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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분야수자원분야수자원분야수자원분야2.12.12.12.1

명품 배수갑문명품 배수갑문명품 배수갑문명품 배수갑문2.1.12.1.12.1.12.1.1

경관성경관성경관성경관성2.1.22.1.22.1.22.1.2 위치 적정성위치 적정성위치 적정성위치 적정성2.1.32.1.32.1.32.1.3 치수안정성치수안정성치수안정성치수안정성2.1.42.1.42.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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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과 도로의 위치관계수문과 도로의 위치관계수문과 도로의 위치관계수문과 도로의 위치관계2.1.52.1.52.1.52.1.5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기본설계기본설계기본설계기본설계 배수갑문 해측배치배수갑문 해측배치배수갑문 해측배치배수갑문 해측배치( )( )( )( ) 비교안비교안비교안비교안 배수갑문 호측배치배수갑문 호측배치배수갑문 호측배치배수갑문 호측배치( )( )( )( )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방 류 유 속방 류 유 속방 류 유 속방 류 유 속 소통원활 교각주변 고속와류 발생➜안전도 저감파랑 염분파랑 염분파랑 염분파랑 염분⋅⋅⋅⋅ 해측에서 차단➜수문중 일부시설에 영향 호측 일부까지 영향➜수문 교각 등 대부분 피해,설 치 사 례설 치 사 례설 치 사 례설 치 사 례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주요시설 다수, , 없음검토결과검토결과검토결과검토결과 수문개방시의 고속방류유속 파랑 염분피해 등에 의한 구조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감세공 설치감세공 설치감세공 설치감세공 설치2.1.62.1.62.1.62.1.6

유도유도유도유도Hydraulic JumpHydraulic JumpHydraulic JumpHydraulic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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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범람 예측홍수범람 예측홍수범람 예측홍수범람 예측2.1.72.1.72.1.72.1.7

모형 구동결과모형 구동결과모형 구동결과모형 구동결과(1)(1)(1)(1) 시간시간시간시간48484848 시간시간시간시간60606060 시간시간시간시간72727272

침수심 모의결과침수심 모의결과침수심 모의결과침수심 모의결과(2)(2)(2)(2) 침수심 모의지점침수심 모의지점침수심 모의지점침수심 모의지점 침수예상지역침수예상지역침수예상지역침수예상지역 모의모의모의모의지점지점지점지점 침수심침수심침수심침수심 (m)(m)(m)(m)시간시간시간시간48484848 시간시간시간시간60606060 시간시간시간시간72727272NO.1NO.1NO.1NO.1 23.29 23.67 23.00NO.2NO.2NO.2NO.2 23.59 23.96 23.30NO.3NO.3NO.3NO.3 22.74 23.09 22.46NO.4NO.4NO.4NO.4 21.74 22.07 21.46NO.5NO.5NO.5NO.5 8.58 8.88 8.30NO.6NO.6NO.6NO.6 6.27 6.57 6.00NO.7NO.7NO.7NO.7 7.65 7.95 7.39NO.8NO.8NO.8NO.8 4.66 4.95 4.49NO.9NO.9NO.9NO.9 2.08 2.31 1.93
비상대처계획비상대처계획비상대처계획비상대처계획2.1.8 (EAP)2.1.8 (EAP)2.1.8 (EAP)2.1.8 (EAP)지정대피시설지정대피시설지정대피시설지정대피시설 EAP MAPEAP MAPEAP MAPEAP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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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야항만분야항만분야항만분야2.22.22.22.2

자연여건을 고려한 계획자연여건을 고려한 계획자연여건을 고려한 계획자연여건을 고려한 계획2.2.12.2.12.2.12.2.1

안정성을 고려한 시설계획안정성을 고려한 시설계획안정성을 고려한 시설계획안정성을 고려한 시설계획2.2.22.2.22.2.22.2.2

연약지반처리로 안전성 확보∙차수확보용 쉬트파일 설치∙ 단계별 피복으로 토사유출방지∙세굴방지공 설치∙ 안전을 확보하는 터파기와 이격∙ 거리 확보(FS=1.34)
해수유입을 방지하는 문비계획해수유입을 방지하는 문비계획해수유입을 방지하는 문비계획해수유입을 방지하는 문비계획2.2.32.2.32.2.32.2.3 설계기준 설계고조위 도파고설계기준 설계고조위 도파고설계기준 설계고조위 도파고설계기준 설계고조위 도파고： ＋： ＋： ＋： ＋ 문비높이 검증문비높이 검증문비높이 검증문비높이 검증

자유수면 변동특성 해석CADMAS-SURF( )∙ ➜파랑에 의한 월파 미발생문비높이 10.5m∙ ： ➜ 로 증고11.5m
설계특화내용설계특화내용설계특화내용설계특화내용2.2.42.2.42.2.42.2.4천해설계파 실험천해설계파 실험천해설계파 실험천해설계파 실험 폭풍해일 실험폭풍해일 실험폭풍해일 실험폭풍해일 실험 유동 실험유동 실험유동 실험유동 실험 퇴적물이동 실험퇴적물이동 실험퇴적물이동 실험퇴적물이동 실험

∙배수갑문 1.30m 가체절, 1.29m 폭풍해일고 0.73m∙ ∙설계유속 적용0.1m/s ∙ 침 퇴적 변화0.1~0.4cm/y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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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갑문 구조분야배수갑문 구조분야배수갑문 구조분야배수갑문 구조분야2.32.32.32.3

구체안전성 검토구체안전성 검토구체안전성 검토구체안전성 검토2.3.12.3.12.3.12.3.1 언 주 형 상언 주 형 상언 주 형 상언 주 형 상 단 면 검 토단 면 검 토단 면 검 토단 면 검 토
상세검토상세검토상세검토상세검토2.3.22.3.22.3.22.3.2 수화열 해석수화열 해석수화열 해석수화열 해석 염소이온 침투해석 및 내구성 평가염소이온 침투해석 및 내구성 평가염소이온 침투해석 및 내구성 평가염소이온 침투해석 및 내구성 평가

균열지수 을 확보할 수 있는 타설계획 수립1.20∙ 구조물의 목표내구연한 년 이상 확보100∙비선형 균열진전해석비선형 균열진전해석비선형 균열진전해석비선형 균열진전해석 내진안전성 검토내진안전성 검토내진안전성 검토내진안전성 검토(FSSI)(FSSI)(FSSI)(FSSI) 진동해석진동해석진동해석진동해석
∙허용균열폭 이하로 안전함0.386mm ∙발생 14.17cm： ＜허용 30.0cm： ∙고유진동수 이하 공진가능성 없음875rpm ,동파랑 안전성 검토동파랑 안전성 검토동파랑 안전성 검토동파랑 안전성 검토 개폐장치부 해석개폐장치부 해석개폐장치부 해석개폐장치부 해석 문비설치부 해석문비설치부 해석문비설치부 해석문비설치부 해석
∙발생 허용0.84MPa < 14.0MPa： ： ∙발생 허용0.60MPa < 1.02MPa： ： ∙발생 12.60MPa： ➜인장철근 보강

공도교 안전성 검토공도교 안전성 검토공도교 안전성 검토공도교 안전성 검토2.3.32.3.32.3.32.3.3대표 횡단면도대표 횡단면도대표 횡단면도대표 횡단면도 상연응력도상연응력도상연응력도상연응력도 하연응력도하연응력도하연응력도하연응력도
∙발생인장 허용인장1.137MPa< 1.58MPa： ：∙발생압축： 허용압축12.526MPa< 16.0MPa： ∙발생인장： 허용인장1.226MPa< 1.58MPa：∙발생압축： 허용압축14.768MPa< 16.0MPa：∙경간장 5@71 355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