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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완공에 따른 수질변화 모의

Water Quality Simulations After Completion of Saemangeum Reservoi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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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quality simulations on the Saemangeum inner reservoir have been carried out using EFDC model to understand water
quality variations caused by abrupt physical changes due to closing of tidal barrier. According to hydrodynamic simulation,
model reproduces not only outer regional dynamics but also inner superelevation very well.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of
water quality models accomplished using observed data taken before closing. Also sensitivity tests regarding riverine dis-
charges and tidal flats were done. Due to enlarging of always wet zone caused by super elevation on inner tidal flats, predicted
DO decreases at that region as a result of SOD. Moreover shrink of mixing zone after closing of dike causes deteriorating of
water quality showing DO as 2 mg/L during summer at Mangyeong and Dongjin estuaries, however it does not spread to mid-
dle part of the reservoir. Vertical stratification occurs after closing and shows vertical differences in DO concentration at least 6
mg/L to 7 mg/L in summer season. Most part of the reservoir is getting stratified and it leads to an oxigen deficit zone near bot-
tom. 

Keywords : EFDC, stratification, SOD, DO,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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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방조제 공사 이후 제한된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물리 환경이 크게 변화된 새만금호 내부의 수질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EFDC 모델을 이용한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수동역학 모델링 결과는 새만금 외해역의 순환양상 및 호 내부의
superelevation을 재현하는 등 관측결과와 부합된다. 방조제 공사 이전의 관측 자료를 이용한 수질 모델링의 보정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만경 및 동진강 유량과 조간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도 실시되었다. 여름철 만
경·동진강 입구역의 수심 평균된 DO 농도는 방조제 완공 이후 배수갑문을 통한 외해측과의 해수교환 영향력의 감소로 오
염물질 배제 기능이 상실되고 상시 침수 조간대의 확대로 인한 SOD 소비의 영향으로 인해 2 mg/L 정도 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호 중앙부는 개방된 배구갑문을 통해 소통되는 해수의 영향으로 인해 DO의 저하가 크게 심화되지 않는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만경·동진강 입구역 부근의 저층에서 급격한 산소소비로 여름철 연직방향의 DO 분포는 표저층간 6~7
mg/L의 큰 격차를 보이는 등 새만금호의 상류부 저층에서는 상당한 수질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핵심용어 : EFDC, 성층화, 저니토 산소소비, 용존산소, 수질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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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랜 난항 끝에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새만

금호는 수질 저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신시·가력 배수갑

문을 통해 해수 소통을 하고 있다. 새만금호는 아직 수문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이 상시 개방되어 있으나, 향

후는 홍수시의 내수위 조절 및 수리·수질관리 측면에서 인

위적인 조절을 시도하게 된다. 북미, 남미 그리고 호주에서

는 자연하구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간헐적인 방

류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염분 농도의 변화와 저니토 재부

유 유발과 단기간으로는 플랑크톤 양의 변화 등 하구개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Gladstone 등, 2006), 이

와 달리 현재 상시 개방된 신시·가력 두 배수갑문을 통하

여 해수가 소통되면서 새만금호 내부는 해수의 유출입 영향

으로 수리특성이 변화되었고 외해역은 부차적으로 수리 및

환경변화가 유발되고 있다. 방조제 완공 후 호 내부의 수리

특성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 서승원·조완희(2007)는 배수

갑문의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 소통은 인위적인 Tidal Inlet

의 특성을 띠며, 호 내부의 평균수위가 상승(Superelevation)

하는 등 새만금호 내부의 수리특성의 변화가 수리·수질 및

생태환경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새만금호 내부의 만경·동진강 하구역에 위치하는 조간대

는 하구의 순기능과 함께 주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으나,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조석의 영향력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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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조간대의 물리특성이 변화되고 하구의 순기능이 상실

되어 이러한 하구와 조간대의 기능 저하는 호 내부 수질 및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Zheng 등(2004)이 염습지(salt marsh)에서 SOD의 영향으로

수체내 DO가 급격히 소모되어 저하되는 것을 관측자료 및

dry-wet 처리를 통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새만금 물막이 이전의 기존 조간대와 달리 물리적으로 변화

된 환경이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간대에 관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 생태계 및 영양염 순

환을 다룬 연구(Odum, 1985)와 오염물질 제거 등에 관한

연구(Nakata 등, 1994)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물상을 중

심으로 한 연구(유선재·김종구, 1999)와 유기물 분해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김종구·유선재, 2001)등이 주를 이루며

근자에는 수치모델을 이용한 조간대(갯벌)의 수질정화능력을

산정한 연구(신범식·김규한, 2007)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후로 변화된 조

간대 물리적 특성이 반영된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의 호

내부의 수질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수리특성이 변화된 호 내부의 수질을

Superelevation과 조간대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동시에 고

려하여 평가하는 연구 내용을 다룬다. 본고에서 접근하고

제시하는 호 내부 평균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내부 조간대

의 물리특성 변화와 관련된 수체-저질간의 관계를 고려한

수질 변화 평가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의 수질을 예측·

평가한 다수의 기존 연구(해양수산부, 2005; 농어촌연구원,

2004; 서승원 등, 2006)에서는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호

내부의 평균수위 상승으로 인한 조간대의 물리적 변화 등

이 수질에 미치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연구

이다. 

2. 수치모델

2.1 3차원 EFDC 모델의 수립

방조제 완공 이후 호 내부의 상류에 분포된 기존의 조간

대 상당부가 일종의 salt marsh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배수갑

문을 통해 소통되는 제한된 해수 교환에 따른 저유속 및 저

니토에서의 산소 소모로 인한 수질 저하가 문제시 되므로,

새만금호와 같이 부분적으로 폐쇄된 하구호에서는 저니토와

수체와의 반응이 고려된 3차원 모델 적용이 수질 이해에 필

수적이다. 인공적 하구호의 유사 사례로 시화호에 대한 수질

모의와 향후 내부 개발 및 저니토 교란이 호의 수질에 미치

는 영향을 3차원 CE-QUAL-ICM(이하 ICM) 모델을 이용

하여 예측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저니토와 수체와의 2상

의 중요성과 그 영향이 호 전반에 미치는 것을 평가한 바

있다(서승원·김정훈, 2003).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에 적용

된(서승원 등, 2002; 서승원·김정훈, 2003) 수질모델인

ICM을 근간으로 하지만, 수동역학과 일체로 모의되는 3차원

의 EFDC 모델을 수치모델로 선정하였다. 

EFDC 모델은 3차원 수리·수질 모델로 연안, 강, 호수,

하구 등에 적용 가능하며 수리분야는 Hamrick(1992), 수질

분야는 Park 등(1995)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었다. EFDC

모델은 크게 Hydrodynamics, Water Quality, Sediment

Transport, Toxics 모듈로 나눠지며 수질모듈은 ICM에 기반

을 둔다(Park 등, 1995). 모의 가능한 수질인자는 22개이며

인자들 간의 상호 반응관계는 EFDC 사용자 지침서인

HEM-3D(Park 등, 199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생략

한다. 이 모델은 US EPA의 Public Domain에 공개된 후,

다양한 버전으로 발전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Dynamic

Solution사의 Craig(2004)에 의해 전·후처리 기능이 추가되

고 원시코드를 Fortran 95로 재코딩한 EFDC_DS 버전을

사용하였다. 

새만금호의 수질모의를 위해서는 호 내외부를 포함한 영역

을 설정하여 해수교환과 조석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계산의 효율성과 외해역 수질자

료의 부재 등을 감안하여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광역

모델과 내부모델로 구분하여 모의한다. 외해역이 포함된 광

역은 7500 개의 셀로 구성된 격자망을 이용하여 여기서 계

산된 수리특성이 호 내부의 모의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내부

모델은 1520 개의 셀로 구성하였다. 평면격자는 직교 곡면

형 선형좌표계(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를 사용하였고, 연직방향은 5개의 σ-level로 구성하였다. 광

역모델을 이용하여 방조제 완공 전·후의 호 내부 수리특성

을 계산하여 내부모델에 반영한 후 Temperature, Salinity,

chl-a, T-P, NH3-N, NO3-N, COD, DO에 대하여 계절적인

변화 등을 파악하도록 365일간 모의 하였다. 자세한 초기

입력조건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2 수체-저질 반응

하구 및 감조하천을 포함하는 연안해역에서 저층 퇴적물은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체에서 만들어진 유기물 중

수체에서 부패되지 않은 입자성 물질은 저층에 퇴적되면서

수체로 무기영양염을 용출하여 수체에서의 일차생산을 자극

하고, 저층 퇴적물 산소요구량(SOD)이 필요하여 무(빈)산소

증을 유발시켜 수질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환경부·과학기

술처, 1997).

이처럼 저층에 퇴적된 유기물은 수질오염을 심화 및 장기

화 시키는데, 시화호 저질의 영향을 평가한 서승원·김정훈

(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분적으로 폐쇄된 하구호 등에서

는 수체-저질간의 2상에 대한 상호작용 이해가 하구호 수질

해석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EFDC 모델의

수질 모듈은 기본적인 골격이 ICM과 같으며, 해저퇴적층 모

델(DiToroFitzpatrick, 1993)은 27개의 상태 변수의 모의가

가능하다. 퇴적층 모델의 반응기작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3

가지 과정으로 (1)입자성 유기물질이 수체로부터 퇴적층의

유산소 및 무산소층으로 퇴적되는 침강 과정과 (2)입자성 유

기물질이 퇴적층에서 광물화 되는 속성작용 과정, 그리고

(3)수용성 물질의 일부를 입자로 변환시켜 확산과 물질혼합

과정에 의해 유산소층으로 수송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환경

부, 1999). 본 연구에서는 저니토와 수체간의 용출 및 침강

을 고려한 수질모의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정체된 하구호

의 수질해석에 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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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동역학 모듈 검증 및 호 내부의 수리특성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호 내부의 수리특성 변화는 예견

하였던 바와 같이 매우 급작스럽게 변화한다. ADCIRC 모

델을 이용하여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의 수리특성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서승원·조완희(2007)는 해수 소통시

개방구간을 포함한 호 내부의 수리특성이 급변함을 제시하

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검토하지 못하였던 사항이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조제 완공 이전 M.S.L(Mean Sea

Level)을 기준으로 한 넓은 조간대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호 내부의 수위상승(superelevation)과 조위 변화

폭의 감소로 인하여 M.W.L(Mean Water Level)을 기준으로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조간대 지역은 22% 감소하며, 상시노출

지역(Dry Zone)은 19%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 적용되는 새만금 광역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에 제시된 정점(St.1)에서 방조제 2.7 km 개방

상황인 2005년 7~8월에 걸쳐 기 관측된 조석자료(군산지방

해양수산청, 2005)를 이용하여 수동역학 모듈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만금호 외해역에

서의 남북 및 동서방향의 유속과 조위를 잘 재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외해역과 마찬가지로 내부모델에 대한 호

내부의 수리특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1의 정점(St. 2)에서 방

조제 완공 후 관측된 호 내부의 수위상승(Superelevation)자

료(서승원·조완희, 2007)와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위곡선의 형태가 잘 모의되고 있다. 그

표 1. 계산입력조건

 새만금해역 격자망 수질모의를 위한 호 내부 격자망

Number of horizontal cells : 7500 
Time Interval (dt) : 10sec

Minimum mesh size : Δx=260 m, Δy=115 m
Maximum mesh size : Δx=2100 m, Δy=3000 m

Number of horizontal cells : 1520
Time Interval (dt) : 10sec

Minimum mesh size : Δx=200 m, Δy=120 m
Maximum mesh size : Δx=1660 m, Δy=1400 m

Number of Water quality state Variables : 6
 (ch-a, T-P, NH3-N, NO3-N, COD, DO)

그림 2. 퇴적층-수체간의 반응 (Park 등, 1995)

그림 3. 수동역학 모듈의 검증

그림 1. 새만금 광역 및 내부모델 수심과 Orthogonal 격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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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진폭의 크기가 서승원·조완희(2007)가 제시한

ADCIRC 모델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호 내

부의 평균수위 상승은 0.3 m로 관측치인 0.28 m와 잘 일치

되며, 호 내 수리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질모의 및 분석

4.1 기초자료 및 제한사항 

수질모의를 위해서는 자료를 구축한 기관이 다르더라도 매

우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집대성 되어야 하는데, 새만금호의

경우도 만족스러운 수질모의를 위해서는 양질의 기존 자료

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 주체인 농업기반공

사(현 한국농촌공사)를 비롯하여, 한국해양연구원 및 인근의

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 등에서 축척한 자료와 개별

연구진에 의해 관측된 자료가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이

다. 그중에서 외부의 연구자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질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기

반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2004-2005년 관측한 자료를 중점

적으로 이용하였으며, 관측된 수질인자들을 본 논문의 부록

편에 수록하였다. 관측 정점도는 그림 5에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 수질모의를 수행하기 위한 하천의 오염부하는

만경·동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관측한 만경B 와 동진

B 정점에서의 값을 사용하였고,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오염

부하로는 SM2와 동진3 정점에서의 관측 값을 사용하였다.

2004년도의 수질자료는 12개월, 2005년도는 5개월간 매월

관측된 수질자료를 수심 평균하여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그

러나 방조제 완공 후인 2006년의 수질자료는 확보하지 못하

여 외해 및 만경·동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인자들의 수

치는 매년 크게 변동함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04년도의 값

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호 내부의 수심자료는 2004, 2005년 2년간의 해저지형 자료

(농업기반공사, 2005)를 사용하였으나, 새만금 지역과 같이 대

규모 공사 지역에서는 공사시 투여된 상당량의 토사가 개방구

간에서의 강한 유속으로 인해 호 내부로 유입되어 퇴적되면서

급격한 해저지형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심에 대한 불확

실성이 내포되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갑문 운영이 매우

불규칙하므로 수질모의에서는 가력 및 신시 배수갑문을 상시

개방의 조건으로 설정하여 모의하였다. 호 내부로 유입되는 만

경·동진강의 하천 유량은 호 내 수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수질 측정은 유량과 함께 측정되어야 타

당하다. 그러나 수질과 유량을 측정 및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동시에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수질자료 또한 유량 측정이 배제된 측정 자료이므로, 이

러한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교부가 30년간

(1959-1988) 관측한 월평균 유량을 사용하였다(그림 6). 이 값

은 만경·동진강 유역의 오염물질 유출에 관한 고재원 등

(2002)의 연구에서 GIS 도구에 의해 산출된 유량의 검증자료로

이용되어 객관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처럼 실제 자연현상을

예측 및 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며 본

연구에서도 상기 제시된 제한사항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4.2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수질평가 목적으로 구축한 수질모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델 변수에 대한 보정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Cerco 등(1994)은 Chesapeake bay 지역에서 수년에 걸쳐

관측한 수질 값들의 상호 비교를 통해 ICM 모델의 내부

변수들에 대해 적정 값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ICM 모델을

골격으로 취한 EFDC 모델은 내부반응이 복잡하고 상호 작

용을 설명하는 변수가 많아 모델의 검보정에 어려움을 겪는

다. 새만금호에 적용하는 EFDC 모델의 수질 반응계수는 국

내에서 시화호에 EFDC 수질 모델의 근간인 ICM 모델을

적용하여 좋은 상관성 및 수질 재현성과를 얻은 바 있는 서

승원·김정훈(2003) 등에서 적용한 계수를 기초로 하였다.

국내 적용 예가 희박한 경우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안하

는 상수 및 변수(Bowie 등, 1985) 및 Cerco 등(1994)이

제시한 값을 준용함으로써 국내 적용 예가 없는 경우 등도

모델 검보정에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표 2 제시하였다. 

그림 4. 호 내부 수위상승 변화(Superelevation) 검증

그림 5. 새만금해역 수질 관측지점(농어촌기반공사, 2005)

그림 6. 만경·동진강의 월평균(1959-1988) 유량
(고재원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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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연구에 적용된 수질 반응계수 

Parameter Units Valuea Shiwhaho Studyb

algae nitrogen

PMc, Mdd, PMg day−1 2.5, 2.25, 2.5 FNRP 0.35 0.35

KHNX gNm−3 0.01 0.01 FNLP 0.55 0.55

KHPX gPm−3 0.001 0.001 FNDP 0.10 0.10

KHS gSim−3 0.05 FNIP 0.0 0.0
1FD 0.5* PNRX 0.0
1Io langleys 350* 110 FNLX 0.0

2Keb m−1 0.5* FNDX 1.0

 KeTSS m−1 per gm−3 0.0* FNX 0.0

KeChl m−1 per mgChlm−3 0.017 0.017 ANCX gN per gC 0.167 0.167

CChlX gC per mgChl 0.06 ANDC gN per gC 0.933 0.933

(Dopt)X m 1.0 1.0 KRN, KLN, KDN day−1 0.05, 0.075, 0.015

(Is)min 40.0 40.0 KRNalg, KLNalg, KDNalg day−1 per gCm−3 0.0, 0.0, 0.0 

CIa, CIb, CIc 0.7, 0.2, 0.1 Nitm oC 0.07

TMc, TMd, TMg oC 27.5, 20.0, 25.0 27.5, 20.0, 25.0 KHNitDO gO2m
−3 1.0

KTG1c, KTG2c
oC−2 0.005, 0.004 0.005, 0.004 KHNitN gNm−3 1.0

KTG1d, KTG2d
oC−2 0.004, 0.006 0.004, 0.006 TNit oC 27.0

KTG1g, KTG2g
oC−2 0.008, 0.01 0.008, 0.01 KNit1 oC−2 0.0045

STOX ppt 1.0 KNit2 oC−2 0.0045

BMRc, BMRd, BMRg day−1 0.04, 0.01, 0.01 oxygen

TRX
oC 20.0 20.0 KHCOD gO2m

−3 1.5

KTBX
oC−1 0.069 KCD day−1 20.0

PRRc, PRRd, PPRg day−1 0.01, 0.215, 0.215 TRCOD
oC 20.0 20.0

WSc, WSd, WSg mday−1 0.0, 0.35, 0.1 KTCOD
oC−1 0.041 0.046

carbon AOCR gO2 per gC 2.67 2.67

FCRP 0.35 0.35 AONT gO2 per gN 4.33 4.33

FCLP 0.55 0.55 Kro 3.933

FCDP 0.10 0.10 KTr 1.024

FCDX 0.0 silica

WSRP, WSLP mday−1 1.0, 1.0 FSPP 1.0

KHRX gO2m−3 0.5 FSIP 0.0

KHORDO gO2m−3 0.5 FSPd 1.0

KRC, KLC, KDC day−1 0.005, 0.075, 0.01 FSId 0.0

KRCalg, KLCalg, KDCalg day−1 per gCm−3 0.0, 0.0, 0.0 ASCd gSi per gC 0.5

TRHDR, TRMNL
oC 20.0, 20.0 20.0, 20.0 KSAp per gm−3 0.0*

KTHDR, KTMNL
oC−1 0.069, 0.059 KSU day−1 0.03

KHDNN gNm−3 0.1 TRSUA
oC 20.0 20.0

AANOX 0.5 0.5 KTSUA
oC−1 0.092 0.092

본 연구에서 취한 새만금호의 수질 검증 및 보정 방법은

2004년(개방구간 2.7 km) 당시의 1년간의 수심 평균한 수질

자료(농업기반공사, 2005)를 가지고 모델 변수에 대한 보정

을 진행하였고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계산 결과의 제시는 지면의 제약으로 모의된 인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DO와 COD만을 대상으로 한다. 타 수질 항목의

모의 결과 및 검토는 본 연구의 공동저자의 학위논문(이화영,

2007)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모델의 보정결과가 제시된 그림 7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입

구에 위치하는 정점 St. M1과 St. D1의 경우 수심 평균된

DO 및 COD는 2004년도 1년간 모든 계절에 비교적 수심

평균한 관측치와 일치됨을 보이고 있으나, 특이하게 7월의

경우 다른 값을 나타내는데, 이유는 앞서 제한사항으로 제시

한 바와 같이 수질모의에서 실제적인 풍수 및 홍수시의 유

량이 반영되지 못하고 월 평균된 하천유량 자료를 사용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호 중앙에 위치하는 정점 St.

M2와 St. D2의 경우, 두 정점 모두 DO와 COD는 계절적

인 특성을 보이며 매우 높은 신뢰도 내에서 관측치와 일치

함을 나타낸다. 모델 검증결과가 제시된 그림 8에서도 강

입구역에 위치하는 정점과 호 중앙 내부에 위치하는 정점에

서 매우 높은 신뢰도 내에서 관측치와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만금호의 평면적인 수심 평균된 수질변화(D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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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역시 그림 9에 제시된 것처럼 뚜렷한 계절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개방구간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4.3 민감도 분석

초기조건의 불확실성 및 적용된 매개변수의 상호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

자료 이외에 만경·동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량을 월 평

균된 하천유량으로 취한 제한사항과 호 내부의 변화된 조간

대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민감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량은 월

평균 유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여(base line), 이를 50% 감소

및 증가시켜 변화정도를 검토하였다. 반응하는 수질변화의

결과는 수심 평균된 자료로 그림 10에 제시된다. 하천 유량

의 경우 St. M1 과 St. D1에서 유량에 따라 수체에 용존

된 산소의 농도가 변화되어 소폭의 증가 및 감소를 보였지

만, St. M2 와 St. D2 정점에서는 유량에 따른 차이를 알

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비교적 수심이 낮은 만경·동진강 유

역에서는 유입되는 하천유량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수

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호 내의 정점에서는 그 변동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 유량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

표 2. Continued

Parameter Units Valuea Shiwhaho Studyb

phosphorus

FPRP 0.1 0.1

FPLP 0.2 0.2

FPDP 0.5 0.5

FPIP 0.2 0.2

FPRX 0.0

FPLX 0.0

FPDX 1.0

FPIX 0.0

WSS mday−1 1.0

KPoAp per gm−3 0.04*

CPprm1, CPprm2 gC per gP 42, 85 42, 85

CPprm3 per gPm−3 200

KRP, KLP, KDP day−1 0.005, 0.075, 0.1

KRPalg, KLPalg, KDPalg day−1 per gCm−3 0.0, 0.0, 0.2

suggested by manual (Park 등(1995))
busing CE-QUAL-ICM (Suh 등(2001), 서승원·김정훈(2003))
1temporally varying input
2spatially varying input
*applying present study

그림 7.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의 수질자료(DO·COD)를 이용한 모델 보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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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조간대 처리 여부에 따른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

간대 처리에는 침수를 판단하기 위한 수심을 0.15 m, 노출을

판단하기 위한 수심을 0.1 m로 설정하여 침수와 노출을 고

려하도록 하였고 조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 내부

의 만조시 조위인 2.5 m를 최소수심으로 설정하여 항상 잠

겨 있는 상태로 모의하였다. 조간대 처리시 노출면의 수질은

그림 8.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의 수질자료(DO·COD)를 이용한 모델 검증 (2005년)

그림 9.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 수질(DO)의 계절적인 평면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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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지 않고 침수시에만 수체-저층간의 용출 및 침강작용

이 고려되어 계산된다. 민감도 분석 결과, 하천유량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림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강 입구역의 정점(St. M1, St.

D1)에서 하천유량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이며,

호 내부 두 정점(St. M2, St. D2)에서도 다소 차이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만금호 내부 수질모의시

조간대의 고려가 하천 유량과 같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하지만, 보다 정도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방조제 완공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4.4.1 시공간적인 변화

새만금호 제방 완공 전후로 수동역학 변화가 급격하게 발

생하며(서승원·조완희, 2007), 이에 따른 수질변화가 수반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심 평균된 DO에 대하

여 계절적인 평면분포를 도시하여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완

공 전 그림 9의 계절적 분포와 비교하여 완공 후인 그림

12의 결과를 분석하면, 여름과 가을철 상류의 오염부하 영향

으로 배수갑문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만경·동진강 입구 및 조간대 등에서 빈산소 현상이 나타나

그림 10. 만경 및 동진강 유량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그림 11. 새만금호 조간대 고려 유무에 따른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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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면적인 농도의 비교는 정량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어 특정 비교 정점에서의 계절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b)에 제시된 정점들에서의 수심 평균된 DO 및

COD에 대한 모의결과를 분석한다. 결과가 수록된 그림 13

을 살펴보면 배수갑문의 영향을 받는 정점 St. M2의 수심

그림 12.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수질(DO)의 계절적인 평면분포

그림 13.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후의 DO-COD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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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된 DO 및 COD 농도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St. D2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DO의 경우 2 mg/L, COD의 경우 1 mg/L 내외의 감

소만 보일뿐 방조제 완공 전(2004년)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반면 배수갑문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정점 St. M1

과 St. D1에서는 모의 시작부터 DO와 COD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봄철인 4월경부터 수질변화가 발생되는데, 정점 St.

M1의 DO의 경우, 11 mg/L에서 9 mg/L로 감소하며 여름철

(8월)에는 4 mg/L 에서 2 mg/L 정도로 감소된다. COD의

경우는 봄철과 여름철에 2~4 mg/L 가량 증가되고, 겨울철에

2 mg/L 가량 감소하여 나타난다. 정점 St. D1의 DO의 경

우 정점 St. M1의 결과보다 전체적으로 2배 정도의 감소폭

을 보이는데, 봄철에는 13 mg/L 에서 9 mg/L로 감소하며,

여름철의 경우 6 mg/L 에서 2 mg/L 로 감소하여 여름철(8

월)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대체로 2 mg/L 내외의 편차를 보

이나, 이후에는 4 mg/L 정도의 큰 차이를 나타낸다. COD의

경우 전체적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전보다 1 mg/L 감소한

경향을 보이며, 겨울철(12월)에는 2 mg/L 이상의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방조제 완공 후, 축소된 개방구간인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

가 소통되면서 발생하는 수위상승 등 호 내부의 물리적인

변화로 만경·동진강 입구역에서는 수질저하가 우려되는데,

이는 방조제 완공 이후 부분적으로 폐쇄된 호 내부에서 제

한된 배수갑문을 통한 외해측과의 해수교환 영향력이 감소

하여 만경·동진강 유역의 오염물질 배제(flusihing)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호 내 수질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특히 동진측(St. D1, St. D2)의 수질저하는 서승원·조

완희(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새만금 방조제 완

공 후 개방구간의 축소로 인한 호 내부 수위변화의 폭이 감

소되어 새만금호 남단 동진측에 위치하는 넓은 조간대가 상

시 노출지역으로 바뀌면서 축소된 개방구간으로 유입되는 해

수가 충분히 동진측까지 혼합되지 못하는 폐쇄 호소의 특성

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4.2 수질의 연직구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방조제 완공 후 정체된 수동역학

적 특성에 기인되어 연직방향의 수질이 시공간적으로 달라

질 수 있는 등의 특이성이 있다. 특히 흐름이 약한 내만 해

역에서는 하계수온 상승에 의한 수온성층화, 유역의 담수유

입 및 대기로부터의 강수유입에 의한 염도성층화 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박상근, 1998; Smith 등, 1996; 조홍연

등, 2002) 앞서 제시된 특정 비교 정점에서 수온과 염분의

연직방향의 구조를 DO와 연관 지어 분석한다. 

연직방향 수온 구조 변화가 제시된 그림 14를 살펴보면,

방조제 완공 전인 2.7 km 개방시(2004년)에는 St. M1 정점

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연직방향으로 균등한 분포를 보이

나, 방조제 완공 후인 배수갑문 개방시(2006년)에는 작게는

1oC에서 크게는 5oC 내외의 변화를 보이는 등 여름과 가을

에 일부 성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염분의 연직방향 변화는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조제 완공 전의 정점 St.

M1에서는 염분의 성층화 현상이 방조제 완공 전·후와 동일

하게 나타나지만 외해로부터의 영향력 감소와 담수의 유입으

그림 14.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후 수온의 계절적인 연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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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후 염분의 계절적인 연직분포

그림 16.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후 DO의 계절적인 연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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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염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정점 St.

D1에서도 방조제 완공 전에는 겨울과 가을철에 비교적 약한

성층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완공 후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작

게는 2‰에서 크게는 10‰ 이상의 표·저층간의 차이로 인해

강한 성층화 현상 나타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호 내부 중앙

의 두 정점 St. M2와 St. D2에서도 방조제 완공 전에는 성

층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완공 후 표·저층간의 차

이는 겨울철에 1‰ 내외, 여름철에 1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런 성향은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모의되었다. 이러한 성층화 현상은 내부 연직방향으로의

혼합 확산작용이 크게 둔화된 결과이며, 향후 수질 오염이 장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림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방조제 완공 후 DO의 성층

화 현상은 모든 정점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성층화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여름과 가을철에 강 입구역의

정점 St. M1과 St. D1에서 DO의 연직방향 변화는 방조제

완공 전(2004년)에는 표·저층간 1 mg/L 내외의 변화를 보

이지만, 방조제 완공 후(2006년)에는 최대 7 mg/L에서 최소

2 mg/L 내외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름철 저층에서의 농도

는 매우 급격하게 저하되어 무산소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

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여름철의 DO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입되고 육상에 기원한 유기

물질이 저층에 퇴적되면서 이를 분해하기 위한 퇴적물 산소

요구량(SOD)이 증가되는(박준건 등, 2006)등, 저질과 수체간

의 상호작용이 변화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

니라 성층화 기간 동안 연직방향 DO의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온 및 염도성층에 의한 표·저층간의

물질교환 저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

홍연 등(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은 결과이다. 

5. 결 론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수리특성이 변화된 호 내부의

수질을 평가하고자 저니토와 수체간의 반응을 고려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실제 모의에 앞서 수질모델의 검보정이 선행

되어졌는데, 2004년의 수질자료를 이용한 보정과 2005년 5

개월간 모델의 검증을 통하여 수질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이와 함께 모델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

질 모의시에는 하천의 유량과 같이 조간대 처리 또한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심 평균된 모의 결과에 따르면, 방조제 완공 후 배수갑

문만을 통해 소통되는 해수의 영향력 감소로 만경·동진강

하구의 기능이 상실되어 여름과 가을철 강 입구역 등에 빈

산소 현상이 나타난다. 여름철의 만경·동진강 입구역에서

수심 평균된 DO 농도는 방조제 완공 전(2004년) 4~6 mg/L

에서 완공 후(2006년) 2 mg/L 정도로 감소된다. 연직방향의

변화에서도 방조제 완공 전에는 표·저층간 1 mg/L 내외의

차이를 보이나 완공 후에는 6 mg/L 에서 7 mg/L 의 큰 차

이를 보이며, 호 내 저층에서 DO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

여 무산소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수질 특성은

수온 및 염도성층에 의한 표·저층간의 물질교환 저해와 더

불어 퇴적물 내 유기물들의 분해 작용에 의한 산소소비

(SOD)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호 내부 수리특성 변화에 기인된 만

경·동진강 하구의 기능 저하로 저층에 퇴적되는 유기물이 자

정되지 못하고 상당량의 DO 농도를 소모시키는 등 수체-저질

간의 물질순환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

질모의시의 제한사항들을 감안하더라도 반폐쇄 인공하구호로

변화된 호 내부수질은 저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향후 내제방 공사시 저니토의 교란이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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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2004년 만경강(만경B)의 수질관측 자료

Month Temperature
(oC)

Salinity
(‰)

Chl-a
(mg/m3)

DO
(mg/L)

COD
(mg/L)

NH3-N
(mg/L)

NO3-N
(mg/L)

T-P
(mg/L)

1* 6.3 2.1 12.7 9.5 9.1 4.662 1.192 0.350

2* 6.9 1.0 11.3 10.3 9.4 4.657 0.575 0.444

3 7.4 0.1 9.8 10.9 9.6 4.653 0.074 0.521

4 14.0 3.5 116.7 7.5 16.6 3.488 0.142 0.638

5 18.3 0.4 20.1 6.0 10.6 3.561 0.134 0.401

6 24.1 1.2 64.1 5.4 15.8 4.188 0.285 0.718

7 23.8 0.1 6.6 8.2 7.4 0.582 0.096 0.276

8 32.1 6.0 174.2 5.5 14.8 2.124 0.181 0.156

9 20.2 0.1 10.9 5.1 7.0 1.006 0.118 0.427

10 23.7 2.2 28.3 7.0 8.8 1.149 0.192 0.428

11 15.7 0.4 26.0 7.5 9.3 3.916 0.134 0.400

12 9.8 0.6 24.8 10.1 8.0 2.870 2.080 0.321

주) 농업기반공사(2005)의 자료를 수심 평균한 것임.
* 2004년 1-2월 만경·동진강의 수질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2003년 12월의 자료를 가지고 보간하여 사용하였음.

2. 2004년 동진강(동진B)의 수질관측 자료

Month Temperature
(oC)

Salinity
(‰)

Chl-a
(mg/m3)

DO
(mg/L)

COD
(mg/L)

NH3-N
(mg/L)

NO3-N
(mg/L)

T-P
(mg/L)

1* 5.1 6.6 21.0 8.3 10.1 1.419 1.697 0.918

2* 5.0 8.9 35.1 8.2 8.7 1.199 0.779 0.545

3 5.0 10.6 97.9 8.1 7.6 1.020 0.033 0.242

4 15.4 30.2 68.9 15.5 12.6 0.058 0.024 0.247

5 23.2 0.1 24.9 5.1 12.4 2.284 0.145 0.479

6 23.7 4.6 43.1 6.5 7.2 0.884 0.169 0.168

7 24.1 0.1 10.1 7.8 5.9 0.202 0.051 0.159

8 31.4 16.9 40.6 4.6 7.2 0.393 0.034 0.085

9 19.2 0.1 11.9 7.4 8.7 0.164 0.032 0.364

10 23.0 4.2 32.5 6.0 5.6 0.210 0.033 0.179

11 15.1 5.8 32.3 8.6 6.4 0.798 0.075 0.140

12 10.8 1.6 18.7 10.7 7.2 0.894 2.06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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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 외해(동진3)의 수질관측 자료

Month Temperature
(oC)

Salinity
(‰)

Chl-a
(mg/m3)

DO
(mg/L)

COD
(mg/L)

NH3-N
(mg/L)

NO3-N
(mg/L)

T-P
(mg/L)

1 4.4 31.9 2.5 13.0 1.6 0.046 0.153 0.017

2 4.4 31.7 0.8 12.7 1.4 0.017 0.187 0.022

3 5.2 31.5 2.9 10.8 1.8 0.041 0.003 0.021

4 5.2 31.2 7.9 15.0 1.4 0.005 0.011 0.005

5 12.9 31.1 1.5 9.5 3.2 0.093 0.003 0.007

6 17.5 30.9 3.6 8.4 2.6 0.016 0.001 0.048

7 20.5 28.6 7.8 10.0 3.8 0.023 0.004 0.046

8 25.4 30.3 3.1 7.1 2.4 0.044 0.002 0.001

9 22.4 29.8 2.8 8.7 2.4 0.065 0.034 0.043

10 19.6 30.5 2.0 8.6 1.8 0.057 0.029 0.052

11 15.9 31.0 1.7 10.4 2.0 0.051 0.010 0.019

12 11.8 32.1 0.8 11.2 2.8 0.055 0.015 0.045

4. 2005년 외해(SM2)의 수질관측 자료

Month Temperature
(oC)

Salinity
(‰)

Chl-a
(mg/m3)

DO
(mg/L)

COD
(mg/L)

NH3-N
(mg/L)

NO3-N
(mg/L)

T-P
(mg/L)

1 4.5 30.8 1.4 11.2 1.2 0.055 0.157 0.021

2 4.2 31.7 1.4 12.3 0.4 0.001 0.185 0.022

3 5.2 31.4 3.7 12.3 1.6 0.035 0.003 0.022

4 7.8 31.2 9.3 16.0 1.5 0.010 0.001 0.005

5 12.6 31.0 2.2 10.0 2.9 0.130 0.003 0.012

6 17.4 31.0 3.5 11.1 3.2 0.030 0.000 0.039

7 19.8 28.0 9.5 8.6 3.3 0.079 0.011 0.055

8 25.7 25.7 3.8 5.5 3.2 0.039 0.003 0.014

9 22.3 30.3 2.7 8.0 2.2 0.059 0.034 0.062

10 19.6 30.3 1.7 8.2 2.5 0.080 0.030 0.059

11 16.1 32.1 2.9 10.4 2.0 0.032 0.007 0.014

12 12.2 32.1 0.8 11.2 2.6 0.037 0.088 0.056

5. 2005년 만경강(만경B)의 수질관측 자료

Month Temperature
(oC)

Salinity
(‰)

Chl-a
(mg/m3)

DO
(mg/L)

COD
(mg/L)

NH3-N
(mg/L)

NO3-N
(mg/L)

T-P
(mg/L)

4 18.3 11.0 192.4 6.1 36.4 3.400 1.311 1.867

5 17.8 6.2 99.5 4.0 22.4 4.122 0.866 0.612

6 23.8 1.3 250. 4.2 12.8 2.430 1.629 0.386

7 24.9 0.2 8.1 5.4 6.4 0.890 2.533 0.238

8 28.8 0.1 26.2 5.3 9.8 0.509 1.651 0.487

6. 2005년 동진강(동진B)의 수질관측 자료

Month
Temperature

(oC)
Salinity

(‰)
Chl-a

(mg/m3)
DO

(mg/L)
COD

(mg/L)
NH3-N
(mg/L)

NO3-N
(mg/L)

T-P
(mg/L)

4 18.2 15.4 39.8 8.5 9.6 0.186 0.652 0.122

5 17.9 10.8 41.8 5.8 8.0 0.776 0.848 0.142

6 25.6 1.7 15.1 6.0 11.6 1.433 1.398 0.199

7 26.0 0.1 40.7 5.4 9.7 0.474 1.907 0.286

8 27.1 0.2 18.3 7.0 8.8 0.242 1.398 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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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5년 외해(동진3)의 수질관측 자료

Month Temperature
(oC)

Salinity
(‰)

Chl-a
(mg/m3)

DO
(mg/L)

COD
(mg/L)

NH3-N
(mg/L)

NO3-N
(mg/L)

T-P
(mg/L)

4 12.5 32.1 0.4 9.8 1.6 0.008 0.015 0.036

5 14.5 32.0 1.5 11.2 1.4 0.015 0.000 0.025

6 18.4 30.1 2.9 9.3 1.6 0.016 0.001 0.015

7 22.7 28.1 4.4 7.0 2.2 0.185 0.183 0.022

8 25.1 28.4 1.3 7.8 2.2 0.091 0.090 0.032

8. 2005년 외해(SM2)의 수질관측 자료

Month Temperature
(oC)

Salinity
(‰)

Chl-a
(mg/m3)

DO
(mg/L)

COD
(mg/L)

NH3-N
(mg/L)

NO3-N
(mg/L)

T-P
(mg/L)

4 11.8 31.7 3.9 10.3 2.0 0.007 0.002 0.032

5 13.0 31.9 1.5 12.0 0.8 0.013 0.002 0.018

6 17.5 31.2 3.2 9.5 2.0 0.028 0.004 0.008

7 22.3 30.0 5.0 7.7 1.8 0.138 0.154 0.018

8 26.1 21.3 3.2 8.3 2.6 0.398 0.353 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