 되었을 때, 부구는 

입사파와 다르게 진동하는 경향이 있어, 부구에 대

한 물 입자의 속도는 오히려 중요하게 된다

(Seymour 및 Hanes, 1979). 테더 식 방파제에 관

하여, 에너지 손실이 u3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수 있

으며, 이것은 이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다. 

1.3.1.3 유연 막(flexible membrane)

해수면이나 바로 아래에서 부유하는 유연 막의 원

리에 기초하여, 여러 유형의 부유식 방파제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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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Hales(1981, 10장)가 이를 설명하고 있

다. 

자유 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의 중요성과 측정하기가 

어려운 항력의 효과로 인해 테더 부유식 방파제의 

감쇠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전체구조 또는 

막에 천공이 있을 경우에 대한 항력 계수 그리고 막

과 계선 로우프의 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축척영

향(scale effect)이 모델 시험을 외삽할 때 고려되어

야 한다.

1.3.2 난류 생성기 

파동 에너지의 일부를 난류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

가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파동 에너지가 난

류로 변환 될 때(즉, 이것은 실제로 입사파가 감쇠

되는 것에 대한 주된 이유이다), 이론적으로 부유식 

방파제의 거동을 예측할 수 없으며 모델 시험을 분

석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그림 1.19). 

입사 파

난류 생성기 부유식 

방파제 

그림 1.19

이 시스템 모두 공통적으로, 파동이 유도한 흐름

은 슬롯이나 천공을 강제로 뚫고 지나가며, 이 슬롯

이나 천공의 배향은 각 유형마다 다르다(예를 들어, 

Hales(1981)가 설명한 시브레이커(Seabreaker), 파

라볼릭 비치(Parabolic Beach), 해리스(Harris) 부

유식 방파제 및 웨이브 트리퍼(Wave Tripper)나, 

Sogreah(1984)가 설명한 에퀴포트(Equiport) 및 라 

페리에르(La Periere)를 참조한다). 

이러한 부류의 방파제에서 부유식 천공 벽(예를 

들어 잘란(Jarlan) 형)이 부분적으로 구멍을 통해 에

너지 손실로 파동을 감쇠하기 때문에, 부유식 방파

제라고 할 수도 있으며, 나머지 감쇠는 구조물 내의  

수위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다(그림 1.20). 

입사 파

다공성 벽 방파제 

그림 1,20 

이것은 개방 튜브(Open Tube) 부유식 방파제 시

스템(Ippen 및 Bourodimos, 1964, Chatham, 

1971)과 다소 동일하다. 개방 튜브(Open Tube) 부

유식 방파제에서는 무작위로 분산된 길이의 수평 개

방 튜브가 수면 아래에 위치하며, 그 축은 평균 파

동 전파 방향과 평행이다. 파동을 감쇠하는 이 시스

템의 능력은, 튜브 내의 수두손실(head loss), 흐름

의 무작위성으로 인한 구조물 해변 측에서의 난류 

및 , 그리고 여러 상에서의 파동 간의 부분적인 파

괴 상호 작용과 같은 여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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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및 설계 절차

2.1 일반 사항 

부유식 방파제에 대한 해석 및 설계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한다. 

방파제 해석 및 설계

파동 정보 개발 

설계 기준 개발 

설계 감쇠 특징 정의

방파제 크기 선택 

계류 개발 스프링 상수 및 앵커 

하중 개발 
감쇠 확인 

크기 조정 적합하지 
않음

적합함

구조 설계 진행

그림 2.0 

2.2 파동 정보

2.2.1 일반 사항 

국지적으로 생성된 풍파와 보트 반류는 경흘수

(shallow dradft) 부유식 방파제가 성공적으로 감쇠

할 수 있는 파동 활동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풍파 

높이와 주기는 USACE 해안 보호 설명서(1984)에 

나온 절차나 직접 측정 또는 다른 자료로 추정할 수 

있다. 파동은 보통 파동의 높이와 최대 스펙트럼 주

기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해수면은 제한된 파봉 

길이의 파동과 여러 파고와 주기의 파동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단일 방향은 미분으로 구할 수 있지만, 방

향 스프레드가 존재한다. 중요한 파동 파라미터는 

방파제 길이까지의 파봉의 길이, 시간에 따른 파고

의 변화, 변량 집단,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최

대 높이 파고이다. 스펙트럼 접근법을 사용하는 설

계자는 자신의 조건을 최대로 설명하기 위한 스펙트

럼을 결정해야 한다. 

2.2.2 파봉 길이 

풍파의 특징적인 특성 중 하나는 단파봉이라는 것

이다. 단파봉파는 실제 파동 장에서 방향적 확산

(directional spread)과 분리될 수 없지만, 간단한 

해석 및 설계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해를 돕도

록 하기 위하여 본 지침에서는 따로 분리하여 생각

한다. Battjes(1982)는 단파봉파의 효과와 파력에 

대한 방향의 효과는 분석하였다. 그림 2.1은 Battjes

의 파력 감소 인자(Gn)는 Cosnθ 유형의 방향 분포 

및 구조물에 대한 정상적인 파동 입사의 평균 방향

(θ0=0)에 대한 KI 및 21/L에 대하여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그래프 상의 G0는 장파봉파의 파동에 대

한 것이며, l는 구조물의 길이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장파봉파에서 상당한 힘의 감소가, 모든 

길이의 구조물에서 예상되며 구조물의 길이가 파장

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Traetteberg(1968)도 단파봉파의 효과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의 경향은 Battjes(1982)의 

이론적인 연구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Traetteberg의 연구는 방파제의 길이가 파장의 5배

일 때 최대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2.1Seattle District Corps of Engineers의 미공개 

정보에 의하면 관찰된 파동 생성 지역에서, 파동의  

파봉 길이 대 파장 비가 1/2를 거의 초과하지 않는

다고 한다. 앵커력을 측정한 결과, 방파제에 작용하

는 힘은 파동이 구조물 전체 길이에 걸쳐 작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힘의 50%에 상당하며 파장의 1~2

배 이상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수적임을 알 수 있

다.

파봉 길이가 파의 방향 파동 스펙트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분석 절차로 구조물의 크기를 정할 

때,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2.2.3 파동 그룹(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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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에 가해지는 일련의 하중들은 계류 시스템

과 정착부 및 구조물에 적용될 수 있는 힘에 대한 

방파제의 위치를 결정한다. 파동 그룹은 설계 시 고

려 대상이다. Andrew와 Borgman(1981)은 해양의 

통계적인 특성을 보고하였다. 이 특성 데이터와 해

수면 시 계열 H의 표준 편차로 나눈 임계 파고의 

함수로서 그룹 빈도수를 정규화하고 조정하여, 표 

2.1이 개발되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H보다 

큰 높이의 4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그룹은 아주 흔하

지 않다. 또한 그룹의 파동의 수는 파고 임계치가 

낮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표 2.1- 해양 조건에서의 파동 그룹의 빈도 

파고 
n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파동 그룹 

H보다 높은 파동의 확률 

HRMS는 H=2.8과 동일.

H는 H=4.0과 동일.

Washington의 푸제트 사운드의 U.S Army 

Corps of Engineers Prototype Floating 

Breakwater Test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Thompson과 OLIVER(1989)는 파동 그룹을 추가적

으로 조사하였다. 

여러 임계 파고에 대한 그룹 길이 확률은 

Andrew와 Borgman(1981)의 수치 시뮬레이션(그림 

2.2)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제트 사운

드의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파동의 거의 3배의 파동

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약간 

더 긴, 낮은 확률의 그룹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3가지의 전형적인 임계 파고에 대한 그룹 길이 확률

은 표 2.2에 나와 있다. 

수치 시뮬레이션(Andrew 및 Borgman, 

1981)

푸제트 사운드 데이터

확
률
 

그룹 길이 

그림 2.2 

표 2.2 Washington 푸제트 사운드의 런 렝쓰(run 
length) 총 확률 

그룹 길이

(파동 수) 

임계값 높이

그룹 수

Thompson 및 OLIVER(1989)는 한 그룹에서 일

련의 파고를 조사하였다. 그림 2.3에는 임계값으로

서, H1/3의 길이 그룹 3과 4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

다. 그룹 3에서 마지막 파동에 대한 경향이 최저라

는 점을 제외하고, 어떠한 뚜렷한 경향도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다. 그림 2.3에서 4개의 최고 파동 중 

어느 것도 단일 그룹에서 함께 발생하지 않았다. 여

기서, 간단한 분석 해석 및 설계 절차를 위해 그룹

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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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

연
속
적
인
 파
동
의
 수
 

그림 2.3 

단파봉파의 중요한 특성인 방향적 확산

(directional spread)은 아마도, 특정 시간 동안 구

조물에 가해지는 파력 감소의 원인이다. 방향 스펙

트럼 파동 생성기를 사용하는 3D의 물리적 모델과 

함께, 더 복잡한 수학적 모델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감쇠 및 앵커 하중을 개발할 때, 중요한 

함수이며, 구조물에서 비틀림 하중 및 종방향 하중

에 관한 한, 파의 상태에서의 확산을 이해 할 때 주

의해야 한다. 

방향 스펙트럼 모델은 스펙트럼은 두 함수의 곱으

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10)

여기서, 

E(f,θ) = 방향 스펙트럼 밀도 함수 

D(F,θ) = 각 확산  함수 

θ = 라디안 단위의 방향 

이렇게 파라미터를 생성함으로써, 풍향의 큰 변화

나 너울이 바람이 불고 있는 해역으로 전파되는 것

과 같은 복잡한 영향이 없을 때, 파동장의 방향 특

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진동수와 무관한 확산 함수의 보통 사용되는 형태

는 

(11)이며, 

여기서, 

G(s) = 표 2.3에 나타낸 함수 

s = 일정한 값의 확산 파라미터 

θ0 = 평균 풍향 

표 2.3 방향 스프레드 확산 함수에서 G(s)의 값 

파라미터 s는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향  

확산 크기를 제어한다. s의 값을 증가시키면 방향 

확산이 좁아지게 된다. 너울은 전형적으로 확산이 

좁으며 풍랑은 확산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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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이상적인 각 분포 

풍속 및 첨두 스펙트럼 주파수 에 의존하는 확산  

파라미터에 대한 더 복잡한 공식화는 심해에서의 필

드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안되었다. cosnθ 특징의 파

동 스펙트럼은 확산, 단파봉 및 그룹을 포함한다. 파

라미터를 사용하는 물리적인 모델에서 장파봉파와 

단파봉파간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 모델들은 

단파봉 정도 간의 주요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2.2.4 파향 

Battjes(1986)은 구조물에 가해진 힘에 대한 파향

의 효과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그림 2.5는 

Battjes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며, 여기서, r2는 

힘 감소 계수의 제곱이고, 0°, 15° 및 30°의 평균 

파향의 입사각이 제시되며, 1은 구조물 길이로 정의

된다. 

그림 2.5 θ의 여러 값에 관하여, kl에 
대한 감소 계수 r의 제곱 

2.2.5 파 스펙트럼 모델 

몇 가지 파 스펙트럼 모델이 있다. 흔히 사용되는 

스펙트럼 중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Pierson-Moskowitz(PM) 스펙트럼(1984) 및 

Goda (1985) 

(12) 

여기서, 

= 스펙트럼 밀도 

= 유의 파고 

= 영 교차 파 (zero crossing wave)주기

= 
= 파 주기 

=  = S(w) 최대에서의 주파수 

= 

JONSWAP 스펙트럼(Hasselmann 등, 1978) 및 

Goda (1979) 

 (13)

(14)

(15) 

여기서, f = 1/T = 파 주파수 

은 1-7의 범위이며, 양호한 평균값은 =3.3이

다. =1이면, JONSWAP 스펙트럼은  

Pierson-Moskowitz(PM) 스펙트럼과 같다. 

방향 확산

이전에 보여준 스펙트럼은 스칼라 스펙트럼이다. 

그러나 파동은 동시에 여러 주파수와 여러  파고를 

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온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확산함수로 특징지워진다.

S(f,θ) = 파의 방향 파 스펙트럼 밀

도 

D(f,θ) =  확산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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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함수는 θ±π/2의 범위에서 유효하며, 여기

서, θ는 주요 방향이다. 방향 스펙트럼과 스칼라 스

펙트럼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6) 

스프레드 확산 함수에 대하여, 다음 식이 적용된

다. 

(17) 

심해의 파동에 대하여, 몇 가지 스프레드 확산 함

수 공식이 제안되었다. 

가장 간단한 공식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18) 

여기서, 

n=정수 지수, 보통 n>1 

Longuet Higgings(1963)가 제시한 또 다른 공식

은 다음과 같다. 

(19) 

(20) 

두 확산 함수 모두 모든 주파수에 대하여, 동일한  

확산 함수를 제공한다. 

Donelan 등 (1985)은 포괄적인 측정 프로그램에 

기초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 스펙트럼을 발표하였다. 

(21) 

여기서, 

β = ω/ωp의 기타 값에 대하여, 1.24 

Cp = 첨두 주기와 대략 동일한 주기를 가지는 파동

에 대한 위상 속도 

Uc = U cosθ, 첨두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

는 파동의 이동 방향으로의 풍속 성분 

2.2.6 보트 반류(Boat Wakes) 

여러 문헌에서 선박이 생성한 파동을 설명하고 있

다. 보트 반류에 관한 문제는 이 반류는 정해지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파제가 최대 정도

로 이동하고 남아있는 저항력은 흐름에 대한 전단저

항이라면, 방파제가 초기의 이동위치에서 복구하기 

때문에, 큰 힘이 부유체의 모멘트에의해 바람이 불

어가는 쪽(외력과 반대방향)의 앵커 시스템에 가해

질 수 있다. 최대 4초의 주기와 2.5~3피트의  파고

를 가지는 선박의 파동은 흔하다. 현장 시험에서, 이

러한 파동은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힘과 감쇠에 관

하여, 풍파로 다루어질 수 있다. 

Weggel과 Sorensen(1986)은 선박이 생성하는 

파동의 파고를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인 모델을 보고 

제안하였다. 이 값의 근사치를 구하기 위해, U.S 

Army Corps of Engineers Coast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에서 베이직으로 작성한 양방향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범위의 선박 속도에 대하여, 최대 파고와 주기

를 계산한다. 선박 항해 라인으로부터의 파 전파 각

도(그림 2.6)는 수심 프루드 수( )가 0.7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약 35°에서부터 수심 프루드 

수가 1.0까지 증가하면서 0°까지 변하게 된다. 수심 

푸르드 수에서 V는 선박의 속도이다.

CUSP 

궤적 라인

횡파 항해 라인

발산파

그림 2.6 선박의 선수로 생성된 심해파 파정 패턴 

2.3 설계 기준 

2.3.1 일반 사항 

일련의 경제적 타협 관점에서, 설계 기준을 개발

해야 한다. 방파제 건설비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

여하게 된다면, 선박, 계류 및 방파제 파손은 경제적 

최적화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지

원하는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한하

는 여러 제안이 권장되고 있다. 잠정적인 권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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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판된 Canadian Manuscript Report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No.1629(1981)이 

다음에 나와 있다. 

표 2.4 소형 선박 계선지에서 유의 파고 Hs에 대한 
잠정 권고 기준 

선박에 대한

파향

피크 파 

주기, T, 초
재현주기

선수파 

선수파 

선수파 

횡파

횡파

횡파

50년에 한번 1년에 한번 매주 한번 

파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 기준에 0.75를 곱한다. 

보통의 파의 상태에 대해, 기준에 1.25를 곱한다. 

이 기준은 유람선 및 소형 선박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악화된 조건은 75~150피트 

길이 범주의 상업용 어선에 적절할 것이다. 또한, 악

천후 계절에 계류 요건을 감소시켜서, 위에 열거한 

조건 이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다. 

2.4 방파제 제원

2.4.1 일반 사항 

이론 부분에서 설명한 구속된 부유체의 파 투과, 

계류력 및 운동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

이다. 9페이지에서 제시한 투과 계수에 대한 차원해

석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 

(22) 

           파  기하학적모양  계류      점도 

구조물의 거동과 관련된 항을 무시하면, 단단한 

표면의 장벽과 관련된 특성은 변하지 않고 투과 계

수에 대한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단단한 표면의 

장벽에 대한 투과 계수를 구속된 부유체에 대한 실

험 결과로 근사화한다면, 선택한 구조물의 크기에 

대하여 초기 투과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한 

투과 계수를 사용하여 계류 특성을 개발하고, 이후 

투과 계수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좀 더 정확

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더욱 합리적인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2.4.2 감쇠 특성의 초기 추정

Thompson(1989)은 단단한 표면의 장벽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였다. Thompson은, 

폭과 깊이가 모두 변수로 포함될 때, 부유식 방파제

의 기능적 성능에 대한 초기 근사화를 적용할 수 있

다고 결론을 지었다.

2.4.3 깊이 효과 

구조물의 깊이에 따른 풍파 에너지의 감쇠는 수심 

대 파장의 비율 함수로서, 그림 1.2에 나와 있다. 에

너지 감쇠는, 일정한 상대 수심(수심 대 파장의 비

율) 이상의 모든 파동 에너지가 고정된 좁은 구조물

에 의해 차단될 때 투과되는 에너지의 퍼센트로 표

현된다. 투과된 파의 파고에 대한 그래프가 그림 

2.7에 나와 있다. 에너지는 파고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4.4 폭의 효과 

파 투과에 대한 방파제 폭의 영향은, 

Macagno(1954)의 이론과 Wiegel(1964)의 이론 방

정식에 기초하는 Jones(1971)의 결과가 사용되어 

분석되었다.  Jones(1971)의 그림 2.8~2.10에 전형

적인 부유식 방파제 프로젝트에서 가능한 폭과 상대 

수심의 효과가 나와 있다. 

투과 높이(%)

상
대
적
인
 깊

이(z/d
)

그림 2.7 수심과 구조물 깊이의 효과 

파워 이론(기준 32) 

Macagno 이론(기준 45) 

추정 변화

그림 2.8 단단한 사각형 표면 장벽에 대한 
투과계수(L/d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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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이론(기준 32) 

Macagno 이론(기준 46) 

추정 변화

그림 2.9 단단한 사각형 표면 장벽에 대한 투과 
계수(L/d = 2.5) 

파워 이론(기준 32) 

Macagno 이론(기준 46) 

추정 변화

그림 2.10 단단한 사각형 표면 장벽에 대한 투과 
계수(L/d = 5) 

2.5 계류력 

2.5.1 일반 사항 

Alaska District Corps of Engineers의 

Hendrickson과 Eisses(1989)는 부유 구조물에 작

용하는 힘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앵커 라인에 계류

된 구조물을 다루는 1차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더욱 

강성이 큰 계류 시스템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파동이 방파제를 통과할 때 위상 이

동이 없으며, 방파제 수평방향 움직임이 허용되며 

이 해법에 중요하지만 방파제가 파동을 생성하지 않

는다고 가정한다. 이들의 해법은 앵커력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초기 투과 계수를 가정해야 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이나 3D의 물

리적인 모델에서 감쇠 계수를 개선하면서 계류 로우

프의 스프링 상수를 유도할 수 있다. 반복계산에 의

해 앵커력과 감쇠에 대한 개선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적용된 이론은 매우 근사적인 접근법이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물리적인 모델링에 앞서, 이를 통

해, 적어도 최초의 근사화에 대해 양호한 결과를 구

할 수 있다. 유체역학을 사용하는 더 합리적인 해석

법은 아이작슨과 바이른즈(1988)에 의한 방법이다. 

2.5.2 유의 계류력 

부유식 방파제의 거동은 앵커라인이나 앵커 시스

템의 장력을 변하게 한다. 1차원 수평력은 입사파 

및 투과파력, 전단 흐름, 풍력, 질량 가속도 및 앵커 

케이블 장력에 따라 달라진다. 현수 케이블 방정식

의 수직 방향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부유식 방파제가 

설계되는 수심에 대한 케이블 장력의 변화를 크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방파제에 가해지는 수직 방향의 

힘은 제외된다. 방파제의 수평방향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정식과 가정은 아래에 나와 있다. 

진동파가 생성하는 수평 방향의 힘은 2가지 유형

으로서, 궤도 속도로 인한 항력과 궤도 가속도로 인

한 관성력이다(그림 2.11). 항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

한다. 

(23) 

Cd = 항력 계수 

ρ = 밀도 = w/g 또는 1.94 slugs/ft3

A = 힘에 수직인 평면의 단면적 

u = 힘 방향의 속도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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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속도)

(입자 가속도)

그림 2.11 진동파의 특징 

관성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24)

Cm = 관성 저항 계수 

V = 배수 체적(displaced water volume) 

 = 교란되지 않은 흐름에 대한 힘의 방향 

가속도

유체나 물체의 가속도는 압력 구배로 인한 것이

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힘은 배수 체적(displaced 

volume)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유체 내

의 물체(body)에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해 물체 주변 

흐름의 가속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힘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힘을 주변 흐름의 가속

도로 나눈 것을 가상 질량이라고 한다. 가상 질량

(virtual mass)은 배수된 유체의 질량과의 비로 표

현한다. Cm은 가상 질량과 압력 구배를 조정하기 위

해 사용하는 보정 계수이다. 상자형 부유식 방파제

의 힘을 분석하기 위해, 계수 Cm 대신에 구조물에 

대한 투과 계수에 기초하는 압력 구배의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5)

P1 = 바람이 불어오는 측(외력방향) 압력 

P2 = 바람이 불어가는 측(외력의 반대방향) 압력 

P1과 P2는 모두 고정 물체를 분석하여 개발되었으

며, 시간 t에서 정수두에 비례한다. 식(24)와 (25)로

부터 관성력에 대한 근사식 F= Cr(P1-P2)가 유도되

며 Cr은 가살 질량 방정식에서 Cm과 유사하게 사

용될 수 있다. P1과 P2는 다음 공식, 정의 및 가정

에 따라 개발되었다. 

(26)

w = 단위 해수 중량 

z = 정지하고 있는 해수의 아래쪽과 위쪽의 해당 

깊이 

ρ = 단위 체적당 질량 또는 밀도 = w/g

L = 파장 = 

d/L>0.5는 로서 가정

ds = 정지하고 있는 해수에서 바닥까지 깊이 

압력 방정식의 첫째 괄호 부분은 수직 방향 가속

도 정정치이며 수학 모델에서 무시한다. 

Hi = 입사 파고 

Ht = 투과 파고 

Ct = 투과 계수 

yi = 바람이 불어오는 쪽 끝 부분에서 

yt = 바람이 불어가는 쪽 끝 부분에서 

흐름 전단력은 아래 식으로 구하며, 

(27)

Fd를 포함한다. 

Fs =lb/ft(N) 단위의 흐름 전단 

CD = 항력 계수 (2.0) 

ρ = 해수 질량 밀도 

V = 흐름에 대한 feet/second 단위(m/s)의 방파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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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동 공격에 수직인 평면에서 방파제의 

단면적이며 구조물 폭과 동일(m2). 

풍력은 유사한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28) 

Fw = lb/ft(N) 단위의 풍력 

CD = 항력 계수(2.0) 

ρ = 공기 질량 밀도 

V = feet/second(m/s) 단위의 풍력

A’ = 바람에 노출되는 방파제의 단면적(m2) (바람은 

방파제의 긴 축에 수직인 것으로 가정) 

질량 가속도 힘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기초한

다. 이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29) 

여기서, 

WB = lbs(N) 단위의 방파제 중량(방파제 변위) 

g = 

△V = 시간 간격 △t에서의 속도 변화(m/s) 

△t = 초 단위 시간 간격  

앵커 라인의 힘은 3개의 서로 다른 상태로 표현된

다. 그림 2.12에는 바닥 위에서의 상태 및 바닥에서 

떨어진 2개의 상태를 나내낸다. 세 번째 상태는 높

은 앵커 라인 장력을 일으키며 응력-변형률 관계를 

따르는 팽팽한 앵커 라인 상태에 대한 것이다. 중량

에 비하여 앵커 라인의 항력이 무시될 수 있다면, 

앵커 라인은 케이블 형태가 된다. 케이블 선도는 다

음 식으로 구한다. 

(30) 

케이블 선도의 길이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31) 

여기서, 

Z = 해저에서 방파제 위의 부착 지점까지의 거리 

T = X0에서 케이블의 장력 

Wc = 케이블 1피트당 순 중량 

X0 = 바닥에 놓인 앵커 케이블 길이 

X1 = 앵커에서 부유식 방파제까지 거리 

부유 B/W 

부유 B/W 

앵커

앵커

현수 케이블 배치 - 바닥에 닿은 케이블 

현수 케이블 배치 - 바닥에서 떨어진 케이블 

및 다른 쪽의 느슨한 케이블 

그림 2.12 현수 케이블 배치 

현수 케이블 방정식은 변위가 증가하면서 거의 점

근식으로 되며 해답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응

력-변형률 방정식을 사용한다. 현수 케이블 방정식

에서 해를 구하는 힘은 인장력이다. 인장력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성분으로 분해된다(그림 2.12). 

수평 방향의 성분은 computational balancing 

routine에서 사용된다. 

현수 케이블 방정식은 Washington 주의 Seattle

에서 프로토타입 방파제에 대한 pull 테스트와 비교

되었다. 폭 16피트, 깊이 4피트, 길이 150피트의 박

스형 방파제를 제작하여 Coastal Engineering 연구

소와 연계하여, Seattle District Corps of 

Engineers가 푸제트 사운드에 설치하였다. 예인선이 

프로토타입 방파제를 끌어당겼으며, 이 때 수평 방

향의 변위와 앵커 라인의 장력을 측정하였다. 계산 

값과 측정값은 그림 2.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주 

근접하게 일치한다. 약 5피트 변위를 지나면서, 현

수 케이블 방정식은 점근식으로 되었다. 이 때, 응력 

변형 응력-변형률 관계에 의하여 거의 변위가 없으

나 큰 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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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단위의 수평방향의 변위 
● 실제 pull 테스트 프로토타입 방파제 

■ 현수 케이블 방정식에서 계산된 값 

방파제에서 앵커까지의 거리는 280피트였다. 

1피트당 앵커 라인 중량은 3 lbs/ft였다. 

수심은 50피트였다. 

초기 케이블 장력은 2000 lbs였다. 

1
0
0
0
 

파
운
드
 단
위
의
 앵
커
력

그림 2.13 pull 테스트 대 현수 케이블 방정식 

2.5.3 1차원 컴퓨터 프로그램 

앵커력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시행착오 

산술 적분 계산 절차를 사용한다. 보통 약 0.1초의 

라우팅 주기(routing interval)를 선택한다. 사인파 

모양을 가정하여 각 라우팅 주기마다 방파제에서의 

해수 표면을 계산한다. 여러 수평 방향의 힘이 평형

에 이를 때까지, 시행착오 루틴을 사용한다. 감쇠파

는 입사파와 동일한 전파속도로 상 이동 없이 방파

제 아래를 지나간다. 파동은 방파제에 수직으로 작

용한다고 가정한다. 

각 라우팅 주기에 대하여, 수평 방향의 방파제 속

도를 추정하며, 능동 작용 및 반작용력을 계산한다. 

작용력은 해변쪽으로 방파제를 이동시키는 힘을 가

리킨다. 이 힘은 해양 측 파력, 풍력 및 항구 측 앵

커 장력이다. 반작용력은 반대 힘으로서, 방파제 질

량 가속도, 전단 흐름, 해양 측 앵커 장력 및 항구 

측 파력이다. 

위의 힘들이 허용 가능한 오차 한계 내에 있을 때

만 출력 라인이 발생한다(본 버전에서, 방파제 선형 

피트당 1파운드의 오차 한계를 사용한다). 이 때, 새

로운 속도를 가정하며, 시행착오 프로세스를 재반복

한다. 

현수선 방정식을 사용하여, 항구 측 및 해양 측 

앵커 장력을 구한다. 이 방정식은 수심, 앵커 지점에

서 부유식 방파제까지의 총 수평 방향의 거리, 케이

블의 단위 중량 및 초기 인장력에 기초한다. 앵커 

인장력을 구하기 위해 네 가지의 별도의 절차를 사

용한다. 초기 조건은 앵커 앞에 바닥에 일부 앵커 

라인이 놓이는 현수 모양이다. 그 다음 조건은 바닥

에 케이블이 놓이지 않으며, 현수 모양은 앵커와 약

간의 각도를 이루며 바닥에서 들어 올려진 모양이

다. 마지막 조건은 앵커 라인이 팽팽하여 응력-변형

률 관계가 적용되는 상태로 현수선은 구할 수 없다. 

네 번째 절차는 앵커 라인이 느슨해지고 초기 장력

이 현수선 모양이 형성되지 않는 단계까지 감소되는 

때이다. 이 조건에 대하여, 앵커 라인이 방파제에서 

곧바로 아래 달려 있으며, 앵커 장력은 앵커 라인의 

단위 중량과 깊이를 곱한 것으로 가정한다. 

2.5.4 컴퓨터 프로그램 특징 

컴퓨터 프로그램은 현재, Microsoft QuickBASIC

으로 작성되어 컴파일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

든 개발 작업은 수학 보조 프로세서로 IMB-AT에서 

수행되었다. 표 2.5에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입력 값

이 나와 있다. 

표 2.5 대표적인 프로그램 입력 값 

해양 측 앵커에 대한 수심

항구 측 앵커에 대한 수심

구조물 폭

구조물 드래프트

방파제 프리보드(freeboard) 

계산 간격 

풍속 

파 투과 계수 

앵커 라인 간격 

앵커 케이블의 WT/FT

초기 앵커 장력 

B/W에서 해양 앵커까지의 거리 

B/W에서 항구 앵커까지의 거리 

sq.in 단위의 케이블 X 부분

탄성 PSI의 케이블 Mod 

앵커력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연속파

는 WAVE라는 파일에 저장된다. WAVE 파일의 첫 

번째 라인은 얼마나 많은 파고와 파 주기 쌍이 이어

지는지를 명시한다. 다음 라인 각각은 피트 단위의 

파고와 초 단위의 파 주기이며, 그 사이에 쉼표로 

구별한다. 

WAVE 파일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 예에서, 3개의 연속파는 3.2, 3.2 및 2.5피트

의 파고와 3.0, 3.3 및 3.0초의 주기를 가진 것으로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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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출력 데이터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Corps of 

Engineers 프로젝트에 대한 부유식 방파제 설계를 

사용한다. 선택된 세 개의 파에 대한 결과는 그림 

2.14~2.16에 나와 있다. 그림 2.14~2.16에 대하여 

프로그래밍된 입력은 표 2.6에 나와 있다. 

앵커 라인 간격은 1피트이며, 힘은 lb/ft 단위이

다. 실제 앵커 간격은 구조물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부유식 방파제 힘 및 변위 

Saxman, Alaska

그림 2.14 폭풍파에 대한 최적의 설계

시
간(

초)

해
양
 측
 힘
 

항
구
 측
 힘
 

입사 파고 변위 힘(lbs/ft)

그림 2.15 보트 반류에 대한 최적 설계

표 2.6 그림 2.14~2.16에 대한 프로그램 입력 

대양 측 수심

항구 측 수심

부유식 방파제 폭 

부유식 방파제 드래프트 

투과 계수 

앵커 라인 간격 

앵커 케이블 중량 

초기 장력 

부유식 방파제 프리보드

b/w에서 해양 앵커까지의 거리 

b/w에서 항구 앵커까지의 거리 

그림 2.14에서 최대 4.0피트와 4.0초의 파고와 파 

주기를 가진 일련의 폭풍파가 사용되었다. 항구 측 

앵커력은 폭풍파가 시스템을 구동할 때 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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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구
 측
 힘
 

입사 파고 변위 힘(lbs/ft)

그림 2.16 보트 반류에 대한 출력

그림 2.15는 보트 반류에 대한 최적 설계이며, 그

림 2.16은 항구 측 앵커 라인에 대하여 약 21초 후

의 매우 큰 힘을 나타낸다. 항구 측 앵커라인 하중

은 앵커라인을 길게 하여, 감소시켰다. 보트 반류에 

대한 설계를 할 때, 항구 측 앵커를 충분히 길게 하

여, 방파제가 연속적인 짧은 파에서 되돌아올 때, 허

용 가능한 앵커 케이블 하중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

하다. 

2.5.6 물리적인 모델 검증 

Waterways Experiment Station에서 Carver 

(1989)와 Eisses(1989)가, 표준 크기, 즉, 폭 16피

트, 흘수 4피트 및 건현 1피트인 박스형 부유식 방

파제를  인공 수로에서 1:12.5의 스케일로 모델링하

였다. 이 시험의 주요 목적은 모의실험용 보트 반류

와 짧은 주기의 풍파에 의해 직사각형 모양의 부유

식 방파제에 발생하는 변위와 계류력을 결정하는 것

이었다. 표준 원 구조물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모

델 구조 및 앵커 시스템을 동적으로 재현하였다. 해

양 측 앵커와 항구 측 앵커에서 수심은 각각, 48피

트와 39피트였다. 앵커 케이블 중량은 3 lb/ft였으

며, 앵커는 방파제에서 288피트 떨어져 있었다. 앵

커 라인의 힘과 인공 수로에서의 파고를 측정하였

다. 방파제의 일반적인 변위를 각 모델 실험에 대하

여 비디오로 기록하였다. 인공 수로 테스트와 알래

스카 방파제 앵커력 수치 모델간의 비교 결과를 다

음에서 설명한다. 

2.5.6.1 견인 실험

인공 수로에서 모델 방파제에 대하여 두 번의 견

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부의 방파제에 라인을 부

착하고, 해수 표면을 따라 수평으로 잡아당겼다. 부

유식 방파제 모델은 1/2 피트씩 증가시켜 잡아당기

고 앵커 라인의 상부에 설치된 로드 셀(load cell)에

서 대응하는 앵커 장력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두 

번의 견인 실험에 대한 결과는 그림 2.17에 나와 있

다. 

앵
커
 라
인
 하
중
 - L

B
S

인공 수로 pull 테스트 1

인공 수로 pull 테스트 2

현수선 방정식

표준 크기(ft) 

앵커에서 방파제까지 수평 거리 280피트 

수심 43피트

앵커 케이블 3lb/ft 

수평 방향 변위 - 피트

그림 2.17 pull 테스트 비교 

수치 프로그램이 인공 수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

행되었으며, 동일한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두 개의 

견인실험을 통합한 현수선 방정식은 최대 약 3피트

의 변위까지 나타내었다. 약 3피트의 변위 시, 현수

선 방정식은 응력-변형률 관계로 되며, 앵커 라인은 

인공 수로의 바닥에서 이격되었다. 현수선 방정식은 

탄성 계수 값을 변경하여 응력-변형률 모델 결과를 

재현할 수 있다. 대다수의 모델 결과가 3피트 미만

의 변위를 나타냈으므로, 현수선 방정식은 3피트 미

만의 변위에 대한 모델 테스트 결과와 잘 일치하였

다. 

2.5.6.2 보트 반류 테스트 

보트 반류 시나리오(짧은 파동 발생)에 따른 수치 

모델을 처음 실행하였을 때, 방파제가 제자리로 돌

아오면서 항구 측 앵커 라인에서 아주 높은 하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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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점수(%)

계산 기준(55%) 기능 기준(45%) 코드 

가용성

총 합계

(100%)
정확도 저장 

요건 

입력 

생성 

회절 

효과 

방향 파 방파제 

모양

수심 

주: 3차원 모델은 (*)로 표시. 

그림 2.18 스크린 모델의 정량적 평가 

표 2.7 보트 반류 테스트 비교, 높이 = 3피트, 시간 
= 3초 

해양 측 앵커력

Lb

항구 측 앵커력 

Lb

파동 수 인공 수로 프로그램 인공 수로 프로그램

3초 주기의 3.0피트 파고를 가지는 파동을 선택하였

으며, 3, 4, 5 및 6의 일련의 파동이 실행되었다. 표 

2.7에는 수치 프로그램 결과와 모델 실험 결과가 나

와 있다.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결과는 수치 모

델이 보트 반류 시뮬레이션 동안 발생하는 것을 양

호하게 근사화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수치 모

델에 대하여, 앵커 라인의 최대 하중은 항상 일련의 

파동 중 최초의 파동이었다. 

2.5.6.3 폭풍 파 테스트 

인공 수로 연구에서 수행된 폭풍 파에 대한 결과

를 수치 모델과 비교하였다. 해석을 위해 선택한 모

델 파동 기록 부분은 파고와 앵커 하중이 안정화되

도록 되었다. 방파제 바로 앞의 파고는 17피트와 

2.2피트 사이에 적절하게 일정하게 유지되어, 2.6초

의 파 주기를 가지는 2.0피트 파고의 파를 수치 모

델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아래 표 2.8에서 

요약한 앵커 하중 기록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생각

된다. 

표 2.8 폭풍파 200+ 초, 높이 2피트 및 시간 2.6초 

앵커력 극단 Lb 변위 

해양 측 항구 측 

인공 수로 2025 1400 1 ft.(관찰)

수치 모델 1925 1400 .9 ft.

물리적 모델에서 앵커 케이블이 수치 모델에서 관

찰되는 파 주기와 동일한 진동수로 되돌아 왔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2.5.6.4 관찰 

앵커 라인에 부착된 응집(clump) 중량체로 몇 번

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방파제와 응집 중량체 사

이의 앵커 라인은 선형이었으며, 이 응집 중량체와 

바닥 앵커 부착 지점 간에 약간의 현수선 모양이 존

재하였다. 응집 중량체는 각 파동에 따라 위 아래로  

거동하였다. 방파제의 주요 움직임은 상하 방향이었

지만, 미리 인장된 축이 해변을 향하여 변위가 발생

된 채로 있지 않고 미리 인장된 축에 관하여 약간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다. 

응집 중량체가 없다면, 방파제는 미리 인장된 위

치에서 해변을 향하여 약 1~2피트 수평으로 움직일 

것이다. 방파제의 상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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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제한된 비교에서, 응집 중량체가 없는 부유

식 방파제의 앵커력 설계를 위한 수치 모델의 유효

성이 있다. 수직 방향의 힘은 응집 중량체를 사용하

여 앵커력 설계로 비교 결과를 구하기 전에, 수치 

모델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5.7 결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앵커 

라인 힘을 먼저 추정할 수 있다. 파 스펙트럼을 사

용하고, 단독 파동보다는 파 그룹(설계 파 스펙트럼)

을 도입하여 방파제의 수평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파제에서 예상되는 최악의 하중을 나

타낼 수 있도록 설계를 위한 파 스펙트럼을 신중하

게 선택해야 한다. 

정상 하중 조건에서 앵커 라인이 응력-변형률 관

계 상태로 될 가능성이 아주 적도록, 앵커 라인 시

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아주 작은 방파제 잔류 속도

라도 응력-변형률 관계 상태의 라인에 매우 높은 첨

두 하중을 가하게 된다. 아주 드문 경우에, 시스템이 

응력-변형률 관계로 되는 경우, 계류 설비가 이 조

건 또는 파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도록 설

계될 수 있다. 이 영향이 작은 경우, 설계자는 부분

적인 또는 전체적인 계류 시스템 의 파괴를 고려할 

수 있다. 부분적인 파괴는 응력-변형률 관계가 발생

하기 전에, 앵커가 많이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과 유사하다.

전체 길이가 파봉에 노출되는 짧은 방파제는 최대 

하중을 받게 된다. 

2.6 감쇠 특징 

2.6.1 일반 사항 

계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강제 기능을 위한 경계 

조건을 안 후, 예상할 수 있는 감쇠를 더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Bando와 Sonu(1987)가 설명한 모

델을 사용할 수 있다. 고유한 설계를 생각하고 있다

면, 3D 물리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경우

에, 더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몇몇 수학적 

모델을 이용할 수 있지만, 어느 모델도 특별히 사용

자에게 쉬운 것은 없다. Bando와 Sonu (1987)가 

등급을 매긴 대로, 다양한 모델들은 그림 2.18에 나

와 있다. 파의 방향 확산과 회절은 감쇠 특징을 적

합하게 평가하기 위한 주요 요소이므로, 높은 등급

의 모델이 아주 중요하다. 

파봉 길이, 파동 그룹, 방향 확산, 감쇠 및 앵커력 

간의 예상되는 상호 관계에 기초하는, 몇몇 물리적

인 모델링은 비용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2.7 계류 시스템 

2.7.1 일반 사항 

수치 계산이나 물리적 모델링으로 부유식 방파제

에 대한 계류력을 구할 수 있다. 계류력은 파동 및  

해류에 대한 설계 조건 외에, 방파제 크기와 계류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계류 시스템에서 

계류력으로의 피드백 및 그 반대로의 작용도 존재한

다. 

여러 유형의 계류 하드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체인, 강 선재 및 로프 등이 그 예이다. 가장 흔한 

유형의 계류 설비는 체인이나 강 선재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2.7.2 계류 시스템 적용 예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계류 시스템 및 각국의 경

험을 소개한다. 

스웨덴 
스웨덴의 Lysekil에 부유식 방파제가 1941년에 

건설되었다. 길이 60 m, 폭 4.5 m 및 흘수 3.75 m

인 두 개의 콘크리트 폰툰을 그림 2.19에서와 같이 

설치하였다. 

그림 2.19 Lysekil 부유식 방파제 

그 위치에서의 취송거리는 5~6 km이다. 

계류 시스템의 배치는 그림 2.19에 나와 있다. 계

류 체인은 상당히 무겁다(2“~3.5”). 앵커는 6톤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제작된다. Lysekil 항만국이 제

공한 정보에 의하면, 체인을 5년마다 한번 씩 조사

한다. 일부 체인 부품을 일반적으로 교체한다. 방파

제에 부착된 위치에 주로 체인 마모가 발생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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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사용 기간 동안 이 부유식 방파제가 잘 사용되

고 있다. 

노르웨이 

Bergen, Elsero

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은 노르웨이에 몇 개의 

콘크리트 바지를 건설하였다. 1948년에, Bergen 시

는 그림 2.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Elsero의 마리나

를 위해 부유식 방파제로서 이 바지 중 3개를 사용

하였다. 각 바지는 길이가 60 m이고 폭이 6 m이며, 

밸러스트 흘수가 2.15 m이며, 건현은 0.85 m이다. 

유효 취송거리는 대략 5 km이다. 

그림 2.20 Elsero 부유식 방파제 

계류 설비는 콘크리트 앵커 블록, 록 볼트 및 앵

커에 부착되는 1 1/2“~2”의 체인으로 제작된다. 

Bergen 시 항만국에 의하면, 이 바지는 Elsero 

항구용 방파제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림 2.21 

Nesodden, Oksval Marina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노르웨이는, 항구의 부

유식 방파제로서 및 부유식 도크로서 기능을 하게 

될 그림 2.21에 나타난 바와 같은 유형의 몇 개의 

콘크리트 폰툰(150~200)을 제작하였다. 이 폰툰 중 

그림 2.22 - Oksval 항구 부유식 방파제

몇 개는, 취송거리가 긴(10 km 이상) 곳의 부유식 

방파제로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취송 거리가 최대 4.5 km인 Oksval Marin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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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치된 이러한 유형

의 폰툰은 1972년 이래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년 봄, 방파제와 계류 시스템을 조사한다. 최대 

체인 마모는 체인이 바닥과 닿지 않는 곳에서 명백

하게 발생한다. 마모가 존재하지만 체인을 교체할 

시기가 아닌 경우, 추가 안전 조치로서, 나일론 로프

를 체인 계류 시스템에 묶어준다. 

체인 시스템으로 폰툰을 서로 고정시킨다. 체인이 

느슨해지는 경우 체인의 충격력을 피하기 위해, “충

격 흡수기”로서 프로필렌 로프를 사용한다. 

Stranda, Hagavika 

Hagavika의 부유식 방파제의 배치도는 그림 2.23

에 나와 있다.  

그림 2.23 Hagavika 부유식 방파제 

그림 2.24 알래스카, Tenakee Springs의 부유식 
방파제 배치 

폰툰은 그림 2.20과 동일한 형태이다. 1970년에 방

파제를 건설하여, 1977년의 자그마한 불행한 사건

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현장은 최대 취송 거리 14 km로 노출되어 있다. 

1977년 겨울에, 2주간의 폭풍이 발생한 기간 동안, 

폰툰 단부 중 2개가 서로 부딪혀 부서지게 되었다. 

계류 시스템은 그림 2.23에 나와 있다. 체인 크기

는 육지 쪽에서 1”이며 해양 쪽에서 1 1/2”이다. 

파도가 거세기 때문에 체인의 마모가 앵커 블록과 

폰툰의 고정 지점에서 특히 심하게 발생한다. 수심

이 상당히 깊으므로, 체인 길이는 수심의 2배 이하

이다. 

폰툰 사이에 방현재(fender)로 작용하는 대형 트

럭 타이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곳은 이러한 유형의 부유식 방파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극단 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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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래스카, Tenakee Springs 

이 방파제의 배치는 그림 2.24에 나와 있다. 작은 

천연 항구가, 주변의 크랩 베이에서 약 8 km의 도

달 취송거리의 서쪽으로부터 취송 거리가 약 5 km

인 남동쪽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구조물은, 튼튼한 폴리스티렌 폼 코어를 가지

는 3x5x15피트의 경량 철근 콘크리트 폰툰으로 구

성된 최초의 Alaskan-Catamaran 또는 사다리 형 

방파제였다. 15피트 유닛은 5피트 깊이, 21피트 폭 

및 60피트 길이와 약 3.5피트의 흘수를 가지는 사

다리 모듈을 형성하기 위해 1 1/2“ 아연도금 바

(bar)로 포스트 텐션이 가해졌다. 5개의 모듈을 체

인 링크와 압축 범퍼로 결합하여 그림 2.24에 나타

난 바와 같은 308피트 길이의 얕은 V형 방파제를 

만들었다. V-조인트는 시스템에서 취약한 링크이므

로, 이 구조를 그림 2.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계

를 수정하여 모듈 커넥터로 곧게 만들었다. 

5개의 60피트 모듈 각각에서, 1 3/8“ 스터드 링

크의 앵커 체인이 항구 쪽에서 26톤의 콘크리트 앵

커에 고정되고, 해양 쪽에서 2개의 26톤의 앵커에 

고정되었다. 바위 위의 얕은 토양층으로 인해 현장

에서 파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사용자들은 이 방파제가 제공하는 보호 기능에 만

족하고 있다. 유일한 유지보수는 초기 설계 배치에

서 잘 알려진 약점인 도그-레그 배열을 곧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모듈 커넥터를 사용하여, 또 다른 약

점인, 고무 펜더(fender) 유닛이 저항력을 상실할 

때 생기는 느슨한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Washington 주, Blaine

Semiahmoo Spit Marina는 Washington 주의 

Blaine, Drayton 항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26

에는 이 마리나의 배치가 나와 있다. Drayton 항구

는 상당히 얕다. 마리나 현장은 10피트 MLLW로 준

설되었으며 취송 거리가 대략 남쪽으로 2.7 km이고 

남동쪽으로 3.5 km인 남쪽 사분면으로만 노출된다. 

그림 2.25 알래스카 Tenakee Springs의 부유식 
방파제를 위한 교체 모듈 커넥터 

부유식 방파제는 내부 골격으로 폴리스티렌 폼 블

록을 사용하고, 양의 부상을 위해서, 4.5피트 x 15

피트 x 15피트와 3피트 흘수를 가진 콘크리트 케이

슨이다. U형으로 배치된 부유식 방파제의 전체 길이

는 3.500피트이다. 

앵커 시스템은 그림 2.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

일에 지지하기 위한 연속적인 길이의 나일론 로프와  

체인으로 구성된 앵커 라인에 응집 중량체를 설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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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Washington 주, Blaine, Semiahmoo 
Spit Marina(출처: NOS 차트 18421)

그림 2.28에 예시한 바와 같이, 체인-고무 방현재 

펜더 커넥터로 모듈을 결합한다. 

그림 2.27 Semiahmoo Spit Marina 
앵커 세부 사항 

그림 2.28 세미아무 스핏 부유식 
방파제의 모듈 연결 

1982년 보고 시까지, 1981년 2월에 방파제가 건

설 중이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Washington 주, Port Orchard 

그림 2.29 Port Orchard 부유식 방파제 현장
(출처: NOS 차트 18452) 

Port Orchard는 그림 2.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싱클레어 인렛을 가로질려 위치하고 있다. 

주요 노출부는 남서쪽과 북동쪽이며, 취송거리는 

각각 2.5 km와 7.2 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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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 단면은 1500피트 길이로 3피트x 12피트 x 

20피트 길이이며, 1.8피트의 흘수인 단단한 스티로

폼 코어 유닛 위에 경량 철근 콘크리트 폰툰 구조물

로 되어 있다. 이 폰툰 중 3개가 커넥터로 결합되는 

63피트의 모듈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위치하고 있

다. 

L형 단면은 3/8“ 용접 합금 체인의 복합 24인치 

합성 앵커 라인, 나일론 합사 및 말뚝에 고정된 더 

짧은 길이의 체인으로 지지되어 있다. 체인은 가능

한 한 많은 여유를 주기 위해 방파제 아래를 지나간

다. 서쪽 부분은 파일 벤드(bend)로 구속되어 있다. 

깊고 부드러운 흑니토(muck)는 이 지역 지반의의 

전형적인 지질조건이다. 

관리자들 및 선박 소유자들은 이 방파제에 만족하

였다. 설치 이후, 보고된 유의 파고가 4피트로서 설

계 값을 훨씬 초과한 두 번의 폭풍이 강타한 서쪽 

부분만 제외하고,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잘 대처하

였다. 서쪽 방파제로 입사하는 파동이 약 2피트를 

넘어설 때,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투과가 발생하지

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쪽 방파제가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1976~1982). 연결부 하나가 파괴 된 것은 아마도, 

부품 조립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며, 수리를 성공적

으로 끝냈다. 모든 앵커 체인은 많이 부식하여 교체

되고 있다. 원래 앵커 체인은 음극방식을 하지 않은 

3/8인치 체인으로 만들어졌으며, 2x2x30 인치의 아

연 양극 희생 블록의 1/2인치 체인으로 교체되었으

며, 각 앵커 라인에 2개의 블록이 위치하였다. 

서쪽 방파제는 서쪽으로부터 발달하는 파의 상태

에 대하여 과소 설계되었다. 앵커 체인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다른 설계 측면은 양호하게 이루어졌다. 

더 무거운 체인과 음극 방식을 가지는 새로운 설계

로 초기 시스템의 6년보다 수명을 훨씬 더 길게 하

여야 한다. 대형 선박으로 인한  보트 반류는 방파

제를 통과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불편에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형 심해 방파제에 대한 예로서, 그림 2.30은 일

본의 Shikoku Uwajima의 대략 450 m 길이의 부유

식 방파제를 나타낸다. 이 방파제는 어류 양식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다. 이 방파제는 어류 양

식장에 더 위험한 단파를 약화시키지만 너울성 장파

동은 감쇠되지 않는다. 

그림 2.30 1.H 형(H)의 부유식 방파제의 개략도 

그림 2.31은 실제 크기와 계류 시스템을 보여준

다. 이러한 형태의 방파제는 적어도 11 m의 큰 파

도를 맞게 된다. 이 방파제는 가장 심하게 노출되는 

부유식 방파제 중 하나 일 것이다. 

미터 단위 크기 

그림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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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구조 설계 

2.8.1 일반 사항 

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콘크리트 부

유식 방파제에 대한 구조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는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콘크리트 방파제만

을 다루고 있지만 콘크리트 방파제에 적용되는 원리

는 다른 재료의 방파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려된 

콘크리트 방파제의 유형은 케이슨(caisson) 또는 단

일 폰툰 방파제와 트윈 폰툰 방파제이다. 두 방파제 

유형 모두 속이 빈 격실화된(compartmentalized) 

콘크리트 박스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 격실은 부유 

물질로 채워진다. 부유 물질은 일반적으로 단단한 

폴리스티렌 폼이며, 박스 부분에 누수가 진행되더라

도 부유를 할 수 있다. 케이슨 방파제는 단일 박스 

유닛이나 일련의 유닛으로 구성되며, 이 유닛들은 

단단하거나 유연한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단일 라인

의 파 감쇠 성능을 구현한다. 케이슨 유닛은 파 감

쇠를 향상시키기 위해 센터보드(center board)를 포

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트윈 폰툰 방파제는 사다리형태로 구성하기 위해, 

크로스 유닛으로 상호 연결된 두 라인의 박스 유닛

으로 구성된다. 

외부 벽, 내부 벽 및 상부와 하부 슬래브의 두께

는(트윈 폰툰 방파제의 박스 단면 유닛 구성) 케이

슨 방파제보다 더 작아서, 일반적으로 운반과 처리

가 어려운 먼 위치까지 운반하는데, 장점이 있다. 

부유식 콘크리트 방파제는 부식 환경에 있게 되

어, 고품질 재료, 적절한 세부 구성 및 우수한 건설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콘크리트가 열화

된다. 부유식 방파제가 젖었다가 마르는 것이 교대

로 발생하는 해수가 튀기는 지역(splash zone) 그리

고 산소, 습기 및 염소이온(염수)이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하므로, 불침투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방식 조

치를 취하지 않으면, 철근이 부식되고 이와 관련된 

콘크리트 열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리스트레스 적용 및 에폭시 코팅 

철근을 사용하는 것은 방식 조치로서, 모든 콘크리

트 방파제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 

비율 및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은 콘크리트 내

구성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및 경량 골재 콘크리트 외에, 숏크리트

(shotcrete)와 페로시멘트(ferrocement)를 사용하

여, 부유식 방파제를 건설하였다. 이 재료들을 여기

에서 설명할 것이며 사용 방법에 관한 설계 지침을 

이후에 설명할 것이다. 

2.8.2 설계 및 분석 

2.8.2.1 일반 사항 

강도와 사용성 모두를 고려하여, 부유식 방파제를 

설계해야 한다. 구조물의 사용 수명 동안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안

전률을 보장하는 강도 설계를 해야 한다. 프리스트

레스(prestress) 콘크리트 부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내의 응력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

인하기 위해, 사용 하중 상태에 대해서도 검토되어

야 한다. 또한, 균열을 막기 위해, 철근의 적절한 크

기와 배치를 적용하여 종래의 철근 콘크리트를 설계

해야 한다. 사용 하중하에서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균열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염소 이온 침투 

및 철근 부식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균

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중에 의한 철근

의 응력은 여기에서 명시한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

2.8.2.2 하중 및 하중 조합 

부유식 방파제 구조 설계 시, 다음과 같은 환경적 

측면의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1) 파랑에 의한 힘(EW)

(1a) 파랑에 의한 힘 – 연간 재현 주기(EWo)

(2) 방파제 및 방파제에 계류된 선박에 대한 해류에 

의한 항력(EC)

(3) 방파제 및 방파제에 계류된 선박에 대한 바람에 

의한 항력(ED) 

(4) 빙설 하중(EI) 

환경적 측면의 하중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5) 사하중(DL)

(6) 활하중(LL) 

(7) 온도 영향, 프리스트레스(prestress), 건조수축 

및 크리프(creep)으로 인한 변형 하중(TL) 

(8) 방파제 및 방파제 계류 설비에 반응하는 계류된 

선박의 질량 가속도에 따른 동적 하중 

파력은 방파제의 사용 수명동안 방파제에 작용하

는 지배적인 작용 하중이다. 그러나 설계 시, 파력과 

함께 다른 하중을 조합하여 설계하여야한다. 파력은 

파 스펙트럼, 구조물 질량 및 앵커 구속력의 함수이

다. 여러 하중 조합에 대한 안전 계수는 조합되는 

모든 하중의 동시 발생 확률에 따라 달라진다. 하중

(1a)만 제외하면, 권장 재현주기는 50년이다. 그러

나 설계자는 규정된 사항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국가의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 예로서, 강도 설계를 위한 미국의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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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없는 다음과 같은 하중 조합에 대하여 사

용성을 조사해야 한다. 

콘크리트 및 철근에 대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의 응력 및 일반 부재의 응력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값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다른 권장 

사항으로서, 프리스트레스 및 일반 부재의 설계에 

관하여는 예로서, 미국의 ACT 318을 준수하는 것

이다. 

2.8.2.3 사용하중하에서의 프리스트레스 휨 부재에 

대한 허용 응력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따른 손실 이전에, 콘크리트

의 휨 응력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압축력: 프리텐션(pre-tensioned) ········ 0,60f’ci

 포스트 텐션 (post-tensioned) ··················· 0.55f’ci

(2) 인장력 ··························································

모든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고려한 후, 사용 하중 

하에서의 콘크리트의 휨 응력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압축력 ······························································

(2) 프리스트레스 압축 인장역에서의 인장력: 

·······························································

텐던의 응력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일시적인 재크 진장력(해당업체가 추천하는 최

대 값 이하)에 의한 경우 : 

······································································ 0.80fpu

(2) 이송 직후의 철근 프리텐션 텐던이나 정착

(anchoring) 직후의 철근 포스트텐션 텐던 :

······································································ 0.70fpu

2.8.2.4 사용 하중 설계 – 일반 부재 

사용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설계된 일반 콘크리트 

부재는 다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하

게 보강되어야 한다.

휨을 받는 콘크리트 부재의 최연단부 압축응력은 

0.4fc이하이어야 한다. 

철근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20,000 psi이하이어

야 한다. 피로와 관련된 기타 요건은 이하에서 설명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방파제 요소는 제작 시, 운반이나 설

치 시 최대 하중을 받을 수 있다. 설계자가 항상 이 

하중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사 및 

설치 시공사가, 운반과 취급 시 예상되는 사용하중 

응력을 나타내는 설계 계산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하중은 구조물에 지나친 응력을 가해서는 안 된

다. 

부유식 방파제 구조물의 설계 시, 지진 하중을 고

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쓰나미 발생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역사적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쓰나미 발

생 잠재성이 있는 경우, 방파제와 보호 수역 내의 

계류된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쓰나미로 인한 파의 

파괴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 

방파제와 선박의 충돌은 또 다른 형태의 하중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하중 조건은 없

다. 모든 경우에 격실화된 중심 공동에 양의 부유 

물질 넣어서 부유식 방파제를 제작해야 한다. 적절

한 경심(metacenter)는 기타 극단적인 이벤트나 예

상치 못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이나 누수로 

인해, 방파제가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선박의 

계류를 위해 방파제를 사용하는 경우, 작은 선박의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방현재(fender)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8.2.5 피로 

최대 압축 응력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40%를 

초과하지 않고 인장 범위까지 반복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반복하중에 대하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내력이 강하다. 가혹한 환경에서, 균열제어의 중요성

과 위에서 설명한 응력 한계 내의 반복하중을 받을 

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의 성능

보다 훨씬 더 우수하므로, 모든 부유식 방파제 케이

슨과 폰툰은 종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최대 허용 응

력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균열제어와 피로 저항 외

에,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하면, 케이슨의 비틀림 강도

를 개선하여, 트럭이나 크레인으로 케이슨을 다룰 

수 있다. 

모든 일반 콘크리트용 철근을 에폭시 코팅하고, 

사용하중에 의한 콘크리트 응력이 해당 콘크리트 압

축 강도의 40% 이하이며, 직선 철근의 응력이 

20,000 psi 이하이거나 구부러진 철근과 용접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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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응력이 10,000 psi 이하의 범위인 경우, 벽과 

슬래브를 횡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할 필요는 없다. 

전단력을 설계할 때, 전단력의 변동량이 총 전단

력의 25% 이상인 경우 및 총 전단력이 정적 전단 

강도의 50%이상인 경우에, 반복하중을 받는 일반 

철근의 허용 응력 수준에서 스터럽이 모든 전단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피로에 따른 균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서, 응력 역전(stress reversal)이 일어나는 부분에

서 모든 정착길이는 ACT 318에서 권고하는 것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2.9 재료 

2.9.1 콘크리트 

2.9.1.1 일반 사항 

방파제 구조물의 폭과 흘수는 파 감쇠에 중요한 

요소이다. 폭과 흘수가 클수록, 파 감쇠가 더 커진

다. 이러한 이유 및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통 

골재 콘크리트를 선택할 수 있다. 몇몇 경우에, 방파

제의 중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중량을 감소시켜 운반과 조립 비용을 상당

히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양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다양한 콘크리트 재료를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경량 구조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장점은 많

지만, 구조물이 전체 사용 수명 동안 적당한 사용성

과 내구성을 지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9.1.2 보통 골재 콘크리트 

염소 이온 침투로 인한 철근의 부식을 막기 위해 

저 투수성능은 필수적이다. 투수성이 아주 낮은 콘크

리트는 고밀도 골재, 낮은 물-시멘트(w/c) 비, 양호

한 다짐 및 적절한 습윤 양생을 적용하여 만들 수 있

다. 최대 0.40의 물-시멘트비와 최소 5000 psi 의 

28일 압축 강도를 권장한다. 결빙-해빙 환경에 노출

되는 콘크리트는 공기를 유입하게 된다. 

실리카 퓸, 화산재 및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보통 콘크리트의 투수성을 감소시키고 강도와 내구

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9.1.3 경량 골재 콘크리트 

해양 환경에서 경량 골재 콘크리트가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골재의 셀 구조로 인해, 

경량 골재는 보통 골재보다 훨씬 더 많은 수분을 흡

수한다. 배합 중에 골재가 흡수한 수분은 강도와 내

구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수분 흡수를 제한하는 밀봉

된 표면을 가지도록 일부 경량 골재를 생산할 수 있

다. 이 골재는 해양 환경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부유식 방파제에 경량 골재 콘크리트를 사

용하는 것은 보통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운반과 시공에 중량의 감소는 중요하

며 경량 골재 콘크리트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

황이 존재한다. 경량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경량 골

재의 크리프 특성과 관련된 프리스트레스 손실, 인장 

변형률(균열을 일으키지 않고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

는 능력/성능) 및 내 충격성 및 내마모성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2.9.1.4 숏크리트 

“숏크리트(shotcrete)”는 표면에 직접 적용되는 

분기식 콘크리트(pneumatically applied concrete)

를 가리킨다. 숏크리트를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기

본적인 방법은, 건식 혼합 프로세스와 습식 혼합 프

로세스이다. 

(a) 건식 혼합 프로세스에서, 습윤 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숏크리트 기계에 넣으면 이 기계가 호

스를 통해서 노즐에서 표면으로 혼합 재료를 투

사하게 된다. 노즐로 압력을 지닌 물을 추가한다. 

(b) 습식 배합 프로세스에서, 시멘트, 골재 및 물을 

혼합하고 호스를 통해서 노즐로 혼합 재료를 펌

프한다. 노즐에서, 공기가 주입되어 재료 슬러그

를 파쇄하고 표면을 향해 습식 혼합을 가속화한

다. 숏크리트는 낮은 물-시멘트 비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 

부유식 방파제 폰툰 건설 시, 숏크리트가 성공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British Columbia의 Naksup 

근처에 있는, Naksup Marina 방파제는 용접 쇠그물 

위에 숏크리트로 건설되었다. 일반적인 벽 두께는 2 

1/2인치였다. 숏크리트가 적용 표면에 닿도록 고속 

분사의 충격으로 다져지기 때문에, 다짐을 위해 내

부 진동이 필요한 종래의 콘크리트로는 가능하지 않

는 더 얇은 벽 부분을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결빙-해빙에 대한 내구성의 주요 인

자는 공기 함량이다. 공기 유입이 습식 혼합 프로세

스에서 종종 사용되지만, 건식 혼합 프로세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숏크리트 적용 프로세스는 공기-

공극 시스템에 대한 불리한 영향도 수반할 수 있다. 

또한, 숏크리트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다짐도

가 떨어지고 박리현상이 발생하며 높은 투수성을 일

으킬 수 있다. 높은 투수성은 결빙-해빙에 대한 저

항성을 떨어뜨리고 염소 이온 침투로 인한 철근 부

식을 초래할 수 있다. 숏크리트로 건설된 방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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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결빙-해빙의 주기적 작용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내구성이 좋지 않다. 

2.9.2 철근과 PC 강재

2.9.2.1 일반 사항 

삽입된 철근 및 PC 강재가 부식되면, 단면적의 

감소를 유발하고 이로인해 철근 또는 덴던이 파괴된

다. 또한, 주변의 콘크리트도 급속하고도 가혹하게 

열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의 부식하지 않은 재

료보다 녹이 훨씬 더 많은 체적을 가지기 때문에 발

생한다. 체적이 증가하면, 콘크리트를 박리시키는 파

괴 압력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염소 이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전한 콘크리트에도 침투되지

만, 사용 하중에 의한 균열을 막기 위한 프리스트레

스의 도입은 콘크리트에 삽입된 강철 철근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더 완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종 방향 

및 횡 방향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부재에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해야 한다. 부식을 막기 

위해 에폭시로 연강 철근을 코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방법은 균열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에 프리스트

레스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9.2.2 에폭시 코팅 철근

정전기 프로세스는 깨끗하고 가열된 철근 미세하

게 부순 에폭시 가루를 적용하는 것이다. 에폭시 코

팅은 부식이 발생하게 하는 요소들인, 산소, 습기 및 

염소로부터 철근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주변 콘크리

트에 균열이 있을 때도, 에폭시 코팅은 철근에 부식

이 발생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에

폭시 코팅의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며, 코팅하지 않

은 철근의 유지비용에 비해 약 50% 정도의 비용이

다. 에폭시 코팅 철근를 사용하는 경우, 

ASTMA-775- 66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에폭시 

코팅이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 운반 및 설치 시, 특

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능하면, 비-금속 코

팅 타이(tie) 선재 및 비-금속 바체어를 사용해야 하

며, 콘크리트 부유식 방파제에 내장된 연강 철근을 

에폭시 코팅해야 한다. 모든 바를 코팅하지 않으면, 

에폭시 코팅 바가 코팅되지 않은 바나 기타 코팅되

지 않은 내장 강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야 한다. 

2.9.3 포스트 텐션 덕트 및 그라우트 

부유식 방파제 케이슨 및 폰툰과 같은 벽체 구조

물에 대하여, 단일 가닥의 텐던(tendon)이, 여러 가

닥으로 된 시스템보다 부식 방지가 쉽고 더욱 조밀

한 정착구와 트럼펫(trumpet)을 가지기 때문에, 이

러한 단일 스트랜드 텐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포

스트 텐션 덕트는 유연한 아연도금 금속 또는 플라

스틱으로 제작된다. 덕트를 지지하는 철근이나 덕트

를 적절하게 위치시키는 타이 선재가 덕트를 파괴하

거나 스트랜드를 둘러싸는 영역을 어떠한 식으로든 

감소시켜서 그라우트의 배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덕

트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한다. 플라스틱 덕트는 방

파제를 설치하고 제작할 때, 더 파손되기 쉽다. 따라

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텐던을 설치한 후, 플라

스틱 덕트를 검사해야 한다. 

부식을 막기 위해, 포스트 텐션 정착부는 방파제 

벽과 비수축-공기 유입 모르타르로 채워진 포켓 내

에 위치해야 한다. 에폭시 코팅 및 에폭시 모르타르

는 결빙-해빙 상태에서, 박리되고 열화될 수 있으며, 

텐던 정착 보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인 부식 문제로 인해, 비부착 텐던 시스템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텐던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하는 그라우트는 ASTM-C937을 준수하는 미국의 

관행에 적합한 유동성 촉진제(fluidifier)를 포함해야 

한다. 

2.9.4 철근의 피복

파의 작용과 염분성 물보라에 노출되는 표면의 최

소 피복두께는 1.5인치 이다. 케이슨 벽, 슬라브 및 

칸막이 판의 내부 표면에 대한 최소 피복두께는 3/4

인치이다. 포스트 텐션 덕트는 최소 1.5인치의 피복

두께를 화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복두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케이슨의 중량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부양, 운반 및 

취급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는 피복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피복두께는 다음 크기보다 커야 한다. 

(1) 보통 골재 크기의 1.5배 

(2) 철근 최대 직경의 1.5배, 또는 

(3) 스터럽을 포함하는 모든 강재에 대하여, 3/4“. 

텐던 및 포스트 프리텐션 덕트는 위에서 설명한 

크기에 1/2”를 더해야 한다. 

2.9.5 물과 시멘트의 비율 

부유식 방파제 부함 케이슨 및 폰툰에 대한 최소 

물-시멘트 비율과 최소 28일의 압축 강도는 각각 

0.40 및 5,000 psi이다. 

혼합물 

실리카 퓸 

포졸란 

고성능 수분 감소제 

2.9.6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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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부양된 상태에서, 개별 폰툰과 케이슨 유닛

을 조립할 수 있다. 동일한 건현과 리스트로 모든 

유닛이 부양하지 않는다면, 포스트 텐션 로드나 스

트랜드를 매는(stringing)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작 허용오차로 인한 중량 변동으로 인해, 유닛의 

부양정도가 변하게 된다. 유닛이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양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각 유닛

에 적절한 밸러스트(ballast)를 제공해야 한다. 텐던 

설치 전에, 덕트에서 염수를 제거하고 담수로 씻을 

수 있도록 포스트 텐션 시스템을 구성한다. 가능한 

경우, 포스트 텐션 정착부는 인장 작업이 물 위에서 

수행되도록 위치해야 한다. 

2.9.7 유지관리 

부유식 방파제와 폰툰이 가지는 문제점은 종종, 

부식, 계류 연결부의 파손 및 폰툰 대 폰툰 연결부

의 파손이다. 보호 코팅 및 음극 보호 장치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연결부와 주변의 콘크리트의 부식으

로 인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폭풍이 발

생하였을 때, 폰툰의 충돌이나 선박의 충격으로 인

해 발생하는 폰툰과 앵커 연결부의 파손은 다른 수

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르게 움직이는 2개의 커

다란 매스(mass) 사이의 힘은 유연한 커넥터로 제

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폰툰 사이의 단단한 포스

트 텐션 연결부가 바람직하다. 또한, 적어도 최대 5

파장 길이의 단단한 시스템을 연속하여 사용하면, 

짧은 세그먼트보다 앵커 시스템에 부여되는 하중을 

더 양호하게 분산하게 될 것이다. 유연한 연결부를 

설치하는 경우, 심지어 보통 정도의 이벤트 후에도 

조사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긴 축의 계류 구속부

와 결합된 폰툰과 독립적인 범퍼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은, 모색할 수 있는 유연한 연결부에 대한 가능한 

대안이다. 

방현재(fender)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박의 충격 

파손을 최소로 막을 수 있다. 방현재(fender) 시스

템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파손된 펜더 시스템은 교

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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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툰
입사파 입사파

다공성 벽 방파제

입사파

입사파

경사 부유 

수압식 방파제

공기 파이프

입사파

입사파

입사파

입사파

입사파

입사파

폐타이어 

(a) Goodyear 모듈

(b) 폴 타이어

유연 막

유연한 

시트

난류 생성기, 

부유식 방파제 

“A” 프레임

테더 부유

벽

에너지 피크 분산 

방파제 파장의 
파정 

(crest 
of wave 
length)

그림 3.1 그림 3.2

3. 실험 및 현장 경험

3.1 일반 사항 

Michael A. Thackray(1989)는 부유식 방파제 성

능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반사 또는 

소산 특성과 이 특성을 조합한 어레이에 기초하여 

설계되는 방파제를 포함하는 여러 방파제를 설명하

였다. 방파제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림 3.1과 3.2에 

나와 있다. Thackray는 여러 부유식 방파제 설치

(표 3.1) 및 호주, 영국, 그레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

에서 수행된 모델 테스트(표 3.2)를 발표하였다. 

이 그림을 조사하여 많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a. 반복 하중을 받게 되는 구조물에서 재료 선택 및 

설계가 중요하다. 

b. 음극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c. 유닛 간의 유연한 연결부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는 어렵다. 

d. 초기 비용이 적다는 것이 연간 운용비용이 적다

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스케일 모델 연구에서 검토되는 앵커력은 표준 원

형 설비에서 측정된 앵커력을 상당히 초과하기 때문

에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여기서 보고

된 1-D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Davidson(1971) 

및 다른 사람들이 수행한 모델 테스트 절차 동안, 

최대 힘이 기록될 때까지, 단색 파동열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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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부유식 방파제 설치에 대한 요약 

유형 위치 Soct 치수

(L×B×D) 수심 

재료 설치연도 대략적 비용/m* 

미국달러-1982

비고 

폰툰 미국, Washington 주, 

Embarcadero 

61×4.27×1.15

수심 낮음 (Lwd)

RC 데크 및 측면 – 폴리스티렌 코

어(바닥에 노출되며 측면은 0.25 m 

미만) 

1974 1750~2240 최대 방파제 도달거리=1.8 km. 유닛 사이의 체인 연결부가 

설치 직후 데드아이 고장을 일으켰으며, 네오프렌 커버 선재 

로프로 교체됨. 1974년 이래, 보고되지 않음. 

미국, Washington 주, 

Port Orchard 

경량 콘크리트 스티로폼 코어 1974 1120 1975년까지 방파제에 대한 문제없음. 초기에 풍랑으로 파일 

4개가 쓰러짐. 보트 반류가 전혀 감쇠되지 않는다고 보고함. 

폰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Aelaide, North Haven 

강화 데크, 비 강화 측면 및 베이스, 

폴리스티렌 코어 및 목재 웨일링(볼

트 마리나 유닛을 통해, 표준 

Monier Rocla)  

1981 495 새로운 Marina Basin 내의 매우 짧은 풍파 도달거리  

(H=0.6 m). 아주 제한적으로 노출된 장소에 대하여 충분한 

파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사전에 밝혀짐. 

아우트리거

가 있는 폰툰 

/해양쪽 방파

제 

NSW, Sydney, Spit 

Brigde 

RC 콘크리트 박스 부분 1.03×1.37 

m, 강철 아우트리거 해양 쪽 450 

m 직경 2 m, 

1968 1520 주요한 구조적 결함의 징후가 없이, 현재까지(1983년, 6월) 

성공적으로 운용됨. 설비의 부식과 고무 버퍼의 파손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 필요함. 일부 강화재가 해양 쪽에서 명백히 

부식되는 것이 관찰되지만, 유용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탠덤 폰툰 및 

현수 킬

(Keel) 

NSW, Sydney, 

Birkenhead 

강철 파이버 강화 콘크리트, 표면 

폴리스티렌 코어, 아연 도금 강철 

프레임 이 2줄의 프로토타입 계선

지 폰툰 사이에 3 m 길이의 킬 목

재지지. 

1979 1560(방파

제)+440

(계류 파일)총 

2000

파일로 고정. NE/NW 방향으로 도달거리 3.0 km. 유닛과 파

일 가이드의 구조적 파손으로 연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

지만, 방파제 성능은 만족스러움. 설치한 후 12개월 이내에 

1.2 km 도달 거리 쪽을 향하는 거의 한 줄의 폰툰이 광범위

하게 파손되었으나, 바람이 불어오는 쪽 부분은 현제 사용불

가(1982년, 11월) 

개방 사각형 

포스트 프리

텐션 박스 부

알래스카, Tenakee 경량 강화 콘크리트(0.1 m 두께) 

스티로폼 코어 

1972 3015 처음 2년간 성능은 일반적으로 충분(마지막 보고- 1974년) 

도달 거리 8 km

알래스카, Sitka 위와 동일 1973 2740(비교. 

McLarens이 

1980년도에 대해, 

3040달러/m인 것

으로 추정)

최초 1년간 성능은 일반적으로 충분(마지막 보고 1974년)

대양의 스웰에 노출되며 바람 도달 거리 - 4 km 

Catamaran 

형 폰툰 방파

제 

NSW, Kirribilli, 로얄 

Sydney 요트 스콰드론 

폴리스티렌 코어의 폰툰 유닛 

1.5×1.2×2.5 m 강화 콘크리트 박

스 부분. 유닛은 강철 크로스 브레

이싱으로 결합, 1차 SE 도달 거리

에 대해, 7.0 m 부분, 2차 NE 도달

거리에 대하여 5.0.m 부분 

1982 계약가 5600 (앵

커 사용)

유효 도달 거리 2.35 km(ESE)

Hsig = 11.31 m, tx = 3.95 a. Hmax = 2.4 m

Tmax = 30.9 m/초의 풍속에 대해 4.0초. 계류력 : Fmax = 

6164N/m(풍파의 경우) 

Catamaran 

형 유닛 

미국, Washington 주, 

Friday Harbor 

목제 데크를 지지하는 폴리올레핀 

폰툰(3×3.1×1.5 m) 

1972 2270(비교- 2300 

달러 (1980) - 

Mclarens 

최초 폭풍으로 플라스틱 폰툰의 10가 파손됨 

“A” 프레임 

유닛 

캐나다, British 

Columbia, Lund 

Harbour 

110×7.5×5.5 

Lwd, 

조수 범위 6

용접 강철 프레임, 크레오소트

(creosoted) 목재 파 배리어

1965 3200(비교- 2500 

달러 (1980) - 

Mclarens 

강철 작업에 보호 코팅 사용하지 않음. 도달 거리 11.5 km. 

처음 10년간 주요 고장 없음. 가동 연결부에서 경미한 문제 

발생.

부유식 고무 

타이어 방파

제 

뉴질랜드, Lyttlonton 

Harbour 타이어 깊이

수심 얕음- 2.4 

합성 벨트 폐타이어 1979 추정 

1981년 8월 - 

550

1981년 2월까지 4. 5m가 17개월간 설치된 시험 구간이었

음. 300 m 프로토타입 건설에 기초한 추정. 총 연간 조사 및 

유지보수 비용은 11000 달러 추정. 각 6×50 m 부분에 대하

여 2년 간격으로 고압 호스로 성장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부

분적으로 건식 도크 사용 가정.

고무 타이어/

부유식 알루

미늄 튜브 방

파제 

미국, Washington 주, 

Holmes Harbor 

134×9×1

타이어 깊이(모듈 

길이, 12.2 m)

수심 얕음-6~24

폐 자동차 고무 타이어를 꿰어서 이

은 폼으로 채운 알루미늄 튜브 

1979 390 30 km의 간접 도달거리에 노출(방파제에서 직선거리가 아

님). 설치 후 12개월 이내에, 방파제의 해양 쪽 끝은 파손되

기 시작하였으며, 세로 방향/횡방향 튜브 연결부가 파손됨. 

수평 판+연

안 측 아웃트

리거(“시 브

레이커”) 

영국에서 개발(상업용 

시설로 문서화되지 않

음)

가변 프로토타입 

40×7.3×2.0

강철 프레임(보호 코팅 지정하지 않

음)+GRP로 코팅한 폴리우레탄 폼 

부력 블록

1971년, 프로토

타입 건설

알려지지 않음

수평 파 배리

어(“해리스”

부유식 방파

제 

스코틀랜드, Ardyne 

Point 

목재 1975 알려지지 않음 200 m 해변에서 떨어져 건설 중인 심해 원유 플랫폼으로의 

임시 접근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 

스코틀랜드, Glasgow, 

Clyde 강의 Rhu 

Marina 

(드래프트) x 1287 

T

변위 

수심 8 m

폴리스티렌 코어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1977 1975년 Dock & 

Harbour 

Authority 설립, 

2920 달러/월로서 

일반적인 부유식 

방파제 비용

1979년 1차 대형 폭풍의 장주기 파동으로 인해, 주요 파손 

발생. 비공식적인 보고에서 항구가 여전히 운용된다고 함. 

테더 부유식 

방파제 시스

템

미국, California, 

Channel Islands(예정) 

1.5 m 직경, 중공 

강재 간격, 해수면 

바로 아래서 부유

하는 25줄의 구 50

개

해저 계류 설비에 체인으로 연결된 

콘크리트 앵커 어레이에 테더된 강

철 구 

1975년 완공된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방파제 

비용의 10%로 추

정 

이론적 성능은 유망한 것으로 보이나, 프로토타입 성능 데이

터를 현재 구할 수 없음(1982년, 9월)

연간 105%의 인플레이션 가정, A$1=1.1 미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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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모델 및 현장 시험 조사 

유형 및 연구원 세부 연구 내용 연구 방식 결론

단일 폰툰 

Carver(1979)

미국 Washington 주의 Olympia Harbour, East Bay Marina에 대한 2D 

및 3D 모델 테스트, 부분: 

Ÿ  직사각형 부분 

Ÿ  하부 선수 가장자리에 수직 판 

Ÿ  직사각형 부분 

다음 사항 연구 

– 상대 폭 

– 파 받침(?) 각 

– 선형 대 오목 대 볼록 배치 

파장: 1.5’×3.5’(0.45 m 내지 0.5 m) – 주기: 2.5초 내지 4.5초 

1:10 모델 연구 광폭 유닛은 B/L 0.3에 대해서만 유리.

최선의 결과는 W/L=0.5에 대해 CT=0.375임. 

파 받침 각을 변경하여 구한 감쇠 개선은 파 주기가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밝혀짐. 

CT = 90도: 2.5초에 대해 0.45 

CT = 75도: 2.5초에 대해 0.27 

CT = 60도: 2.5초에 대해 0.30

CT = 90도: 3.5초에 대해 0.78 

CT = 75도: 3.5초에 대해 0.64 

CT = 60도: 3.5초에 대해 0.73 

선형 배치에 비해 볼록/오목 배치 시용 시, 크게 유리하지 않음. 

단일 폰툰

Araki&Chujo(1979)

현수 체인을 사용하고 중량 계류 시스템을 감쇠하는 IHI “L” 및 “S” 형 

폰툰 유닛에 대한 설계 및 개발 프로그램

Ÿ 상대적인 폭 효과 

Ÿ 강철 내구성 

Ÿ 계류력 

프로토타입 치수, 비용 또는 앵커 시스템에 대하여 제시된 세부 사항 없

음 

프로토타입의 조파 수조

(?) 테스트 및 현장 테스

트 

다음 사항을 개발하여 성공하였다고 주장함. 

Ÿ 뛰어난 성능을 가진 시스템 

Ÿ 포괄적인 설계 방법. 계류 설계에 대한 데이터 

Ÿ 비상 시 자체 침수 시스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표된 기타 데이터 없음. - 충분한 것

으로 설명한 극히 노출된 위치의 “S”형 폰툰에 대해 1년 사용 테스트를 

하였지만, 제시한 성능 데이터 없음(Hmax = 11.4 m). T = 0.5초~T = 

20.0초에 대한 초기 투과 결과는 조파 수조(?) 테스트 결과보다 약간 양호

하지만, 파 가파르기는 알려지지 않음. 

이중 폰툰 

Davidson(1971)

미국, Washington 주의 Oak Harbour Marina.

최대 파고 = 2.0'(0.6 m) 

Tmax = 3.5초. 바람직한 최대 파고 0.5‘(0.15 m). 따라서 필요한 CT = 

0.25. 테스트 부분: 42.5× 10.0×7.2 ft(13.0×3.0×2.2 m) 

앵커 및 나중에 파일을 사용하여 목재 모듈 계류. 

앵커력도 테스트. 

1:10 비율 모델 수심 d = 9.0 m의 앵커 및 파일 계류 설비 모두에서, 2.5초 이상의 주기

에 대해, 0.6 m 파동에는 부적합한 부분임. 0.8 m 파동 및 3.5초의 주기

에 대하여, Hr = 0.45 및 Cr = 0.56. T = 3.55, H = 0.9 m에 대하여, 피

크 계류력 = 44.7 km/m. 

"알래스카" 이중 폰툰

Christensen & Richey 

(1974)

미국, 알래스카의 Tenakee Springs 방파제. 

전체적으로 문서화된 프로토타입에 대해 입사파 및 투과 파 스펙트럼 연

구. 계류력도 연구- 0~0.3 m의 입사파 범위만 대상 

현장 측정 T = 3.0초, Or<0.5. T = 2.0초, Or<0.3. 

시스템은 6.4 m의 전체적인 빔을 가진 개방형 직사각형 모듈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포스트 프리텐션(post tensioned)한 콘크리트 요소를 포함. 

Sitka 부유식 방파제는 위와 유사함 현장 측정 위와 동일. 

이중 폰툰

Christensen & Richey 

(1974)

Friday Harbour. 

폴리올레핀 부유 탱크 및 25‘(7.6 m) 폭의 목제 데크 폰툰을 사용하여 

유사한 연구 수행 

현장 측정 T = 2.5초에 대하여 Or = 0.3이며, T = 4.0초에 대하여 Or = 1.0. 

계류력 측정 결과는 이론이나 조파 수조(?) 테스트 결과보다 상당히 작았

음. 

아웃트리거가 있는 단일 

폰툰

Spit Brigde Marina.

부유식 방파제 감쇠 특징 및 계류력 설계/조사 

모델 연구 HI = 0.67 m, T = 2.6초라고 결정함.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450 직경

의 강관 아웃트리거 2.5 m를 가지는 9 m x 2.0 m x 1.35 m 중공 콘크

리트 폰툰을 사용하여 CT = 0.45 달성. 

이중 폰툰 HD 파이트

(NSW WRL 대학 - 1980) 

로얄 Sydney 요트 스콰드론.

감쇠 특징 및 계류력에 대하여 항구 설계/조사 

모델 연구 7 m 빔 Catamaran에 대해, T = 2.0초에 대하여 0.2에서, T = 4.0초에 

대하여 0.5로, T = 5.0초에 대하여 0.8로 CT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 피크 

및 평균 계류력 평가. 

“Goodyear 모듈” 폐 타이

어 부유식 방파제

Giles & Sorensen(1978)

파 투과 및 계류력 조사 프로토타입 비율 조파 수

조(?) 테스트 

CT 대  B/L에 대하여 양호한 설계 곡선 결정(주: B/L=1.40이 상한이며, 

1모듈(x2.13 = 25.6 m) 12개가 이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최대 폭이라는 

것에 대하여 설계자들이 경고 받음. 

“Goodyear 모듈” 폐 타이

어 부유식 방파제

Pennev(1981)

시험 구간 45.5 m x 15.7 m에 대하여, 1979/80년에 뉴질랜드의 

Lyttleton에서 소형 크라프트 항구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 조사 

프로토타입 비율 조파 수

조(?) 테스트 

최대 900 mm, 3.0초 파동에 대하여, 15.7 m x 45.5 m 테스트 부분을 

사용하여, CT = 0.33~0.44라는 것을 관측함. 

“파일 타이어” 폐 타이어 

부유식 방파제

Harms & Bender(1978)

“Goodyear 모듈 방파제”와 “폐 타이어 방파제”의 성능 비교 비율 모델 테스트 폐 타이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더 좁은 방파제가 가능하지만, 계류력은 더 

커지는 것을 발견. 

(주: CT 대 B/L 관계가 HI/L=0.04의 파 가파르기를 가정하는 경우의 결

과) 

이중 폰툰

Araki & Chujo(1979)

현수 체인 계류를 이용하여, IHI “LH” 형 폰툰 유닛에 대한 프로그램 설

계 및 개발. 일본의 Katura 만에 프로토타입을 설치했으며, 1979년 9월

에 시험 완료 예정. 프로토타입 치수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진에서, 대략 높이 8 m x 폭 6 m인 것을 알 수 있음. 앵커력과 부품 

내구성도 조사. 

프로토타입에 대한 조파 

수조(?) 테스트 및 현장 

테스트 

조파 수조(?) 테스트에서(비율 발표하지 않음), 중량 흡수 계류 설비를 사

용하여 “L”형 유닛과 거의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진들

은 심해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간주. 현장 시험 성능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1982년, 8월) 

난류 생성기 방파제

Harris & 

Sutherland(1971)

“Harris 및 Sutherland” 부유식 방파제에 대한 설계 및 개발 프로그램. 

파 감쇠 및 계류력 조사. 

소형 프로토타입의 모델 

및 현장 테스트 

L/B=1.5에 대하여, 70%~80%의 감쇠 달성. 계류력이 입사파를 향하는 단

단한 면적에 비례하며 대략 구조물의 사중량의 대략 2%. 

경사 부유식 방파제

Raichlen(1978)

바람이 불어가는 쪽 끝이 잠겨있거나 해저에 닿아 있으며, 바람이 불어오

는 쪽의 끝이 부유하며 해양 쪽 앵커로 테더된 부유식 방파제로서 표준 

미국 육군 및 해군 바지를 사용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 

(27x8.5x1.5 m) 길이의 프로토타입으로 감쇠 특징 및 계류 조사. 

모델 테스트 테스트 결과에서, 0.9 m 미만의 수심에 대해, 0.5미만의 CT가 27 m의 바

지 유닛을 사용하여, 최대 7.0초의 파 주기 동안 달성되는 것으로 밝혀짐. 

파 Mei즈(Maze) 폐 타이

어 부유식 방파제 

Kamel & Davidson(1968)

파 감쇠 시, 파 가파르기와 상대적인 폭 효과 조사. 계류력도 결정. 모델 테스트 0.01<HI/L<0.04에 대하여, CT는 0.05<HI/L<0.07에 대한 것보다 상당히 

더 높음. B/L=3.0에 대하여, CT = 0.31. B/L = 3.0에 대하여, 계류력=반

사 파랑에 의하여 수직 벽에 가해지는 수평 방향의 힘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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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방파제 

파이프-타이어 방파제 

그림 3.3

모든 경우에서, 이것은 모델 계류를 응력-변형률 관

계에 이르게 하거나 거의 이르도록 해야 했다. 설명

한 어떠한 모델 테스트에서도, 평가하기 어려운 결

과를 나타내는 실시간 파랑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 설치는 파 감쇠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앵커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2 표준 원형 경험 

3.2.1 푸제트 사운드 표준 원형 방파제 테

스트 

1982년 10월과 1984년 1월 사이에, 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준보호 해안 수역, 호수 및 

저수지에서 부유식 방파제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 원형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 

테스트는 시공 방법, 재료, 커넥터 시스템, 유지보수 

문제, 파 투과, 앵커 하중 및 구조적 응답에 대한 정

보를 구하도록 설계되었다. 두 가지 유형의 시스템, 

즉, 콘크리트 박스와 파이프-타이어 시스템을 테스

트하였다. Nelson과 Broderick(1986) 및 Grace와 

Mlakar(1989)는 이 설치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테스트 현장의 수심은 평균적은 더 얕은 수역에

서, 30피트~50피트로 다양하였다. 계류지에 대한  

지반 재료는 모래와 자갈이었다. 1일 주조의 범위는 

11.3피트였으며, 최대 범위는 19.4피트였다. 150피

트 길이의 콘크리트 방파제는 75피트 길이의 유닛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유닛은 16피트 폭과 5피

트 깊이에, 흘수가 3.5피트였다. 파이프-타이어 방

파제는, 45피트 폭과 100피트 길이의 구조물을 형

성하기 우해, 9개의 16인치 직경의 강관과 컨베이어 

벨트로 함께 묶은 1650개의 트럭 타이어로 구성되

었다. 이 구조는 그림 3.3에 나와 있다. 파이프-타

이어 방파제는 Harms(1979)의 Sea Grant 자금 지

원 설계에 기초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수정되

었다. 

3.2.1.1 앵커링(anchoring) 

콘크리트 방파제는 전 길이에 걸쳐, 10개의 30피

트 길이의 강철 H-파일(HP 14 x 102)이 삽입되어 

적절하게 고정되었다. 방파제의 각 측면에 위치한 5

개의 앵커 라인은 약 35피트 가량 떨어지도록 간격

을 두었다. 표면 근처의 계류용 밧줄 조립부(bridle 

assembly)로 두 유닛을 방파제 중심의 공통 앵커 라

인에 결합하였다. 앵커 라인은 각 단부에 15~25피트

의 1-1/4 인치 스터드 링크 체인이 있는 1-3/8 인

치 직경의 아연도금 브리지 로프로 구성하였다. 앵커 

라인 길이는 최대 만조 시, 수직 1 대 수평 4.5 이하

의 가파르기의 기울기를 제공하도록 크기를 조정하

였다. 초기 앵커 라인 인장력은 5000±1,000 파운드

였다. 상단 부에서 44피트 되는 브리지에, 2,000 파

운드의 콘크리트 중량 응집체를 부착하였다. 이러한 

설계의 목적은 전체 조수 범위에서 더 고른 앵커 라

인 장력을 갖게 하여, 특히, 간출지(low tide 

elevation)에서 방파제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을 감

소시키는 것이었다. 4개의 코너 H-파일 앵커를 5도

의 각도로 내부를 향하게 위치시키는 것은 방파제의 

세로 종방향 변위에 대한 저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었다. 현장 테스트를 종료하기 4개월 전에, 응집 중

량체를 제거하였다.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부유 운

동, 앵커력 및 파 감쇠에 대한 이 응집 중량체 제거

의 효과를 모니터하였다. 

파이프-타이어 방파제는 10개의 20피트 길이 강

철 H-파일(HP 12x53)로 콘크리트 방파제의 끝에서

부터 약 30피트 지점에 고정되었다. 각 단부에 10

피트의 3/4인치 스터드 링크 체인이 있는 1-1/4인

치 직경의 3가닥 나일론 로프로 구성되는 앵커 라인

을 각 파이프의 양 단부에 부착하였다. 이 설계로, 

앵커 라인의 간격이 12피트가 되었다. 이 앵커 라인

에 대한 경사도는, 최대 만조 상태에서, 수직 1 대 

수평 4이하의 기울기가 되었다. 중심 및 단부 H 파

일에는 각각 한 개의 앵커 라인이 있었으며, 나머지 

4개의 앵커 파일은 각기 3개의 앵커 라인에 부착되

었다. 4개의 단부 파일은 인접한 앵커 라인으로 인

한 정반대의 종방향의 힘 성분을 상쇄하기 위해 바

깥쪽을 향하는 각도로 오프셋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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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테스트를 완료하는 즉시, 다이버들이 앵커라

인을 조사하였다. 아연 도금된 강철 브리지 로프가 

눈에 띄게 부식하였으며, 앵커 라인에 응집 중량체

를 부착하기 위해 사용한 족쇄(shackle)가 마모되었

지만, 체인을 포함하는 앵커 라인 하드웨어는 상태

가 우수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테스트를 비교적 짧

은 기간 동안 수행하였기 때문에, 앵커 라인에 부식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거 과정 동안에도, 파이프-타이어 방파제 앵커 

라인을 조사하였다. 나일론 앵커 라인이나 연결 하

드웨어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3.2.1.2 커넥터(연결장치) 

콘크리트 유닛은 원래 유연한 고무 커넥터로 서로 

고정되었지만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였다. 방파제를 

설치한 후, 5일 내에, 파 작용(3피트로 추정되는 보

트 반류)으로 부틸 고무 방현재를 함께 고정하였던 

1인치 볼트에서 너트가 느슨해졌다. 약간의 어려움

이 있었지만, 너트를 다시 설치하였다. 그 다음, 볼

트에 이중으로 너트를 설치하고 노출된 나사부를  

없애려고 시도하였다. 이 “픽스”는 아주 길어서, 각 

부구(float)에 방현재를 고정하였던 3/4인치 볼트도 

느슨해지게 되었다. 이 볼트 중 많은 볼트가 전단 

변형되어, 결국 모두 3/4인치 고강도 강철 핀으로 

교체되었다. 너트가 1인치 볼트를 후퇴시키는 경향

은 계속되어, 결국 4개의 볼트만이 두 유닛을 함께 

고정시켰다. 방현재를 결속하는 수단이 필요했지만, 

어려운 작업 상황과 테스트 현장에서 방현재를 제거

하여, 부구를 파손되게 할 수 없어서, 선택할 수 있

는 대안이 제한되었다. 각 쌍의 방현재를 연결하는 

U 자형 브라켓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이었다. 브라켓은, 5/8인치 두께의 강재로 된 24인

치 x 12인치 플레이트에 용접된 5피트 길이 x 

4-1/2/인치 직경, 5/16인치 두께의 초강력 파이프로 

제작하였다. 브라켓을 방현재 아래로 낮추고 각 펜

더 내의 큰 수직 개구를 통해 파이프를 잡아당겨서 

설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2 5/16인치 두께의 강

철 플레이트를 파이프 위에 두고 수평 핀으로 적절

하게 고정하였다. 이러한 연결 작업이 8월 말에서 

10중순까지, 7주 동안 계속되었다. 

1982년 10월 중순까지, 2번의 폭풍으로 인한 파

랑 작용이 파이프를 변형시키고 바닥의 5/16인치 

강철 판 중 하나를 파손시켰다. 부구를 분리하고 동

쪽 부구의 고무 방현재의 목제 럽 스트립(rub strip)

을 적절하게 고정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다. 원

래 설계한 대로, 앵커 라인을 접합 지역에 있는 동

쪽 부구에 설치하지 않고, 커넥터가 하중을 서쪽 부

구의 앵커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부구를 분리한 

후, 동쪽 부구에서 서쪽 부구의 앵커 라인의 상단부

로 부착된 두 개의 23피트 길이의 체인으로 동쪽 

부구를 횡방향으로 지지하였다. 이러한 배치로, 두 

개의 140톤 구조물의 운동을 구속하기 위해 커넥터

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면

서, 하나의 부구가 다른 부구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

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범퍼 시스템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였으며, 나중

에 20개의 1-1/4인치 쓰레드 바 텐던을 사용하는 

강체 연결부로 교체되었다. 이 강체 연결부도 만족

스러운 성능을 나타냈다. 

3.2.1.3 파력 및 앵커력 가정 

고속 푸리에 변환(FF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에

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하였다. 

최고 스펙트럼 피크 Fmax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지배적인 파 진동수 추정치로 사용되었다. 시계열 

내에서 최고 1%의 수치인 통계 값이 첨두 앵커 라

인 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2.1.4 파이프-타이어 방파제 결과 

파이프-타이어 방파제를 모니터링하여 구한 앵커 

라인 힘 데이터가, 각각 파고 및 파 주기에 대하여 

그림 3.4와 3.5에 각각 나와 있다. 이 그래프는 앵

커 라인 힘 증가가 입사 파고나 파 주기의 직접적인 

함수로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범례

채널
채널
채널
채널

그림 3.4 첨두 앵커 라인 힘 대 입사 파고 
–파이프-타이어 방파제 

범례

채널
채널
채널
채널 단

위
 방

파
제
 길

이
당
 계

산
된
 

힘
 

그림 3.5 첨두 앵커 라인 힘 Fp 대 파 주기 Tp, 
파이프-타이어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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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앵커 라인 힘은 파고나 파 주기에 관계없이, 

방파제의 선형 피트당 대략 75파운드로 거의 일정

하다. 

파이프-타이어 방파제의 파 감쇠 성능은, 파고와 

파 주기에 대하여 그림 3.6과 3.7에 각각 나와 있

다. 1.0피트부터 2.4피트의 파고와 2초부터 4초의 

파 주기를 가지는 입사파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파 

투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방파제는, 최대 약 2피

트의 입사파에 대하여, 대략 0.42의 평균 투과 계수

를 달성하였다. 그림 3.7은 투과 계수가 대응하는 

파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측정된 파 주기의 범위는 확실한 경향을 판

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2.1.5 콘크리트 방파제에 대한 결과 

콘크리트 방파제에 대한 2개의 유닛 모듈 설계로 

몇 가지 방파제 구성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성에 대한 데이터를 성공적으

로 구할 수 있었다. (a) 응집 중량체가 있는 강결 연

결부, (b) 응집 중량체가 없는 강결 연결부, (c) 응

집 중량체가 없는 유연한 연결부. 가장 남서쪽의 앵

커 라인에 대하여, 상부(채널4) 및 하부(채널 9) 하

중 셀을 통하여 앵커 라인 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3.8 및 3.9는 앵커 라인 대 입사 파고에서 측

정된 첨두 앵커 라인의 그래프이다. 

그림 3.6 파이프-타이어 방파제의, 투과 계수 Ct 대 
입사파 높이 Hi 

그림 3.7 파이프-타이어 방파제의, 투과 계수 Ct 대 
파 주기 Tp  

범례 
응집 중량체가 있는 단단한 연결부(프리텐션 ≃ 5000 LB) 

응집 중량체가 없는 단단한 연결부 

응집 중량체가 없는 유연한 연결부 

방
파
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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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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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된
 힘
 

- (프리텐션 ≃ 1500 LB)

그림 3.8  콘크리트 방파제의 피크 앵커 라인 힘 
Fp 대 입사 파고 Hi 

(채널 4, 상부 하중 셀) 

범례 
응집 중량체가 있는 단단한 연결부(프리텐션 ≃ 5000 LB) 

응집 중량체가 없는 단단한 연결부 

응집 중량체가 없는 유연한 연결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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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텐션 ≃ 1500 LB)

그림 3.9 콘크리트 방파제의 피크 앵커 라인 힘 Fp 
대 입사 파고 Hi 

(채널 7, 하부 하중 셀) 

그림 3.10 및 3.11은 첨두 앵커 라인 힘 대 파 주

기를 나타낸다. 이것으로부터 앵커 라인 힘이 입사 

파고 또는 파 주기에 강하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범례 
응집 중량체가 있는 단단한 연결부(프리텐션 ≃ 5000 LB) 

응집 중량체가 없는 단단한 연결부 

응집 중량체가 없는 유연한 연결부 

방
파
제
의
 단

위
 길

이
당
 계

산
된
 힘
 

- (프리텐션 ≃ 1500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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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콘크리트 방파제의 피크 앵커 라인 힘 
Fp 대 파 주기 Tp

(채널 4, 상부 하중 셀) 

그림 3.11 콘크리트 방파제의 피크 앵커 라인 힘 
Fp 대 파 주기 Tp 

(채널 7, 상부 하중 셀) 

 첨두 앵커 라인 힘은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 

증가한다. 측정된 값의 평균은 방파제의 선형 피트

당 대략 40파운드였다. 측정된 힘은 응집 중량체가 

있는 경우, 대략 133 lb/ft, 응집 중량체가 없는 경

우 40lb/ft인 초기 앵커 라인 장력보다 큰 힘이었다

는 것을 강조한다. 그림은 상부 하중 셀에서 측정된 

힘이 하부 하중 셀에서 측정된 힘보다 약간 크다(약 

25%)는 것을 나타낸다. 응집 중량체를 제거한 결과, 

상부 앵커 라인 하중이 중가하고, 하부 하중 셀에서 

측정된 하중은 감소하였다. 모듈 연결 메커니즘을 

다르게 하여도, 계류 라인 힘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

다.

파 투과 데이터로부터 대략 3피트까지의 파고와  

4초까지의 파 주기에 대한 콘크리트 방파제의 투과 

계수는 약 0.4를 중심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 주기나 파고에 대한 의존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그림 3.12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3.12는 투과 계수 대 입사 파

고의 그래프이다. 보통, 파 감쇠 능력은 파 주기가 

증가하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하게

도, 테스트 장소에서의 파 주기 범위는 투과 계수 

대 파 주기 그래프인 그림 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파 주기 효과에 대하여, 어떠

한 명확한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계류 라인 힘에 

대하여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듈 연결 방법은 

방파제의 파 감쇠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

다. 

투과 계수의 상한 값(CT=0.7)은 항구의 선박에 큰 

충격을 준다면 중요하겠지만, 지나치게 중요한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례
■ 응집 중량체가 있는 단단한 연결부

▲ 응집 중량체가 없는 단단한 연결부 

● 응집 중량체가 없는 유연한 연결부 

그림 3.12 콘크리트 방파제의 투과 계수 Ct 대 입사 
파고 Hi

범례
■ 응집 중량체가 있는 단단한 연결부

▲ 응집 중량체가 없는 단단한 연결부 

● 응집 중량체가 없는 유연한 연결부 

그림 3.13 콘크리트 방파제의 투과 계수 Ct 대 파 
주기 Tp 

3.2.2 Washington 주, Friday Harbour의 

방파제 

Friday Harbour의 이전의 방파제들은 1984년에 

부유식 콘크리트 방파제로 교체되었다. 이 방파제는 

길이가 1600피트였으며, 다리가 2개였다. 개별 유닛

들은 고무 범퍼 시스템으로 분리된 길이 330피트의 

케이슨이다. 대형 유닛은 폭이 21피트이며 깊이가 6

피트이고, 침수 깊이 D는 3피트이다. 이 시스템은 

3.2초의 파 주기와 3.2피트의 높이를 가진 파를 감

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수심과 앵커 시스템은 이

전의 표준 원형 테스트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1989년 2월 초에, 방파제를 시험하였다. 60 mph를 

넘는 바람이 2.5초의 주기와 3피트 높이를 가진 것

으로 추정되는 파랑을 일으켰다. 이 파랑은 항구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고 감쇠되었다. Hs에 기초하는 

투과계수의 상한값이 0.7의 범위에 도달하고, 평균

은 약 CT=0.3에 중심을 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범례 
응집 중량체가 있는 단단한 연결부(프리텐션 ≃ 5000 LB) 

응집 중량체가 없는 단단한 연결부 

응집 중량체가 없는 유연한 연결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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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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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텐션 ≃ 1500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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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6 m 체인, 공기 중 중량 0.223 kg/m

총 중량: 0.147 kg(중심 li에 대하여 x2) 

2. 9.27 m 금속 로프, 공기 중 중량 0.048 kg/m

총 중량: 0.445 kg 

3. 0.46 m 체인, 공기 중 중량 0.223 kg/m

총 중량: 0.103 kg 

4. 원통형 알루미늄 응집 중량체, 공기 중 중량 1.3 

kg

5. 소형 금속 스프링, 스티프 성질 8 J N/m

모든 값은 모델 스케일(1:10)로 제시되었다. 길이는 

미터 단위이다. 

그림 3.15 푸제트 사운드 부유식 방파제에 대한 모델 계류 라인 배치의 
단면도

그림 3.16 푸제트 사운드 부유식 방파제에 대한 계류 라인 배치 

모든 값은 모델 스케일(1:10)로 제시되었다. 

길이는 미터 단위이다.  

멀
티
플
랩
 파
 생

성
기
 

Friday Harbour 폭풍은 한파를 동반하였으며, 방

파제에 얼음이 많이 얼었다. 또한, 많은 선박들이 부

구에 계류되었다. 다행히도, 이 곳의 계류 시스템은 

매우 안전측으로 설계되었다. 미래의 방파제 현장의 

계류 시스템은 얼음과 선박 계류로 인해 추가되는 

질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3. 표준 원형 실험의 모사 

3.3.1 푸제트 사운드 표준 원형 부유식 방

파제 모델 연구 

그림 3.14 푸제트 사운드 프로토타입
           부유식 방파제

푸제트 사운드 표준 원형 부유식 방파제를 밀접하

게 근사화한  1:10 스케일의 모델 연구가 수행되었

다(Torum 등, 1989). 불규칙 파랑이 주를 이루는, 

해분에서 수행되었다. 

푸제트 사운드 테스트는 이전에 설명하였다. 모델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실물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고 

표준 원형 테스트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모델 

테스트는 방파제 뒤 및 앞의 파면, 계류 라인 힘, 방

파제 운동 및 방파제 앞 및 뒤 쪽의 동수압을 측정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모델 방파제를 강결된 상태 또는 방현재가 설치된 

스티프(stiff) 상태와 펜더 상태에서 테스트하였다.  

강결된 상태를 위해, 두 폰툰을 짧은 단부에서 서로 

용접하였다. 그림 3.14는 모델 테스트한 표준 원형

방파제의 치수와 배치를 예시한다. 

계류 라인은, 그림 3.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재

와 체인으로 모델링하였다. 이 모델은, 중량, 크기 

및 강성에 대하여 표준 원형 라인을 가능한 근접하

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이다. 강성의 모사는 각 

라인의 바닥 단부에서 금속 스프링으로 모델링되었

다. 그림 3.16은 계류 시스템의 기하학적 모양을 나

타낸다. 힘을 측정하는 센서가 방파제 바로 아래의 

각 라인의 체인에 설치되었다. 각 라인의 정적 인장

력은 18 N(대응하는 표준 원형 실험의 장력은 22 

kN~5000 lbs)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중심 y-결합 

라인에 대하여, y-결합 및 방파제 바닥 사이의 체인 

각각에 대하여 ~9 kN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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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모델에 대한 결과 

모델에 대한 결과는, 설계된 해양 상태(4초 주기 

이하)에 대하여 방파제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파봉의 파랑에 대하여, 성

능이 충분한 파랑 주기 범위에서, 그림 3.17의 Cos2

θ는 약간 연장된다. 테스트 결과에서, 감쇠 성능은 

파 주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계류 라

인 힘도 파 주기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 

앵커 라인 힘 No.11, 스티프 모델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정적인 힘

 정적인 힘

그림 3.17 MARINTEK 모델 – 최대값 및 RMS 값 
대 입력 유의 파고 

계류 라인 힘 측정 및 스펙트럼 분석에서 운동의 

수평 방향의 성분(전후운동 및 좌우운동)이 비선형

의 느린 해류 진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최대 계류력은 22-24 kN이었으며, H=1.0 

m이고 T=6.3이었다. Tp=4.5, H=1-15 m인 불규칙 

파에 대한 테스트에서, 훨씬 더 큰 힘이 나타났다. 

이러한 더 큰 측정치에 대한 중요성은 이 파랑이 적

용된 파동 그룹의 함수로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

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힘을 중립 

위치로부터 전체 방파제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 측

정된 값들은 100 kN을 초과하는데 이것은 스프링의 

선형 강성이 초과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SWAY(y-위치) 폰툰 1, 스티프 모델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그림 3.18 MARITECK 모델 – 최대값 및 RMS 값 
대 입력 유의 파고 

계류 시스템은 응력-변형률 관계로 이동한 현수

선과 같이 반응하였다. 앵커력, 파 주기 및 파고 간

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류력 

대 파 주기 및 파고를 여기에서 제시한다. 

좌우운동은 비교적 긴 기울기의 현수선 계류 시스

템에서 앵커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델 연구에서, 거동, 힘, 및 사용되는 파고 스펙트

럼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3.17 및 3.18). 상하운동(그림 3.19 및 3.20)은 

파 주기와 파고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하운동은 앵커력을 결정할 때, 두 번째

로 중요한 인자이므로, 그 영향은 좌우운동을 평가

하는 모델에 추가되어야 한다. 수직 케이블 변위에 

기초해서, 선형 가산은 상하운동 움직임을 다루기 

위한 충분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횡동요는 더 큰 

파랑에서 중요한 인자(그림 3.21 및 3.22)인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은 상하운동 움직임과 유사한 선형 

관계로 적응될 수 있다. 파랑을 교대로 발생시키는 

능력은 그림 3.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파 주기와 

강한 관련이 있다. 

3.3.2 6-유닛 부유식 방파제에 대한 모델 

연구 

MARINTEK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6유닛으로 

이루어진 부유식 방파제를 Stansberg 등(1988a, 

1998b), Stansberg, Torum 및 Naess(1990)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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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Z-위치) 폰툰 1, 스티프 모델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그림 3.19 MARINTEK 모델 – 최대값 및 
RMS 값 대 입력 유의 파고 

ROLL 폰툰, 스티프 모델

그림 3.21 MARINTEK 모델 – 정규화된 
최대값 및 RMS 값 대 입력 파동의 피크 

주기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ROLL 폰툰, 스티프 모델

Heave(Z-위치) 폰툰 1, 스티프 모델 

그림 3.20 MARINTEK 모델 – 정규화된 
최대값 및 RMS 값 대 입력 파동의 피크 주기 

그림 3.22 MARINTEK 모델 – 최대값 및 
RMS 값 대 입력 유의 파고

스트하였다. 유닛의 크기는 이전에 설명한 CERC 유

닛과 동일하다. 계류 시스템 배치는 그림 3.24에 나

와 있다. 

다른 계류 시스템은 그림 3.15에 나와 있다. 

두 세트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1. 6개의 유닛 모두를 강결로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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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위에서 내려다 본, 모델 계류 시스템

WAVE staff No. 18, 스티프 모델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 장파정 해양 

= Cos8θ 방향성 해양 

= Cos2θ 방향성 해양

그림 3.23 MARINTEK 모델 – 파 감소 대 입력 
파동의 피크 주기 

2. 계류 시스템을 제외하고, 6개의 유닛을 연결하지 

않았다. 

테스트

(모델 사용

시)(모델 미사용

시)
(모델 사용

시)(모델 미사용

시)

펜더 모델 

10 m 뒤

파
 감

소
 

그림 3.25 방파제 모델 근처의 파 감소/증폭

폰툰 사이의 방현재 시스템은 폰툰 사이의 “충돌

력”을 감소시켰다. 그림 3.25 및 그림 3.26은 방향 

파 스펙트럼에 대한, 방현재가 설치된 모델과 강결 

모델(1:10의 모델 스케일 가정)의 방파제 뒤의 파 

감소에 대한 2가지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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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방현재 설치 모델의 스펙트럼 분석 입력: 

장파봉 

파
워
 스

펙
트
럼

그림 3.27

NO.11 강결 모델의 스펙트럼 분석 입력: 

장파봉 

파
워
 스

펙
트
럼

그림 3.28
테스트

(모델 사용

시)(모델 미사용

시)
(모델 사용

시)(모델 미사용

시)

스티프 모델 

10 m 뒤

파
 감

소
 

그림 3.26 방파제 모델 근처의 파 감소/증폭 

그림 3.27과 3.28은 계류 설비 No.11에서 계류력

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에 관한 것이다. 

힘 스펙트럼에서 상당한 비선형성이 관측되었다. 

저주파수 부분은 Stansberg 등(1988b)이 추가로 연

구한 해류의 느린 좌우운동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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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조파(overharmonics)는 폰툰 사이의 연성력

(coupling force)으로 인한 것이며, 큰 움직임에 대

하여 비선형 계류 라인 특징에 의한 것이다. 

느슨하고 단단하게 연결된 요소에 대하여, 앵커 

라인 11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면, 장파봉 파

동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단단하게 연결된 요소보

다, 느슨하게 연결된 요소에서, 힘이 일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좌우운동이 스펙트럼에서 지배적인 저주파수 피크

를 나타내지만, 계류 라인 힘 스펙트럼은 파 스펙트

럼 피크에서 주요 피크를 나타내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따라서 계류 라인 힘은 평균적으로, 상하

운동과 좌우운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벤트가 진동수 피크의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3.3 일본의 부유식 방파제에 대한 현장 

실험 

일본에서, 강철 구조 부유식 방파제가 개발되었다

(Araki 및 Chujo, 1979, 및 Yoshida와 Isozaki, 

1986). Araki 및 Chujo는 그림 3.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물 크기의 부유식 방파제를 테스트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방파제는 일본의 Shikoku, 

Uwajima의  65m 수심에 총 길이가 450 m로 건설

되었다. 이 방파제는 각각 45 m 길이에, 12 m 폭

이며 전체 흘수가 7.2 m인 10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다. 계류 시스템은 그림 3.30에 나와 있다. 

이 방파제는 가혹한 파의상태에 위치하며, 어류 

양식장 골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설치 이전에, 이 방파제를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실물 크기로 테스트하였다.

그림 3.29 
부유식 방파제 설비의 개략적 도면 

미터 단위 치수 

그림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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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준설토 처리용 수중, 연안, 

육상 폐쇄처분장(CDF)을 위한 환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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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운하, 항해 가능한 내륙수로, 항구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 때 준설토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준설토가 오염되면 준설토에 대한 관리는 매우 복잡

해지게 된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관리 기술들이 만

들어졌으며 이 기술들은 "항만 및 내륙수로로부터의 

오염 준설토 취급과 처분(PIANC 1996)"에서 설명된

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증가로 인해 지난 10년 동

안 오염 준설토(CDM)에 대한 관리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이 경험은 연구, 시범사업, 대형 프로젝트의 집

행 등과 관련된 것임)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경험으

로부터 오염물질들을 취급할 시 폐쇄 처분 시설이 우

수한 관리도구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공학적/환경적

/규제적/사회적 측면들이 긴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998년 EnviCom은 항

해 협회가 "오염 준설토 처리용 수중, 연안, 육상 폐

쇄처분장(CDF) 시설을 위한 환경 지침"을 위한 실무

그룹을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EnviCom 5가 탄생하게 되었다. 

참고용어 

PIANC의 환경위원회인 EnviCom은 실무그룹5에게 

다수의 과제들을 부과했다. EnviCom이 오염퇴적물

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이

후 많은 실용적 경험들이 획득되었다. 이 실용적 경

험들을 검토하고 최신 지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

다. EnviCom WG 1 보고서(PIANC 1998)는 기 출

간된 준설토의 유익한 활용에 대한 PIANC 지침

(PIANC 1992)와 오염 준설토의 취급과 처분

(WG17)(PIANC 1996)과 상호보완 관계이다. 이 새

로운 지침들을 상호 참조하여 이전의 PIANC 지침들

에 수록된 자료들을 실용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새로운 지침들은 CDF(폐쇄처분장)의 설계, 운영, 관

리와 관련된 환경적 측면들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항

목들이 기술되어 있다: 

Ÿ CDF(폐쇄처분장)에 대한 기술 및 용어들의 정의 

Ÿ 환경적 고려와 관련된 현장 조사 및 부지 선정 

Ÿ 퇴적물 조사 및 오염물질 경로에 대한 특성해석

Ÿ 오염물질 관리 시설의 설계

Ÿ 장기적 오염물질저장을 위한 운영/관리 

PIANC 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감사의 말씀 

EnviCom 5의 구성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연

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저희 실무그룹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후원자 여러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술정보를 작성하고 사례 연구

들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

들에게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술, 관리, 사례 연구와 관련된 현장 방문을 

하고 미팅 및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PIANC의 여러 조직들에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EnviCom, 보고서 검토위원, 미 육군 엔지니어 

수로 시험장의 Norman R.Francingues Jr.와 엠덴 

항만의 Rewert Wurpts의 귀중한 조언에 감사드립니

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편집을 도와주신 Lorrain van 

Dam 및 미 육군 엔지니어 수로 시험장의 Marsha 

Gay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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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과제에 대한 설명 

준설될 퇴적물은 오염물질의 함유로 인해 특별한 취

급이 필요하다. 폐쇄처분장(CDF)은 오염 준설물을 

위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폐쇄처분

장(CDF)은 건강과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오염 준설물을 차단하는 것이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폐쇄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은 복

잡하다. 폐쇄처분장(CDF) 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토목공학, 조경, 화학, 입법, 사회적 영향, 환경공학

과 같은 다양한 분야들에서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고

려되어야 한다. 케이스마다 다르며 간단한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PIANC는 실무그룹에게 폐쇄처분

장(CDF) 시설과 관련된 시행, 경험, 지침에 대한 간

결하고 명확한 개관을 만들도록 하는 과제를 부과했

다. 

폐쇄 처분 시설(CDF) 

폐쇄 처분 시설은 오염준설물이 환경에 방출되

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이다.

 1.2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이 지침의 출발점은 오염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해 내

려진 결정이다. 오염 퇴적물을 다루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PIANC 1996]. "준설물 관리 가이드" 

[PIANC 1997]은 준설물 관리를 만들기 위한 평가 

골격과 지침을 제공한다. 폐쇄 처분 시설을 다루기 

위한 최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합리

적이어야 한다. 옵션들은 준설토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중 기반 또는 육지 기반 처

분이여야 한다. 준설물이 지나치게 오염되어 있거나 

준설물을 처분 하는데 비용이 과도하게 들 경우 옵션

은 폐쇄 처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이다.  

평가 단계들에는 정보수집, 상의, 의사결정이 포함된

다. 폐쇄처분장(CDF)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최신 지

침은 PIANC(1996)에서 제공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폐쇄처분장(CDF)의 계획, 설계, 

공사, 운용,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폐쇄처분장

(CDF)이 관리 옵션으로서 이미 선택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

게 시설을 공사하고 공사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필요한 대상들로는 

사업 발주자, 규제기관, 허가기관, 의사결정기관, 일

반대중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의 본문에는 폐쇄처분

장(CDF)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들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부록들에서는 다양한 측면들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에 대한 정리는 부속서 

1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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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육상 폐쇄처분장(CDF) 

설명 그림 1-1 

오염준설물질

제방

지하수

육상 폐쇄처분장(CDF)은 지하수위 위에 준설물이 저장되

는 형태의 시설이다(그림 1-1). 준설물을 가두어 두기 위

해 육지에 제방이 건설됨. 육상형 폐쇄처분장(CDF)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시설에 있는 물

의 수리수두는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도록 하는 영구동력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2) 오염 준설물은 건조 및 산화되

어 오염물질의 방출 가능성에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밀 라이너를 사용해야 한다. 

장점 단점 

높은 가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이 눈에 잘 보여 의

도되지 않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폐쇄처분장(CDF)의 운영기간 동안 오염물질의 대류운송

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단조치가 필요함. 

모니터링이 비교적 용이하여 모니터링 부지를 결정하고 

이용하기가 용이함. 

폐쇄처분장(CDF)이 탈수되면 산화환경이 발생되어 표면

과 지하수로 중금속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육상 폐쇄처분장(CDF)은 준설물 투기에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의 폐쇄처분장

(CDF)은 수력을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육상 폐

쇄처분장(CDF)에서는 대게의 경우 바지선을 이용한 준

설물 운성이 용이하지 않다. 

제방이 커야하므로 심미적인 이유로 인해 주민들이 육상 

폐쇄처분장(CDF)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1.3 폐쇄처분장(CDF) 형식

이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형식의 폐쇄처분장(CDF)이 

기술되어 있다. 표 1.1-1.3은 각 형식의 장단점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 각 형식에 대한 보기들은 이 보고

서에 동반된 CD-ROM의 부록 1에 있는 사례 연구들

에서 제공된다. 세 가지 형식의 폐쇄처분장(CDF)들 

- 육상 형식, 섬/연안 형식, 수중 형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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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섬/연안 폐쇄처분장(CDF) 

설명 
그림 1-2 

오염 준설물
방류 

지표수

섬/연안 폐쇄처분장(CDF)은 준설물이 수면 아래 부분적

으로 저장되는 형태의 시설이다(그림 1-2). 육상 폐쇄처

분장(CDF)에 비해 오염된 준설수의의 수리수두가 훨씬 

작다.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경우

가 종종 있다. 오염물질이 물로 방출되는 주요 경로는 방

류이다. 방류의 양은 폐쇄처분장(CDF) 내에 있는 준설물

의 양과 거의 동일하다.

장점 단점 

오염준설물이 포화상태를 유지하고 무산소 환경에 있게 

되면 중금속이 부동 상태로 있게 된다. 

섬/연안 폐쇄처분장(CDF)은 선박의 교통이 빈번한 곳에 

건설되어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수중 타입에 비해 굴착이 덜 요구됨. 

높은 가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이 눈에 잘 보여 의

도되지 않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높은 제방이 지역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야기시킬 수 있

음. 

제방들로 인해 표면수로의 확산이 적음. 방류를 통한 배

출만 있음. 방류량은 저장된 오염준설물의 양과 거의 동

일함. 

오염물질 대류운송의 동력 역할을 하는 수두를 통제할 수 

있음. 

모니터링이 비교적 용이하여 모니터링 부지를 결정하고 

이용하기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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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사례 연구는 방법을 개발하고 성공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수의 사례연구

들이 이 보고서에 동반된 CD-ROM의 부록 1에서 제공된다. 

1.3.3 수중 폐쇄처분장(CDF) 

설명 

그림 1-3 

오염 준설물

캡

수중 폐쇄처분장(CDF)은 준설물이 수면 아래 저장되는 

형태의 시설이다(그림 1-3). 흔히 폐쇄 수계 투기(CAD) 

시설이라고 불리는 수중 폐쇄처분장(CDF)의 주요 특징들 

중의 하나는 제방 구조물이 없으며 표면수와의 접촉이 주

요 경로이다. 시설 아래에 있는 수압이 주위에 있는 물의 

수압과 비슷할 경우 물의 이동을 위한 동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덩이를 만들기 위해 굴착을 하거나 기존에 이

미 존재하는 움푹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준설물을 투기(충적)하는 동안, 오염 준설물이 표면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수생생물에 대한 영향이 오염

물질 경로이다. 

장점 단점 

오염 준설물이 항상 무산소 환경에 있게 되므로 중금속이 

부동 상태로 있게 된다. 

연안 폐쇄처분장(CDF)에 비해 굴착에 따른 비용이 더 

소요됨. 수중 지역 하에서 획득되는 양은 획득된 1 입방 

단위: 채굴된 1 입방 단위임. 파낸 모래로 만들어진 제방

을 가진 연안 폐쇄처분장(CDF)은 채굴된 1 입방 단위에 

대해 3 입방 단위를 제공함.

시설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반대

를 유발할 우려가 없음.

시설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의도되지 않은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비교적 쉽게 준설물의 투기(충적)이 가능함 (예 split-hull 

barges에 의해)

수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표면수에 대한 오염 

준설물의 확산이 증가됨.

유지관리 비용이 비교적 적음. 오염 준설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준설물을 투기(충

적)하는 동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수두를 통제할 수 없음. 

 1.4 폐쇄 처분을 위한 다른 방법들

채석장이나 광산과 같은 부지에 폐쇄처분하는 방법

도 있다. 이 방법들은 주의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기

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적 영향은 여전히 검토되어야 한다. 활용 가능한 

공간이 종종 준설지역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경우

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운송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때로는 높은 운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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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A: 폐쇄처분장(CDF) 계획 

• 프로젝트 요건 규정 및 정보 수집 

• 규제 요건 확인

• CDF 형식 확인 및 부지 선택 

•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의 

• 인허가 작업

• 환경 평가 

단계 B: 폐쇄처분장(CDF) 설계 

•개념 설계 

•타당성 평가 

•최종 부지 선택 

•상세 설계

단계 C: 폐쇄처분장(CDF) 시행 

•시공 및 모니터링 

•운영 및 모니터링 

•장기관리 및 모니터링 시행 

2. 폐쇄처분장(CDF)의 계획, 설계, 시행을 

위한 수행체계 

 2.1 서론 

이번 장은 기술적 수행체계를 제공한다. CDF 기술 

수행체계는 CDF가 준설물에 대한 관리옵션으로서 

고려된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된다. CDF 기술 수행체

계는 CDF의 계획, 설계, 시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

에 적용되도록 설계된다. CDF 기술 수행체계는 

CDF의 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장기적 관리와 

관련된 이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CDF 기

술 수행체계는 오염 준설물의 준설과 관리를 위한 타

당한 옵션들을 개발하고 평가할 때 따라야 하는 "국

제 로드맵"인 오염 준설물 기술 수행체계의 원리를 

따른다. 이 보고서에 있는 CDF 기술 수행체계는 오

염 준설물 기술 수행체계에서 갈라져 나온 흐름도 라

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있는 CDF 기술 수행체

계는 특히 배치 옵션의 평가에 대해 언급한다. 

 2.2 CDF 기술 수행체계

표 2-1은 CDF 기술 수행체계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CDF 기술 수행체계는 세 개의 단계들로 - 즉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행 단계- 구성되며 이 세 개의 

단계들 각각에는 기능 단계들이 있으며 이 Chapter

에서는 이것들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 

표 2-1 CDF 기술 수행체계에 있는 기능적 단계들 

CDF 기술 수행체계는 범용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므로 각 국의 상황에 맞추어 적

용 가능하다. CDF 기술 수행체계의 주요 목적들은 

다음과 같다: 

• 폐쇄처분장(CDF)의 계획, 설계, 시행과 관련된 환

경적 요인, 공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행체계를 제공함 

• 전 세계로부터 폐쇄처분장(CDF)과 관련된 단계들

의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고 규제기관, 엔지니어, 

기획자, 이해 관계자, 일반대중들에게 사용자 친화

적인 방법으로 제공함 

• 세 개의 폐쇄처분장(CDF)들과 관련된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함 

• 폐쇄처분장(CDF)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엔지니어링 측면, 재정적 측면, 사회적 측면, 법

률적 측면, 환경적 측면을 다루기 위해 계획 단계

의 중요성과 시기를 강조함 

 2.3 폐쇄처분장(CDF) 계획(단계 A) 

폐쇄처분장(CDF)의 성공 여부는 계획 단계 동안 수

집된 정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관련된 법률적 

요건, 규제적 요건, 실무 요건을 비롯한 폐쇄처분장

(CDF)의 모든 측면 및 단계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폐쇄처분장(CDF)들이 사용

될 수 있다. CDF 설계단계에서는 건설될 CDF의 형

식과 위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관련된 모든 이

해관계자들에 의해 가장 적절한 옵션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 단계 초에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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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WG 17

CDMTF(Box8) 

CDF 옵션에 대한 

결정 

A: CDF 계획

프로젝트 요건 규정 및 정보 

수집(2)(4) 

환경평가, 상의, 

허가/승인 획득

규제 요건(3) 

CDF 유형 확인 및 부지 

선정(4) 

B: CDF 설계

 B: CDF 시행 

개념 설계(5)(6) 

엔지니어링, 환경 영향 및 

비용 

설계가 타당한가? 

최종 CDF 부지 선정 

(4)(5)(6) 

상세 설계(6)(7)(8) 

운영계획 및 관리 모니터링 

시공(6) 

운영(7)

장기 관리(8) 

모니터링

(7,8) 

그림 2-1 CDF 기술 수행체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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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평가(EIA) 

CDF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는 수행되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는 

CDF 건설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을 기술하는 것

이다. 부지의 최종 선택과 시설의 설계는 환경 

영향 평가 조사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 환경 영

향 평가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 경관에 대한 기술

 • 야생 동식물 현황 

 • 동식물 서식지의 특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종이나 서식지의 존재 여

부 

 • 퇴적물에 대한 개체군의 적응성 

 • 처분 후 부지의 재 착생

 • 개발 동안의 소음, 먼지, 악취, 불편에 대한 

측정 

 • 소음, 먼지, 악취에 민감한 지역 

 • 경관 개선 

 • 오염물질이 먹이그물로 유입될 가망성 

 • 지형과 측심 

 • 연안 지형과 안정성 

 • 경계 및 움푹한 곳 

 • 측심조사 및 지형 조사 

 • 지형학 

 • 수문지질학

협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CDF의 계획, 설계, 시행

에 모두 적용된다. 계획 단계 동안 CDF의 최종적인 

용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CDF의 잠재된 능력을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구현하

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CDF의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며 종종 계획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3.1 CDF 요건 및 정보에 대한 정의(4장) 

CDF와 관련하여 기획단계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폐쇄처분장(CDF)에 의한 준설 사업들을 평

가하고 특히 준설의 양, 빈도, 퇴적물 및 부지 특징

을 비롯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2.3.2 규제 요건(3장) 

CDF에 대한 법률적 요건 및 규제적 요건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항해, 어업, 수체의 적법

한 이용, 고고학적 자산, 토지 이용, 안전 등과 관련

된 수많은 규정들이 관련된다. 3장에서는 규정들 및 

지침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규제 요건 및 관행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획 결정을 

위한 경로 및 일정의 개요를 제시하는 법적 결정 수

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 요건들은 공

정의 각 단계와 관련되며 수많은 인허가가 필요할 수

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적 영향은 기술적 문제, 경제

적 문제,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조사들은 서로 연계되는 성질

의 것이어야 한다. (환경 평가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스를 참고할 것) 

  2.3.3 폐쇄처분장(CDF)를 건설할 부지에 대

한 확인과 선택 (3장 및 4장) 

CDF 건설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지들이 고려된다. 프

로젝트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지들의 적합성이 평가

되어야 하며 적절한 타입의 CDF가 선택되어야 한다. 

주택, 레크리에이션, 자연보호, 농업을 비롯한 토지 

용도들과 CDF 건설 계획이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

는 부지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2.4 CDF 설계(단계 B) 

CDF 설계는 개념 설계(CDF 타입과 부지에 대한 최

종 선택 전에 수행됨)와 세부 설계(CDF 타입과 부지

에 대한 최종 선택 후에 수행됨)로 구성된다. CDF 

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들이 존재 한

다: 

• CDF의 크기와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결정 

• 제방과 구조물에 대한 설계

• 차단 기능 및 오염물질 경로 통제에 대한 평가 

• 수처리에 대한 필요성 여부 결정 

• 운영 요건 및 관리 요건에 대한 결정 

이외에도 보급, 행정, 규제, 재정 등에 관련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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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개념설계(5장 및 6장) 

개념설계는 다양한 CDF 형식들의 타당성을 판정하

기 위해 수행된다. 개념 설계를 담당하는 이들은 

CDF 들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이해해야 한다. 개념 

설계에서는 공학적 요건, 비용, 환경조절, 규제 요건

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념 설계는 계획 단계에서 비

용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세부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2.4.2 CDF를 건설할 최종 부지에 대한 설계 

및 선택의 타당성(5장 및 6장) 

다양한 형식의 CDF들(육상 CDF, 연안 CDF, 수중 

CDF)에 대해 개념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개념설

계가 완성되면 개념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타당성 평가는 비교 평가의 형태를 취하며 이 평

가에서는 시공, 환경, 비용 등의 측면들이 고려된다. 

  2.4.3 세부설계(6장) 

CDF 형식과 부지가 선택되면 세부설계가 수행된다. 

조사, 엔지니어링 테스트, 환경 경로 테스트와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는 세부설계는 CDF 부지의 특정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상세함의 정도

는 시공을 위한 엔지니어링 플랜과 사양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세부설계에서는 지질조사, 엔

지니어링 테스트, 오염물질 경로 테스트의 결과들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 도서

커뮤니케이션 계획 

설계 기록

관리 및 운영 계획

모니터링 계획

보건안전 계획 

세부설계가 완성되면 메우기 공사 동안의 CDF 운영 

및 메우기 공사와 수명 말간의 CDF 관리 및 환경 목

적의 모니터링을 위한 계획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6장, 7장, 8장, 9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2.5 CDF 시행(단계 C) 

CDF 시행에는 시공, 운영, 모니터링, 관리가 포함된

다. 특히 CDF 시행에서는 모니터링 계획, 부지 운영 

및 관리 계획이 준비된다. (박스를 참고할 것) 

  2.5.1 시공(6장) 

세부설계 및 운영계획이 완성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공사 동안의 모니터링은 인허가 조건의 규제 

요건과 관련된다. 

  2.5.2 운영(7장) 

운영과 시행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에 기초한

다. 운영과 시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수행 된

다: 

• 운영 계획, 보건안전 계획 

• 환경 규제 요건 및 규제 

• 다양한 방법의 배치 

• 운영을 위한 일정 

  2.5.3 모니터링(7장, 8장) 

모니터링은 CDF로 인한 영향들을 모니터할 필요성

과 방법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검토한다. CDF 공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

기 위해 공학적 모니터링과 환경적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CDF로 인해 인접지역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변

화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역시 필요하다. 모니

터링을 통해 계획의 성공여부가 평가될 뿐만 아니라 

CDF 공사를 위해 사용된 방법의 타당성도 평가 될 

수 있다. 

  2.5.4 장기 관리(9장)

준설물이 CDF 내에 처분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련된 관리가 수행된다: 

• 법적 사항과 소유권 

• 점검 및 유지보수 

• 재난 관리 

• 차후의 부지 활용

 2.6 환경 평가 

대부분 국가들의 법규는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하며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제

출된다. 환경 영향 평가에는 인허가 취득이 요구된

다. 인간, 환경 자원, 중요 자연 보호 서식지(가령 국

제적 및 국가적으로 지정된 자연 보호 지역)에 대한 

위해성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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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의뢰

할 책임이 있지만 CDF가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의해 

요구 되는대로 검사 과정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계획 당국이 담당한다. 전술한 결정을 위해서

는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 영향 평가가 공식적

으로 요구되지는 않을지라도 초기 단계부터 이해 관

계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은 결정의 지연과 비

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규제 기관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개발에 관련

된 환경 평가에 참여한다. 이해관계자들에는 규제기

관, 항만 당국, 토지 소유주, 자연보호단체, 전문가, 

일반대중 등이 포함된다. 

 2.7 공개 협의 

공개 협의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다. 준

설작업은 대다수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측

면에서 중요하며 CDF는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해 오염물질을 봉쇄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에서 

준설물을 처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공개토론을 

수반한다. 기술적 측면, 법적 측면, 생태적 측면과 함

께 사회적 요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서 특히 프로젝트

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CDF 건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승인을 획

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 및 대중과의 협의는 적합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염된 퇴적물 

문제와 해결책이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초기 단

계부터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의하는 것은 유익하

다. 협의는 CDF 시설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규제 및 입법 

 3.1 서론 

오염물을 준설하는 것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조사할 

시, 오염물을 준설하고 CDF를 관리 옵션으로 고려할 

의사를 가진 이들이 규제 및 입법에 대해 적절한 지

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Chapter는 오염 침전물을 수로로부터 폐쇄 처분

하는 것에 관련된 입법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CDF

에 대한 입법의 토대가 되는 원리들을 소개한다. 

 3.2 국제 환경 규정 조사

CD-ROM에 동반된 부록 2의 표에서는 CDF와 관련

된 국제 규정(협약,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가 

소개된다. 

• 표 1에서는 전 세계의 협약들이 소개된다 

• 표 2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해양 협약과 의정서들이 

소개된다. 

• 표 3에서는 유럽의 규정들이 소개된다. 

표에서 열거된 각 규정에 대한 언급들은 준설물 처리

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표에서 열거된 것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부속서 II에 있는 각 표에서 제공되는 

웹 링크에서 이용 가능하다. 

전 세계에 걸쳐 17개의 해양 프로그램 지역들이 존

재하며 각 지역은 서로 다른 규제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 

하에서 운영된다. 세계은행에 의해 CDF가 자금 지원

되는 경우 세계은행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적용해

야 한다(www.worldbank.org를 참고할 것). 

이 보고서에는 국가 차원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준설물의 해양 처분 및 육지 처분과 관련된 국

제 협약, 입법, 관행에 대한 상세한 리뷰가 

CEDA/IADA 1997에 의해 출간되었으며 독자들은 

개별 국가들의 입법 및 규제 관행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오염 준설물 처분 정책 

규제가 복잡하므로 계획단계의 초기부터 모든 관련

된 당국, 당사자, 대중과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

하다. 최대한 조속하게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협의 

과정은 효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오염 준설물의 처분

에 다양한 환경 법령들이 적용될 수 있다. 필요한 허

가를 적기에 획득하기 위해 조기에 법률 요건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 오염 준설물의 폐쇄 처분과 관련된 

퇴적물, 토양, 수질 규정들과 정책들 간에 명백한 연

관이 없는 경우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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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가는 모든 법적 요건들을 반영해야 한다. 수

문학적 조건에 대한 권고, 폐기물에 대한 법률, 지표

수에 대한 법률, 지하수에 대한 법률, 하수의 질에 

대한 법률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경 평가는 매우 복잡

하다. 

대부분의 오염준설토는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하수 침전물 찌꺼기가 지닌 성질과 다른 특징을 가지

고 있으므로 일부 국가들에서는 준설된 퇴적물의 처

분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퇴적물은 수

중 환경의 자연적인 일부이며 역동적인 수계의 움직

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PIANC에

서는 퇴적물들의 특징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한다. PIANC는 오염 준설물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 증진

을 권고한다. 

폐기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법률적 분류에 대한 중요

한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 폐기물 수행체계 지침은 

폐기물을 생산자나 보유자가 버리는 물질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준설물

은 폐기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 

해양 처분이나 준설물의 이용이 환경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경우 유럽의 법제는 준설물이 폐기물로 취급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다른 입장을 취

하는 국가들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준설물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준설물 처분을 

위한 특정한 규정들을 만들었다.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특정

한 준설물 처분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 이유

는 준설물이 폐기물로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는 오염 준설물이 

법률에 의해 폐기물로 간주된다. 

준설물 또는 오염 준설물이 폐기물로 간주되면 준설

물 취급을 위한 규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런던 

협약은 해양(육지가 아닌)에서의 준설물 투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 평가 수행체계 하에서 

폐기물 평가 수행체계(WAF)를 만들었다. 

각 국가들은 국제 협약, 국내 입법, 규제 시스템에 

기초하여 오염 준설물의 폐쇄 처분을 위한 관행을 만

들 필요가 있다. 위치, 침전물 특성, CDF의 기술적 

설계에 따라 CDF의 건설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4. 부지와 토양 특성 해석 

 4.1 필요한 데이터 

이 Chapter는 CDF의 적합한 부지 선정과 설계를 위

해 필요한 부지 조사와 특성화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

다. 아래의 섹션들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타입 및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

공한다. 

계획 단계 동안 CDF를 위한 적합한 부지를 선택하

기 위해 부지에 대한 데이터 및 처분될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데이터는 다음

과 같다: 

• CDF에 저장될 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 CDF 부지에 대한 지질공학 데이터 

• 지하수 및 지표수 수리학 

• 토지 이용과 환경영향평가 

• 기상 데이터 

부지 특성 해석과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이용

가능하다(PIANC 1998). 이 Chapter는 CDF의 적합

한 부지 선정과 설계를 위해 필요한 부지 조사와 특

성화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아래의 섹션들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타입 및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4.2 CDF에 저장될 물질의 특성 

준설물의 취급, 처리, 처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

인 평가를 위해 처분될 준설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

물학적 구성과 특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CD-ROM에서 제공된다. 

오염 준설물이 폐쇄 준설 시설에서 구분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을 경우 침전물에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작

용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염물질을 환경

에 전달하는 메커니즘과 함께 준설부지와 처분부지

에 있는 지구 화학적 조건에 달려 있다. 

준설물은 다양한 유기 화합물 및 무기 화합물의 혼합

이다. 무기물은 광조, 바위부스러기, 모래, 토사, 점

토, 침전물 등으로 구성된다. 유기물은 목편, 토탄, 

미생물(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박테리아), 대형

수생식물 등으로 구성된다. 

  4.2.1 시료채취

준설될 퇴적물의 특성 및 준설 부지와 처분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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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험실 

시험 및 분석과 함께 철저한 토양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PIANC(1996)에는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유용

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4.2.2 물리적 특성파악 

준설 방법의 차이, 운송 방법의 차이, 퇴적물 특성(가

령 유기물 함유, 입경분포, 광물학)의 차이로 인해 준

설물의 물리적 특성은 매우 다를 수 있다. 

CDF의 우수한 관리를 위해서는 준설 전 원래의 장

소에 있는 물질의 농도, 바지/호퍼에 있는 물질의 농

도,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동안의 물질의 농도, 처

분 직후 물질의 농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준설

과 CDF로의 준설물 운송을 위해서는 물을 추가하거

나 혼합해야 하며 이는 농도를 감소시킨다. CDF에서 

준설물을 투기(충적)하는 동안 및 작업을 마친 후에 

준설물에 남아 있는 물은 방류수로서 배출된다. 침강 

과정은 시간과 물질 특성의 함수이다. 

  4.2.3 화학적 특성 해석 

PIANC(1996)는 오염 준설물의 화학적 특성, 오염물

질의 종류, 오염 준설물에서의 물질들의 작용을 다룬

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되는 매개변수들에는 pH와 산

화환원전위가 포함된다. 물질의 유기적 함유를 기술

하기 위해 총 유기탄소(TOC)와 강열 감량이 사용된

다. 매개변수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D-ROM 에 

있는 부록 1을 참고할 것. 

분석될 화학성분들의 리스트는 규제 요건 및 오염원

에 달려 있다. 오염물질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주

요 그룹들로 분류된다: 

• 영양소(가령 질소와 인 화합물)

• 중금속(가령 카드뮴, 납, 아연, 구리, 크로뮴, 니켈, 

수은, 비소)와 유기 금속(가령 유기주석 화합물) 

• 유기 화합물(가령 탄화수소, 다핵방향족탄화수소, 

폴리염소화비페닐, 살충제) 

• 방사성 물질 

오염물질들의 이동과 환경에 대한 오염 준설물의 영

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특성평가 외에 퇴적

물 데이터도 필요하다. 퇴적물 데이터는 퇴적물의 화

학적 성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퇴적물 데이터에

는 분산 변수, 확산 계수, 흡수 계수, 생물학적 분해 

속도가 포함된다. 

 4.3 부지 특성 해석 

폐쇄처분장(CDF) 부지 특성에 대한 지식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부지의 

특성은 영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신중하게 

부지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부지 특성 해석을 위한 데이터는 CDF가 건설될 장

소로부터 직접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며 건설예정부

지와 가장 인접한 곳으로부터 입수된 데이터를 분석

하여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CDF가 해양 근처에 

건설될 경우에는 수위와 형태와 같은 요인들에 있어

서의 장기적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4.3.1 지반공학자료

폐쇄처분장(CDF)의 단기적 및 장기적 안정성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폐쇄처분장(CDF) 후보 부지의 지질과 

토양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지반과 지질을 현장 조사하여 얻을 수 있다. 

필요한 시추의 깊이와 수는 부지의 조건에 따라 달라

진다. 재래의 시추장비는 육상 CDF 건설에는 적합하

지만(그림 4-1 참고) 연안 부지 CDF 건설이나 섬 

부지 CDF 건설을 위해서는 선박이나 바지선을 이용

하여 시추장비를 운영해야 한다. 

제방을 건설하거나 준설물을 폐쇄처분장(CDF)로 투

하하는 것은 기초지반에 하중을 가하여 안정성 문제

를 유발시킬 수 있다. 세부 설계를 위해서는 CDF 건

설 후보지의 토양강도, 안정성 특성, 강화 특성, 투과

성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 

지반의 투과성, 간극 수압, 컨시스턴시 한계(합수비

의 변화에 의한 흙의 상태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총칭) 층 밀림 세기전단 강도 및 용기 구조의 시공재

료를 파악하기 위해 실내실험이 필요하다. 오염 준설

물의 퇴적 특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술한 정보들은 

폐쇄처분장(CDF)과 제방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파악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산사태와 지진의 위험

도 검토되어야 한다. CDF의 수명을 고려하여 지질학

적 안정성과 지질 구조상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한 만큼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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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추장비

  4.3.2 지하수 및 지표수 수리학 

지하수와 지표수가 폐쇄처분장(CDF)에 유입되거나 

폐쇄처분장(CDF)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정지역의 지하수면과 지하수 흐름을 보여주는 지

도는 매우 유용하다. 지도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상세

한 파악을 위해서는 시추가 필요하다. 시추에 의한 

조사는 전문적인 면허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CDF의 건설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는 식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식수용이나 관개용으로 사용가능한 대수

층이 존재하는 경우 특히 공사에 주의해야 한다. 

CDF의 건설로 인한 수문 조건(가령 지하수 수위, 흐

름, 방향)에 있어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지하수 

모델링이 이용된다. 기존의 지하수 모델들은 

CD-ROM의 부록 3에서 소개된다. 연안이나 섬에 건

설되는 폐쇄처분장(CDF)은 천연의 흐름 경로를 막아 

물의 이동이나 퇴적물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위, 수류, 파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

방과 캡이 설계되어야 한다. 폐쇄처분장(CDF)이 수

중이나 해양에 인접한 장소에 건설될 예정인 경우 수

로 측량을 수행하여 부지의 측심을 파악해야한다(그

림4-2 참고). 조석흐름, 수위, 해류, 빙력, 파력에 대

한 데이터도 검토해야 한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주기

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설계기준은 폐쇄처분장

(CDF)이 건설될 부지와 인근지역의 자연재해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기초한다. 

그림 4-2 노포크에서의 해양 조사선과 실무그룹 

EnviCom 5 

제방 전면이나 캡핑재료에서의 침식을 평가하기 위

해 수중 CDF나 연안 CDF에 인접한 곳의 퇴적물 이

동 패턴이 조사되어야 한다. 물리적 모델이나 수치 

모델은 CDF 주위에 있는 파도의 굴절과 관련된 순

환 패턴이나 침식 패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야 한다. 수문 데이터 샘플 추출 방법에 관련된 더욱 

상세한 내용은 CD-ROM에서 제공된다. 

  4.3.3 기상 데이터 

CDF에서의 물수지 분석을 위해 기상 데이터가 필요

하다. 연 강우량, 강우 분포, 평균 기온, 풍향, 풍속, 

폭풍(가령 허리케인)의 빈도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가 없다면 운영과 

관련된 제약요소들을 평가하거나 설계 기준을 만드

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물이 CDF로 유입되도록 만드는 강우는 재 부유, 침

식, CDF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출을 유발시킬 수 있

다. 육상 부지의 경우 예상 강우는 방출 전에 처리를 

필요로 하는 방류수에 필요한 완충용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강우와 습도는 부지에서의 탈수 

기술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오염물질들이 공기(먼지, 악취, 분사)와 함께 이동되

는 경우도 있으므로 풍향과 풍속에 대한 데이터를 획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상 데이터는 기상대로부터 구할 수 있

다. 재현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기

상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CDF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기상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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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지역 
자연 개발 지역 
생태 연결 존 
보호된 자연 
자연 
새로운 자연 
습지 
조류 서식지 Haringvliet 
조류 서식지 Hollandsch Diep 

그림 4-3 토지 이용 지리 정보 시스템 

  4.3.4 토지 이용과 환경적 배경 

CDF 건설 후보지는 주택, 레크리에이션, 농업, 자연

보호 용도와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CDF 

건설을 위한 적합한 부지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인간에 대한 영향이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영향 조사에서 프로

젝트의 수용성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영향에는 사람들의 생활, 작업,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CDF 건설이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거주 환경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CDF 건설로 인한 실제적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Stolp 1999). 

토지 이용 평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중요하다: 

• 오염물질을 수용하기에 이용 가능한 면적과 저장 

용량 

• 부지의 구성과 접근성 

• 주의를 요하는 생태환경에의 근접성 

• 지형(고도와 유출 패턴, 배수의 변화가능성 포함) 

• 기존 서식지의 변화 가능성

• 오염물질이 먹이그물로 유입될 가능성 

• 지역 주민들의 지리적 배경 

• 프로젝트 해당 지역과 주위 지역의 토지이용(현재

와 미래)

• 토지이용제한요소(가령 식수 취수 지역에의 근접

성) 

• 부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 지역의 역사와 전통 

• 지역의 정책과 규정 

• 부지 및 주위 지역의 소유권. 후보 부지의 가용성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주

요한 고려사항임 

• 도시 지역이나 산업 지역에의 근접성 

• 어장이나 굴 양식장에의 근접성 

• 주의를 요하는 생태환경에의 근접성

•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의 근접성 

• 문화적 자원에의 근접성 

• 후보부지의 오염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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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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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

퇴적

강화

그림 5-1 CDF에서의 내부 과정 도식화

5. 잠재적 환경 영향 

 5.1 서론 

이번 장에서는 CDF 내부와 주위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 및 주위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

해 소개한다.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가지거나 

CDF의 설계를 가진 과정이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

진다. 

이번 장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지는 주

제는 준설물에 있는 오염물질의 분리이다. 일반

적으로 말해서 준설 퇴적물은 자연수계의 일부이

므로 수중에 저장되는 것이 선호된다(무산소 환

경). CDF 내에 투입된다는 것은 퇴적물이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5.2 내부적 과정 

  5.2.1 퇴적 과정 

오염물질이 준설되어 CDF 내에 투입되면 다양한 물

리적 과정을 겪게 된다. 우선 준설 과정 동안 물이 

추가된 후 CDF에서의 침강처리를 하고(자유수가 존

재하는 경우) 점진적이고 긴 강화와 건조가 후속 된

다(그림 5-1). 

투기(충적) 과정 동안 침전물에 있는 덩어리와 골재

들은 난류와 기계적 힘에 의해 해체된다. 이 과정은 

퇴적물의 활성 표면을 상당하게 확장시킨다. 처리와 

채움을 통해 화학적 과정은 더 큰 입자 표면적을 갖

게 된다. 침강처리와 안정화 동안 새로운 엉김물과 

골재가 형성되어 활성표면이 감소되고 물질이 안정

화된다. 시멘트, 칼슘, 황산화 철과 같은 응결제를 침

전물에 추가하면 이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염수

에서도 응결은 촉진될 수 있다(Dyer 1990). CDF에

서의 침강처리 동안 퇴적물 표면에 가까이 있는 입자

들의 농도가 증가되어 입자들 간의 물 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강처리 과정이 느려지게 되는데 이 과정은 간

섭침강이라고 불린다. 

중력 침강은 처분된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고 무게(밀

도)를 증가시킨다. 간극수가 처분된 물질로부터 유출

되어 압력이 낮은 곳(배수 시스템이나 표면)으로 유

입된다. 

처분된 물질이 CDF 내로 자유수를 이용하여 투입되

면 개별적인 입자나 입자 덩어리의 표면 침강이 시작

된다. 침강 시간은 입자 및 엉김물의 낙하 속도와 

CDF에 있는 수심에 달려 있다. 결이 고운 미사와 점

토에 대한 낙하 속도는 모래에 대한 낙하속도 보다 

느리다. 침강속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파이프의 배출

구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굵은 부분과 동요가 덜한 

곳에 위치해 있는 미세한 부분으로 물질을 분류한다. 

압밀과정은 물질로부터 간극수를 압착해내는 퇴적물

의 무게에 의해 진행된다. 압밀속도는 처분된 물질의 

결정입도와 CDF에 있는 배수/물 균형 상태에 달려 

있다. 퇴적은 처분이 있은 지 수일 내에 완료될 수 

있는 반면 압밀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지

속된다. 

퇴적 과정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Evans(1997)

등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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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가능한 둑

증발 표면 유출 

지하수 흐름 

삼출

그림 5-2 연안 폐쇄처분장(CDF)에서의 물수지 도식화 

5.2.2 CDF내의 물수지

준설과정의 타입에 따라 폐쇄처분장(CDF)로 전달된 

준설물에는 높은 비율의 물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

다. 물에 대한 관리는 폐쇄처분장(CDF)의 설계와 운

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아래에 열거되는 것들은 폐쇄처분장(CDF)에 대한 물

의 공급원이다. 

• 준설로부터 발생된 물 

• 압밀로부터 발생된 물 

• 강수 

• 주위에 있는 해안로와 저부를 통해 폐쇄처분장

(CDF)로 침투되는 물 

• 월파 

폐쇄처분장(CDF)로부터의 물의 손실은 다음과 같은 

인자들과 함수관계를 갖는다: 

• 제방과 저부를 통한 외부로의 유출 

• 강수로 인한 유출 

• 범람(충진 동안의 방류) 

• 증발 

그림 5-2는 연안 CDF에서의 물수지를 도식화한 것

이다. 

폐쇄처분장(CDF)의 물 균형과 배수 과정은 폐쇄처분

장(CDF) 외부에 있는 수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연안 수역 내에 위치한 투수성 해안로를 가진 폐쇄처

분장(CDF)은 조석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이

유는 폐쇄처분장(CDF) 내부의 수위가 폐쇄처분장

(CDF) 외부의 수위와 위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물 교환은 폐쇄처분장(CDF)

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이 이동되도록 만든다. 

수밀 제방과 저부를 가진 폐쇄처분장(CDF)에서는 내

부의 수위가 배수 시스템에 의해 제어된다. 증발은 

많고 강수는 적은 건조지역에서는 매립지에서 나온 

물은 증발만으로도 제거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물의 

유입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낮을 경우에 가능하다. 

물수지와 관련된 요인들은 폐쇄처분장(CDF)로부터

의 오염물질의 이동 - 가령 제방, 폐쇄처분장(CDF)

의 저부, 배수 시스템을 통한 채우기와 침투 동안의 

범람-에 중요하다. 

  5.2.3 화학적 과정(산화, 환원, 확산) 

오염물질이 입자에 결합되는 화학적 과정은 복잡하

며 입자에 대한 한 가지 타입의 화학물질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은 다른 화학물질들의 해리를 용

이하게 할 수도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이 주제와 관

련된 가장 일반적인 측면들을 다루는 것이며 더욱 심

층적인 내용은 Stumm(1992)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폐쇄처분장(CDF)에서의 생물학적 과정과 화학적 과

정은 산소에의 접근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섹션은 폐쇄처분장(CDF)에서의 수위와 산소 수준

에 따라 두 부분으로 세분화되었다. 

퇴적물은 준설되면 무산소 상태가 된다. 퇴적물이 폐

쇄처분장(CDF)의 수면 아래에 놓이게 되면 퇴적물은 

무산소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퇴적물이 수면 위에 

놓이게 되면 건조 과정과 강화 과정 동안 산소교환이 

일어나 가령 금속과 같은 일부 오염물질들은 더욱 움

직임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미립자와 결합된 오염물질의 해리를 유발시키는 화

학적 과정을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해리 후, 오염물질들은 물이나 공기에 의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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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CDF)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5.2.3.1 대지 CDF 지구화학적 환경

준설물이 육상에 놓이게 되면 물리적 및 또는 화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준설물은 색이 어두워지며 부피가 

줄어들고 무산소 상태가 된다. 처분작업이 완료되고 

폐쇄처분장(CDF)의 표면으로부터 물이 빠져 나가면 

노출된 준설물은 산화되고 색이 더 밝아지게 된다. 

건조가 시작되면 준설물에는 균열이 발생한다. 준설

물의 표면(특히 균열된 곳의 모서리 부분)에 염분이 

쌓이게 된다. 비가 내리면 이 염분이 용해되어 제거

된다. 금속 오염물질들은 표면 유출에 의해 분해되어 

폐쇄처분장(CDF) 외부로 유출된다. 

건조 동안 유기 착염은 산화되어 분해된다. 황 화합

물도 역시 황염에 산화되며 pH가 현저하게 떨어진

다. 이러한 화학적 변형은 오염물질들을 표면 유출, 

토양간극수, 침출수에 방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방출

된 오염물질들은 육상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체 내

에 축적될 수 있다. 오염물질의 휘발은 준설물에 존

재하는 오염물질의 타입과 퇴적물에서 공기, 물에서 

공기, 퇴적물에서 물로의 오염물질의 물질전달속도에 

달려 있다. 

   5.2.3.2 수중과 연안 CDF 지구화학적 환경 

물속에 건설된 폐쇄처분장(CDF)은 최종 수준점이 고

조위 이상이 되기 전까지 준설물을 받게 된다. 세 가

지의 물리화학적 환경들이 육상 지역(건조 불포화 

층), 중간 지역(부분적 또는 간헐적으로 포화된 층) 

수중 지역(완전히 포화된 층)에 존재한다. 물질이 해

양을 배경으로 한 폐쇄처분장(CDF) 내에 놓이게 되

면 물질은 물 속에서 확산된다. 포화상태는 무산소 

환경이 되고 감소하여 유기 오염물질 및 중금속 오염

물질의 고정을 용이하게 만든다. CDF에 있는 포화 

구역에서의 상태를 준설지역의 상태와 비슷하게 유

지시키면 결이 고운 퇴적물과 오염물질을 위한 비교

적 안정된 지구 화학적 조건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오염물질들은 퇴적물과 유기물에 흡수된 상태를 유

지한다. 

부지가 채워지고 준설이 끝난 후에는 고조위의 위에 

있는 준설물은 탈수 및 강화된다. 이 시점에서 표면

층은 육상 CDF에서의 물질의 특성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배수와 증발을 통해 물질이 건조되면 

호기성으로 되고 산화되어 중금속의 이동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고조위의 위에 놓인 물질은 비교적 깨

끗한 물질이 된다. 

저조 아래나 지하수면 아래에 있는 수중 CDF의 아

래 부분은 포화상태와 무산소 상태를 유지하여 불용

성에 유리한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입자

성 물질에 끌리는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 CDF 내에 

있는 지하수면이 최종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범람된 

물질을 통한 물의 이동은 최소가 되고 오염물질의 이

동 가능성도 적어지게 된다. 

포화층과 불포화층 간의 중간층은 전이대이며 수면

의 변동에 따라 포화와 불포화가 반복된다. 전이대의 

깊이와 영향을 받는 준설물의 양은 조류의 높이에 있

어서의 차이와 제방의 투과성 및 준설물의 투과성에 

달려 있다. 

  5.2.4 CDF에서의 화학적 과정

퇴적물에서의 미생물학적 과정은 산소 조건에 대한 

미생물의 영향을 통해 화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퇴적물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다. 세균대사는 자유산소를 소

비한다. 황산염 기반 대사는 간극수의 pH를 증가시

킨다. 

세균대사에 의해 통제되는 CDF 내 물질의 화학적 

수층은 오염물질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무산소 

상태 하에서 대부분의 금속들은 환원된 형태로 존재

한다. 산소가 퇴적물과 다시 결합되면 산소 기반 대

사가 다시 발생하여 pH가 감소되며 유기 오염물질과 

무기 오염물질이 가용성과 휘발성이 증가된다. 

고등 형태의 생물 작용은 CDF 내의 조건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거나 거의 미치지 않는다. 건조한 상

태의 CDF의 표면은 자연 초목에 의해 덮이게 되어 

표면을 안정화시키고 풍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사람이나 동물에 의해 CDF 외부로 식물이 유출되는 

경우 화학물이 식물로 흡수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초목의 식물 뿌리는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침투하여 산소가 처분장소 내에 더욱 침투되도록 만

든다. 쥐와 같은 동물들은 CDF 내에 터널을 파거나 

배수 시스템을 파손시킬 수 있다. 

  5.2.5 사전 처리 및 처리과정 

처리(분리, 기계적 탈수 등)전에 폐쇄처분장(CDF)들

이 사전보관시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사전처리 및 보관과정은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의 영

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처리된 물질은 탈수된 

상태에서 처분 된다(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실트마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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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잠재적 영향 

CDF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는 투기

(충적)기간 동안의 방류, 강수를 통한 표면 유출, 지

하수로의 침출수, 공기중으로의 확산, 동식물에 의한 

흡수, 소음, 경관, 교통 등을 비롯한 영향들이 포함된

다. 

  5.3.1 지하수 흐름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토양/지하수 상태, 지형, CDF

의 설계 및 형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CDF가 지하

수면에 가까이 있거나 지하수 유입이 많은 언덕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더 커진

다. 연약한 토양 조건은 지하수 문제를 증가시킬 가

능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 

육상 CDF는 수리저항을 증가시키는 토양층에 가해

지는 무게로 인해 흐름이 차단되어 지하수 흐름 패턴

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묵한 곳에 건설되는 육

상 CDF에서도 전술한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형에 의한 지하수 흐름의 차단은 토양을 포화시켜 

CDF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CDF 주위를 습지로 변형

시키거나 질퍽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의 위험으로 인해 지하수가 CDF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

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너를 CDF 밑이나 

주위에 붙여 지하수의 흐름을 차단시킨다. 

  5.3.2 표면수 흐름과 퇴적물 이동 

육지, 바다 또는 강으로부터의 접근이 모두 가능한 

연안 지역에 CDF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중 

CDF는 파도와 해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향의 

정도는 수리조건과 CDF의 크기에 달려있다. 하천, 

하구 나 파도에 노출되는 해안과 같이 고에너지 환경

에 CDF를 건설할 경우 하상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수상에 설치된 다른 구조물들과 마찬가지로 CDF도 

주위의 파도 패턴에 변화를 일으킨다. 바다 방향의 

제방은 높은 파도와 강한 해류에 노출된다. 제방으로

부터의 파도 반사는 소형 선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CDF들이 항구와 주운수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CDF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해류유속이 증가되며 

CDF에 의해 둘러싸인 곳은 해류유속이 감소된다. 하

천 및 하구에서의 상류 범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

을 수 있는 CDF의 차단 효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중 CDF의 설치상단이 주위의 바닥보다 상당히 높

거나 낮게 설계된 수중 CDF는 파도와 해류의 패턴

에 영향을 미친다. 수심, 파도의 높이, 해류 유속과 

같은 조건들의 다양함으로 인해 유의미한 레벨에 대

한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은 불가능하다. 

퇴적 패턴이나 침식 패턴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퇴적

물 이동이 활발한 역동적인 지대(가령 하천, 하구, 충

적 해안 지대)에 건설된 CDF는 퇴적물 이동이 없는 

곳에 건설된 CDF에 비해 퇴적물 이동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크다. 은폐 지대에서는 퇴적이 용이한데 반

해 동유체력에 노출된 지대는 침식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IADC/CEDA Guide 6(2000)에서 제

공된다. Dyer(1990)는 퇴적물의 이동 및 퇴적 과정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5.3.3 수질 

CDF는 방류, 유출, 침투, 침출에 의해 지표수나 지하

수에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 방출물이 자유 흐

름대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들로 인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감소된다. 

• 희석, 해류의 속도, 난류(파도), 수심 

• 퇴적 및 응집 

• 생물 분해 및 화학 분해 

농도의 감소율은 해당 장소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생물학적 흡수와 같은 요인들은 오염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DF로부터 지하수로의 오염물질 유입은 직접적으로

는 침투에 의하며 간접적으로는 표면유출에 의해 야

기 된다. 

분해된 화학물질의 초기 레벨에 있어서의 감소는 토

양 속에서 약화된다. 점토 함유가 많은 토양 타입은 

조립토에 비해 더욱 용이하게 물질을 흡수한다. CDF

로부터의 분체는 입자들이 위에 있는 토양에 의해 여

과되므로 지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hristensen 등(1994)은 이와 관련된 설명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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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CDF의 시각 효과

  5.3.4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영향 

새로운 CDF 설치에 의한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새

로운 CDF 건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처분된 퇴적물에

서 유출되는 화학물(독성 화학물)의 방출로 인한 영

향이나 수계의 영구적 변형에 의해 유발되는 영향이

다. 

먹이 그물에 흡수될 수도 있는 화학물질의 방출은 

CDF 이 유발시킬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가장 심각

한 영향이다. 중금속과 같은 화합물은 분해되지 않거

나 분해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도가 매우 느리며 먹이

그물에서의 포식자 단계가 올라갈수록 농도가 증가

하는 경향이 있다. CDF를 설계할 시 생태계에 미치

는 CDF의 이 같은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DF로 인한 왕래와 소음과 같은 요소들은 야생동물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는 CDF 건설 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은폐지역

을 활용함으로서 야생동식물 보호가 이전보다 향상

되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CDF 내에 있는 오염된 

유기물을 먹이로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Province of Southern 

Holland et. al. 2000, Bredehoft et al. 1997) 

  5.3.5 대기질 

CDF의 내부와 주위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유기물이 풍부한 무

산소 퇴적물의 산화는 필연적으로 황을 발생시키지

만 악취만이 주위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건물 등에 의해 CDF로의 자유로운 환기가 제약되면 

오염물질의 휘발도 위험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수은

과 같은 오염물질이 구 처분장에 위치한 건물들의 공

기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유기 오염물질들은 세균분

해 동안 유독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유독한 가스의 농도는 CDF로의 환기가 제한되지 않

는 한 위험수위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준설물이 건조되면 먼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오

염물질이 전파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5.3.6 소음 수준 

CDF 건설 동안 소음수준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의 소

음 수준과 비슷하다. 준설물을 투기(충적)하는 동안 

토목장비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지만 소음 수준

은 CDF 외부 지역에는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다. (Province of Southern Holland et. al. 2000) 

  5.3.7 경관 

육상 CDF는 마치 언덕처럼 보인다. 둘러싼 제방이 

있는 외부로부터 CDF 내부에 있는 처분물은 보이지 

않는다. CDF의 외부에 초목이 있을 경우 육상 CDF

의 경관을 향상시킨다. 

해안이나 지나가는 선박으로부터 보면 연안 CDF나 

수중 CDF는 마치 반도나 섬처럼 보인다. CDF를 둘

러싼 제방보다 처분물이 높게 저장되어 있을 경우 

CDF 내의 처분물은 해안으로부터 보일 수도 있지만 

소형 선박들로부터 보기에는 단지 연안 CDF나 수중 

CDF의 제방만 보일 뿐이다.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CDF의 표면질감과 컬러는 주위환경

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림 5-3은 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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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교통

육상 CDF들은 트럭, 철도, 컨베이어 벨트, 파이프라

인을 통해 외부로부터 운송되어오는 재료에 의해 채

워질 수 있다. 대부분의 CDF들은 수명 동안 수만 입

방미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준설물은 준설

물에 함유되어 있는 상당한 양의 물로 인해 트럭으로 

운송하기가 쉽지 않다. 운송하기 전에 알맞은 정도로 

준설물이 탈수되지 않으면 운송 동안 물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CDF와 관련된 공사가 육상운송에 의해 자재를 공급

받을 경우 도로망 및 철도망은 하중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선박을 통해 자재를 공

급받을 경우에는 개인장비나 서비스 장비 정도만 육

상교통을 통해 운송된다. 

 5.4 육상 CDF 및 연안 CDF에 대한 오염

물질 추적시험 

  5.4.1 투기(충적)작업 동안의 방류수

CDF내 투기(충적)작업동안 방출되는 물인 방류수는 

주요한 오염물질 이동경로이다. 다량의 물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류수는 CDF와 관련된 오염물

질 경로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다량 방

출할 가능성이 있다. CDF의 투기(충적) 작업을 위해 

수리적 충적(계류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역 작

업) 방법이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재 슬러리를 위해 

인접한 현장의 물이 사용되는 경우 약 4배의 수송차

량 물이 퇴적물에 추가된다. 재 슬러리를 위해 물이 

재 유통되는 경우 방출되는 물의 양은 퇴적물의 양으

로 한정되지만 이는 충적(계류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

는 하역 작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분해된 방류수 오염물질의 농도가 수질 기준이나 

수주 독성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운영되

어야 한다. 방류수의 질을 예측하기 위해 방류수 용

출액 테스트와 평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Palermo 

1986, EPA/USACE 1998) 데이터 분석을 돕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EFQUAL)을 이용 가능하다. CDF 

방류수 방출의 수용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통 

혼합지역(mixing zone)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CDF가 부유 물질/탁도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방류수 여과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을 확보하

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을 고려해

야 한다. 방류수에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부유물질

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부유물질을 감소시키면 오염

물질 방출을 줄일 수 있다.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것

은 탁도를 감소시키고 입자와 연관된 오염물질을 제

거하여 방류수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부유물질의 농도는 준설물의 슬러리보다 훨씬 낮다

는 점에서 부유물질 제거 공정은 탈수 공정과는 다르

다. 이를 위한 침전 메커니즘은 간섭 침강이나 압밀 

침강이 아니라 응집 침전과 관련된다. CDF 액체 흐

름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부유물질은 침강을 향상시

키기 위해 응집을 필요로 하는 점토나 콜로이드 크기

의 물질이다. 유기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는 화학적 

여과는 CDF 방류수를 위한 검증된 기술이다

(Schrpeder 1983; Schrpeder and Shields 1983; 

Netzband and Rohbrecht-Buck 1992). CDF와 관

련된 시범 설명이나 시범 평가를 위한 행사에서는 여

과, 투과성 제방, 모래로 채워진 둑, 습지가 사용되었

다. 여기에서 소개된 CDF에 적용된 부유물 제거 공

정에 대한 설명은 문헌에서 요약된 것이다(cullinane 

et al. 1986; Avertt et al 1990; USEPA GLNPO 

1994). 

  5.4.2 표면 유출

실제 투기(충적) 작업 사이에 준설물에서 유출되는 

물이 흘러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강수로 인해 준설물

이 표면 유출수에 노출될 수 있다. 표면 유출수의 질

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이용가능하며(Lee and 

Scogerboe 1987) 이 보다 간단한 방법이 개발되었

다(Price and Scokerboe 1999). 평가를 돕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다. (Schroeder, 

Gibson, Dardeau 1995).

  5.4.3 침출수 

육상 CDF로부터 유출된 침출수는 인접한 대수층이

나 지표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물의 삼투현상에 

의해 침강한 입자가 고운 준설물이 처리지역에 라이

너(liner)를 형성하지만, 이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압밀이 필요하다. 준설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오염물질들이 입자들에 흡착되므로 침출수

에 존재하는 분해된 부분은 준설물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 총 질량에 비해 작다 

CDF에서 유출된 침출수질의 평가에는 어떤 오염물

질들이 침출수에 방출되는지에 대한 예측과 방출의 

정도 및 오염물질들의 질량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어

야 한다. 준설물 처분장에서의 사용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침출수질의 예측을 위한 방법들이 이용가능

하다(Myers and Brannon 1991; Brannon, Myers, 

and Tardy 1994; Myers 외 1996). 이 방법들은 이

론 분석에 기초한 것이며 실험실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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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동식물에의 흡수

일부 오염물질들은 식물 조직 내에 누적되어 먹이그

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준설물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판명될 경우 오염물

질 흡수에 대한 예측은 생물검정에 기초해야 한다

(Folsom and Lee 1985; Simmers, Rhett, and Lee 

1986; Stafford 1988).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 

범람된 토양이나 건조한 토양에서도 적절한 식물이

나 동물을 재배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일정 구역 내

에 살고 있는 생물의 양)에 대한 화학적 분석에 의해 

오염물질 흡수를 측정할 수 있다. 식물에 대한 생물

검정의 경우 성장 기간 동안 성장, 식물독성, 오염물

질의 생물축적이 모니터 되어야 한다. 농작물에 의한 

금속 흡수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쓰이기 위해 지표 종들이 재배

된다. 이 방법은 침전물의 유익한 활용 및 건강에 대

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5.4.5 휘발 

노출된 퇴적물로부터의 오염물질 휘발은 비교적 높

은 수준의 퇴적물일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된다. 평

가를 위한 테스트가 이용 가능하다(Price, C. 외 

1997) 

6. 설계와 시공 

 6.1 서론 

오염된 퇴적물의 처분을 위한 육상 CDF, 섬/연안 

CDF, 수중 CDF의 설계 시 준설물을 저장하는 문제

와 오염물질 경로를 통제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엔지니어링과 환경적 고려는 CDF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 

CDF는 오염물질의 최종적인 처분장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오염 물질들이 탈수되는 임시 장소로서 설계

되는 것도 가능하다. 운영과 투기(충적) 방법(수압식 

대 기계식)에 있어서의 방식 차이는 CDF의 설계와 

시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육상 CDF와 섬/연안 CDF

는 제방으로된 차단 지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상 

CDF와 섬/연안 CDF의 설계와 시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비슷하다. 하지만 섬/연안 CDF은 수중 

부지로서 건설되고 운영되므로 섬/연안 CDF를 설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중 CDF는 

완전히 수중에 건설되므로 수중 CDF의 설계는 육상 

CDF 및 섬/연안 CDF와 다르다. CDF 설계는 사용될 

CDF 유형들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CDF는 처음에는 수중 폐쇄 처분장으로 설계 

및 시공되고 난 후 제방이 있는 섬/연안 수중폐쇄 처

분장을 만들기 위해 제방을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석장, 광산, 토취장과 같은 장소들은 육상 CDF, 섬

/연안 CDF 또는 수중 CDF로서 설계될 수 있다. 재

개발용 매립지와 같은 부지들은 육상 CDF와 기술적

으로 유사하지만 설계는 각 나라의 고형 폐기물 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6.2 설계 

CDF는 종래의 하수 처리장이나 고형 폐기물 처리장

과는 다르다. CDF를 하수 처리장이나 고형 폐기물 

처리장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은 CDF에 저장되는 준

설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있다. 하수 처리장

은 낮은 수준의 고형물이 있는 물을 수용하도록 설계

된다. 고형 폐기물 처리장은 매우 소량의 물이 함유

된 고형물을 수용하도록 설계된다. 준설된 퇴적물에

는 일반적으로 10~70 %의 고형물이 함유되어 있다. 

우수한 CDF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수 처리장과 고

형 폐기물 처리장 모두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해야 한

다. 

2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새로운 CDF의 설계는 개

념 설계와 세부 설계로 구성된다. 개념 설계와 세부 

설계에서 고려되는 설계 요소들은 동일하지만 상세

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타

당성 결정과 비용 추정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

다. 세부설계 단계에서는 시공과 입찰에 대한 계획 

및 시방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CDF의 주요 설계항목에 대한 합리적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요구량 - CDF는 준설 요구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저장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DF에 저장될 물질의 총량은 준설 전의 

양, CDF 내의 저장 동안의 양, CDF 내의 저장 

후의 양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구조와 제원 - 저장될 총량이 결정되면 표면적, 

높이, 깊이, 형태를 비롯한 CDF의 구조가 정해져

야 한다. 구조는 육상 CDF 나 섬/연안 CDF를 위

한 제방이 필요한지 또는 수중 CDF를 위한 경사

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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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호 제방 및 구조물 - 제방, 굴착, 배출 구조물을 

위한 공학적 설계안이 개발되어야 하며 모든 관

련된 지질 공학적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차단과 경로 통제 - 필요한 경우 수위 관리와 같

은 운영상의 제어 및/또는 커버나 라이너 같은 차

단 기능이 설계되어야 한다. 

5. 수 처리 - 필요한 경우 방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류수나 표면유출수에 대한 제어나 처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6. 수송(물류) 및 기타 제약요소들을 고려함 - 보급, 

행정, 규제, 재정 및 기타 제약요소들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모델링

CDF 설계에 있어서 모델링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공학적 설계 및 오염물질 경로에 대한 분석

에 다양한 컴퓨터 모델들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

어 CAD 옵션에 대한 평가와 제방이 있는 수중 

CDF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

의 1차원, 2차원, 3차원 유체역학 모델들이 이용

가능하다. 제방이 있는 CDF 설계를 위해 다양한 

공학 설계와 오염물질 경로 모델들이 이용가능

하다. 모델링 도구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것도 

있는 반면 유료로 이용 가능한 것도 있다. 

CD-ROM의 부록 3에서는 모델들에 대한 정보

가 제공된다.

 6.3 용량 요건 

육상 CDF에 요구되는 사이즈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

려되어야 한다(5장을 참고할 것). 준설되는 퇴적물의 

체적은 CDF에 투입되면 체적이 증가된다. 이 체적과 

침강을 위해 필요한 담수의 합이 준설 프로젝트를 수

용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CDF의 용량을 결정한다. 

용량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또 한 가지는 CDF

의 수명과 관련된 부지의 저장 용량이다. 이 장기적 

용량은 준설 전과 준설 후에 퇴적물에 있어서의 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시공에 

있어서의 상당한 지연은 지속적인 퇴적으로 인해 준

설되는 양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운항 프로젝트

와 관련해서는 허용 가능한 초과 준설양이 고려되어

야 한다. 수압을 이용한 준설 동안의 체적 증가는 팽

화현상을 일으키며 이는 새롭게 배치되는 각 층에 대

한 초기의 CDF 용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

요하다. 투기(충적) 작업 후의 압밀은 CDF 내의 체

적에 있어서 감소를 낳는다. 연구들은 준설 후 가스 

발생으로 인해 체적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한다

(Bouwdienst Rijkswaterstaat 2000). 탈수 관리의 

효과 또한 장기적 부지이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6.4 구조와 제원 

육상 CDF의 구조와 규모는 수리적 투기(충적) 작업 

동안 담수에 필요한 깊이와 표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수리적 투기(충적)작업 동안 부유물을 효과적으로 보

유하기 위해 최소한의 표면적과 담수심이 확보되어

야 한다. 수압을 이용한 배치동안 발생하는 팽화 현

상을 고려하여 최대 용량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 마

다 충분한 여유고와 용량이 제공되어야 한다. 준설될 

퇴적물을 수리적 투기작업시간의 함수로서의 팽창 

관계의 산정과 CDF내의 효과적인 조립자 침강을 위

한 필요용량 결정에 기둥 침강 테스트(Column 

settling test)가 사용되어야 한다.(USACE 1987). 

부지의 총 용량과 높이와 관련하여 전체 투기(충적) 

기간 동안에 커버 층의 추가적인 배치와 조립 물질의 

압밀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공 후와 초기 투기(충적) 단계 동안 섬/연안 CDF

는 물로 채워진다. 오염물질은 CDF 내에 저장되므로 

앞에서 언급된 물은 방류수로서 방출된다. 부지의 배

수 통제와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 섬/연안 CDF의 제

방 마루높이는 돌출된 최종 투기고(충적고)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섬/연안 CDF에 대한 단기 및 장기 

크기 결정에 대한 고려는 육상 CDF에 대한 고려와 

비슷하다. 투기고(충진고)가 평균 수위 이상일 경우 

체적을 줄이기 위해 탈수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

다. 

수중 CDF의 규모 결정은 프로젝트의 총 처리요구량

과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준

설될 총량에 요구되는 CAD 부지의 크기는 대지구획

에 영향을 미치며 공학 설계 고려사항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CAD는 총 준설량, 침식으로 인한 매립지 

높이의 제한, 투기(충적)작업 동안의 체적 변화, 배치 

동안 물질을 효과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최소 표면적, 

구덩이 파기를 위한 준설 깊이 한계, 구덩이에 대한 

안정된 경사와 관련하여 크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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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제방과 구조물 

  6.5.1 육상 CDF와 섬/연안 CDF를 위한 제방 

육상 CDF와 섬/연안 CDF와 관련하여 구조적 및 지

질 공학적으로 견고한 제방을 건설하는 것이 고려되

어야 한다. 수중 방호 제방은 수중 CDF를 위해 고려

된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수중에 건설되는 프로젝트

를 위해 지반공학적 고려사항들은 특히 중요하다. 설

계 과정의 초기부터 부지의 모든 조건들(4장과 5장

을 참고할 것)과 설계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

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방지해야 한다. 

흙으로 채워진 제방들은 육상 CDF를 둘러싸고 건설

된다. 육상 CDF용 제방을 위한 건축 재료는 현장에 

있는 흙이나 준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방 

건설을 위한 지침이 이용가능하다(USACE 1987). 

제방 설계와 관련된 고려사항들에는 제방 사면 안정

성(지진에 대한 대비도 포함), 침강, 지지력, 투기(충

적)기간동안과 완료 후의 제방을 통한 물의 침투 가

능성이 포함된다. 제방 설계는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지질 공학 기술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연안 CDF에 대한 방호 제방 설계는 육상 CDF에 대

한 방호 제방 설계보다 더 복잡하다. 제방의 전면은 

해류와 파도의 침식에 노출되므로 피복에 의한 보호

가 고려된다. 미국에서는 모래로 채워진 구조물, 바

위로 채워진 구조물, 모듈 식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

롯한 다양한 제방 옵션들이 섬/연안 CDF에 사용되

거나 고려된다. 제방을 위한 적절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제방의 중심선을 따라 있는 연약지반은 굴착이 

필요하다. 수중 제방 건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은 USACE 1987과 Palermo 19996에서 요약되어 

있다. 

  6.5.2 외해에 접한 제방의 설계사항 

섬/연안 처분장을 위한 제방 설계는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심미적인 측면에서 수용가능하다면 제방은 충분한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높게 건설될 수도 

있다. 제방의 가시성을 최소화 시켜야 할 합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다른 측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람과 파랑에 의한 월류로 시설내에 침입수는 반드

시 처리되어야 하므로 방지하여야 한다. 물로 가득찬 

CDF내에 파랑작용으로 인한 오염수의 유출 또한 방

지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Hollandsch Diep 지역에 

있는 CDF는 설계가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 예에서는 높은 제방을 만드

는 것보다 오염된 방류수를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하

다는 것을 보여 준다(Bouwdienst Rijkwaterstaat 

19997). 

  6.5.3 배수위어(weir) 구조물

CDF가 수력으로 채워지는 경우 투기(충적) 작업 동

안 불필요한 물을 방출하기 위해 위어가 필요하다. 

위어는 침전의 차이와 부상을 저항하도록 하고 실제 

운영기간동안 기대되는 정역학적 수두에 적합하게 

구조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위어의 마루 길이는 투

기(충적)작업 동안 침강된 물질의 과도한 재부상 없

이 담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위어의 설계를 위한 방법들이 이용가능하다

(USACE 1987). 그림 6-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낙(角落)의 간단한 박스 형태의 구조물에서 원격제어 

텔레스코핑 위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어 시스템

들이 이용 가능하다

그림 6-1 노퍽 CDF에 있는 위어 시스템 

- 230 -



유연 라이너 

유연 라이너 배수 파이프

지반
하수처리장이나 오픈 

워터 배출구로 

그림 6-2 CDF를 위한 차단 기능

 6.6 차단 및 오염물질 경로 통제 

  6.6.1 경로 평가 

오염된 퇴적물을 차단하고 방출을 통제하기 위해 운

영상의 제어나 차단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염물질 경로(5장을 참고할 것)가 평가되어야 한다. 

CDF에서의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통제는 파괴 및 

저하에 대한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

리를 이용하여 CDF가 건설된 곳으로부터 오염물질

이 유출되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기

술이나 공정에 의지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다양한 

대안, 설계, 시공 요건들에 대한 설명은 오염물질 경

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오염 경로는 고려되는 CDF의 형식에 따라 다르다. 

Chapter 1.3은 육상 CDF, 섬/연안 CDF, 수중 CDF

에 대한 오염경로를 설명한다. 

육상 CDF, 섬/연안 CDF, 수중 CDF의 설계와 운영

에 있어서 방류수, 유거수, 흡수, 침출수, 휘발 경로

들을 통한 오염물질 방출 가능성이 고려되어야한다

(Chapter 5 참고). 오염물질 경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CDF를 위한 오염물질 통제 대책들이 만들어

졌으며(USACE/EPA 1992)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

다. 부지에서의 지구 화학적 조건은 특히 금속을 비

롯한 오염물질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USACE 

/EPA 1992). 이것은 특히 지하수 침출수 경로에 대

한 고려에 중요하다(5장 참고). 

  6.6.2 오염물질 통제

오염물질 경로가 평가된 후, 기준을 초과하는 잠재적

인 오염물질 방출에 대해 설계에서 오염물질 통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USACE/EPA 1992, Palermo and 

Averett(2000), Bouwdienst Rijksaterstaat 

(1996-2000)은 CDF를 위한 관리 대책 및 오염물질 

통제의 선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

명한다. 오염 물질 통제를 위해서는 CDF 내에 물질

들의 선택적 투기 또는 투기율(충적율)의 제약 등의 

방벙이나 바닥 라이너나 표면 커버와 같은 것을 이용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림 6-2는 CDF과 관련된 차

단 기능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현지의 수문지질학적 조건들은 CDF의 수리학적 유동

과 주변 환경으로의 오염물질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CDF를 위한 위치를 선택할 때는 수문지질학적 조건

들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CDF를 점

토층이나 토탄층위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지하수면 위에 CDF을 건설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장소의 적합성은 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요인이다.

  6.6.3 장기 차단 기능의 사용 

차단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단계별 

접근법이 사용되어야한다(Rijkswaterstaat, VROM 

1999): 

• 지하수에 대한 목표 값에 대비하여 배출된 간극수

의 수질을 평가한다. 

• 목표 값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들에 대해서는 허용되

는 유출에 대하여 폐쇄처분장(CDF)의 물 흐름과 

오염물질 흐름을 평가한다. 허용되는 유출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에 차단조치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오염물질들에 대해 허용되는 유출이 초과되는 경우 

확산 기준(영향의 허용지역 또는 혼합지역)에 대하

여 유출을 평가한다. 오랜 기간(가령 10,00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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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후 처분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방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면적이 처분시설 면적 보다 작을 경우 

차단조치의 필요성은 덜 시급한데 비해 오랜 기간

의 오염물질 방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면적이 처분

시설 면적 보다 클 경우 차단조치의 필요성은 시급

하다. 

단계별 평가에 기초하여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특히 확산기준을 부합시키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조치/준비가 선택가능하다. 현재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였을 때(Rijkswaterstaat, VROM 

1999)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고려할 만하다: 

• 수위 통제: 처분 시설의 고수위와 저수위 사이에 

있는 수리수두를 감소시켜 침투와 이류 이동을 방

지함 

• 유기물에 풍부한 점토를 이용하여 처분 시설의 토

대를 밀폐한다. 

• 유기물에 풍부한 모래/사질토층(예를 들어 0.5 m 

두께의 층)을 이용하여 바닥과 사면을 밀폐한다. 

• 피해 범위를 줄이기 위해 수문지질학적 차단 시스

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처분시설 부지를 밀폐하기 위해 탈수된 실트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예는 독일 함부르

크에 있는 실트 마운드이다(Schwieger and 

Propping 1998).

  6.6.4 선택적 배치에 의한 차단 

연안부지 또는 섬 부지와 관련하여 초기의 투기(충적)

은 평균 저수위 높이 아래에 한정되어 무산소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투기고(충진고)가 상승함에 따라  

평균 고수위 이상으로 되어 유산소 상태가 된다. 가장 

오염된 물질이 무산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오염된 물질은 평균 저수위 아래에 배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속이 오염물질의 주요성분일 

경우 앞에서 언급된 접근법이 권고된다. 

통제 방법으로서 선택적인 배치를 하는 또 하나의 방

법은 오랜 지하수 유출이나 지표수 유출의 영향을 받

는 CDF의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염물질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랜 지하수 유출이나 지표수 유출의 영향을 

받는 CDF의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에 

대한 오염 준설물의 양이 최대한 커야 한다. 가장 적

게 오염된 준설물이 바닥에 (가능하다면 제방 옆에 

있는 CDF의 주변부) 배치되도록 만드는 수평 칸막

이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방법의 목적은 가장 많이 

오염된 물질을 가장 적게 오염된 물질과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사 방법의 효율성은 비용에 대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다수의 대형 연안 CDF나 섬 CDF 들

이(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Slufter와 IJsseloog) 건설

되었으며 네덜란드 외의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지들이 계획단계에 있다. 선택적 배치 구성은 전술

한 부지 설계들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가운

데 가장 규모가 큰 부지들은 Slufter와 IJsseloog이며 

다수의 부지들은 계획 단계나 설계 단계에 있다. 

  6.6.5 공학적 통제 

라이너, 커버, 차단벽과 같은 방호물들은 일반적으로 

CDF 설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CDF에서 

퇴적물을 단순히 고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대부분의 

CDF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많이 오염된 

물질의 영향에 취약하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에 위치해 있는 부지를 비롯한 곳에서는 전술한 통제

방법이 규제기관들에 의해 권장되거나 요구되기도 

한다. CD-ROM의 부록 1에 있는 사례연구들에는 수

많은 CDF들에서 사용되는 부지들과 방지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전술한 통제 조치들을 위해서

는 적절한 오염물질 경로 테스트와 평가가 수행되어

야 한다. 

  6.6.6 방출 통제 

수리학적 투기(충적)의 경우 고형물과 오염물질 고정

화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CDF가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방류수, 표면유출수, 침출

수와 같은 방출물의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결

정해야 한다. 방류수의 충분한 정화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육상 CDF나 섬/연안 CDF로부터의 물 방류

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통제 및 처리 조치를 고려해

야 한다. 다양한 오염물질들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술들이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다

(Bouwdienst Rijswaterstaat 1996). 

일부 경우에 CDF에서의 사전 처리나 육상 처분 또

는 연안 처분으로 인해 오염 준설물의 배치와 관련된 

물이 오염된다. 이 물은 수리학적 투기(충적) 동안 

준설물의 운송이나 펌핑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탈수

나 압밀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중금속이나 유기 오

염물질과 같은 오염물질들은 대부분 부유입자에 접

착된다. 그러므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탁도를 

감소시키고 입자와 연관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방

류수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한다. 

부유물에 남아있는 고형물들은 점토이거나 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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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물질이다. 부유 상태 물질은 대수층이나 침전

지에서 용이하게 감소될 수 있다. 더욱 효과적인 침강

을 촉진하기 위해 유기 고분자 전해질이 추가될 수도 

있다. 투과성을 지닌 제방, 모래로 채워진 둑 또는 습

지를 통한 여과도 역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방류수에 있는 영양소의 농도(가령 암모니아)는 미세

한 실트, 점토 및 간극수와의 접촉으로 인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영양화로 인한 산소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농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 암모니

아 감소는 큰 유역에서는 유역에 존재하는 질화세균

으로 인해 상당한 침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다.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장에서 질소화작용을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그림 6-3은 이와 관련된 예를 보

여 준다(독일에 있는 처리장). 또 하나의 방법은 특

수하게 설계된 습지에서의 처리이다. 특수하게 설계

된 습지에서의 처리를 통해 영양소뿐만 아니라 부유

물질이 감소될 수 있지만 유지보수를 필요로 한다. 

그림 6-3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방류수 처리 - 

생물 접촉조에서의 질화 작용

투기중 오수와 강우에 의한 유출과 같은 방류에 대한 

통제는 투기율의 제한, 간헐적인 투기 또는 방류, 저

류공간 및 수심의 증가, 유입 및 위어구조물의 적정

한 위치선정과 같은 운영적인 방법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 이차적 침전지를 건설하거나 부지 옆에 저류지

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수질을 만

족시킬 만큼 혼합지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해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가 필요하다. 처리 

전략에는 여과 및 응집제의 추가 등이 포함된다. 

 6.7 수중 캡(cap) 설계

캡(cap)은 수중 CDF를 위한 주요 차단 수단이며 수

중 생명체를 오염된 퇴적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시키며 오염물질들이 위에 있는 물로의 이동을 감소

시키는 화학적 차단의 역할을 한다. 수중 캡의 구성

요소들과 관련된 제원(두께 등)을 캡 설계라고 부른

다. 캡은 장기적으로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가두고 캡

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캡 설계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Palermo에 의해 제공된다. 수중 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퇴적물로부터 수중의 바닥에 서식하는 생명

체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이 심

한 퇴적물에 대해서는 캡을 통한 오염물질 유동의 감

소가 설계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캡 설계는 오염물

질과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 해류와 

파도와 같은 유체 역학적 조건, 수중 생명체에 의한 

캡의 생물교란, 캡과 퇴적물의 강화 가능성, 운영상

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한다 

 6.8 장기압밀과 탈수 

육상 CDF나 섬/연안 CDF는 장기간의 처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처리능력을 유지하고 사용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침전물을 탈수하고 밀도를 높이도록 

관리될 수 있다. 설계와 관련된 필요용량은 이 점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투기(충적)층들이 지속적으

로 추가됨에 따라 압밀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

된다. 투기(충적) 작업이 완료되면 침강을 위해 필요

한 담수는 밖으로 옮겨져 준설물 표면이 건조(증발 

건조) 상태에 노출된다. 표면 트렌칭과 같은 탈수 작

업은 자연적 탈수를 촉진시킨다. 압밀속도와 건조속

도를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모델들이 이용가능하다

(CD-ROM에 있는 부록 3을 참고할 것). 탈수를 위

한 방법들은 7장에서 다루어진다. 

 6.9 시공 고려사항 

육상 CDF나 섬/연안 CDF에 요구되는 주요 시공으

로는 외곽 제방을 건설하는 것이다. 제방을 건설하기 

위한 순서는 기초공, 취토장 공사, 제방 건설을 위한 

자재의 운송과 배치, 최종 단면 및 사면 형성을 위한 

다짐 및 처리이다.

제방에 이용 가능한 재료, 기초의 조건, 접근성, 공사

장비의 가용성, 사업 경제성 등은 방호 제방과 관련

된 시공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제

방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운송하고 설치하는 방법

으로는 트럭이나 스크레이퍼에 의한 방법, 드래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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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용, 펌핑, 수리적 투기(충적) 등이 있다. 

연안/섬 CDF은 일부분이나 전부가 수중에 건설되므

로 해양 건설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육상 CDF

에 비해 더욱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흙이나 사석으

로 조성된 제방은 일반적으로 바지선을 이용한 작업

으로 만들어진다.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펌프준설에 

의해 조성되는 수중 제방 건설을 위해 준설물이 활용

될 수도 있다. 수중 폐쇄 구조물은 셀룰러 널말뚝이

나 일체식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여 만들 수도 있

다. 전술한 모든 작업들은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 기

술을 필요로 한다. 사용되는 시공방법과 상관없이 제

방 건설을 위한 품질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수중 CDF 건설은 재래의 준설 방법을 이용하여 수

행되는 피트(pit) 굴착으로 한정된다. 피트(pit)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은 굴착된 물질에 대한 적

절한 처분과 차후의 유용한 이용을 위한 물질의 적재

이다. 피트(pit)는 단계 별로 건설될 수 있으며 굴착

된 물질의 일부가 앞에 굴착된 피트(pit)를 덮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6.10 세부적인 설계 지침 

CDF를 위한 세부적인 기술적 지침이 문서로 적절하

게 작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육상 CDF 및 연안/섬 

CDF의 엔지니어링 설계 측면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

항을 제공해주는 엔지니어링 매뉴얼이 이용 가능하

다(USACE 1987). 수중 캐핑과 CAD 부지의 설계를 

위한 상세한 지침이 만들어졌다(Palermo 외 1998). 

CDF에 특정한 설계 요건과 CDF 운영과 관련된 공

정들이 요약되었다(Haan, Kamerling and Laboyrie 

1995; Palermo 1996). German Geotechnical 

Society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oil 

Mech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1991)과 

Albert(1993)은 탈수된 침전물을 위한 육상 처분장

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한다. 

전술한 설계 지침들은 CDF를 위한 개념 설계와 세

부 설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참고 되어야 한다. 

7. 관리 및 운영 측면 

 7.1 개요 

CDF의 관리 및 운영은 CDF의 성질 및 규모, 기존의 

규정과 허가, 운영 인력 및 예산의 규모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아래에서 열거되는 활동들은 CDF의 관

리 및 운영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Province of Southern Holland 2000) 

• 오염 준설물의 수용 - 오염준설물의 품질 및 출처

에 대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문제

는 준설 당국과 폐쇄처분장(CDF) 소유자 간의 계

약에서 다루어 질 수 있음 

• 폐쇄처분장(CDF)의 유지보수 - 폐쇄처분장(CDF)

의 유지보수는 폐쇄처분장(CDF) 운영을 위해 필요

한 활동들을 다룬다. (가령 제방, 커버, 캡, 건물 등

의 유지보수) 

• 투기(충적) 작업 - 이것은 CDF를 채우는 실제적인 

과정과 관련된다. 투기(충적)적업 동안 폐쇄처분장

(CDF)은 오염 준설물로 채워진다. 준설물의 투기

(충적)에 대한 방법, 투기(충적) 일정, 육상 CDF와 

연안 CDF를 위한 물관리 방법이 확인되어야 한다.

• 보건, 안전 - 현장에서 작업하는 이들의 안전과 건

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

다.

• 장기적 관리 - 처리, 탈수, 식생 관리와 같은 현장

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 

 7.2 육상 CDF와 연안 CDF를 위한 준설물 

투기방법

  7.2.1 직접 운송 

부지가 준설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을 경우 파이프라

인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연안 

CDF나 섬 CDF에는 직접압송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부스터 펌프가 사용되는 경우 준설지역으로부

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상 CDF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설치가 옵션이 될 수 있다. 수중 CDF와 관련된 

투기(충적) 작업을 위해 직접압송이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중 CDF와 관련된 채우기 

작업은 수중 방류 또는 수중 디퓨져에 의해 수행된

다. 

직접 압송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우수한 융통성: 라인들을 다양한 구성으로 수월하

게 이동할 수 있다 

• 높은 생산성과 투기(충적)율 (특히 직접압송 준설

일 경우) 

• 차후의 유익한 이용을 위해 처분장에서의 중력침강

을 통해 모래-자갈을 쉽게 분리할 수 있음 

직접 압송의 단점은 압송을 위한 물을 추가해야 한다

는 것이다. 과잉수는 방출되기 전에 CDF 내에 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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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후 침전에 의해 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

해서는 채우기 작업 동안 충분한 표면적과 담수의 양

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침전지가 운영되

는 경우들도 있다. CDF의 이용 가능한 표면이 자연

적 침전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고인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간헐적인 펌핑이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에는 

CDM에 대한 건식 펌핑이 가능하다. (그림 7-1와 

Lussen Case Study를 참고할 것) 응결을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7-1 오염 준설물의 건식 펌핑 

  7.2.2 수리적 충적 

긴 운송 거리를 가진 프로젝트나 지역적인 환경이나 

경제성이 없음으로 인해 직접 파이프라인의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호퍼나 바지선에 의해 운송한 후 

하적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

은 호퍼 준설기나 클램쉘에 의해 준설되고 난 후 호

퍼나 바지선에 의해 CDF로 운송되고 수리적 배송이

나 특수하게 설계된 수압 바지선 펌프 장비를 이용하

여 CDF에 설치된다. 

호퍼 준설기에는 펌프 아웃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호퍼 준설기는 폐쇄처분장(CDF)에 수압에 의해 직접 

하역을 할 수 있다. 제방 쪽을 향하여 적절한 파이프

라인을 가진 계류 독이 필요하다. 바지선용 수리적 

투기는 바지선에 장착된 흡입식 준설기이다(그림 

7-2를 참고할 것). 준설물을 운송하는 바지선은 부

교나 둑을 따라 계류되고 윈치에 의해 이동된다. 준

설물을 운송하는 바지선에는 펌프, 혼합을 위한 흡입

마우스, 워터펌프, 펌핑용 물의 추가를 위한 한 개 

또는 두 개의 분출구가 포함된다. 

수리적 투기와 관련하여 과잉수의 방출을 피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은 환수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수는 중력에 의해 환류된다(Netzband and 

Rohbrecht-Buck 1992; PIANC 1996). 환수를 재사

용할 경우에는 정화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방출되지도 않는다. 침강과 (넘침에 대한) 안전

을 위해 알맞은 수준으로 물을 유지하기 위해 환수 

박스, 배수구, 펌핑 시스템이 자주 모니터 되어야 한

다. 

환수를 처리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건식 펌핑(물

을 추가하지 않는 펌핑을 지칭)을 위해 새로운 형식

의 장비들이 개발되었다. 

  7.2.3 토운선으로부터의 기계적 재 취급 

토운선으로부터의 기계적 재 취급은 대안적 해결책

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물의 함유를 줄이기 위해 

버킷 준설선이나 그래브 또는 백호 준설선 등에 의해 

준설이 수행된다. 

하역 및 재 취급 시설이 필요하다. 토운선에 있는 내

용물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굴착기의 삽이나 버킷은 

장비를 올려놓는 플랫폼이나 폰툰(대선)에 놓여진다. 

일반적으로 최종 투하장소에는 굴착기의 버킷이 도

달하지 않으므로 컨베이어 벨트나 트럭에 의해 이동

된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물질을 컨베이어에 분

배하고 나서 장비를 올려놓는 플랫폼이나 폰툰(대선)

에 놓이게 되는 버퍼 호퍼로부터 시작된다. 컨베이어 

벨트는 준설물의 쏟아짐을 방지하기 위해 U자형이어

야 한다. U자형 컨베이어 벨트의 한 가지 불편한 점

은 폐쇄 준설 시설의 표면 위에 골고루 물질을 분배

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배치 장소 내로 

이동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벨트의 끝을 중심

에 두면 CDF 전체에 걸쳐 물질을 보급하는 것이 가

능해지게 된다. 벨트는 현호 레그 폰툰으로부터 매달

린 빔에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 CDF 

내부에 장거리 도달을 가능하게 해준다. 

  7.2.4 바지선에 의한 직접 투기(충적)

연안 CDF를 위한 투기(충적) 초기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은 바지선에 의한 접근이 가

능한 높이에 있는 제방 내에 좁은 길을 남겨두는 것

이다. 준설물은 바지선에 있는 장소로 이동되고 바지

선 호퍼가 열려 물질이 CDF 내에 투입되도록 만든

다. 투척된 물질의 높이가 바지선이 시설내로 들어가

는 것을 방해할 경우 제방이 높아져야 하며 물질은 

오프로딩에 의해 배치되어야 한다. 바지선에 의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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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바지선 하역 시스템 그림 7-3 호퍼 하역 시스템

기(충적) 동안 탁도의 확산이 문제가 될 경우 오탁방

지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7.2.5 트럭 또는 철도에 의한 수송 

도로 접근성이나 철도 접근성을 가진 육상 CDF에서

의 투기(충적)를 위해 트럭 운송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트럭이나 철도는 탈수가 되지 않은 

오염 준설물을 운송하지 말아야 한다. 높은 수분 함

유를 가진 준설물의 운송을 위한 트럭은 방수 스킵

(쓰레기 수거통)을 가지거나 트럭에 적재하기 전에 

오염 준설물을 탈수시킨다. 운송 동안 오염준설물이 

새는 것은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장거리에 걸쳐 탈

수된 오염 준설물을 트럭이나 철도로 운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준설 오염 물질을 사전 처리 시설로부터 처분장으로 

곧바로 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한 도로나 철도

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CEDA/IADC(1998)에서는 운송과 관련한 상세한 설

명을 제공한다. 

 7.3 수중 CDF에서의 준설토 투기방법 

  7.3.1 서론 

수중 캐핑(씌움) CAD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장비

들과 기술들이 사용되었다(Palermo 1998): 적재물

을 모니터 하고 효과적으로 캐핑(capping) 하기 위해 

오염물을 배치해야 하다. 채굴된 CAD 구덩이의 형

상이 우묵한 모양을 가지므로 배치작업 동안 구덩이 

밖으로 물질을 펼치는 것은 여의치 않다. 이것은 장

비와 배치기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준설, 운송, 배치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은 캐

핑 재료의 장비 및 기술과 조화되어야 한다. 캐핑은 

잠재적인 저서성(바다 밑바닥에서 기어 다니거나 고

착하는 특성. 해양에서 발견되는 대형 동식물의 대부

분이 저서성임) 효과에 대한 오염물질 통제 조치이므

로 캐핑을 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염 물질을 배치해야 한다. 투기(충적)작업 

동안 발생하는 수주 확산과 바닥 확산은 최대한 감소

되어야 한다. 배치 동안 발생하는 수주 확산과 바닥 

확산을 최대한 감소시키면 투기(충적)하는 동안 오염

물질의 방출을 최소화시키고 캐핑을 수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염된 퇴적물의 투기(충적)가 허용

될 수 없는 수주 영향을 미칠 경우 수주 확산을 줄이

기 위한 - 가령 디퓨저나 오탁 방지막을 통한 수중 

방출- 이 필요하다. 

  7.3.2 수중 CDF에서의 투기(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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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CDF(CAD) 프로젝트를 위해 측면 방호물이나 

수중 제방을 만들면 오염물의 바닥 확산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CAD를 위해 기계적 배치를 하

거나 수리적 투기(충적)를 통한 배치를 하는 것은 허

용 가능 하다. 오염물질이 수압을 통해 배치되는 경

우 캐핑에 사용되는 재료가 오염물질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캐핑 재료를 배치하기 전에 침강과 강

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일반적으로 수 주) 제공되

어야 한다. 

피트(pit) 굴착과 오염된 물질 및 캡의 설치를 위한 

장비와 설치 기술이 선택되어야 한다. 

다 년간에 걸친 투기(충적)을 필요로 하거나 대량의 

프로젝트에 대해 CAD 피트(pit) 옵션은 일련의 피트

(pit) 공사와 관련 - 구덩이를 파고, 준설물을 투기하

고, 캐핑함 - 된다. 다음 구덩이에서 나오는 물질의 

일부분은 이전 피트(pit)를 위한 용도의 캡으로 배치

된다. 나머지 물질은 유익한 사용을 위해 용지 밖으

로 운송된다. 

기계적 투기(충적)나 수리적 투기(충적)도 고려할만

한 가치가 있으나 기계적 준설이 파이프 라인이나 호

퍼에 비해 우선시된다. 그 이유는 기계적 준설은 준

설 과정 내내 준설물을 본래의 환경에 있었던 상태에 

근접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고 수주 확산과 부피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운선이나 스플릿 호퍼 그래브 준설선에 의한 투기

(충적)은 확산이 최소화 될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당국이 토운선이나 

스플릿 호퍼 그래브 준설에 의한 투기(충적)을 권고

할 경우 오탁 방지막은 탁도의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7.3.3 캡 설치 

CAD 부지를 위한 캡 구조가 전체 구덩이 표면 위에 

균일하게 놓인 캡 두께 디자인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

다. 오염된 물질이 상당히 균일한 층으로서 투기(충

적)된다고 가정하면 캡은 구덩이 벽에 의해 형성된 

구역 이내에 횡 경사 마다 씌어져야 한다. 캐핑 방법

을 선택함에 있어서 작업과 지질 기술적 안정성의 적

합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준선물의 흐름특성과 

캡(cap) 운영의 현장경험에 기초한 지침은 오염물 처

리를 위한 바지선의 배치방법과 더불어 캡(cap) 설치

를 위한 선택적 방법에 도움이 된다(Palermo 등 

1998). 바지선에 의해 투기(충적)된 준설물의 실트/

점토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모래 캐핑 재료에 적합

한 캐핑 방법에는 호퍼에서 바지선에 이르는 살포 기

술과 배플 플레이트나 디퓨져를 가진 직접 파이프라

인 배치가 포함된다. 

캡 설치에 대해 바지선이나 호퍼에 의한 바닥 투하는 

캐핑 재료가 퇴적물에 침투할 위험으로 인해 일반적

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바닥 도어나 덮개를 천천히 

열어 통제된 상태에서 측면으로 설치하는 것이 전술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디퓨져로서 호퍼 준설선의 흡입 파이프들 중

의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다(그림 7-4를 참고할 것). 

그래브를 사용하여 물질을 배치하는 것은 침투의 위

험이 있다. 

캡 설치를 위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디퓨저를 가진 

스프레더 폰툰이다. 스프레더 폰툰은 커터 준설선의 

방출 파이프나 호퍼 준설선의 펌핑 시설에도 적합하

다. 스프레더 폰툰의 장점은 정확한 위치선정으로 구

덩이 위를 항해하는 선박의 프로펠러로 인한 오염준

설물의 동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 7-4 수중 디퓨저

  7.3.4 수위 관리

섬/연안 CDF에서 준설물은 우선 수면 아래에 저장

된다. 수위는 과잉수가 지하수로 침투하는데 큰 영향

을 미친다. CDF 내에 있는 수위가 인접한 수위와 비

슷할 경우 추진력은 작다. 

하층토가 매우 투과성이 있을 경우 내부의 수위를 외

부의 수위보다 낮게 유지하면 추진력이 없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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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잉수를 펌프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지표수에 대한 방출을 

위해 방류수가 허용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CD-ROM에 있는 IJsseloog 사례연구를 참고할 것). 

지하수와의 연결을 가진 자갈 구덩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 펌프를 사용하거나 탈수를 하여 CDF 내에 지

하수 수위보다 더 낮은 수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7.3.5 작업공정과 순서 

준설물이 한정된 장소에 놓이므로 CDF에 대한 배치

에 의한 제약은 CAD 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

지만 CDF에 대해 요구되는 작업과 투기(충적)를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설의 크기와 수에 준설 및 투

기(충적) 시간대는 영향을 미친다. 

CDF에서의 투기(충적)를 위한 사이클은 총량에 대한 

수리적 투기를 고려해야 한다. 

준설 프로젝트를 위한 일정이 허용된다면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물질들이 투기(충적)의 초

기 단계에 CDF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은 제방의 저부와 CDF의 바닥에 대해 깨끗한 물질

의 층이 나중에 투기(충적)될 상대적으로 더 오염된 

물질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로를 지연시키고 약화시

키는 적절한 라이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다. 높은 수준의 오염을 가진 물질들은 낮은 오염을 

가진 층 들 사이에 끼워야 한다. 이 전략은 네덜란드

에서 수행된 대형 CDF 들에서 실시되었다(Hann, 

Kamerling and Laboyrie 1995). 

  7.3.6 탈수를 위한 장기 관리 

육상 CDF나 연안 CDF를 위한 배치 작업이 완료되

면 과잉수가 표면으로부터 배수되어야 한다. 자연 증

발과 추가 압밀은 탈수에 기여한다. 탈수를 촉진하고 

가능한 최대의 부피 감소를 위해 부지에 특정한 조건

과 제약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탈수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운 입자의 준설물에 대한 탈수 기술들이 연구되었

으며 이 가운데 표면 트렌칭과 암거의 이용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타당한 탈수 기술임이 판명되었다. 표

면 트렌칭은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로 널리 

보급되었다. 진공 여과법이나 가압 벨트 여과기와 같

은 기술은 기술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다량의 고운 

입자의 준설물을 탈수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

로 판명되었다. 대규모의 부지를 관리하기 좋은 하위

구획으로 세분화 시키면 탈수(dewatering)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세분화된 하나의 하위 구획

은 오염 물질 처분 작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나

머지 하위 구획은 건조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버지니아 주 노포크에 있는 크래니 

섬 CDF에서 시행되었다(CD-ROM 에 있는 크래니 

섬 사례연구를 참고할 것). 

탈수된 물질은 영구 저장을 위해 다른 장소들에서 재 

취급될 수도 있다(CD-ROM에 있는 Hamburg에 대

한 사례연구를 참고할 것). 수분 함유 및 전단 강도

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은 제방이 있는 

시설이나 또는 제방이 없는 시설에 저장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로는 처분 시설을 위한 공간이 부

족해서 이거나 방류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이거나 

처분을 위한 법적 요건과 같은 것으로 인한 것이다. 

사전 처리와 특수한 시공 요건으로 인해 이 기술들은 

직접 펌핑에 비해 비용이 더 소요된다. 하지만 이 기

술들은 수분 함유를 적게 하므로 처분을 위한 공간이 

적게 들고 지하수로의 침투와 같은 유해한 환경적 영

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수중 CDF를 위한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강화도 중

요한 고려사항이다. CDF가 오염준설 물로 채워지면 

수 십 년에 걸친 강화가 부피를 상당히 감소시켜 수

중에 함몰지역(우묵한 곳)을 생기게 할 수 있으며 이

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배치될 오염 준설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7.4 보건, 안전 

  7.4.1 서문 

오염 준설물에 작업을 하는 동안 보건과 안전에 유의

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별도

의 지침들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네덜란드

의 Dutch Committee for Knowledge in 

Infrastructure에 의한 오염수와 토양에 대한 지침을 

들 수 있다(CROW 1998). 

  7.4.2 법률 준수 

CDF에서의 작업조건들은 법률적 규제를 받는다. 대

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오염 준설물 처리를 위한 부지

에 대해 계약 시 참고 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유자와 수행자 즉 계약자 엔지니어는 이 규정을 따

라야 할 의무가 있다.

  7.4.3 보건 안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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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폐쇄처분장(CDF)들에 대하여 안전과 건강 계획

이 작성되어 승인받아야 한다. 오염 준설물을 수용하는 

육상 CDF나 연안 CDF에 대해 이것은 필수요건이다. 

  7.4.4 작업자 보호 

작업자를 위한 보호에는 처리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

와 안전 지시문이 포함된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 가

운데 최소한 1명 이상은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 교

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식당 포함)들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 공간들이 오염 준설물이나 유독 물질

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작업자들을 

위한 탈의실과 세면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업자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로는 방수 작업복, 

안전벨트, 장갑, 신발, 마스크 등이 있다. 

  7.4.5 일반 대중 보호 

일반 대중을 위한 보호에는 오염물과의 접촉에 대한 

경고와 오염 준설물의 낙하로 인한 부상 경고가 있

다. 경고판에는 소유자, 작업의 범위, 오염물의 성질, 

위험의 성질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일반인의 출입

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폐쇄처분장(CDF)

을 위한 안전과 보안에는 부지에 대한 펜스 설치와 

진입 도로에 대한 통제가 포함된다.

8. 모니터링 

  8.1 일반사항 

오염물을 저장하고 다양한 오염 물질 경로들로부터

의 방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있는 부지가 효

과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CDF에 대한 모니

터링 프로그램(테스트 가능한 가설에 기초하여)이 만

들어져야 한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수들 및 자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모니터

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이 명

시되어야 한다(PIANC 1996). 

효과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부지가 공사에 적용

되는 디자인, 프로젝트 인가 및 다음과 같은 것에 부

합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 예방 조치나 완화 조치가 효과적인지의 여부 

• CDF와 관련된 공정들이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

는 지의 여부 

• 환경 보호 시스템이 의도한 만큼 만족스럽게 운영

되고 있는지의 여부 

•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이 문서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CDF를 위한 허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와 데이터는 새로운 CDF의 설

계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8.2 모니터링 계획 

CDF가 건설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에는 장기 모

니터링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환경 조건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수립은 CDM 처분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들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절차의 일부로서 포함되

어야 한다. 모니터링에 대한 초기 계획은 CDF에 대

한 계획과 병행되어야 한다. 

부지가 선택되고 프로젝트 설계가 만들어 지면 구체

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CDF에 대한 설계 동안 추정도 수행되어야 한다. 모

니터링은 설계추정을 개발하고 확인하기 위해 사용

될 수도 있다. 

모니터링에는 세 개의 단계들이 - 즉 기준(또는 운영 

전), 오염 준설물 배치 동안의 모니터링, 오염 준설물 

배치 후 장기 모니터링 - 포함된다. 아래의 박스는 

이와 관련된 구성요소 리스트이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이 리스트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각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퇴적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평가 

• 주변 수계: 화학적 특성 평가, 해류, 파랑 기후 

• 지하수: 화학적 특성 평가, 속도, 흐름의 방향, 수위 

• 토양: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평가 

• 침출수 및 환수의 양 - 부유물질 함유, 화학적 특성 

평가

• 서식지와 생물군 

• 토양: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평가 

• 가스 발생

• 기상 데이터 

• 구조물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질 공학적 데이터 

• 가스나 소음 같은 공사 작업에서 유발되는 

방해/배출

 8.3 기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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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 투기(충적) 작업 전에 기준으로서 적합한 측

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계절, 지하수

의 수위, 조수와 관련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초 조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측정을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에 걸친 평가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용 가능한 경우 기존 데이터가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지 특성 평가를 위해 수집

된 데이터는 기준 조건을 위한 요건들에 사용될 수 

있다. 

캐핑(capping) 프로젝트나 처분에 대한 정확한 통제 

및 오염물에 대한 캐핑(capping)에 있어서 부유물에 

대한 운영 전 모니터링이 특히 중요하다. 

 8.4 운영 모니터링 

  8.4.1 수중 CDF 

모니터링 및 관리 계획을 만들고 캐핑(capping) 프로

젝트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와 기술을 선택하기 위한 

안내가 Palermo에 의해 요약되어 있다. 캐핑 프로젝

트에 있어서 처분 동안 물질들의 높이와 캡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중 폐쇄처분장(CDF)에서 오염 준설물은 투기(충

적) 동안 주위의 물과 접촉한다. 이럴 경우 주위 물

의 상태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캐핑 층의 설치 동

안 이전에 투기(충적)된 오염 준설물의 재부유를 유

발하지 않도록 초기 시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8.4.2 육상 CDF와 연안 CDF 

육상 CDF와 연안 CDF에 대하여 물리적 구성요소들

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제방 안전성 조사, 

제방 무결성 조사, 제방 침하 조사, 경사 안정성 조

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위어의 기능, 밀폐, 

배수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모니터링에는 방류수의 표집, 표면 유출, 침출수, 퇴

적물 및 간극수가 포함될 수 있다(그림 8-1을 참고

할 것). 침출수나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특정한 

변수들의 농도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이나 환경 기준

을 초과했을 경우 밀폐 시스템의 문제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대규모 CDF(특히 지하수에 대하여)

를 모니터한 경험과 관련된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

(Nijssen 1997, Blumel 1993, Harms 1995). 오염 

준설물 처분을 위한 CDF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개발할 시 경험으로부터 획득된 교훈들이 고려되어

야 하다. 

그림 8-1 함부르크에 있는 지하수 관정 

연안 CDF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은 육상 CDF를 위

한 모니터링 계획과 유사하다. 하지만 방류수 배출 

속도가 제방 바깥의 물 높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하수 상승과 흐름에 더욱 많은 외부적 영향들이 존

재하므로 육상에서 보다 지하수에 대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분석하기가 더 어렵다. 육상에 대한 지하수의 

영향에는 상수도 공급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8.4.3 폐쇄처분장(CDF)에 있는 오염 준설 물

질들 

폐쇄처분장(CDF)에 있는 오염 준설 물질들은 설계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되어야 한다. 테스트 결과 설계 기준과 상당한 차이

가 있을 경우 준설 오염 물질의 분류에 있어서의 변

화는 소유자로 하여금 더욱 엄격한 운영 기준을 적용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5 완공 후 모니터링 

장기적인 모니터링에는 앞에서 언급된 구성요소들의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모니터 되어야 하는 변수

들과 모니터링을 위한 일정은 케이스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단계 동안 

획득된 경험은 장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오염물질을 차단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캡의 

장기적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캐핑 

프로젝트의 장기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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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를 참고할 것). 

그림 8-2 덴마크에서의 홍합 조사 

육상 CDF나 연안/섬 CDF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모

니터링에는 동식물 섭취가 포함될 수 있다. 흡수를 

예측하고 성장, 식물독성, 오염물질의 생물축적을 연

구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동식물에 대한 생물학적 검

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동식물 개체군에 있어서의 

변화는 CDF 설계 및 운영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8.6 관리 조치 

모니터링 한계치가 초과될 경우 취해져야 할 관리 조

치들은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관리 조치들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캡과 현장 식생의 회복 

• 배수 관정과 같은 지하수 컨트롤 설치 

• 제방 시스템이나 배수 시스템 회복 

• 배출 구조물(가령, 위어) 수리나 교체 

• 수 처리 시스템 설치나 개선 

• 펜스와 게이트 수리 

• 안내판 교체 

 8.7 보고서 

허가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해 획득된 데이터는 지정된 기간에 규제기관에 보

고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서의 출간은 폐쇄처분

장(CDF)에 있는 오염준설물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모집단에 의해 표현된 우려를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

다. 

9. 장기 관리와 차후 부지이용 

준설물이 폐쇄처분장(CDF)에 투입되면 장기 관리가 

시작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나 물질의 유익한 

이용이 계획되어 공동체나 환경을 위한 편익을 제공

해야 한다. 

 9.1 법적 사항 및 소유권 

일반적으로 CDF의 소유자는 미래의 시설에 대해 책

임을 진다. CDF를 소유한다는 것은 부지 내의 오염 

준설물을 보유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임은 재정적인 자원에 대한 장기적 의무를 필요

로 한다. 

• 저장 장소로서 장기적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

지는 점검되고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 일상적 유지보수와 수리가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 

• 재난이나 폭풍의 경우 수리가 요구 된다 

• 부지의 장기적 유익한 이용이 보장되어야한다 

 9.2 점검과 유지보수 

현지 당국과 주민들에 의해 용도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폐쇄처분장(CDF)은 건설되고 유지보수 되어

야 한다. 폐쇄처분장(CDF)을 무단 사용하거나 파손

시키는 것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의도한 설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조

사하기 위해 구조물은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한계치가 초과될 경우 취해져야 할 관리 조

치들은 사전에 결정되어야한다. 

현장의 초목 관리를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유익한 초목은 사면, 제방, 캡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유익하지 않은 초목(가령 심근, 땅 속 깊

이까지 뻗는 뿌리)은 캡을 파괴하거나 오염물질을 먹

이 그물로 전파시킬 수 있다. 

 9.3 재난 관리

심한 폭풍, 홍수, 지진은 CDF에 손상을 가하여 오염

물이 방출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심한 폭풍, 

홍수, 지진 후에는 특별한 모니터링과 조사 프로그램

이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재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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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9.4 사후의 부지 이용 

폐쇄처분장(CDF)에 대한 차후 이용은 물질의 이용이

나 부지의 이용을 의미한다. 준설물에 있는 오염의 

정도는 준설물의 미래 이용을 제약할 수 있으나 정상

적인 운영의 완료 후에 부지는 사용 가능하다. 경관

과의 조화, 인접 지역의 활용, 지역의 개발목적은 부

지의 궁극적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다. 

폐쇄처분장(CDF)은 경관에 존재하는 대형 물체로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설계는 부지에 있는 유해한 물

질들이 환경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다룬다. 

부지의 차후 이용은 이용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방출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폐쇄처분

장(CDF)이 오염 준설물을 위한 처분 시설로서 명백

하게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폐쇄처분장(CDF)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현지 조건에 따

라 아래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도 여러 활용이 가능하

다. 

  9.4.1 토지 만들기 

연안 CDF를 만들게 되면 공항 운영이나 항만 운영

과 같은 지정된 목적을 위해 채우기 작업을 완료 한 

후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 질 수 있다. 

  9.4.2 간척이나 광산매립 

산업 폐기물과 비교하여 오염 준설물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오염을 함유한다. 하지만 프로젝트에서는 다

량을 준설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사실은 노천광 

및 수갱 매립 활용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고

려되는 중요한 문제는 운송비용 및 이 옵션들과 관련

된 위험에 대한 대중의 허용 여부이다. 

  9.4.3 레저 지역

폐쇄처분장(CDF)이 적절하게 관리되면 레크리에이

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

는 해안선을 따라 위치해 있는 로테르담에 있는 

Slufter 이다. 이 부지는 레저 활동을 위한 해변을 제

공한다. 목초지와 오솔길을 이용해도 이 부지에 접근

가능하다(CD ROM에 있는 사례 연구 Hamburg silt 

mound를 참고할 것). 

  9.4.4 방음벽과 제방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산업시설에 설치된 방음벽은 

대량의 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오염 준설물

이 사용되려면 빗물이 오염물질을 지표수와 지하수

로 방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음벽이

나 제방이 제거될 경우 오염물질이 주위 환경에 스며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9.4.5 서식지 만들기 

폐쇄처분장(CDF)은 동식물을 위한 유용한 서식지가 

될 수 있다. 오염 준설물을 저장한 폐쇄처분장(CDF)

의 건설은 식물이나 새들이 서식할 기회를 제공한다. 

오염물질이 먹이 사슬에 방출되지 않도록 부지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9.4.6 항만수역 매립 

사용되지 않는 항만 유역은 폐쇄처분장(CDF)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오염준설물의 장기간에 걸친 강화는 

부지사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침강을 줄이기 위

한 값비싼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미래의 부지 활용을 위해 탈수가 필

요하다. 

  9.4.7 다른 물질들과의 처분 

오염 준설물 처분이 다른 처분 작업들의 수행체계 이

내에서 수행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이 고운 

준설물의 높은 밀폐력(낮은 투과성)은 매립지 공사에 

밀봉재로서 결이 고운 준설물을 적합하게 만든다. 폐

쇄처분장(CDF)은 오염 준설물이 아닌 물질들의 처분

장으로 고려되는 것도 가능하다. 

10. 결론과 권고사항 

 10.1 서론 

이 장은 EnviCom 작업 그룹 5의 결론 및 권고를 소

개한다. 결론과 권고는 토론, 현장 방문, 사례연구, 

실무그룹 구성원들의 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도출

되었다. 실무그룹 구성원들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토

대로 하여 계획, 설계, 시공, 운영, 관리, 처리, 처분 

방법을 다루었다. 

 10.2 일반적 결론과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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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위한 비용을 줄이고 추가적인 폐쇄처분장

(CDF)을 건설할 필요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부정

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적물에 대한 오염원

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오염 준설물에 

대한 준설은 오염물질이 수체에 통제되지 않은 상

태로 노출되는 것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환경 편익

을 낳는 것을 의미한다. 

• 폐쇄처분장(CDF)은 오염 준설물에 대한 효과적이

고 널리 이용되는 관리 방법이다. 육상지역, 연안 

지역, 수중 지역에 대해 다수의 옵션들이 이용가능

하다 

• 특정한 타입의 폐쇄처분장(CDF) 선택은 상황에 의

해 크게 좌우되며 각 옵션의 장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부지 특정 접근법이나 사례별 접근법이 필요

하다. 

• 폐쇄처분장(CDF) 계획을 위한 일반적 수행체계는 

이미 개발되어 있다. 폐쇄처분장(CDF) 기술 수행

체계는 종합적이고 유연하므로 각 국의 상황과 법

규에 알맞게 조정가능하다. 

•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의 협의는 매우 중요하며 유

익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계획의 초기부터 모든 관계자

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협의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폐쇄처분장(CDF)을 계획/협의/설계/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10.3 특정한 결론과 권고사항 

아래에서 소개되는 결론과 권고는 오염 준설물의 봉

쇄와 관련하여 주요 범주들로 분류되었다. 

 10.3.1 법률과 규정 

• 오염 준설물을 위한 다양한 폐쇄처분장(CDF) 옵션

들을 평가하는 개인 및 단체는 해당 법규와 원칙

에 정통해야 한다. 

• 일부 국가들에서는 폐쇄처분장(CDF)이 폐기물 규

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준설물의 

독특한 성질로 인해 준설물을 위한 특별한 법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10.3.2 부지 및 퇴적물 특성 평가 

• 의사 결정 및 설계를 위해 준설될 물질과 CDF 후

부지에 대한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 CDF 부지 선정은 오염 준설물 처분 프로젝트의 경

제적, 환경적, 사회적, 운영적 측면을 비롯한 관련

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한다 

 10.3.3 과정과 환경 평가 

• 환경 영향 조사는 폐쇄처분장(CDF)에 놓인 오염 

준설물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되어야 한다. 부지에 대한 최종 선택과 함께 환경 

영향 조사는 폐쇄처분장(CDF)을 설계하기 위한 토

대로 사용된다. 

• 폐쇄처분장(CDF)의 구조, 치수, 수용력은 프로젝트

를 위한 준설요건에 의해 결정되고 폐쇄처분장

(CDF) 내에서의 침강 및 강화와 같은 물리적 과정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폐쇄처분장(CDF)의 잠재적 환경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된 모든 경로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 

• 준설물과 연관된 오염물질들은 퇴적물에 강하게 결

합되어 있다. 폐쇄처분장(CDF)에서의 강화는 준설

물의 투과성을 감소시켜 자체 밀봉하는 효과를 낳

는다. 이 과정들은 폐쇄처분장(CDF)의 효과향상에 

기여하며 적절한 설계 및 시공에 의해 최적화 될 

수 있다. 

• 오염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적물을 무산

소 환경에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중 부

지, 연안 부지, 육상 부지 마다 각각 상이한 지구 

화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조건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오염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

다. 

 10.3.4 설계와 시공 

• 엔지니어링, 경제성, 환경은 오염 준설물을 위한 폐

쇄처분장(CDF)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 설계는 준설물을 저장하고 봉쇄할 필요성과 오염물 

경로에 대한 관리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폐쇄처분장(CDF)은 오염물질을 가두는 것과 관련

된 시설이며 장기적으로 오염물질의 방출을 통제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봉쇄기능을 양보할지라도 오염 준설물을 위한 폐쇄

처분장(CDF)은 오염물 손실로 인해 설계를 위반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10.3.5 운영 

• 적절한 운영은 설계에 따른 준설물과 폐쇄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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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 내의 오염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유폐하는 것

을 보장한다. 

•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와 충분히 훈

련받은 인력이 필요하다. 

• 폐쇄처분장(CDF) 내의 오염물질 배치를 위해 다양

한 장비와 기술이 이용 가능하다. 처분 방법은 적

용되는 준설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준설에서 배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의 수분 

함유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오염 방출과 비용을 줄

이는데 기여한다. 오염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폐쇄

처분장(CDF)에 저장된 오염물질의 수분 함유와 환

수와 침출수의 유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오염 준설물을 위한 폐쇄처분장(CDF)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건강과 안전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10.3.6 모니터링 

• 폐쇄처분장(CDF)에서의 과정이 바람직하게 진행되

는지의 여부, 환경 보호 시스템이 만족스럽게 운영

되고 있는지의 여부, 폐쇄처분장(CDF)을 위한 허

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 폐쇄처분장(CDF)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오

염 준설물을 유폐하고 다양한 오염물질 경로들로

부터의 방출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효과적

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사전 수립된 한계치 초과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 플

랜을 갖추어야 한다. 

 10.3.7 장기 관리 

• 폐쇄처분장(CDF)의 설계에 따라 폐쇄처분장(CDF)

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 관리 활

동이 필요하다. 이것들에는 모니터링, 정기 점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장비의 업그레이드, 수리가 

포함된다. 

• 폐쇄 후 CDF의 유익한 활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 관리 활동은 폐쇄 후 CDF의 유익한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 폐쇄처분장(CDF)의 유지보수와 관리에 최선을 경

주해야 한다. 

1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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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

정의 

PIANC는 환경 용어와 관련된 용어집을 만들었다. 

이 부속서는 특히 폐쇄처분장(CDF)과 관련된 정의를 

제공한다. 

수중 생태계(Aquatic ecosystem) 

동식물과 연관된 서식지로서 쓰일 수 있는 습지를 비

롯한 수체 

수생 환경(Aquatic environment)

민물, 염수 또는 기수와 같은 물 환경. 이 보고서에

서 수생 환경은 준설물이 잠겨 물에 포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지구 화학적 환경을 의미한다. 

베이스라인(Baseline) 

프로젝트/계획이 시행되기 전 배경, 기존 상태, 변수

의 환경적 변동을 지칭. 

유익한 이용(Beneficial uses) 

유익한 목적으로 준설물을 배치하거나 이용하는 것

을 의미함. 유익한 이용은 준설물이나 배치 장소와 

관련됨. 

생물축적(Bioaccumulation) 

호흡, 소화, 오염된 물/퇴적물/준설물과의 접촉을 통

해 조직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함. 

캐핑(capping) 

오염 준설물을 수중 장소에 정확하게 배치한 후 격리

된 물질을 씌우는 것을 의미함. 수중 캐핑은 천연으

로 형성된 우묵한 곳이나 착굴이 되어 있는 곳에서 

수행될 수도 있음. 

폐쇄처분장(CDF, Confined Disposal Facility) 

폐쇄처분장(CDF)은 오염 준설물이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봉쇄시키기 위한 시설을 지칭함. 

이 보고서에서 폐쇄처분장(CDF)이라는 용어는 광의

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 폐쇄된 (제방이 있는) 처분

은 제방이나 기타 구조물들로 구성된 수단으로 준설

물을 배치하고 준설물을 주위의 물과 차단시키는 것

과 관련됨. 제방이 있는 폐쇄처분장(CDF)과 관련하

여 이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용어들로는 "폐쇄된 처분

구역" '폐쇄된 처분장" 및 "준설물 봉쇄 구역"이 포함

된다. 제방이 있는 폐쇄처분장(CDF)은 육상 와 연안

에 건설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수중 캐핑이나 폐쇄 수중 처분장은 

수중 CDF라고 지칭된다. 

폐쇄 수중 처분(CAD, Contained aquatic disposal) 

바닥에서의 오염물질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면 

봉쇄를 추가하는(예를 들어, 바닥의 함몰된 곳이나 

수중 모래 턱 뒤에 오염물질을 두는 것) 캐핑의 형태

를 지칭함. 

Contaminant(오염물질)

수중 생물, 수중생물의 소비자, 수생환경의 이용자에

게 유해한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물질.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가 가령 기반암

의 지구 화학적 풍화로부터 생기는 금속의 농도와 같

은 자연적인 물질로부터 기대되는 농도보다 더 높을 

경우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은 오염물질이라고 

지칭된다. 오염물질이 유독하고 수중 생물, 수중생물

의 소비자, 수생환경의 이용자에게 흡수될 경우 문제

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오염 준설물(CDM, Contaminated Dredged 

Material) 

환경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함

유하고 있는 준설된 퇴적물. 

준설물(Dredged material)

'준설물'이라는 용어는 수체로부터 준설된 물질을 말

하며 퇴적물이라는 용어는 준설 전 수채에 있는 물질

을 의미함.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의 영향과 활동에 대한 조

사, 추정, 평가와 관련된 환경 분석서이며 일반적으

로 계획을 담당하는 제안자에 의해 수행된다.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의

무적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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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Effluent) 

준설물을 채우거나 배치함으로 인해 제방이 있는 폐

쇄처분장(CDF)로부터 방출되는 물을 지칭함. 강우는 

방류수와 함께 방출되어야 함. 

침식(Erosion) 

바람, 파도, 해류, 비 등에 의해 토양이나 퇴적물 표

면으로부터 입자가 박탈되는 자연의 물리적 과정 

증발(Evaporation) 

물이 수증기로 변화함 

응집(Flocculation) 

수체에 부유되어 있는 입자들은 음전하를 가져 서로

를 밀어 내며 접촉과 결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전

해질이 수체에 가해지게 되면 입자의 전하가 중화되

어 입자들이 응집되고 엉김물을 형성하여 침전되도

록 만든다. 

침출수(Leachate) 

유기염 및 무기염과 같이 용해된 (침출된) 용해성 물

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이나 액체. 폐쇄처분장(CDF)

을 통해 스며드는 빗물은 침출수로 간주됨. 

질화작용(Nitrification) 

질화작용은 암모니아가 아질산염으로 산화되고 난 

후 질산염으로 되는 과정을 지칭함. 

경로(오염물질 경로) 

오염물질이 폐쇄처분장(CDF)을 통과하는 경로. 

Pollutant(오염물질)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히 높은 

농도를 가진 오염물질 

오염(Pollution) 

건강에 대한 위해, 어업을 비롯한 해양 활동에의 방

해, 해수의 수질 저하, 쾌적성 감소 등의 유해한 영

향을 낳을 수 있는 인간에 의한 물질이나 에너지의 

방출. 

유출(Runoff) 

육상 폐쇄처분장(CDF)이나 연안 폐쇄처분장(CDF)에 

강우에 의해 준설물이 유출되는 것을 지칭함. 

퇴적물(Sediment)

수체의 바닥에 침전되어 있거나 부유되어 있는 모래, 

미사, 점토와 같은 물질. 수체로의 퇴적물 유입은 토

양의 침식, 암석의 풍화, 인위적 활동(가령 농업, 임

업, 공사)에 의해 유발된다. '준설물'이라는 용어는 

수체로부터 준설된 물질을 말하며 퇴적물이라는 용

어는 준설 전 수채에 있는 물질을 의미함.

이해관계자(Stakeholder)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나 클레임을 갖는 개인, 

정부 기관, 비 정부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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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 

CD-ROM에는 보고서보다 더욱 많은 정보가 포함되

어 있음: 

• 부록 1: 기존 폐쇄처분장(CDF)들에 대한 사례연구

들 

• 부록 2: 규약 및 규정에 대한 개요 

• 부록 3: 모델링 도구 리스트 

- 250 -



준설물질 폐쇄처분장(CDF)의 장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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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업무 내용

20세기 후반에는 오염된 준설물의 처분을 위해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

다. 지금까지는 바다에 투기하거나, 성토/매립하거

나, 토양비료로 사용하는 형태로 준설물(질)을 처분

해 왔다.

준설물 처분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바로 오염된 준

설물을 CDF(Confined Disposal Facility)에 저장

하는 것이다. CDF는 오염도가 심하여 수계로 투기

할 수 없거나 공학적 또는 환경적 목적에서 사용가

치가 없는 준설물을 처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

다. CDF의 설계와 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위

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는데, 환경 영향 및 

CDF의 설계에 대한 기술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최신 

기술 문서가 PIANC, CEDA 및 USACE에 의해 제

작된 바 있다.

엄격한 환경오염 규제를 통해 강이나 하구 퇴적물

의 오염도를 줄이고 준설물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PIANC EnviCom WG 14), 특

정 도시, 환경 복원사업 및 준설 유지 프로젝트로

부터 발생한 오염 준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저장공

간은 아직도 부족하다. 비점오염원에 의한 퇴적물

의 오염을 낮추는 것이 특히 어렵다.

보통 CDF가 위치한 지역은 그 주변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게 된다. 자연 개발과 도시화  

,그리고 기반시설 및 산업 필요성 사이에서의 힘겨

루기는, CDF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CDF 시설을 훌륭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매우 어

렵게 하고 있다.

PIANC는 퇴적물 처리의 훌륭한 대안으로 CDF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용량을 최적화하여 

사용연한을 늘리면서 “안전한 운항 및 지속 가능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비록 CDF

의 사용연한 연장에 대한 선례가 없지만, 2003년 

EnviCom은, CDF 저장용량의 최적화와 적절한 최

종 활용형태로의 전환을 목표로, CDF의 장기 관리 

및 처분된 퇴적물의 활용에 관한 기술 지도 및 최

첨단 기술 수준 정보를 제공하는 실무진을 구성하

는 것이, Navigation Community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1.2 보고서 범위: 범위 및 조건(출발점)

PIANC는 CDF 설계, 건설 방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에 대한 최신 기술 수준의 

지침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오염된 준설 물질의 

수생, 근해 및 고지대 CDF에 대한 환경 지침, WG 

5, PIANC 2002). 이들 지침을 준비하는 출발점

은, 오염된 퇴적물을 수거하기로 이미 결정하였고 

그 처분 방법으로 CDF를 선택하였다는 가정이다. 

이들 지침에는 CDF의 장기 관리 및 차후 부지의 

유형 및/또는 처리된 물질의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CDF의 장기 관리에 대한 지침 작성은, CDF 내에 

저장된 준설물은, CDF내에 추가공간을 만들어 새

로운 오염 준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관

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다수의 실무진 세션를 통해, CDF의 수명을 연장

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한 선례가 없다는 점

과 이전의 PIANC 보고서에 이미 많은 것이 수록

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PIANC 지도 보고서 형

태보다는 사실 자료 형식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

였다.

따라서 이 사실 자료는, 이전에 WG 5 PIANC 보

고서에 언급되었던 CDF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CDF의 충전물 유형 등의 내용을 참조한다. 준설

물질(DM)의 특성에 대해 독자는 1996년 항구 및 

내륙수도 “CDM”의 WG 17 오염된 준설물질 취급 

및 처리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준설물의 처리 및 이용은 CDF의 장기적 관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사실자료 보고서에

서는 이 항목이 자세하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독자

는 기존의 보고서와 특히, ‘준설물질의 유익한 용

도’(참고문헌)에서 수행한 작업을 참조하기 바란

다.

1.3 목적 및 최종 사용자 대상

이 보고서의 목적은 CDF를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

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CDF가 공업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보

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들이 수집

되었다. 이 사실자료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및 지

침은 정책 입안자, 항구 엔지니어, 시골 및 도시 

계획자, 환경 운동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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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IANC WG 109의 회원

(이전 EnviCom 실무진 11) 

Mr. Gijs Berger(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관리청), 

회장

Mr. Pol Hakstege(네덜란드, Rijkswaterstaat, 교

통, 공공사업 및 수자원 관리부) 

Haico Wevers(네덜란드, Boskalis Dolman BV)

Ms. Celia Tamarit de Castro(Autoridad 

Portuaria de Huelva Spain)

Pedro Gracía Navarro(Autoridad Portuaria de 

Huelva Spain)

Mr. Bart Nevejans(벨기에, DEME, Antwerpen)

Ms. Lena Paipai(아랍에미리트, Halcrow 

International Partnership), 부회장

Mr. Dr. Yoshiaki Kikuchi(일본, 항구 및 공항 연

구소(Port & Airport Research Institute))

2. 저장 용량 최적화

2.1 준설물질의 매립, 처리 및 압밀 향상

새로운 CDF의 건설은 적절한 장소 물색의 어려

움, 높은 건설비용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

게 된다. 도시화된 많은 지역에서 공간은 부족하

고 비싸다. 임시 CDF가 산업 개발을 위한 공간확

보를 위해 제거된 사례가 있다(예, NL Parrot 

Beak 및 Averij 항구) 준설물질은 심각한 환경 위

해성과 연관이 있거나 이를 유발한다고 여겨지고 

있어 새로운 CDF 부지를 찾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CDF의 저장 용량을 늘

리거나 최적화하여 CDF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방

법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기존의 

CDF의 저장 용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적화될 

수 있다.

폐기하려고 하는 준설물을 처리 및 사용

1. CDF에 폐기된 준설물을 매립 및 사용 

2. CDF내 준설물의 압밀 촉진

3. 기존 CDF의 제방 높이기

CDF의 이용 기간을 향상시키려는 운영적 측면 뿐 

아니라, 이용 기간 동안 CDF에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이용 기간 이후 CDF의 

예측 가능한 기능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부분은 3장에서 논의된다.

Ad 1.

처리란, 작합한 용도로 만들거나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부동화 또는 폐기 전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

려는 목적으로, 준설물의 특성을 영구적으로 개조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준설물의 처리는 CDF에 폐기하게 되는 준설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폐기 전단계에 행해질 수도 있

고 준설물을 CDF에서 굴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

로 폐기 이후 단계에 행해질 수 있다.

준설물의 폐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CDF 근처에

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처리기술에는 라군(lagoon)

에서의 자 탈수(점토숙성)과정과 침전지에서 모래

분리과정이 있다.

Ad 2.

일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처분장

으로부터, 준설물질(DM)을 처분장 밖으로 가져나

오기도 한다. CDF 내 일부 개소에서는 현장에서

의 자연 분리 과정을 통해, 비교적 깨끗한 모래가 

축적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전에는 CDF에 준

설물을 폐기하기 전단계에, 혼합된 실트로부터 모

래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 두 

입경분은, 구(오래된) CDF 안에서 혼합하여 분리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을 거쳐, 유기 

오염물로 오염된 준설토가 자정능력에 의해 CDF 

안에서 자연정화 되기도 한다. 이 두가지는 구(오

래된) CDF 내 폐기된 준설물을 재사용할 방안을 

찾고, CDF의 매립용량을 최적화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CDF 내 새롭게 조성된 매립공간에 의해 얻어지는 

이윤보다, 폐기물의 채굴 및 처리 비용이 더 낮을 

경우, CDF내 폐기물을 채굴하여 처리후 재사용하

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CDF에 매립된 준설물은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폐

기하거나 적정처리 후에 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상태에서 유용하게 재이용될 수 있다.

CDF 내에서 준설물질의 매립 또는 굴착은 보통 

크레인, 굴착기 또는 (작은) 커터 준설기와 같은 

기존 장비로 실행된다. 추가 혜택은 CDF가 새롭

게 증가된 처분량을 가지고 새롭게 준설된 오염 

퇴적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CDF의 상위층을 굴착하는 것보다 

표면 아래의 층을 굴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

한 경우는 재사용 가능한 층(예, 높은 모래 함량이 

있는 층 또는 약간/중간 정도로만 오염된 층)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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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시행국가 CDF 안에서의 실행여부 (준설물 
또는 광미사)

(“전통적인”) 하중재하가 있는/없
는 연직 배수

미국, 일본, 싱가폴, 호주, 캐나
다, 네덜란드, 벨기에

네

얇은 모래층과 함께 샌드위치 구
조구성

싱가폴, 독일, 네덜란드 네

진공 압밀이 있는 수평 배수(예, 
Knife)

일본, 벨기에 네

진공 압밀이 있는 수직 배수(예, 
Beau-Drain-S, Funsol)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네

모래층 및 진공 압밀이 있는 수직 
배수

일본 네

모래층 및 진공 압밀이 있는 수직 
및 수평 혼합 배수

벨기에, 뉴질랜드 네

연직모래벽 (예, IFCO, 
Press-to-Drain Mӧbius)

네덜란드, 독일 아니오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층(높은 점토 함량 및/또는 

심하게 오염됨)으로 덮여 있는 경우이다. 최근 여

러 준설 방법이 상위층을 건들지 않고 특정 층을 

재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들 방법은 “하부 

흡입” 원칙을 중심으로 이 방법의 부정적인 장애 

및/또는 탁도 효과를 최소화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선택적 하부 흡입의 두 방법(Beau- 

Dredge®(Boskalis) 및 Sub-o-suction®)을 운영 

중이다.

Ad 3.

CDF에서 준설물질을 굴착하는 기술 외에 다수의 

상용화된 현장 기술이 폐기된 물질의 토질 역학적 

성질을 향상시키는데 이용 가능하다. 압밀 기술

(예, 진공압밀)은 주로 폐기된 물질의 용적 감소에 

중점을 두는 반면 안정화 기술(예, 연약 지반 개

선)은 물질의 지반 공학적 강도특성에 더 중점을 

두어 재료의 특성을 개량하기 때문에, 준설물을 

더 많이 처분할 있게 된다. 따라서 압밀 기술은, 

준설물의 두께를 줄임으로써(준설물의 지반공학적 

강도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준설에 필요한 표면

적을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육상 혹은 해

안지역의 CDF에 적용될 수 있다.

굴착, 처리 또는 압밀의 적용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준설물의 물질특성, 적용기술의 성능, 처리

물의 사용 가능성 및 비용이다. 처리 기술에 대해

서는 EnviCom WG 13 보고서를 참고한다.

CDF에서 준설물의 압밀 촉진은 다수의 기술(예, 

수평 또는 수직(진공) 배수)을 통해 수행할 수 있

다. 

준설물의 자연 압밀, 특히 세립질 준설물의 압밀

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컴퓨터 모델링을 통

해, 두께 10 m 이상의 대형 CDF에서는 압밀이 

수십년이 걸린다는 계산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CDF에 저장된 준설물은 자연 압밀을 통해 

예상 밀도값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찰한 

바 있다다.  이러한 현상은 저장된 준설물내 포함

된 간극수가 복잡한 배수경로를 거쳐야 하며, 준

설물내에서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네

덜란드에 있는 Slufter CDF내 준설물은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깊이 20 m 에서의 밀도가 1.3-1.35 

kg/m3에 지나지 않았다. 준설물의 밀도를 1.5 

kg/m3까지 증가시키는 것은(압밀시키는 것은) 이

론적으로 CDF 저장용량의 약 35-40%를 절감하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탈수 및 

압밀 속도를 가속화(또는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분의 저장공간이 

CDF의 운영 단계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매립해야할 준설물의 용적 감소시키는 것 외에도 

자연 압밀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압밀된 

준설물질의 투수성이 감소함에 따라(불투수성이 

증가함에 따라) 준설물을 통과하는 수량도 감소한

- 257 -



다. 이것은 저장된 준설물로부터 용출되는 오염물

의 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오염물

의 이동경로 생성이 차단된다. 이 경우 준설물의 

안정성 또한 높아져 CDF의 재활용 가능성을 높여

준다.

준설물과 같은 세립분 물질의 압밀촉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술이 

압밀촉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준설물 

및 광미사(폐광산 광미)의 압밀 촉진을 수행하며 

여러 노하우를 쌓아왔다.

압밀촉진을 적용할 대상 퇴적물에 진공을 가할 경

우, 대기압을 일시적인 상재하중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직 또는 수평 배수구를 설치하여 간

극수의 배수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압밀대상 토

양 또는 준설물에 가해지는 대기압은 펌프와 지하

수위 간격과 시스템의 수리학적 저항치에 의해 결

정된다. 하지만, 전기를 이용한 압밀촉진기술에 대

해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압밀촉진 관련 적용 기술의 목록은 아래 표에 나

타내었다.

일부 준설물 압밀촉진에 대한 일부 사례 연구는 4

장에서 설명된다.

Ad 4. 기존 CDF의 제방을 높이는 것은 거의 꽉 

차있는 CDF의 매립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옵션

이다. 그 타당성은 안정성 확보와 같은 기술 요인

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환경 및 풍경 그리고 물

론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로 생성된” 매립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점 외에, 압밀촉진공법의 적용은 부지의 안정화를 

확보함으로써 최종 단계 CDF의 영향현상을 앞당

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압밀촉진을 통해 CDF 

사용종료 시점의 추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CDF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술을 병행하여 사용함

으로써 기존 처분 시설의 매립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리된 모래나 안정화된 

물질을 이용하여 처분장 제방을 확장할 수 있

다.

3. 개발 기간 동안 및 

그 후 CDF의 다른 용도

3.1 서론

CDF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들 

부지 및 그 주변 지역의 미래 용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토지 이용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도시화 상황은  CDF 부지의 최종활용을 최적화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목적 CDF는, 개발 비용을 줄이고 부정적인 외

관에 의한 영향을 줄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CDF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CDF 운용 및 최종 사용에 대한 여러 경

험을 바탕으로 준설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에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다.

3.2 기준 및 경계 조건

CDF의 운영 기간 이후 CDF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하길 원한다면 특정 부지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법률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CDF 사용

종료 후, CDF의 재활용 및 용도변경안은 장소, 공

간 기획에 적용 가능한 법률, 배치 및 CDF 및 그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용도 변경

시에는 지하수 및 공기를 통한 유해물 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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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환경생태 독성학적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한

다.

3.2.1 위해성 및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위해성을 관리하는 것은 

CDF의 운용 기간 동안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 일

반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준설물이 있는 CDF는,  

자연 및 인간에 대한 위해성이 거의 없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규제 요건은 오염도가 높은 준

설물을 함유한 CDF에 비해 덜 엄격한 것으로 기

대된다.

준설물 처리를 위한 CDF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환경생태독성, 공공보건에 대한 위해

성, 지하수, 지표수 및 공기(먼지, 악취)를 통해 유

해물질 누출 가능성에 근거하여 마련된다.

CDF의 무결성(누출이 없는 상태) 상태를 확보하

기 위해서 후모니터링,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

의 활동은 장기간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의 경우 

지하수 관리국, 수자원 관리국, 폐기물 관리국 및 

조류/서식지 관리국에서 CDF의 시공과 모니터링

을 담당하는데, 이는 이들 기관이 환경보전 및 관

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설물의 해양 및 육상처분에 관한 국제조양 및 

규제에 관한 리뷰가 1997년 CEDA/IADC에 의해 

발간되었다. 각국의 법적 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이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새로운 참고자

료: Mink et al 2006, Impactof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law on dredging, TERRA et 

Aqua, number 104, September 2006  

3.3 CDF의 다목적 옵션

CDF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CDF에 매

립되는 반입물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CDF는 오염된 준설물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하

며 이 오염 준설물은 이설매립이나 재활용을 위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CDF의 운영 기간은 보통 수십 년이다. 이것은 

CDF의 설계 단계에서는 아직 이용할 수 없는 기

술이거나, 설계 당시 또는 CDF의 운영 시작 시점

에 너무 고가의 기술이어서 사용할 수 없었던 기

술도 시간이 흐르면서 실현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DF 내에 오염된 준설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이나 

처리된 부산물의 저장 시설 역시 CDF의 설계 단

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CDF 내 매립물의 처리

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건설 활용물의 생성을 예

측하여 CDF의 일부분은 이후 단계에서 건설될 수 

있다. 새로운 CDF의 설계 및 장소선정은 다른 용

도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부지활용 계획을 고려하여 CDF의 

최종 용도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기술 및 공간 설계에는 융통성을 두어, 미래에 

CDF 내부 또는 외부에 준설물 처리를 위한 더 많

은 처분공간 또는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최적

화하기 위한 CDF의 설계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초기 CDF의 설치 승인단계에서 

미래의 CDF 변경내용을 이미 예측했을 경우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

CDF의 다목적 용도(일부)에 대한 일부 옵션(예, 

수처리, 에너지 생산)은 이미 CDF의 운영 기간 동

안 실현될 수 있으며 다른 기능(예, 레크리에이션, 

상업 및 산업용도)은 CDF 운영 후에 실현되어야 

한다.

유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CDF로부터 유해물

질의 대기배출 가능성, 장기 모니터링 의무 및 행

정 조직의 높은 기준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

한 예가 논의될 것이다.

3.3.1 수처리

대부분의 CDF는 침출수 또는 강우시 유출수에 대

한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 처리 시설은 흔히 침

전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침전지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갈대나 소택식물을 심어 훌륭한 조류

서식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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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습지를 조성하여 물을 정화하고, 

CDF 운영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특정 서식지

로 활용하는 것이다. CDF 내에서 준설물은 이들 

습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가치는 CDF의 주변을 CDF 운영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훌륭한 풍경을 가진 조류 서

식지로 만들 수 있다.

3.3.2 CDF 부지의 에너지 생산

일반적으로 CDF는 도시에서 떨어진 근해에 위치

한다. 이것은 CDF가 풍량조건이 좋은 부지에 위

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CDF가 제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풍력발전시설과 태양에너지발전시

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Slufter CDF 

에서는 CDF 운영기간동안사례 풍력발전을 시행한 

바 있다.

3.3.3 산림

CDF 부지는 운영기간 후에 여러 종류의 농업용도

(소비식품 용도 제외)로 사용되거나(예, 면 생산),  

종이나 나무 제품 생산을 위한 산림 및 나무 농장

으로 사용될 수 있다.

CDF에 매립된 퇴적물의 오염형태 및 CDF 상층에 

사용된 복토물의 종류에 따라 식재가 가능한 나무

나 식물의 종류가 결졍된다. 식물의 종류는 최종

사용용도에 의해서도 달라지는데: 토양정화가 목

표인 경우, 식물이 토양내 오염물을 최대한 흡수

하게 하고, 식물의 재사용이 목표인 경우 흡수를 

최소한으로 한다. 제품 사용용도의 한 예로 에너

지 생산이 될 수 있다.

사용 종료된 CDF 부지를 산림으로 만드는 또 다

른 이유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된다는 점과 특정 

동물 종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

버드나무와 같은 나무는 퇴적물에서 오염물질을 

추출하는 능력이 있다. 같은 방식으로 식물(소택식

물)은 CDF에서 침출수 또는 유출수를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 자연 및 풍

경 향상의 좋은 조합이 된다(3.3.5절 참조).

3.3.4 상업 및 산업 용도

오염된 준설물을 매립한 CDF는 이후 산업 및 상

업 지역 부지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의 

배수, 퇴적물의 숙성과정, 역학적 및 화학적 특성 

및 대중의 인식에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하천이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항구분지 

지역이 이러한 (미래)용도의 CDF 설치에 적합하

다.

3.3.5 자연 및 서식지 향상

사용종료된 많은 처분장은 높은 생태학적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CDF 운영기간의 마지막 단계에

어떤 서식지가 특정지역에 알맞을 지 생각할 수 

있다. CDF의 표층 레이아웃(특히, 그 형태, 퇴적

물 특성, 물 관리형태)이 CDF 위에 들어서게 될 

서식지의 유형을 결정한다. 프랑스 및 스페인에서

는 생태학적 이점 많은 사용종료 CDF가 다수 존

재한다.

3.3.6 레크리에이션

CDF는 운영기간 이후 레크리에이션 부지로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골프 코스, 산악자전거

지역, 행글라이딩, 레저 공간, 수상스포츠 활동, 정

박지, 낚시, 수상 스키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 네덜란드의 CDF “IJsseloog” , 5장 참조)

3.3.7 공간 계획

CDF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지의 공간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구조물이다. CDF는 흔히 항구나 

산업 지역 근처에 위치한다. 이런 지역에서는 흔

히 산업용 토지 사용과 도시 기능 사이에 충돌이 

있다. CDF는 운영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에도 도

시지역과 산업지역 사이에서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삼림지역으로 

재활용되거나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그 완충효과는 더 크다. CDF는 바람막이, 방음벽

의 역할을 하며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기도 한

다. CDF는 또한 해안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

파제(방파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섬) 기능을 할 수 

도 있으며(위스콘신의 케노셔), 섬의 형태로 지어

진 경우, CDF와 해안선 사이의 (바다 또는 호수

에) 간척지 조성작업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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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4.1 Slufter

주요 단어: 운영 기간 연장, 모래 분리, 점토 생산, 

CDF로부터 물질 굴착

배경

네덜란드 로테르담 근처의 Slufter는 1987년 건설

되었다. 이 곳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운영기간

은 약 15년이었다. 2000년쯤에는 로테르담 항구

의 퇴적물 오염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의 CDF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비록(주로 소

스 제어에 의해) 오염은 크게 감소했지만, Slufter

에 저장해야 할 일정한 양의 준설물은 아직 남아

있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오염

이 주로 오염원의 확산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이

다. 현재 앞으로 몇 십년을 위한 저장용량이 필요

하고 운영기간이 적어도 2035년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분량을 절약하기 위

한 한 방법은 한편으로 모래 분리에 사용되는 모

래가 든 준설물과 다른 한편으로 점토 생산에 사

용되는 실트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미 저장소에 저장된 모래가 든 준설물을 오염된 

준설물을 위해 저장소 내에 더 많은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하는 것이다.

CDF 설명

Ÿ Slufter는 산업 지역인 Maasviakte의 해안 근처

에 위치해 있다. 남쪽으로 작은 마을, 레크리에

이션 지역 및 환경 보호 지역과 접하고 있다. 

Slufter는 로테르담 항만 관리청 및 교통 및 공

공사업부가 소유하고 있다. 

Ÿ CDF는 제방에 둘러싸인 반수생의 근해 CDF로 

해수면 아래 25 m의 깊이로 시작되었다. 지금

은 해수면까지 채워졌다. 미래에는 해수면 위 

25 m까지 채워질 것이다. 

Ÿ Slufter의 용량은 약 1억 m3이다. 

Ÿ 로테르담 항구 및 페어웨이에서 기원된 준설물

은 중금속(주로 구리와 아연), 트리부틸틴

(Tributyltin) 및 오일과 PAH로 오염되었다. 이 

지역 동쪽에 있는 준설물은 세립질 하천 물질이

고 서쪽에는 해사로 구성되어 있다. 

Ÿ 제방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풍차가 설치되었다.

운영 기간 후 기능

Slufter는 그 운영 기간 후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 

지역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CDF를 폐쇄한 후에

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속 가동한다.

운영 관리

현재 Slufter는 반수생에서 제방이 있는 육상 처분 

시설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CDF의 수명을 연장

하기 위해 모래 분리 및 점토 생산 지역을 넓히고 

저장소 내 위치에서 저장소 외부에 있는 위치로 전

환되고 있다.

경제성 및 기타 고려 사항

모래 분리 및 점토 생산은 약 € 5/m³의 비용이 든

다. CDF의 1 m³ 용량은 최소 € 10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준설물의 재사용 목표는 

타당한 것이다.

교훈

준설물질의 처리는 생산된 물질에 대한 시장이 있

을 경우에만 이치에 맞는다. 이들 물질의 수송비

용은 중요한 요인이다.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으로 인해 CDF는 흔히 도시에서 멀리 

위치해있지만 CDF는 건축자재가 필요한 곳 가까

이에 우선적으로 위치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CDF의 부지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CDF의 운영 기간은 건설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길 것이다. 그 동안 준설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토양 품질 정도, (지하)수, 서식지 및 폐기물

에 대한 유럽 규제) 및 철학에 변화가 왔다. 처분

량을 절약하고 다른 CDF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저장소 근처에 처리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모래 분리 분지, 점토 생산을 위한 분지). 

한 편으로는 시설을 위한 추가 공간의 필요가 문

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자연의 가능

성과 이것을 결합하여 미래의 자연 및 레저 지역

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www.slufter.com

4.2 오대호(Great Lakes)

주요 단어: 준설물의 굴착, 처리(식생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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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배경

오대호(Great Lakes)(미국)의 수로 및 항구를 유

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준설물이 매년 제거되고 

있다(2-4백만 m³). 약 2백만 m³/yr가 CDF에 저

장되어 있으며 자연수면 처분을 하기에 너무 오염

되어있다. 1960년 이후 미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오대호(Great Lakes) 주

변에 40개의 CDF를 건설하여 육지에 14개와 해

안 인접 또는 근해 장소에 26개가 있다. 반수생 

CDF는 평균 45헥타르 크기이지만 육상 CDF 부

지는 상당히 작다(15헥타르). 캐나다에는 12개의 

CDF가 오대호 주변에 건설되었다.

26개 반수생 CDF 중 2개를 제외하고는 2006년에 

가득 찼다. 추가 CDF 용량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항해 목적을 위한 많은 유지 준설이 상업

용 항해 및 지역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새로운 CDF 건설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

가 있다. 비용 및 공간. 이들 문제는 대부분 비용이 

더 비싼 육상 CDF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공간 부족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도시화된 지역

에서 위치를 찾기 더 어렵다. 처분 용량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은 준설물질을 CDF에서 굴착하여 

예를 들면 건축자재와 같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것

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기존의 오염된 부지를 새로운 반수생 CDF로 건설

하고 CDF 건설 과정의 일부로써 정화과정을 포함

시키는 것이다.

4.2.2 직접 사용을 위한 CDF로부터의 준설물 

처리

사용을 위해 CDF의 물질 재생은 오대호에는 큰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처리장이 거의 모두 가득 

찬데다 새로운 부지를 건설하기위해 사용할 수 있

는 연방 기금이 없다.

물질을 획득한 기업은 그 물질의 소유권 및 책임

을 인계받아야 한다. CDF 재생은 CDF와 함께 토

지는 CDF가 찰 때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미

육군 공병대에 의해 지역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

문에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굴착된 물

질의 가능한 용도는 충전, 골재 및 제조 토양이 있

다. CDF는 CDF에서 확보된 공간 및 물질의 활용

이 굴착 비용보다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 하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다

시 재생될 것이다.

미국 규제 체계의 제도적 장벽은 의미 있는 방식

으로 CDF에서 준설물의 추출을 막고 있다. 일반

적으로, 미국은 오염된 준설물의 유효한 활용에 

대한 수용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록 토양의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보통 준설물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권한 또

는 의지가 없다. 오염물질에 대한 수용 기준은 

CDF에서 재생된 준설물질에 대한 시장을 찾을 때 

이들 없이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

용 기준 없이는 유익한 사용을 위한 재생된 준설

물질의 마케팅이 매우 어렵다. 일부 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다른 주는 그렇지 않

다.

Duluth에 위치한 이리호 부두(Erie Pier) 준설물

질 배치 시설에서는 조립질(coarser-grainded) 

물질이 분리되어 건설, 도로 유지 및 다른 목적으

로 재사용된다. 재생된 준설물질은 또한 광미분지

에서 토지를 개량시키는데 사용된다.

Milwaukee에 위치한 존스 아일랜드(Jones 

Island) CDF는 유지 준설에 의한 준설물이 꾸준

히 들어오고 있으며 준설물을 재활용하여 CDF의 

운영기간 연장하겠다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 

밀워키 항만청과 함께 USACE에 의해 조사가 실

시되었다.

처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퇴비화 및 

식생정화.

퇴비화에는 준설물을 나무 부스러기와 오니(sewage 

sludge) 위에 여러 줄의 흙더미에 준설물을 놓는다. 

이 과정은 PCB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지만 PAH

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식생정화에 의한 오염물질 준설은 가라앉은 준설물

에 특정 식물을 길러 시험했다. 교배종 옥수수, 토

종 버드나무 및 현지 풀로 시험을 실시하였고 식물

이용 환경정화가 PAH를 분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 

퇴비화와 식물이용 환경정화에 의해 안전한 표토가 

생산되었고 이것은 대부분의 처리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오하이오의 톨레도(Toledo)에서는 항만청이 그 준

설물질 처분 문제에 대한 장기 관리 전략을 개발

했다.

1. 개방호 처분에 적절하지 않은 준설물질에 대한 

항만 CDF의 지속적인 단기 사용 

2.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처분하기 전에 준설물

질의 처분 및 탈수 대신 준설물질의 지속적인 

처리 및 사용 노력

3. 해안 보호 구조물로써 기능, 야생 동물 서식지 

생성 및 미래 개방호 처분을 위한 필요 감소를 

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CDF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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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CDF의 최종 용도

현재 많은 CDF의 처분 운용이 종료되어 폐쇄되었

으며 이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데 관심이 있

다. 많은 CDF는 녹지, 야생 동물 서식지로 전환되

었고/또는 해안 보호 구조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위스콘신의 케노셔에 있는 작은 CDF가 그 한 예

로 지금은 그 구조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어진 

인접 정박지와 함께 현재 일부분이 도시 공원이

다. 디트로이트 강의 남쪽에 위치한 이리호의 큰 

CDF는 포인트 무일레(Pointe Mouillee) 주 사냥 

허가 지역을 파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초

도(barrier island) 기능을 하기 위해 초승달 모양

의 구조물로 지어졌다.

오대호 내에서 준설 및 배치 운용은 근해에 토지

를 생성하였고 현재 공원, 건물 및 산업 및 항구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CDF는 이렇게 생성

된 근해지역의 큰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요한 환경 목적을 제공한다. 가능한 적절한 계

획과 개선으로 기존 및 미래 CDF는 더 많은 직접

적인 인간 사용을 지지할 수 있다.

4.2.4 교훈

이미 처분된 준설물질을 CDF에서 굴착하여 추가적

인 처분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물질은 사용하기에 

적절해야 하거나 처리에 의해 적절하게 만들어 질 

수 있으며 그 실제 적용을 찾을 수 있다. CDF의 채

굴 조건은 CDF 내에 확보된 공간 및 그 물질의 활

용이 추출비용보다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준설물의 사용을 실현하는데 주요 제

약은 사용 표준과 함께 적절한 법의 부족이다.

많은 사례가 충전 단계 이후 CDF는 산업 개발, 공

원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정박지 및 해안 보호를 

위한 지역과 같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를 위한 CDF의 경제적 및 

환경적 혜택은 CDF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NMBY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CDF의 계획 단계

에서 적절한 장소와 설계를 선택하기 위해 최종 용

도가 구상되어야 한다.

미국 규제 체계의 제도적 장벽은 의미 있는 방식

으로 CDF에서 준설물의 추출을 막고 있다. 대부

분의 경우, CDF에 처분된 물질은 자연수면 처분

을 하기에는 너무 오염되어 있다. 보통, 미국은 

CDF에 있는 오염된 준설물질의 유익한 용도에 

대해 수용 기준이 없다. 비록 토양의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보통 준설물

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권한 또는 의지가 없

다. 오염물질에 대한 수용 기준은 CDF에서 재생

된 준설물질에 대한 시장을 찾을 때 이들 없이는 

큰 문제가 되기때문에 중요하다. 수용 기준 없이

는 유익한 활용을 위한 재생된 준설물질의 마케

팅이 매우 어렵다. 일부 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다른 주는 그렇지 않다.

4.2.5 참조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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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사이트: http://www.glc.org/dredging

2004, Technology Forum on Innovative Reuse 

of Dredged Material, Final Meeting Summary 

2000, Summary Great Lakes Commission Use 

Task Force Meeting, USEPA Offices, Chicago 

2003, Dredged material reclamation at the 

Jones Island Confined Disposal Facility, 

EPA/540/R-04/ 508 2000, Myers, T.E. and 

C.W. Williford, Concepts and technolog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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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DF 브레머하펜(Bremerhaven): 

저장 용량 증대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견고한 지반의 형성

주요 단어: 진공 압밀, 압밀 촉진, 항만 분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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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브레머하펜(브레머하펜 항만청)은 브레머하펜의 오

스타펜에 자동차 물류 단지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기간이 매우 촉박했고 오스타펜은 “자

동차를 실은 배”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제거해야 

할 많은 세립질 준설 물질이 있었다는 점이다. 진

공 압밀 방법인 BeauDrain-S를 이용하여 이들 문

제들 모두를 해결했다. 본래 작업 방법에 따르면 4 

m 모래의 상위층이 있는 압밀 기간은 2년 이상이 

필요해야 하지만 진공 압밀 사용과 함께 작은 모

래층(<1m)은 1년으로 충분했다.

실행 단계 중 작업 방법의 변경은 준설물의 매우 

낮은 강도에 의해 생겨났다(슬러지는 장소에 따라 

올려졌다). 수상 플랫폼에서 배수구를 설치한 후 

물을 퍼내고 배수구가 진공 압밀에 연결되었다. 수 

미터의 급속한 압밀 평가는 단 3-6개월 만에 확보

되었다.

CDF 설명

CDF는 브레머하펜의 독항(주재: 브레머포트)에 특

별히 건설되었다(25 m 시트 파일). CDF는 표면이 

62.000 m²이다. 본래 바닥은 NN – 5.5 m에 있었

고 약 12 m의 압밀된 진흙 및 매우 연약한 지반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점토 및 피트). CDF는 오스

타펜과 그 주변의 400,000 m³의 세립질 준설물로 

일부 채워졌다. 이렇게 준설된 물질은 오염 수준으

로 인해 바다에 침전시킬 수 없었다.

CDF의 계획된 최종 용도

CDF의 표면은 프로젝트 시작 후 1-1.5년 내에 자

동차 파크(자동차 유통 산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했다.

운영 관리

프로젝트(준설물질 정착) 완료 후 운영 관리 없음.

경제성 및 기타 고려 사항

진공 압밀에 대한 프로젝트 비용: € 2백만 유로.

교훈

준설물의 진공 압밀은 새로운 CDF 용적을 만드는 

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 수준에서 CDF에 가치 있

는 추가 용량을 만들 수 있다. 다른 목적은 그 지

반 강도를 증가시켜 CDF를 다른 용도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공 압밀은 압밀에 대한 기간이 

(매우) 촉박할 경우 관심 있는 기술이다. 이들 기

술은 CDF의 다른 용도를 활성화하는데 또는 추가 

처분량을 만드는데 나오는 이윤이 진공 압밀 비용

보다 더 클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추가 정보

www.boskalis.com www.cofra.com/papers/ 

www.boskalisdolman.nl

4.4 벨기에 Zwijnaarde의 

Fasiver, ‘Eilandje’

주요 단어: 정화, 처리, CDF와 결합

일반 사항

벨기에의 플레미시 지역은 오염된 준설물의 처리 

및 처분량이 부족하다. 반면 이 지역에는 이전에 

산업 활동으로 인해 오염되어 더 이상 상업 또는 

산업 용도로 쓰일 수 없거나 현 오염 상태로 인해 

부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오염지역

(brownfield site)으로 불리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여기에 더해 첨단 기술 지향의 사업 및 중소 기관

의 확장을 위해 겐트 지역은 산업 지역의 부족이 

시급한 문제이다.

90년대 후반 겐트 지역의 정부 기관은 오염된 준

설 물질의 목적지를 위해 경제적 해결책을 급하게 

찾고 있었다. 여러 개의 유지 준설 운영이 처분 가

능성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결국 동부 플랑드르 주와 겐트시를 포함한 여러 

개의 정부 기관과 Domo Service Gent NV 및 

DEC NV 등의 민간 파트너가 그들의 전문성을 합

쳐 ‘Fasiver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재개발 지역의 개선과 42헥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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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 부지의 재설계를 준설물 처리 센터(탈수 라

군) 및 오염된 준설물을 위한 폐쇄 처리 시설과 결

합하였다.

부지의 최종 목적지는 산업 지역(약 30헥타르) 및 

개선된 재개발 지역 위와 산업 지역 주위에 있는 

자연 지역(약 10헥타르)이다. 산업 지역에 있는 땅

의 판매로 생기는 이윤은 재개발 지역의 개선비용

을 커버하게 된다.

부지 설명:

문제의 부지는 겐트 지역, 고속도로 E17 – E40을 

가로지르고 스켈트 강 상부 수로 및 켄트 주위의 

원형 운하 상에 위치한다.

‘Fasiver 프로젝트’에는 오염된 준설물을 위한 준

설물 처리 센터(탈수 라군) 및 CDF를 이용한 오염

지역의 정화(약 7헥타르 지면)와 42헥타르의 대규

모 부지의 재설계를 포함한다. CDF의 탈수된 준설

물의 총 용량은 130만m3로 추정된다.

작업 설명:

오염지역의 정화외에도 오염된 준설물을 위한 대

형 처리 센터가 부지에 설치되었다. 15헥타르 이

상의 탈수 부지가 정화된 오염지역 주변 및 그 위

에 설치되었다.

부지의 자연 상위층은 약 3 m 두께의 점토층이 

있다. 이 층의 존재와 투수성은 탙수 지역의 설치 

또는 처분 지역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하게 관찰된

다. 이들 장소에서 투수계수가 10-9
 m/s 이상이거

나 자연 점토층이 3 m 이하인 곳에는 추가 미네

랄 라이너가 더해진다. 이 추가 미네랄 라이너는 

약 30m 두께의 투과성이 최대 10-10
 m/s인 비오염 

준설물 층 또는 약 7 m 두께의 최대 투수계수가 

10-11
 m/s인 ‘모래-벤토나이트-폴리머’ 

(Trisoplast®)로 구성된다.

그림 1: 작업 시작 전 현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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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

배수층

배수층

준설물

준설물

준설물

배수층

자연 점토

위 그림은 탈수 지역 및 처리장의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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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탈수 라군 및 처리 지역

그림 3: 산업 지역 및 녹지 지역의 최종 설계

미네랄 라이너 위에는 약 20 m 두께의 배수층이 

온다. 이 배수층은 불투수성 라이너 상부의 분리 

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절 배수층 기능을 할 것

이다.

조절배수층 위에 있는 불투수성 라이너는 최대 

투수계수 10-9
 m/s로서 압축되고 탈수된 비오염 

준설물 층이다. 그 다음으로 투수성 배수층이 온

다. 이 배수층은 여러 종류의 배수 모래, 자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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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파이프망으로 구성된다. 이 층은 탈수 단계 

동안 채집기 역할을 하고 처리된 오염 준설물질

에 대한 투수성 배수층으로 방출된다.

처리된 준설물질 상부에서 다시 미네랄 라이너가 

전체 부지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 미네랄 

라이너는 약 50 m 두께의 최대 투수계수 10-9
 

m/s의 비오염 준설물층으로 구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지는 약 30 cm의 배수층과 약 

70 cm의 토양층으로 완성된다.

전체 지역은 오염된 준설물을 위한 처리장으로 

최종 준비될 것이며 이 방법으로 그 지역 수준을 

+6 - +8 m TAW에서 부지를 따라서 고속도로 

E40의 수준인 +13 m TAW 수준까지 올릴 것이

다.

결론 

동부 플랑드르 주, 겐트 시, Domo Service Gent 

NV 및 DEC NV의 결합된 전문성이 다른 파트너

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했다.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대한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오염 지역은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개선되고 제어되었

다. 겐트 지역의 유지 준설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

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산업 지역

은 2개의 주요 고속도로와 수로 근처에 매우 편

리한 장소에서 생성되었으며 따라서 겐트 지역에 

필요한 산업 확장이 새로운 부지를 개발하지 않

고 도시의 주택지에서 계속할 수 있다.

교훈

부지에서 탈수된 준설물은 오염물질을 분리하고 

산업 개발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지형을 높여 

오염 지역을 복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런 방식으

로 유지 수로로부터 준설물의 공급, 오염지역의 

복원을 위한 물질 수요와 산업 지역 수요 사이를 

맞추게 되었다. 민간-정부 합작이 전문성을 공유

하고 위험의 적절한 배분으로 프로젝트를 실현하

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했다.

4.5 Ruisbroek CDF의 빠른 압밀: 

산업 지역으로의 전환

주요 단어: 진공 압밀, 산업 지역으로의 CDF 전환

문제 설명:

2헥타르의 산업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Ruisbroek 

(벨기에)의 구 항구가 폐쇄 처리 지역으로 변경되

었고 브뤼셀-찰러로이 수로에서 기원된 매우 오

염된 준설물로 채워졌다. 구 항구를 채운 후, 기

존의 진공 압밀이 짧은 시간에 퇴적물을 압밀하

는데 적용되었다.

부지 설명:

이 부지는 앤트워프-브뤼셀 지역에 위치해 있으

며 도로나 수로를 통해 도착할 수 있다. DEC NV

는 효율성 및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상 교

통을 높이 권장한다.

작업 설명:

압밀 도안 침전물의 수직 단면:

Ÿ 오염된 준설물:

Ÿ 8 m 층 

Ÿ 시작 밀도: 1.35 t/m³ 

Ÿ 모래: 10% 

Ÿ 점토: 45%

Ÿ 모래 배수층: 0.5 m

Ÿ 인공 수직 배수관: 1.5 x 1.5 m 배열, 8 m 

길이 

Ÿ 불침투성 HDPE 라이너: 1.5 mm

Ÿ 진공 압밀 기간: 6개월, 침하: 1.75 m

Ÿ 진공: 0.8 bar

현재 용도:

준설물의 탈수 라군

교훈:

브레머하펜의 사례 연구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준설물의 진공 압밀은 수용할 수 있는 비용 

수준에서 CDF에 가치있는 추가 용량을 생성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진공 압밀을 적용하여 비교

적 단기간에 준설물질의 지압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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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구 폐쇄 및 준설 및 처분 활동 시작

그림 2: 준설물의 충전 최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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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DPE 라이너 설치- 진공 압밀 시작

그림 4: 탈수 라군 설치

4.6 앤트워프(벨기에) 준설 퇴적 

처리장을 통해 철도 건설

주요 단어: CDF 안정화, CDF에 고품질 인프라 

건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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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교통의 경쟁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켈트 강(벨기에)을 따라 새로운 컨테이너 선착

장의 건설이 앤트워프 항구에 필요한 긴급한 투

자였다. 터미널 위치가 터미널 운영에 좋은 내륙

지역 연결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따라

서 새로운 내륙 운항 터미널은 해상 터미널 근처

에 있는 독항에 건설되어야 했다. 유럽 고속도로

망에 좋은 연결은 이미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철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했다. 이것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해 북쪽 해상 터미널 근처에 준설물질 

처리장의 일부를 안정화해야 했다.

부지 설명:

처리장은 스켈트 강의 오른쪽 제방에 독항에서 

나오는 세립질 준설물질의 저장을 위해 1975년부

터 사용되었다. CDF는 ‘Polder(해안 간척지)’ 수

준 +2.50 TAW에서 시작하여 설치되었고 현재 

작업이 마친 부분은 +10.00 TAW 수준에 이른

다. 하지만 철도 기초는 +7.64 TAW 수준에서 

설치되어야 했다. 안정적인 제방이 철도 기초와 

나머지 처리장 사이의 높이 차이를 연결하기 위

해 건설되어야 했다. 제방은 CDF가 +11.50 

TAW 수준까지 채워지기에 충분하도록 튼튼해야 

했다.

토양 조사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지질 단면은 다

음과 같다. 상부에는 두께가 약 8m의 최근 개간

된 층(항구 준설 물질). 이후 두께는 최근 내역에 

기저가 되는 모든 작은 만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두께의 ‘Polder’ 연점토 층. 점토를 포함

한 모래층은 ‘Stroomzand’로 불리며 두께는 약 2 

m로 어떤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아래에

는 0-5 m의 두께로 평균 3 m의 두께의 토탄 및 

연점토 층. 마지막으로 점토를 포함하는 오래된 4

기 모래.

작업 설명:

첫 번째 경우 모래로 물다짐 흙쌓기가 지역에 따

라 1-2 m 두께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모래는 새

로운 부두를 청소하기 위한 준설에서 나온 것이

며 그 부지에 구대 역할을 했다. 최소 비용으로 

작업에 필요한 모래를 그 곳으로 가져왔고 이러

한 과적으로 인해 압밀 과정이 이미 천천히 시작

되었다.

실제 안정화는 미래 철도와 나머지 처리장 사이

에 안정된 제방의 건축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동압밀 방법인 ‘Menard’가 적용되었던 모래에서 

실시되었다. 이 방법은 약 15m 높이의 중량

(15,000 kg)을 여러 번 떨어뜨리는 것으로 구성

된다. 모래가 진흙으로 들어감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방 건설 아래에 있는 모래의 기초 지반 특성이 

향상되었다.

그 동안 미래 철도 기초에 대한 작업이 실시되었

다. ‘Stroomzand’ 모래층이 있는 지역에서 수직 

모래 배수관이 설치되었다. 미래 철도 기초와 함

께, ‘Stroomzand’ 층의 수위는 이제 강제 수직 

배수를 생성하고 따라서 약 1.5 m의 침하가 생성

되어 낮아졌다. 다른 지대에서는 안정화가 자갈 

쌓기로 실시되었다.

미래 개발:

안정화 후, 부지는 철도 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철

도 회사(National Railway Company)로 이전되었

다. 현재, 처리장의 처리된 부분은 스켈트 컨테이

너 터미널로 향하는 화물 컨테이너 기차의 무게

를 지탱하고 있다.

교훈

세립질의 비압밀 준설물로 충전된 CDF에서도 공

항 및 화물 컨테이너 기차와 같은 중요한 건설 

무게를 견디도록 만들 수 있다. 하층토의 자세한 

정보를 근거로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특정 

배수, 압밀 및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압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이

런 종류의 CDF 최종 용도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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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래 컨테이너 터미널 및 처리장 사진

그림 2: 샌드드레인 및 자갈 파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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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동 중인 컨테이너 터미널

그림 4: 압밀 처리 이후 설치된 철도 선로

4.7 일본 사례 연구

주요 단어: CDF 용량 증가, 진공 압밀, 수평 및 

수직 배수, CDF 제방 높이기, 공항 건설을 위한 

CDF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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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평-배수관 설치 시스템

릴

스티로폼
배수 호스

윈치 앵커

연약 지반 배수관

유도 리더

(맨드릴)

롤러

로프

윈치

그림 2: 현장 장비 레이아웃 

둑

레이저 

수신기

설치 장비
레이저 수신기

이동 방향견
인
 와

이
어

레이저 

생성기

당
김
 와

이
어

불
도
저(

앵
커)

(a) 4레벨 × 1열 유형

(a) 4레벨 × 4열 유형

그림 3: 배수 설치 장비가 있는 바지선

4.7.1 수평 및 수직 배수 방법

준설물이 CDF로 배출되었을 때 높은 수분 함량

의 비압밀된 상위층이 형성된다. 효율적인 방법으

로 CDF의 용량을 사용하려면, 압밀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수평 배수관 방법은 이렇게 

매우 연약 지반의 압밀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

으로 개발되었다. 일본은 이전의 여러 CDF가 수

평 배수관 또는 진공 압밀이 수직 배수관과 병행

하여 사용함으로써 CDF를 단단한 지반으로 개량

하였다.

그림 1은 배수 설치 장비가 있는 바지선에 의한 

수평 배수 설치를 위한 시스템을 보여준다. 이들

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수관을 유도하는 맨드릴

이 땅의 원하는 깊이까지 뚫고 들어간다. 배수관

의 한 쪽 끝이 앵커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반대

편 둑에 위치한 윈치가 바지선을 앞으로 잡아당

기고 이것이 앞으로 움직임에 따라 배수관이 맨

드릴을 통해 땅속에 수평으로 설치된다. 기계의 

작동 상황은 그림 3에서 보여준다. 배수관이 여러 

층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매우 연약 지반의 자중 

압밀이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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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공압밀공법 적용 단면

진공 펌프 배수 펌프
길을 위한 둑

배수 호스
밀봉 덮개

배수 물질

매립 

점토층
개
선
 

깊
이: 

2
7
 m

본 점토층

모래 및 자갈층

개선 
너비: 44.4 m

그림 2: 부유형 배수 설치 기계

그림 3: 지반개량 전후의 함수비 요약

그림 4: 단면 방향에 시간에 따른 침하 

변화

함수비(%)

초
기
 깊
이
 G

。

I

。

(m
)

매립지

본 층

개선 전
배수 설치 후
개선 후

(중간선에서)

2003년 5월 23일(개선 전)

2003년 7월 11일(배수 설치 시작)

2003년 9월 24일

2004년 6월 5일(개선 시작)

2004년 1월 24일

2004년 2월 4일

2004년 3월 3일

2004년 4월 5일

침
하(m

)

개선 너비: 44.5 m

중간선으로부터의 거리(m) (동)(서)

4.7.2 수직 배수관과 진공 압밀법

진공 압밀 공법은 매우 연약한 지반의 개량을 위

해 뚜껑을 덮는 연직배수공법과 병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자중압밀을 가속

화하여 짧은 시간에 안정적인 둑을 만드는 지면

의 견고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용된다.

그림 1은 처리장에서 진공 압밀 공법으로 지반개

량을 위한 단면의 예이다. 뚜껑이 있는 배수관은 

밀봉 덮개가 있는 플라스틱 보드 배수관과 배수 

호스의 조합이며 배수관은 밀봉 덮개가 점토층 

표면에서 1.5 m 깊이에 위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흙에 부

유식 기계를 사용하여 배수관을 설치한다. 그림 3

과 그림 4는 개선되기 전과 후의 수분 함량 개요

와 시간에 따른 침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자중 

압밀과 진공 압밀의 영향에 의한 최대 침하량은 

3.8 m에 달했다. 일축압축강도는 그림 5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토양 개선 후 현저히 증가했다. 

토양 향상 후 지표면에 토목섬유를 배치하고 길

을 위한 둑을 그 위에 모래를 펼쳐서 4.5 m 높이

로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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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압축강도(kN/m2)

개선 전
배수 설치 후
개선 후(중간선에서)

매립지

초
기
 깊
이
 G

。

I

。

(m
)

본 층

그림 5: 지반개량 전후의 일축압축강도 요약

참조문헌

Shinsha, H., Y. Watari and Y. Kurumada 

(1991): Improvement of very soft ground by 

vacuum consolidation using horizontal drains, 

GEO-COAST’91, 3-6, Sept., pp. 387-391.

4.7.3 칸다 연안 CDF의 제방 높이기

후쿠오카 현(규슈 지구)에 위치해 있는 칸다 항구

의 CDF는 연안에 건설되었다. 처리해야 되는 준

설물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제방이 격벽

(bulkhead) 뒤에 건설되었다.

준설물은 유지준설에서 기원되었으며 연약한 실

트질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CDF가 두꺼운 연

약 지반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 인

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둑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

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가벼운 토목섬유가 제방 공

사 자재로 선택되었다. 공사는 1985년부터 1991

년까지 실시되었다. 그 당시 이용할 수 있는 가벼

운 토목섬유가 거의 없고 선철의 부산물인 고로

슬래그(granulated blast furnace slag)가 경량 

자재로 선택되었다. 보통 수재 광제는 공기 중에 

냉각되어 돌무더기와 같다. 이 경우 고로슬래그는 

고압 하에 물을 진흙에 투입하여 모래 물질을 생

성해 생산되었다. 

그림 1은 고르슬래그의 입도분포를 보여주며 사

진 1은 입자의 이미지이다. 고로슬래그의 단위중

량은 습윤 상태에서 14kN/m3이며 포화상태에서

는 18kN/m3이다. 그림 2는 전형적인 제방의 단

면을 보여준다. 이 제방 공사에 의해 준설된 표면

의 수관고는 CDL+4.5 m에서 CDL +11.4 m까

지 높였다. 그리고 CDF의 용량은 약 두 배이다.

미립자 크기(mm)

무
게
에
 따
른
 
통
과
량

그림 1: 고로슬래그의 입도분포

사진 1: 고로슬래그의 입자 이미지

건설 후 약 5년 동안 고로슬래그에 대한 토양 조

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고로슬래그의 

많은 부분이 굳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효과는 기본설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은 매

우 안정적이다. 이 CDF는 북쪽으로 확장되었고 

현재 2-1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공항 개발 지

역의 일부이다.

교훈

CDF의 제방을 높이는 것은 처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실현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연약한 하

층토의 경우, 경량 재질이 제방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하고 비싸지 않은 자재의 예가 고로슬

래그이며 이것은 높은 전단 강도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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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건설됨

1988 건설됨

1985-1987 건설됨

자갈

자갈

페이퍼 드레인(준설 토양)

모래

자갈

모래모래

(준설 토양)

격벽 점토층

점토층

모래층

모래층

자갈

그림 2: 제방의 전형적인 단면도

참조문헌

Yoshiaki Kikuchi (2003): Aging effect to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used in the port 

construction, pp. 287-303, Journal of JSCE 

No.736/III-63.(일어)

4.7.4 CDF 개발: CDF에 공항 건설

일본에서 아래의 공항은 이전에 CDF인 곳에 건

설된 곳이다.

도쿄(하네다) 국제 공항(도쿄/일본): 

오픈: 1931년 8월(지속적으로 개발 중)

활주로: 2@3,000 m+1@2,500 m

새 키타큐슈 공항(키타큐슈/일본):

오픈: 2006년 3월

면적: 373 ha

활주로: 2,500 m

도쿄 국제공항 및 신 키타규슈 공항은 CDF의 최

종 용도의 좋은 예이다. 그림 1은 개발 기간 이후 

CDF를 보여준다. 수위를 낮춘 후 표면을 토목섬

유로 덮거나(그림 2) 또는 표면 처리를 통해 단단

하게 하였다(그림 3). 그리고 난 후 모래층을 접

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되었고 수직 배수관이 

설치되었다. 그림 4와 그림 5는 PBD(플라스틱 보

드 드레인)의 설치 및 꽉 찬 모래 배수관을 각각 

보여준다. 이들 배수 방법은 CDF에 지속적인 수

직 배수관을 실현하는데 매우 융통성이 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6와 그림 7은 도쿄 국

제 공항 및 새 키타큐슈 공항을 각각 보여주며 

(a) 공사 전 CDF 당시 모습 및 (b) 공사 후 모습

이다.

그림 1: CDF의 진흙 상태 지면

그림 2: 진흙 상태 지면에 토목섬유

- 277 -



그림 6: 도쿄 국제공항:

(a) 공사 전 CDF 당시 모습 및 (b) 공사 후 모습

그림 3: 진흙 상태 지면에 적용된 표면 혼합 방법

그림 4: 플라스틱 보드 배수관 설치

그림 5: 다진 모래 배수관 설치

그림 7: 새 키타큐슈 공항:

(a) 공사 전 CDF 당시 모습

(b) 공사 후

공압 유량 방법(그림 9)이라고 불리는 최근 새로

운 기술은 매우 강력하며 준설된 진흙으로 만들

어진 인공섬의 빠른 건설에 유용하다(Mitara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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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지역

박스 바지선 대기 전환 선박 시멘트 공급 선박

준설 대기 전환 시멘트 공급 플러그 흐름 혼합 매립

파이프라인

배치 선박

방파제 매립 지역

그림 8: 공압 유량 방법의 작업 흐름도

그림 9: 공압 유량 방법 

Imai, G.: Analytical examinations of the 

foundations to formulate consolidation 

phenomena with inherent time-dependenc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nsolidation of Clayey Soils, IS-Hiroshima’ 

95, Volume2, 891-935, 1995.

Katagiri, M., Terashi, M., Yoshifuku, T. and 

Murakawa, S.: Key issues for prediction 

consolidation settlement of improved 

reclaimed clay, Geotechnical Engineering in 

Urban Construction (Proceedings of 

Sino-Japanese Symposium on Geotechnical 

Engineering), 107-114, 2003.

Mitarai, Y.: The construction project of 

Central Japan International Airport —

Application of pneumatic flow method for 

large and rapid work—, Proceedings of the 

12th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Singapore, Volume 2, 2003.

5. 결론 및 제언

5.1 서론

위임 사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PIANC WG 

109(EnviCom Working Group 11)의 시작점은 

CDF에 있는 준설물 처분이 중요하며 많은 나라

에서 재배치되거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는 오

염 준설물에 대한 주요 관리 옵션이라는 점이다

(WG5). CDF는 제대로 설계, 건설, 위치 및 통신

될 경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해

결책이다. (WG5)

많은 장소에서 경제, 생태학 및 물 관리에 필요한 

준설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CDF 용량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CDF 건설을 위해

서는 두 개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 높은 비용 

및 공간이 부족하고 비싼 도시화된 도시에서는 

특히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움. 오염된 준설물

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처분을 위한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저항감을 부채질한다(NIMBY). 이 장

은 실무진의 결론 및 추천 사항을 제시한다.

5.2 결론 및 제언

저장 용량의 최적화:

Ÿ 더 많은 처분량이 필요한 경우 기존 CDF의 

저장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대책이 고려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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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시적인 CDF에 준설물의 압밀을 향상시키기 

위한 증명된 몇 가지 기술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업 지역에 있는 이들 지역을 빠르

게 전환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 이것으로 

일차적 건축 자재를 절약하고 준설물질의 좋

은 최종 목적지가 된다. 

Ÿ 저장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준설질

의 처리를 통해(예: 모래 분리 또는 탈수를 통

해) 처분량을 남겨 두어야 한다. 

Ÿ CDF에서 준설물질의 선택적 매립은 준설물질

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기존 CDF 

내에 추가 처분량을 생성하는데 실용적인 옵

션이다.  

Ÿ CDF 내에 준설물질의 압밀 촉진 기술은 가동

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상당한 추가 용량

을 생성할 수 있다. 

Ÿ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제방을 높이는 것은 안

정성이 보장되고 환경 및 풍경에 영향이 수용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수재 광재와 

같은 높은 전단 강도가 있는 경량의 건축 자

재를 사용하는 것도 한 옵션이다. 

Ÿ 추가 용량이 필요한 경우, 그 대책의 비용 효

율성이 새로운 CDF를 만드는 “비용”과 비교

되어야 한다. 재정적 비용뿐 아니라 사회적 비

용도 고려해야 한다. 

Ÿ 처리 시설은 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처분량을 절약하기 위해 CDF에 매우 잘 설치

될 수 있다. 제품 일부는 흔히 물류를 최소화

하는 CDF 내 건설 목적을 위해 흔히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이점은 이용 가능한 기반 시설 

및 관리 및 모니터링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이

미 존재하는 시설이다. 

Ÿ CDF(또는 그 일부)는 사용을 위한 준설물의 

완충물 역할을 할 수 있다(결국 굴착 및 처리 

후)

운영 기간 동안 및 후 CDF의 다른 기능 및 용도

와 대중의 인식:

Ÿ 조사 결과 CDF의 다목적 용도는 확실히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역 

및 사회,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

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충전 단계 후 상황

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기타 최종 용도에 존

재할 수 있지만 이용 단계 동안에도 이것이 

가능하다. 

Ÿ CDF의 변경, 환경 위험 결과, 공공 이용, 가

능한 장애물 및 더 긴 이용 기간에 대해 대중 

및 당국과 함께 상담하고 및 의사소통하는 것

이 지원과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 

Ÿ CDF에 다른 기능을 부여하기 전에 적절한 위

험 관리가 모니터링 및 장기적인 추후 관리 

대책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Ÿ 기타 용도와 관련된 CDF의 환경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은 모니터링 결과 및 현장 특정 조건

뿐 아니라 최근 과학적 식견(예, 지하수로의 

방출에 대해)에도 근거해야 한다. 

Ÿ 진공 압밀과 함께 배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CDF를 산업 또는 자연/

레저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 방

식으로 CDF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이

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NIMBY 효과 및 대중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에 다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의 특별 

계획에 통합될 수 있다(예: 스페인 웰바).

설계 및 관리:

Ÿ CDF의 계획 단계에서 자연 및 서식지 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을 CDF의 기능과 혼합할 가능

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CDF의 운

영 관리 중 CDF의 추가 기능의 이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은 토목 기술자 외에도 다른 분야(예: 생태학

자)도 CDF의 설계 및 관리에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Ÿ 새로운 CDF의 설계 및 위치선정은 다른 사용

에 대한 요건이 이미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

인 공간 기획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에 대한 

몇 가지 옵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제품의 처리 및 저장 시설이 설계에 고

려되어야 한다. 준설물의 처리에 의한 건축 자

재의 생산을 예측하여 CDF의 일부분은 이후 

단계에서 건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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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단 구성               

PIANC PTC‐I 실무단 16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실무단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참가한 국가 별 

알파벳 순):

벨기에 Mr. Raymond LEDNARD, 

Ingénieur en Chef‐Directeur des

Ponts et Chausséesm, Ministére des

Communications et de

I’lnfrastructure, Administration des

Affaires Maritimes et de la

Navigation, Brussels.

Mr. Robert PLANCHAR,

Managing Director of the Port

Autonome de LAutonome de Lìége, Lìége,

Mr. Philippe SWOLFS,

Marketing manager of the Belgian

Shipbuiders Corporation N.Y.,

Puurs ‐ Antwerp.

핀란드 Mr. Auvo MURJA,

Regional manager of Finncarriers Oy

AB, Helsinki.

프랑스 Mr. Rémi LOTH,

Chef du Service Etudes et Activités

Martimes, Port Autonome de Paris, 

Paris.

독  일 Mr. Heinrich STOMBERG,

(retired ) Managing Dìrector of Rhein‐,
Maas‐und See Schiffahrtskontor

GmbH, Duisbiurg.

이탈리아 Mr. Francesco PRINZIVALL,

Marine Consulatant, Ferrara.

네덜란드 Mr. Ruud F1LARSKI, 로테르담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교통연구국

(transportation and Traffic Research 

Division) 항해수로부(Navigation and 

Waterways Dept.) 관리책임자 (의장).

Mr. Robert PAPENHUIJZEN, 로테르담 

교통부 교통연구국 항해수로부 프로젝트 

관리자 (행정사무관).

영국 Mr. Chris CHEETHAM,

런던 Modern River Sea Traders 강/해양 

운항 홍보담당관.

Capt. Peter HORNBY,

런던항만청(Port of London Authority) 

항만 관리부책임자(Assistant Harbor master).

스웨덴 Mr. Roland KJELLSTROM,

스톡홀름 국립해양청(National 해양 

Administration) (기술사무관).

Mr. Torkel Solve,

트롤헤탄(Trollhaette) 운하 관리이사

2. 서론                        

2.1 배경

몇 해 전에 PIANC PTC‐I 실무단 9 (1990)는 내륙

수로 크기 표준화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pusher navigation를 고려한 유럽의 내륙수로를 다

시금 분류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전 분류 체계와 마

찬가지로 이 안의 항로 분류는 해당 수로를 운항할 

수 있는 내륙용 선박 중 가장 큰 곳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향후 발전방향 부분에

서 실무단 9는 “해상 교통 분야의 경쟁력이 커진다

고 봤을 때 연안 항해용 선박과 내륙수로도 표준화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실제 지난 10년을 보아도 내륙수로와 연안 양쪽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사용도가 높아졌다. 또한 

하천/바다 운항이 도로 혼잡 문제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관점

에서 봤을 때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자극하고 촉진하

는 것이 중요하다.

2.2 실무단 설치

1990년 9월 26일 회의에서 PIANC 상설기술위원회 

I (PTC I)는 연안 항해를 결합시키고 내륙수로를 분

류하는 작업을 전담할 실무단 16을 설치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실무단 구성원으로 수많은 

후보가 거론되었다. 네덜란드 교통부 교통연구국 항

해수로부 관리책임자인 Ruud Filarski가 실무단 의

장으로 지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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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고서 구성

제 1장에서는 실무단 16의 구성원을 제시하였다. 

상설기술위원회 I가 체계를 잡은 실무단 위탁사항은 

제3장에서 실었다. 이어 제4장에서는 연구의 접근 

방향을 다루었다. 강/해양 선단과 수로 망 및 관련 

교역 양상에 관한 실무단의 조사 결과 중 주요한 내

용은 제5장에 실었다.

본 연구를 통해 비용효율적이며 환경 면에서는 눈길

을 끄는 수송 모드로 강/해양 운항의 가능성을 높이

며 이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능한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6장에서는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기술이나 운영 및 경제적 제약 사항을 개

략적으로 다루었다. 그런 후 제7장에서는 강/해양 

운항의 전망에 할애하였다. 제8장에서는 항로를 분류

하고 크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9장에서는 실무단에서 얻은 결론을 실었다.

3. 실무단의 임무

1990년 11월 14일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실무

단을 위한 위탁사항을 작성하였다.

보통 연안 항해는 원양항해선과 내륙수송을 연결하

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내륙 수로 계통에서 내륙 항

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정의해 보면 이러한 교

통에는 항로를 이루는 다양한 선박 간의 환적

(transshipment)까지 포함된다. 유럽에서는 전통적

인 연안무역선이 대륙 주변의 외양을 왕복하고, 제

한적이나마 내륙 수로망을 운항하였다.

또 현재는 해안과 내륙수로로 이루어진 항로를 따라 

선박으로 수송되는 화물의 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강/해양 항해 발전에 따른 내륙수로 연

안 항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내륙수로 표준화 (PTC‐I 실무단 9이 1990년에 검

토)에서는 내륙용 선박의 종류와 복합 내륙수로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이렇게 하여 남은 일은 연안무

역선 표준화와 연안무역선이 사용하는 내륙수로의 

장점과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실무단이 조사하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다

음과 같은 사안이 파악되었다 (상설기술위원회 I에

서 발췌):

“연안무역선의 정의. 조종성, 안전성, 환경영향에 따

른 기존 규격 기준과 요건 기술.”

“연안무역선이 이용하는 유럽의 기존 교통관계와 

해안 근처와 먼 내륙에서 이러한 교통관계 상의 교

통량.”

“연안/내륙 복합운송의 향후 발전방향, 연안무역선 

표준화의 필요조건과 장점, 새로운 기준에 대한 권

고안 고찰.”

“연안 무역선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

는 수로 표준안.”

4. 실무 프로그램

위탁사항에서 다룬 선박은 “연안무역선”으로 제시

하였다. 그러나 PTC I이 실무단 16을 만든 일차적

인 동기는 “하천/바다 겸용선”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연안무역선이라는 특수한 범주로 교통을 받아들이

고 그 성장 가능성을 보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실

무단은 다음과 같이 과제의 범위를 정하고 시작하였

다. “강/해양용” 선박은 흘수(water draught)가 얕

고 air draught가 낮은 해안/내륙 복합 운송에 적합

한 연안무역선으로 정의하였다. 강/해양용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동 중에 흘수와 공기

흘수를 바꾸어 낮은 교각 아래를 지나가거나 수심이 

얕은 수로를 통과할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강/해양용 선박은 밸러스트 

용량이 크고 인입식 조타실에 연결형 마스트로 만들

어져 있다. 그림 4.1과 4.2에 몇 가지 대표적인 강/

해양용 선박을 제시하였다. 또 그림 4.3에는 강/해

양용 선박의 일반배치도를 실었다.

나아가 연안운송과 내륙운송을 포괄하는 진정한 의

미의 강/해양 운송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수

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양선박과 내륙수송 모드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해안 항만에

서 환적하지 않고 강/해양용 선박으로만 진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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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네덜란드 Foxhol Ferus Smit yard의 GERARDA의 일반조감도 (Ferus Smit BM 제공)

실무단 작업의 밑바탕에 깔린 기본 철학은 최대한 

실제 수로 시스템을 현상 그대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크게 개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선

단에도 어느 정도는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그런 후

에 비용효율적인 강/해양 대안 교통을 파악하고 촉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고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기초로 분석해야 한다. 

둘째로 수로를 구축하거나 재건할 가능성이 있는 경

우나 새로운 선박을 주문할 때 본 권고안이 향후 유

럽의 강/해양 운항 발전에 믿을 수 있는 체제의 역

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4.1 - 뒤스버그 발 보스턴 UK 항구 행 RoRo 선 ANKE-S이 택
배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싣고 발(Waal) 강을 지나고 있다.

그림 4.2 – 발 강에 떠 있는 1800-톤 중량의 LPG 탱커 ZEPHYR

결과적으로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수로 체계에 대한 

데이터와 유럽의 현재 및 향후의 화물 흐름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선단 데이터도 필요했다. 선박의 경

우에는 실무단이 4.1 절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강/해

양용 선박의 현 데이터베이스를 구할 수 있었다. 

4.2절에서도 논하겠지만 관련 수로 시스템과 이 시

스템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의

문도 만들었다. 이 질의문으로 상응하는 화물 흐름

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었다. 4.3절

에서는 실무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결과를 

낸 괴텐버그 대학(University of Gothenburg)의 예

비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4.1 강/해양용 선박 데이터베이스

연구 초기 단계에, Cheetbam (1987, 1990, 1992 

editions)의 연구를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강/해양용 선박에 대한 

Cheetham의 참고서적은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보강

하고 있어 1972년부터 건조된 모든 유럽의 모든 강

/해양용 선박의 규격과 시설 및 역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해양 항해용 선박이 완벽하게 분

류되어 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업

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책에는 항상 최신 정보가 실

려있다. 이 저자를 실무단 구성원으로 선출하였고 

그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실무단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4.2 설문조사

별첨 A의 기본 설문지는 항구와 강 관리 당국용으

로 개발하였다. 전체 질의 목록을 기초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여 각 국가 별 질의

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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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유럽의 수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기본 

지식을 갖춘 상태였지만, 일부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정보를 갱신하는 차원에서 향후 발전방향과 함께 

현 상황을 포함한 수로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질

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당국에는 법제와 승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은 가장 어려운 부

분인 오늘날 강/해양용 선박으로 수송하는 화물의 

양과 아직 이용하지 않는 강/해양 수송 잠재량에 대

한 부분이었다.

질의문은 PIANC 사무국장(Secretary‐General) 

Eng. B. Faes의 이름을 겉봉에 넣어 PIANC 사무

국에서 발송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일

부 영국 항만 운영업체는 화물량과 향후 계획에 대

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했

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교적 호응이 좋았

다. 이렇게 꺼려했던 것은 아마도 최근의 항구 민영

화 사업에서 오는 압력이나 경쟁 문제 때문이 아닌

가 한다. 결국 질의문을 조금 바꾸어서 PIANC 영국 

사무국 측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답변을 보내지 않았

던 항구 세 군데로 질의문을 보냈고 충분한 답변을 

얻었다.

4.3 예비 조사

실무단 조사와 함께 괴텐버그 대학 (Ekelof, 1993)

에서 베네른(Vanern) 호와 영국과 독일과 베네룩스 

국가 간 강/해양 선박 수송의 경쟁력에 대해 조사하

였다. 철도나 도로나 기존의 해양 대체수단을 이용

하는 것보다 강/해양용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적어

도 10 ~ 15 퍼센트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환적이 없고 집하와 유통 모두 합리

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절감이 가능하

다. 이런 결론 중 몇 가지는 실무단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5. 조사 결과

아래에 실무단의 다양한 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실

었다. 5.1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주요 선박 

자료를 다루었다 5.2절에서는 유럽의 수로 시스템

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유럽의 강/해양 선박운항

의 역사와 실제 현황에 대해서는 5.3절에서 논하였

다.

5.1 강/해양용 선박

처음 강/해양용 선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서유럽의 

선박과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동서유럽 간의 강/

해양 교역량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경제성이나 전

유럽 (및 지중해) 시장의 물류가 통합되면서 동유럽

은 물론이고 서유럽 선박도 점점 더 많이 포함되게 

되었다.

독립국가연합(Community of Independent States)

의 수로망은 다른 유럽국가와는 크기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권고안을 만

들 때에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통합해야 하지만 

CIS (이하에서는 간단히 “러시아식”이라 함) 선박유

형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 CIS가 지난 수년 간 수많

은 선박을 장악(flagging out 1)(1))하고 있기 때문

에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다. 다행인 것은 러시아식 

선박을 애초에 CIS 수로 시스템용으로 건조한 선박

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선박 1320척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 특히 유럽의 강/해양 선단에 대해 포괄적으

로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러시아식 선박이 5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유럽 선박은 비‐러시아식식이라 

하였다.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거의 정의대

로 러시아식과 비러시아식을 구분하는 기존의 유럽 

강/해양 선단의 주요 매개변수에 할애하였다.

그림 5.1은 비‐러시아식 선단의 선폭 크기를 보여주

고 있다. x‐축은 다양한 “선폭 등급”을 나타낸다. 막

대의 높이는 각 선폭 등급에 해당하는 선박 수를 나

타내고, 음영은 그 선폭을 가진 여러 선박의 “길이 

등급” (그림 오른쪽에 범례를 들었다)을 가리킨다. 

이 개략적인 고찰 (과 수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비‐러시아식 선박 중 약 80퍼센트가 90 m보다 짧다

‐ 선박 중 약 87 퍼센트는 선폭이 13.5 m 미만이고 

비‐러시아식 선단 중 절반은 선폭이 11.5 m 미만

이다. 실제로 11 ~ 11.5 m와 12.5 ~ 13 (또는 

13.5) m 등급의 두 가지 선폭이 다른 것보다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1) “Flagging out”이란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규정이 엄
격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등기(ship registry)에 재 등
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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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R/S 선단 중 “비-러시아식”의 선폭 크기 분포

비‐러시아식 선박의 흘수2)는 그림 5.2와 5.3을 기준

으로 하면 알 수 있다. 그림 5.2는 선폭 등급 11 ~ 

11.5 m 내에서 흘수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실제로 

전 선박이 흘수 4.7 m 미만인 것 같으며, 대부분이 

흘수가 3.5 ~ 4.5 m였다. 선폭 등급 12.5 ~ 13 m

에서는 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비‐러
시아식 선박의 흘수는 약 4.5 m였다.

마찬가지로 그림 5.4와 5.5에서는 두 가지 주요 (비

‐러시아식) 선폭 등급에서 공기흘수3) 분포를 나타내

어 보았다. 첫 번째 선폭 등급에 들어가는 선박 중 

절반 이상이 공기흘수가 7 m 미만이었던 반면에 실

제로 모든 등급의 선박이 공기흘수가 대체로 11 m 

미만이어서 라인강을 운항하려면 이 정도를 갖추어

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5 ~ 13 m 등급에 

속한 선박 중 약 50 퍼센트가 공기흘수가 9.5 m 이

상이었고, 그 중 20 퍼센트 (18척)은 심지어 11 m 

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림 5.6은 러시아식 강/해양용 선박의 선폭 규격 

분포와 함께 집중화와 표준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보

여준다. 러시아식 선단은 막대 중 두드러지는 세 가

지 주요 등급에 정확히 포함된다. 선폭 등급 11 ~ 

11.5 m와 11.5 ~ 12m를 하나의 선폭 등급으로 통

2) 흘수가 정해진 상태: 만재 및 언밸라스트 상태
3) 공기흘수가 정해진 상태: 경하 및 밸라스트 상태

합해 보면 이 범주에 들어가는 선박 대부분이 라도

가(Ladoga) 등급이나 STK 등급 중 어느 한 쪽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TK 등급의 규격(길이 x 선폭 x 흘수 x 공기흘수)

는 82 x 11.94 x 3.1 x 9.0 m이다. 라도가 등급은 

82.4 x 11.4 x 4.0x8.3 m 나 81 x 11.97 x 12.2 

~ 13.2x4.0 m이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선단 중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

(16 척)가 95 x 13.2 x 4.0 x 12.0 m와 같은 크기

의 발티스키(Baltiyskiy) 등급에 들었다. 이 등급의 

나머지 선박은 예외 없이 볼고‐발트(Volgo‐Balt)나 

소르모브스키(Sormovskiy)나 아무르(Amur) 등급 

중 하나였다. 각각의 규격을 보면 볼고‐발트와 소르

모브스키는 114 x 13.2 x 3.65 x 13.70 m, 아무르

가 116x13.42 x 4.0 x 13.20 m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등급으로 선단 중 총 16 %를 차지하는 볼

츠스키(Volzhskiy)와 볼가(Volga)와 볼고네프트

(Volgoneft) (탱커형) 등급은 139 x 16.6 x 4.3 x 

13.2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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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R/S 선단 중 “비-러시아식”의 선폭 등급 12.5-13 m 에서 흘수 분포

그림 5.2 - R/S 선단 중 “비-러시아식”의 선폭 등급 11-11.5 m에서 흘수 분포

- 290 -



그림 5.4 - R/S 선단 중 “비-러시아식”의 선폭 등급 11-11.5 m 에서 공기흘수 분포

그림 5.5 - R/S 선단 중 “비-러시아식”의 선폭 등급 12.5-13 m에서 공기흘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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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 R/S 선단 중 “러시아식”의 선폭 규격 분포

정의 수로 종류 기준 수위 수심 여유공간* 흘수 공기흘수

A 운하와 호수
정상 수위나 고

정 수위
정상 수심

(제한하는 다리의) 

정상 여유공간

최고 허가 

흘수
최고 허가 공기흘수

B1
(실제 조수의 

영향을 받는) 
강

기준 수위 기준 수심
(제한하는 다리의) 

기준 여유공간
보통 흘수

항해 가능한 최고 수위에 해

당하는 다리의 여유공간을 

나타내는 보통 공기흘수

B2 운하를 튼 강
정상 수위나 고

정 수위
정상 수심

(제한하는 다리의) 

정상 여유공간으로 

시간의 30 %로 확

인해야 함

최고 허가 

흘수

항해 가능한 최고 수위에 해

당하는 다리의 여유공간을 

나타내는 최고 허가 공기흘

수

C 순수 조수 평균 수위 평균 수심
(제한하는 다리의) 

평균 여유공간
보통 흘수 보통 공기흘수

러시아식 선단은 높이로 표준화 되어있기 때문에 

범주 별로 흘수와 공기흘수 분포를 따로 그래프로 

그릴 필요가 없으며, 앞서 제시한 수치가 해당 선

박의 정확한 크기라고 보면 된다

표 5.1 – 여러 항로 유형 별 수로의 수직 규격과 선박의 허용된 수직 규격을 나타내기 위한 매개변수 정의

  * 등록한 선폭에 맞는 여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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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로 종류 최대 허용
수평규격

수직 규격

길이 선폭 깊이 여유 공간 흘수 공기 흘수

벨기에 Scheldt (Antwerp) C n.r n.r n.r n.r
벨기에 Albert 운하 A 190 12.50 3.4 6.7
벨기에 Brussels-Rupel 운하 A 105 14 5.8 30
벨기에 Gent-Terneuzen 운하 A n.r n.r n.r n.r
Comm. Ind. States Wolga (Twer - Dubna) B2 135 29.0 3.7 12.1
Comm. Ind. States Wolga (Dubna - Rybinsk) B2 280 29.0 3.6 12.1
Comm. Ind. States Wolga (Rybinsk - Astrakhan) B2/B1 269 28.5 3.1 12.1
Comm. Ind. States Wolga-Baltic Waterway A 192 16.8 3.6 14
Comm. Ind. States Wolga-Don 운하 A 141 17 3.2 14
Comm. Ind. States Kama (Kazan - Solikamsk) B2 230 27.9 2.9 12
Comm. Ind. States Don (Kalach - Azow) B2/B1 141 16.2 3.2 14
핀란드 Saimaa-navigation A 82 12.2 24.5 4.35*
프랑스 Rhone(Lyon) B2 135 11.4 3.0 6.2
프랑스 Sadne (Chalon) B2 135 11.4 3.0 5.1
프랑스 Seine (Paris) B2 120 15.5 3.6 8.75
독일 Rhine (Dutch border - 쾰른) B1 110 22.8 2.5 - 4.5 ≥9.1
이탈리아 Po river B1 224 24.0 ≥2.0 6.5
네덜란드 Rhine (Rotterdam - 독일 border) B1 110 22.8 2.5 - 4.5 ≥9.1
네덜란드 Amsterdam-Rhine 운하 A 110 23 4.0 9.05
네덜란드 Canal thr. Zuid-Beveland A 150 23 4.0 n.r
네덜란드 Scheldt-Rhine 운하 A 200 23 4.0 9.1
포르투갈 Douro B2 83 11.4 3.8 6.6 - 7.2**
스웨덴 Trollhatte 운하 A 88 13.2 5.4 28.0
스웨덴 Sodertalje 운하 A 124 17 - 18 6.5 - 6.8 34
영국 Thames C n.r n.r n.r n.r
영국 Manchester Ship 운하 A 161.5 19.35 7.3 21.33
영국 Severn (to Sharpness) C 272 16.76 6.55 32.0
영국 Number (Goole) C 100 24 5.5 n.r
영국 Trent (Gunness - Keadby) B1 100 n.r 5.0 n.r

5.2 유럽의 수로 망

다음의 5.2.1절에서는 깊이와 다리의 여유공간과 

같은 매개변수를 정의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필두

로 하여 유럽의 수로망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

런 후에 강/해양 선박운항에 이용하는 주요 내륙

수로를 간략히 정리하여 수로의 수직 규격을 규정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뤄보겠다. 

5.2.2절에서는 강/해양용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하는 분류 체계를 다루었다. 세 번째 절

에서는 근간에 이루어질 대규모 수로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

5.2.1 현 상황의 매개변수

여기에서는 강/해양용 선박이 이용하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수로의 크기를 실었다. 

일반적으로 선폭과 선박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이 실체가 있고 확실하지만, 수로의 수직 규격 

제한은 변동이 심해 수로의 수직 규격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황이 꽤 복잡해 진다. 

원칙면에서 봤을 때 기본 항로 승인 정책에는 완

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이 존재한다. 첫 번째 정책

은 수로의 규격에 따른 규정으로 항해자에게 실제 

조건 (특히 수심과 여유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수로로 들어갈 수 있을 지를 판단하는 것은 항

해자의 몫으로 남겨 수로의 이용도를 극대화 하고 

있다. 다른 방식은 선박의 규격에 따른 규정으로 

최고 허가흘수와 공기흘수를 정해 놓아 당국이 수

로 통과 안전성을 책임진다. 유럽에서는 이 두 가

지 원칙에 따라 다양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n.r. = 강/해양 선박운항 면에서 제약 없음
* Kuopio – Siilinjarvi 예외: 최대 허용 흘수 4.20 m.
** 계절에 따라 달라짐

표 5.2 ‐ 강‐해양 운항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유럽 내륙 수로의 특징 (각 항은 예를 들기 위해 선택한 것임).

수로 종류와 수직 규격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허가정책 중 하나에 해당)는 표 5.1에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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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준

항로 하단 경계 (바닥)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수위가 표시한 곳까지 오르는 연중 일수

항로 상단 경계 (제한)

최
대
 수
직
 규
격

그림 5.7 – 수위의 통계 분포와 수로의 수직 규격 정의 간의 관계

매개변수 계절변동 조수 변동
최대 수직 규격 어떤 수로 상에서 가능한 최대 선폭 규격에 해당

하는 전체 단면 상에서 최소로 인식할 수 있는 상 
하단 한계 간의 물리적 거리

어떤 수로 상에서 가능한 최대 선폭 규격에 해당
하는 전체 단면 상에서 최소로 인식할 수 있는 
상 하단 한계 간의 물리적 거리

고수위 평균 연중 36일 간 이 수위에 도달 (약 10 %) 평균 고조면*
기준 수위 평균 연중 240일간 이 수위에 도달 (약 66 %) 평균 해수면높이*
저 수위 평균 연중 329 일간 이 수위에 도달 (약 90 %) 평균 저조면*

다양한 유럽의 수로의 수직 규격을 바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

해 먼저 표 5.1로 수직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수로

의 종류를 기술해 보았다.

표 5.2는 하천‐해양 항해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유

럽의 주요 내륙수로의 전반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

다. 이름과는 별도로 각 항로 별로 표 5.1의 수직 

규격에 따라 나눠보았다. 이에 따라 사용한 허가체

계로 수직 규격을 결정할 때 어떤 컬럼을 적용할 

지를 정의하였다.

표 5.2의 복잡도를 보면 수로의 수직 규격을 정하

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형성은 허용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경제성 있는 R/S 운항을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흘수와 공기흘수 값을 제시

하는 쪽보다는 수로의 규격을 제공하는 규제가 절

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영구보장 최소 가능 공기흘수와 영구보장 최소 가

능 흘수만을 정하는 것은 R/S 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가능한 효율적으로 R/S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려면 계절이나 조수 변동이 큰 수로의 경우 

(즉, 수로 B1이나 B2 또는 C) 표 5.1에 표시한 «

깊이»와 «여유공간»만이 아니라 특히 밸러스트 용

량도 정해야 한다. 이 내용을 그림 5.7로 나타내었

다. 표 5.3에 표시한 것처럼 네 가지 매개변수가 

모두 정해지면 수직 수로 기하학에 대한 모든 부

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네 가지 매개변수를 모두 구할 

수 있고 최대 허용 흘수와 공기흘수를 엄격히 지

키도록 하는 허가정책이 없다면, R/S 선장은 누구

라도 조수의 영향과 선박의 밸러스트 용량을 효과

적으로 이용하여 수로로 드나들 가능성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런 정보를 기초로 선주가 직접 원하는 

만큼 선적한 채로 운항할 수 없는 아예 운항할 수 

없는 기간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항로의 수익성을 

따져 아예 운항하지 않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

떤 경우이건 용골에서 꼭대기까지 (예를 들어 흘

수 최대값과 여기에 해당하는 공기흘수의 값의 합

으로) 길이와 밸러스트 용량 (흘수 변동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5.2.2 내륙수로의 ECMT‐분류

1992년 6월, ECMT는 내륙수로의 크기에 대한 새

로운 표준을 확립하였다. 1992년 11월에는 제네

바에서 ECE/UNO가 결의문(Resolution) 30으로 

정의하고 전달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뒤이어 

ECE/UNO와 ECMT가 공동으로 이 새로운 분류에 

따라 유럽 수로시스템을 표시한 새로운 지도를 작

성하였다. 새 지도는 1995년 초부터 보급되었다.

* 기준 높이(bottom level)의 평균

표 5.3 – 계절과 조수 변동에 따른 수로의 수직 규격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수 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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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단위 종류
주요 규격 단위 (m)

다리의 최소 여유공간
길이 선폭 흘수

Va
모터선박
pushed convoy

95 - 110
95 - 110

11.40
11.40

2.50 - 4.50
2.50 - 4.50

5.25 또는 7.00 또는 9.10
5.25 또는 7.00 또는 9.10

Vb pushed convoy 172 - 185 11.40 2.50 - 4.50 5.25 또는 7.00 또는 9.10
Vla pushed convoy 95 - 110 22.80 2.50 - 4.50 7.00 또는 9.10

Vlb
모터선박
pushed convoy

140 º
185 - 195

15
22.80

2.50 - 4.50
2.50 - 4.50

7.00 또는 9.10
7.00 또는 9.10

Vlc
pushed convoy (긴 바지선 6척)
pushed convoy (짧은 바지선 6척)

270- 280
195 - 200

22.80
33 - 34.20

2.50 - 4.50
2.50 - 4.50

9.10
9.10

VII pushed convoy 285 33 - 34.20 2.50 - 4.50 9.10
현재는 라인 강에서 불허 상태임

표 5.4 – 강/해양용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내륙수로용 ECMT와 ECE/UNO 분류. 주요 특징

하천‐해양 운항 면에서 보면 V, VI와 VII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경우는 수로가 너무 협소하

다. 표 5.4에 이런 분류 등급을 표시하였다.

Va와 Vlb 급 선박의 경우에만 모터선박의 전형적

인 값을 표시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다

른 등급이나 하위 등급이 강/해양 선박운항에 적

합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현재로는 내륙수로용 모터선박 중 특히 이 등급에 

해당하는 선박이 없기 때문이다.

5.2.3 수로 개선

운항 면에서 보면 망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한계점

은 다음과 같다

‐ 쾰른까지의 라인 강 수심. 저수위 기간에는 수심

이 2.5 m 밖에 되지 않음. 그러나 대부분의 기간 

중에는 선박이 3.5 ~ 4.5 m까지 적재할 수 있다.

‐ 사이마(Saimaa)와 트롤하테(Trollhatte) 운하 갑

문 길이. 사이마는 최대 허용 길이가 82 m이고 

트롤하테 운하는 88 m.

‐ 론(Rhone) 강에서 샬롱쉬르손(Chalon‐sur‐Saone) 

쪽의 갑문 폭. 허용 선폭은 11.4 m.

‐ 론 강과 알버트(Albert) 운하의 공기흘수.

근간에 계획하고 있는 수로 개선 계획에 대한 조

사 내용은 별첨 B에 첨부했다. 

5.3. 강/해양 선박운항과 화물의 흐름

화물 재고량을 보고하기 전에 (5.3.2 절) 강/해양 

교역의 역사를 기술과 항해술의 발전보다는 화물

량에 중점을 두어 5.3.1절에 간단히 정리하였다. 

강/해양용 선박과 같은 부분은 Cheetham et al 

(1992)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5.3.1 유럽의 강/해양 수송 역사

1970년대 초부터 강/해양 선박의 운반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일례로 핀란드 사이마 운하의 교통량

은 1968년 23,583 톤에서 약 20년 후에는 

1,800,000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CIS가 현

재 직면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사이

마 구역의 화물량은 (1993년 1,350,000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뒤스버그의 공용항구에서는 강/해양 교통량이 

1972년 295.556 톤에서 1992년 1.322.484 톤으

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강/해양 선박이 마

지막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같은 기

간 하천/해양으로 이동하는 상품의 비율은 전체 

중 1.4에서 8 %로 증가하였다. 라인 강의 경우 에

머리히(Emmerich) 상류의 해양교통량은 300만 

톤에 달한다(Brolsma, 1985).

스웨덴에서는 베네른 호/트롤하테 운하와 미란

(Malaren) 호의 교통량이 통틀어 약 700만 톤 가

량이다. 지난 10년 간 상품의 양에는 변동이 없지

만 톤 당 화물의 가치는 상승하였고 현대식으로 

설계한 연안 무역선으로 운송하고 있다. 브뤼셀

(Brussels)과 리에쥬(Liege)의 항구를 드나드는 

해양수송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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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세느(Seine) 강의 강/해양 교통이 지

난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였고 현재 물량은 

730,000 톤 정도이다. 론 강의 경우 수로를 개선

한 후 강/해양 연안무역선의 상품량이 상당히 증

가하여 1977년의 13,872 톤이던 것이 1993년에

는 440,000 톤이 되었다.

벨기에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브뤼셀로 

가는 강/해양 교통이 시작되었고 1949년에는 리에

쥬까지 이어졌다. 요즘은 브뤼셀은 600,000 톤 

(선박 350 척), 리에쥬는 350,000 톤 (선박 265 

척)의 화물량에 이르고 있다.

네덜란드는 강/해양 선박운항에 적합하게 확장된 

수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강/해양 교역을 위

한 시설이 풍부한 수많은 항만은 차치하고라도 해

양 교통이 가능한 전형적인 내륙 항구가 몇 군데

나 있다: Nijmegen, Moerdijk, Zaandam, 

Harlingen, Maastricht.

그레이트브리튼에는 조수의 영향으로 강/해양 항

구로 볼 수 있지만 수많은 항만이 있다. 오우즈

(Ouse) 강, 트렌트(Trent) 강, 템즈(Thames) 강과 

맨체스터 선박용 운하에서 특히 교통이 중요하다.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 강/해양 선

박운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Sardoura에서 함부

르크(Hamburg) 발 수출로 강/해양 선박운항을 이

제 막 시작한 도우루(Douro) 지역을 예로 들어 제

시하였다. 이런 종류의 수송은 도로와 철로가 매우 

혼잡한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의 포(Po) 강 주변과 밀란(Milan)도 이런 지역에 

해당한다.

5.3.2 화물 흐름에 대한 정보

공교롭게도 설문서 중 질문 3.1 (강/해양용 선박으

로 수송하는 화물의 양과 종류에 대한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순전히 여러 항구 간 경쟁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중요

한 원인은 화물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 때문이다. 

또한 해당하는 수송 방식 (강/해양용 선박, 통상의 

연안무역선, 원양선박, 그 밖의 내륙수송 방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라인 강에서는 소량의 화물만 등록되어 있고 

게다가 컨테이너 수송 여부를 항상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강/해양용 선박으로 수송하는 화물과 

다른 방식으로 수송하는 화물을 구분할 수 있다 

해도 순수 강/해양 교역으로만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복잡한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시설로 조사 대상 항로를 운항하는 다른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강/해양 선박 수송 화물

은 일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결국 현재의 강/해양 교역 양상에 대해 완전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단은 질문 3.2 (강/

해양 수송 가능성)에 대한 답이 몇 가지 모호한 답

변밖에 없었다는 사실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와 함께 수집한 화물량 데

이터는 강/해양 수송 증가 가능성을 예측할 근거 

자료로는 충분하다고 보았다.

6. 제약 사항

강/해양 수송의 발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깊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수많은 제약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최적화 과정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제약사항과 가능한 충족시켜

야 할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아래에는 제약 인자

와 조건을 두 가지 범주로 논하였다. 6.1절에서는 

선주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책은 기술적 부분과 운

영적 면을 상호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점으로 

몇 가지 기술 및 운영 상의 사안을 다루었다. 6.2

절에서는 강/해양 수송의 경제성을 좀 더 일반적

인 면에서 검증해 보았다.

6.1 기술 및 운영 상의 제약사항

강과 운하 운항에 맞추려면 허용된 규격 (길이, 선

폭, 흘수, 공기흘수)으로 정한 한계에 따라 강/해

양용 선박을 건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조선 기

사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야 하지만 수익성에 관심이 있는 선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저 비용 선에서 가능한 최고 속도와 가

능한 최소 연료량을 조합하여 화물‐용량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제약사항이 많아질수록 같은 화물량

으로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용 건조단가보다 최종 

건조단가가 높아지게 된다. 분명한 것은 구조가 더

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화물 1톤 당 강/해양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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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건조단가는 동급의 내륙용 선박보다 높아진

다는 것이다.

그 밖에 강/해양용 선박의 선원은 선원이 내륙과 

해양 항해 양쪽을 모두 익혀야 하므로 내륙용 바

지선의 경우보다 선원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 

나아가 선원이 원양 항해 면허도 취득해야 하지만 

강이나 운하를 운항하려면 일부 내륙수로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예, 라인 강). 끝으로 국내 및 국제 

분류 규칙에 따라 이런 종류 선박의 장비 규정과 

보안 기준은 외양선과 같다 4).

면허 요건은 둘째 치더라도 내륙수로보다 외양 운

항 시에 더 많은 선원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경

우에 따라 선원의 인건비가 내륙용 선박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극히 높아지기도 한다. 실무단은 효율

과 잠재적 위험을 놓고 저울질을 해 봤을 때 여기

에서 생기는 딜레마를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는 

데에 확신을 가졌다.

결국 바다에 나간 강/해양용 선박은 통상의 원양 

선박과 일방적인 경쟁을 해야 하고 내륙수로에서

는 내륙용 바지선보다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왜 강/해양용 선박이 민감한 화물 

취급 (및 그러한 화물에 가해지는 충격 처리)를 피

하거나 줄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화물 량에서 

필요한 수익을 찾으려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른 조건으로는 화물 부족을 피하기 위한 필요조

건, 고가의 취급비 절약, 직접 수송과 환적 생략 

및 항구나 도로와 철로의 혼잡을 피해 선적 시간 

축소와 같은 조건을 들 수 있다.

서유럽 중 특히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독일에는 내

륙용 선박이 항해하면서 수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강과 운하가 있다. 강/해양용 선박의 

경우 – 크기의 제약이 있지만 – 앞서 말한 조건이 

만들어져 화물량만 충분히 유지된다면 수익성 교

역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술 및 운영 상의 측면이 

적절히 조화만 이뤄주면 이런 상황에서 이 개념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4) 그러나 네덜란드 통계자료를 보면 적어도 네덜란드
에서는 강/해양용 선박 내륙수로 쪽에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느 면에서는 선박의 크기에서 오는 복잡성 때문이
기도 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선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불필요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기술과 운영의 반작용의 예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조사해 볼 수 있다. 수많은 현대식 강/해양 선단이 

박스형이고 컨테이너와 정형화된 크기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값비싼 선박이 약 

11 노트 정도인 최고 경제속도로 내륙 수로 시스

템에 들어가면 허용 제한속도로 속도를 줄여야 하

므로 간혹 해상에서 내는 속도의 절반도 되지 않

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내륙용 선박이 우선 입항

할 수 있는 국가도 있지만 어쨌거나 갑문에서는 

대기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강/해양 항로의 수

익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6.2 경제적 제약사항

내륙 수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

제적 요소를 분석할 때에는 여러 국가의 경제와 

기반시설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수

로 시스템이나 국가 별 결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요소도 많은데, 이런 요소는 상업

적 요소와 기술‐경제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 두 개의 절에서 다루었다.

6.2.1 상업적 요소

수십 년간 국가간 교역은 수적으로 한계가 있는 

항구를 화물을 중심으로 왕복하는 구조로 발전하

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항구 간의 서비스는 규모와 

빈도의 경제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흐름은 육로

로 항구의 후배지 및 간혹 다른 항구로 이어지는 

보완적 유통 시스템을 갖춘 국가 간에 교역을 하

는 기본 항로가 되고 있다. 대량 화물로 해양 수송

으로 항구 기반시설과 함께 이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통신 기반시설이 소량 운항으로는 경

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대량 화물이 해양 수송 항로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소형으로 꽤 자주 순환하는 위탁화물

을 운반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 보관과 교역 시

의 제휴자본(tied‐up capital)을 공유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도의 가공상품은 자동

으로 서비스 기준이 높은 항로로 가게 되고 소화

물 기업은 자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

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해상 수송이 분화

되어 주로 가공이 덜 된 상품과 그 특성이나 수련

자의 위치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품은 기본 항로를 이용하는 대신 내륙 수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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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어쨌거나 대량 화물과 비‐
컨테이너 화물이 여기에 들어간다.

북유럽과 육상 교통에서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 때

문에 수송시간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대

개의 경우 원양 선박이 우세하다. 유럽 내부 수송

에서 컨테이너 수송량이 낮은 것이 내륙수로 서비

스의 성장을 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컨테이

너 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현 장비로도 남행과 

북행 서비스 간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현재의 불균형은 단위 물량이 부족한 것과 북행 

화물의 물량이 적은 것 때문이며 이는 다시 소형 

화물선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소형화물선 과다

공급 역시도 수송 회사가 서비스 기준과 서비스 

경쟁력 및 수송 방식 마케팅 방식을 개선하는 데

에 장애가 되고 있다.

동유럽 시장의 개방으로 내륙 수로 서비스의 새로

운 가능성이 생겼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동유럽 수로망은 아직 외국 선박에는 개방되

어 있지 않고 항행 지원 시스템의 기준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도로 기반시설에 거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CIS의 발전으로 화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효과가 작용하여 비용이 감소하기 보다는 수

송의 질이 개선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6.2.2 기술‐경제적 요소

기술‐경제적 장애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내륙 항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전형적인 강/해양 교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선박의 크기가 작을수록 동절기 결빙과 같은 교통 

장애에 민감하며, 이런 불확실한 요소가 내륙 수로 

서비스의 경쟁력을 해치게 된다. 특히 라인 강은 

수심 변동이 심하므로 육상 지역에서는 이런 수송 

방식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동절기의 결빙 문제는 핀란드만과 보스니아만 동

부의 교통에 특히 장애를 일으킨다. 동절기에 생기

는 얼음덩이는 사이마외 러시아의 내륙 수로 망 

교통을 수개월간 방해한다. 소형화물선 중 상당수

가 빙해 역규정(ice classification)이 없기 때문에 

겨울은 그 자체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 할 뿐 아니

라 앞서 말한 지역의 교통방식의 경쟁력에도 영향

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내륙수로 항

구의 기반시설이 부적절한 것이 어떤 국가에서는 

내륙 항해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상항구에 유리한 쪽으로 수송 결정을 내리게 되

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화물 처리 

시설의 가용성은 주요 제한요소로 보지 않아야 한

다. 강/해양 수송이 경쟁 가능성이 있을 때 필요한 

시설 건설을 시장의 작용에 맡겨둘 문제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7. 전망

역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주요 경제 정치적 작용이 

화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강/해양 선박운항이 융통

성과 경계 태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 잘 맞춰가는 것

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해양 수송의 전망에 분명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두드러지는 어떤 경향이 존재하며, 이 

부분을 아래에 가장 먼저 논하였다. 그런 후 7.2절

에서 상업적 동기에 의존하는 강/해양 교역의 성

장 지표를 다루었다.

7.1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미래의 상황

유럽연합과 EFTA 내에서 국내관세를 폐지하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개별 국가의 부가가치 상

품 수송보다 국제화물 수송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Eurostat 통계조사에 따르면 유럽

의 근해 교역 지수가 1975년과 1988년 사이에 실

제로 두 배가 되었지만, 부가가치 상품은 동기간 

약 40% 증가하였다. 이것은 EC와 북부 국가에서 

특히 효과적인 유럽 상품거래의 연속 증가에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서유럽 국가와 지중해와 흑해 

경계 국가 간의 교역도 강/해양 해운 발달에 한몫

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럽의 경제 통합과 새로운 EC 회원

국 등록을 고려해 보면 유럽의 주요 수로의 강/해

양 해운의 발전은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지

만 이러한 발전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면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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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과 법제에 적합한 방안을 택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전의 동유럽 경제가 서구 시장에 열리고 있으므

로 강/해양 선박운항에 기회가 더 커지고 있다. 러

시아 정부는 해외 선박이 내부 수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

나(Ukrainian) 강과 러시아 강에도 투자가 진행되

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튀니지 기업은 공동으로 북

아프리카와 론 강의 항구를 잇는 해양 항로를 개

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남쪽 강과 비유럽 

지중해 항구를 잇는 다른 연결로도 구축할 수 있다.

7.2 상업적 관점에서 본 강/해양 수송의 

잠재력

유럽 내 해상운송은 예비 용량이 있고 상품 융통

성이 있는 수송 방식이다. 동시에 화물량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 도로와 철로 기반시설에 

문제를 꾸준히 가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 보존 

관점에서 화물 수송의 도로 이용도를 늘리기 보다

는 줄이는 추세이다. 철로 이용을 촉구하고 해상의 

대안 운송이 점차 관심을 끌고 있다.

점차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강/해양 수송의 경우 

머지않아 수많은 문제를 풀고, 등한시 했던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수송 방식, 도로와 철로와 해상의 서로 다른 화물 

수송 방식 간의 호환성 부족 부분에서 대부분의 

장애가 발견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복합 운송용 통로에 대한 전 대륙 차원의 철

학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한 부

분 때문에 각기 다른 수송 방식 별 터미널 위치도 

충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터미널 

운영과 데이터 통신의 유연성 간소화와 개선도 이

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다양한 수

송 차량과 캐리어 (컨테이너 등) 개념이 서로 통용

되지 않아 생긴 협동 수송 임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양 수송의 잠재력을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표준화와 근해 해운 (해안 및 내륙 해운)을 

다른 화물 수송 방식 (철도와 트럭)과 통합할 필요

가 있고 수로, 터미널, 선박 컨테이너, 화물 취급 

설비 등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이미 선박이 수송하는 화물량이 상당량에 

달하여 매년 약 8억 톤의 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하

고 있다. 그 중 약 3억 톤은 해안 수송을 통하고 

내륙 해운이 약 5억 톤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박이 수송하는 상품은 대량 화물과 

탱크 제품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화물은 남아있겠

지만 주로 단위화 화물의 물량이 증가하게 될 것

이다. 앞으로 20‐년 간 유럽 내 상품 수송량은 거

의 100 %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십

년만 보아도 유럽의 선박이 수송한 단위화 화물의 

양이 1980년의 1100만 TEU에서 1990년에는 약 

2250만 TEU으로 두 배가 증가하였다. 2000년에

는 이 수치가 3900만 TEU을 훌쩍 넘었다. 이런 

컨테이너는 대부분 페리나 연안무역선, 순수 내륙

용 선박이 운반하지만 17세기 후반부터는 강/해양

용 선박이 빠른 속도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5.3

절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선박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전형적인 강/해양 수송 양을 정확히 규정하기

란 어렵다. 그렇지만 뒤스부르크/로테르담과 서스

웨덴 간의 소통량을 중심으로 한 예비조사를 기준

으로 예측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별첨 C에서 집중적으로 논하였다.

요약하면 예비 조사에서는 바네(Vaner) 지역과 뒤

스버그/로테르담 간의 교역에서 근해 수송의 단위

화 화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해당 항로에서 

현 화물량 기준 15%가 더 증가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Brolsma (1985)도 말했듯이 

이러한 가능성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수송을 책임질 수 있는 강/해양 수송 시스템을 조

직해야 하는 항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택배 수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명 예비 조사 결과로는 유럽의 전체적 강/해양 

수송 잠재력을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만, 예비 조사는 택배 선박을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전체 수송망을 명확히 규정하기만 하면, 이런 선박

의 단위화 화물 수송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8. 분석과 권고사항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첫째 강/해양 선

박운항은 도움이 되는 듯한 교역이다. 둘째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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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종류
단위 규격 (m)

교각의 최소 공간
길이 선폭 흘수

Va 모터선박 

pushed convoy
강/해양 선박 (R/S Class 1)

95 - 110
95 - 110
80 - 90

11.40
11.40
11.40

2.50 - 4.50
2.50 - 4.50
3.50 - 4.50

5.25 또는 7.00 또는 9.10
5.25 또는 7.00 또는 9.10
7.00

Vb pushed convoy 172 - 185 11.40 2.50 - 4.50 5.25 또는 7.00 또는 9.10
Vla pushed convoy 95 - 110 22.80 2.50 - 4.50 7.00 또는 9.10
Vlb 모터 선박 

pushed convoy
강/해양 선박 (R/S Class 2) 
강/해양 선박 (R/S Class 3)

140*
185 - 195
110 - 120
135**

15
22.80
15
22.80

3.90
2.50 - 4.50
3.50 - 4.50
4.00 - 4.50

7.00 또는 9.10
7.00 또는 9.10
9.10
9.10

Vlc pushed convoy (6 바지선, long) 
pushed convoy (6 바지선, short)

270 - 280
195 - 200

22.80
33 - 34.20

2.50 - 4.50
2.50 - 4.50

9.10
9.10

VII pushed convoy 285 33 - 34.20 2.50 - 4.50 9.10

표 8.1 – 내륙수로 용 ECMT와 ECE/UNO 분류를 강/해양용 선박 (이탤릭체)용 분류안으로 확대. 강/해양용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V 등급 이상만 표시하였다. 주요 특징

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제약이 있다. 셋째로 

제약이 있다 해도 (아니면 그러한 제약을 없애) 강

/해양 선박운항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단이 도달한 주요 분석 요소

와 결론을 여기에서 논하려 한다.

본 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강/해양용 선박 분류 시

스템을 구축할 때 생기는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하였다. 8.2절에서는 현재의 내륙용 

분류 체계와 일치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가급

적 효율적으로 기존 수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내륙수로의 분류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권고안 

고유의 한계는 상대적으로 작다. 8.3절에는 새로

운 새로 강/해양 선박운항을 위한 새로운 수로 건

설(이나 기존 수로 재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

로, 향후의 기술 및 운영 상 발전을 예상하여 다양

한 등급의 허용 수치를 실었다. 8.4절에서는 주로 

강/해양 선박운항의 경제적 부분을 고려하여 결론

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여러 부분을 다루었다.

8.1 분류 문제 고찰

앞 장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다양한 경제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수로 분류 문제가 생긴

다. 일반적으로 이런 요소는 기존 수로의 한계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수로 재건축 비용이나 예외

적인 (얕은 흘수) 선박 설계 때문에 생기는 비용과 

연관이 있다.

결국 기존 수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연안 무

역 선이 지닌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맞는 제한된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주요 한계 인자로 작용하는 

흘수 제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종

류의 분류가 되었건 경제적 최적화를 궁극의 목표

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기존의 선박과 

새로운 설계가 나올 기술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

다.

실제로 지역적 조건과 이와 관련한 경제적 측면이 

선박의 최적 규격과 설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선박 규격 분류 – 혹은 최적화 –가 확고한 표준화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운하와 유럽 운하는 차이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수

로는 원양 선박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유럽의 수로

는 내륙운송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현재의 강/해양

용 선박은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사이마 호를 건너기에 가장 적합한 선박은 뒤스버

그‐스페인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여기에서는 강/해양용 선박 중심의 항로 분

류와 항로 규격에 대한 권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강/해양 분류 정의를 위한 항로 규격은 물론이고 

권장 항로 규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약에 따

라 최대 허용 선박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권고안은 다양한 경제 운영 상의 측면을 

고려하고 컨테이너를 지원 문제에 특별히 주의해 

도출해 내야 한다.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서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의 수로망을 파악한 후 통합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선단과 수로망을 고려하여 양 지역 

간 조화를 꾀하려면 ECMT 분류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 훨씬 규모가 큰 권장 수로 규격이 나올 수밖

에 없을 것이다. 선단과 망 사이의 차이는 5.1절과 

5.2.1절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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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로 분류

강/해양 선박운항을 포함하도록 현재의 분류를 확

장하면 다음과 같은 딜레마가 발생한다. 여러 등급

을 규정하는 규격을 기존 선단의 규격과 선박 운전

자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계된 상당 수

의 항로가 강/해양 분류등급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강/해양 선박운항이 발전할 상당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강/해양용 선박이 이용하는 소형 수로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강/해양 분류에 들어가

는 일부 수로를 강/해양 선단 중 상당수가 항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양한 등급을 규정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격을 제안하였다. 그에 덧붙여 그 다

음 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소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권장 수로 규격을 제시하였다. 

그림 8.1 – RMS 정기용선계약 상으로, Hugo Peters에서 건조한 독

일IA는 선폭이 11.4 m인 최초의 R/S 등급용 표준 설계형 선박이다. 

이런 종류의 선박이 50척 이상 건조되었다. 박스형 짐칸에는 2889 

cu.m의 곡식이 들어가며 80 TEU의 핀란드와 스웨덴의 목재 및 삼림

자원을 영국과 독일과 네덜란드로 수송하기 적합하게 되어 있다

그림 8.2 – 두 번째 R/S 등급의 대표적인 선박인 BORSTELER 

BERG. 이 선박은 코트카(Kotka)로 가는 바닥짐과 다른 목재 화물을 

싣고 키엘(Kiel) 운하를 지나고 있다. 이 배는 150 TEU를 운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강/해양 선박은 돛대를 접고 조타실을 “인입”한 

일반 밸러스트 상태에서는 공기흘수가 8.8 미터이다.

현재 내륙수로는 이 수로를 주로 이용하는 내륙 

항해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져 있다. 해양 선박이 

하천용 정도로 길이도 길지 않고 폭도 좁지 않긴 

해도 고비용에 비경제적인 개선 사업이 되지 않도

록 하려면 하천‐해양 항해를 가급적 기존의 내륙 

항해 표준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하천‐해양 운

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허용 흘수가 최소한 3.5 

m는 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짐을 줄이거나 기

술력 및 경제성이 없는 선박을 만들어야 해서 선

박을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없다.

명칭상 선폭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ECMT 

분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약 

사항에 따르면 기존 선단 규격에서는 매우 자연스

러운 방법으로 두 가지 강/해양 등급이 나올 수 있

다. 5.1절에서는 “비‐러시아식” 선단과 세 가지 

“러시아식” 선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두

드러진 선폭의 선박에 주목해 보았다. 첫 번째 비‐
러시아식과 일부 첫 번째 러시아식 선폭 등급 

(11.4‐m‐폭의 라도가(Ladoga) 등급 선박만 해당)

은 선폭 11.4 m의 하나의 등급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우선

시 하여 STK 등급과 일부 라도가 등급을 새로운 

R/S 등급에 꼭 맞추기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비‐러시아식 선폭 등급과 첫 번째 러시아 선

폭 등급 중 나머지와 두 번째 러시아 선폭 등급 

전체는 대표적 선폭이 14 m인 다른 등급으로 지

정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이 있으므로 이 15 m 선폭 규격의 경우에는 

ECMT 시스템이 고수하는 등급 Vlb 모터선박 쪽 

값을 따르는 게 더 낫다.

특히 새로운 수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 러

시아 선박의 세 번째 “선폭 등급” 규격과 예를 들

어 쌍동선 개발에 크게 비중을 두어 앞을 내다봐

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다. 이 경우 선폭은 16m

나 심지어 22.8 m 정도도 고려해야 하지만, 허용 

길이는 130 ~ 140 m 정도면 충분하다. 그 결과 

세 가지 등급이 나오게 된다.

앞서 다루었던 허용 흘수에 대한 고찰을 근거로 

하여, 전체 세 가지 R/S 등급의 경우, 최소 흘수를 

3.5 m (R/S 등급 I과 2)나 4.0 m (R/S 등급 3)로 

정하였다. 이렇게 택한 것은 서유럽 국가와 독립국

가연합의 강/해양 선박운항을 통합하고 주요 CIS 

수로의 많은 부분이 최소 깊이 3.6 m라는 점을 일

관되게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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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표 5.4에 실었던 원래의 ECMT 분류

에서 제안한 강/해양 등급을 보완하여 해당 데이

터는 기울임 체로 표시해 확대한 분류표를 표 8.1

에 실었다.

이런 분류가 나오게 된 기본 생각은 다음과 같다:

‐ R/S Class I은 기존의 수로 규격을 기준으로 가

급적 효율적으로 기존 수로 시스템을 이용하도

록 정의한다

‐ R/S Class 2는 근간에 나오게 될 현대식 및 미

래의 강/해양 수송을 포괄할 수 있는 “최신” 등

급으로 제안한다

그림 8.3 ‐ 볼고네프트(VOLGONEFT) 등급의 대표격인 이 표준 러

시아식 강/해양 탱커는 전형적인 R/S Class 3 선박이다. 이 배는 

함부르크에서 상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로 공선항해 중이다. 

이 선박 중 90척 이상이 동절기에는 발트해와 흑해를 항해하고 하

절기에는 볼고‐발트를 이용하는 CIS 수로 시스템 용으로 건조되었다

‐ R/S Class 3은 현재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향후 발전방향을 예측하여 정한다.

이렇게 나온 등급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8.1 ~ 8.3

에 세 가지 등급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별첨 D에는 이 안에 따라 분류한 서유럽 수로 시

스템의 지도를 여러 개 실었다5).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질 수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이 

지도를 작성하였다.

5) Class I에 준하지 않는 수로도 있지만 이런 수로는 
강/해양 선박운항을 위한 수로로 마찬가지로 지도에 
표시하였다.

8.3 신규 수로의 규격에 대한 권고사항

앞서 경제적 최적화를 위해서는 분류표의 경계가 

작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아가 실무단은 

기존의 ECMT 표준에서 가급적 벗어나지 않는 

R/S 등급을 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과 수로를 개발하거나 개선할 

때 따라야 할 권고안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도 있었으므로 표 8.2에는 표 8.1에 실은 값

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다양한 등급의 권장 규격

을 실었다.

모든 관련 R/S의 조건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특히 R/S Class I의 최대 허용 선폭을 13 m로 늘

렸다. 나아가 13 m 면 모든 라도가(Ladoga)와 

STK 를 포함하기에 충분하지만 이 그룹 중 3/4는 

11.4‐m 폭의 R/S Class I을 준수하기에는 폭이 너

무 넓다.

그 다음으로 실무단은 선폭이 15 m면 Engdahl 

(1993)가 주장한 대로 컨테이너 다섯 개를 폭 방

향으로 싣기에 너무 좁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향

후에는 컨테이너 수송에 충분하도록 필요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6 m 정도가 안전한 최

소 수치로 R/S Class 2의 선폭으로 16 m를 권장

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원래 강이나 일부 운하에서 허용하는 흘수 값은 

연 평균으로 240일간 기록된 수로 수위와 연관이 

있으며 이렇게 나온 것이 ECE/UNO의 가이드라인

이다. 그렇지만 R/S 선박에 들어가는 높은 투자비

용과 운영비와 이로 인해 그런 수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손해까지 생각한다면 연중 90%는 표 

8.2 흘수를 허용하는 깊이로 수로를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8.4 그 밖에 고려해야 할 부분

사실 여기에서 제시한 제안은 내륙수송에서 강/해

양 선박운항이 차지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동시

에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앞서 

두 단원에 걸쳐 설명했던 수로와 선박의 기하학적 

측면을 조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류가 아무리 

해양/강 교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할지

라도 이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항구도 마찬가

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양/강 선박이 특수한 

기술 및 재정적 제약사항을 타파하지 못하도록 하

는 일부 출입항(entrance port)의 태도를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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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lass 선박의 최대 허용 규격 상부 여유공간 (m)

길이 (m) 선폭 (m) 흘수 (m)

1 90 13 3.5 또는 4.5 7 또는 9.1

2 135 16 3.5 또는 4.5 ≥ 9.1

3 135 22.8 4.5 ≥ 9.1

표 8.2 ‐ 새로운 하천‐해양 수로 권고안

해양/강 직접 수송의 장점을 열악하거나 값비싼 

항구 상황으로는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해양/강 교역과 관련이 있는 항구는 크게 두 종류

가 있다. 먼저 다양한 산업과 보관 시설의 전용부

두가 있다. 이런 부두는 관련 상품의 물량이 중요

할 때 직송 수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부두

를 지어야 한다. 둘째로 공용항구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건 설비 면에서 기존의 대형 해안

가 부두와 경쟁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실리주의를 

추구할 수 있고 고객과 협업이 가능하며 경제적이

고 융통성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이 작은 항구의 

강점이다.

분류 작업이나 항구의 발전을 고려하는 것 외에 

실제 교역의 전체적인 수송망을 개선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예비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끝으로 강/해양 선

박운항을 유럽의 수송 요구에 최적화 하려면 향후 

유럽의 화물량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는 것도 중

요하다.

실무단은 소위 “근거 없는 예측”이 얼마나 위험한

지, 또 그러한 예측을 근거로 한 결론 또한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수송 요구의 발전

도로 나타내었다. “신규” 화물 량과 도로나 철도나 

해양/내륙 조합 항로를 통하던 것이 순수 강/해양 

선박운항으로 전환된 물량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치는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도출된 결론의 

객관적 근거를 위해 수치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예비 조사에

서 표준화를 이루고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수송비를 10 ~ 15 %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다음 단계로 유럽의 전반적 

교역 양상에 대해 이런 특정 화물량의 견본을 만

들어 유럽의 다른 수송 시스템에도 이런 결론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유

럽 전체를 두고 강/해양 수송 증가량을 그럴듯한 

근거 하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3절에서 

그런 예측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이미 말

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강/해양 교역에서 강/해양

용 선박으로 수송하는 개별 수치 데이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로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집약적 해결책으로 강/해양 수송 물량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정도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강/해양 선박운항이 이런 교역 

시장을 이동하게 할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

로는 부족하다. 단가는 훨씬 낮지만 질적 수준은 

최소한 동급인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수

송 방식을 바꾸려 할 것이다. 현재는 몇 가지 기회

가 다가온 상태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실무단은 일

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예를 들어 국가와 수송업자 

간 도로와 철도 수송 비 분포 라던가 하는 수많은 

외부 요소로 인해 강/해양 선박운항의 전망이 더 

밝아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해양 교역을 촉진하려면 터미널과 

피더 교통량 및 정부정책이 큰 영향을 주는 조직

적 문제를 포함한 물류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9.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해양용 선박을 정의하는 것을 

그 첫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실무단은 현재 

어떤 기준이 있으며 어떤 기술 상업적 요소가 향

후 선박의 규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지를 조사하

였다. 강/해양 분류가 ECMT 시스템에 논리적으로 

적합해야 하고 해당 규격으로 기존 수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결과 

분류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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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앞서 제시한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의 기술 및 운영 상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

여 신규/재건축 항로의 권장 규격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 절에 요약하였다. 그 다음으로 

9.2 절에서는 제안서의 구현이나 남아있는 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논의 절차를 제안하였다.

9.1 연구 결과

유럽의 화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장

애가 많았지만 육상 수송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결론

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수송 대안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무단은 R/S 운항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R/S 수송으로 수

익을 극대화하려면 선박의 규격과 내륙 수로 규격

을 모두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규격 표준

과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고 전체 물류 시스템의 

다른 관련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야 (즉, 컨테이너 

규격 기준 등) 이러한 기준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S 운항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정기 door‐
to‐door 운송과 같은 새로운 체계도 받아들여야 

한다.

R/S 선박과 이에 따른 내륙수로 규격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R/S 운항을 위해 특별 설계한 새로운 등

급을 넣어 기존 ECMT 시스템을 확장한 안을 제

안하였다. 또 이 표준에 따라 최소값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미래 권장 항로 규격도 제안하였다.

끝으로 실무단은 컨테이너를 다섯 줄로 실으려면 

최소한 선폭이 16 m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기존 

ECMT 분류의 Class Vlb 동력선박의 선폭 15 m

를 재고할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이 값을 16 m로 

늘리면 앞으로 컨테이너 수송 효율이 좀 더 높아

질 것이다.

9.2 부가적 권고사항

실무단은 항로의 수직 규격을 정할 명확하고 범용

적인 시스템이 없어 작업에 다소 장애가 된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더욱이 이런 부분이 미래의 항로 

이용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아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실무단에서는 수직 규격 표

준화를 제안하였다. 또 모든 용골부터 꼭대기까지 

관련 수치 (최대 흘수와 이에 따른 공기흘수)와 함

께 밸러스트 용량 (공기흘수 변동 가능)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이 정보는 

불리한 법제를 피하고 수로의 수직 규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송업자가 가능한 효율적으로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다.

위탁사항에 따라, 실무단은 안전성과 조종성 및 인

적 요소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였지만 이런 측면

을 R/S 운항을 개선하는 데 장애 요소로는 보지 

않았다.

구체적인 영역과 상황 때문에 법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성 규칙과 

면허를 단위화 하는 것이 중요해 질 것이다. 마찬

가지로 앞으로는 조종성에 대한 규정 문제에도 눈

길을 돌리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일례로 1996년

에 연안무역 제약이 사라지게 되면 공통의 안전성 

기준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전한 R/S 운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비 연구는 R/S 

선박의 특징을 이용하여 이런 선박의 화물 수송량 

확대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거기에서 

실무단은 예비 프로젝트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하

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

었다. 전 유럽 차원의 R/S 운항 잠재력에 대한 더 

나은 식견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비 조사를 포괄적

으로 일반화 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끝으로 실무단은 경제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

서 R/S 수송을 장려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고 확신

한다. R/S 수송을 증진하려면 여러 기관이 본 보

고서의 권고 사항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적절히 수

정한 후에 구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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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A: 

설문지 

설문지 전문

1. 각 관련 수로 별로 답변해야 할 질문

1.1 강‐해양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갑문의 물리

적 규격? 길이와 폭 외에도 깊이도 중요.

1.2 최대 허용 선박 규격 (길이, 선폭, 흘수, 공

기흘수)?

1.3 교각과 케이블‐크로싱(cable‐crossings) 실

제 여유공간 (동력선과 비동력선을 구분해

서 기입)?

1.4 각각의 교각과 케이블 크로싱의 최대 허용 

공기흘수?

1.5 항로에 위험한 만곡 지점이 있는가? 있다면 

그러한 장소의 조건을 기술한다 (곡률반경, 

폭, 하천/바다의 유동성)?

1.6 계절이나 조수나 기상학적 변동에 따라 수

심이 크게 변하는지, 만일 변한다면 자세히 

설명한다 (수위와 퇴적물의 영향이 모두 중

요한지 기입)?

1.7 향후 발전방향 (구조물이나 수로의 건설이

나 변경 계획)?

2. 규제와 법제에 관한 질문

2.1 도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강제도선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지역, 선박 

규격)?

2.2 시야 문제(어둡거나, 안개)나 강풍 등의 출

입 제약이 있는가?

2.3 수로 중에서 (선박 종류에 따라) 양방향 통

행이 금지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따로 교

행 장소가 있는가?

2.4 국제 기준 이외에 선박 설비 요건을 요구한 

지역 규정이 있는가 (러더 속도, 빙해 역 규

정, bow thruster 사용 여부)?

2.5 위험화물 수송에 대한 특수 요건이 있는가?

3. 화물 량에 대한 질문

3.1 항로 별로 강/해양 선박과 연안 무역 선이 

수송하는 화물량 (및 종류)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바다로 향하거나 바다에

서 출발하는 화물을 반드시 고려한다.

3.2 연안무역선과 강/해양 선박 수송량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 보는가?

주 1: 이 질의문에서는 국가 별 상황에 맞게 이미 

구한 정보에 대한 항목은 누락하여 질의문

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나 그 이상의 질

문이 빠질 수도 있다.

주 2: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답변만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강‐해양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수로만 다루도록 한다. 규정 부분도 마찬가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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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B: 

향후 수로 개선방향 

본 별첨 자료에서는 이미 행하였거나 근간에 수행할 

수많은 수로개선사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여

기에서 논한 수로 작업은 아래에 관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R/S 운항과 연관이 있다

‐ 해당 항로의 허용 선박 규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벨기에

알버트(Albert) 운하 (Antwerp‐ Liege): 현재 이 운

하는 190.0 x 11.4 x 3.4 m의 pushed convoys로 

접근할 수 있다. 운하 현대화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Wijnegem 와 Antwerp 사이의 작업이 끝나

면 190.0 x 22.8 x 3.4 m의 pushed convoys로 운

하를 지나갈 수 있게 된다.

뫼즈(Meuse) 강 (Hermalle‐sous‐Huy to Namur): 

흘수를 3.4 m로 늘릴 수 있게 작업을 진행.

브뤼셀(Brussels)‐ 뤼펠(Rupel) 운하: 1997년에 완

공 예정인 새로운 갑문 건설 중. 190.0 x 22.8 m 

정도의 pushed convoys가 드나들 수 있음. 갑문 

규격: 250.0 x 25.0 x 5.6 x 30.0 m (길이 x 폭 x 

깊이 x 여유공간). 이 깊이는 브뤼셀 해양 항만에만 

맞춘 것임.

Gent‐Brugge 운하: 2000‐톤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

록 Gent circ. 운하에서 Lovendegem까지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음. 작업은 마지막 두 구간을 남겨두

고 있음. Beernem‐Brugge 작업 구간은 간헐적으로 

진행 중. Brugge 주변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함. 

Balgerheke를 지나 Zeebrugge에서 Gent를 원형으

로 잇는 새로운 운하를 개발할 계획임 (규격: I 10.0 

x 11.5 x 3.0 x 6.7 m).

핀란드

Keitele 운하 (W of Kuopio): 이 구간은 1993에 

문을 연 Kuopio의 NW 부분에 현재 건설 중. 

갑문 규격: 110.0 x 16.0 x 3.0 m (허용 흘수는 

2.5 m).

앞으로 이 운하를 더 깊이 파 사이마(Saimaa) 호수

의 수로 시스템과 연결하거나 Kymi 운하를 통해 바

다로 연결할 수도 있음.

Kymi 운하: Heinola와 코트카(Kotka) 사이의 Kymi 

운하를 통해 (90 km, 갑문 8개) 바다로 연결하는 

건설 공사 계획

프랑스

론 강: Aries와 Lyon 사이의 허용 흘수를 곧 3.5 m

로 높임.

독일

라인 강: Budenheim/Niederwalluf 와 St. Goar 사

이의 흘수를 2.1 m ELWL (Equivalent Low Water 

Level)로 높이고 있음.

Mittelland 운하: 현재 Elbe‐Seitenkanal 와 

Mittelland 운하를 Peine에 연결하여 허용 공기흘수

는 5.25 m. Peine 서쪽에서 공기흘수를 높이는 작

업을 진행 중임.

이탈리아

Po 강: 저수위 기간에는 2.0 m 깊이만 가능. 이 강

을 개선하여 연중 더 큰 흘수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

네덜란드

Amsterdam‐Rijnkanaal: 2000년까지 운하 4.0 m 

흘수의 선박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

Ijsseimeer (Amsterdam‐Lemmer): 2001 년부터 

이 수로를 Vb 등급으로 개발.

뫼즈(Meuse) 강 수로: 수로를 더 깊이 파는 것에 

대해 조사 중. 2010년 4월 종료.

스웨덴

Sodertalje 운하: 현재 하고 있는 수로 개선 사업이 

끝나면 최대 규격 135.0 x 19.0 x 7.0 m의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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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C: 

스웨덴을 드나드는 강/ 해양용 선박

본 별첨 자료에서는 전유럽의 해양 수송 중 순수 

강/해양 수송이 차지하게 될 부분을 예측할 수 있

도록 서스웨덴과 뒤스버그/로테르담 지역 간 화물

량에 대한 예비 프로젝트 내용을 상세히 실었다.

스웨덴은 북해와 발트해로 영국과 유럽대륙과 경

계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 해외교역의 약 80%가 

유럽을 대상으로 하며, 1991년에 스웨덴과 영국 

및 유럽 대륙 간에 이동한 화물 8000만 톤 중 

95%가 선박으로 수송되었다. 그 물량 면에서 

2000만 톤은 트럭과 철도로 운송되었다 (트럭 

13.5, 기차 6.5).

뒤스버그/로테르담과 스웨덴 간 이동한 컨테이너 

화물량은 1989년 기준 약 320,000 톤이었다 (그

림 C. 1). 영국, 로테르담/뒤스버그, 스웨덴을 잇는 

삼각형 안에서 이동한 컨테이너의 양을 그림 C.2

처럼 나타낼 수 있다.

해안 항구에서 짐을 부리거나 실은 선박이 스웨덴

과 서유럽 사이를 오간 화물 중 대부분을 운반하

였다. 그렇지만 연간 약 700만 톤이 Malar와 

Vanern 호에 있는 내륙항구를 기점으로 한다. 이

런 화물 중 상당수는 마스트 높이를 최소 27 m까

지 허용하고 있는 스웨덴 내륙수로를 지나는 연안

무역선(강/해양용 선박과 통상의 선박)이 수송하는 

수출입 물품이다. 이런 화물은 대부분 유럽 내륙으

로 가는 것으로 유럽 대륙의 해안이나 인근 해안 

항구로 이동한다. 그러나 교통이 혼잡한 해안 지역

에서는 내륙에 있는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뒤스버그를 독일과 네덜란드에 구축되어 

있는 택배 수송 시스템의 수송 원칙의 대표적 사

례로 들 수 있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트럭과 열차

와 선박이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터미널을 48개 

계획하였다. 이 중 첫 번째가 뒤스버그 (세계 최대

의 내륙 항만)로 현재 컨테이너 터미널이 새로 2

개 들어섰고 철도/도로/수상 교통을 통합하기 위한 

현대식 철도 화물 집하지를 갖추고 있다. 이 연결

점은 중요 산업지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거주민 1700만) 매년 약 5000만 톤의 적환이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위화 화물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Gothenburg에서 앞서 말한 화물량의 증가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트롤하테 운하와 베네른호 근방에 있는 산업과 수

송 컨테이너 및 북유럽 내륙지역 행 단위화 화물 

근해 수송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Solve, 

1992). 이런 산업 중 상당수가 그 고객이 대륙에 

있었고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

을 잘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컨테이너 등이 약 

500,000 톤, 혹은 매년 35,000 ~ 40,000 TEU 

단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시

장을 형성하려면 택배 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물을 

수송해야 하고 최소한 매주 두 번 발송해야 한다

는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Ruhr 지역과 로테르담에서 출발하여 스웨덴으로 

가는 화물은 역방향으로도 동량의 컨테이너를 채

울 수 있을 정도로 물동량이 있어 같은 항로의 화

물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Vanermax 선박이 뒤스버그와 칼스태드

(Karlstad) 간을 일주일에 한 번 항해한다고 가정

했을 때 한 번 운항할 때 약 150개의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고 항해 당 화물을 70% 채운다고 하

면 수송력은 약 2 x 0.7 x 150 x 50 = 10,500 

TEU가 된다. 즉 일주일에 2회 운항하기에 충분한 

화물량이다.

그림 C. 1 ‐ 1989년 로테르담/루(Ruhr) 지역과 스웨덴 간의 

    단위 물량

그림 C.2 ‐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간 이동하는 화물의 

     단위물량 불균형(kto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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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 1 – 유럽 전체 지도. 제안한 R/S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한 수로 지도

그림 D. 2 - 벨기에 수로 시스템 부분 지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그림 D. 3 – 포르투갈 수로 시스템 부분 지

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

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그림 D. 4 - 프랑스 수로 시스템 부분 지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별첨 D: 

유럽 수로 분류안                 

아래는 R/S 분류안을 기존 서유럽 수로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D.1은 여러 국가의 상

세 지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른 각 상세 지도를 R/S Class I ~ 3 간의 여러 항로와 너무 협소하여 R/S 

Class I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강/해양 선박운항 시에 간혹 사용하고 있는 항로를 구분하여 그림 D. 2부터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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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 5 - 독일 수로 시스템 부분 지도. 제

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그림 D. 6 - 영국 수로 시스템 부분 지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그림 D. 7 – 네덜란드 수로 시스템 부분 지

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그림 D. 8 – 스웨덴 수로 시스템 부분 지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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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 9 – 이탈리아 수로 시스템 부분 지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그림 D. 10 – 핀란드 수로 시스템 부분 지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그림 D. 11 - CIS 수로 시스템 부분 지도.

제안한 R/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R/S 운항과 관련이 있는 수로

- 311 -





수로 결빙의 기술·경제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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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총론

내륙 수로 수송은 육로수송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값싼 수송 방식이지만 내륙 수로 수송 발전과 촉

진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는 동절기에 수로

가 얼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수로

가 얼면 수로를 통한 수송이 크게 지연될 수 있고 

심각하게는 몇 주나 몇 개월 간 운항을 할 수 없

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수송 방식은 연중 운행이 

가능하므로 동절기에는 이처럼 운항을 할 수 없다

는 사실이 내륙수로에는 불리하다. 특히 사전예측

이 어렵고 선박이 모르는 사이 묶여있게 될 경우

에 이러하다

수로가 얼어 수송이 지연되면 경제적 손실도 상당

해 진다. 나아가 선박과 수로 구조와 해안선이 파

손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손실이 한층 커진다. 

그러므로 동절기 내륙수로 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결빙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참조 사항

워킹그룹의 목적은 동절기에도 내륙수로를 계속하

여 항해할 수 있도록 그 운항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에 워

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 운하(canal)와 강의 동결

‐ 쇄빙 기술과 항해가 운하의 열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쇄빙 기술

‐ 쇄빙 작업 일정

본 연구로 한파 시 항해중단을 피하기 위한 방법

을 경제적 면에서 평가해 볼 것이다. 나아가 본 보

고서를 통해 다른 수송 방식에 비해 동절기 내륙 

수로 수송이 안고 있는 단점을 줄이기 위한 방법

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에 무게를 두었다:

a) 운하와 강의 동결

‐ 기상조건의 함수로서의 얼음 두께 

‐ 빙판의 물리적 성질 (열전도율, 열용량, 얼음의 

안정성)

‐ 얼음이 덮인 운하의 열적 균형

 b) 쇄빙 기술과 항해가 운하의 열적 균형에 미치

는 영향

‐ 쇄빙과 무중단 운항으로 인한 운하의 열적 균형 

변화 

‐ 파쇄된 얼음의 물리적 성질

‐ 쇄빙 후 재결빙

c) 새로운 쇄빙 기술 운영 경험

‐ 일반적인 쇄빙 방법

‐ 새로운 쇄빙 기술

‐ 깨진 얼음 사이로 운항

‐ 기상상태에 따른 쇄빙 계획

d) 쇄빙 방법

‐ 무중단 운항을 위한 수로와 운항관리

‐ 쇄빙 자금조달

‐ 교통 두절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함께 갑문

이나 선박승강기 및 그 외 수로 기반시설의 동절

기 운영을 제한하는 조건

‐ 쇄빙의 비용‐편익 분석

1.3 연구 내용

동절기에 원활하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간단하고 개별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워킹그룹

은 동절기 내륙수로 운항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해야 했고, 또 내륙 수로 운항의 모든 면을 고

려해야 했다. 그래서 워킹그룹은 다음의 항목을 연

구에 넣기로 결정하였다:

‐ 내륙수로 및 이와 관련한 결빙 문제 총괄 설명

‐ 여러 얼음의 형태 기술

‐ 내륙수로의 결빙과 얼음 발달 

‐ 쇄빙 작업 조직

‐ 쇄빙과 새로운 쇄빙 기술

‐ 정보와 운영체계

‐ 동절기 내륙수로 운영 기술과 그 밖의 해결책

‐ 가능성 있는 새로운 해결책

‐ 신축 수로와 재건축 수로와 동절기 항해

‐ 동절기 운항의 비용과 편익

‐ 결론 및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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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얼음의 형태

2.1 표면 빙판(Surface Sheet Ice)

호수와 운하 및 유속이 느린 수로에서는 물이 빙점

까지 냉각되면 수표면이 얼게 되므로 이런 곳에서 

빙판이 형성된다. 얼음이 두꺼워지면 얼음이 어는 

속도는 점차 느려진다. 빙판의 표면에 눈이 쌓이면 

물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열 유량(heat flux)이 감소

한다.

2.2 유빙조각(BRASH ICE)

유빙조각은 표면 빙판(Surface sheet ice)이 바람이

나 선박운항에 의해 깨질 때 만들어진다. Frazil 얼

음(물에 떠 있는 가는 침상형 또는 판형의 얼음)과 

녹기 시작한 눈(slush)과 눈도 유빙조각에 들어갈 

수 있다. 개빙구역(open water, 부빙(浮氷)이 수면

의 10분의 1 이하)에 들어가면 빙판은 불규칙한 크

기의 얼음으로 깨진다. 강풍이나 운항이 계속되면 

이 얼음조각이 움직여 훨씬 더 많은 조각으로 깨진

다. 물의 열손실 증가 및 이후의 뒤이은 재결빙과 

함께 이 과정으로 결빙이 더 증가하게 된다. 두꺼운 

얼음 조각이 점차 쌓이면셔 선박운항을 방해한다. 

유빙조각은 물의 흐름을 따라 표류할 수도 있다. 

물의 흐름이 운항을 방해하거나 운항을 저해하는 쪽

으로 얼음을 밀어낼 수도 있으므로 통제불능의 유빙

조각이 운항을 방해할 수 있다. 얼음의 표류로 얼음

이 수로를 막거나 심각한 범람을 일으킬 수 있다.

2.3 프래이질 얼음(Frazil Ice)

물의 흐름으로 수괴가 난류혼합(turbulent mixing)

되면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서 프래이질 얼음이 형성

된다. 기온이 어는 점보다 낮아지면 수괴는 그 온도

가 빙점 이하가 될 때까지 냉각된다. 이런 과냉각

(supercooling)으로 frazil이라 하는 작은 얼음 결정

이 만들어진다.

수괴의 난류혼합 때문에 전 깊이에서 결빙이 생긴

다. 결빙 결정이 형성되어 자라면서 물이 용융되면

서 생기는 잠열(latent heat)을 방출하여 수온이 

0°C까지 상승한다. 이 때 개별 결정이 작은 원판으

로 성장하고 수체의 난류 세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달

라지는 덩어리로 모인다. 수체가 과냉각되는 정도는 

맑은 날이나 바람이 부는 추운 밤 중에 한창 이루어

지는 물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열손실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과냉각이 되면 결빙이 더 많이 형성되어 

빠르게 모인다.

결빙(frazil)은 항상 난류와 연관이 있지만 프래이질 

얼음은 완전난류(fully turbulent)라 하는 환경에서 

주로 형성된다. 유속이 느린 운하와 개울은 완전난

류가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프래이질 얼음보다

는 표면 빙판으로 주로 발달한다.

2.4 유빙괴(PACK ICE)

바람 때문에 빙원이 움직이면 빙판이 충돌하고 부빙

(유빙)이 쌓이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빙원이 정지한 

빙원을 만나 유빙괴가 형성된다. 이런 일은 얼음의 

이동을 방해하는 섬이 없는 넓은 개방 구역에서만 

일어난다. 부빙은 서로 다시 얼면서 5 ‐ 10m 두께

로 쌓여 항해의 관점에서는 매우 난해한 지역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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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음 형성과 내륙수로 개발 

3.1 총론

수체의 결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 씨앗(핵) 

형성 과정을 수반한다. 한 가지는 잔잔하거나 유속

이 느린 수체 표면의 일차 불균질 핵생성 

(heterogeneous nucleation) 이다. 두 번째 방식은 

눈이나 대기 중의 얼음 입자의 물 표면 낙하이다. 

세 번째는 빠르게 움직이는 수괴에서 일어나는 결빙 

입자의 이차 핵생성이다.

표면 빙판이 형성될 때, 첫 번째 얼음 결정이 잔잔

하거나 유속이 느린 수체의 표면에 나타난다. 일단 

수체의 온도가 밀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인 4°C가 

되고 나면 열손실이 더 커지기 시작하여 물이 더 차

가워지고 비중이 적게 나가는 물이 표면에 남아있게 

된다. 이런 깊이에 따른 온도 구배 때문에 과냉각된 

물의 물/공기가 만나는 곳에 얇은 층이 생긴다. 이

런 과냉각층의 표면이 표면 핵형성 시간 동안 그 온

도를 유지하면 첫 번째 얼음 결정이 나타난다. 대개 

물이 빨리 냉각되는 둑을 따라 이런 현상이 먼저 나

타나지만 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핵형성이 

일어나 흐르는 물에서도 얇은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 표면에서 얼음이 만들어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보다 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수온이 빙점에 근접

할 때 대기 중의 얼음 입자가 이차 핵형성을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잔잔한 수체에서는 눈이 오는 

동안 표면의 수온이 빙점이 아니더라도 물에 떠 있

던 눈이나 얼음 입자가 다시 얼어 서리나 얼음안개

(ice fog)나 폭설이 표층 얼음층을 형성하기 시작한

다. 그렇지만 난류가 생기는 내에서는 수온이 빙점 이

상이면 눈이나 얼음입자가 빠르게 녹는다.

결빙(frazil)이 만들어져 다른 종류의 얼음이 생길 

수도 있다. 결빙은 저빙(anchor ice, 배 밑바닥에 

붙는 얼음)으로 강바닥과 둑에 붙을 수 있고 난류가 

약해지면 물 표면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결빙(frazil) 입자가 함께 얼어 엽빙(pancake ice, 

북해· 남극 등의 연안에 있는 박빙)이라 하는 얼음 

덩어리를 이룬다.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는 엽

빙은 서로 붙어 표층 얼음(ice cover)을 이루거나 

층으로 쌓인다. 강바닥의 경사가 급하다 점차 완만

해 지는 강에서는 빙 입자와 덩어리가 강바닥의 평

평한 곳의 빙판 아래 쪽에 쌓여 수 미터 두께의 떠 

있는 댐을 만들기도 한다

호수와 운하에서 표층 얼음이 생기는 현상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강이 어는 것은 꽤 복잡한 편이다. 표층 

얼음은 연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강에서는 표층 얼음 형성 초기에 둑부터 형성

되기 시작하는 shore fast covers와 강 전반으로 

뻗쳐나가되 개빙 구역까지 포함하는 불연속 표층 얼

음(broken covers) 두 가지의 불연속 판이 발달할 

수 있다.

연속 표층 얼음은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결합형 표층 얼음(consolidated covers)이란 새

롭게 만들어진 빙판표층 얼음이거나 서로 융합

하여 열의 작용으로 두꺼워지면서 매끄러운 상

태로 재결합하고 단편화된 표층 얼음을 말한다. 

이런 수중의 표층 얼음은 특성상 부드럽게 움직

이거나 미세한 물살을 일으킨다.

 - 단편화된 표층 얼음(fragmented ice cover)은 

원래 있던 표층 얼음이 깨지면서 발달한다. 그 

결과 거대한 부빙이 서로 얽히면서 계속 단편화

가 진행된 표층 얼음이 형성된다.

 - 부유 댐(Hanging dams)은 기존 표층 얼음 아래

쪽에 프레이질 얼음이 다량 부착하여 만들어지

며, 빠르게 흐르는 물이 다량의 프레이질 얼음 

입자를 운반하다 평탄한 자연수로나 얼음으로 

덮인 못에 이르러 속도가 감소할 때 주로 발달

한다.

 - Aufeis는 둑이나 표층 얼음 아래 쪽이나 표면의 

유출수에서 표층 얼음 쪽으로 스며나와 계속 얼

음이 얼어 넓은 면적으로 형성되는 표층 얼음을 

말한다. 주로 폭이 넓고 얕은 시내(개울)에서 많

이 형성된다. Aufeis는 보통 운항이 가능한 강

에는 생기지 않는다.

앞의 목록을 보면 얼음이 어는 방식은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얼음이 정적으로 형성될 때에는

(static formation) 전형적인 호수와 유속이 느린 강

과 운하에서 열작용이 표층 얼음의 발달과 쇠락을 

지배하지만 물의 속도는 얼음이 어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동적 결빙(dynamic formation)

은 대개 얼음과 움직이는 물과 바람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표층 얼음은 처음에는 동적으로 쌓이다 

나중에는 열성장으로 두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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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밀도 ‐8°C, 80일 ‐13°C, 90일 ‐16°C, 105일

선박 10척/일 44 m3/m, h = 3.3m 80 m3/m, h ‐ 6.0m 115 m3/m, h = 8.6m
선박 3척/일 33m3/m, h ‐ 2.5m 60 m3/m, h = 4.5m 85m3/m, h = 6.3m
선박 1척/일 26m3/m,h = 1.9m 45 m3/m, h = 3.4m 61m3/m, h =4.6m
호송선 1척/3일 19 m3/m, h = 1.4m 30m3/m, h = 2.2m 40 m3/m, h = 3.0m

3.2 항해가 얼음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선박운항이 얼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배가 지나갈 때마다 절연상태의 얼음 차폐막을 깨 

수괴(water mass)의 열손실을 높인다. 이런 열손실

로 얼음이 더 많이 형성되는 한편 빙판이나 유빙조

각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

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든다. 핀란드 측의 추정

에 따르면, 하루에 선박 네 척이 지나가면 소통이 

없을 때에 비해 얼음은 다섯 배 더 많이 언다고 한

다. 눈이 찬 물에 닿으면 얼음으로 변하기 쉽기 때

문에 잔설(snow cover)은 이런 운항의 영향을 더욱 

증폭한다.

연속적인 선박운항도 얼음층의 두께에 영향을 준다. 

보통 선박으로 부숴진 얼음은 그 폭보다 대략 25%

정도 더 넓게 퍼져 물이 ⅓이고 얼음이 2/3 인 유빙

조각이 된다. 선박이 한 번 해구(trough)의 측면에 

있는 유빙조각을 밀고 지나가면 그 측면에 있는 얼

음층은 더 두꺼워진다. 해구의 양쪽에서 이 유빙조

각 층은 선박의 폭 정도로 커지고 두께는 해구 중앙

부에 있는 유빙층보다 2 – 3배 정도 더 두꺼운 것

이 보통이다. 선박 양 쪽의 얼음 기둥(ice collar, 깃

이나 목걸이 처럼 선박양쪽에 늘어선 얼음)는 운항

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충돌 위험을 높인다.

3.3 빙판으로 인한 열손실

쇄빙선(ice‐breaker)이 한 번 빙판을 깰 때의 운하

의 열손실 (W/m3)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따져 본 

핀란드 측의 연구 결과를 오른 쪽에 실었다.

겨울에는 얼음이 깨진 후 자연수로의 표면이 빙판과 

슬러지가 뒤섞인 채로 남아있게 된다. 쇄빙 작업을 

할 때마다 이 빙판과 슬러지가 서로 뒤섞여 돌면서 

새로 생기는 얼음이 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운하

에서 얼음이 어는 것은 쇄빙 빈도에 크게 좌우된다.

운하에서 길이 트인 자연수로의 폭이 20m이고, 그 

표면의 ⅓은 슬러지로 덮여있고 ⅔는 빙판으로 덮여 

있으며 얼음이 세 번 깨질 때 한 번 꼴로 빙판이 잠

긴다고 했을 때 물의 냉각에 따른 얼음덩이(ice 

block) 형성 부피(새로 생긴 얼음 양/운하 길이, 단

위: m3/m)과 얼음 층의 최종 두께(h)를 이 페이지 

제일 아래 표에 표시하였다.

운하 표면 2.4h 후 8h 후 24h 후 72h 후
두꺼운 빙판, ‐8°C 100 70 45 30
두꺼운 빙판,‐13°C 160 115 75 50
두꺼운 빙판, ‐16°C 200 140 90 60

유빙조각, ‐8°C 150 135 110 85
유빙조각, ‐13°C 245 210 165 110
유빙조각, ‐16°C 300 250 190 125

개빙구역과 단단하고 두꺼운 (1m) 빙판을 통과할 

때의 열손실 (W/m2)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8°C ‐13°C ‐16°C
개빙구역 160 260 320

단단한 얼음판 15 24 30

이 수치가 이론적인 수치이고 핀란드에서 측정하여 

실험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쇄빙 기술과 

교통밀도가 얼음이 어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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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륙수로

4.1 유럽

유럽의 내륙수로 (정기 수송로로 이용할 수 있는 운

하나 강이나 호수) 길이는 약 30,000 킬로미터이다. 

루마니아와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체코 공화국 및 

폴란드의 내륙 수로 시스템 길이는 9,000 킬로미터

이고 러시아의 내륙 수로망은 100,000km 남짓이

다.

서유럽

전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의 내륙용 수로망이 가장 

밀집도가 높다. 대천인 라인(Rhine) 강과 뫼즈

(Meuse) 강과 스켈트(Scheldt) 강은 모두 네덜란드

에 강어귀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 수로의 전체 길이

는 6,300km 정도로 이 중 35%가 1,000 톤 이상의 

선박 운항에 적합하다. 네덜란드의 주요 해운용 자

연수로는 대략 465km 길이이다. 이 자연수로는 모

두 ECMT VI b나 VI c 등급에 해당하며 (ECMT 

분류 등급은 별첨 1을 참고한다) 로테르담과 독일, 

로테르담과 앤트워프(Antwerp)/ 겐트(Ghent), 북해 

(암스테르담)와 독일을 연결한다.

독일 수로 시스템은 약 7,700km의 수로로 되어 있

고 내륙지역과 독일 내 주요 산업도시를 항구도시와 

연결한다. 이 수로망 중 약 1/2이 1,000톤 이상의 

선박 운항에 적합하다. 실제로 74개 독일 도심지역 

중 56개가 수로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내륙수로가 라인 강, 엘베(Elbe) 강에서 함

부르크, 베저(Weser)강에서 브레멘과 미테란트

(Mitteland) 자연수로, 베를린과 라인의 동서 연결

선이라 할 수 있다.

벨기에의 수로망은 2,000여km이고 상업용으로 사

용하는 부분은 약 1,500km 이다. 벨기에의 거의 모

든 주요 산업 지역 즉 브뤼셀(Brussels), 앤트워프, 

겐트, 리에쥬(Liege), 샤를레로이(Charleroi)가 이 

내륙 수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벨기에를 지나

는 수로 중 몇 개는 유럽‐횡단망을 이루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알버트(Albert) 운하, 겐트‐테르노

젠(Terneuzen) 운하, 스켈트‐라인(Rhine) 연결 항

로, 왈로니아(Wallonia)를 통과하는 스켈트‐뫼즈 연

결 항로, 스켈트로 이어지는 리스(Lys)와 브뤼셀

(Brussels) 운하이다. 주 수로는 ECMT IV‐Vlb 등

급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수로망은 마르세이유(Marseille)‐르 아브

르(Le Havre) 라인 동쪽에 있는 국가와 부분적으로 

연결된 밀집도 높은 항행 가능 운하와 강으로 매우 

넓은 지역을 잇고 있다 (총길이 6,800km). 이 수로

망의 서쪽에는 항행할 수 있는 운하와 강이 적다.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수로망은 이웃하고 있는 

베네룩스 국가와 독일보다 뒤로 처진다. 프랑스 수

로 시스템의 대부분은 갑문 폭이 길이 38.5m에 폭 

5.05m (수로 깊이에 따라 250 ~ 350 톤 운반)의 

작은 배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여서 “프레이시넷

(Freycinet)” 형의 선박에만 적합하다. 프랑스 내륙

수로 중 약 1,760km가 ECMT 등급 IV – Vib에 속

한다. 3,000 톤짜리 선박과 두 개의 Europa II 바지 

연결선 (pushed convoys of two Europa II 

barges)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수로는 거의 없

고 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대식 수로는 

아래와 같다:

 - 라인(Rhine);

론(Rhone)과 포쉬르메르(Fos surmer)에서 샬롱

쉬르손(Chalon sur Saone)로 이어지는 손느

(Saone)

 - 르 아브르에서 파리까지 이어지는 세느(Seine) 

(그 이상은 항해는 가능하지만 크기가 더 작은 

배만 운항할 수 있다)

 - 릴(Lille)‐덩케르크(Dunkerque)‐발랑시엔

(Valenciennes) 연결 항로

 - 낭시(Nancy)에서 독일 국경까지 이어지는 모젤

(Moselle)

중앙유럽과 동유럽

폴란드는 독일 동부의 몇 군데 수로 연결망과 함께 

미텔랜드(Mittelland) 운하와 엘베(Elbe)를 통해 서

유럽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 

구실을 하는 오더(Oder) 강은 이 지역의 남‐북 축이 

된다. 바르타(Warta) 강은 동‐서 축의 역할을 하고 

베를린을 폴란드의 포즈난(Poznan)과 바르샤바

(Warsaw) 산업 중심지와 연결한다. 폴란드의 수로

를 통해 서유럽도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던 Dnjepr 

지역과 연결된다. 바익셀(Weichsel) 강은 남에서 북

으로 흐르며, 여러 거대 공업지역을 서로 연결해 주

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내륙 수로이다. 비록 주요 

산업 및 인구 중심지들이 내륙수로로 연결되지만, 

강의 수심은 여전히 내륙선박의 흘수를 제한하는 요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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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화국에서는 엘베(Elbe)강과 엘베(Elbe) 및 

블타바(Vltava)운하로 연결되는 약 300km의 수로

가 물품 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이 강의 평균 수심

은 1.8 ~ 2.0m이다. 라베(Labe) 수로의 수용량은 

CEMT‐IV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인(Rhine)‐메인(Main)‐다뉴브(Danube)로 이어지

는 유럽‐횡단 수로 (VII 유럽‐횡단 수송로)에 속한 

다뉴브(Danube) 강은 중앙유럽의 주항로이다. 오스

트리아의 다뉴브는 길이 322km로 오스트리아‐독일 

국경 21km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국경 7km를 

구성한다.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에 있는 주요 항구

는 린츠(Linz), 엔스(Enns), 크렘스(Krems)와 비엔

나(Vienna)이다.

슬로바키아를 지나는 다뉴브 강은 172km 길이이다. 

1992년 11월부터 쿠노보(Cunovo)와 사프(Sap) 간 

항로 (41km)가 가브치코보(Gabcikovo) 수력발전안

의 우회 운하로 이전된다. 슬로바키아 유역에서의 

다뉴브 강 국제 수로수송은 브라티슬라바

(Bratislava)와 코마르노(Komarno)의 항만에 의해 

이루어지며, 스투르보(Sturovo) 산업항이 일부 담당

한다. 현재는 바우(Vah) 강 하류의 코마르노에서 세

레드(Sered) (66km)까지의 항로도 운영 중이다.

헝가리를 지나는 다뉴브는 324km 길이로 헝가리‐
슬로바키아 경계는 149km에 달한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다뉴브의 헝가리 지역 주요 공용

항구는 Gyor‐Gonju Budapest‐Csepel, 

Nagyteteny, Dunaujvaros, Baja이다.

과거 유고슬라비아 영토였던 곳을 지나는 다뉴브는 

길이 589km 정도이다. 이 구역의 최소 항로 수심은 

2.5m이다. 상하류 모두에서 밤낮으로 연속 항해가 

가능하다. Push convoys는 물론 바지선에는 라인

(Rhine)의 경우처럼 다뉴브(Danube)의 기준에 맞는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임시이건 주기적

이건 아니면 지역적이건 모든 일상적인 규제는 운항 

시기에 약간의 영향만 준다.

루마니아는 다뉴브 강의 본류가 흐르는 곳으로 그 

영토를 흐르는 다뉴브 강의 총 길이가 1,075km에 

달한다. 루마니아 구역을 벗어나서는 다뉴브 강은 

Bazias (1,075km 지점) 에서 상류의 Braila 

(171km 지점)까지의 다뉴브 강과 Braila (171km 

지점)에서 Sulina (0km 지점)까지의 해안 다뉴브

(Maritime Danube)의 두 갈래로 나뉜다.

이 구역의 항해가능 최소 수심은 상류에서는 2.5m, 

해안가에서는 7.5m이다. 또한, 루마니아에는 운항

이 가능한 수로가 몇 군데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

한 곳이 다뉴브‐ 흑해 수로와 Poarta Alba ‐ Midia ‐ 
Navodari 수로다.

러시아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운항 가능한 항로의 

총 길이가 101,000km이고, 이 중 러시아 하천용 

선단 의 운항 가이드가 있는 항로의 길이는 95,900km

이고 이 중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곳은 60,400km이다. 

인공 항로가 차지하는 부분은 16,900km이다. 이 망의 

대부분은 동절기에 폐쇄한다.

북유럽

북유럽에서는 스웨덴에 내륙 수로망 390km, 핀란

드에 내륙 수로망 7,900km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이 망 중 대부분이 호수이며, 짧은 갑문 운하로 서

로 연결되어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는 

베네른(Vanern) 호와 북해를 연결하는 트롤하테

(Trollhatte) 운하다. 핀란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수

로는 사이마 호와 핀란드 만을 연결하는 사이마 운

하다. 이 두 운하 모두 길이는 82~89m, 운반 용량

은 2 500~5000 톤의 선박까지 통과할 수 있다. 트

롤하테 운하는 연중 운영하지만 사이마 운하는 1월 

중순~4월 초까지는 폐쇄한다. 사이마 운하를 폐쇄

하는 경우에도 사이마 호에서는 연중 운항한다.

4.2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수로 시스템은 40,000km 여의 운항할 

수 있는 강, 호수, 해안 자연수로로 이루어져 있다. 

내륙 수로 시스템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뉜다:

 -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5대호(Great Lakes) 수로 

시스템은 5대호 와 총 25개 갑문이 있는 이 호

수를 연결하는 수로 및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 Seaway) 해로 국제 구역을 포함한

다. 이 시스템에 속한 수로의 총 길이는 

3,700km 이상이다.

 - 미시시피 강, 미주리 강, 일리노이 수로, 오하이

오 강 시스템, 테네시, 톰빅비(Tombigbee), 아

칸소(Arkansas), 레드(Red) 강까지 총 174개의 

갑문(lock)이 있는 미국의 미시시피 강 시스템

5대호 시스템은 최대 길이 225.5m의 강‐해양 선박 

운항에 사용되며, 미시시피 강 시스템에서는 주로 

바지선 운항이 이루어진다. 12월 중순에서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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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까지는 5대호의 상업용 선박 출입이 제한된다. 미

시시피 강 시스템은 12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폐

쇄되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게일스버그까지의 미시시

피 강과 미주리 강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항이 가능

하다.

5 내륙수로의 동결 문제

5.1 북유럽

북유럽의 기후는 가혹한 편이다. 사이마호 남쪽의 

월평균 온도는 12월과 3월은 ‐4~‐5°C 이고 1월과 

2월은 ‐9~‐10°C 이다. 최저 기온은 ‐30~‐35°C에 이

르기도 한다. 베네른(Vanern) 호 지역은 기후가 온

후하다. 1월 평균 기온은 ‐2~‐5°C이고 최저온도는 ‐
20~‐25°C에 이른다.

북유럽의 동절기 운항 기간은 12월~4월이다. 사이

마 호에서 얼음 두께가 가장 두꺼운 시기는 3월로 

남쪽은 50~60cm이고, 북쪽은 80cm까지 이른다. 

사이마 운하에서는 연속적인 선박운항이 얼음 형성

을 가속화시킨다. 선박의 통행이 없으면 얼음의 두

께는 약 70cm 정도이지만 운항이 증가하면 이런 

운항철이 끝나갈 무렵 유빙조각 층의 평균 두께가 

약 1.0m가 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운항철이 끝나기 

전의 얼음의 두께가 2.0 ~ 2.5m가 된다. 더욱이 핀

란드 해안지역은 매년 얼어붙고 바람의 영향으로 해

상 수 미터 두께 정도까지의 유빙괴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트롤하테 운하의 얼음 두께는 45cm에 이르기도 한

다. 운하의 유빙조각 층은 두께 1.0~1.5m에 이를 

수도 있다. 베네른 호에서는 최고 빙판 두께가 

50~60cm 정도지만 바람으로 생긴 유빙괴는 2~3m 

정도 두께에 이르기도 한다. 동절기에 접어들 때에

는 베네른 호가 개방된 상태이지만 베네른 호에서 

나와 고타(Gota) 강으로 흘러가는 물은 매우 차가워 

프레이질 얼음이 생기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고타 

강 상류의 수온이 0.03°C 이하로 떨어지면 발생한

다.

사이마 호 쇄빙 시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 협소한 준설 항로 구역에 유빙조각이 쌓인다. 항

로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선박이 끼이게 되면 벗

어날 수 없게 된다.

 - 선박 중에는 동절기 운항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

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어려움 없이 운항할 수 

있는 것도 있다

 - 얼음의 열팽창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도 생긴다: 

0 °C 이하에서 개방되는 수로는 온도가 상승하

여 해안의 얼음이 팽창하게 되면 더 좁아지게 

된다. 해구(trough)가 더 좁아져 운항이 어려워

지므로 선박의 속도가 느려진다.

 - 강설과 열린 해구로 부는 바람으로 이동하는 눈

으로 인해 녹기 시작한 눈이 최고 4m 두께의 

조밀한 층을 이룰 수도 있다. 녹기 시작한 눈이 

마찰력을 높이고 선박의 프로펠러로 물이 자유

롭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여 교통이 상당

히 지연된다.

 - 겨울이 깊어가면 쇄빙작업과 선박의 통행으로 

자연수로에 유빙조각이 점점 더 많아진다. 남은 

겨울 동안 오래된 해구 옆의 새 자연수로를 30 

‐ 35cm두께의 빙원으로 쇄빙해 주면 이런 문제

는 피할 수 있다.

사이마 운하의 주된 문제는 연속적인 선박운항으로 

두꺼운 유빙조각이 생기는 것과 연관이 있다. 유빙

조각이 매우 두껍게 형성되어 항해가 어려운 깊은 

바위 절단면 부근이 가장 위험하다. 유빙조각은 선

박의 저항을 높이고 프로펠러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 때문에 선박이 운하에 끼는 경우도 많

다. 대기영역과 정박지에 유빙조각이 쌓이기도 하여 

선박의 갑문 출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선박은 유빙

조각을 갑문으로 옮겨 갑문의 수명을 단축한다. 선

박의 측면과 갑문 벽 사이에서 짓눌린 유빙조각은 

갑문 벽과 유도(funnel) 벽에 얼음 칼라(ice collar)

를 만들어 갑문의 운항 폭을 좁힌다. 유빙조각이 완

전히 열린 상태의 마이터 게이트(mitre gate)도 방

해할 수 있다. 갑문 구조물과 시설에 얼음이 어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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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른 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람 때문에 생긴다. 

바람으로 생긴 빙원이 선박으로 생긴 유빙조각과 결

합하여 베네르스보리(Vanersborg)와 킨네비켄

(Kinneviken)과 같은 얕은 지역에 유빙괴(Pack 

Ice)를 형성한다. 이른 봄에는 바람으로 개빙구역 

언저리에 두꺼운 얼음층이 생긴다.

베네른 호 항구 지역의 주된 문제는 선박과 정박지 

벽 사이의 유빙조각 때문에 생긴다. 항구의 수심은 

단 6.0m이므로 흘수가 가장 큰 선박 (5.4m)은 얼음 

때문에 좌초될 수 있다.

이렇게 얼음이 어는 상황에서는 항로표지

(navigational aid)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항로표지는 얼음의 힘과 얼음으로 생긴 진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트롤하테 운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위 절단면

으로 얕으면서 (6.3m) 동시에 좁다 (28m). 이런 구

역의 유빙조각은 최고 7미터의 층을 이룰 수도 있

어 운하 교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프레이

질 얼음이 생기면서 깨진 얼음도 함께 쌓이면 운하 

구역과 고타 강에 얼음 댐이 생길 수도 있다. 고타 

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역은 S‐자형 굽이와 강

으로 나뉘어진 섬의 상류이다.

프레이질 얼음은 강바닥에 저빙을 만들어 특히 얼음

이 흘러가면서 운하와 강 바닥의 바위를 치워버릴 

수도 있다. 프레이질 얼음이 선박의 냉각수 흡입을 

막을 수도 있다.

5.2 서유럽

서유럽 내륙수로의 경우 매년 얼음이 어는 것은 아

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와 북프랑스에서 얼

음이 얼 확률은 10‐30%이다. 강 어귀에서는 물의 

염분이 동결을 막아준다. 그렇지만 물의 흐름도 없

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배출도 없는 운하 구역에서

는 빠르게 얼음이 어는 조건이 갖추어진다. 강에서

는 물이 흐르면서 얼음 문제를 줄여준다. 12월 말에 

들어서면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2월‐3월까지 얼음

이 계속 언다. 얼음의 최고 두께는 독일이 30‐50 

cm이고 다른 서유럽 지역은 20‐30 cm이다.

1995‐96년 겨울에 미테란트 운하와 엘베 사이드 운

하를 51일간 폐쇄하였다. 1996‐97년 겨울에는 35

일간 폐쇄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운하를 폐쇄하기 

전후 1~2주 간은 운항을 크게 제한하였다. 수로를 

폐쇄하는 대표적 이유는 크리스마스와 신년과 같은 

비성수기 중에는 얼음이 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

다. 해운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쇄빙선

을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이후 얼음이 녹은 후에야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대략 3 ~ 5 년 주기로 운항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얼음이 어는 혹한이 찾아온다. 얼음은 

옹벽과 방벽이나 제방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얼음

체증(ice jam)은 물을 막아 홍수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해상운송은 연중 계속되지만 얼음 때문에 수

송이 느려지고 일부 축(axis)에서는 일시적으로 중

단되기도 한다.

벨기에에서는 1962‐63년, 1984‐85년, 1985‐86년, 

1986‐87년, 1996‐97년 겨울에 내륙수로 동결 문제

가 보고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얼음이 거의 모든 

망을 방해하여 모든 항로가 전면 중단되었다. 약 

120km의 왈로니아(Wailonian) 망만 큰 문제 없이 

운영하였다. 

다른 망은 얼음이나 심각한 얼음 문제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폐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북동부 프랑스에서 주로 동결이 일어

난다. 얼음이 어는 구역은 전체 망 중 57 %에 해당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6‐97년 동절기에는 

소통을 유지해야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기후 

때문에 얼음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선박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력과 다른 자원을 대량 동

원하였고 운하 고조물과 선박 양쪽에 큰 피해를 입

혔다. 이런 노력에도 일부 수로는 4주 가까이 운항

을 못하였다.

서유럽 내륙수로에서는 얼음이 얼었을 때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선박의 항해를 불가능하게 하

는 유빙조각이 형성되고 쌓여 결빙 문제가 생긴다. 

이와 동시에 얼음은 갑문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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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박도 크게 파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륙

선 선장 중에는 쇄빙선의 원조가 있어도 이런 두꺼

운 유빙조각 사이로 운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외항만과 갑실 및 동력 리프트로 흘러간 얼음

은 좀처럼 치우기 어려워 선박과 구조물을 파손할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은 갑문과 항구 부근에서 가장 

심해진다.

부빙은 움직이는 선박의 저항력을 크게 높인다. 옆

으로 밀린 얼음덩이는 쌓인 후 선박과 둑 사이에 단

단히 얽힌다. 특히 취약성이 높은 빈 선박의 경우 

선박이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꿀 때 끼이거나 파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

5.3 북아메리카

5대호에서는 12월 초에서 4월 말까지 얼음으로 문

제가 생긴다. 미시시피 강의 경우 미시시피 상류와 

미주리 강과 오하이오 강, 일리노이 수로에서 1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얼음으로 문제가 생긴다.

빙판이 되었건 유빙조각층이 되었건 자연수로에 얼

음이 생기면 개빙 시기(open water season)에 비

해 선박의 속도를 평균 39%까지 감속하여 예인선

의 크기가 대략 25% 줄어든다. 갑문의 얼음을 하나

씩 치워야 하므로 운항이 지연되는 일이 잦다. 얼음

이 어는 조건이 그렇지 않은 기간의 두 배는 길다. 

얼음은 선박이 정박지나 선창을 떠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봄에는 바지선과 예인선이 손상되고 선창과 정박지

도 파손되어 극한 동결 현상으로 운항이 전면 금지

된다. 얼음이 하안침식 보호구조물과 사석을 파괴하

는 경우가 많아 재 시공해야 한다.

갑문과 갑문 접근로(lock approach)의 유빙조각 때

문에 갑문 입구를 전면 개방하지 못하여 특히 상류

쪽에서 선박이 갑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자

연수로에 유빙조각이 있다는 것은 예인선 크기를 줄

여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갑문 입구와 

다른 갑문 구조물 및 설비에 얼음이 얼면 무게가 증

가하여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대인안전 문제

도 발생한다. 바지선 바닥에 얼음이 쌓이면 갑문턱

도 방해하여 예인선의 수문 운영을 막거나 수위가 

떨어질 때에는 바지선이 위로 들리게 된다.

댐에서는 얼음이 댐의 상류에 쌓이고 게이트와 외판

(skin plate)에 서서히 부착하여 다양한 문제를 일

으킨다. 씰(seal)에 얼음이 얼면 댐의 게이트를 개방

할 수 없다. 이 얼음이 부두(pier) 벽 상류와 부두 

사이의 아치에 쌓인다.

흐름속도가 낮은상태에서는 얼음이 좌초되어 물이 

지나가기에 부적합한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어 얼음

이 지나가기 힘든 경우도 종종 있다. 초봄에는 댐의 

게이트를 통과하는 얼음이 게이트 씰을 파괴하고 콘

크리트를 침식하기도 한다.

6. 동절기 항해 관리

6.1 북유럽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지방 해사국(Maritime 

Administration)이 쇄빙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고 있

다. 양국의 민영기업과 국영 해운회사가 소유한 선

박을 쇄빙 작업에 이용한다.

핀란드해사국은 과거에는 내륙수로에 쇄빙 작업 용

으로 두 척의 선박을 배정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동

절기에 핀란드국영해운회사 소유의 선박 한 척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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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약을 맺은 민간 소유의 선박 세 척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항구에서도 항구와 항구 접

근 자연수로의 얼음을 깨기 위해 더 작은 자체 예인

선을 보유하고 있다. 핀란드해사국이 항로의 모든 

쇄빙 작업과 선박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의 교통을 지휘한다.

스웨덴 해사국은 트롤하테 운하와 베네른 호에서 쇄

빙선 한 척과 이 보다 큰 예인선 두 척과 좀 더 작

은 예인선 몇 척을 운영하고 있다. 결빙 때문에 필

요할 경우 민자기업의 예인선으로 쇄빙 작업을 보조

한다. 베네른 호의 항구에는 항구과 접근 자연수로

의 얼음을 깨기 위한 자체 예인선도 있다. 스웨덴 

해사국이 항로의 모든 쇄빙 작업과 선박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의 교통을 지휘한다.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각 해사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박의 동결 등급 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6.2 서유럽

독일

독일 내륙수로는 지역 수로해운국(Waterways and 

Shipping Directorates, WSD)이 건설, 운영, 유지

하고 있다. 그 의무의 하나로 이 해운국이 쇄빙 업

무 책임을 맡고 있다. 해운국은 동결 상황이 비교적 

가벼울 때에 사용하는 자체 쇄빙 업무에 적합한 쇄

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수로해운국과 계약한 민영기

업이 이런 쇄빙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공공사업 및 수자원관리부(Dutch Directorate

‐ General of the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가 쇄빙을 포함해 내륙수로 건설과 유

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쇄빙 작업이 필요하면 이 

기관이 적합한 설비를 보유한 예인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

벨기에

벨기에 왕국은 1988년에 세 지역으로 나뉘었고, 이 

지역 (플랜더즈, 왈로니아, 브뤼셀)은 수로와 항만을 

포함해 모든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쇄빙 서비스는 지방 당국의 

책임 하에 있다.

동절기에 운하와 강에 얼음이 얼면 (가능성 10 ‐ 
20%) 지방 당국은 특히 항로의 축이 되는 지역의 

수로를 유지하고 가급적 오랜 기간 수로를 개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필요하면 당국은 자체 판단에 따

라 쇄빙에 적합한 예인선을 보유한 계약업체를 이용

한다. 정부 소유의 선박도 결빙 관리에 사용한다.

프랑스

Voies Navigables de France (VNF)가 프랑스 내

륙수로를 관리, 유지, 개발한다. VNF는 9개의 지역 

부서를 두고 있다. 쇄빙을 위해 VNF에는 다른 목적

을 위해 설계했으나 쇄빙 작업을 할 수 있는 몇 척

의 선박을 보유하여 이 목적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6.3 북아메리카

미국에서는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가 5

대호의 쇄빙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해안경비대(Canadian Coast Guard)가 5대호

와 세인트로렌스 해로의 쇄빙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내륙 수로 시스템 (미시시피 상류와 중류 및 

주요 지류)에서는 정부가 쇄빙 업무를 하지 않는다. 

상용 예인선 운영자가 필요하면 자체 예인선을 쇄빙

선으로 사용한다. 미 육군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가 갑실과 접근로 관리를 포함해 모

든 갑문 운영과 유지 책임을 지고 있다. 미육군의 

한지연구 공학실험실(Cold Regions Research and 

Engineering Laboratory)이 운항 구조물의 동결 문

제에 대한 조사를 한다.

7. 쇄빙 기술 

7.1 재래식 쇄빙선

원래 쇄빙선은 이런 목적으로만 건조하였으며, 그 

선체의 형태는 큰 물결이 이는 개빙구역에는 적합하

지 않다. 쇄빙용 선박의 선체와 뱃머리는 매우 둥글

어 선박이 좌우로 쉽게 흔들리므로 항해적합성을 제

한한다. 재래식 쇄빙선도 마찬가지로 바지선을 밀거

나 끌기에 적합한 설계가 아니어서 개빙 시기에는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한편 쇄빙선으로는 이런 선

박의 성능이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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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쇄빙선의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의 트롤하테 운

하와 베네른 호에서 사용하는 IB “Ale”이다. 1973

년에 건조한 IB “Ale”의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총 길이 49.5m

 - 폭 13.0m

 - 흘수 5.2m

 - 디젤‐전기 장비

 - 엔진출력 3,900 kW

 - 축 출력 3,490 kW

 - 412 kN 파일의 전달 동력

 - 개빙구역의 속도 14 노트

 - 프로펠러 2개

 - 키 2개

IB “Ale”에는 선박의 양 측면을 따라 10개의 구멍

이 난 공기 방울 분사장치(air bubbling system)가 

설치되어 있어 선박 양측의 “공기윤활” 작용을 한다.

IB Ale의 쇄빙 여력이면 베네른 호의 조건에는 충

분하며 간혹 미터 두께가 되기도 하는 빙벽을 뚫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다. 근래의 IB 

“Ale”에는 음향측심기가 장착되어 있어 개빙 시기

의 수로 조사에 이용하고 있다.

7.2 쇄빙선의 뱃머리

일반 예인선은 쇄빙 작업에 흔히 사용된다. 쇄빙에 

사용할 선박용으로 적합한 특수한 뱃머리를 달면 일

반 예인선의 쇄빙 처리력을 높일 수 있다. 뱃머리를 

쇄빙 용으로 특수 설계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

당하다. 핀란드의 사이마 운하에서 사용하는 쇄빙선

의 뱃머리는 1980년대에 개발되었다. 실물규모의 

현장 시험에서 쇄빙선 뱃머리가 50cm 남짓에서 

80cm 이상으로 예인선 “Protector”의 쇄빙 작업력

을 높였다. “Protector”는 뱃머리를 별도로 달지 않

고도 40cm 두께의 빙판을 2m/s 연속 속도로 전진

할 수 있었지만 뱃머리를 달자 동일 속도로 70 cm

의 빙판도 깰 수 있었다.

벨기에 플랜더즈에서는 다른 종류의 쇄빙선 뱃머리

를 사용한다. 이 뱃머리는 쇄빙용 예인선에 꼭맞게 

되어 있다. 뱃머리의 형태는 이런 목적으로 설계되

지 않은 예인선의 쇄빙 작업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뱃머리를 예인선에 달 때에는 뱃머리

가 뒤쪽에 일정한 하중을 더하므로 경사진 뱃머리 

바닥이 얼음 표면을 미끄러질 수 있다. 뱃머리가 얼

음 위를 미끄러질 때 뱃머리의 각진 모서리가 10 ~ 

12cm 두께로 얼음을 절단한다. 뱃머리 앞이 뒤쪽보

다 더 넓어 얼음에 끼지 않는다. 더 넓어야 한다면 

뱃 머리를 옆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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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목적 선박

재래식 쇄빙선은 쇄빙 이외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 이런 비용

을 줄이려면 쇄빙선의 항해적합성과 다목적성을 개

선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다목적 쇄빙선을 기획

하게 되었다. 핀란드해사국이 해안 쇄빙용으로 세 

척의 다목적 쇄빙선을 건조하였고 민영기업 Mopro

는 사이마 호와 사이마 운하용으로 한 척을 건조하

였다.

선체를 재설계하여 해안용 다목적 쇄빙선의 항해적

합성을 개선하였다. 선박의 뱃머리는 재래식 쇄빙선

과 비교적 유사하지만 뱃고물은 외양에서 더욱 안정

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하였다. 하절기에는 이런 선

박을 북해 유전 근해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이마 호의 다목적 쇄빙선 MSV “Arppe”도 예인

선으로 설계하였다. 이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사양

은 다음과 같다:

 - 총 길이 32m

 - 폭 12.7m

 - 흘수 3.2m

 - 엔진출력 3,400 kW

 - 디젤‐전기엔진, 엔진 2개

 - 프로펠러 1개

MSV “Arppe”는 최고 두께 70cm의 얼음에서 작업

할 수 있어 사이마 호에 적합하다. MSV Arppe는 

2003년 가을에 재건조하였다. 엔진 계통을 디젤에

서 디젤‐ 전기 방식으로 바꾸었고 엔진배기량은 두 

배가 되었다. 뱃머리와 뱃고물을 변형하였고 프로펠

러 계통은 터널식에서 통상의 것으로 바꾸었다.

MSV “Arppe”를 재건조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었다:

 - 유빙조각이 터널로 들어가므로 얼음이 많을 때

에는 터널 프로펠러가 막힐 수 있다 

 - 이런 이유로 예인되는 선박이 MSV “Arppe”와 

충돌할 수 있어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작업이 

위험해 진다.

아직도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 선박의 흘수가 너무 작고 흘수 조정 용 밸러스

트 탱크가 없다.

 - 선박 측면의 얼음 마찰력을 줄여주는 공기방울 

분사계통이 없다

7.4 Double Acting Ships (DAS)

DAS 기술은 Azipod 추진장치를 기저로 하고 있다. 

이 추진장치로 프로펠러가 360° 전방위로 움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펠러 포드 안쪽에 전기 AC 

모터를 달아 다양한 선박에 수많은 기술 및 경제적 

편익을 안겨주었다. Azipod 계통은 Kvaernermasa‐
Yards 와 ABB Industry가 공동개발하였다. Azipod 

장치는 1990년대에 Masa‐Yards에서 여러 선박 프

로젝트에 적용하였다.

Azipod 추진 계통은 최신 핀란드 쇄빙선 MSV 

“Botnica”에 설치되었다. 이 장치는 Arctic 16,000 

dwt 탱커 두 척을 개조할 때에도 설치되었고 두 개

의 560 kW 장치를 흘수가 얕은 강에서 운항하는 

쇄빙선 용으로 고쳤다. Azipod 추진계통을 장착한 

100,000 dwt의 신규 원유탱커 두 척을 2002년 핀

란드의 원유회사인 Fortum으로 전달하였다. 

Azipod 추진계통으로 선박 설계의 융통성이 커졌고 

선박의 기동성 또한 향상되었다.

Azipod 추진계통으로 선박 설계에서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빙으로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서는 선박이 고물쪽으로 갈 수 있게 뱃머리를 개빙

구역에 맞게 최적화 할 수 있다. 얼음의 상태에 맞

게 뱃고물을 설계할 수 있다. 일반 추진계통과 비교

하여 Azipod 추진계통이 얼음 사이를 운항할 때 다

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프로펠러로 물이 제대로 흘러들어갈다

 - 흐르는 물로 선박의 얼음 마찰력이 50%까지 감

소한다

 - 프로펠러가 얼음을 더 작은 조각으로 깰 수 있다

 - 방위각이 계속 바뀌어 얼음에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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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pod 추진장치를 최초로 설치한 쇄빙선은 하천 

용 쇄빙선 IB “Rothelstein”으로 이 선박은 오스트

리아의 다뉴브에서 이용하고 있다. IB 

“Rothelstein”은 길이 42.3m에 폭은 10m이고 흘수

는 2.0m이다. 560kW Azipod 장치 두 대가 장착되

어 있는 IB “Rothelstein”는 흘수가 2미터 밖에 되

지 않아도 최고 70 cm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다.

Azipod 추진계통이 있으면 작은 쇄빙선도 빙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길이 100m에 두께는 1.5m ~ 

3.6m로 차이가 있는 빙벽에서 융기부 붕괴검사

(ridge breaching test)를 했을 때 IB Rdthelstein

은 융기부를 9분 30초 만에 통과하였다. Azipods 

계통이 있으면 기존 선박에 비해 더 작은 회전반경

으로 회전할 수 있다. 현장 시험에서 자연수로에서 

오래된 얼음이 덮고 있는 지점을 IB Rotheistein이 

180° 회전하는 데 1.5 ~ 3.5분 걸렸다. 그렇지만 

이 Azipod 장치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경험이 있어

야 한다.

1998년에 끝난 쇄빙선 MSV Arcticaborg와 

Antarcticaborg의 설계는 DAS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 이들 선박은 카스피해의 유전에서 사용할 수 있

게 설계되어 있다. 선박의 길이는 65.1m, 폭은 

16.4m, 최대 흘수는 2.9m이다. 1 620 kW Azipod 

장치가 각 두 개씩 장착된 이 선박은 전방은 60cm

두께, 고물쪽은 100cm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다.

미국해안경비대는 2001년 10월에 IB “Mackinaw”

를 교체할 수 있는 신규 다목적 쇄빙선을 주문하였

다. “USCGCmackinaw”라는 이름이 붙을 이 다목

적 선박은 쇄빙 업무와 5대호에서 운항을 할 수 있

도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Mackinaw”는 구조수색, 해양환경에 대응, 해상법 

집행이라는 부차적 임무도 수행한다. 새로운 

“Mackinaw”는 2005년에 인도된다.

새로운 “Mackinaw”의 설계는 DAS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신규 “Mackinaw”의 주 규격은 아래와 

같다:

 - 길이      73.2m

 - 폭        17.7m

 - 흘수      4.7m

 - 주엔진    3 x 3,090 kW, 디젤 발전기

 - 추진 장치 2 x 3,350 kW, Azipod 추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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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Mackinaw”는 80cm 두께의 얼음 속을 5 

노트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두꺼운 빙벽도 통

과할 수 있다. 선박을 5대호 지역의 유지용 선박으

로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하므로 항해 적합

성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신규 

“Mackinaw”은 2.5 m 파고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었다. DAS 기술을 이용하면 쇄빙력과 항해적

합성 양쪽을 모두 살려 설계할 수 있다.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Azipod 추진계통에는 몇 가

지 단점도 있다. 추진장치를 360° 회전할 수 있으므

로 프로펠러에서 생긴 물의 흐름이 운하 구조물에 

부가적인 힘을 가하게 된다. 적절한 지식 없이 이 

장치를 사용하면 최고 5‐6m/s까지 이르는 프로펠러

의 제트류가 운하 경사지에서 부식방지제를 씻어내

어 방파제(quay)와 다른 구조물 하부가 부식되고 운

하 하부 등이 벗겨져 운하 구조물이 파괴될 수 있다.

7.5 쇄빙기

쇄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존 선박에서 평저선에 장

착한 특수 준설장비까지 내륙수로의 얼음을 깨는 데

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수백 년 

간 몇 가지 새로운 쇄빙 기술이 나왔다. 

십 년쯤 전에는 독일 기업인 J.mobius Company에

서 엔진(750 kW) 으로 움직이는 회전드럼으로 이

루어져 있고 타격장치(beating implement)가 평저

선에 완전 장착되어 있는 새로운 쇄빙기술을 개발하

였다. 이 쇄빙기는 얼음층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동

절기 수로 운항이 쉽도록 해 준다.

회전드럼에서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타격장치가 고

속으로 얼음을 치면서 깨면 작은 얼음 조각이 생긴

다. 단편화 장치(shredding implement)가 달린 드

럼은 크기가 크며 고속으로 회전할 때 쇄빙 작업이 

느려지지 않을 정도의 회전력이 생긴다. 회전 속도

와 교체식 타격장치를 조정하면 특정 두께의 얼음에 

가하는 힘과 파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회전속도

는 유압구동장치와 감속기어를 조정하여 조절한다. 

쇄빙기는 1996/97년 겨울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

때 사용한 쇄빙기는 평저선이 떠받치는 준설선에 탑

재한 프로토타입이었다. 최초의 드럼형 쇄빙기는 

1997년 1월에 완성되었다. 작업 폭 11 m에 력 750 

kW의 장치로 이 쇄빙기는 30 ‐ 40cm 두께의 빙판을 

5 ‐ 6km/h 속도로 헤쳐나갈 수 있다. 얼음은 작고 고

른 단편으로 부서져 운항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

대형 드럼 쇄빙기를 사용해 본 결과 5‐6km/h의 속

도로 표층 얼음을 깨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입증되

었다. 빙판이 잘게 부서져 결빙 상태에서 운항하도

록 설계되지 않은 선박도 운항할 수 있다. 쇄빙기가 

두껍고 단단한 60cm 두께의 빙판을 깰 수 있다는 

것이 미테란트 운하에서 증명되었다. 그렇지만 

2001/02년 겨울 메인(Main)‐다뉴브(Danube) 운하

에서처럼 평저선 아래쪽의 다량의 얼음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60cm 정도의 표층 얼음(ice cover)에

서는 쇄빙기에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는 표층 얼음이 두꺼울 경우(> 60 cm) 자연

수로 항해 시 유빙조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쇄빙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꺼운 빙판 문제가 풀리면 쇄빙기 기술로 불필

요한 수로 차단을 줄이고 동절기 운항 장애를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쇄빙 기술과 비교하여 쇄빙기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

 - 수로가 얼음‐슬러지 층으로 빠르게 덮이므로 얼

음이 깨질 때 생기는 운하의 열손실이 작다.

 - 기존의 쇄빙법을 사용할 때보다 얼음층이 덜 생긴다.

 - 둑이 쇄빙의 영향을 받지 않아 파손되지 않는다

 - 얼음이 작은 조각으로 깨지므로 운항을 덜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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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기존의 쇄빙 기술에 비해 단편화 작업이 매우 

더디다.

 - 지금까지는 쇄빙기가 두꺼운 표층 얼음은 처리

할 수 없었다 (> 60 cm).

 - 쇄빙기가 자체 구동력이 없기 때문에 출력이 큰 

선박으로 밀어줘야 하며, 이에 따라 경제성이 떨

어진다.

8. 정보 및 운영 시스템

8.1 북유럽

핀란드 내륙수로의 쇄빙작업과 동절기 운항은 모두 

내륙수로관리국(Inland Waterways District)에서 

관할한다. 사이마 운하는 1월 초부터 4월 초순까지 

폐쇄된다. 운하 개폐일자는 매년 핀란드‐러시아 운

하 대표단이 수로관리국의 제안을 기초로 결정한다. 

운하 교통규범에 따르면 운하 개폐는 최소한 폐쇄하

기 7일 전과 개방하기 하루 전에 신문지상에 발표

해야 한다. 현재는 개폐일은 업계와 해운회사와 함

께 사전에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업계와 해운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송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동절기 수로 폐쇄의 영향을 줄

일 수 있다. 사이마 운하 운항 시기에는 해운회사와 

대행사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1~2회 얼음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된다.

해운회사는 수로관리국에 선박 이동에 대해 사전에 

알린다. 출발/도착 시각은 수로안내 요청서에 명시

되어 있다. 이 정보가 쇄빙선으로 넘어간 후에 예상

되는 요구도에 따라 위치와 이동 계획을 세운다. 여

러 척이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쇄빙선 선장이 선

박 지원 순서를 정한다.

스웨덴의 정보 및 운영 시스템은 핀란드와 유사하

다. 트롤하테 해양관할부(Maritime District)가 트롤

하테 운하와 베네른 호의 동절기 운항에 필요한 쇄

빙 및 모든 부대 서비스를 관할한다. 해양관할부가 

운하와 베네른 호의 얼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그 결과와 문제 구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

집한다. 이 관할부가 정보를 선박과 해운회사로 배

포한다.

8.2 서유럽

네덜란드에서는 내륙 수자원정보센터(Inland Water 

Information Centre)가 내륙 해운을 위해 얼음 형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업일에 결빙차트를 

발간하여 해운거래소와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보내고 

교각과 갑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텔레텍스는 네덜

란드 수로의 결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필

요하면 라디오 방송에서도 정보를 발표한다. 얼음과 

항해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내륙 수자원 정보라인

(Inland Water Information Line)에서 24시간 제공

하고 있다. 매 시간마다 VTS 방송으로 상세한 지역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인터넷과 이메일로 이런 정보

를 선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지방관리당국이 얼음의 상태를 VHF 

무선 전파로 수로 이용자에게 발표한다. 문자다중방

송과 인터넷으로 일일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운

회사는 이메일이나 팩스나 정기우편으로 정보를 받

는다. 해외와 네덜란드의 내륙수로 정보센터에도 얼

음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전송하고 이곳에서 인터넷

으로 이 정보를 공개한다. 쇄빙작업은 교통량이 많

은 가장 큰 수로를 최우선으로 한다.

프랑스의 수로에서는 각 구역마다 내부 활동을 조정

하고 결빙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위가 있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면 행동 계획을 세우고 수로 이

용자에게 경고를 발한다. 이 경고로 행동 우선순위

를 표시하고 수로 이용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알린다. 운항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선

박과 선원이 대피하기에 적합한 장소도 표시한다. 

이 단위가 매일 용선 사무실로 정보를 제공하여 문

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기간에 수송 계약을 체결하

는 불상사를 막도록 하고 있다. 수로 이용자와 당국

에도 매일 정보를 알린다. 특수부가 이웃한 구역 간

의 활동을 조정하여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VNF 본부에도 현재의 활동을 매일 기준으로 보

고한다.

8.3 북아메리카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가 미국의 세인트 

로렌스 해로와 5대호의 쇄빙 지원 책임을 지고 있

다. 캐나다해안경비대도 캐나다에서 동일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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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미국해안경비대는 미국의 내륙 수로 시

스템 (미시시피 상류와 중류 및 주요 지류)의 쇄빙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미시시피 강에서는 극한 상황이 되면 (홍수나 가뭄 

및 동결)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RIAC (River Industry Action Committee)

는 일리노이주 Cairo 위쪽 미시시피 강 상류의 문제

를 처리한다. LOMRC (Lowermississippi River 

Committee, 미시시피 강 하류 위원회)는 일리노이 

주 Cairo 아래쪽의 미시시피강 하류 유역의 문제를 

처리한다.

처음에는 간단히 “결빙 위원회(Ice Committee)”라 

불렀던 RIAC은 갑문과 댐의 얼음 상태를 다루기 위

해 1960년대 말에 조직하였다. 1970년대 말에는 

Cairo, 일리노이ㅡ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미시시피 

강 중류)의 고수위와 저수위 및 결빙 문제를 다루도

록 이 워킹그룹을 확대하였다. 다른 문제에 대한 조

언을 하기 위해 이 워킹그룹을 소집했던 한 정기 회

의 중에 이런 방향이 명확해 지자 그 명칭을 River 

Industry Action Committee로 변경하였다.

RIAC은 “미시시피 강 위기 활동 계획(Mississippi 

River Crisis Action Plan)”이나 위기행동계획

(Crisis Action Plan, CAP)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항해업계와 미국 해

안 경비대 및 미 육군공병대(ACOE)의 공동 프로젝

트이다. 1998년 12월에 개정한 이 계획은 미시시피 

강의 해상수송 비상 시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강의 비상 상황은 운항 불통을 야기하며 자연

재해나 인명피해, 혹은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일어

날 수 있다. 운항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해안

경비대, 미 육군공병대 및 항해산업이 안전하고 질

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이 계획의 목적이 있다. 위기행동계획 (Crisis 

Action Plan, CAP)은 2차 해안경비관할사령관

(Commander of the Second Coast Guard 

District)과 미 육군공병대, 미시시피 계곡하류 관할

부(Lowermississippi Valley Division) (현재는 

Mississippi Valley Division)가 1995년에 공인한 

하천위기대응워킹그룹(River Crisis Response 

Working Group)의 노력의 결실이다.

CAP에 실린 정보는 복잡한 수로 관리 문제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실지 사용했던 입증된 기술과 

프로세스 사례를 담은 자료이다.

CAP 이용자는 각각의 위기는 꾸준한 평가와 조정

을 해야 하는 자체의 문제와 요소 및 통제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계

획도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분석적

인 접근 방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활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당사자가 조기에 열린 자세

로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위험에 처한 대중을 포함하

여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

려하는 것이다.

미래의 위기 대응을 확실히 하기 위해 CAP은 수로 

관리 위원회(Waterwaysmanagement Committee, 

WMC)를 구성하였다. WMC는 정부와 하천 수송에 

영향을 주는 수문학 및 기상학적 요소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미래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이다.

위기 시에는 CAP이 WMC를 호출하여 정부와 업계 

대표 중에서 위기를 처리할 인력을 지명한다. WMC

는 병참, 운영, 기획, 대중정보의 네 부분으로 운영

진을 나누었다. 병참부는 위기에 필요한 지원 물자

를 공급한다. 운영부는 위기 대응과 관련한 일일 활

동을 관리한다. 여기에는 해안경비해양안전청 

(Coast Guard Marine Safety Office, MSO) 위기

대응센터(Crisis Action Centres)나 ACOE 비상운

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res)와 함께 

교통정보센터(Traffic Information Centre)를 구축

하고 상황에 따라 인근에 교통관제센터(Traffic 

Control Centre) 및/ 혹은 교통 지원 선박 (Traffic 

Assist Vessel, TAV)를 설치한다. 기획부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유포하고 자원 재분

배와 우선순위 재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대중정보부는 언론과 대중 및 다른 조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캐나다해안경비대 (CCG) 결빙운영센터(Ice 

Operations Centres)가 쇄빙선 운영을 통제하고 얼

음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을 관장한다. CCG의 쇄빙 

프로그램 운영진과 선단이 네 지역을 관할하면서 다

양한 서비스를 한다:

항로 지원

 - 얼음이 뒤덮힌 곳에서 호송선을 조직하고 선박

을 인도, 얼음에 갇힌 선박 구제, 자연수로 개방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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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시 경로 및 정보 서비스

 - 얼음의 상태 조사, 정보 제공, 필요 시 선박의 

경로 조언

항만 돌파

 - 접근로 돌파 및 항구 터미널과 상용 시설 및 어

항의 부두에 있는 얼음 제거

 - 정박 장소에 바지선과 선박을 운영하며 얼음을 

제거하고 항로 이외의 곳으로 원료 수송 라인을 

유지하여 항구 안과 해상 시설의 해운 지원 

 - 결빙기가 끝나갈 때 항만을 치워 얼음이 쉽게 

제거되도록 함

홍수 관리

 - 얼음의 상태와 수위를 모니터링하여 홍수 위험 

예측

 - 얼음체증(ice jam)이나 과다하게 얼음이 쌓여 홍

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 봄철에 접어들 때에는 쇄빙선으로 얼음이 원활

히 흘러 나가도록 함

9. 동절기 내륙수로 운영과 항행 구조

9.1 북유럽

사이마 운하 갑문은 길이 85m에 폭 13.2m 깊이 

5.2m로 하류는 마이터 게이트(mitre gate) 이고 상

류는 수중 게이트(submersible gate)이다. 굴착한 

운하 부분의 하부 폭은 28m이고 인공 자연 수로호

의 통과 폭은 45m 이다. 길이는 82.0m 미만에 폭

은 12.2m 미만이고 흘수는 4.35m 미만이며 돛대 

높이는 24.5m 미만인 선박은 별도의 허가 없이 운

하를 지나갈 수 있다.

사이마 운하는 처음에는 동절기를 제외한 8개월간

의 운항기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결빙기의 통행을 

위한 설비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처음에 갖추었던 

장비는 다음과 같다:

 - 하부 게이트 턱의 표층류 발생기

 - 상부 게이트의 고속 공기 스크린

 - 상부 게이트 상류 쪽의 공기 분사 파이프

 - 하부 게이트 및 턱의 글리콜(glycol) 가열관 시

스템 및 온수 보일러

게이트 및 게이트 턱의 동결을 막고 게이트 작동 구

역의 유빙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장비를 사용한다. 

이 장비는 곧바로 계획한 운항 시기에 (특히 하류 

게이트 벽의 글라이콜 가열관 계통과 표층류 발전기

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어 갑

문쪽 장비를 새로 들여 지금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

로 되어 있다:

 - 하류 게이트 벽과 하류 게이트 앞쪽의 고속 유

량 공기 거름장치 

 - 상류 게이트의 고속 유량 공기 거름장치 

 - 상류 게이트 상류쪽의 공기방울 파이프

 - 갑문 벽 기부의 공기방울 파이프 

온수기

 - 동결한 가스킷을 녹이고 구조물의 얼음을 치우

기 위한 이동형 증기발생기

 - 상류 게이트 가장자리와 철강 게이트 턱의 가열

시스템.

1980년대 초부터 사이마 운하 운항철이 9.5 ‐ 10 

개월로 늘어났다. 동절기에 운하를 운항하기 시작한 

처음 몇 년 간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문제에 부딪혔다:

 - 전송시스템(Transmission system)이 쉽게 동결

되었다

 - 구조물에 얼음이 쌓이고 유빙조각이 엉겨붙어 

운영상 문제가 생기고 구조적으로 파손되었다

 - 정박장에 유빙조각이 들러붙어 운항을 방해했다

 - 갑문 안의 유빙조각이 갑문벽과 게이트 쪽으로 

얼면서 갑문 폭이 줄어들고 게이트 작동을 방해

하였다

운영상 경험이 쌓이면서 갑문 장비를 보완하고 이용 

방법도 바꾸었다. 폴리우레탄 보온재를 하류 게이트 

쪽에 분사하여 단열 효과를 준 결과 물기가 있는 쪽

의 얼음 두께가 50 ~ 25 cm로 줄어들었다. 상하류 

게이트 턱에 설치한 고유량 공기거름 컴프레셔와 온

수기의 출력을 높였다. 글라이콜 가열관 계통에는 

물 분리장치(Water separator)와 동결방지시스템을 

추가하였다. 갑문 엔진실에는 가열 옵션을 추가하고 

동력전달장치에는 물이 튀지 않도록 하였다. 벽의 

하부에 공기방울 파이프를 설치하여 갑문 벽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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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미 얼음이 언 경우에는 

얼음을 떼어낼 수 있게 하였다. 수문 방수(sluicing) 

사이에 갑문을 완전히 열어 두고 얼음 기둥을 제거

하거나 뜨거운 물을 분사, 필요한 경우 수작업을 하

여 갑문 벽을 따라 얼음이 부착되는 것을 줄였다. 

갑문 벽에 단단히 고착된 얼음은 고압 호스를 사용

해 제거하였다. 뜨거운 물이나 증기는 동결한 가스

킷을 녹일 때 사용하였다.

갑문의 얼음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하류 쪽에서 갑

문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갑문 배수류(discharge 

current) 쪽으로 인도하여 물살로 선박을 따라 들어

온 얼음을 어느 정도 씻어내었다. 상류에서 들어오

는 선박은 부분적으로 개방한 상류 게이트와 매우 

근접한 쪽으로 인도하면서 이와 동시에 개방된 하류 

게이트를 통과하는 물살로 얼음을 떠내려 보냈다. 

상류 게이트의 동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문 방

수 사이에는 게이트를 수중에 두었다. 하류 게이트 

개방 관리를 제대로 하여 턱 안쪽의 얼음의 양을 줄

일 수 있었다. 봄철 쇄빙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분 개방한 갑문 입구를 통해 물을 배출해 표층 얼

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MSV “Arppe”, (쇄빙용 뱃머리를 단) 예인선 

“Protector” IB “JaaKotka”, 항로용 선박 

“Kummeli”이 사이마 호와 사이마 운하의 쇄빙 작

업을 하였다. 항구 예인선이 항구 안쪽과 접근로의 

쇄빙 작업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동결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지원

을 받는 선박은 빙해역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

다. 이런 선박은 자체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구식 러시아 선단이 대부분인 사이마 운하에서 운항

하고 있는 일부 선박은 핀란드 해안지역의 동절기 

운항에서 자동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박

은 동절기에는 운하에서 운항 허가가 나지 않는다.

실제로 해안지역에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최

소한 핀란드‐스웨덴 대빙등급(Ice‐Class) II에 속해

야 한다.

최저수심 6.3m인 트롤하테 운하에서 운항할 수 있

는 최대 허용 크기는 길이 89m, 폭 13.4m, 흘수 

5.4m이다. 굴착 운하나 발파 운하의 최소폭은 28m

이고 Gota 강의 정상 운하폭은 40‐50m이다.

얼음 우회로(ice bypass)와 아이스‐붐(ice‐boom) 같

은 갑문 확장 설비, 쇄빙선과 여러 척의 예인선, 특

수한 계획과 꾸준한 얼음 상태 모니터링으로 연중 

운하 운항은 확보하고 있다. 선박과 물살로도 중요

한 운하와 강의 얼음을 치울 수 있다.

갑문 설비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 갑문 벽과 게이트의 공기방울 분사계통 

 - 상류 갑문 접근로의 표면류 유도장치 

 - 갑문 접근로의 공기방울관 

 - 게이트 힌지의 고유량 공기거름

 - 150 l/min 용량의 온수 (+80°C) 용 호스 

 - 게이트 씰의 가열계통 

갑문 벽과 게이트의 공기방울 분사계통이 동결을 막

는다. 혹한기에는 온수와 인력으로 벽과 게이트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사용한다. 표면류 유도장치와 

갑문 접근로의 공기방울관은 선박의 전면과 측면의 

얼을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고유량 공기거름장치를 

사용하여 게이트의 턱에서 얼음을 제거한다.

프레이질 얼음이 생길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결빙

(frazil)으로 냉각계통이 막히고 선박이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이 냉수 흡입장치를 사용할 수 없

을 수도 있다.

굽이와 같이 운하에서 운항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동

절기에 이러한 구역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동결 관리를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해안 쪽의 얼음을 

깨는 불필요한 수고를 덜기 위한 것도 있다. 얼음을 

자연수로에서 제거하여 하천의 흐름을 이용하여 바

다 쪽 하류로 옮기지만 얼음의 축적량이 많고 빙판

이 얼어 있거나 얼음 댐이 형성된 경우에는 예인선

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얼음 댐을 부수는 작

업은 하류 쪽에서부터 시작한다.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해안에 항로표지를 세워두어

야 한다. 고타 강의 항로표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호해 놓았다. 얼음이 흘러가면서 저빙이 운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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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바위나 침전물을 치워버리므로 고타 강에서

는 매년 봄 운항용 자연수로의 음향측심(echo 

sounding)를 한다.

예인선 한 척이나 예인선으로 V‐형 대형을 만들어 

얼음의 흐름을 제어하고 속도를 높인다. 그런 후 얼

음을 갑문 우회로를 통해 강으로 내보낸다. 아이스‐
붐은 얼음이 수력발전 시설의 입수시설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도록 한다.

운하를 따라 가면서 얼음의 상태와 수온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운하관리사무소에서 이 정보를 수

집한다 이 곳에서 선박은 얼음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다. 수온 측정값은 강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프레이질 얼음 문제를 막기 위한 특수 조치를 구

현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프로펠러류(propeller flow) 때문에 갑문이 받는 얼

음의 압력을 줄이려면 선박이 갑문을 나갈 때 특수

한 엔진 조작 모드를 이용해야 한다. 갑문 안에서는 

먼저 엔진을 전속력 전진(full forward)으로 설정한

다. 선박이 갑문을 나갈 때면 엔진의 전원을 끄고 

얼음이 갑문에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 갑문을 미

끄러져 나간다.

베네른 호에서는 IB “Ale”과 예인선 “Per” 와 

“Ingmar”로 쇄빙과 교통 지원을 한다. 호수항마다 

한 척이나 두 척 정도 예인선이 더 있으며 트롤하테 

운하에는 다양한 크기의 예인선이 일곱 척 있다.

베네른 호에서는 얼음이 몰려다니다 7미터 정도의 

얼음 둑을 만들기도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가

장 큰 문제이다. 트롤하테 운하와 베네른 호에서 동

절기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대빙등급 요건을 마

련한 이후에는 쇄빙 선단이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트롤하테 운하의 예인선 일곱 척은 주로 중요한 구

역의 얼음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가장 강력한 예인

선은 교통 지원과 쇄빙 및 필요 시 얼음 제거를 위

해 이용한다. 가장 큰 예인선은 24 h/일 운영하고 

작은 것은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에는 방파제에 남

아있다.

스웨덴에서는 빙상 항해(ice navigation)에 사용하

는 선박과 이에 필요한 지원 활동은 특정 빙해역규

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 기구도 가지고 

있다. 사이마 운하와는 달리 베네른 호에는 유빙괴

가 있기 때문에 동결기에 트롤하테 운하를 들어가는 

선박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

이 해안지대에서 운항하려면 핀란드‐스웨덴 대빙 등

급 II 를 따라야 한다. 결빙 환경이 심각할 때에는 

등급이 I 로 조정될 수 있다.

9.2 서유럽

네덜란드

얼음이 해운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타파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갑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공기방울 장치로 

갑문 입구의 동결을 막는다. 중요한 구역에서는 

갑문에 열을 가한다.

 - 오래된 방법이지만 강력한 예인선을 활용해 대

양항로는 항시 개방한다

 - 해안 쪽과 경비정의 VTS 안내방침을 업그레이

드 하여 부표등을 제거한 후의 기능을 보완하도

록 한다.

 - 필요하면 – 특히 호수 크기의 개빙구역 – 강에 

노련한 명수가 지휘하는 예인선으로 호송하거나 

호송을 지원하거나 인도한다.

벨기에

혹한기는 가능하면 하루라도 많이 운항이 가능하게 

하고 중단 후에는 가능한 빨리 운항을 재개하도록 

해야 하므로 책임당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가장 중요한 수로에 쇄빙용 예인선 급파

 - 갑문에는 갑문 얼음제거 장비 설치

 - 동결에 가장 민감한 수직리프트와 경사진 램프

와 같은 구조물에는 가열계통 사용

 - 굴착기와 크레인으로 중요한 갑문 구역의 얼음

을 치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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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의 수로는 우선순위를 4단계로 나누어 관리

하고 있다. 수로의 우선순위는 교통량과 폐쇄시의 

결과와 운하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이 분류 결과

로 각 수로마다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

량이 집중되어 있는 주요 강 (라인강과 세느강)은 

얼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1급 수로

동결기 내내 항로 운영을 한다 (예외적 기간 제외). 

운항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특정 수로에

서는 쇄빙선을 예방 목적으로 계속 이용하여 (24 h/

일) 얼음이 단단해 지는 것을 막고 지원 없이 단독 

운항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에서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쇄빙선을 운영하며 얼음 축적과 수로 폐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호송선(convoy)을 사용한다. 

쇄빙 속도는 최소 30km/일이다. 해빙기에는 쇄빙선

을 등급이 낮은 수로에서만 운영한다. 1급 수로의 

길이는 동결되는 전체 수로망 중 15 % 정도이다.

2급 수로

동결 환경에 따라 한절기에는 이 수로를 폐쇄할 수 

있다. 운항 지속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할당하거나 

조건이 허락할 경우 1급 수로에서 가져온다. 해빙기

에는 최소 20km/일 속도로 쇄빙기를 사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로의 얼음을 치운다. 2급 수

로의 길이는 전체 결빙 구간 중 25 %이다.

3급 수로

동결 환경에 따라 동결기 중에 이 수로를 폐쇄할 수 

있다. 운항 지속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할당하거나 

조건이 허락할 경우 1급 수로와 2급 수로에서 가져

온다. 해빙기에는 최소 20km/일 속도로 쇄빙기를 

사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로의 얼음을 

치운다. 3급 수로의 길이는 전체 결빙 구간 중 45 

%이다

4급 수로

이 수로에서는 동결기에 쇄빙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해빙기에는 수로 이용자가 해빙 시기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수로의 얼음은 최소 20km/일 속도로 쇄빙기

를 사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치운다. 

4급 수로의 길이는 전체 결빙 구간 중 15 %이다.

쇄빙 결정은 다음을 근거로 결정한다:

 - 입수한 기상학 정보

 - 수로의 서비스 등급

 - 얼음의 현재 상태

1급 수로에서는 수심 1미터의 수온이 0°C가 되면 

바로 동결기의 예방적 쇄빙작업을 시작한다. 이보다 

등급이 더 낮은 수로의 쇄빙 작업은 얼음의 두께와 

외부 기온에 따라 결정한다. 동결기의 쇄빙 작업은 

얼음의 두께가 3cm가 되면 시작하며 얼음의 두께가 

15cm가 되면 작업을 중단한다. 기온이 0...+5°C일 

때에는 얼음의 두께가 20cm 이하이고 선박이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경우에만 쇄빙 작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보다 온도가 높을 때에는 선박의 작업력만

으로 쇄빙 작업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선박과 선박 

수리 및 다른 운영 상 변화에 대해서도 수로 등급 

계획과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도록 투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쇄빙선 선단을 일신하면 선박의 수도 줄

어들 것이다.

VNF에는 쇄빙에 적합한 선박이 총 37척 있다. 

1990 ‐ 93년 사이에 건조한 다섯 척과 “Unique” 

쇄빙선을 제외하고, 이 선단은 꽤 오래되어 작업에

도 적합하지 않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

다. 이런 선박은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

며 전반적으로 야간 운항용 장비도 없다.

선박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쇄빙선의 뱃머리로 보강한 바지선을 사용하는 

Push tugs

 - 하류쪽 갑문 접근로에서 유(U) 턴을 할 수 있도

록 길이를 줄인 보강한 “Freycinet” 바지선

 - 뱃머리를 강화한 예인선 

 - 선체에 방호막이나 착탈식 박차(spur)를 단 예인선

얼음은 예인선이나 바지선의 하중이나 선박의 방호

막을 이용해 선박이 얼음을 헤치고 나가면서 위로 

올라오는 얼음을 부수는 식으로 없앤다.

하중의 영향으로 선박의 측면 쪽에서 얼음의 균열이 

커지고 프로펠러는 뱃고물 쪽에서 부빙을 완전히 부

순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거의 사

용하지 않고 있다:

 - 훨씬 효율적이긴 해도 그만큼 값도 비싸다

- 337 -



 - 적합한 선체를 지닌 예인선를 제작하기 어렵다

 - 아직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긴 했지만 폭이 좁

은 운하의 둑이 더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중으로 얼음을 깨는 예인선이나 바지선도 단점이 

있다:

 - 선박의 노즐과 파이프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

 - 쇄빙 작업에 한계가 있다 (10 cm)

 - 건조 비용이나 유지비가 상당하다.

9.3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내륙수로는 크게 해양 선박용 수로와 

push‐tow convoy용 수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지만 동절기 운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별 차이

가 없다.

항행 수로에 얼음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

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빙판 계류 구조

물(retention structure)과 쇄빙.

9.3.1

빙판 계류 구조물은 부동형 아이스‐붐, 인공얼음섬, 

얼음둑이나 관제용 댐으로 이루어져 있다.

• 아이스‐붐은 결빙(frazil)과 부동형 빙판을 그대로 

두어 표층 얼음(ice cover)이 빠르게 커지도록 하

거나 유빙조각과 빙원이 수로 운항을 방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유연성 있는 와이어 로프 구조

로 되어 있다. 아이스‐붐은 일반적으로 부동형 평

저선이나 붐이 강이나 호수나 해안이나 섬의 바닥

에 걸려 있는 메인 케이블에 연속으로 붙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물살이나 바람이나 파도의 작

용이 설계 한도를 넘어 얼음에 부하가 생기면 변

형되거나 가라앉도록 되어 있다. 평저선이나 붐은 

단면이 사각형인 커다란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결 환경에 따라서는 강철 파이프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다. 운항용 수로에서는 아이스‐
붐의 중앙 개구부를 선박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

다. 아이스‐붐은 결빙기에는 설치하고 봄철에는 

치워 연중 사용방식에 계절차가 있다. 대개의 경

우 다이버가 붐 부와 하부의 닻 부분을 연결해 주

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꽤 위험하다.

부빙으로 운항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클 경우 결

빙기와 쇄빙기의 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붐을 설치한다. 이렇게 붐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수력발전을 보조하기 위해서이다. 

일본 홋카이도의 해구에서는 바다에서 흘러들어

오는 얼음에서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부유식 

붐(sink‐and‐float boom)이라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연간 붐 설치비용

과 해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개빙 시기에

는 붐을 간단히 흘려보내면 저장소에 가라앉는다. 

늦가을에는 개별 평저선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떠오른다.

• 얼음섬은 거대한 빙판을 잡아 안정화하고 이 빙판

이 깨져 수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인

공섬이다. 이런 섬의 크기와 차지하는 공간은 지

역 측심 자료와 안정화 할 표층 얼음의 크기에 따

라 결정된다. St .Marys 아이스‐붐 설치 중에 다

이버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붐 쪽을 얼

음의 닻과 붐의 남은 부분의 닻 역할을 하는 일련

의 얼음 섬으로 대체하여 다이버가 작업하지 않아

도 되게 되었다.

St. Peter 호에서는 몬트리올 하류 70km 지점에 인

공섬을 9개 설치하여 해안과 준설한 자연수로 사이

의 얼음을 효과적으로 안정화하였다. 몬트리올 상류

에는 세인트루이스 호와 비슷한 섬을 세 개 설치하

여 초봄 운항을 재개할 때 부빙이 자연수로로 들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얼음섬 외에도, 부두와 파일 및 파일 클러스터 (돌

핀), 돌을 채운 방틀(crib)이나 심지어 잠수형 바지

선이나 선박도 표층 빙판을 안정화하는데 사용한다.

• 얼음 관제용 댐/둑은 운항이 목적인 관제용 구조

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세인트 로렌스 동

절기 운항 상류 한계선에 있는 몬트리올 항만의 

얼음 관제용 구조물은 총길이 2.1km에 중심을 기

준으로 하여 27m 간격으로 설치된 일련의 부두로 

되어 있다. 이 구조물은 거대한 부빙과 유빙조각

이 상류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도시 하류 

쪽 자연수로의 운항에 혼잡이 올 가능성을 방지하

고 얼음체증(ice jam)으로 도시가 홍수에 휩싸일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필요한 최소 수로 깊

이(2.7m)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상류의 주운댐

(Navigation dam)도 동절기에 주운풀(navigation 

pool)의 얼음을 묶어두는 기능을 한다. 댐이 하류

의 얼음체증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있는 

반면 게이트는 얼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설계되

어 있어 특히 혹한기에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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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쇄빙: 미국 5대호 쇄빙 선단에는 0.82m의 

얼음을 2 노트로 부술 수 있는 출력 7.5MW의 

USS Mackinaw (길이 85.4m, 폭 22.6m, 최대 흘

수 5.8m)가 있다. Mackinaw는 Superior 호수에

서만 운항한다. 그 밖에 미국 해안 경비대는 

1.9MW의 동력으로 0.46m의 얼음을 3 노트로 돌

파할 수 있는 이보다 작은 Bay Class 쇄빙선 (길

이 42.6m, 폭 11.4m, 최대 흘수 3.7m)을 여러 대 

이용하고 있다. Bay Class 쇄빙선은 5대호 5개 

소에서 모두 작업한다. 일차적 기능은 4월 초 해

운 시즌이 시작할 때 항만 개방 작업을 지원하고 

특히 연결수로와 미국쪽 세인트 로렌스 강의 운항

을 방해하는 유빙조각을 치우는 일이다.

캐나다 해안 경비대는 겨우내 세인트 로렌스 강 

하류 쪽의 쇄빙 작업으로 운항을 지원하고 몬트리

올 항만과 몬트리올이 얼음 체증으로 홍수가 오지 

않도록 하는 일을 담당한다. 세인트 로렌스 하류

의 빙판을 깨는 데 에어 쿠션차량(Air Cushion 

Vehicles)을 사용하여 훌륭한 성과를 보이기도 하

였다.

미국 해안 경비대는 자연수로의 수심이 얕기 때문

에(2.7m) 내륙 수로 시스템 (미시시피 상류와 중

류 및 주요 지류)의 쇄빙작업을 하지 않는다. 유빙 

상태가 심해지면 상업용 예인선 운영자는 예인선 

크기를 줄이고, 좀 더 동력이 센 예인선을 사용하

거나 다른 예인선으로 예인선을 끄는 방법을 택하

기도 한다.

9.3.2 갑문과 댐 운영

미국에서는 갑문과 갑문 접근로의 유빙조각이나 갑

문 벽과 갑문 및 댐 게이트와 기계류에 얼음이 고착

하여 생기는 운영 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계적 해법, 열을 이용한 해법, 운영상 해법, 

수동식 해법.

기계적 해법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하드웨어와 장비를 구입해 설

치해야 하며 기존 프로젝트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

다. 그렇지만 이런 비용은 동결 문제, 예인선 수문 

방수 시기, 안전상 위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인건

비를 절감하여 상쇄할 수 있다.

• 고속유량 공기방울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갑실로 

들어오는 유빙조각을 최소로 줄이고 유빙조각을 

마이터 게이트 벽에서 멀리 치우며 중요 구역에 

얼음이 고착되거나 쌓이지 못하게 하고 유빙 상

태가 심각한 경우에도 정상에 가깝게 갑문을 운

영할 수 있게 해 준다. 기본 개념은 중요 구역의 

강바닥에 공기확산라인을 설치하여 거대한 공기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공기장막이 표면류를 

형성해 유빙조각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낸다.

• 공기방울 분사계통은 모두 마이터 게이트 턱마다 

공기방울 라인을 설치하고 마이터 게이트 상류와 

양쪽 마이터 게이트가 교차하는 곳에 공기방울 라

인을 설치한다. 예인선이 상류쪽 갑문 접근로로 

들어가면 교차지점의 라인이 켜져 게이트 상류에 

얼음이 없는 구역을 만든다. 그러면 게이트 턱 공

기방울 분사계통이 유빙조각을 턱에서 얼음이 없

는 구역으로 이동시켜 게이트는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류쪽 공기방울관이 다시 켜지면

서 예인선이 갑문으로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오는 

얼음의 양을 최소화 한다. 예인선이 갑문을 나갈 

때에는 하류쪽에서 마찬가지 순서로 공기방울 분

사계통이 작동한다. 일부 계통에는 갑문 접근로 

상류 쪽에 대각선 공기라인이 있어 갑문에서 댐 

쪽으로 유빙조각이 우회하도록 한다.

특히 풀의 바닥에 수중 열선이나 미온수 등과 같은 

열원이 있다면 (공기방울관과 대조적 의미로) 포인

트 공기방울장치로 갑문 벽과 동결된 정박장 및 밸

브에 얼음이 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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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나 물살 유도장치로 바닥 쪽의 상대적으로 따

뜻한 물을 표면과 문제시 되는 지점으로 순환시켜 

일부 구조물의 결빙 문제를 줄이기도 한다. 이런 

따뜻한 물은 댐 부두, 게이트 씰, 게이트 구조물의 

얼음이 커지는 속도를 늦춰준다. 이 방법은 약간

이나마 온도차가 있는 수역이 존재하는 깊은 물에

서 훨씬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주운 수로와 같이 

얕은 곳에서는 수체가 서로 완전히 섞여 바닥 쪽

의 물이 이런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따뜻하지 않다.

• 얼음통과용 게이트(Ice passage gate)는 상류의 

갑문 접근로에서 들어오는 유빙조각을 주운댐을 

지나 하류의 풀로 보내도록 설계한 방수로나 게

이트 구조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

해서는 정확한 위치와 폭과 깊이가 매우 중요하

다. 얼음통과용 게이트는 갑문 가까이에 설치해야 

한다. 물의 수심은 댐쪽으로 예인선을 천천히 몰

지 않아도 물이 게이트나 방수로를 넘어서 유빙

조각을 갑문 접근로 바깥 댐의 먼 곳으로 보내기

에 충분한 유속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게이트

와 빙판 주변 자연수로의 폭은 얼음이 걸치거나 

걸리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갑문과 댐을 설계하

는 초기 단계나 대보수 공사 기획 단계부터 얼음

통과용 게이트를 설계에 넣어야 한다. 얼음통과용 

게이트나 방수로 전용으로 설계한 대안으로는 확

장형 드리프트 패스(enlarged drift pass), 동절기

에는 사용하지 않는 2차 갑문, 얼음통과용게이트

가 상류의 풀의 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유량 통제용 댐 게이트.

열을 이용한 해법

이 방법은 열을 이용하여 미육군 공병대 항해 프로

젝트의 동결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에서도 하드웨어

를 구입하거나 설치해야 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요

구에 따라 달라진다.

• 표면과 기계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증기나 뜨거운 

물을 자주 사용한다. 증기는 현장에 설치한 증기

발생장치나 소형 휴대형 증기발생장치로 만들면 

된다. 증기법은 갑문 벽과 마이터 게이트의 얼음

을 제거하거나 동결된 게이트와 밸브의 얼음을 녹

일 때 이용하면 효과가 크다. 그렇지만 증기법은 

기온이 ‐18°C 이하일 때에는 큰 효과가 없다. 뜨

거운 물도 증기처럼 얼음을 녹일 때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고압 고온수 가용성, 현장 위치, 물배

수, 뜨거운 물이 도리어 또 다른 결빙 문제를 일

으키지 않을 정도의 고온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

한다.

증기나 뜨거운 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집약

적인 작업이며 동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예방적 

방법이라기 보다는 사후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 전기히터는 다양한 형태, 크기 출력으로 시판되고 

있다. 수많은 결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간단

히 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스트립 난방기, 복사 

난방기, 열 테이프, 조사 난방기가 있다. 갑문에는 

전기히터를 사용하여 부동형 계선비트의 얼음을 

녹이고 밸브에 얼음이 얼지 못하게 한다. 댐에서

는 게이트, 리프트 케이블과 체인, 씰과 구조적 부

품에 얼음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다. 적외선 복사난방기도 롤러 게이트 체인 드라

이브와 코그(cog)의 톱니의 얼음을 녹일 때 사용

한다. 또한, 전기히터는 대인 사고 예방, 수도 결

빙 방지, 돌출된 장비와 기계의 보호, 프레이질 얼

음에 의한 쓰레기 거름장치(trash rack)의 봉쇄 

방지 및 얼음의 열팽창으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압

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렇지만, 전기히터는 상당한 전력을 소비하므로 

값싼 전기를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라면 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실험적인 저전력 자가조절 히

터가 개발되어 시험을 거치고 있다. 자가 조절식 

히터 케이블 (120V 정격 66 W/m)을 중공 J‐씰에 

끼워 저온에서도 J‐씰이 유연성을 갖도록 해 게이

트와 측면 플레이트 사이를 단단히 밀폐하고 게이

트의 누수와 동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자가조절

실 열 케이블을 콘크리트 패드에 내장하거나 얇은 

알루미늄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 만든 열 매

트나 열 패널이 마이터 게이트 암이나 갑문 벽과 

마이터 게이트 턱에 얼어붙은 얼음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끝으로 가장

자리 가열형 쓰레기 거름장치(trash rack)을 개발

하여 프레이질 얼음으로 인한 고착이나 막힘을 예

방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 가스히터: Salamander‐형 강제 고온 히터로 기어

박스를 포함해 게이트와 밸브의 결빙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렉시블 덕트 등을 이용하여 고

온의 공기를 기계로 직접 불어넣어야 한다. 가스

히터와 가스토치로도 동결된 수관을 녹일 수는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방법은 예방조치가 

아닌 후속 조치이고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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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해법

운영상의 해법을 구현할 때에는 하드웨어나 설계를 

바꿀 필요는 없고 동절기에는 얼음이 쌓이고 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바꾸는 방식

이다. 이런 프로젝트 운영 방침 전환 중에서 몇 가

지는 구조물을 파손하고 대인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위험 소지가 있다.

• 빙상 수문 방수는 유빙조각이 갑실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좀 걸리는 이 과정은 상하

류 갑문 접근로와 갑실 및 마이터 게이트 턱의 얼

음을 제거하여 갑문과 댐 주위의 대량의 얼음을 

치우는 데 효과적이다.

• 예인선 진입 속도 향상: 갑문 접근로에서 얼음을 

넘을 정도로 예인선의 속도를 높여 갑문을 지나도

록 한다. 이 방법은 예인선 앞쪽으로 밀려드는 유

빙조각이나 바지선 하부에 쌓이는 유빙조각을 줄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갑문 입구와 벽

을 파손할 가능성도 커지는 단점도 있다.

• 방수로 역할을 하는 비상 격벽(Emergency 

bulkhead): 두 가지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따른

다. 하나는 비상 격벽이나 정지용 통나무를 댐 

관제 게이트 앞에 설치해 얼음을 부숴 작은 조각

이 게이트 아래쪽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다. 다른 방법은 마이터 게이트 상류의 비상 격

벽 리프트 게이트를 올려 격벽이 얼음이 갑문을 

통과해 나가는 일종의 방수로 구실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

리지만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갑문 접근

로와 마이터 게이트 턱 상하류의 얼음의 양을 줄

일 수 있다.

• 마이터 게이트 패닝이나 마이터 게이트 연속 개폐

는 마이터 게이트 턱에서 얼음을 멀리 치워 마이

터 게이트에 얼음이 쌓이지 못하게 하고 게이트의 

동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얼음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는 

적으며 게이트의 구조물이 파괴될 위험이 높다.

• 댐 게이트 위치와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댐

관제 게이트와 리프트의 동결과 운영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같은 수의 게이트를 같은 거리

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면 풀의 

수위가 게이트 개방 방식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 또 다른 방법은 주기적으로 댐관제 게이트

를 짧은 거리로 이동하였다 즉시 원위치로 되돌리

는 것으로 풀의 수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게

이트 이동 빈도는 기온 (특히 저온)과 얼음 및 강

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게이트를 운영하기 위

해 대부분의 장소에서 처치할 수 있는 비교적 간

단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력도 많

이 들어간다.

• 갑문 접근로 상류의 얼음을 깨 댐 쪽으로 치우거

나 유빙조각을 갑실에서 멀리 밀어버리기 위해 공

병대와 업계의 예인선 지원책도 많이 이용한다.

• 마이터 게이트 턱과 상류쪽 갑문 접근로에서 댐 

쪽으로 얼음을 치울 때 예인선을 많이 사용한다. 

얼음 문제를 처리할 때 예인선이 어느 정도 효과

를 발휘할 지는 빙상의 상태와 예인선의 크기와 

동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방법은 시간과 에너지

를 많이 사용하며 자업 중 사람이나 재산이 위협

을 받을 수 있다.

• 바지선도 빙상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이 방법은 

바지선을 상류쪽 갑문 접근로에 대각선으로 배치

하여 진입하는 빙상을 댐 쪽으로 보내 보조 갑문

이나 게이트와 방수로를 통과해 나가도록 하는 방

법이다. 바지선은 앞서 말했던 대각선 공기방울장

치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 바지선이 있어야 이 방

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동 해법

수동 해법은 상대적으로 값싼 하드웨어가 있어도 되

지만 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

는 방법이다. 대인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여기에

서는 소개의 차원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정도로만 

실었다: 압축공기 라인, 파이크 폴, 아이스랙, 얼음 

분쇄기, 얼음톱.

10. 가능성 있는 새로운 해결책

10.1 경험과 실험

10.1.1 가열 시스템

동절기에 가열해 주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갑문게

이트는 문기둥과 씰, 일부 구간의 게이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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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 게이트 변속기이다. 핀란드의 경험에 따라 가

장 좋은 방법은 저전압(40 ‐ 50 V) 고강도 전류를 

그 자체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에 직접 흘려

보내는 것이다. 전도된 열량은 약 0.4 ‐ 0.5 kW/m2

로 이 정도면 구조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기에 충

분하다. 저항으로 유압오일을 가열한다.

사이마 운하에서는 게이트 씰을 온수를 순환하여 가

열하는데 이 방법은 전기 가열식보다 효과가 적다. 

이 시스템에는 파이프 손상이나 파이프 결빙과 같은 

다른 단점도 있다.

이동식 증기발생장치는 동결된 씰과 표면을 녹인 후

에 사용한다. 이 방법은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되며 한 번 녹였던 곳이 다시 어는 것을 막지 못한

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기의 구제 방안으로만 사용

한다.

10.1.2 얼음 관제

물의 열용량을 이용해 결빙을 막거나 얼음층을 녹이

는 공기방울 분사시스템은 자연수로 바닥의 수온이 

0°C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물의 열용

량을 곧 소모해버려 공기방울 분사시스템을 사용하

지 않을 때보다 결빙이 더 심해진다. 이 때문에 공

기방울 분사시스템 사용에 한계가 있고 경험에 따르

면 공기방울 분사시스템은 해빙기에 빙판을 약하게 

할 때에나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파이프의 직경은 

보통 3 ‐ 5cm정도이고 노즐 크기는 0.5 ‐ 2mm이

다. 과거의 경험에 따라 노즐 간 거리는 수심의 약 

1/3이 되어야 한다. 공기방울 분사계통의 공기량이 

0.0001 ‐ 0.01m3/s/파이프 길이(미터)가 되어야 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트롤하테 운하에서는 갑

문 세 군데에 설치한 공기방울 분사시스템이 8기압

에서 11m3/min의 용량을 지닌 두 대의 70kW 공기 

컴프레셔로 되어 있다. 파이프 동결방지를 위해 에

탄올을 사용한다. 사이마 운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은 트롤하테 운하와 꽤 비슷하지만 압축공기 컨테이

너가 더 있다.

고유량 공기거름장치는 공기량만 더 높고(0.02 ‐ 
0.1m3/s/파이프길이(미터)) 기본 사양은 공기방울 

분사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다. 이 

계통은 기류로 만들어진 표면류를 이용하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구역에서 얼음을 치운다. 고속 

유량 공기거름장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곳은 게이

트 턱과 조작 구역이다. 선박이 갑문으로 들어갈 때 

뱃머리에서 얼음을 멀리 치울 때에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즉 게이트를 열거나 선박이 갑문으로 진입

하는 등 필요할 때에만 조작한다. 사이마 운하에는 

상하류 게이트 양쪽에 공기거름 시스템이 있다. 하

류 게이트에는 공기배출장치가 게이트 턱(게이트 힌

지로 부착)과 게이트 앞쪽에 있다. 공기배출장치를 

여기에 배치하여 얼음이나 다른 물질을 조작 구역에

서 멀리 치워 게이트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류 게이트에서는 공기배출장치를 게이트와 

가까운 위쪽에 설치하여 선박이 갑문으로 진입할 때 

갑문으로 함께 들어오는 얼음의 양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이런 공기거름 시스템은 동절기 갑문 운영을 

매우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정평이 있다. 혹한기

에 하류 게이트의 시스템으로 게이트 조작구역을 치

울 수 있지만 상류 게이트의 시스템은 선박이 갑문

으로 몰고 들어오는 빙상을 줄일 수 없으므로 별도

의 빙상 수문 방수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표면류 유도장치는 유도장치를 계속 가동해 표면류

를 형성하여 특정 구역의 얼음을 없애거나 필요 시 

유도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구역에서 얼음을 멀리 치

운다. 유도장치는 하부의 물을 흡입하여 표면류를 

형성한 후 프로펠러로 표면 가까이로 물을 밀어낸다.

공기방울 분사시스템처럼 연속 운전을 하려면 물이 

어느 정도의 열용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유도장

치를 통과하는 유량은 0.5 ‐ 3.0m3/s 이고 프로펠

러를 지난 유속은 3.0 ‐ 4.5m/s이다. 표면류 유도장

치는 수많은 항만에서 방파제 앞쪽의 얼음을 치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트롤하테 운하에서는 공기방울 

분사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여 뱃머리 앞쪽에서 갑문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얼음의 양을 줄이는 데에도 

이용하고 있다. 트롤하테 운하의 유도장치는 상류쪽 

갑문 접근로에 갑문 중앙선을 45°로 바라보도록 설

치되어 있다. 각 갑문에는 출력이 11 ‐ 22kW이고 

직경 70cm의 날개가 4개인 프로펠러가 달린 유도

장치가 두 개 설치되어 있다. 갑문 접근로의 결빙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는 대부분 사용한다. 극한 혹한

을 겪어본 결과 표면류 유도장치가 얼음을 제거하는 

효율은 고유량 공기거름장치보다는 다소 떨어졌다.

10.1.3 운영 기술

갑문 운영 기술은 갑문 구조물의 동결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수문을 작동하는 기간

에 상류쪽의 갑문 수위를 유지하면 갑문 벽에 생기

는 얼음 칼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이트에서는 수문을 작동하는 기간에 게

이트를 잠기도록 하면 동결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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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수단 결과

특별 조치 선박 크기 규제 작은 선박이 갑문에 적합하지만 일반 선박에 비해 빙상 성능은 떨어진다. 수송의 

경제성 문제

예인선 크기 규제 효율적이지만 수송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쇄빙 시 예인선 이용 기능적이지만 안전상 위험이 많다

갑문을 나갈 때 프로펠러 없이 상류 게
이트 통과 

공기방울 분사계통과 표면류 유도장치를 함께 사용하여 갑문으로 흘러가는 빙상

을 줄였다

빙상의 수문 방수 효율적이지만 시간 소모적

게이트 회전 게이트와 게이트 조작 시의 결빙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윤하를 통해 배수 수괴가 열용량이 있을 때에만 효율적

수문 방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상류 수
위로 갑문 수위 유지

갑문 벽과 다른 수상 구조물의 동결이 줄었다

열 기술 수괴에 열을 가함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며 값도 상당히 싸다. 그 외에는 비싸다.
증기 꽤 비효율적

뜨거운 물 효율적

공기방울 분사계통 수괴가 열용량이 있을 때에만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결이 더 심해짐

태양열 비효율적

풍력 비효율적

지하수 열 갑문에 도움이 됨

빙판 가루 살포 정확한 순간을 포착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비효율적

전기적 방법 갑문 벽의 저항 효과는 있지만 저항 변경이 어렵다

갑문 벽에 가열 패널과 매트 효율적이지만 파손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다. 꽤 비싸고 갑문 이용 폭이 좁아진다

게이트의 저항판 효율적

복사난방기 비효율적

화학적 방법 갑문 벽에 빙상 고착방지 코팅 내구성이 부족하고 정기적으로 새로 코팅을 해 주어야 한다. 빙상의 고착 강도가 

감소하긴 해도 수동 빙상 수거 작업은 계속 해 주어야 한다

물의 빙점을 낮춤 염화칼슘과 나트륨을 시험해 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함

기계적 방법 공기방울 분사계통, 고유량 공기거름장
치, 표면류 유도장치

갑문, 특히 게이트 턱과 갑문의 상류쪽 좁은 통로에서 빙상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에 효율적

인력 이용 많은 노동력이 필요. 믿을 수 있음. 다른 방법도 함께 사용

부수기 구조물에서 얼음을 제거할 때 가장 많이 사용. 믿을 수 있긴 해도 시간 소모적

굴착기 혹한기에 하류쪽 좁은 통로과 갑문의 정박지의 빙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며 

운하 구조가 파손될 수 있다

사슬톱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취약하다. 운하 구조가 파손될 수 있다

고압 분수 고가

동절기에는 하류 게이트에서 물기가 있는 쪽이 얼어 

조작을 방해하고 구조물에 불필요한 힘을 가하게 된

다. 동결을 막기 위해 사이마 운하에서는 하류 게이

트의 물기가 없는 쪽에 매우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

는 폴리우레탄 절연물질을 뿌리고 있다. 게이트 동

결이 반으로 줄어들어 (50 ‐ 60cm에서 20 ‐ 30 

cm) 게이트 조작이 수월해 지고 그에 따라 구조적

으로 받게 되는 압력도 줄어든다.

빙판이 깨지면 동결이 더 심해지므로 운하의 빙판은 

굳이 대양항로 밖으로 깨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경우 선박과 함께 갑문으로 들어오는 얼음의 양이 

점점 많아져 특히 갑문에서 운항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하류에서 갑문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갑문에서 조류

가 생기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면 선박이 갑문 

앞으로 밀고오는 얼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빙상을 적게나마 뱃머리에서 멀어지도록 치

워준다. 이 방법에는 하류의 갑문 접근로에 얼음 장

벽을 만든다는 약점이 있다. 선박이 이 장벽을 통과

하려면 엔진출력을 상당히 높여야 하며 이렇게 할 

경우 갑문과 충돌할 위험이 커지고 하류로 향하는 

선박이 갑문을 나갈 때 프로펠러류로 인해 갑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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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 들어가는 얼음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트롤하

테 운하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특수한 선박 조작 기

술로 갑문으로 향하는 빙상의 흐름을 줄였다.

필요할 경우 사이마 운하에서는 봄철 쇄빙 전에 사

이마 호에서 운하를 통해 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빙

판을 쇠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물의 열용량과 물의 

흐름을 이용해 운하의 1/4에서 빙상을 없앴다.

아래 표에 동절기 운하의 운항 조건을 개선하기 위

해 수행했던 작업과 실험 내용을 요약하였다:

10.2 가능한 해결책

10.2.1 수로 설계와 규격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동절기 수로의 항

행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갑문이 동절기 운항을 하기에 너무 작다

 - 혹한기에는 운하 단면적의 1/3~1/2이 유빙조각

으로 가득 찬다

 - 유빙조각이 좁은 암석 절단면과 수직벽에 두껍

게 쌓인다

 - 심한 굴곡때문에 바깥쪽으로 굽은 곳에 빙상이 

쌓이면 항해가 어려워진다

 - 얼음이 접근로 어느 한쪽에 쌓이면 갑문 접근로

가 비대칭이 되어 선박이 갑문으로 진입하기 어

려워진다

 - 갑문 접근로가 휘어 있을 경우에는 결빙기에 갑

문 접근이 더 어렵다

 - 많은 갑문이 동절기 운항에 부적합하게 배치되

어 있다

유빙조각은 (1) 유빙조각이 갑문을 채워 선박이 갑

문으로 진입하거나 게이트를 조작할 공간이 부족해 

지고  (2) 유빙조각이 선박의 측면과 갑문 벽에 부

딪히면서 갑문 벽에 얼음 칼라를 만드는 두 가지 문

제를 일으킨다. 이 얼음 칼라는 갑문 이용 폭을 줄

여 선박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개빙구역 항해에 

필요한 치수보다 갑문 크기를 더 확장하면 이 두 가

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비록 얼음 칼라가 

갑문 벽에 만들어지긴 해도 갑문이 넓어졌기 때문에 

선박이 갑문을 통과할 수 있다. 크기를 키우면 유빙

조각을 치울 공간이 많아져 공기방울 분사장치나 공

기거름장치와 물살유도장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

을 할 수 있다.

동결 환경에서 항해할 때에는 운하 단면 중 유빙 조

각을 치울 여유 공간이 더 있어야 한다. 얼음이 차

지할 공간이 부족하면 점점 두꺼운 층으로 쌓이면서 

선박 통과 시의 저항을 높이고 물이 선박의 프로펠

로를 자유롭게 지나지 못해 운항을 방해하게 된다. 

운하의 단면이 유빙조각으로 점차 채워지면서 쇄빙 

지원 없이는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운하 단면이 더 넓으면 몇 가

지 운영 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운항을 방해

하지 않거나 여러 수로를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으

면 유빙조각을 운항 용 수로의 측면으로 밀어낼 수 

있다. 한 수로가 얼음으로 막히면 새로운 물길이 그 

옆으로 트이게 된다. 세 번째 방안으로 쇄빙선을 이

용해 운하 단면 전체적으로 유빙을 골고루 두껍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유빙 층이 단열층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운항은 가능할 정도의 두께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수직 벽으로 좁은 바위를 절단해 놓은 운하 구역에

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빙조각이 많이 쌓

인다: 암석 절단으로 운하의 열이 물에서 공기로 이

동하고 나아가 운하의 수체를 냉각한다. 이렇게 되

면 동결이 심해진다. 암석 절단으로 다른 운하 구획

이 더 좁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선박이 지

나갈 때 유빙층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선박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이 유빙층은 점점 두꺼워지는데,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운하의 전 부분의 단면을 통일하거나 암석

을 더 넓게 절단하고 가급적 필요한 수력학적 수치

보다 깊이도 더 깊게 한다.

운하의 굴곡이 심하면 선박의 프로펠러가 빙상을 운

하의 둑 쪽으로 밀어내면서 굴곡 바깥쪽에 두꺼운 

유빙층이 쌓인다. 실제로 이 두꺼운 빙상층은 운항 

가능한 자연수로까지 도달하여 선박이 해구를 지나

는 것을 방해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쇄빙선이 굴곡 

바깥쪽으로 빙상을 밀어내 주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으로 운하와 

선박 구조물이 파손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굴곡

이 심한 곳은 설계시에 동절기 운항을 하지 않는 곳

으로 설계하거나 최소한 설계 권고 수치보다 더 넓

게 만들어야 한다.

갑문 접근로가 비대칭이거나 굽어 있으면 운하 단면 

상 유빙조각의 배치도 불균일해져 그 결과 선박의 

양측면을 미는 힘도 비대칭이 되어 선박이 갑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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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갑문은 직선으로 

만들고 수로 접근로는 대칭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전형적인 갑문 배치에는 설계상 동결 환경에는 적합

하지 않은 몇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결책은 하류 게이트 인근에 교

각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각의 길이와 

높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교각의 다리도 간

단히 만들 수 있지만 자연수로에서는 동결 환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통적인 설계를 따르자면 교

각의 하류 쪽에 이를 때까지 갑문에서 폭이 감소하

는 직선 구간(funnel section)이 이어져 있어야 한

다. 동결 환경에서는 이런 직선 구간이 갑문 벽에 

얼음 칼라가 생기는 장소가 되어 선박이 움직일 때 

선박의 측면과 갑문 벽 사이 공간으로 얼음을 밀어

넣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그러므로 갑문

의 폭 감소 구간을 가급적 넓혀 유빙 조각을 위한 

여유 공간이 생기도록 해야한다.

갑문 설계상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부적합한 요소로

는 난방이 되지 않는 기계실, 미끄러운 통로

(passage), 변속기, 기계, 설비, 물을 분사하거나 물

이 튀어 얼게 되는 구조물 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갑문의 기계실은 난방을 하고 

절연을 해 주어야 하고 변속기와 기계 및 설비는 물

이 튀지 않도록 보호 하거나 가열하거나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빼야 한다. 통로는 울퉁불퉁하게 

하여 미끄럽지 않게 하거나 동절기에는 치워버리거

나 이용을 제한한다.

10.2.2 교통 및 운영 관리

교통 관리는 동절기 운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다. 운영 계획을 짤 때에는 주를 이루리라 예측한 

동결 환경과 날씨에 대한 정보, 현재 및 미래의 선

박 통행, 선박과 쇄빙선의 위치, 동원 가능한 인력

과 현재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런 정보가 없다면 수많은 노력이 결과도 없이 헛되

이 돌아가게 된다.

동결 환경에서도 비교적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도

록 하려면 이런 운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당해

야 한다. 특정 구역의 선박 교통과 운영 일체를 한 

기관이 관리하고 이 기관이 모든 교통과 운영에 대

한 책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권까지 갖고 있도록 한

다. 일반 인력 수준에서는 쇄빙선은 선장, 갑문은 

수문관리인이 의사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향후의 교

통 정보는 사전에 의사결정 기구로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 단위를 구축할 때 필요한 어떤 행정상 변

경사항은 사전에 계획하여 동결 환경에서 필요할 경

우 빠르게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 담당

자와 운영 담당자 모두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을 철

저히 받아야 한다.

혹한 동결 환경에서는 선박의 단독 운항을 제한해야 

한다. 경험 상 선박이 단독 운항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원을 받으며 운항을 한 것에 비해 쇄빙선이 필요

한 빈도가 더 높았다. 이런 상황은 다른 선박이 받

을 수 있는 쇄빙 작업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그 이후

의 쇄빙 작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운하의 동결은 

선박 통행 횟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혹한기에 운하

의 동결을 줄이려면 호위선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이렇게 하면 선박 쪽에 계속하여 쇄빙 지원을 

해 줄 수 있을뿐 아니라 선박이 단독 항해하는 경우

에 비해 예측한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10.2.3 가열

게이트 씰, 게이트 턱, 가장자리 강철구조 및 그 밖

의 얼어 붙는 구조물은 전기 가열장치로 가열해 주

어야 한다. 갑문 엔진실은 모두 가열하고 동력전달

장치는 물이 튀지 않게 한다. 유압계통에는 가열계

통을 장착하여 유압오일이 흘러갈 수 있게 한다. 유

압계통에도 물 분리장치를 달도록 한다. 갑문에 자

체 보일러가 있다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이동형 온

수기도 있어야 한다.

갑문 벽에 얼음 칼라가 생기지 못하도록 해 주는 가

열 패널도 개발 중이다. 이 장치는 효율적이지만 내

구력과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얼음 칼

라 생성을 막을 수 있는 패널의 열 출력은 약 1.0 

kW/m2 정도이다.

가장 유망한 가열 패널 중 하나는 자기조절식 가열 

패널로 이 패널은 현재 미국에서 갑문 벽과 마이터 

게이트 상단에 얼음이 들러붙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 시험을 하고 있다. 유리섬유‐보강 플라스틱 열 매

트를 게이트 턱 구역의 갑문 벽에 직접 설치한다. 

현재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 (최대 1.2m x 2.4m), 

동력의 제품이 나와 있다. 시험해 본 매트는 출력이 

약 1 kW/m2였는데 빙상 부착을 막는데 매우 효과

적이었다. 한 번에 한 군데에만 동력을 연결하는 식

으로 매트를 배열하면 전원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게이트(특히 섹터 게이트)와 세그먼트 게이트가 빙

판으로 얼어붙지 않게 하려면 가열 패널을 장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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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판(skin plate)을 전류로 가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요한 열 출력은 약 0.4 ‐ 0.5 kW/m2이다.

10.2.4 폐열 이용

폐열 (발전소나 공장 등의 냉각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 열을 운하에서 이용하는 것도 시험해 봐

야 한다. 약간의 열이라도 중요한 구역으로 보낼 수 

있다면 동결 환경에서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나

아가 공기방울 분사계통과 표면류 유도장치를 이용

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특히나 커지게 된다. 갑문 외

에도 방파제 앞쪽과 선회장(turning basin) 및 선박

의 조작 중에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구역

에도 열을 전달할 수 있다.

폐열이 동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가 있다. 사이마 운하의 운항기가 끝나기 전 몇 

주간 사이마 호에서 나온 3‐5m3/s 의 물을 운하로 

배출하였다. 수온이 약 +1°C 상승하였고 배수 열용

량은 12‐20MW였다. 이 때문에 동절기에 4 ‐ 10km 

길이의 운하가 동결조건이 완화되었다. 핀란드의 내

륙항구 및 해안 항구에서 온수 배수로 항구의 동결 

조건이 완화된 사례가 많다.

10.2.5 부착방지 코팅

갑문 벽에 얼음이 덜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 강철, 

PVC, 테프론, 그 외 도료를 시험했다. 이 시험에서 

테프론의 얼음 부착 강도가 콘크리트보다 1/10인 

것으로 나왔다. 에폭시 도료와 PVC 코팅도 부착 강

도를 상당히 낮춰주었지만 이런 코팅으로 수동 빙상 

제거 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구성이 약해 사용하지 않는다. 내구성 문제를 해

결한다면 갑문 벽을 이런 소재로 코팅하여 벽의 얼

음 칼라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10.2.6 인력 훈련

동절기 운항 시에는 인력이 그에 대한 지식을 반드

시 갖고 있어야 한다. 동절기 운항 시에 동절기 운항

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다면 

동절기 운항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유지 비용도 높고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된다.

인력 훈련 시에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넣어야 한다:

 - 전원을 대상으로 동절기 운항기의 맡은 바 임무

와 비상 시의 임무 훈련

 - 쇄빙선 인력은 적절한 쇄빙 기술과 쇄빙이 얼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 갑문 담당자에게는 동절기에 적합한 갑문 운영 

기술 교육

10.2.7 빙상 예보

항해자나 운하 측 및 쇄빙선 담당자 모두에게 얼음

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이런 예보가 없다면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가 매

우 어려워지고 동절기 운항 유지비가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강에서는 얼음의 상태가 빠르게 변하

고 커다란 얼음이나 프레이질 얼음이나 얼음댐으로 

인한 위험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강에서 빙

상 예보가 중요하다. 호수에서는 얼음의 상태가 매

우 느리게 바뀌긴 해도 개방호라면 유빙괴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강이나 호수 각지와 해당하는 운하 구역 별로 빙상 

예보를 하여 운영 계획을 짜기에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빙상 예보는 최소한 1주일

을 단위로 예보를 해야 하고 48시간 안에 더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로 이용자는 누구나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2.8 운항할 수 있는 강의 빙상 완화 방안

강에서 운항할 때 생기는 대부분의 빙상 관련 문제

는 얼음이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다. 갑문 앞쪽과 대

기구역에 얼음이 쌓일 수 있다. 움직이는 얼음이 홍

수를 일으키거나 구조를 손상하기도 하는 빙상 댐을 

이룰 수 있다. 강에서는 프레이질 얼음이 생길 수도 

있다. 결빙(frazil)이 운하에 얼음댐을 만들거나 얼

어붙어 선박의 냉각 입수시설의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얼음의 이동은 아이스‐붐이나 얼음둑, 관제용 댐과 

인공섬으로 제어할 수 있다. 아이스‐붐으로 부동형 

빙상은 물론이고 결빙(frazil)을 공간이 충분한 곳으

로 모아 운항 가능한 자연수로에서 얼음을 치우고 

얼음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얼음둑

과 관제용 댐과 인공섬은 거대한 얼음의 흐름이나 

운항 가능한 자연수로로 들어가는 움직이는 빙원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 

강의 흐름도 바꿀 수 있어 얼음이 운항 가능한 자연

수로에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강을 수력 발전

에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강을 제어할 수 

있다면 혹한기에는 배수를 줄이는 것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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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수를 줄이면 빙판 형성 속도가 빨라져 부

동형 결빙(frazil)이 운항 가능한 자연수로로 들어가

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이스‐붐을 사용하면 빙판을 

좀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다.

일부 구역에서는 예인선을 사용하여 중요한 구역에

서 얼음을 치우고 얼음댐 형성을 막는다. 얼음을 하

류로 흘려보내거나 얼음을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 곳

에 가두어 둘 수 있다면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얼음댐의 위험을 줄이려면 필요할 때마다 프레이질 

얼음 형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런 모니터링 작

업으로 선박은 자체 보유한 냉각 입수 시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얼음댐이 형성되었다면 예인선이나 폭발 등의 방법

으로 하류 쪽에서 없애야 한다.

항로표지는 해안 쪽에 설치하거나 운영이 가능하도

록 보호해 두어야 한다. 얼음의 힘이 장기간 지속되

면 항로표지 주위의 거의 모든 보호용 구조물이 파

손되고 얼음이 보호 구조물에 쌓이면 항로표지의 가

시도가 떨어지게 된다.

10.2.9 갑문과 댐의 동결 관리

갑문과 댐의 동결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다. 갑문의 수위는 수문 방수 사이

의 상류쪽 수위 정도로 유지한다. 갑문 벽 기저에 

공기방울 파이프를 설치하면 갑문 벽 결빙을 크게 

막을 수 있다. 게이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상

류 게이트는 물 속에 두어 빙상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게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댐의 풀에 보호 목

적의 빙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 빙판이 새로운 얼음

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단열층 역할을 하므로 절

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풀에 일정하게 빙

판이 있으면 이 빙판을 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빙

판은 유빙조각과 결빙(frazil)이 갑문과 댐의 방수로

르 들어가는 것도 막아준다.

갑문과 댐을 운영하려면 운영상 중요한 부분 (씰, 

가장자리, 철강 게이트 턱 등)을 모두 전기로 가열

해 주어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적절한 서비스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갑문과 방수로 게이트가 빙

판과 함께 얼어붙지 않도록 하려면 정기적으로 치워

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외판 가열계통이 얼음

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다. 절연으로 하류 쪽 

갑문 입구의 물기가 있는 곳에 얼음이 어는 것을 줄

일 수 있다. 앞으로는 가열 패널이 갑문 벽에 얼음 

칼라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에 따라 예인선을 이용해 갑문과 운하의 얼음을 

제거한다. 얼음을 하류로 보내거나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가두어 둘 수 있다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얼음이 새로 생길 가능성도 더 

높아지므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

다. 예인선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도 위험해진다. 운

하에서 얼음을 치울 때 얼음 우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새로운 빙상 형성도 늘게 된다.

공기방울 분사계통이 물을 냉각하므로 운하에 얼음

이 얼지 않게 하려 한다면 공기방울 분사계통은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하에 있는 물의 열용량을 

다 소비해 버린 후에는 이 장치가 얼음 형성을 가속

하게 된다.

10.2.10 갑문과 댐의 빙상 관리

공기방울 발생장치와 고유량 공기 거름장치는 갑문

의 얼음을 관리하기에 효율적인 조합인 것으로 입증

되었다. 갑문 벽의 하류쪽에 있는 공기방울 분사계

통은 얼음 칼라의 생성을 줄이는 동시에 공기방울이 

벽과 선박 측면 간의 윤활제 역할도 한다. 이렇게 

하여 선박과 함께 이동한 유빙조각이 갑문 벽에 들

러붙는 것을 줄여 주어 얼음 칼라의 형성 또한 감소

한다. 그렇지만 수괴에 열용량이 없을 때 공기방울 

분사계통을 사용하면 갑문에 얼음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갑문 벽을 따라 공기방울 분사계통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게이트 개방 전이나 개방 중에는 고유량 공기 거름

장치로 게이트 조작 구역과 게이트 턱을 치울 수 있

고 개빙 시기에는 게이트 턱에 남아있는 잔류물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마이터 게이트의 경우 

게이트 턱에 최소한 두 개의 공기 배출구가 있어야 

하며 게이트 앞에도 공기 배출구를 두는 것이 좋다. 

잠수가 가능하거나 그 밖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이

트의 경우에는 게이트 양쪽에 공기배출구가 있어야 

하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이트는 게이트 턱에 공

기 배출구가 있어야 한다. 마이터 게이트는 게이트

를 회전하면 게이트를 좀 더 수월하게 개방할 수 있

다. 게이트를 수중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게이트의 공기방울 분사계통이나 가열계통으로 보

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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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소폭 구역이 교차하는 곳에 여러 개의 공기방

울관을 설치하고 갑문의 소폭 구역에는 표면류 유도

장치을 설치하면 선박이 갑문으로 운반하는 얼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루기 어려운 동결 환경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계통의 영향이 꽤 줄어든다. 물의 흐름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뱃머리 쪽의 얼음을 제거하는 방법

으로 갑문의 물살이 없는 구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갑문을 나갈 때에는 선박을 주의하여 조정해야 한

다. 쓸데없이 프로펠러를 사용하면 얼음이 갑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갑문으로 얼음과 물이 나가도록 하

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갑문에 있는 얼음을 제거하려

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음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얼음을 수문으로 방수하는 데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선박이 갑문으로 들어갈 때 

게이트를 낮추면 얼음이 게이트를 넘어갈 수 있다.

얼어 있는 씰과 스위치 등을 녹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00 ‐ 200 리터/분으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

는 것이다(약 80 ‐ 90°C). 얼음을 녹일 때 증기를 

쓸 수도 있지만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효

율이 낮다. 갑문 벽의 얼음 칼라를 제거하는 데에는 

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10.2.11 쇄빙 작업

쇄빙 작업 시에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쇄빙을 자주 하여 운항 가능

한 자연수로를 가급적 오랜 기간 운영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쇄빙 작업을 할 때마다 얼음이 새

로 형성되어 빙상 운항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

다. 수괴에 열을 부가적으로 줄 수 없다면 운항 가

능한 자연수로의 열손실이 쇄빙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동절기가 길어지면 호수와 바다에서도 

새로운 얼음이 만들어지므로 운하는 말할 것도 없고 

운항 가능한 자연수로의 단면도 줄어 자연수로 운항

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로 쇄빙을 피해야 하는 것

이다. 쇄빙 작업 중에는 운항에 필요한 부분의 빙판

만 깨고 가급적 많은 부분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 

방법은 빙판이 단열층 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얼

음이 덜 형성된다.

내륙 수로용 선박은 크기가 작고 흘수 제약도 있으

며 엔진 출력이 작은 동시에 애초에 선체가 빙상 항

해용으로 설계되지 않아 빙상에서는 성능에 꽤 제약

이 있다. 이런 선박의 빙상 성능 제약이 호위의 장

점을 부각시켜 주기도 한다. 새로운 빙상 형성을 줄

일 뿐 아니라 동절기 계획에 맞추어 교통 통제를 할 

수 있어 확실히 쇄빙 작업을 지원할 수 있고 안전 

상 위험 요소와 선박의 파손 가능성을 줄일 수 있

다. 그러므로 선박이 빙상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곳

에서는 반드시 호위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쇄빙 작업 면에서는 휴가 후 운항을 시작하는 시기 

(크리스마스나 신년)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간이다

선박이 방파제에 부딪히거나 자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쇄빙선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휴가

철로 운항이 저지된다거나 결빙기가 상대적으로 짧

고 심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결빙기가 길고 혹독한 경우에는 선박을 계속 운항하

면 빙상이 넓게 형성되어 결국에는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방파제에 공기방울 분사계통을 

사용하여 선박에 얼음이 붙지 않도록 하고 모든 선

박 이동 시에 호위선을 붙여 새로운 빙상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쇄빙 기술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꽤 흥미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DAS 선박 (Double 

Acting Ship)을 이용하면 앞으로 나올 다목적 선박

을 설계할 수 있다. 즉 개빙 시기에는 선박을 예인

선이나 서비스 선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빙상 성

능도 유지할 수 있다. DAS 기술로 기존 선박에 비

해 빙상 성능이 월등한 내륙용 선박을 설계할 수 있

는데, 동결 환경에서 DAS 선박이 고물을 사용하면 

물이 프로펠러로 자유롭게 유입되어 빙상의 마찰력

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펠러도 빙상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므로 다른 선박이 통과하기도 쉬

워진다. 쇄빙 작업 시에는 DAS 선박의 프로펠러가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유빙조각을 밀어낼 수 

있다.

운하 쇄빙 시에는 기존의 쇄빙선에 비해 쇄빙기가 

느리고 선박을 예인할 수 없다. 얼음을 작은 조각으

로 부숴주면 선박의 운전이 원활해 지는 방파제 구

역과 선회장과 갑문 접근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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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 수로와 재시공 수로와 동절기 

항해

11.1 호수

운항 가능한 자연수로의 동절기 운항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자연수로는 가급적 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수로를 휘게 하여 작은 준설 구역을 피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 수로의 굽어짐이 너무 심하지 않게 하거나 개빙

구역 자연수로보다 넓게 해야 한다. 가능하면 곡

률반경이 선박 길이의 8 – 10배가 되도록 한다

 - 쇄빙선이 자연수로의 모든 구역에서 선박의 운

항이 막힌 곳을 양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법으로 묶여있던 선박을 빙상에서 

끌어낼 수 있다.

자연수로의 모든 부분에서 선박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수로가 충분히 넓어 예인이 가능해야 한다.

 - 자연수로 중 준설 구역이 개빙구역 자연수로보

다 더 넓고 깊어야 유빙조각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고 프로펠러로 물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다.

 - 수심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에는 경사를 1:3‐1:5

로 하여 준설 구역을 더 얕게 설계한다.

11.2 운항할 수 있는 강

호수의 경우와 동일한 요소가 운항할 수 있는 강의 

자연수로에도 영향을 준다. 그에 더해 운항 가능한 

강은 무엇보다도 선박항행이 가능한 모양이어야 하

지만 강의 얼음 형성과 그 발달과 이동 및 이로 인

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얼음을 가둘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시 

되는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도 모델링하여야 

한다. 얼음의 힘을 전적으로 견딜 수 있는 침식방지 

설계를 할 수는 없지만 사석지형의 석조 규모를 키

우고 침식 보호장치를 더 두껍게 하면 좋을 것이다.

11.3 운하

운항할 수 있는 강과 마찬가지 요소가 운하에도 영

향을 준다. 동결 환경에서 이용하는 운하는 개빙 시

기에만 이용하는 운하보다 더 넓고 깊어야 한다. 가

능하다면 쇄빙선이 선박을 밀 수 있는 경우에도 선

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운하 하부

의 최소 폭은 선박의 폭의 세 배는 되어야 하고 수

심은 최소한 선박의 흘수에 1‐1.5 미터를 더한 정도

가 되어야 한다.

운하의 수심을 바꿀 때에는 점진적으로 수심이 바뀌

도록 설계해야 한다. 운하의 단면은 가급적 대칭으

로 하여 유빙조각이 한쪽에만 쌓이지 않도록 한다. 

대기구역은 운항 가능한 자연수로에서 대기 중인 선

박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어야 한다. 

선박이 앞으로 밀고 들어온 유빙조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쇄빙으로 생기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운하가 침

식되지 않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석지형

의 석조부 크기와 침식 보호층의 두께을 모두 키워

야 한다.

11.4 갑문

빙상 항해용으로 설계한 갑문은 개빙구역 항해 용으

로 설계한 갑문보다 폭이나 길이와 깊이가 모두 더 

커야 한다. 갑문은 선박보다 1‐2 미터 더 넓어야 하

고 길이는 선박의 길이보다 10‐15 미터 정도 더 길

어야 얼음이 통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갑문의 깊이는 운하의 깊이와 같아야 한다. 게이트 

턱에는 유빙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있

어야 한다. 갑문의 소폭 구역과 대기구역은 대칭으

로 설계하고 소폭 구역은 가급적 넓게 만든다. 완충 

장치(piled fendering)와 함께 필요한 길잡이를 배

치할 수도 있다.

게이트는 어떤 종류이건 빙상 항해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얼음은 마이터게이트와 섹터게이트 조정을 모

두 저해하며 둘 다 게이트 턱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세그먼트 게이트 빙상의 영향은 덜 받지만 빙

상 항해와는 무관한 다른 운영 상 단점이 있다. 수

중 게이트는 얼음이 쌓여가면 균형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얼음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지만 이런 갑문은 

상당히 가격이 높은 편이다. 리프트 게이트는 게이

트를 들어올릴 때마다 위쪽에 얼음이 얼기 때문에 

결빙에는 매우 민감하다. 인입식 게이트는 동결에 

매우 민감하다.

- 349 -



비용이 많이 들긴 해도 빙상 운항 시 게이트 종류 

별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이

터게이트와 수중 게이트 문제는 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공기발생장치와 고유량 공기 

거름장치로 처리할 수 있다. 세그먼트 게이트는 댐 

방수로에서 많이 사용하며 게이트를 가열하여 동결 

문제를 푸는 등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섹터 

게이트의 문제는 게이트 가열과 고유량 공기 거름장

치를 조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리프트 게이트와 인

입식 게이트의 문제는 게이트 가열로 해결할 수 있

지만 한 번 빙상 항해 용으로 설계해 놓으면 마이터 

게이트 문제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수괴의 열을 이용할 수 있다면 빙상 항해용으로 설

계한 갑문에는 최소한 하류 게이트 앞쪽과 갑문 벽

을 따라 공기방울 분사계통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아니면 동결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공기방울 분

사계통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게이트 턱에서 

유빙조각을 치울 때에는 고유량 공기 거름장치를 꼭 

사용하도록 한다. 공기방울장치나 고유량 공기 거름

장치나 표면류 유도장치를 갑문 입구에 설치하여 선

박을 따라 갑문으로 들어오는 얼음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 해결책 별 배치도를 별첨 2‐5에 실었

다. 전기 가열계통을 게이트 씰과 갑문의 다른 중요

한 부분에 장착해야 한다. 기계실과 유압계통에는 

가열 옵션이 있어야 한다. 스위치와 변속기는 모두 

물이 튀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해야 한다. 갑문 바

닥 가까운 곳에 급배수 밸브를 설치하여 얼지 않도

록 한다.

12. 비용과 편익

빙상 항해 관리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쇄빙 작업 비용

 - 추가 갑문 설비 비용

 - 추가 인력 비용

 - 가능성 있는 구조물 수리 비용

신규 수로나 수로의 크기를 확장하는 재시공 비용이 

발생한다.

빙상 항해를 해야 하므로 수로 이용자가 다음과 같

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연료비 상승 (연료 소비량 100%‐200% 상승)

 - 이동 시간 연장 비용 (이동 시간이 40%‐ 100% 

증가)

 - 예인선 크기 축소로 생기는 비용 (25 % 감소)

 - 보험료 증가분

 - 선박 수리 비용

현 운항시기(약 10 개월 + 약 2 개월의 빙상 항해)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절기 사이마 운하의 운항 비

용은 약 80만 EURO이다. 혹한기에 수송 톤당 추가

되는 비용은 2‐3 EURO이다. 트롤하트 운하에서는 

이 추가 비용이 약 2 EURO/ton이다.

특히 운항할 수 있는 강에서는 구조물의 고장으로 

유지비가 주로 발생한다. 수위 변동, 얼음댐, 빙상 

항해로 받는 부가적 힘, 때때로 강의 얼음이 심하게 

부서질 경우 항해용 구조물과 특히 침식 보호장치 

파손과 같은 비용이 수백만 EURO에 달할 수 있다.

연중 운항이 가능하다 해도 평상시처럼 소통이 이루

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연중 운항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새로운 교통량을 내륙수로로 견인하여 내

륙 항해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내륙

수로를 보다 폭넓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수로를 연중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 

속에 이러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교통량이 아니라 연중 항해가 연간 수

송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수치를 비용‐편익 분

석에 넣어야 한다. 수송비는 여러 수송 방식을 편입

한 전 수송망을 대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아래에 비용‐편익 분석의 예를 들어보았다:

운하의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따뜻한 냉각수를 

연중 사이마 운하로 흘려보낸다. 이 시스템의 예상

비용은 약 2200만 EURO이고 연중 운영비는 약 20

만 EURO이다.

여러 출처의 자료를 종합하여 연중 운항철의 수송망 

비용을 3% ‐ 6%를 줄일 수 있고 운하의 교통량은 

25%정도 높일 수 있다. 이자율 5%에 30년으로 계

산했을 때 실제 수송비의 감소액에 따라 비용‐편익

비는 0.4‐2.5 사이가 된다.

이 사례를 보면 혹한기에 수송량이 상대적으로 작더

라도 연중 운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유럽과 중앙유럽 내륙수로는 

수송량이 상당히 많고 핀란드보다 기후도 온난하여 

연중 운항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예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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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인트 로렌스 해로와 미시시피 북쪽의 기후

는 핀란드 쪽과 좀 더 유사하여 서유렵과 중앙유럽

에 비해 연중 운항 가능성이 좀 낮다. 현실성은 폐

열이나 다른 값싼 열 에너지를 운하와 갑문으로 전

달하여 얼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13. 결론 및 권고사항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자연수로 동결의 기술적 문제는 정확한 운영 기

술과 충분한 쇄빙 지원과 함께 적절한 갑문 설

비로 해결할 수 있다 

 - 혹한기에는 운하와 갑문에 추가적인 열을 더 전

달해 주어야 한다

 - 대책과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새로운 쇄빙 기술로 빙상 항해의 새로운 가능성

이 생겼지만 그것만으로는 운하 동결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 사용하는 쇄빙기술보다 운하의 열적 균형에 영

향을 주는 요소가 쇄빙 작업의 정확한 성과에 

좀 더 중요하다

 - 대부분의 경우 연중 운항은 경제적 현실성이 없

지만 혹한기에는 열 에너지 비용이 결정적인 인

자가 된다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만들었다:

 - 동결 환경에서 운영하는 갑문에는 얼음(결빙) 통

제용 장비를 충분히 설치해 두어야 한다. 최소한 

갑문의 공기방울 분사계통을 설치하고 갑문의 

중요한 구조물에 가열 장치를 설치한다

 - 날씨 상태와 교통량을 잘 고려하여 쇄빙 작업을 

한다. 얼음이 새로 생기지 않도록 불필요한 쇄빙 

작업은 피한다.

혹한기에는 호위선을 이용하여 쇄빙 지원을 한다.

 - 사전에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동결 기간에 필요

한 조치와 의사결정 절차를 지시한다

 -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단일 의사결정 기구를 둔다.

 - 갑문과 운하로 열을 더 보내려면 폐열 열원 지

도를 만들어야 한다.

 - 신규 수로와 재건축 수로 설계 시에는 처음부터 

연중 운항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 이후에는 비고착성 갑문 벽 코팅과 가열 패널 

장치도 고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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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s)

  다음 위탁사항들이 PIANC WG 98 (이전 명칭 

ReCom WG 16) “마리나의 수질보호”에 제시되

었다.

1. 유럽과 미국의 기준에서 제시된 수질과 저질에 

관한, 마리나에 적합한, 요구조건들을 검토해라.

2. 마리나의 수질과 저질의 저하문제를 식별, 평

가, 관리하는 방법론들을 검토해라.

3. 파이프와 암거(暗渠), 그리고/또는 펌프와 기계

적 폭기시스템, 지상 강우유출 통제시스템(land 

runoff system), 준설 등과 같은 추가적인 수리

학적 시스템들이 박지의 수질과 저질 그리고 발

생할 수 있는 결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결정해

라.

4. 가능한 조치 비용을 예시하라.

5. 비록 본 보고서는 마리나의 상황, 설계, 그리

고 기반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리나 사

용자들의 행동 관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

이 있을 것이다.

6. 마리나 박지의 수질과 저질 개선을 위한 가이

드라인을 만들어라.

2. 배경과 범위

  마리나와 얕은 흘수(吃水; draft) 항구(harbors)

들은 레저용 항해와 일반 대중이 물로 접근하기 

위한 육지로부터 바다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일

반적으로 연안 개발의 증가와 함께 레저용 항해

의 증가는 우리 항로의 환경의 질을 보호할 필요

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증가시

켰다. 마리나는 물의 바로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의 물이 마리나 내의 다양한 

활동과 마리나 박지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행사들

로부터 좀 더 빈번히 생성되는 오염물질에 오염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좋지 않은 환경영향들이 

마리나와 레저용 항해에 연관이 있는 다음의 오

염 원인으로부터 야기될 수도 있다:

⦁용존 산소가 부족한 제대로 해수교환(플러싱)이 

되지 않은 항로

⦁보트로부터 버려진 오염물질

⦁주차장, 지붕 그리고 다른 불투수성 표면으로부

터 빗물을 타고 운반되는 오염물질

⦁마리나, 램프, 그리고 관련 시설들이 건설되는 

동안 습지대, 조개류와 물밑에 사는 다른 군집들

의 물리적 변경과 파괴; 그리고

⦁육지와 물속에서의 보트 유지관리 활동으로부

터 생성되는 오염물질

이러한 원인들로부터 생성되는 오염물질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오수, 어류 세척,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보트에

서 배출되는 음식 쓰레기들이 야기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퇴적물에서 박테리아 등의 

분해활동에 필요한 산소요구량(SOD);

⦁오수, 어류 세척,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보트로

부터 배출되는 음식 쓰레기에서 나오는 염양염류

들;

⦁레크리에이션 보트로부터 배출되는 오수에서 

나오는 병원균들;

⦁가연 연료 첨가제, 보트 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오수에 들어 있는 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인

으로부터 나오는 금속물질들; 페인트 도료에서 나

오는 비소, 살충제 그리고 목재 방부제; 금속 부

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극으로부터 나오

는 아연; 유해한 환경친화적인 방오제에서 나오는 

구리와 주석; 그리고 보트와 마리나 건조에서 나

오는 다른 금속물질들. 구리는 마리나 수역의 독

성 농도(毒性濃度)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금

속물질이다. 구리와 주석(예를 들면, 부틸주석)은 

전국적으로 마리나 수역의 독성 농도에서 발견되

어 왔는데, 이것들은 보트 선체 바닥 페인트와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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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호주와 뉴질랜드의 레크리에이션 목적

을 위한 수질 가이드라인

                          요약: 종합 화학
매개변수 가이드라인 값    (별도 언급이 없으면 μg/L)

무기

   비소

   석면

   바륨

   붕소

   카드뮴

   크롬

   시안화물

   납

   수은

   니켈

   질산염-N

   아질산염-N

   셀레늄

   은

유기

   벤젠

   벤조피렌

50

NR

1000

1000

5

50

100

50

1

100

10,000

1000

10

50

10

0.01

   사염화탄소

   1, 1-디클로르에테닐

   1, 2-디클로르에탄

   펜타클로로페놀

   폴리염화비페닐

   테트라클로로에텐

   2,3,4,6-테드라클로로페놀

   트리클로로에텐

   2,4,5-트리클로로페놀

   2,4,6-트리클로로페놀

방사선 

   총알파활동(Gross alpha activity)

   (40K의 활동을 제외한) 총알파활동

그 밖의 화학약품

   알루미니엄

   암모니아 (예를 들면, N)

   클로라이드

   구리   

3

0.3

10

10

0.1

10

1

30

1

10

0.1   Bq/L

0.1   Bq/L

200

10

400,000

1000

표 3.1.2 호주와 뉴질랜드의 레크리에이션 목적

을 위한 수질 가이드라인     

                                요약: 종합 화학
매개변수 가이드라인 값 (별도 언급이 없으면 μg/L)

   산소

   경도(예를 들면, CaCO3)

   철

   망간

   유기물 (CCE & CAE)

   pH

   페놀

   나트륨

   황산염

   실피드

   계면활성제 (MBAS)

   총 용존 고형물질

   아연

>6.5 (mg/L) 

(>80% 포화상태)

500,000

300

100

200

6.5-8.5

2

300,000

400,000

50

200

1000,000

5000

표 3.1.3 호주와 뉴질랜드의 레크리에이션 목적

을 위한 수질 가이드라인 

                          요약: 살충제  (μg/L)

화합물

            

최대

농도 
화합물

최대 

농도 

아세페이트

Alachior

알드린

20

3

1

팬발러레이트

Flamprop-메틸

Fluometuron

40

6

100

아낸 부스러기로부터 온다.

⦁보트 운영과 준설활동에 의해서 부유(浮遊)된 

퇴적물로 인한 혼탁함;

⦁연료 보급 활동과 보트로부터 나오는 배밑의 

오수 또는 연료 방출로 인한 석유탄화수소.

3. 대표적인 수질 기준들 

  전 세계에 일반적인 수질기준들이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연안 지역의 방류

수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질기준들을 지향하

거나 그것에 맞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물의 화학적 조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고, 생물군

에 대한 접촉이나 영향 보다는 소비에 더 목적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세계 여러 곳의 수질 기준에 

관한 몇 가지 분류이다. 모든 기준에서 수질에 관

한 흔히 추정되는 척도가 -청명- 명확하게 언급

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하라.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척도는 용존 산소 농도와 세균 농도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마리나 박지의 순환과 플러싱 효율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3.1 호주와 뉴질랜드의 수질 기준

NR = 현 시점에서 추천된 가이드라인이 없음; 

MBAS : Methylene blue active substance (메

틸렌 블루 활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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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트롤

아수램

아진포스메틸

Barban

베노밀

벤타존

바이오레스메스린

Bromazil

브로모포스-에틸 

브롬옥시닐

카바릴

가벤다

카보퓨란

카보페노싸이온

클로르데인

클로르디메폼

클로르펜빈포스

Chloroxuron

클로르피리포스

Clopzralid

사이헥사틴

2,4-D

DDT

디메톤

다이아지논

디캄바

디클로베닐

3,6-Dichloropico

-linic acid

디클로르보스

디클로포프메칠

디코폴

디엘드린

Difenzoquat

프로메캅

프로파닐

1

100

10

300

200

400

60

600

20

30

60

200

30

1

6

20

10

30

2

1000

200

100

3

30

10

300

20

1000

20

3

100

1

200

60

1000

포르모티온

Fosamine 

(암모늄염)

근사미

헵타클로르

Hexaflurate

헥사지논

린단

멀다이슨

메티타티온

메소밀

메타클로르

메트리부진

메빈포스

몰리네이트

모노크로토포스

나밤

Nitralin

오토에이트

오리잘린

파라콰트

파라티온

파라티온 메틸

듀스

Perfluidone

퍼메트린

피클로람

피페로닐 - 

부톡사이드

프리미카브

피리미포스-에

틸 

피리모포스-메

칠

프로페노포스

100

3000

200

3

60

600

10

100

60

60

800

5

6

1

2

30

1000

0,4

60

40

30

6

600

20

300

30

200

100

1

60

0,6

표 3.1.4 호주와 뉴질랜드의 레크리에이션 목적

을 위한 수질 가이드라인 

                         요약: 살충제  (μg/L)

화합물        최대농도 화합물 최대농도

디메토에이트

Diquat

Disulfoton

뒤론

DPA

엔도설판

Endothal

엔드린

EPTC

에치온

에토프로포스

Fenchlorphos

100

10

6

40

500

40

600

1

60

6

1

60

Propargite

프로폭서

Pyrazophos

퀸토젠

Sulprofos

2,4,5-T

Temephos

티오벤카브

치오메톤

티오파네이트

티람

Trichlorofon

1000

1000

1000

6

20

2

30

40

20

100

30

페니트로티온

Fenoprop

Fensulfothion

20

20

20

Triclopyr

트리풀루라린

10

20

500

표 3.2.1 남아프리카의 생태계 보존 구성요소 

가이드라인

생태계 보존: 

구성요소
가이드라인(목표값)

온도
연간 평균 온도를 1oC (최대 연간 

변동)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됨

pH

7.3에서 8.2 범위 내

자연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변동이 관찰된 자연적 양쪽 극값

으로부터 0.2 단위 보다 크지 않

아야 함

용존 산소

(서해)

기존의 자연 변동량의 10% 이하

로 떨어지지 않아야 함.

용존 산소

(남해와 동해)

5 mg/ℓ (시간의 99%)와 

6 mg/ ℓ (시간의 95%)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함.

염도 (바다) 33에서 36 범위 내

염도 (만)

비자연적인 영향들이 특정 시스템

을 위해 기록된 범위를 넘어서 염

도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용존 염양염 

(질산염, 

총 암모니아, 

반응성 인광석)

염양염 수준이 지나치게 또는 해

가 될 정도로 수생 식물의 성장을 

야기하거나 용존 산소 농도를 권

장 수준 이하로 줄이지 않아야 

함. 

독성 무기:

암모니아

비소 (As)

카드뮴 (Cd)

크롬 (Cr)

구리 (Cu)

납 (Pb)

수은 (Hg)

니켈 (Ni)

은 (Ag)

아연 (Zn)

시안화물

수준이 초과하지 않아야 함:

600 μg N/l (NH3plus NH4+)

20 μg N/l (NH3)
3

12 μg/l

4 μg/l

8 μg/l

5 μg/l

12 μg/l

0,3 μg/l

25 μg/l

5 μg/l

25 μg/l

12 μg/l

출처: NHMRC & AWRC (1987), NHMRC 

(1989)

3.2 남아프리카의 수질 기준

- 367 -



(CN-)

불화물 (F-) 5000 μg/l

독성 유기물 / 

방사성 물질

(위에서 언급된) 중간 보고서

(Interim Report)를 참고 할 것

표 3.2.2 추가 가이드라인

 1차 접촉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구성요소          가이드라인 (목표값)

분원성 대장균군

(만약 한계가 초과되면, 

동일 목표값을 사용하는 

대장균을 검사하기)

100ml 당 최대 허용가능 수치:

표본의 80%에서 100

표본의 95%에서 2000

여과섭식동물의 채집과 양식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구성요소             가이드라인 (목표값)

분원성 대장균군

(만약 한계가 초과되면, 

동일 목표값을 사용하는 

대장균을 검사하기)

100ml 당 최대 허용가능 수치:

표본의 80%에서 20

표본의 95%에서 60

표 3.3.1 영국의 수질 기준

매개변수
허용 농도

패류 해역 

(79/923/EEC)

허용 농도

해 수 욕 장 

(76/160/EEC)*

pH 7 ≤ pH ≤ 9 6 ≤ pH ≤ 9

용존 산소
≥ 70 % 

포화도

총 대장균군 < 10,000/100 ml

분원성 대장균군 < 2,000/100 ml

살모넬라 1리터 안에 不在

엔테로 바이러스

10리터 안에 반점

을 형성하는 단위 

없음

색
≤ 10 mg Pt/l 

변화

비정상적인 변화 

없음

수중 부유물 ≤ 30 % 변화

염도
≤ 40 ppt, ≤ 

10 % 변화

유류 오염물질 예

할로겐화 유기물질 예

금속

(Ag, As, Cd, Cr, 

Cu, Hg, Ni, Pb, 

Zn)

예

맛에 영향을 주는 

물질
예

광유
가시적 필름 없음 

/ 냄새 없음

메틸렌 블루와 반응

하는 표면활성물질

지속되는 포말 없

음

페놀
특별한 냄새 없음

≤ 0.05 mg/liter

투명도 1m

3.3 영국의 수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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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플란더즈(Flemish) 지역의 수질 기준

표 3.4.1 플란더즈 지역의 수질 기준

매개

변수

허용농도

기준품질
활어수

잉어목

식수

생산자
수영수

일반 매개변수  

온도 A ≤ 25°C +/- 3°C I ≤ 25 (O)

용존

산소
A ≥ 5 mg/l M

50 %

≥ 7 mg/l
G > 30 %

pH A 6,5 ≤ pH ≤ 8,5 I 6 ≤ pH ≤ 9 (0) I 5,5 ≤ pH ≤ 9 6 ≤ pH ≤ 9

부유물 90 % < 50 mg/l A ≤ 25 mg/l (0) G < 50 mg/l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
90 % ≤ 6 mg/l I ≤ 6 mg/l G < 7 mg/l

화학적 산소요구

량(COD)
90 % < 30 mg/l G < 30 mg/l

암 모 니 아

(N-NH4)

         그리고

90 % < 5 mg/l

Gem < 1 mg/l
I ≤ 0,78 mg/l

Kjeldahl 

질소(N-Kj)
90 % < 6 mg/l G ≤ 3 mg/l

암 모 니 아

(N-NH3)
90 % < 0,02 mg/l I < 0,021 mg/l

질산+아질산염

(N-NO2-+NO3

-)

90 % ≤ 10 mg/l

질산(N-NO3-) I ≤ 11,3 (O) mg/l

아 질 산 염

(N-NO2-)
I ≤ 0,009 mg/l

총 인산염(P-tot)

        그리고

90 % < 1 mg/l

Gem < 0,3 mg/l
< 1 mg/l G ≤ 0,3 mg/l

오 로 토 인 산 염

(o-PO4)

流水

90 % < 0,3 mg/l

오 로 토 인 산 염

(o-PO4)

停水

90 % < 0,05 

mg/l

Geleidingsver

mogen

90 % < 1000 

μs/cm
G < 1000 μs/cm

염화물(Cl-) 90 % < 200 mg/l G < 200 mg/l

황산염(SO4--)

         그리고

90 % < 250 mg/l

M < 150 mg/l

I < 250 mg/l (0)

엽록소 a Gem < 100 μg/l
생태지수 A ≥ 7

광유
가시적 필름 無 / 냄새 

無

냄새 G verd.factor 20

투명도
≥ 1 m (0)

Secchi-disk

색
I 200 mg/l 

Pt-변화
비정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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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류량(比流量)에

서 기인하는 물

질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허 용

농도

허

용

농

도

허용농도 허용농도

기준 질
활어수

잉어목

식수

생산자
수영수

중금속  

카드뮴 (총) Gem ≤ 1 μg/l I ≤ 0,005 mg/l
수은 (총) Gem ≤ 0,5 μg/l I ≤ 0,001 mg/l

구리 (총) 90 % ≤ 50 μg/l G ≤ 1 mg/l
구리 (용존) I ≤ 0,04 mg/l
납 (총) 90 % ≤ 50 μg/l I ≤ 0,05 mg/l
아연 (총) 90 % ≤ 200 μg/l I ≤ 1 mg/l I ≤ 5 mg/l
크롬 (총) 90 % ≤ 50 μg/l I ≤ 0,05 mg/l
니켈 (총) 90 % ≤ 50 μg/l G ≤ 0,05 mg/l
비소 (총) 90 % ≤ 30 μg/l I ≤ 0,1 mg/l
철 (용존) 90 % < 200 μg/l G ≤ 0,2 mg/l
망간 (용존) 90 % < 200 μg/l
망간 (총) G ≤ 1 mg/l
셀레늄 (총) 90 % < 10 μg/l I ≤ 0,01 mg/l

보리움 G ≤ 1 mg/l

보리움 (총) 90 % < 1000 μg/l I ≤ 1 mg/l

유기 微-오염물

단환방향족탄화수

소

M t ≤ 2 μg/l

M in ≤ 1 μg/l
다환방향족탄화수

소
M t ≤ 100 ng/l I ≤ 0,001 mg/l

용존탄화수소 I ≤ 1 mg/l

Organochloropesti

cides

M t ≤ 20 ng/l

M in ≤ 10 ng/l
살충제-tot I ≤ 0,005 mg/l
콜린에스테라아

제 remming
M ≤ 0,5 μg/l

리누론 M ≤ 1
아트라진 M ≤ 2
시마진 M ≤ 1

Dichloorvos M ≤ 0,1
페니트로티온 M ≤ 0,03
말라티온 M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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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류량(比流量)에

서 기인하는 물

질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허 용

농도

허

용

농

도

허용농도 허용농도

기준 질
활어수

잉어목

식수

생산자
수영수

중금속  

카드뮴 (총) Gem ≤ 1 μg/l I ≤ 0,005 mg/l
수은 (총) Gem ≤ 0,5 μg/l I ≤ 0,001 mg/l

구리 (총) 90 % ≤ 50 μg/l G ≤ 1 mg/l
구리 (용존) I ≤ 0,04 mg/l
납 (총) 90 % ≤ 50 μg/l I ≤ 0,05 mg/l
아연 (총) 90 % ≤ 200 μg/l I ≤ 1 mg/l I ≤ 5 mg/l
크롬 (총) 90 % ≤ 50 μg/l I ≤ 0,05 mg/l
니켈 (총) 90 % ≤ 50 μg/l G ≤ 0,05 mg/l
비소 (총) 90 % ≤ 30 μg/l I ≤ 0,1 mg/l
철 (용존) 90 % < 200 μg/l G ≤ 0,2 mg/l
망간 (용존) 90 % < 200 μg/l
망간 (총) G ≤ 1 mg/l
셀레늄 (총) 90 % < 10 μg/l I ≤ 0,01 mg/l

보리움 G ≤ 1 mg/l

보리움 (총) 90 % < 1000 μg/l I ≤ 1 mg/l

유기 微-오염물

단환방향족탄화수

소

M t ≤ 2 μg/l

M in ≤ 1 μg/l
다환방향족탄화수

소
M t ≤ 100 ng/l I ≤ 0,001 mg/l

용존탄화수소 I ≤ 1 mg/l

Organochloropesti

cides

M t ≤ 20 ng/l

M in ≤ 10 ng/l
살충제-tot I ≤ 0,005 mg/l
콜린에스테라아

제 remming
M ≤ 0,5 μg/l

리누론 M ≤ 1
아트라진 M ≤ 2
시마진 M ≤ 1

Dichloorvos M ≤ 0,1
페니트로티온 M ≤ 0,03
말라티온 M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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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微-오염물

허 용

농도

허

용

농

도

허용농도 허용농도

기준 질
활어수

잉어목

식수

생산자
수영수

Mevinfos M ≤ 0,02
파라티온-에틸 M ≤ 0,02

디모토에이트 M ≤ 1
염소비페닐 M t ≤ 7 ng/l

염소 방향족 아

민화합물

M t ≤ 1 μg/l

M t ≤ 1 μg/l
염화 페놀 M in ≤ 50 ng/l
용출성 유기 염

소(EOCl)
G ≤ 0,005 mg/l

CCI4와 결합된 

용출성
G ≤ 0,5 mg/l

VOX(휘발성유기

할로겐)
M ≤ 5 μg/l

AOX(용출성유기

할로겐)
M ≤ 40 μg/l

디클로로메탄 M ≤ 10 μg/l

아니온 세제 M ≤ 100 μg/l G ≤ 0,5 mg/l
gn persist.

schuim
비이온과 카티아

닉
M ≤ 1000 μg/l

휘발성 페놀(증

기)
M ≤ 5 μg/l

페놀(총) 90 % < 40 μg/l I ≤ 0,1 mg/l ≤ 0,05 mg/l

유리 염소
90 % < 0,004 

mg/l

잔류 염소 I ≤ 0,005 mg/l

Fluorudes 90 % < 1,5 mg/l
G ≤ 0,7/1,7 

mg/l
총시안화물 90 % < 0,05 mg/l I ≤ 0,05 mg/l

총colibacterië 

37°C

G ≤ 50.000/100 

ml

≤ 10.000/100 

ml

≤ 

10.000/100 

ml

분원성 대장

균군
M ≤ 2000/100 ml

G ≤ 20.000/100 

ml
≤ 2.000/100 ml

≤ 2.000/100 

ml

분원성 연쇄상 

구균

G ≤ 10.000/100 

ml
살모넬라균 0/l
세균 0 PFU/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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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유럽의 가이드라인

허용농도

기준 질
활어수

잉어목

식

수

생

산

자

수

영

수

앨드린
Gem ≤ 10 

ng/l

디엘드린
Gem ≤ 10 

ng/l
엔드린 Gem ≤ 5 ng/l
이소드린 Gem ≤ 5 ng/l

헥 사 클 로 로 벤 젠

(HCB)

Gem ≤ 0,03 

μg/l

헥사클로로부타디

엔(HCBD)

Gem ≤ 0,1 

μg/l

클 로 로 포 름

(HCCI3)

Gem ≤ 12 

μg/l
1,2 

dichloorethane 

(EDC)

Gem ≤ 10 

μg/l

트리클로로에틸렌

(TRI)

Gem ≤ 10 

μg/l

사염화탄소(CCI4)
Gem ≤ 12 

μg/l

DDT(totaal)
Gem ≤ 25 

μg/l

para-para-DD

T-isomer

Gem ≤ 10 

μg/l
펜 타 클 로 로 페 놀

(PCP)
Gem ≤ 2 μg/l

hexachlorocycl

ohexane

Gem ≤ 100 

ng/l

표 3.6.1 마리나에 관한 미국의 수질 기준 

매개변수 기준

pH
6.5 –8.5; 또는 수역의 보통 또는 

자연 값으로부터 < 1 unit

기온상승
< 4˚ F (10월 –5월); < 1˚ F 

(6월-9월)

용존산소

자연현상에 의해 야기된 경우 

외에는 > 5 mg/l ;

항상 > 2.0 ppm 

독물
대상 종의 평균 허용 한계치 96 

hr의 < 10 % 

색, 맛,

냄새
심미적 배려만

세균

매달, < 1000/100 ml의 기하평균;

어떤 표본에서든지, < 2000/100 

ml 

탁도 배경 위에서 < 50 NTU 

3.5 유럽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RL 76/464 참

조)

Besl.Vl.Reg. dd 1/06/95 = VLAREM II

용어해설 (legenda)

A = 절대값

90% = 90-백분위수 ≤ 값 +100-백분위수≤

          값 x 1,5

Gem = 평균

M = 중앙값

t = 총

in = 개개의

G = 유럽의 가이드 넘버 (= 90-백분위수 

≤ 값 +100-백분위수≤값 x 1,5)

I = 유럽의 지침(의무) 값(= 95-백분위수 

≤ 값 +100-백분위수≤값 x 1,5)

(0) = 특별한 지리적 또는 날씨 환경에서는 

이 값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1) = 연평균 기온(고온과 저온)에 따른 최대 

값

3.6 미국의 마리나 수질 기준 (EPA,1985)

4. 수질 결정과 개선 방법 

 마리나의 예상되는 수질을 예측하는 것은 마리

나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그들 간의 상호

작용, 현지의 기상조건 (예를 들면, 온도와 햇빛), 

환경에 미치는 가능성 있는 영향 그리고 마리나

가 얼마나 잘 플러시 되는가 하는 것에 의해 복

잡해진다. 플러싱 타임 산정에서부터 모든 관련된 

수리역학적 그리고 생화학적 과정들을 모의실험 

하는 완전히 예측적인 수질델링에 이르기까지 사

용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접근방법은 마리나 밖의 수질, 배출물의 

유무, 플러싱 특성과 충족시켜야 하는 규정을 포

함하는 많은 요소에 달려 있다. 

4.1 플러싱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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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적인” 측정수

단은 플러싱 타임이다. 플러싱 타임은 일반적으로 

반폐쇄형 수역내의 초기 오염 농도를 규정 값까

지 줄이는데 요구되는 시간으로 계산된다. 박지의 

플러싱 타임을 산정하기 위한 관계식(relation)은 

다음과 같다:

 
ln


  

      




ln

여기서, 는 조석의 주기(tidal cycles), 는 희

석인자이고, Vt - Vm 은 간조시 박지용량; Vt + 

Vm 은 만조시의 박지용량을 나타낸다. 2Vm는 

조석 프리즘체적(만조시 박지내의 체적과 간조시 

박지내의 체적 차이)을 나타낸다. Vt는 평균수심 

h와 박지 수표면적 A의 곱으로 게산되는 박지내

의 체적이다. e는 각 조류주기에서 외해로부터 새

로이 유입되는 물의 비율을 나타내며, 따라서 

(1-e)는 환원수량(amount of return flow)를 나

타낸다 (DiLorenzo 등, 1991).

  플러싱 타임을 측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은 폐쇄된 박지에 대한 1/e 감소시간, 즉 균일하

게 혼합된 수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요구된 

희석 수준에 이르는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만

약 P가 어떤 시점의 농도라면, dP/dt ≈ -QP/V이

고, 여기서 V는 박지 용적이고 Q는 교환 수량 이

다. 그러면 P(t) =P(0) exp (-Qt/V)이고, 여기서 

P(0)는 초기 농도이다. 그리고 만약 (완벽한 물 

교환을 위한) 체류시간이 t =V/Q로 정의된다면, 

오염물 농도값은 원래 농도의 1/e 즉  63 % 분

산이다 (de Kreeke, 1983). 반일주조(半日週潮)

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Marine Science Laboratories, 1992):

 fold 
 



여기서, 은 간조시 박지의 용량, 는 평균 조

수 용량, 는 M2 분조의 주기(12.42시간)이다.

  일반적으로 목표는 4일 (약 8 조석주기) 내에 

1/e 감소시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환경 

보호국(EPA)의 권장사항과 일치하는데, 미국 환

경 보호국은 4일 내에 박지의 물을 완전히 교환

하는 것은 “충분한” 것으로, 10일 내에 물을 교

환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그리고 더 긴 시간

이 요구된다면 “불충분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에서 논한 방법은 박지 내에 매 조석에 의한 

해수교환시마다 박지 외부(외해)의 “새로운(깨끗

한)" 물의 100% 혼합 또는 e = 1.0을 가정하고 

있다. 불행히도 이것은 현실세계에서는 일반적으

로 목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0%까지 떨어진 

새로운 물의 교환은 체류시간에 한정된 영향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an de 

Kreeke, 1983).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목표는 

이제, "박지의 단지 5% 미만, 다음 절에서 정의되

는 바와 같이, 하나의 완전한 조석주기(12 시간)

를 평균 냈을 때 0.15 미만의 교환율을 갖는 것”

으로 해석된다. (Smith 등,2002).

4.2 박지순환 물리학

4.1.1 박지 종횡비(aspect ratio)

  Nece 등(1979)은 박지 플러싱을 위한 가장 효

율적인 기하학적 배열과 입구 위치를 찾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모형 시험을 실행했다. 그림 1은 

다른 직사각형 박지 길이 대 넓이 비율들의 플러

싱 교환 효율에 관한 측정이다. Nece 등은 플러

싱 교환 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E = 평균 교환 계수, Co= 초기 농도, C 

= n-주기 이후 농도, n = 주기 수 (대개 최소한 

4)이다. 그리고 Ci는 i 위치에서 표지성분(marker 

component)의 농도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의 플러싱 효율은 L/B(종횡비)가 1일 

때 나타난다. 그 외에, Nece 등은 박지의 5%만 

하나의 완전한 조석주기를 평균 냈을 때 0.15 미

만의 교환율을 갖도록 권장한다. 이는 대략 1:4의 

최대 박지 종횡비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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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1 박지 종횡비에 따른 플러싱 교환율

  박지의 형태가 더 곡선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됨에 따라, 종횡비 개념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기하학적 효과를 고려하는 더 일반화된 방법은, 

동수반경과 유사한, Planform Factor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A는 평균 조위에서의 표면적이고, P는 

그림 4.3.1에서 보는 것처럼 둘레의  길이(윤변)

이다. 완벽한 원의 경우에 PF는 1이 된다(반지름

이 r 인 원의 면적은  , 윤변(둘레의 길이)=

;           ). 다수

의 지류가 있는 박지는 A 대비 상대적으로 큰 P

값 때문에 대체로 낮은 PF 값을 갖고 있다. 목표

는 최소한의 주변 길이에 대하여 최대 사용가능

한 박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다. 

  순환유수(流水)가 약 2:1 종횡비보다 더 침투하

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일단 종횡비가 이 

값을 초과하면, 다수의 순환 회전이 박지 내에서 

형성되고 안쪽의 회전이 입구를 통해 물을 되돌

려 교환시킬 수 없기 때문에, 플러싱 효율이 빠르

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플러싱 계수

  평균교환계수(E) 자체는 플러싱, 순환, 또는 혼

합에 관한 충분한 지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

은 혼합과정에서 공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개의 박지가 똑같은 평균 물 교환계

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박지의 반이 거의 

100% 가까운 플러싱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0

에 가까운 플러싱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박

지의 반 전체에서 40-60%의 플러싱을 하고 있다

고 해보자. 전자 박지는 플러싱이 좋지 않은 반면 

후자 박지는 플러싱이 좋을 것이다. 만약 S가 박

지 곳곳에서 산정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 교환

계수의 표준편차라면, 

  



 

  



  

여기서 가 어느 지점에서의 E값이고 가 E의 

평균값일 때, 충분한 플러싱을 위해서는 E-S > 

0.1이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약간의 혼합이 첫 번

째의 경우에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

하고 이러하다.

                                 

그림 4.3.1 Planform ratio

Planform ratio : 충분한 플러싱(PF>0.7), 불충분

한 플러싱(PF<0.4)

         그림 4.3.2 순환 세포 투과성의 한계

- 375 -



 그림 4.3.3은 균일하지 않은 박지와 균일한 박지

의 플러싱 교환값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환

계수의 각 격자점에서의 속도 히스토그램이 보여

주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우

위값 보다 50% 더 큰 몇몇 교환값을 가지고 있

는 반면, 오른쪽 박지는 전체적으로 그 교환값에 

있어서 더 균일성이 있다. 이는 더 작은 S값을 초

래하고, 전체적으로 더 나은 수질을 초래한다.    

   박지 전역에 걸쳐 균일한 혼합을 보장하는 것

에 대한 종횡비의 효과는 그림 4.3.4에 설명되어 

있다. 가장 큰 E-S 값, 즉 평균 교환계수로부터 

최소한의 표준편차는 종횡비 1.0일 때 나타남을 

주목하라. 또한 더 협소한 입구는 더 나은 E-S 

값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림 4.3.3 균일한 박지(오른쪽)와 균일하지 않 

은 박지(왼쪽)의 플러싱 효과 시연   

그림 4.3.4. 종횡비에 따른 플러싱 균일성

그림 4.3.5 박지 곡률(curvature)의 정의 

4.4 박지 만곡(彎曲) 

  박지의 모퉁이들을 둥글게 하는 것 또한 PF 값

을 증가시킨다.  충분한 순환을 위해서 최소 반경

의 길이가 박지의 최소 특성 치수(characteristic 

dimension)의 1/4보다 커야하고, 최소 치수의 

1/8보다 절대로 작아서는 안 된다. 그림 6(다음 

쪽)에 있는 예시 값이 보여주는 것처럼, E-S 값

은 만곡한 모퉁이 박지에서 더 커서 혼합도 또한 

전체적으로 더 균일하다 (Smith 등, 2002). 

4.5 상대적 입구 단면적

  입구 통로의 바람직한 단면적(a)과 플러싱 해야 

할 박지 면적(A) 사이에 관련이 있다. E-S 값을 

0.1 보다 더 크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A/a 비율이 

일반적으로 200보다 더 커야할 필요가 있고, 이

상적으로는 적어도 400은 되어야 한다.

그림 4.5.1에서 보는바와 같이, 입구가 넓은 마리

나의 조수 교환은 입구가 좁은 마리나 만큼 깊게 

또는 균일하게 침투하지 않는다. 모든 다른 조건

이 같다면,  4배 큰 입구는 박지의 바깥 쪽에서만 

유량 교환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비록 평균 E

가 더 클 수도 있지만, 넓은 입구를 가진 마리나

의 경우 E-S 값은 대개 < 0.1이다. 넓은 입구를 

가진 항구는 조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항구임에

도 불구하고 박지 내 더 안쪽에서 더 많은 사대

(死帶, dead zone; 흐름이 순환형태로 형성되어 

외부유출이 차단되는 영역)이 생기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림 4.5.1 박지 면적과 입구 면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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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나 바람의 응력(應力)이 현저한, 조차(潮差)가 

낮은 지역 (특히 호수와 강)에서는 넓은 입구가 

유익할 수도 있다 (EPA, 1985). 그러나 만약 순

환이 주로 조량에 의존하고 있다면, 좁은 입구가 

대개 더 낫다. 

4.5.1 조량(tidal prism) 비율

  충분한 플러싱을 위해서는 조량 비율(TPR=

  ), 즉 창조(밀물) 동안 박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  )은, 만조시 총 박지 용적

(  )과 비교하여, 고조시에  TPR은 

적어도 0.25는 되어야 하고 되도록 0.35가 될 필

요가 있다.

그림 4.5.2 상대적 마리나 입구 면적

그림 4.5.3 조량 비율 변수정의

4.6 마리나 입구 위치

  Nece 등의 관찰은 주로 한쪽으로 치우친 마리

나 입구 위치에 근거하고 있다. 중앙 입구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입구가 더 나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 입구 설계를 미러 이미지(경상(鏡

像))를 가진 두 개의 한쪽으로 치우친 박지로 여

겨야 한다. 이 경우, 박지 면적(A)과 입구 횡단면

이 배가되어 A/a 비율이 그대로 있게 된다. 조량

비율(TPR)도 그대로 있게 된다. 변하는 유일한 

요소는 종횡비로 그것은 두 배로 증가한다. 중앙 

입구의 경우 최상의 교환은 종횡비 1:1을 가진 

두 개의 역회전순환 셀이 설정되었을 때 (이론적

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최적의 중앙 입구 종횡

비는, 한쪽으로 치우친 입구의 1:1과 비교할 때, 

약 2:1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항구 입구가 파도 때

문에 넓이가 두 배로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 입구는 입구 통로를 좁힘으로써 더 강화해

야 한다. 

  일반적인 목표는 가능한 1:1에 가까운 종횡비

를 가진 한쪽으로 치우친 입구 순환 셀을 만들어 

내는 박지 모양과 입구 위치를 창안하는 것이라

는 것을 주목해라.  해변과 평행한 방향으로 긴 

항구들은 중앙 입구 위치 또는 양쪽(반대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입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해변과 

수직 방향으로 긴 항구들은 입구 분출구

(entrance jet)의 위치가 종횡비를 산정하는 방법

을 정의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입구 위치

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4.7 복합 입구의 효과

  복합 입구의 효과는 직사각형 박지와 두 개의 

입구를 가진 직사각형 박지의 증가된 종횡비로 

(E-S)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그림 4.7.1 복합입구의 교환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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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2 복합 입구를 사용한 박지 플러싱

  그림 4.7.1은 복합 입구를 가진 두 예를 보여주

고 있다. 총 표면 면적과 입구 면적은 본질적으로 

같은데, (비슷한 A/a 값) 이는 이중 입구 예에서 

입구들의 면적이 한 개의 입구 면적의 반이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E-S (AveE –- 

StDev) 값을 산정해서 비교해 보면, 복합 입구의 

플러싱 효율이 저하 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도

표상으로 이 또한 그림 4.7.1에서 보여지고 있는

데, 그림 4.7.1은 어떻게 두 개의 플러싱 분출구

가 실제로 서로 반대로 작용하면서 강력한 순환 

셀의 형성을 억제하고 한 개의 입구의 경우와 비

교하여 플러시 될 수 있는 박지 용적을 감소시키

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복합 입구나 갈라진 틈들이 

수질을 해롭게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그것들은 좋은 종횡비를 가지고 있고 본래 조

류 교환에 의해서 생겨난 박지들의 경우에 신중

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림 4.7.2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만약 박지 종횡비가 1:4 보다 크면, 한 

개의 입구 분출구가 그 박지를 충분히 플러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각 입구의 기여도가 더 적

을지라도, 복합 입구를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을 수도 있다. 

5. 수질 개선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 

(external methods)

  박지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종 제안되는 

것은 박지내로 더 많은 물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

해서 제방이나 방파제(breakwall)를 통해 암거(暗

渠)를 추가하는 것이다.  비록 직관에 어긋나지만, 

작은 암거(暗渠)들을 추가 하는 것은 도움이 안되

는 이유가 있다.

1) 주운수로(舟運水路)외에 암거(暗渠)가 추가되

는 것이다; 따라서 유효 입구 면적(a)이 증가하고 

박지로 유입되는 총에너지는 감소한다. 이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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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마리나의 플러싱을 개선하기 보다는 저하시

킨다. 

2) 암거(暗渠)의 낙차가 입구의 낙차와 비슷하다: 

매우 작다. 상대적 동수반경을 고려하면, 작은 암

거(暗渠)를 통한 물의 흐름은 보잘 것 없을 것이

다. 

  복합 입구의 기여에 관한 논의와 일치하는 그

림 5.1.1은 박지 플러싱에 대한 암거(暗渠)들의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된 

예에서, 암거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

다, 대략 2.5m×6.0m 완전히 흐름.  암거가 추가

된 플러싱 용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매우 국지

적이며 마리나 박지의 전체 플러싱에 기여를 하

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물 교환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적 

측정도 종종 제안되고 있다. 만약 박지가 주로 둘

러싸여 있고, 용존 산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

라면, 처리해야 할 물의 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

에, 비록 여전히 크지만, 이 방법이 적합할 수도 

있다. 만약 오염물질을 플러시 하거나 희석하기 

위해 새로운 물을 재유입하는 것이 목표라면, 물

을 펌프로 퍼내서 순환을 증대시키는 기계적 접

근방법은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비용과 기계설비의 관점에서 매우 비쌀 수도 있

다. 

  궁극적으로 항해 요건들이 플러싱을 늘리기 위

해서 입구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는가 또

는 박지 모양이 정박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

므로 실용적으로 설계된 박지가 최고 수질을 증

진시키는 특성들을 성취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설계요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능률은 증

가시킬 수 있다. 어느 순간, 그 제한이 순환을 감

소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조량 용적을 감소시키

기에 충분해질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시점

에서는 수로의 속도가 수로를 항해할 수 없게 만

들 것이다. 

그림 5.1.1 플러싱에 대한 암거의 제한적인 기여

에 관한 사례 

6. 박지의 수질 개선 방법에 관한 최종 가

이드라인

  정박 박지의 플러싱률을 개선하는 것은 하나의 

간단한 수리학적 원리 -- 물의 이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조 시에 박지로 들어오는 깨끗한 주

변의 물이 최대한 많이 남아 있어서 같은 양의 

박지의 물이 간조 시에 배출되도록 박지와 수로

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만조 시에 들어오는 깨끗한 주변의 물이 간

조 시에 배출되는 물과 같다면, 교환과 상대적 플

러싱은 최소가 될 것이다. 

6.1 주요 고려사항

6.1.1 적합한 지역 선정

⦁깨끗한 주변의 물이 만조 동안 박지로 들어오

는 박지의 위치를 찾아라. 박지의 가장 깊고 바다

로 향한 부분 근처에 입구를 위치시켜라. 인접한 

해안선으로부터 물의 재유입(re-entrainment)을 

피하라; 그것은 온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 지표 

유수(地表 流水)나 조수 잔해에 의해서 오염되었

을 수도 있다.

⦁배출된 물을 멀리 보내버리고 재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입구 근처의 물의 흐름을 확인하라.

6.1.2 조량 비율을 증가시킬 것

  설계기사가 조차(潮差)를 조절할 수 없지만, 조

량 비율(TPR)을 높이고 교환을 개선하기 위한 방

법들이 있다.

⦁박지 안에 저극조위(低極潮位) 가까이에 해저 

고도(bottom elevation)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라. 

점차 이 지역은 1에 가까운 조량 비율을 갖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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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것은 서식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

만 그것은 박지나 고지대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이다. 또한, 얕은 물은 더 많은 열복사(熱輻射)를 

흡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따뜻한 기후에서

는 이것이 증가된 조량 비율의 혜택을 무효화시

킬 수도 있다.

⦁박지를 얕게 유지하라. 박지를 정박하기에 충분

한 깊이로 유지하되, 입구 근처에 더 깊은 흘수선

(吃水船)을, 박지 더 안쪽에 더 얕은 흘수선을 두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박지를 층층으로 만드

는 것이 준설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환경 영

향을 낮추게 되고 비용을 줄이게 되며, 반면에 조

량 비율은 개선하게 된다. 

  조량 비율을 높이면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수로가 얕아 진다면, 더 높은 조량 비율은 

입구의 속도를 높이게 되고 수로 침전작용의 속

도는 감소될 것이다.

  만약 박지가 얼게 된다면, 조량 비율을 높이는 

것은 더 따뜻한 주변 물의 교환을 증가시키고 결

빙(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감소시킬 것이다.

6.1.3 평면도형 기하학을 개선할 것 

⦁0.5:1과 2:1 사이의 종횡비를 가진 둥근 또는 

곡선 평면도형(planforms)을 사용해라.

⦁2:1 보다 크거나 0.5:1 보다 작은 비율을 가진 

직사각형 박지를 피하라. 직사각형 평면도의 모퉁

이를 완만하게 둥글게 하라.

  둥근 또는 곡선 도면 박지 모양에 대한 권장은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작은 조차의 경우 

2:1의 종횡비를 가진 곡선 모양은 비슷한 종횡비

를 가진 직사각형 박지에 필적할만한 기능을 한

다. 이것은 운동량이 순환류를 몰아내기에 충분치 

않을 때 나타난다. 

  조량 비율이 작고 박지가 큰 A/a를 만들어 낼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원

형 박지가 가장 능률적인 플러싱을 산출한다. 

  프로토타입(原型)에서 이론에 의해 예측된 성과

가 실제 항구에서 관찰되는 것 보다 더 표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곡선 도면의 종횡비가 1(원)에 

가까워질수록 교환과 혼합은 여전히 극적으로 개

선된다.

6.1.4 A/a 값을 올릴 것 

  박지 면적(A)을 늘리거나 입구 횡단면(a)을 줄

여라. 이것은 더 큰 A/a 값을 초래할 것이고, 이

렇게 되면 교환과 혼합이 개선되게 된다. (A/a)를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은 제한적이다. 박지 면적

(A)은 일반적으로 선단 수요와 재정적 고려에 의

해 좌우되는 반면에, 입구 횡단면(a)은 설계 선박

의 최대폭과 흘수(吃水)에 의해서 좌우되는 값까

지만 작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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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보고서의 기원

1979년 PIANC의 스포츠와 유람용 항해의 국제

위원회는 주로 환경의 관점에서 요트 항구와 계류

장의 건설, 장비와 관리의 규칙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다음 단계로 스포츠와 유람용 항해에 대한 합동 

소위원회는 실무그룹을 만들어 마리나 시설의 중요

성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 시설은 유지보수, 보안 

및 접수로 구성되는 관리만이 아니라 배에서-연안

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연안의 장비와 부수 서비스

를 포함한다.

나아가 보트의 용선과 임대 수요의 증가를 포함

하여 유람용 보트와 항해 서비스의 국제적 시장개

발은 공통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사양화함을 바람

직하게 한다.

사양 결정을 위한 참고의 기준은 1986년 9월에 

승인되었다.

관련되는 국제적 경계 내의 차이에 특히 주의하

면서 세계적인 요트 항과 마리나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그리도록 하면서 실무그룹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연구를 가능한 한 폭 넓게 진행

한다고 결정하였다.

1.2 관련기준

사용자 요구사항에 관련한 요트의 해양 부두와 

내륙수로 계류장의 시설과 관리 사양 지침에 대하

여 실무 그룹 번호 5는 다음의 관련기준을 기초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보트의 용선과 임대 수요의 증가 및 국제적 시

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여러 나라와 바다에서 유람

용 항해의 개발은 공통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항구와 마리나의 일반 시설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통 기준의 마련을 필요로 한다.”

“첫 단계로 실무그룹은 이 요구사항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

a) 시설: 배에서-연안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연안의 

장비와 부수 서비스로 구성된다.

b) 관리: 제공되는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 및 접수

로 구성된다.”

“공통되는 사용자는 항구 혹은 마리나 내의 가장 

유관한 인원으로 간주하며 항구와 마리나의 여러 

종류 및 시설의 제공과 관리대책의 제공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가능하면 실무그룹은 관련되는 국제 경계 내의 

단일 서비스 항목기준에 대해 권고사항을 마련한

다.”

“실무그룹은 시설과 서비스의 사양 혹은 품질에 

차이가 있을 때 그들의 권고대책의 경중을 가리기 

위해 특정 질문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1.3 실무그룹의 구성

실무그룹은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Mr Marcello  CONTI (의장)
Conti e Associati

Via del Partidor 7

33100 Udine (이탈리아)

Mr Williem A. JANSEN

Illinois Department of Conservation

North Point Marina

701 North Point Drive

Winthrop Harbour, Il 60096 (미국)

Commandant J. WIET

Capitaine au long cours

Port de Plaisance de la Noe-Veillard

BP 22

44210 Pornic (프랑스)

Mr J.G. BERRY

Scott Bertlin (formerly Bertlin & Partners)

Hamilton House

87-89 Bell Street

Reigate, Surrey RH2 7AN (영국)

Mr Philippe JACOB

Decloedt & Fils S.A.

Av. Fr. Roosevelt 11

1050 Bruxelles (벨기에)

Mr G. VAN KEMPEN

Kon. Nederlandse Toeristenbond

ANWB

Postbus 93200

2509 BA Den Haag (네덜란드)

Mr Thomas KROKSTEDT

Liaison Officer to the European Harbour 

Masters Association,

Harbour Master

Box 27314

S-10254 Stockholm (스웨덴)

다음의 조직들이 실무그룹에 협력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 (ICOMIA)

Mr Anthony L.L. SKINNER

Secretary-General 

Boating Industr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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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 Road, Oatlands, Weybridge

Surrey KT13 9NS (영국)

European Harbour Masters Association (EHMA)

Mr A.J. SMITH

c/o British Ports Federation

Victoria House, Vernon Place

LONDON WC1B 4LL (영국) 

1.4 활동 분야

연구는 보트 소유주, 마리나의 운영자와 요트 제

작자에게 질의(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통

해 마리나와 요트 항구 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관계

자들의 의견이 고려되었다. 실무그룹의 목표는 도

달되었으며 접수된 회신은 개수와 분포에서 그 질

적인 부분과 지리적 지역, 모두 만족할 만 하였다. 

2. 연구의 기본

2.1 연구결과의 사용자 

연구결과는 일반 지침의 수립에 초안으로 사용될 

것이며 스포츠와 유람용 항해에 관련되는 마리나 

운영자, 설계자, 요트 제작자와 지방정부와 협회에 

유용할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은 위 기관들

이 더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2 시설

다음에 언급되는 시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마리

나 및 요트항에서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배에서-연안으로 연

결하는 시설, 연안 장비, 부수 서비스와 관리를 포

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용어 “마리나”와 “요트항”은 배와 

복합적 연안시설로의 영구적 접근 수단이 있는 항

구를 의미한다. 

회신자는 여러 항목에 대해 특정 경중을 나타내

도록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

도록 하였다. 

2.3 질문을 받는 당사자

질의에 대한 회신은 214건으로 다음과 같다. 

83,602명의 요트 클럽회원들을 대표하여 요트협

회가 총 27개의 질문에 회신하였다. 덴마크(2,990

명의 요트 클럽회원)가 2개의 질문에, 프랑스(400

명의 요트 클럽회원)가 1개, 독일(요트 클럽회원수 

불분명)이 6개, 이탈리아(434명의 요트 클럽회원)

가 5개, 네덜란드(2,663명의 요트 클럽회원)가 5

개, 뉴질랜드(190명의 요트 클럽회원)가 1개, 스웨

덴(2,400명의 요트 클럽회원)이 2개, 영국(70,000

명의 요트 클럽회원)이 1개, 미국(3,725명의 요트 

클럽회원)이 3개다. 

183,906개 선석의 요트항 및 마리나 운영자가 

148건의 질의서를 회신했다. 호주(2,513개 선석)가 

13건의 질의서를, 벨기에(922개 선석)가 6건을, 캐

나다(5,470개 선석)가 19건을, 프랑스(120,000개 

선석 관련, 3.2절 참조)가 1 건을, 독일(선석 수 불

분명)이 2건을, 이탈리아(3,312개 선석)가 13건을, 

일본(선석 수 보고되지 않음)이 1건을, 네덜란드

(7,605개 선석)가 41건을, 스웨덴(783개 선석)이 2

건을, 영국(14,935개 선석)이 29건을, 미국(28,368

개 선석)이 21건을 회신하였다.

요트 제작자가 회신한 질의서는 39건이며 연간 

17,808척의 보트 생산을 대표한다. 호주(173척)로

부터 1건, 프랑스(6,181척)로부터 1건, 이탈리아

(1,837척)로부터 20건, 일본(200척)으로부터 1건, 

네덜란드(705척)로부터 6건, 뉴질랜드(2척)로부터 

1건, 영국(540척) 4건, 미국(8,170척)으로부터 5건

이 회신되었다.

2.4 질의서의 구조 

질의서는 요트항 및 마리나 사용자의 반응을 단

순화하고 진정한 의견이 나타나도록 고안되었다. 

질의서 첫 부분은 여러 가지 협회, 요트항 및 마

리나, 요트제작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룬다. 질의

서의 두 번째 부분은 항구입구, 정박과 계류시설 

같은 배에서-연안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

이다. 질의서의 세 번째 부분은 연안장비와 부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다루며 네 번

째는 관리에 관한 것이다. 

대답은 주로 다지선다형이며 회신된 질문의 수는 

특정 회신자에 의한 적절하지 않은 영향을 피하도

록 충분해야 한다. 

각 항의 중요성은 숫자(중요성에 따라 1에서 5까

지)로 표시되며 요트항 및 마리나 내의 시설에 대

한 특정 질문은 그들이 필요한지, 유용한지 혹은 

유용하지 않은지를 묻는다.

3. 질의서에 대한 대답 

3.1 대답의 분포

지리적 및 국제적 경계에 따라 질의서는 북미주

(캐나다와 미국: 48건)에서, 유럽(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과 영국: 

146건), 아시아(일본: 1건), 대양주(호주와 뉴질랜

드: 16건)에서 회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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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는 26개의 요트클럽이 회신했으며 이는 

82,802명의 회원, 요트 소유주의 79%와 동력 보트

의 21%를 대표하며 또한 요트 50%와 동력 보트의 

50%가 정박되는 183,908개 선석을 대표하는 146

명의 요트항 및 마리나 운영자를 대표하며 동시에 

연간 17,608척(요트 30%와 동력 보트의 70%)을 

생산하는 38개의 요트 제작사를 대표한다. 

3.2 특수한 경우

일부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당연히 별도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에서 회신된 하나의 질의서는 작은 보트(요

트 50%와 동력 보트의 50%)만 있는 마리나에서 

온 것이다. 회신은 7.50m 보다 작은 LOA(length 

overall, 선박의 총 길이)가 82%, LOA가 7.50m와 

12m 사이가 18%이며 작은 수의 보트만이 LOA가 

12m를 넘는 경우이다.

프랑스에서는 복합적 질의서가 총 120,000개의 

선석이 있는 113곳의 계류장을 대표하는 계류장 

및 요트 항구 운영자로부터 회신되었다. 따라서 이 

회신에 나타나는 다수의 의견이 모든 회신의 평균

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연간 6,181척

의 보트를 생산하는 프랑스 요트 제작자협회로부터 

접수한 질의서를 모든 회신의 평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끝으로 왕립 요트협회(영국)의 70,000명의 회원

의 의견이 적절히 고려되었다. 

4. 회신의 구성 

4.1 요트 클럽

회신에 응한 요트 클럽회원들이 보유한 보트는 

요트(78%)과 동력 보트(22%)이다. 

평균적으로 요트는 LOA(length overall, 선박의 

총 길이)가 7.50m에서 12m 사이인 것이 40%, 

7.50m 이하가 31%이며 12m 초과는 7%에 불과하

다. 대부분의 동력 보트(12%)는 LOA가 7.50m에서 

12m 사이이며 7.50m 이하와 12m 초과는 비슷한 

수준(5%)이다.

유럽과 뉴질랜드에서는 요트가 다수이지만 미국

에서는 동력 보트가 약간 우세하며(42% 대 58%) 

큰 보트를 선호한다. 전체적으로 유람용 항해가 가

장 중요한 활동이며(77%) 다음으로 경주(회신의 

18%)가 있다. 반면에 스포츠와 낚시는 훨씬 덜 중

요하다.

요트 클럽회원은 여름철에 주로 항해하며(57%), 

33%는 연중 내내 항해하고 9%는 여름에만 항해한

다.

4.2 마리나와 요트항

회신에 의하면 마리나와 요트항의 약 80%가 선

석 500개 이하이고 10%가 500에서 1,000개 선석 

사이이며 10%는 1,000개 선석 이상이다. 

항해는 압도적으로 유람용(92%)이며 경주는 거

의 없다.

4.3 요트 제작자 

질의서에 회신한 소형 보트 제작자들의 총 보트

생산량은 연간 17,608척이다. 동력 보트가 70%를 

차지하고 30%가 범선이다. 요트에서 중형-보트가 

67%로 압도적이며(LOA가 7.50m에서 12m 사이), 

소형 보트가 다음이며(21%) 그 뒤가 대형이다

(12%). 동력 보트는 소형 보트(LOA가 7.50m 이

하)에서 가장 많으며(55%), 다음으로 중형(36%)과 

대형(9%)이다.

네덜란드, 영국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질의서 

회신은 요트 제작자들이 주로 하였으며 반면에 모

든 다른 나라에서는 동력 보트 제작자들이 주로 회

신하였다. 

5. 회신의 분석

5.1 항목의 중요성 분류

마리나와 요트항 내 시설과 서비스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를 요트 클럽, 마리나 운영자와 요트 제

작자를 대표하는 보트 소유주들이 부여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음용수 공급

- 화장실과 샤워시설

- 고형 및 액상 폐기물 처리

- 안전 장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공급

- 소방설비

- 연료 공급

- 차량과 트레일러 주차

- 진수시설

- 보안

중간 정도로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구 조명

- 항구 내 표지판

- 하수 수집

- 유지보수 시설

- 식당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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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무선 지원

중요성이 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식 저장시설

- 쇼핑 시설

- 접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두 내 전화

- 부두 내 TV 서비스

이 항목들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5.2 권장되는 대표적 치수들

5.2.1 수로 입구의 수심

대부분의 회신이 평균 저조위(mean low water 

level)를 기준으로 3m 수심을 제시했다(보트 소유

주의 45%, 마리나 운영자의 37%와 요트 제작자의 

41%). 수심 3.5m가 보트 소유주의 18%, 마리나 

운영자의 26%와 요트 제작자의 22%에 의해 제시

되었다. 수심 2.5m가 보트 소유주의 36%, 마리나 

운영자의 31%와 요트 제작자의 24%에 의해 제시

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심 3m가 권장된다. 반면에 수심 

2.5m도 충분하다고 간주되며 3.5m는 특수한 환경

에서 권장된다.

5.2.2 수로 입구의 최소 폭

회신 중에는 일부 특수한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

하면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지역조

건이 매우 특수하거나(폭이 15m 보다 적음) 또는 

항구가 아주 큰 경우(폭이 200m을 초과)도 있었다.

대부분의 회신에서 제시된 수로 입구의 최소 폭

은 보트 소유주(37%)들은 20m, 요트 제작자(34%)

는 25m 이었다. 폭 30m가 보트 소유주의 25%, 마

리나 운영자의 30%와 요트 제작자의 21%에 의해 

제시되었다.

아주 큰 항구(2,000개 부두 이상의)를 제외하고 

권장되는 최소 폭은 20m에서 30m이다. 

폭

평균 

저수위

입구 수로

깊
이

그림 3. 주요 명칭의 정의 

5.2.3 방향전환을 위한 회전직경(diameter of 

maneuvering circle)

  15m 미만과 90m 초과 지름은 특수 조건에서만 

적용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가장 자주 권장되는 

지름은 마리나 운영자(62%)와 요트 제작자(47%)만

이 아니라 보트 소유주(61%)가 제시하는 50m이다. 

큰 지름(70-90m)은 아주 많은 선석 (5,000- 

6,000개 선석)의 계류장 운영자가 제시하거나 혹은 

바다조건이 아주 혹독하거나 보트들이 연중 내내 

사용되는 경우에 제시된다. 

결론적으로 특수 환경조건과 항해가 연중 내내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m가 권장되는 최소 

지름이다. 

기동   서클

그림 4. 회전 직경(기동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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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그림 6. 보트 간 측면의 간격의 정의

5.2.4 선석 간 간격(헤드)

대부분의 마리나 운영자(40%)가 핑거 폰툰 간 

접근용 수로의 폭인 부두 간 최소 간격(정박을 위

한 기동지역)을 정박되는 보트 LOA의 1.5배 보다 

적지 않아야 함을 제시한다. 

같은 의견을 대부분의 요트 제작자(36%)와 요트 

소유주가 표시하였으며 후자는 더 큰 비율을 제시

했다(2배).

상당히 많은 요트 제작자들이 1.75 혹은 2의 비

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최소 간격은 보트 총 길이의 1.5배가 

권장된다. 일부 경우 이 비율은 1.75 혹은 2가 될 

수 있다.

선석 간 간격

그림 3. 선석 간 간격 

5.3 정박 시설 

5.3.1 보트 간 각 측면의 간격

정박 중 보트 간 각 측면의 최소 간격을 LOA가 

7.50m 이하인 경우, LOA가 7.50m에서 12m 사이

인 경우와 12m 초과인 경우 각각에 대해 평가하였

다.

첫 번째 분류의 보트는,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 

마리나 운영자와 요트 제작자는 0.5m 간격을 제시

하며 일부 보트 소유주, 마리나 운영자가 0.25m를, 

일부 요트 제작자가 0.75m를 주장한다. 두 번째 분

류의 보트는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가 0.5m 간격을 

제시하며, 마리나 운영자는 상당히 많은 수가 0.5m 

간격을 제시하지만 0.75m 간격이 필요하다고 보며 

요트 제작자의 다수는 0.75m 간격을 선호한다. 세 

번째 분류의 보트는 상당히 많은 보트 소유주와 마

리나 운영자가 0.75m와 1m로 나눠졌다. 반면에 요

트 제작자는 1m 간격을 줄기차게 지향한다.

결론적으로 정박 중 보트의 최소 측면간격은 

LOA가 7.50m 이하가 0.5m, LOA가 7.50m에서 

12m 사이인 경우가 0.75m, 12m 초과인 경우 1m

이다. 

5.3.2 피어 상부와 수면 간 여유고(FREEBOARD)

통상 허용되는 피어 상부와 수면 간 여유고를 위

에서 언급한 보트의 세 가지 분류, LOA가 7.50m 

이하인 경우, LOA가 7.50m에서 12m 사이인 경우

와 12m 초과인 경우에 대해 평가하였다.

첫 번째 분류의 보트는,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 

마리나 운영자와 요트 제작자는 0.8m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분류의 보트는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와 마

리나 운영자가 1m의 간격을 제시하며, 반면에 요

트 제작자의 다수는 1.0~1.2m 간격을 제시한다. 

세 번째 분류의 보트는 일부가 1.5m를 제시했으나 

상당히 많은 보트 소유주와 마리나 운영자가 1.2m

로 제시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트 제작자는 1.5m

를 제시했다.

피어의 프리보드

그림 7. 피어 상부와 수면 간 여유고의 정의 

결론적으로 허용되는 수면 위 피어의 최대 프리

보드는 LOA가 7.50m 이하인 경우 0.8m, LOA가 

7.50m에서 12m 사이인 경우가 1.2m, 더 큰 보트

는 1.5m이다. 

- 391 -



5.3.3 피어의 방호물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67%), 마리나 운영자

(47%)와 요트 제작자(60%)가 피어의 방호물이 유

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트 제작자의 37%만이 그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5.3.4 지시 폰툰에서의 정박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55%), 마리나 운영자

(48%)와 요트 제작자(48%)가 LOA가 7.50m 이하

인 보트는 지시 폰툰에 의한 정박 시스템이 유용하

다고 본다. 그러나 마리나 운영자의 30%와 요트 

제작자의 24%만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LOA가 7.50m에서 12m 사이인 보트의 경우, 대

부분의 보트 소유주(65%), 마리나 운영자(45%)와 

요트 제작자(33%)가 그런 정박시스템이 유용하다

고 본다. 마리나 운영자(39%)와 요트 제작자(33%)

의 많은 수가 그런 정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LOA가 12m 초과 보트의 경우, 요트 제작자

(42%)만이 아니라 보트 소유주(65%)의 대다수가 

그런 정박시스템이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마리나 운

영자(42%)의 다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폰툰과 지시물에 의한 정박시스템은 LOA에 상관

없이 유용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LOA가 

7.50m를 초과하는 보트의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5.3.5 피어의 최소 폭

정박 피어의 최소 폭은 통상 1.5-2.5m가 제안된

다. 최소 폭을 제시하는 회신은 대부분 마리나 운

영자가 보냈으며 중간 치수(2m)를 제시하는 회신

은 보트 소유주와 요트 제작자가 보낸 것이다.

물론 이 치수는 피어 길이와 정박하는 보트의 수

와 관련된다.  

5.4 배에서 연안으로의 서비스

5.4.1 음용수 공급

5.4.1.1 선석에서의 음용수 공급

선석에서의 음용수 등 용수 공급은 보트 소유주, 

마리나 운영자와 요트 제작자의 대부분이 모두 필

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5.4.1.2 배수구 형식과 분포

표준적인 급수 연결이 필요하다고 마리나 운영자

와 요트 제작자의 대부분과 보트 소유주의 일부

(40%)가 간주한다.

각 선석의 배수구는 LOA가 7.5m를 초과하는 보

트의 경우 필요하다고 마리나 운영자들은 생각하지

만 보트 소유주들은 모든 등급의 보트에게 유용하

다고 생각한다.

회신 결과 계량기가 있는 배수구는 통상 유용하

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며 다만 LOA가 12m 

이상의 큰 보트의 경우에 유용하다는 일부 회신이 

있었다.  

5.4.2 전기공급

5.4.2.1 선석 내 전기공급

모든 회신이 선석 내 전기공급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5.4.2.2 전기 소켓의 형식과 분포

모든 회신이 표준적 전기 소켓이 제공되어야 한

다고 말한다. 

각 선석에 하나의 소켓이 LOA가 7.50m를 초과

하는 보트의 경우 필요하다고 마리나 운영자들은 

생각하지만 LOA가 이 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만 유

용하다고 생각한다. LOA가 12m를 초과하는 보트

의 경우, 3상 교류의 공급이 보트소유주들은 유용

하다고 생각하지만 요트제작자들은 덜 그렇게 생각

하며 보다 적은 길이의 요트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리나 운영자들은 모든 경우에 유용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  

5.4.3 고형폐기물 처리

고형폐기물 처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트 소유

주와 마리나 운영자들은 생각하며 선석 내에 최대 

거리 50m 이내에 수거함을 놓는 계획이 제안되었

다. 

각 선석에 고형폐기물 처리 서비스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5.4.4 액상 폐기물 처리

100m에서 300m까지의 거리로 선석에 설치된 

탱크로 구성된 사용 후 오일 같은 액상 폐기물 처

리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짧은 거리를 통상 선호하

였으며 시스템 전체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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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안전 장비

피어 내 생명벨트와 안전사다리 같은 안전장비를 

보트 소유주들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마리나 운영

자와 보트 제작자들은 유용하다고만 본다. 

사다리 간 최대 거리는 보트 소유주들이 30m를 

제시하였으나 마리나 운영자들은 30~50m를 제시

한다.

5.4.6 소방설비

호스와 노즐이 있는 소화전이 필요하다고 마리나 

운영자와 보트 제작자들은 생각하지만 보트 소유주

들은 유용하다고만 본다. 

CO2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보트 제작자들은 생각

하지만 마리나 운영자와 보트 소유주들은 유용하다

고만 본다. 모든 회신이 피어에 분말소화기가 있으

면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피어에 화재경보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며(보트 제

작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피어의 모래함은 

유용하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한다.

5.4.7 항구 조명

항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광 조명 전봇대의 

조명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마리나 운영자는 생각

하지만 보트 소유주는 유용하다고만 본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회신이 피어와 선석에 조명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5.4.8 하수 수집시설(펌프 아웃) 

선석에 특수 연결구가 있는 하수 수집시설이 필

요하다고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 마리나 운영자와 

보트 제작자들은 생각한다. 매 300개의 선석마다 

연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매 100개 선석

에서는 유용할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연결구가 필요한 것으로 간

주된다. 피어를 따라 설치되고 각 선석으로 연결구

가 있는 하수배관이 마리나 운영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요트 소유주와 제작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

이 마지막 의견은 대형 보트에 관련해서는 약간 

달라진다.

5.4.9 전화

각 선석을 위한 사적 서비스는 유용하지 않다고 

요트 소유주와 마리나 운영자는 생각하지만 대형 

보트에 관련해서는 조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보트 제작자들은 표준적 연결구의 채택을 제

시한다.

5.4.10 TV 서비스

대형 보트에 관련한 일부 회신을 제외하고 각 선

석의 TV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여

겨진다. 그러나 보트 제작자들은 표준적 연결구의 

채택을 제시한다.

5.5 육상 장비와 부수 서비스

5.5.1 화장실, 샤워시설과 세탁소

보트 소유주와 마리나 운영자는 각 화장실 당 최

대 사용인원은 30~50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0명이 널리 권장된다.

보트 소유주는 화장실간의 최대거리를 200m로 

제시하는데 마리나 운영자도 같은 의견이며 일부는 

최대거리를 300m로 제시한다.

샤워시설에 관해서는 각 샤워시설 당 최대 사용

인원은 50명이며 선석으로부터 최대거리는 200m

가 제시된다. 

보트 소유주와 마리나 운영자는 셀프 세탁소를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이 보다는 적지만 의류 건조

실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5.5.2 연료 공급

휘발유, 디젤유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트 소유주, 

마리나 운영자와 요트 제작자들은 생각한다.

연료기지 하나당 사용하는 선석의 최대 수는 

500개로 제시되며, 일부의 경우 마리나 운영자는 

1,500개 선석까지 제시한다. 

취사용 연료의 판매가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5.5.3 차량 및 트레일러 주차 공간

차량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각 선

석의 지정 주차공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된다. 트레일러 주차 공간도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

다.

5.5.4 진수 시설

보트 소유주와 마리나 운영자는 10톤 능력의 권

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0톤 능력까지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마리나 운영자는 50톤까지의 

권양시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요트 소유주는 

유용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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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트 제작자는 50톤까지의 권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큰 능력의 시설은 유용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진수 램프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

다.

5.5.5 유지보수 설비

비상 지원 및 정상 유지보수 시설이 필요한 것으

로 마리나 운영자와 요트 제작자는 생각한다. 한편, 

보트 소유주는 정상 유지보수 보다 비상 지원이 더 

유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격적인 정비시설은 유용하다고 마리나 운영자

와 요트 제작자는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보트 소유

주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5.6 식품 서비스

일반적으로 식당, 음료 자판기 같은 식품 서비스

는 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트 소유주는 음료와 

찬 음식이 제공되는 바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반

면에 마리나 운영자는 얼음 자판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5.5.7 통신

공중전화가 요트항구와 마리나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간주된다. 우체국, 텔렉스 혹은 전보, 

팩스 시설은 유용하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5.5.8 보트의 건식 보관

모든 회신이 노출된 상태에서 보트의 건식 보관

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덮개가 있는 보관은 주로 

LOA가 적은(7.5m 미만) 보트의 경우 유용하다고 

간주된다.

5.5.9 쇼핑 시설

보트 소유주는 식료품 가게를 주로 요구했지만 

마리나 운영자는 배와 관련된 잡화점을 가장 중요

한 쇼핑시설로 보았다.

약방, 은행, 환전소, 담배와 신문 등의 서비스가 

다음으로 유용하다고 간주된다.

옷 가게는 요구가 덜 한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용하다고 본다. 

쇼핑시설에 대한 요구에는 항해 관련제품, 면세

점, 요트 중개상, 낚시도구, 미용실, 이발소, 전자 

항해도구와 나이트 클럽이 있다.

5.5.10 기타 서비스

요트 클럽은 보트 소유주들은 필요하다고 보나 

마리나 운영자는 유용하다고만 본다. 보트와 차량 

렌탈, 호텔은 마리나 운영자는 유용하다고 하지만 

보트 소유주들은 반대로 본다. 

회신에 나타나는 기타 서비스는 차 주차관리, 위

생 지원, 오토바이와 자전거 렌탈, 짧은 여행을 위

한 보트 렌탈, 장비 대여 낚시와 다이빙, 여행자 정

보, 지방 소식, 쇼와 엔터테인먼트, 만나는 장소, 헬

리콥터 구조와 이동 서비스, 통관, 경찰과 항만 당

국, 공중 교통과 택시 서비스, 여러 스포츠와 훈련

이 있다.

5.6 관리

5.6.1 안전과 보안 

중요성의 순서에서 필요한 항목은 정박 통제, 성

수기에 특히 야간에 보안문제, 제한 속도의 설정과 

통제이다.

비수기의 보안과 출입의 통제는 보트 소유주들은 

유용하다고 보나 마리나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본

다.

5.6.2 항구 내 표지판

선석과 피어 표지와 중요한 서비스의 표지는 일

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구 입구 표지

(마리나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본다)와 검조기는 유

용하다고 생각되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

다. 폭풍 경고표지는 마리나 운영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나 보트 소유주는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5.6.3 접수

접수 데스크가 필요하다고 마리나 운영자는 보며 

많은 보트 소유주는 유용하다고 본다. 도착선과 항

구간 무선 접촉이 유용하다고 보트 소유주와 마리

나 운영자는 보지만 항구순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는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도착 시 예약 선석은 유용하다고 거의 대부

분의 보트 소유주와 다수의 마리나 운영자는 생각

한다.

5.6.4 무선 자원

마리나 운영자는 항구 내 무선기지의 운영이 필

요하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보트 소유주는 그것은 

유용할 뿐이라고 본다. 

일기예보는 널리 유용하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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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리적 경계

5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

서 특정 지리적 혹은 국제적 경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형 보트가 있음(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으로 

인해 또 동력 보트 보다 요트가 훨씬 많음(유럽과 

뉴질랜드)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특정한 의견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마리나와 요트항의 일반 

사용자는 정해져 있으며 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서

의 결과는 세계적으로 통용된다고 할 수 있다.

7. 권고

실무그룹의 목표는 공통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의 

개요를 파악하여 해양 요트항구와 내륙수로 마리나

의 시설과 관리의 제공에 안내역할을 할 권고사항

을 마련하는 것이다. 

- 제시되는 치수, 예를 들면 수로의 폭과 깊이는 

평균 수치로서 각 특정 사례에서는 정확한 분석 없

이 사용하면 안 된다. 

- 정박시설은 특히 플레저보트들에 대해서는 사

용자에게 최선의 조건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폰툰과 피어, 피어의 수면 위 최대 프

리보드, 지시 폰툰 간 혹은 피어와의 간격, 보트의 

측면 간 간격을 말한다. 

- 언급된 모든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표준화된 

아울렛(outlet) 혹은 플러그(plug)가 권장된다. 

- 항구 내 쇼핑시설은 유용하지만 꼭 필요한 것

은 아니다. 

- 주로 큰 항구에서 선석과 화장실, 샤워시설과 

고체-액상 폐기물 수거함 같은 일차 시설간 거리는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어와 선석에 조명시스템만이 아니라 안전 및 

소방 설비는 필요하다. 

- 비상 및 정상 유지보수 시설은 제공해야 한다. 

본격적인 정비시설은 일반적으로 마리나와 요트항

구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접수처, 무

선 지원과 선석과 피어의 식별 표지가 권장된다.

8. 결론

본 보고서에 서술된 연구는 사용자 의견을 요약

한 점에서 스포츠와 유람용 항해의 국제위원회, 

PIANC(1979)의 1979년 보고서의 연장이다. 따라

서 1979년 보고서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으며 

결론은 아직 유효하다.

단일 서비스 항목 기준에 대한 권고는 앞 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적합화해

야 한다.

회신의 분석으로부터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는 그 

중요성의 순서가 사용자의 일차적 요구에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식용수, 화장실, 쓰레기 

처리와 안전장비 같은 것이며 다음으로 보트의 항

해와 관련된 것들이다(전기공급, 소방장비, 연료공

급 등). 모든 기타 서비스는 중요성이 덜하며 그 중 

일부는 필요하지만 선석 내 전화와 TV 서비스 같

은 일부는 유용하지 않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마리

나 혹은 요트항은 위에 언급한 보다 중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시된 수로 입구의 수심(3m)과 최소 폭

(20-30m) 및 기동서클의 최소 지름(50m)으로부터 

마리나 혹은 요트항의 해상 작업 비용은 현장조건

만 좋다면 비싸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연구결과는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으

로부터 유람용 항해 시장이 진정으로 국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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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역에서 수상스쿠터, 개인용 수상 기구, 

수상오토바이, 제트스키, 웨이브러너, 씨두와 같은 

동력수상기구의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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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본 지침은 스포츠 및 오락 운항 특별위원회 위원

들이 감수한 위임사항(부록 1)과 실무위원회의 전

문가들이 수정한 위임사항(부록 4)에 근거한다.

2. 본 문서 전반에 걸쳐 고려되는 배는 편의상 "개인

용 수상 탑승기구"(약자로 PWC, personal 

watercraft) 또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탑승기구"

를 의미한다. 

개인용 수상 기구" 및 "동력으로 수상 기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매우 불특정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

러나 이후의 정의 부분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지금

으로서는 그보다 더 나은 용어가 없다. 본 문서에서 

사용될 "제트스키", "웨이브러너"와 "씨두" 등의 용어

는 각각 Kawasaki, Yamaha 및 Bombardier 사의 

제품에 대한 등록상표들이며 이러한 모든 소형 탑승

기구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설명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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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Kawasaki 사가 1907년대 초에 시제품을 개발하

고 최초로 "제트스키"를 소개한 후에 수상스쿠터, 개

인용 수상 탑승기구, 수상 모터바이크, 제트스키, 웨

이브러너, 씨두와 같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탑승기구 

류는 1980년대에 수로, 호수와 그리고 바다에서 많

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기구

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증가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

계를 위하여 협회를 구성하였다.

동력수상기구가 도달할 수 있는 시속 80킬로미터

까지의 고속과 방향전환의 신속성 및 그로부터 만들

어지는 파도와 소음 등, 그 모든 것들이 해상운송, 

기타 수상교통(즉, 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환

경에 실질적인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한 배

들은 체포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그것들의 속

도와 높은 기동성 때문이며 그것들이 직선으로 달리

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고정된 2개의 물체와 

계산된 속도로 시야에 잡히지 않는다.

수상 교통안전과 환경의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레저용 배의 운항 안전규제가 필요

없었던 전통적인 상업노선은 점차적으로 모든 종류

의 배로 더욱 바빠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당국과 지방

정부 당국은 수로와 호수 및 바다에서 사용되는 많은 

동력수상기구들의 엄청난 증가를 규제하고 수상안전

을 확실히 하기 위한 통제체계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

국은 동력수상기구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이

한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몇몇 지방정부 당국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른 지방정부 당국은 지

방 또는 항만 규정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

한을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 초에 최초의 디자인이 나온 이후에 많은 

형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많은 동력수상기구들이 소

개되었고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기구들

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403 -



제 2장 정의

실무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위해 제공된 5가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일

개인용 수상기구(PWC), 제트스키, 수상 스쿠터, 

서프제트 등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러한 

종류의 탑승기구로 분류될 수 있는 소형 동력수상기

구.

네덜란드

2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길이가 20미터 

이내이며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모든 탑승기구는 "스피드보트"으로 분류된다. 스피드

보트 등급 내에서 "수상 스쿠터"가 정의 된다. "수상 

스쿠터"는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태우고 달리며 물

속이나 물 위로 스키를 타기 위해 제작되거나 설계된 

모든 스피드보트를 의미한다.

미국(PWIA)

PWC는 일차적인 동력원으로서 워터제트펌프에 동

력을 제공하는 선체 내의 모터를 사용하며 한 사람이 

배 안쪽에 앉거나 서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배 위에 앉거나 서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운

전을 하도록 설계된 배를 의미한다.

미국(NASBLA)

PWC는 길이가 16피트 이내이고 한 사람이 배 안

쪽에 앉거나 서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배 위에 앉거나 서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운전을 하

도록 설계된 기계식 프로펠러 장치를 가진 배를 의미

한다.

영국

PWC는 제트스키, 수상 모터바이크, 수상 스쿠터, 

놀이용 탑승기구 또는 기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배

를 의미하며 그 배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서거

나 무릎을 꿇거나 앉거나 또는 배 위에 엎드려 타도

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배는 제트엔진이나 프로펠러

를 돌리는 기타의 방법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며 배의 

마스터는 핸들 바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연결시스템

의 수단으로 선미에 있는 방향타가 있거나 또는 없이 

방향을 조정하며 배에 탄 사람과 배 자체의 무게의 

관계를 변경함으로써 방향을 조정한다.

정의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독일

이 정의는 연방 수송부 내에서 논의 중에 있다.

네덜란드

스피드보트의 정의는 법에 존재하고 있다; 수상 스

쿠터의 정의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미국, PWC 협회(PWIA)

주요 PWC 제조사 또는 미국 내 PWC 대리점으로 

구성된 사업그룹.

미국 주 보트운항 법규관리기관 전국연합(NASBLA)

미국 전역과 2개의 캐나다 주의 대표들과 함께 각 

주로부터의 보트운항 관리들의 연합.

영국

정의는 영국 항만연맹과 영국과 웨일즈에 있는 모

든 자치구 의회(지방정부기관)가 속한 연합인 지구의

회 연합이 개발한 것임. 이 정의는 영국 법정에서 사

례 법으로 채택되었음(Langstone 항만청장).

비판

애매모호한 분야에 대한 시도임을 고려해도 이러

한 모든 정의는 부족하다. 정의를 읽는 사람이 기술

된 탑승기구와 다른 것 간의 분명하고 객관적인 차이

보다는 기술된 정의가 모호하거나 또는 거래상 명칭

이나 예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의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규제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의 마지막 3가지도 공통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PWC를 다른 탑승기구와 구분

하는 기볹거인 방법으로 배 안에 타는 것에 반해 배 

위에 타는 모호한 개념에 대한 의존성이다. 배의 구

성의 이러한 측면은 배의 정의를 원하는 이유와 크게 

관계가 없으며 그것은 사용 양상과 사용자의 행동에 

좀 더 많이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탑승기구

의 설계에서도 쉽게 피해서 갈 수 있으며 선체 구조

를 충분히 증가시켜 본질적으로 동일한 배(기동성, 

소음, 의도된 사용 등)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운전

자가 선체 내에 있도록 판단하고 그로 인해 탑승기구

의 정의에 의해 만들어진 제한이나 혜택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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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사실상, 제조사가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동일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

용되어 많은 경우에 정확하게 동일한 엔진과 펌프로

부터 동력을 받는 기대되는 기계를 제조한 경우에 이

미 일어났으며 그것은 아직 PWC에 근거하지 않은 

선체 설계 또는 좌석 구성의 부차적인 요소들이다.

그 정의가 실무위원회에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 반면 PIANC가 추천한 이러한 탑승기구의 정

의는 그러한 탑승기구가 소형 모터보트로 다른 레저

용 탑승기구와 많은 동일한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

는다는 이해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강화시키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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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구조 요건

 3.1 설계 및 구조

PWC는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으므로 가장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소형 
탑승기구 설계 및 구조요건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의 PWC 설계는 USCG 규정
의 채택보다 앞서 만들어졌으며 그 설계가 규정에서 
의도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그 규정
의 준수가 면제되었다. 레저용 선박 설계와 구조에 
대한 USCG의 표준은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된다. 
이러한 표준은 재래식 보트의 구성을 위해 마련된 것
이며 USCG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표준을 PWC
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처음부터 PWC는 USCG의 정의에 의하면 “모터보
트”였는데 그 이유는 동력으로 구동되며 또한 수상
에서 사람을 수송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PWC에는 전에는 고객에 판매를 목적
으로 만든 모터보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 가지 특성
이 있다.

초기의 PWC의 설계 목표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
고 있다:

가. PWC의 운전자(초기의 PWC는 1인 탑승용이었
음)가 운전의 정상적인 부분으로서 배 밖으로 떨
어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
트에서는 보트운전 사고진행의 시초라고 고려되
었을 것이다.

나. 상기 ‘가’항과 관련하여 운전자는 물속에 있는 동
안에 구동되는 PWC의 엔진과 접촉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다. 운전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
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더구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엔진은 계속 구동되고 있을 것
이라고 예측되었다. 전통적인 보트에서는 본질적
으로 전복과 침몰은 보트의 사고이며 비상상황이
다.

이러한 목표는 PWC를 전통적인 보트와는 약간 다
른 목표로 설계하고 구조를 만들도록 요구하게 되었
으나 그러한 설계의 접근방법의 몇 가지는 전통적인 
보트의 연료 및 전기계통과 환기요건에 적용되는 기
대를 충족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운전자 분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설계요소는 완전히 차폐된 제트펌프 추진시스템에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이 보트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
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움직이고 회전하는 
기계가 선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므
로 대부분의 다른 모터보트에서 볼 수 있는 회전 프
로펠러와 낮은 위치에 걸려있는 아웃드라이브와 비
교하여 위험은 거의 없으며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보트 안의 엔진으로 차폐
된 제트펌프 추진 조합의 사용은 탑승기구로부터 운
전자가 분리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의 배의 개념에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PWC는 운전자가 분리된 다음에 보트가 운전자 가

까이에 있도록 하는 설계요소도 포함해야 한다. 전형
적으로 다음의 2가지 접근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사
용된다: 운전자가 분리되는 시점에 엔진작동이 멈추
도록 하거나 아니면 엔진이 계속 구동되어 보트가 운
전자 근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설계목적의 ‘나’항
에 유의할 것). 엔진작동이 멈추는 방법은 운전자에 
부착되는 밧줄을 사용하며 그 밧줄이 운전자가 탑승
기구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엔진 스위치를 정지시키
는 것이다.

그 경우에 배는 짧은 거리를 가다가 정지하고 운
전자는 수영을 하여 배로 돌아가서 다시 배에 올라타
고 밧줄을 다시 부착하고 엔진의 시동을 걸고 다시 
보트의 운전을 계속한다.

다른 방법은 종종 “자전방법(self-circling)”이라 
불리는 방법으로서 물리학/유체역학과 스프링을 장
착한 연료조절장치(스로틀, throttle)의 조합을 사용
하여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른다. 운전자는 떨어질 
때에 손잡이와 스로틀을 놓아버림으로써 엔진은 무
부하 속도로 돌아오게 된다. 운전자의 몸무게가 없어
진 탑승기구는 정지를 위해 기수를 내리게 된다. 선
체의 모양(어떤 경우에는 조향장치에 스프링을 달아 
도움을 받는다)이 배가 운전자의 가까이에서 공회전 
상태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도록 하며 운전자는 배
가 돌 때에 잠깐 수영을 하여 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프로펠러나 다른 움직이는 기계가 선체 밖으
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배가 혼
자 돌고 있는 동안 운전자는 배를 잡고 다시 올라타
서 계속 운행을 하기 위해 스로틀을 가동시킨다. 좁
은 수로에서 혼자 돌고 있는 배가 교통에 문제가 되
는 위험이 약간 제기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좁은 빔과 운전자 분리 가능성으로 
인해 PWC는 부작용이 없이 뒤집어지는 능력이 있도
록 설계된다(최소 얼마의 시간동안이라도). 이것은 
배가 뒤집히는 것이(뒤집힌 모드에 있는 동안 엔진작
동이 지속되는 것을 포함하여) 연료계통으로부터 연
료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수준의 연료계통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이 
연료계통의 설계와 구조의 중심이 되는 것은 통상적
으로 선체 안쪽에 있는 엔진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용 
카부레터의 경우와 같이 “플로트 볼(float bowl)"이
란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카부레터 형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PWC의 카부레터는 소량의 연료 이상은 절
대로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작동하고 있는 엔
진의 내부 압력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연료를 
공급받는다. 연료계통의 통합성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점이 그 결과이다: 카부레터가 연료를 매우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배가 뒤집어지는 경우
에도 본질적으로 엎질러질 연료가 없으며 또한 카부
레터가 엔진의 압력으로 동력을 받는 자체의 내부 연
료펌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진이 정지하면 자동적
으로 카부레터로의 연료의 흐름도 정지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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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추가적으로 연료계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는 용적이 극히 적은 엔진실의 크기이며 엔진실의 
통기량이다. 엔진실 용적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엔진실
로의 연료가 방출되면 언제나 엔진실의 공기를 빨리 
연료로 꽉 차게 만들고 엔진은 실린더에 도달하는 꽉 
찬 혼합물로 인해 작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뒤집히는 경우와 같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 할
지라도 PWC는 가라앉는 동안에 최소한 그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엔진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
었다. 엔진실은 그 크기는 작지만 배가 순간적으로 
물속에 잠기는 경우에도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
한 양의 공기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통기계통은 
그렇게 엔진이 작동되는 동안에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어서 엔진실이 즉각적으로 물
이 차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배 밑바닥에 내장된 펌
프는 엔진실의 바닥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것은 제트펌프의 저압 쪽으로부터의 흡입을 사용하
여 지속적으로 배 밑바닥의 물을 빼낸다. 소형 배의 
전반적인 조합, 공격적 작동의 잠재가능성 및 전복이
나 물에 잠김 등을 통해 엔진실에 물이 찰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연료계통으로 들어간 공학에 맞는 수준
의 전기계통의 통합성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전기 
및 시동관련 구성품들은 방수처리가 된 콤파트먼트 
내에 들어가 있으며 모든 전선 및 연결장치 등은 탑
승기구용으로 구상한 작동기술의 결과로 통상적 수
준이 아닌 심한 응력과 노출 등을 견딜 수 있도록 공
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USCG 표준의 경우, 특히 연료와 전기계통에 대한 
표준의 경우에 기술된 목표는 연료가 엔진실로 누출
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또한 연료가 엔진실로 누출되
지 않는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게 하는 가능성을 최소
화하는 것이다. PWC를 전통적인 아닌 방법으로 성
능을 발휘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연료계통
과 전기계통 통합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충족되었다.

연료, 전기, 통기 및 부상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자발적인 표준이 자동차 엔지니어학회(SAE)에 의해 
발표되었다.

 3.2 소음

소음은 대부분 PWC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갈
등으로 보인다. 새로운 PWC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속력과 성능을 가진 다른 레저용 보트보다 더 크지는 
않지만 PWC 특유의 소음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생
각되는 PWC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다.

기본적인 PWC의 소음수준

작업그룹 회원들의 관찰과 각종 해양환경 관련 관
심사들은 개별적인 새로운 PWC인 보트들이 비교 가
능한 동력구동 보트들보다 소음시험 결과 같거나 아
니면 어떤 경우에는 소음이 좀 더 적은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구형 보트나 또는 변경된 보트들(하기 참
조)은 소음이 84~86 dB(A) 수준이며 변경된 PWC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좀 더 기술)들은 소음이 그보

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PWC와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구체적으로 PWC의 소음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
과 같다:

동일한 장소에서 가동하는 다수의 탑승기구

소형과 기동성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대의 PWC가 
근접한 상태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보통
이다. 복수의 소음원의 추가적인 효과로 소음이 증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동일한 소음원의 수
가 2개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이 3 dB(A)만큼 높아지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각각 
소음수준 X dB(A)로 가동하고 있는 2대의 PWC는 
결합 소음측정 수준이 X+3 dB(A)이 되는 결과를 보
여줄 것이다.

한정된 지역에서의 PWC의 가동

소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그 크기, 주파수 스펙
트럼과 노출기간(소리를 듣는데 소요된 시간)의 함수
이다. 대부분의 동력구동 보트들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가동하고 있다. 많은 PWC 사용자들은 다음
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지
역에서 지속적으로 타고 있다: PWC의 가동이 현지 
규정에 의해 적은 지역으로 제한되거나 그들 자신이 
해안가의 보트 출발기지나 친구들 가까이에 머물기
를 원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조용한 PWC라 하더라
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다. 그에 대한 해답은 보트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
트를 탈 때 가능하면 분산하도록 권장하여 그 영향이 
한 장소에서 전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음수준을 높이는 변경

불행히도 PWC의 변경은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보
트의 엔진계통과 배기계통에 대한 변경보다 좀 더 일
반적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PWC의 변경은 소음수
준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엔진과 구동력 - 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
는 엔진에 대한 변경은 통상적으로 소음을 높일 수 
있다. 포트타이밍의 변경, 압출비율이나 흡기 구성, 
좀 더 높은 RPM을 허용하기 위한 전기 및 시동계통
의 변경, 엔진에 유입되는 냉각수 량의 감소나 임펠
러 피치의 변경 등은 모두 소음을 높일 수 있다.

배기계통의 변경 - 엔진의 변경은 종종 배기계통
의 변경과 함께 한다. 추가로 많은 배기계통의 구성
품들이 그 자체만으로 엔진의 출력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성품들은 종종 보트의 수
유주가 쉽게 장착하며 장착에 특별한 도구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배기계통 구성품들이 소음
수준을 높이지는 않지만 그중 많은 것들이 10 dB(A) 
또는 그 이상의 소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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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WC 특유의 소음문제를 일으키는 위의 사안들
은 변경으로 인해 소음수준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더
욱 가중된다.

소리전달의 특성(일반적 논의사항)

소리 에너지는 거리가 멀어지면 소멸한다(이것이 
소음시험절차나 기준에 대한 거리의 요건이 시험의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소멸율은 표
면(물질, 질감 및 온도)과 바람을 포함하여 많은 요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 위에서의 보트 소음
의 소멸에 관한 최선의 연구(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
구는 육지기반으로 이루어졌음)는 소리의 수준은 보
트로부터 듣는 사람까지의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평균 약 5 dB(A) 가량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25미터에서 소음이 74 dB(A)로 측정된 보
트는 50미터의 거리에서는 69 dB(A)가 측정될 것으
로 예상되며 100미터에서는 64 dB(A)로 줄어들 것
이다. 이것은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에서 고속
운전을 허용할 경우 해안에서의 소음에 의한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와 결과는 
소음의 영향이 해안선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고속(고
소음) 운전으로 운항하는 동일한 원리에 근거한 SAE 
J1970의 개발로 이어졌다.

 3.3 환경

PWC는 미국과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호주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레저용 항해 부문이다. 그와 같이 
이러한 탑승기구와 그 사용의 환경적 영향은 적절한 
규제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다.

PWC는 그 규모가 소형이라는 것, 얕은 흘수와 제
트추진(노출된 프로펠러와 반대로) 구동시스템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러한 탑승기구
의 환경적 영향과 함께 좀 더 전통적인 레저용 수상
기구의 영향에 대한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

레저용 항해의 환경영향에 관한 기존 문헌에 대한 
상당한 검토와 PWC 특유의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보트의 가동과 침전물을 휘저음으로 유발되
는 수질의 영향

종래의 선내 또는 선외의 차폐되지 않은 회전 프
로펠러와 비교하여 PWC의 제트펌프 추진시스템은 
바닥 침전물을 덜 휘젓게 하며 또한 물의 탁도를 덜 
증가시킨다. PWC는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탑승기구
가 얕은 물에서 가동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prop 
scarring(프로펠러가 긁힘)"을 일으킬 수 없다. PWC
는 매우 얕은 물에서 특정 속도로 가동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얕은 물에서 모든 보
트의 속력에 대한 규제는 모든 탑승기구에 대한 이러
한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다.

수중식물의 수명에 대한 효과

다시 프로펠러의 가능한 절단 효과와 비교함으로
써 PWC의 펌프는 수중식물 또는 신생(emergent) 
식물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더 적다. 많은 신생식물
이나 부유식물(즉, 켈프해초)을 통과하는 PWC의 가
동은 펌프 취수구로 식물이 유입될 수 있다. 이것은 
펌프가 막힘으로 보트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며 심지
어는 냉각수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엔진에 손상을 주
기도 하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PWC 운전자
들은 그러한 식물이 있는 지역을 피하고자 한다.

한 물줄기에서 다른 물줄기로 원하지 않는 
식물종의 이동

탑승기구가 한 물줄기에서 가동되어 다른 물줄기
로 이동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물줄기에서 재생할 
수 있는 식물을 옮길 수 있다. PWC도 다른 탑승기
구들과 이러한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항적 작용으로 인한 해안선 침식

모든 보트들은 물가에 있는 식물과 모래의 두 가
지 모두를 침식시킬 수 있는 항적을 만들 수 있다. 
항적의 크기는 대부분 배의 크기, 흘수, 마력 및 구
성형태(확실히 선미의 형태가 약간의 효과를 미친다)
의 함수이다. 다시 말하면 배의 배수량과 속도가 항
적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PWC는 대부분
의 다른 탑승기구에 비해 그 크기가 소형이므로 배수
량이 적으며 크기가 큰 탑승기구와 동일한 속도로 물
을 통과하기 위해서 더 적은 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
리하여 PWC의 항적은 대형 탑승기구보다 비례적으
로 더 적다. 그러나 PWC가 해안 가까이에서 고속으
로 가동되는 경우 또는 다른 탑승기구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저속으로 가동하는 경우 PWC의 항적효과
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새들의 산란-보육(알품기)과 철새이동을 방
해

새들 주위에서의 어떠한 인간 활동은 새들의 서식
에 방해를 줄 수 있다. 사람의 존재를 새들이 알아채
기 전에 새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인간 활동의 
방해효과가 더 커서 카누나 기타 동력으로 구동되지 
않는 보트가 실제로 동력으로 구동되는 보트보다 더 
큰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력구동 보트는 새
들에 접근하게 될 때 좀 더 큰 경고음을 내고 새들로 
하여금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므로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가 더 적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
다. PWC가 다른 동력구동 보트들보다 새들에게 원
래 좀 더 방해가 되는지 또는 덜 방해가 되는지에 대
한 정보는 거의 없다. 그러나 PWC는 모터보트로 접
근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모터보트
로 방해를 받지 않는 정도의 거리까지 새들이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수상기구와는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야생생물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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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야생생물은 동력구동 보트와 충돌을 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서부인디언 바다소라
는 동물로 Florida 주의 일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
다. 바다소의 죽음은 빈번하게 프로펠러와의 부딪히
거나 또는 정박 중인 보트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 사
이에서 부딪히거나 함으로써 발생되었다. 알려진 바
에 의하면 어떤 바다소 한 마리의 죽음은 PWC와의 
충돌로 인한 것이었으나 이 사고도 크기가 소형이며 
흘수가 얕은 PWC로 볼 때 의문점이 있으며 물속에
서 2,000 파운드가 넘는 젖먹이 동물을 순식간에 때
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의 가능성
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PWC의 기동성으로 운전자
가 야생생물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가능했을 것이
다.

대기 및 수중 오염

PWC로부터의 배기가스의 배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으나 선체 밖에 엔진을 장착한 대부분
의 배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발전장치 형태의 동
력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그러한 배의 배출 특성은 비
교 가능한 마력을 가진 선체 밖에 엔진을 장착한 배

와 훨씬 더 유사하다. 조절되지 않은 배출수준은 본
질적으로 엔진 배기량과 출력 마력의 함수이다. 이것
은 25~75마력의 범위의 선체 밖에 장착한 엔진과 
PWC 엔진(대부분이 25~75마력의 범위임)과 상당히 
유사하다. 대부분의 PWC는 물속이나 수상으로 배기
가스를 배출하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물과 배기가
스가 섞이도록 하여 배출가스 혼합물의 상당 부분이 
물속에 갇히게 되는 효과를 만든다. 물속으로 들어가
는 배기가스 부분(사실 선체 밖에 장착한 모든 엔진
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현상임)은 물속에 휘발성 유기
혼합물(VOC)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종래의 선내에 
장착하는 많은 엔진의 경우가 그렇지만 대기 중으로 
사라지는 부분은 대기 중에 있는 배출가스 수준에 기
여한다.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이든 사용되는 연료의 
총량이 최소이기 때문에 PWC에 의한 수중 및 대기 
중의 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는 다른 레저용 운행
활동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다.

물에 배출되거나 버려지는 사람이 만드는 폐기물
로부터 초래되는 물의 오염은  대부분 PWC의 가동
과는 관련이 없다. PWC는 음식을 만드는 설비나 사
람이 만들어내는 폐기물(해양 변소와 같은)의 처리/
보유하기 위한 설비를 장착하기에는 너무 소형이다. 
그러한 오염물질의 물속에의 배출은 PWC의 사용의 
함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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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사용자에 요구되는 사항

 4.1 등록 

동력으로 구동되는 탑승기구의 등록과 표지는 연
안에서, 운하에서, 강 및 호수에서 좀 더 효율적인 
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탑승기구는 그 형태나 제조사에 대해 설계가 유사하
기 때문에 특별한 표지가 없이는 식별이 매우 어렵
다.

배에 표지가 없으면 동력으로 구동되는 탑승기구
가 버려지거나 바다에서, 강/운하에서 표류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 당국은 그 배의 소유주/세부사항 또
는 타고 있는 사람이나 기타의 정보를 추적할 수가 
없다. 또한 도난의 경우에도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다.

등록의 필요성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의해 제기
된다. 그러나 무책임한 탑승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다. 그 경우에 여러 나라에서는 위장승선을 
할 수 있으며 배에 표지를 하는 경우에는 생각해 보
아야 점이 생길 것이다.

항해나 다른 법의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국이 
책임이 있는 특정 보트(및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표지는 이러한 확인을 가능케 할 것이
다.

이러한 종류의 탑승기구는 그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가져가기가 매우 쉽다. 표지가 없이는 도
난당한 탑승기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식별
이 거의 불가능하다. 레저용 탑승기구에 대한 등록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 등록요건은 PWC에도 적용되어
야 한다.

 4.2 등록의 게시

식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등록표지가 쌍안경이 있
든 없든 해안에서 보트까지 사람이 육안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록표지는 배의 우현과 좌현 양쪽에 모
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등록표지
의 형태, 높이 및 폭은 각종 내국법에 따라 규정되어
야 한다. 등록번호의 규격과 부착을 규정할 때에는 
PWC의 크기와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4.3 운전자의 연령

PWC의 조정을 하기 위해 또는 물 위에서의 조작
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기술은 어린 나이의 사람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 환경에서 안전하
게 PWC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기술 뿐 아니라 어린 
운전자는 가질 수 없는 판단력도 필요로 한다. 이 점
을 고려하여 이러한 탑승기구 제조사는 최소한 16세
를 운전자의 연령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연령으로 권장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수역에서는 철
저한 감독 하에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의 운전자도 허
락할 수 있다.

 4.4 운전자 교육/면허

PWC는 전통적인 뱃놀이 환경 뿐 아니라 상업적 
또는 레저용 동력구동 보트가 정상적으로는 사용하
지 않는 얕고 좁은 물에서도 가동할 수 있다. 전통적
인 뱃놀이 수역에서는 다른 많은 종류의 배들과의 상
호작용의 확률이 크므로 수상교통에 대한 규칙이 있
다. 수상 교통이 혼잡하다면 규칙과 현실 환경에 대
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는 상기에 언급한 수역에서 운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서 운전
자는 규정된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현지의 바
다, 운하, 강 또는 호수지역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을 규정하고 면허 발급을 허가하는 시
험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내륙 수역과는 달리 공해상에서 PWC의 사용을 위
해 요구되는 충분하고 다른 각종 기술의 결과는 경험
이 있는 교육자에게서 수강료를 내고 배우는 것이 최
선이다.

 4.5 안전장치

  4.5.1 구명장비

모든 운전자들과 보트에 탄 사람들은 개인적인 구
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는 필요를 수락해야 한다. 구
명재킷에는 여러 가지의 설계가 있으며 국가에서 정
하는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에 추가하여 PWC의 
속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PWC의 운전활동에 적절
한 설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나 가스로 
부풀게 하는 장치는 PWC에서의 사용에는 적절치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기관에 대한 손상에 대한 보호와 함께 충
분한 구명재킷이 제공되어야 한다.

  4.5.2 헬멧

PWC의 운전자에 대한 헬멧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연구(PWC의 운전과 관계가 없
는)에서 해양 환경에서 헬멧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의 단점이 발견되었다. 그 연구는 헬멧의 착
용은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빨리 주었으며 주변의 시
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자의 머리의 움직임
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두 가지의 결과는 모두 PWC의 운전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몇 가지의 문제는 운전자가 가끔 물
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 헬멧으
로 인해 목에 부상을 입을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헬멧 착용의 주목적인 다른 물체와 
충돌로 인한 머리 부상의 위험은 통계적으로 그리 크
지 않다.

지식의 현재 수준에서는 경쟁을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헬멧의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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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보험

오락활동이나 수상 스포츠를 위해 물에 떠있는 능
력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인정되고 있으
며 그중 몇 가지는 관료집단/불필요한 요식행위와 연
결된 관료적인 제한으로부터의 마지막 큰 변화가 되
었다.

바다, 운하 또는 강은 부과된 조건이 거의 없이 사
용자에 속해 있으며 그것이 규제 당국에 수상 안전문
제를 주었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바이
다.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원인은 소유권의 식별과 
정립된 현행 관행법에 있어서의 항구에 대한 규제 내
에서 그러한 탑승기구에 대한 보험이다. 이러한 조건
들은 현지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지역 내에서 

동일할 수 있다.
수상 스포츠의 인기는 출발기지와 수역에서의 혼

잡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러한 많은 새로운 오락활동
은 상업적인 항해와 함께 전통적인 레저용 항해와 수
상활동 등과 함께 수역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혼
합 상황은 수역의 효율적인 관리 특히 안전의 모든 
측면에 관해서 도전해야 하는 문제들을 만들 수 있
다.

레저용 수상활동의 증가와 함께 개인적인 상해 또
는 제 3자의 재산에 대한 손상에 의한 손실의 문제
는 증가할 것이다.

보험에서 부담-보상해야 하는 항목은 최소한으로 
제 3자 보험에서 요구되는 항목까지로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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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사용에 대한 관리

 5.1 지역의 지정

  5.1.1 일반적인 운전의 금지

가장 효율적인 조치는 PWC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인 금지조치일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믿는 바이다.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금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른 탑승기구처럼 
PWC도 수상공간의 사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관계된 모든 국가에 의해 명백하게 
허락되는 권리이다. 공공질서와 안전상의 이유로 요
구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만
이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유는 눈에 보이
지 않으며 반대로 좀 더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한 
PWC의 운전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
한 것처럼 보인다.

  5.1.2 운전시간의 제한

야간 운전. PWC 제조사들은 이러한 탑승기구에 
라이트를 달지 않으며 사용자에 대해 라이트 달아야 
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으며 또한 야간에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PWC는 어두운 시
간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5.1.3 일정 수상공간 구역에서의 운전의 
제한

어떤 수상활동(수영, 레저용 항해, 낚시, 윈드서핑 
등)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의 구역 설정은 이미 되어 
있다. 상충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하여 양립할 수 없
는 활동의 분리가 적용될 수 있다.

소음의 상충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서의 소음공해가 많
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PWC 운전의 국지적인 제한이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
기 위한 적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한 조치는 시
간에 대한 제한과도 병행할 수 있다. PWC의 운전은 
소음공해의 정도나 소음 영향의 효과가 가능한 한 낮
은 경우의 수상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해안으로부
터 최소한의 운전 거리는 해안선에서의 소음의 영향
을 줄이기 위한 의도를 가진 구역설정 계획의 요소가 
될 수 있다. (3.2항 참조)

물 사용의 상충

다른 속력이 빠른 보트들과 같이 PWC는 일반적으
로 수영, 서핑, 윈드서핑 및 기타의 해변 활동 등과 
양립할 수 없다. 전통적인 동력 구동 보트들의 사용 
양상도 어떤 경우의 PWC의 사용 양상과는 상충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PWC가 전통
적인 보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국지적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확실히 
개별 주에서는 다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
로 동일한 취급이라는 이유에서 한 범주의 탑승기구
에 적용되는 그러한 제한이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탑승기구와 비교
해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PWC의 
특성을 다른 수상 탑승기구의 특성과 비교할 때 다음
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동안에 배에서 떨
어지는 것이 예상된다는 점은 특히 PWC의 원래의 
형식인 1인승인 PWC의 특성이다. 이것은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2인승 및 3인승 모형에서는 그렇게 
통상적이진 않다. 혼합사용 구역에서의 PWC의 사
용은 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속은 다른 탑승기구도 낼 수 있다. 고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PWC 운전의 제한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속도제한이 규정되는 경우에는 레저용 탑승
기구의 개별적인 형태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WC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배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내륙 수상공간 구역에서 매우 
혼잡한 교통량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배들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위협될 수 
있다.

- PWC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레저용 탑승기
구에 대한 일반적인 속도제한은 이러한 특정한 형
태의 스포츠의 경우에 감소된 허용속도의 관점에
서 PWC 소유주들이나 사용자들의 관심이 없어지
는 경우에만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PWC도 저속 
운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탑승기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
한 속도제한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PWC는 대부분 일정 거리를 가기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제한된 구역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더 선
호하며 관행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로서 다른 레
저용 탑승기구들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다.

 5.2 요약

연안 해역에서 PWC 운전자들의 거동이 수영을 하
는 사람들과 다른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내륙 
수역에서는 그러한 거동은 다른 배들의 교통의 안전
과 원활한 교통을 자주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레저용 
탑승기구의 안전과 교통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해가 PWC의 운전을 완전히 
금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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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결책은 다른 배의 사용자들의 수상공간의 사용
이 덜 빈번하고 그로 인한 안전문제의 위험이 낮은 
구역으로 운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은 다음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 PWC에 대해 모든 수면에서의 운전을 폐쇄하며 단 
예외적인 경우를 두는 가능성, 또는

- 운전이 허용되는 구역 밖의 일정 구역에서만 PWC
를 금지하는 것.

어떤 해결책이 좀 더 적당할 것인가는 관련된 수
상공간의 실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상당히 좌우 
될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금지와 구체
적으로 정의된 수상공간에 대해서만 PWC의 운전을 
허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제는 많은 
나라에서 고속 수상 탑승기구에 대해 존재하고 있다. 
많은 구역에서의 경험에 의하며 접근과 사용이 구체
적인 구역으로 규정된 PWC 사용자들은 클럽이나 다
른 조직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사용을 통제하도록 하

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부과된 규제의 경우에

는 법적인 이유에서 정확하게 PWC를 포함해서 동력
으로 구동되는 모든 탑승기구의 운전이 제한의 적용
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안전문제보다도 환경적
인 이유가 내륙 수상공간 구역에서는 약간 더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한정된 수상공간 구역의 영구적인 
사용, 특히 집단적인 사용은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주
민들을 합리화할 수 없는 소음공해에 노출시킨다. 차
음조치(즉, 나무나 관목을 심거나 방음제방)를 사용
구역에 할 수 있다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적당한 수상공간 구역을 항상 사용할 수는 없으
므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PWC의 운전
이 강제로 거리가 먼 수역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강
제적인 소음제한과 규제의 시행에 의해 소음을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소음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다.

- 413 -



제 6장 결론

물론 모든 결론이 동력으로 구동되는 수상 탑승기
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실무위원회의 회원들은 결
론과 권고사항 중 몇 가지는 다른 형태의 소형 고속
보트에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원래의 Kawasaki 제트스키의 변형인 탑승기구들
과 그 이후에 개발된 모든 탑승기구들을 포함하는 
정의를 발견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
로 현재로서는 어떠한 정의도 수락될 수 있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기구에 적용하는 것을 무리일 수 
있다.

- 현재 이러한 탑승기구의 제조를 관장하는 규정은 
없지만 제조사들은 현재까지는 잘 설계되고 안전
한 제품을 만들어왔다.

- 현행 모형들은 제조된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적으며 소음수준은 속도와 마력 면
에서 비교할 수 있는 동력구동 보트와 동일한 수
준이다. 사용자의 변경이나 용도 패턴과 같은 요인
들이 인식된 소음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사용구역
의 결정과 소음이 많은 변경에 대한 조치의 시행
에 있어서의 주의가 소음의 상충 문제 해결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널리 인식되어 있는 소음시험 측정의 몇 가지 형
태와 그에 수반되는 기준들 특히 강제조치의 시행 
목적을 가진 기준들은 과도한 소음의 통제에 도움
이 될 것이다.

- PWC가 동력으로 구동되는 다른 보트들에 의한 환
경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만든다는 증거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PWC의 영향이 더 적을 수도 있다.

- 가시적인 식별이 중요한데 이것은 도난에 관해서
만이 아니라 무책임한 탑승자/운전자의 통제에 관
해서 중요하다.

- 최소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
- 뱃놀이에 대한 규칙과 안전한 운전관행에 대한 교

육이 중요하며 젊은이들이 이러한 활동에서 보여
준 관심 때문에 교육이 보다 많은 인구 부문에 뱃
놀이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안전상의 이유로 PWC를 타는 모든 사람들은 구명
재킷을 착용해야 한다.

-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증거는 없
다.

- 레저용 수상활동의 증가로 인사사고나 재산상의 
손실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보험
의 부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이
다.

- 일반적인 운전의 금지는 현실적이거나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다. 시간상 또는 구역의 설정 
등에 의해 양립할 수 없는 사용의 분리가 사용자
의 상충문제의 관리에 대한 한 가지의 효과적인 
응답으로 간주되어 왔다.

- PWC의 사용은 감정적인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데 그 문제는 종종 사실적 상황을 잊게 하거나 왜
곡시키고 있다. 사용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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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권고사항

정의

PWC를 위해 채택된 정의들은 그것이 동력으로 구
동되는 소형기구이며 유사한 많은 법들의 적용을 받
는다는 사실을 강화해야 한다. 정의에 있어서의 신축
성은 배의 구조의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
할 것이다.

소음

PWC 제조사들은 좀 더 소음이 적은 모형을 개발
하고 제조하기 위하여 현재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널리 인식되어 있는 소음시험 측정절차와 그에 수반
되는 기준들 특히 그 시행목적을 위해서 보트의 소음
통제를 위해서 그 절차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좋
다.

환경

레저용 항해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PWC
를 간과하지 말고 또한 다른 레저용 항해 활동에서 
통상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PWC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등록

PWC는 강제적인 등록체계와 그에 수반하는 식별
요구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등록의 게시

등록확인의 게시는 탑승기구의 양측에 모두 요구
되며 눈에 잘 보여야 하며 일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배의 크기에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운전자의 연령

모든 공공구역에서 PWC의 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연령은 16세이어야 한다.

운전자 교육/면허

모든 수역에서 교통의 증가로 인해 모든 보트의 
운전자들(PWC를 포함하여)이 기본적인 레저용 항해 
지식과 안전한 운전관행에 관해 교육을 받는 것이 중
요하다. 면허의 발급은 현지의 필요에 따른다.

구명 장치

PWC의 모든 운전자들과 탑승자들 승인을 받은 구
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 공기나 가스를 주입하여 팽
창시키는 개인용 구명장치는 권장되지 않는다.

보험

제 3자 보험의 부담-보상을 권장하며 다른 보트에 
대해 그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PWC도 반드시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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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위임사항

스포츠 및 레저용 운항 특별위원회(SPN)

연구를 위한 실무위원회:

관리수역에서 수상스쿠터, 개인용 수상 기구, 수상
오토바이, 제트스키, 웨이브러너, 씨두와 같은 동력수
상기구의 사용지침

위임사항

상설 운항회의 국제연맹(PIANC)의 국가부문과 유
럽 항만관리소장(EHMA)과의 문서연락을 통하여 스
포츠 및 레저용 항해 특별위원회(SPN)는 많은 나라
에서 수상스쿠터, PWC, 수상오토바이, 제트스키, 웨
이브러너, 씨두와 같은 동력 수상기구 종류의 사용이 
다른 범주의 선박, 상업용 선박 및 레저용 요트에 대
해서와 기타 레저용으로 수상공간을 사용하는 사람

들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기에 언급된 바에 추가하여 그러한 선박의 사용

으로부터 초래되는 환경측면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몇몇 나라나 당국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
하여, 즉 그러한 수사기구의 사용의 가벼운 규제로부
터 전면적인 금지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포츠 및 레저용 항해 특별위원회(SPN)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상설 운항회의 국제연맹(PIANC)의 국
가지부, 기타 관련 연맹 및 당국으로부터의 그러한 
추가의 정보를 기준으로 실무위원회가 고려한 방편
과 같이 실무위원회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합리적
인 이해관계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이러한 수상기구
의 사용의 규제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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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모형 법안 

관리수역에서 수상스쿠터, 개인용 수상 기
구, 수상오토바이, 제트스키, 웨이브러너, 씨
두와 같은 동력수상기구의 사용

1. 정의

(국가 당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2. 등록

(a) 등록 서류

i. [정의하는 바의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
기관]에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의하는 바의 것]에 등록표지
를 할당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승인한 
모형에 따라 그 소유주에 등록서류를 발행해
야 한다.

ii. 등록서류는 관할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위해 제시해야 한다.

(b) 등록표지

[정의하는 바의 것]은 공공기관이 할당한 등록표
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상교통에 참여해서

는 안 된다. 이 표지는 하나 이상의 글자와 숫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표지는 최소한 높이가 100밀리미
터 폭이 60밀리미터이어야 하며 글자의 굵기는 최소
한 15밀리미터이어야 한다. 표지는 [정의하는 바의 
것]의 중앙이나 뱃머리의 양측에 배경색과 대조가 
되는 색으로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야 한다.

3. 레저용 보트 운전자의 면허

(가) [공공기관]은 레저용 수상레저기구의 운전자에
게 면허를 발행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4. 운전자의 의무사항

(가) [정의하는 바의 것]은 최소한 [  ]세인 유자격
자가 조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 수상교통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나) [정의하는 바의 것]은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사
람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정의하는 바의 것]은 타고 있는 각 사람이 [당
국이나 공공기관이 승인한] 구명재킷을 착용하
지 않은 경우에는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

(라) 제조사가 엔진의 시동을 끄는 밧줄을 장착한 
[정의하는 바의 것]은 그 밧줄이 선박과 운전
자에 적절하게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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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로 표지 및 표지

유럽의 수로에서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규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호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호는 
내륙수로에 대한 유럽법전에 채택되어 있다(CEVNI). 
부록 7.

PWC의 사용을 위해 본 부록 7에 소개되고 1993
년 8월에 수락된 2개의 새로운 기호가 소개되어 있
다.

또한 라인강에 대한 규정에서(스위스,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벨기에와 영국에 관한) 2가지의 새로
운 기호가 수락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내륙 수로에서와 해변가에서 어떤 수상활동을 분
리하기 위하여(수영, 뱃놀이, 낚시, 범선뱃놀이 등) 
그러한 2가지의 기호가 표지판이나 표지부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수상 모터바이크 금지(적색) 수상 모터바이크 허용(청색)

그림 1.  수로 기호 및 표지

- 418 -



부록 4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Mr: Nico KOEDAM (의장)
Directorast-General van de Rijkswaterstaat
Postbus 20906
2500 EX Den Haag
네덜란드

Mr. Roger F. HAGlE
Director, Public Affairs
Kawasaki Motors Corporation
9950 Jeronimo Road
Irvine, California 92718-2016
미국

Captain Peter Charles TAMBLING, RD.
Weymouth and Portland Borough Council
Borough Engineers' Department
P.O. Box 21 - Municipal Offices
North Quay - Weymouth
Dorset DT4 8TA

영국

Mr. R. CREYNE (통신회원)
Louis Coiseaulcaai 2
B-8000 Brugge
벨기에

Mr. Gosta WINBERG (통신회원)
Slottsbacken 6
S-103 33 Stockholm
스웨덴

Dr.jur. Walther SCHWENCK(1992년 7월 1일까지)
Mr. Konrad STEINKAMPER(1992년 7월 1일 이후)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Robert Schuman Platz 1
D-53175 Bonn
독일

- 419 -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국제항만기술연구동향조사 및 기술

정보구축 연구용역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국제

항만기술연구동향조사 및 기술정보구축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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