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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탐방 

01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현장탐방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현장은 스웰로 인하여 하역작업

이 중단되고 있는 포항신항의 항내 정온도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제 700m(케이슨 15함)건설과 항내 선박 접•이안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1파제제 일부(105m/392m)를 제거하는 공사로 2016

년 7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수주한 사업이다.

본 고에서는 설계의 주요 특장점 및 당 현장에 적용된 주요공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공사개요 

공사명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발주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사업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전면해상 일원

사업비 84,344억원(관급 및 기타 82억원 포함)

공사기간 2016.10.17 ~ 2020.09.25 (48개월)

공사개요

• 도제신설 700m(케이슨 15함)
• 파제제 제거 및 보강(준설 5.6만㎥)
• 부대공 1식(오탁방지막, 등부표 등)

3-1. 항내 정온도를 확보한 방파제

도제 상부공 단면을 월파저지 능력이 우수하며, 내파에 안정성이 

높은 형식인 복합사면 반파형 형식으로 적용하였고, 케이슨(제간부)

단면을 전달파 및 반사파 저감 능력이 우수한 유선형 오픈슬릿 케

이슨 형식으로 설계에 적용하여 항내 정온도 확보를 통한 항만가동

율을 상승시키도록 설계되었다. 

글 김영준 ＼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현장 과장 ＼ 전화 054-256-9908 ＼ E-mail kjy182000@ssyenc.com

토목

[그림 1] 포항신항 전경

[그림 2] 포항신항 조감도

3. 설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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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설계 

파제제 제거 시 친환경 공법(E.D.C.S공법, Buster공법)을 설계에 적

용함으로써, 해양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다중의 오탁방지막(이동식, 수하식, 자립식) 설치를 설계

에 반영함으로써 기초공(굴착, 투하 등) 공종 진행시 발생되는 부유

사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었다.

 

3-3. 초대형 F/D선(42,000Ton) 활용  

케이슨 제작시 시공실적이 다수인 초대형 F/D선을 활용하여 제작

함으로써, 과다침하가 발생 예상되는 제작장의 한계극복과 한정된 

부지로 인한 인접한 타현장(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 제4부두 개축

공사,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 1단계 2공구)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원

활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설계되었다. 

 

4-1. 케이슨 및 상부공 단면 

1) 개요

설계의 기본방향은 월파방지 능력이 우수하고, 파압이 작은 형식으

로 기존 연구사례 검토 및 모형실험 후 효과가 가장 우수한 형식을 

적용하였다.

 

2) 항내정온도 확보 대책

포항지역은 너울성 파랑 발생해역으로 월파방지를 위하여 마루높

이를 DL(+)6.5m에서 DL(+)9.0m로 증고하여 월파량을 99.8% 저감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케이슨(제간부) 형식을 유선형 오픈슬릿 형식

으로 선택 및 유수실 폭을 7.0m로 설계하여 월파 및 파력분산으로 

구조물에 미치는 전달파 및 반사파를 저감하여 내파안정성을 확보

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2  마루높이별 월파량(수치파동수로 실험)

구분 DL(+) 6.5m DL(+) 7.5m

수치
모형
실험

월파량 0.050㎥/m•s 0.023㎥/m•s

구분 DL(+) 8.5m DL(+) 9.0m

수치
모형
실험

월파량 0.010㎥/m•s 0.007㎥/m•s

572018

4. 주요 시공법

[그림 3] 도제 신설(제간부) 표준단면도

[그림 4] 친환경공법(파제제 제거)

[그림 5] 다중 오탁방지막 설치

[그림 6] F/D선(Floating Dock)제원

등대:건식절단(E.D.C.S)공법 상치:Buster 공법

CADMAS-SURF

CADMAS-SURF

CADMAS-SURF

CADMAS-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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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케이슨(제간부) 단면별 특성표

구분
유선형 오픈슬릿 

케이슨
절곡형 오픈스릿 

케이슨
반원형 오픈슬릿 

케이슨 

단면
형상

수리
특성

월파량(㎥/m·s) 월파량(㎥/m·s) 월파량(㎥/m·s)

0.0003 0.0003 0.0003

전 달 율 전 달 율 전 달 율

0.062 0.062 0.062

VE/
LCC

P 94.1 P 84.1 P 88.8

C 1.000 C 1.021 C 1.098

V 94.1 V 82.4 V 80.9

표 4  상치형상별 특성표

구분 전면직립형 전면사면형 전면반파형 복합사면반파형

상치
형상

수리
모형
실험

VE/
LCC

P 80.0 P 87.1 P 39.9 P 95.8

C 1.235 C 1.037 C 0.975 C 1.000

V 64.8 V 84.0 V 92.2 V 95.8

월파량 0.0005㎥/m•s 0.0032㎥/m•s 0.0003㎥/m•s 0.0003㎥/m•s

3) 개선사항

수리모형 실험결과 50년 빈도 파랑에 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사율은 0.62~0.63, 전달율은 

0.043~0.062을 보임으로써 설계파(파고 5.7m, 주기 12.41sec) 조건

에서 월파는 0~0.0003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설계단면이 월파방

지능력이 우수하여 완공 후 파랑의 영향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4-2. 환경영향 최소화

1) 부유사 관련

부유사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 다중 설치 

및 대형 그래브준설선(18.0㎥) 반입으로 공종기간을 단축하여 준설

공 진행시 부유사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① 오탁방지막 다중 설치관련 

 

표 5  부유사 확산실험 결과표

실험안
1.0mg/
L(km²)

3.0mg/
L(km²)

5.0mg/
L(km²)

Case-01

설치전 16.84 11.14 8.45

설치후 8.73 5.08 3.69

저감율 (%) 48.2 54.4 56.4

Case-02

설치전 2.07 1.35 1.09

설치후 1.41 0.92 0.69

저감율 (%) 31.6 31.6 36.9

② 준설공법 선정

표 6  준설공법 비교 및 선정

구분 그래브 준설 펌프 준설 호퍼 준설(자항)

준설장비

특징

•  지장물 제거 및 
협소지역 적용성 
우수

•  준설시 해저면 
요철 발생

•  준설심도 제약 
없음

•  연질토사 준설능력 
우수

•  배사관 설치로 
통항선박 간섭

•  수토거리 증가시 
효율저하

•  소규모 준설공사 
비경제적

•  구조물 인접구간 
준설불가

•  투기장내 별도의 
여수처리 시설 필요

VE/LCC

2) 친환경 공법 관련

① 파제제 등대 제거 시

표 7  파제제 등대 제거공법 비교표

구분 Breaker 공법 건식절단공법 습식절단공법

특징

•  소음•진동•분진 발
생으로 해양환경 피
해

•  2차 파쇄용 장비로 
파쇄물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위험

• 시공사례 다수

•  무소음•무진동•무
분진으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  정밀 절단으로 안전
시공 가능

•  민원발생 소지 없음
(친환경적)

•  무소음•무진동•무
분진으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  정밀 절단으로 안전
시공 가능

•  절단시 냉각수 사용
에 따른 슬러지 및 
폐수 발생

VE/LCC
[그림 7] 부유사 확산실험(도제구간)

부유사 최대확산 범위
(Case-01, 오탁방지막 설치전)

부유사 최대확산 범위
(Case-01, 오탁방지막 설치후(도제 3중, 항로준설 2종)

[그림 8] 부유사 확산실험(파제제구간)

부유사 최대확산 범위
(Case-02, 오탁방지막 설치전)

부유사 최대확산 범위
(Case-02, 2종 오탁방지막 설치후)

수리특성 수리특성 수리특성

경관성 경관성 경관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유지관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시공성 시공성

구조안정성 구조안정성 구조안정성

수리특성 수리특성 수리특성 수리특성

시공성 시공성 시공성

현장적용성 현장적용성 현장적용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민원성 민원성 민원성

장비수급성 장비수급성 장비수급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경관성 경관성 경관성 경관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유지관리성 유지관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시공성 시공성 시공성

구조
안정성

구조
안정성

구조
안정성

구조
안정성

시공성 시공성 시공성

작업안전성 작업안전성 작업안전성

공법적용성 공법적용성 공법적용성

구조안정성 구조안정성 구조안정성

민원성 민원성 민원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친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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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제제 상치 제거 시

표 8  파제제 상치공 제거공법 비교표

구분
Breaker 

공법
Buster
공법

건식절단 
공법

Core Drill
공법

겔(Gel)파쇄
공법

특징

•  소음•진
동•분진 
발생

• 시공성•경
제성 우수

•  다수의 민
원발생

•  2차 파쇄
용 장비

•  무소음•

무분진•

무진동
•  하부구조물 

영향없음
•  2차 파쇄 

필요
•  민원발생 

소지 없음
•  천공으로 

공기증가

•  무소음•

무분진•

무진동
•  하부구조물 

영향없음
•  정밀해체 

용이
•  인양 안정

성 취약
(시공이음
부 균열존
재)

•  저소음•

무분진•

무진동
•  하부구조물 

영향없음
• 협소공간 

작업가능
•  인양 안정

성 취약
(시공이음
부 균열존
재)

•  저소음•

무분진•

저진동
•  하부구조

물 영향
•  화학류 관

리법 절차 
복잡

•  파암보호
공 필요

VE/LCC

4-3. F/D선 접안시설 변경

1) 개요 

케이슨 제작 시 이상외력(태풍 및 장주기 너울성 파랑)의 영향에 의

한 F/D선 거동으로, 케이슨 제작 공종지연, 품질확보의 어려움, 후

속공종(상부공)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계변경 되었다.

 

2) 개선사항

접안시설 변경(부유식 ⇒ 착저식)을 통해 케이슨 제작 시 파랑의 영

향을 최소화하여, F/D선의 거동에 의한 작업지연 및 품질확보의 어

려움을 해결하여, 작업일수, 안정성, 적정품질 확보 등이 개선되었

으며, 이에 공종지연 예방 및 원가절감 등이 전망된다.

3) 케이슨 제작 시공순서

   

4) 케이슨 진수 및 거치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는 준공 후 포항신항 내 정온도 

및 안정성을 확보로 항만가동율을 95% 이상 달성하여, 포항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공정 추진 중 빈번한 이상파랑, 태풍, 지진 등의 열악한 현장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와 헌신으로 목표 달성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으며, 잔여기간 동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욱 더 노력하여 당사의 기술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림 9] F/D선 접안형식 변경 전(부유식)

[그림 10] F/D선 접안형식 변경 후(착저식)

5. 맺음말

[그림 11] 케이슨 제작 시공순서

[그림 12] 케이슨 진수 및 거치

① 버림콘크리트 타설   

① F/D선 예인          

③ 벽체 1~6단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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