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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유속관측을 통한 조석 유입구에서의 단면통과 유량 및 조량 산정

Estimation of Net Flux of Water Mass and Tidal Prism at a Tidal Entrance 

through Bottom Tracking with A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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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조석 유입구에서의 단면통과 유량 및 조량 산정을 목적으로 목포해역 내 조석 유입구에서

ADCP를 이용한 단면 유속관측이 수행되었다. 우선, 원시 관측자료는 지배적인 유속성분 도출을 위하여 단면의 회

전정도를 고려한 좌표회전이 수행되었으며, 정규화를 통하여 수평/수직방향 Sigma 좌표로 변환되었다. 또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면과 수면 근처의 Blank zone 데이터는 von-Karman 유속분포식을 이용하여 보간되었다. 보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단면통과 유량이 정량적으로 산정되었는데, 조석에 따른 단면통과 유량의 변화양상 뿐만 아니라 목

포해역의 낙조우세적 조석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조량 산정자료

의 조석조건을 보완하여 현장 관측자료에 기반한 조량산정 방법의 조건이 재정립되었으며, 새로운 정의에 근거하여

조석 유입구에서의 단면 유속관측 자료를 이용한 조량의 정량적 산정이 국내 최초로 수행되었다. 조량 산정결과는

과거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조량과 조석 유입구 흐름 단면적의 상관관계 결과와 비교·분석되었으며, 산정된 결과

는 과거 연구결과들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ADCP, 단면 유속관측, 조석 유입구, 단면통과 유량, 조량

Abstract : In this study, the bottom tracking observation in the tidal entrance within Mokpo coast is performed using

ADCP in order to estimate net flux of water mass and tidal prism. First of all, observed rawdata was conducted

coordinate rotation considering rotation of the cross-section in order to derive the predominant velocity component.

And observed rawdata is converted into Sigma coordinate with normalization and blank zone data near the water

surface and bottom is interpolated using von-Karman equation. Net flux of water mass is calculated quantitively from

the interpolated data, calculated results show that these represent well characteristic of ebb superiority at Mokpo coast

as well as change of net flux of water mass with tide. Also, by complementing the definition of tidal prism proposed in

past studies, the definition of tidal prism including tidal condition was re-established. Based on the new definition, tidal

prism at a tidal entrance using bottom tracking data with ADCP is estimated quantitively for the first time domestically.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for results of previous study, calculated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previous studies.

Keywords : ADCP, bottom tracking, tidal entrance, net flux of water mass, tidal prism

1. 서 론

조석에 의한 흐름이 지배적인 해역에서 조석 유입구(tidal

entrance)는 해수의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주요 통로이며, 연

안의 지형학적 평형(regime)을 해석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주요 경계조건이다. 이러한 조석 유입구에서는 해수의

유입과 유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이 때 유입되는 유량

과 유출되는 유량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해수와 함께 이동되

는 퇴적물의 이송량 역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조석 유입구의

흐름단면의 형상, 즉 지형의 변화가 없는 완전한 의미의 동

적 평형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실제로 유입 및 유출량이 균

형을 이루는 조석 유입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수의 유출

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석 유입구에서의 지형의 변화

는 필연적이라고 하겠다(Powell et al., 2006).

이러한 지형 변화는 유입구 단면을 통해 유출입되는 물의

체적, 즉 조량에 의해 변화하는데, 해수와 함께 이동되는 퇴

적물의 침식 혹은 퇴적작용의 반복으로 인하여 조석 유입구

에서의 지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지형의 변화는 곧

흐름 단면적의 확대 혹은 축소를 의미하며, 흐름 단면적의 변

화는 해수의 유출입량의 변화로 이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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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화하게 된다. 조량의 변화는 다시 지형의 변화를 야

기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조량과 조석 유입구의 흐름 단

면적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조량과 조석 유입구에서의 흐름 단면적과의 상관관계는 해

수유동과 지형학적 평형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량은 ‘조석의 창조 혹은 낙조 동안에 조석 유

입구를 통해 교환되는 해수의 총량(total volume)’으로 정의

되는데, 이는 고조시에 만 내로 유입되거나 저조시에 외해쪽

으로 유출되는 해수의 총량을 의미한다(Ippen, 1966). 조량은

해역의 흐름특성 뿐만 아니라 퇴적물의 이송측면에서 매우 중

요한 인자인데, 해수와 함께 부유 퇴적물이 이송되므로 조량

은 퇴적물의 이송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널리 분포해있는 세립질 퇴적물은 최소 한계값 이상

의 흐름전단응력에서 평형(equilibrium) 부유사농도 값을 가

지며 흐름전단응력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평형 부유사농도 또

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Jung et al., 2012), 이는 세립

질 퇴적물이 조석 유입구를 통해 해수와 함께 부유퇴적물의

형태로 이동하여 해역의 침퇴적량(혹은 이송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석 유입구에서의 조

량 및 유입구 단면적 간의 상관관계는 퇴적물의 동적 평형해

석 혹은 수로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유속 혹은 전단응력 등

의 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조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입구를 통하여

만으로 해수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조석에 의한 만

내부의 조차(hb)에 만의 면적(Ab)을 곱하거나 혹은 2) 만 유

입구에서의 흐름단면적(Ac)에 단면평균 유속(V)를 곱하고 창

조 혹은 낙조 지속시간 T(보통 약 6시간)에 대하여 시간적분

하여 조량이 산정될 수 있다. 각각의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조량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USACE, 2006).

(1)

이상적인 조건, 즉 하천수의 유입이 없어서 유입량과 유출

량이 같은 경우, P1과 P2는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P1보다 P2

가 조량의 정의에 더 부합되나, 유입구에서의 Ac와 V의 시간

적 변화에 대한 측정보다는 만 내부에서의 hb 및 Ab에 대한

측정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주로 통계분석된 조위

자료로부터 만 내부의 수위변화를 파악하여 1)의 방법을 적

용하여 근사적으로 조량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정장

비의 발달로 인하여 유입구 단면 전체의 V를 층별로 정밀하

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c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측

정 또한 가능해져 과거에 비해 더 정확하게 P2를 산정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많은 연구자들은 이론적 혹은 경험적 방법을 통하여

조량을 산정하고, 조량과 유입구 단면적과의 상관관계에 대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조량 P와 유입구 단면적

A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식은 O'Brien(1969)에 의해 제시된 식 

인데, 여기서, a 및 m은 모두 각 해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

개변수들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해역에서의 조량을 산

정하고 각 해역별 a 및 m값을 제시하였는데, O'Brien(1969)

은 모래질 해안에서 유입구 단면적은 조량의 함수임을 제시

하였고, 8개의 미국 입구부들에 대하여 최적접합 방법을 통

하여 , 의 값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 Powell et al.(2006)은 Florida의 67개 모래질 유입구에 대한

조량-유입구 단면적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창·낙조 삼각주 체

적과 연계한 지형학적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Eysink(1990)은 네덜란드 Wadden Sea의 상관관계를 제시하

였으며, Rakhorst(2007)은 Wadden Sea를 Eastern과

Western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량-유입구 단면적 상관관계

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매개변

수 a 및 m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짐에 따라, Stive and

Rakhorst(2008)은 각각의 해역별 조량과 유입구 단면적간의

상관관계를 m = 1의 조건에 대해 최적접합계수 a를 재산정하

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1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해안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

하여 조석 유입구가 다수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량

과 유입구 단면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 연구

는 전혀 수행된 바 없다. 단지 Yi(1972), Seo and Kim(2003)

등에 의해 정량적 조량 산정 값만이 제시된 바 있을 뿐 조

량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Yi(1972)는 인천

항에서 관측된 창·낙조시 평균유속과 단면적을 곱하여 조

량을 산정하였으며, Seo and Kim(2003)은 금강하구 일대의

해수유동 모의를 재현한 수치모형으로부터 임의 통수단면에

P1 Abhb= P2 AcV td
T
∫=

A aP
m

=

a 4.69 10
4–

×= m 0.85=

Fig. 1. Conception of estimation of tidal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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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조량을 산정·제시한 바 있는데, 이들 연구는 단지 특

정 단면에서의 조량 값만을 창낙조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일

뿐 조량 산정이 수행된 단면의 형상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제

시되지 않으므로 조량과 흐름 단면적 간의 상관관계 해석은

불가능하다.

한편, 조량은 조석의 진폭(tide amplitude)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Ippen, 1966), 대조, 소조 등의 조석

조건에 따라 조석의 진폭, 즉 조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량

의 산정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Table 1에 제시되는 과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량 산정시의 조석조건이 연구자들 별

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조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

이다. O'Brien (1969), Powell et al.(2006) 및 Eysink(1990)

는 통계분석된 조위자료를 이용하여 1)의 방법에 의해 조량

을 산정하였는데, O'Brien(1969)과 Powell et al.(2006)은 평

균 대조(Mean spring), 즉 대조기 조차의 평균값과 만의 면

적을 곱하여 조량의 근사값을 제시하였고, Eysink(1990)는 평

균조위값(mean tide)를 이용하여 조량을 계산하였다. 이들 연

구에 제시되는 조석조건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모두 평균

(mean) 개념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량이 산정되었는데, 이는 과

거 연구들이 특정 단면에서 직접 측정한 유속 자료를 토대로

조량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통계분석된 조위관측 자료에 기반

하여 조량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Rakhorst

(2007)는 2)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면의 유속과 단면적을 곱하

여 조량을 산정하였는데, 대조기에 창조 및 낙조시 각각의 유

입 혹은 유출되는 체적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선택하여 조량

을 산정하였다. 과거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조량의 산정방법 및

산정에 사용되는 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엄밀하게 동일한 의미

의 조석조건에 대한 조량을 산정하지 못하였는데,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조석조건에 따라 조량의 산정결과가 정량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에 사용되는 조석에 대한 정의

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단면의 유속측정 수행을 위한 현장관측 수행시에는

O'Brien (1969), Powell et al.(2006) 및 Eysink(1990)의 연

구에 적용되었던 평균개념의 조석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측이 수행되는 기간의 조석조건에 따라 조량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조량산정을 위해 관측이 수행되는 시기의 조

석조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O'Brien(1969) 및 Powell et al.(2006)은 조위값을 이용한 조

량산정을 수행하긴 하였으나 대조(spring tide) 조석조건에서

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Rakhorst(2007) 역시 대조기의 창조

혹은 낙조시 평균 유출 체적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대조기에는 가장 큰 조차가 발생하여 해수 및 해수와 함

께 이동되는 부유퇴적물의 이송량이 가장 크게 되므로 조량

의 최대 극값이 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관측에 기반한 단면통과 유량 및 조량

의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목포해역 내 대표 조석 유입구에서

ADCP를 이용한 단면관측을 통해 층별 유속관측이 대조 및 소

조 조석조건에서 수행되며, 관측된 자료로부터 단면통과 유량

및 조량이 정량적으로 산정되어 그 결과가 제시된다. 조량 산

정시, 분석에 사용되는 조석조건의 정의를 포함하여 ‘대조

기 조석 유입구 단면을 통해 유입 혹은 유출되는 해수의 최

대 총량’을 조량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한 조

량과 조석유입구 단면적이 정량적으로 산정된다. 산정된 결과

는 과거 연구결과와 비교·검토되는데, 과거 연구결과의 유효

성 및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그 결과가 제시된다.

2. 현장관측 

2.1 관측위치

본 연구에서는 조석 유입구의 단면통과 유량 및 조량을 정

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포해역을 관측 대상해

역으로 선정하였다. 목포해역은 수심이 복잡하고 많은 섬들

로 둘러싸여 있는데, 영산강 하구언, 영암 및 금호방조제 건

설 등의 대규모 간척사업이 활발히 수행된 바 있다. 또한 반

일주조가 우세한 조석형태를 보이며, 1일 2회의 규칙적인 창·

낙조류 흐름이 반복되는 조류특성을 보인다. 특히 목포항 인

근해역에는 조간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천해

조의 발달이 두드러져 조석왜곡 현상, 특히 낙조우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구언과 방조제 건설이후 낙조

Table 1. Comparison of coefficient a and m (Stive and Rakhorst, 2008)

Author(s) a m Tidal prism Location

O'Brien(1969) 1.08 × 10
-4

1 Mean spring 8 non-jettied entrances US

Powell et al.(2006) 6.25 × 10
-5

1 Mean spring 67 Florida entrances

Eysink(1990) 7.0 × 10
-5

1 Mean tide Dutch Wadden Sea entrances

Rakhorst(2007) 5.65 × 10
-5

1

Maximum water volume

in-flowing or out-flowing

during spring tide

Dutch Eastern Wadden Sea entrances

Rakhorst(2007) 7.75 × 10
-5

1

Maximum water volume

in-flowing or out-flowing

during spring tide

Dutch Western Wadden Sea entrances

Vd Kreeke & Haring (1980) 8.2 × 10
-5

1 - Dutch Zeeland ent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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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는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ang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목포해역 내 1개 단면에서 ADCP를 이용한

층별 유속관측이 수행되었는데, 관측이 수행된 단면 A-B는

조석에 의한 흐름이 지배적인 단면으로써 압해도와 목포 사

이에 위치하고 있다. 본 수로는 청계만으로의 해수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주요 통로 중의 하나인데, 이 수로 뿐만 아니라

압해도 북단에 위치한 또 하나의 수로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의 해수 유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

측을 위한 선박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해수의 유출입량

이 상대적으로 더 큰 남측 수로의 단면 A-B에서 관측을 수

행하였다. 관측은 정점 A와 정점 B를 왕복하며 수행되었는

데, 단면 A-B의 길이는 약 630 m 내외이며, 최대수심은 약

22.3 m이다(Fig. 2 및 Fig. 3 참조).

2.2 관측장비 및 조건

ADCP는 기존 장비에 비해 공간적·시간적 해상도가 향상

된 장비로써, 3차원의 유속과 수심 등의 자료를 매우 효율적이

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어 하천 및 해역 등의 흐름측정에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Kim and Kang, 2011). 본 연구에서는

ADCP를 선박에 장착하고 단면을 횡단하면서 측정하는 단면 관

측(Bottom Tracking) 방법을 통하여 층별 유속관측이 수행되었

는데, 단면 관측은 단지 1대의 ADCP만을 이용하여 관측단면

전체에 대한 층별 유속의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관

측에 사용된 장비는 RD instrument사의 ADCP이며, 사용된 장

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Kim(2015)에 자세하게 제시된다.

 관측은 대조(2013/04/26 07:20~18:40) 및 소조(2013/05/

02 06:20~15:20)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는데, 각각의 관측기간

의 조석표가 정리되어 Table 2에 제시된다. 

 각각의 관측 수행시 약 12시간 동안 40분에 1회씩 단면

을 횡단하며 연직방향 25 cm 간격으로 층별 유속이 측정되

었다. 단면 A-B를 횡단하는 동안 선박의 이동속도는 약 1.5

m/s로 유지되었으며, 단면횡단에 소요된 시간은 약 6~7분 정

도이다. 단면을 횡단하는 동안 각 위치에서의 수위 및 유속

변화는 미미하다고 가정된다.

3. 관측자료 분석방법 및 관측결과

3.1 관측단면에 대한 좌표 회전

본 연구의 관측단면인 단면 A-B는 동서 기준 시계방향으

로 약 45
o
정도 회전되어 있는데, 단면을 통과하는 유량 및 조

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측단면과 연직한 유속성분이 계산

에 사용되어야 한다. ADCP로 측정되어 기록되는 유속

및  (Fig. 4 참조)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유속성분이

므로, 관측단면과 연직한 유속성분을 산출하기 위하여 ADCP

유속자료를 새로운 좌표계로 선형변환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

VadcpX

VadcpY

Fig. 2. Observing location in Mokpo.

Fig. 3. Cross section of observing position.

Table 2. Tide tables during observation.

월령 날짜 h:m (height) h:m (height) h:m (height) h:m (height) 음력

○ 4/25 01:33 (439) 06:57 ( 20) 13:45 (408) 19:08 (-26) 3/16

4/26 02:20 (467) 07:38 ( 4) 14:29 (414) 19:48 (-50) 3/17

4/27 03:07 (485) 08:20 ( 0) 15:14 (413) 20:28 (-60) 3/18

： ：

5/1 06:21 (451) 11:26( 84) 18:26 (358) 23:32 ( 43) 3/22

5/2 07:15 (425) 12:28 (110) 19:27 (344) 3/23

◑ 5/3 00:36 ( 83) 08:17 (401) 13:43 (122) 20:39 (339)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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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법으로 단면에서 발생하는 가장 지배적인 유속성분의 분

석이 가능하다(Preisendorfer and Mobley, 1988). 

본 연구에서는 관측단면 A-B의 연직방향을 X방향, 단면의

폭 방향을 Y방향으로 설정하여 관측단면과 연직 및 평행한

유속성분 VX 및 VY를 산정하였으며, 이후 분석에 사용되는 모

든 유속자료는 좌표회전이 수행된 자료이다.

3.2 평균 관측단면 도출

관측단면의 층별 유속 측정은 ADCP가 장착된 선박이 단

면 A-B를 따라 왕복하며 반복 측정하게 되는데, 매 관측시

선박의 이동경로는 거의 유사하게 겹쳐지기는 하나 완벽하게

일치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관측을 수행하는 동안 매 관

측별 선박이동경로는 최대 약 76 m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

는데, 선박이동경로가 일치하지 못하므로 관측되는 수심, 즉

단면형상(지형)의 관측값 또한 매 관측마다 달라지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선박이동경로를 대표할 수 있는 평

균 관측단면을 도출하였으며(Fig. 5 참조), 이후 모든 분석에

평균된 관측단면을 적용하였다.

한편, 매 관측별 선박의 이동경로 차이로 인하여 측정된 유

속값 역시 동일한 관측단면에 대한 유속성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이 수행된 관측단면은 조석에 의한

흐름이 지배적인 수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 흐름방향 유속 VX

가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선박이동

경로의 차이로 인한 유속 측정결과의 오차는 그다지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이와 관련된 사항은 무시하고 분

석이 수행되었다.

3.3 수평/수직방향 Sigma좌표 변환

단면관측에서 측정된 모든 층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전 구

간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 관측위치

에 따른 수직적 변화(수심) 뿐만 아니라 수평적 변화(거리)까

지 일괄적으로 같은 격자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Lee et

al., 2012). ADCP 원시자료는 RDI사의 WinADCP ver. 1.12

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자료로 변환되는데, 이때 자

료는 수평적으로는 선박의 이동경로를 따라 측정된 횡단면의

거리값을 가지며, 수직적으로는 표층에서 저층까지 관측된 원

시자료의 수심, 즉 Z-level 상의 데이터 형태이다. 단면관측의

특성상 선박이동경로가 매 관측별 동일한 횡단면으로 관측하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평격자의 간격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대조차가 크게 나타

나는 해역에서는 저조시 표층의 값이 고조시의 표층 하 수 미

터의 값과 함께 분석되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단면통

과 유량 및 조량 산정을 위해서는 정규화를 통하여 수평/수직

방향 Sigma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Lee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식 (2)를 이용하여 수

평/수직좌표를 Sigma 좌표로 변환하였다.

(2)

여기서,  및 는 각각 sigma 좌표로 변환된 수평/수직격

자를 나타내며, L은 관측시작점에서 끝점까지의 거리, d는 시

작점에서 측정된 임의 ensemble까지의 거리이다. 또한, H는

전체수심, Z는 표층으로부터의 깊이이다.

3.4 Blank zone의 데이터 보정

ADCP를 이용한 단면관측의 수행시, 관측장비의 특성 및 대

상해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Blank zone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Blank zone은 크게 3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Fig. 6 참조). 먼저, 저면 및 수면근

처에 형성되는 연직방향 Blank zone은 관측 장비의 특성으

로 인하여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으로서, 저면근처의

Blank zone은 기본적으로 Layer의 간격설정에 따라, 수면근

처의 Blank zone은 ADCP의 장착위치에 따라 그 크기가 변

화한다. 단면 관측에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Blank zone은 대상해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σx

d

L
---= σz

Z

H
----=

σx σz

Fig. 4. Concept of coordinate rotation.

Fig. 5. Path of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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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육지 근처의 수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지 근처의 Blank

zone은 선박의 접근가능 여부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Blank zone의 발생영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

측수행 과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근처 Blank zone은 약 1.1 m, 저면근처

에서는 전체 수심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Blank zone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연직방향 Blank zone은 전

체 수심의 약 15% 정도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단면통과 유

량 및 조량 산정시 Blank zone의 영역을 무시하고 계산을 수

행하는 경우 그 결과는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바닥거치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직방

향 Blank zone이 발생하는데, 바닥거치식 방법의 경우에는 관

측센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면관측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장

비의 추가 설치를 통한 자료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관측된 자

료를 토대로 Blank zone의 데이터를 보간하여 사용하는 것

이 최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CP로부터 관측된 원

시자료를 보간하고 연직방향 Blank zone의 데이터를 추정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ADCP 관측자료 중 임의 Ensemble에서의 층별 유속 관측

자료가 X방향과 Y방향으로 구분되어 Fig. 7에 제시되는데,

저면 및 수면근처에 자료가 획득되지 않는 연직방향 Blank

zone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Ensemble에서 식

(3)에 제시된 von-Karman 유속분포식을 이용하여 층별 유속

관측자료의 데이터 보간을 수행하였다.

(3)

여기서, V는 각 방향별 유속, A 및 B는 접합곡선 산정을 위

한 계수, 그리고 Sz는 무차원화 된 수심을 의미한다.

한편, 단면 폭 방향의 육지부근에서 나타나는 Blank zone

은 선박의 접근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 관측마다 그

크기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

장관측 수행시 GPS를 이용하여 시작 및 끝점의 위치를 가능

한 동일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부근

Blank zone의 크기는 매 관측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ADCP로부터 측정된 자료의 배제가 최소화

가 될 수 있는 계산영역을 선정하여 매 관측자료의 계산영역

의 크기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Blank zone의 데이터 보정을 수행한 모든 층별 유속 데이

터 중, 대조기 및 소조기에 관측된 층별 유속자료의 분석결

과의 일부가 Fig. 8 및 Fig. 9에 제시된다. 수로 폭 방향의

유속 VY은 수로 연직방향의 주 흐름방향 유속 VX에 비해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으므로, Fig. 8 및 Fig. 9에서는 주 흐름

방향 유속 VX만이 제시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관측이 수

행된 수로의 폭은 약 550 m 정도이며, 시간에 따라 창조 및

낙조 유속이 명확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유속은 대체적

V A log Sz( ) B+×=

Fig. 6. Blank zone of observed cross section.

Fig. 7. Interpolation of observed data from A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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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our of velocity in the cross section A-B (Spring tide, 2013/04/26).

Fig. 9. Contour of velocity in the cross section A-B (Neap tide,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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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층에서 가장 크고 저면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수로 중앙부분에서 유속이 가장 크고 육지와 가까운

영역에서는 작은 유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및 Fig. 9의 단면유속 분포에서, 단면 폭 방향 100 m

간격으로 수심평균 유속이 산정되어 Fig. 10 및 Fig. 11에 제

시된다. 관측단면 위치에 따라 수심평균 유속은 정량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창조시보다 낙조시의 수심평균 유속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기의 수심평균 유속이 소조기에 비해

더 크다. Jung and Choi(2010)는 목포해역의 28개 정점에서의

유속 측정자료로부터 낙조시 유속이 창조시에 비해 평균적으

로 1.26배 크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

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속결과 역시 목포해역의 낙조우세(ebb

predominance)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면의 좌측(100 m)에서 우측

(500 m)으로 갈수록 수심평균 유속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는데, 단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단면의 수심이 증가

(Fig. 3 참조)하므로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심평균 유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수심이 낮은 해

역에서 바닥마찰의 영향에 의해 유속이 작게 나타나고, 수심

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영향이 감소하여 수심평균 유속이 크

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5 단면통과 유량 및 조량의 산정

단면 유속 측정결과로부터, 단면 A-B를 통과하는 유량, 즉

단면통과 유량이 정량적으로 산정될 수 있다. 물이 통과하는 단

면의 면적, 즉 흐름 단면적의 크기가 일정할 경우 단면통과 유

량은 유속에 의해 크게 변화하는데, 유속은 층별, 시간별로 그

크기와 방향이 각기 달라지므로 단면통과 유량 또한 수심과 시

간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전체 단면을 통하여 통과되는 단면

통과 유량 는 다음의 식 (4)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4)

여기서, 는 관측단면과 연직방향의 유속성분, B는 단면의

폭, 는 시간에 따른 수위의 변화를 나타낸다. 

한편, 단면통과 유량 산정 결과로부터 단면 A-B를 통하여

유출입되는 조량 Pm은 다음의 식 (5)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5)

여기서, T는 창조 혹은 낙조 지속시간를 의미한다. 흐름 단

면적은 관측시간동안 수위변화로 인해 계속 변화하므로 각 관

측 수행시의 단면적을 평균하여 유입구 단면적의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4. 단면통과 유량 및 조량 산정결과

4.1 단면통과 유량 산정결과

앞서 제시된 식 (4)으로부터 산정된 단면통과 유량 산정결

과가 대조 및 소조기로 구분되어 Fig. 12 및 Fig. 13에 제시

Q t( ) VX y z t, ,( )dzdy
h t( )–

0

∫
0

B

∫=

VX

h t( )

Pm Q t( )dt
0

T

∫=

Fig. 10. Depth-averaged velocity (Spring tide).

Fig. 11. Depth-averaged velocity (Neap tide).

Fig. 12. Observed value of discharge (Spring tide).

Fig. 13. Observed value of discharge (Neap 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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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림들에는 관측위치와 가장 근접한 목포 조위관측소

의 조위 관측결과가 함께 제시되는데, 조위의 변화에 따른 단

면통과 유량의 변화양상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조에서 창조, 혹은 창조에서 낙조로 변화하는 시점, 즉 게

조시(slack water)에는 유속이 0인 상태가 되는데, Fig. 12 및

Fig. 13에 제시된 결과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나있다. 또

한 창조시에 단면통과 유량이 점점 증가하여 최대값을 갖다

가 감소하며, 낙조시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방향만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면통과 유량은 창조시보다 낙

조시에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포해역

의 낙조우세적 조석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

며(Kim, 2015),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단면통과 유량 산

정결과는 정성적으로 타당한 값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정량

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조기에는 낙조시에 최대 통과유

량이 발생하였는데 약 12,473 m
3
/s의 유량이 통과하였고, 소

조기 역시 낙조시에 최대 통과유량이 발생하였으며 약

10,189 m
3
/s의 유량이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조기보

다 대조기에 통과유량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대조기의

최대통과 유량은 소조기에 비해 대략 20% 정도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4.2 조량 산정결과

하구 및 연안해역에서 조석(수위) 자료만을 이용하여 창조

혹은 낙조의 우세성을 제시하는 방법은 지형학적 특성 및 수

심 등의 영향에 의해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며(Yoon and

Woo, 2012), 특히 퇴적물의 이동 분석에 사용되기 어려우므

로 유속에 근거한 자료와의 비교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Robin and Davies, 2010). 목포해역은 조석의 비선형성에 의

한 전형적인 낙조우세 해역으로 잘 알려져 있기는 하나, 현

장에서 측정된 유속자료로부터 창조 혹은 낙조시의 유출입 체

적이 정량적으로 산정된 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측단

면 A-B에서의 창조시 유입되는 양과 낙조시 유출되는 양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단면 A-

B에서의 유입구 단면적 산정결과가 Table 3에 함께 제시된

다. 결과를 살펴보면 창조시에 1.28 × 10
8
m

3
이 만 내부로 유

입되며, 낙조시에 1.53 × 10
8
m

3
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앞서 제시된 유속 및 단면통과 유량 산정결과와 마찬가

지로 낙조시에 유출되는 양이 창조시에 유입되는 양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1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조기의

유입구 단면을 통해 유입 혹은 유출되는 해수의 총량 중 더 큰

값을 조량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로부터

산정된 목포해역의 조량은 1.53 × 10
8
m

3
이다. 조석의 일조부등

에 의한 조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대조기 관측시간동안의 조석은 조차가 가장 큰 시간대, 즉 창

낙조의 유량이 큰 시간대에 해당되므로(Table 2 참조), 일조부

등으로 인한 조량 산정값의 오차는 무시된다.

4.3 과거 연구결과와의 비교

앞서 1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거 많은 연구자들은 조

량과 유입구 단면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수

행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과거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조량은

조석의 통계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근사치이며 연구자

별 각기 다른 조석조건을 사용하여 조량이 산정제시되었다.

과거 연구들에서의 조량에 대한 조석조건의 정의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 관측자료에 기반한

값이므로, 조석조건에 따른 조량의 정량적 차이는 불가피하

다. 그러나 각 연구들에서 사용된 자료들의 조석조건을 명시

하고 있으므로 조량 및 유입구 단면적 산정결과가 본 연구결

과와 함께 Fig. 14에 제시된다. Fig. 14에서, 조량과 유입구

단면적과의 상관관계는 해역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며 대체

적으로 유입구 단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조량도 증가하는 선

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량 산정결과는

과거 연구들과의 경향성이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특히 Powell et al.(2006)에 의해 산정된 Florida의

조석 유입구에서의 조량 산정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범위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본 연

구에서 수행된 ADCP 관측결과를 이용한 조량 산정결과는 타

당한 범위 내의 값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는 목포해역 내 1개 조석 유입구에서 관측된

자료만을 이용한 결과이므로, 우리나라 서해를 대표하는 자

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 Jarrett(1976)이 미국의

Atlantic, Gulf 및 Pacific 해안에 위치하는 입구부에 동일한

조량과 흐름 단면적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조석 유입구에서의 조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우리나

Table 3. Calculated value of tidal prism and area of cross section

from observed data of ADCP.

구분 Flood (m
3
) Ebb (m

3
)

Cross section area of 

tidal entrance A
m
(m

2
)

Spring tide 1.28 × 10
8

1.53 × 10
8

10060.19

Fig. 14.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tidal prism and cross

section area of tida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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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해안에 적용 가능한 접합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의

미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수는 부유사와 함께 이동하므로 조량은 해역의 퇴

적물 이송과 큰 연관성을 갖는다. 해역의 흐름단면에서 조량

의 유출입과 함께 동반되는 부유사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해역 전반에 걸친 침식 혹은 퇴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지표가 되는데, 비록 유입구 단면 내외에서의 국부적인 침

식 혹은 퇴적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만 총량적 관점에서의

퇴적물 이송량 산정이 가능하므로 조량과 유입구 단면적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

나 해역의 흐름특성 및 지형학적 특성에 따라 조량은 크게 달

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관측을 통한 측정자료를 기반

으로 하여 정량적 산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된 조량과 유입구 단면적 간의 상관관계 식 의

매개변수 a 및 m은 해역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Kraus(1998)은 구조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연안이송이 자유

롭지 않은 해역의 매개변수 값이 더 작아진다고 제시한 바 있

다. 목포해역과 같이 대규모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해역

의 경우, 다양한 구조물 등의 건설로 인하여 흐름특성은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면을 통과하는 조량 또한 크

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조량과 유입구 단면적의 변화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이

러한 자료는 일시적 지형변화로 인한 깨어진 평형상태를 원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석 유입구에서의 단면통과 유량 및 조량

산정을 위하여, 목포해역 내 대표 조석 유입구에서 ADCP를

이용한 단면관측을 통해 층별 유속 관측이 수행되었다. 관측

된 원시자료는 지배적인 유속성분 도출을 위하여 단면의 회

전정도를 고려한 좌표회전이 수행되었으며, 정규화를 통하여

수평/수직방향 Sigma 좌표로 변환되었다. 또한, 관측이 이루

어지지 않는 저면과 수면 근처의 Blank zone 데이터는 von-

Karman 유속분포식을 이용하여 보간이 수행되었다. 보정된 자

료를 이용하여 단면통과 유량이 정량적으로 산정되었는데, 단

면통과 유량 산정결과 창조시보다 낙조시에 단면통과 유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목포해역의 낙조우세적 조석특성이 잘 나

타났다. 또한, 소조기보다 대조기에 단면통과 유량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대조기의 최대 통과유량은 소조기에 비해 약 20%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과거 연구결과들에서 제시되는 조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과거 연구들에서 사용된 조량 산정자료

의 조석조건을 보완하여 현장관측자료에 기반한 조량산정 방

법의 조건이 재정립되었다. 조량산정 조건의 새로운 정의에 근

거하여 조석 유입구에서의 단면 유속관측 자료를 이용한 조

량의 정량적 산정이 국내 최초로 수행되었는데, 창조시에

1.28 × 10
8
m

3
이 만 내부로 유입되고 낙조시에 1.53 × 10

8
m

3
이

유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목포해역 내 조석 유입

구에서의 대조기의 조량은 1.53 × 10
8
m

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량 산정결과는 과거 연구들에서 도출된 조량과 조석 유입

구 흐름단면적 상관관계 결과와 비교·분석되었는데, 본 연

구에서 산정된 조량 산정 결과는 과거 Powell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는 목포해역의 1개 단

면에 국한된 자료이긴 하나, 국내 최초로 현장 관측자료를 이

용하여 조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조량-입구부 단면적의 상

관관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자료

는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조석 유입구에

대한 조량-입구부 단면적의 상관관계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수치해석과의 연계분석을 통

하여 수치모델의 예측결과 검증 및 모델의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포해역에서의 흐름특성

뿐만 아니라 수층 부유사농도 및 이송률 등을 정량적으로 산

정·비교함으로써, 목포해역 전반에 걸친 침식/퇴적환경 변

화에 대한 체계적이 평가 및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연구개

발사업의연구비지원(16RDRP-B076564-03)에 의해 수행되었

습니다. 저자들은 전북대학교 방재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연구

를 진행하였습니다.

References

Eysink, W.D. (1990). Morphologic response of tidal basins to

changes. In: B.L. Edge (ed.), Coastal Engineering 1990 Proc.,

ASCE, New York, 1948-1961.

Jarrett, J.T. (1976). Tidal prism-inlet area relationships. GITI report

no. 3. Coast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US Army Corps of

Engineers, Fort Belvoir, VA, USA.

Jung, E.-T., Kim, Y.M., Kim, D.H., Hwang, K.-N. (2012). An

Experimental Study of Depositional Parameters of Cohesive

Sediments in Semi-closed Ba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24(3), 159-165 (in Korean).

Jung, T.S., Choi, J.H. (2010). Numerical Modeling of Ebb-Domi-

nant Tidal Flow in the Mokpo Coastal Zo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22(5), 333-343 (in

Korean).

Kang, J.W., Song, J.J., Oh, N.S. (1998). Analysis of ebb-dominant

tidal currents characteristics at Mokpo coastal zo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8(1-2), 185-193 (in

Korean).

A aP
m

=



170 양수현·김용묵·황규남

Kim, D.S., Kang, B.S. (2011). Validation of Assessment for Mean

Flow Field using Spatial Averaging of Instantaneous ADCP

Velocity Measurement.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20(1), 107-118 (in Korean).

Kim, Y.G. (2000). Port Glossary. Imagefile Publishing Co., ISBN

89-950112-1-1 (in Korean).

Kim, Y.-M. (2015). A Numerical Study on Net Flux of Water and

Suspended Sediment in Mokpo Coast. Ph.D dissertation, Chon-

buk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Kraus, N.C. (1998). Inlet cross-section area calculated by process-

based model. Proceedi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stal

Engineering. ASCE, Reston, VA, 3265-3278.

Lee. D.H., Yoon, B.I., Kim, J.W., Gu, B.H and Woo, S.-B. (2012).

The Cross-sectional Mass Flux Observation at Yeomha Chan-

nel, Gyeonggi Bay at Spring Tide During Dry and Flood Sea-

s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24(1), 16-25 (in Korean).

Marcel J.F. Stive and R.D. Rakhorst (2008). Review of compirical

relationships between inlet cross-section and tidal prism. Jounal

of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No. 23.

M.A. Powell, R.J. Thieke and A.J. Mehta (2006). Morphodynamic

relataionships for ebb and flood delta volumes at Florida’s

entrances. Ocean Dynamics 56: 295-307. 

O’Brien, M.P. (1969). Equilibrium flow areas of inlets on sandy

coasts. J Waterway Port Coast Ocean Eng 95(l), 43-52.

Preisendorfer, R.W. and Mobley, C.D. (1988).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 meteorology and oceanography. Elsevier, 425.

Rakhorst, R.D. (2007). Draft PhD thesis. Delft University of Tech-

nology.

Robins, P.E., Davies, A.G. (2010). Morphological controls in sandy

estuaries: the influence of tidal flats and bathymetry on sediment

transport. Ocean Dynamics, Springerlink, 60(3), 503-517.

Seo, S.W., Kim, J.H. (2003). Comparative Study for dry-wet Treat-

ment Effect in a Tidal Hydrodynamic Simul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15(2), 97-107

(in Korean).

US Army Corps of Engineers (2006). Coastal Engineering manual

Part II, EM 1110-2-1100, ISBN 1782661980. 

Van de Kreeke, J. and Haring, J. (1980). Stability of Estuary

Mouths in the Rhine-Meuse Delta. Proceedi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stal Engineering, ASCE Press, NY, 2627-

2639.

Yi, S.-U. (1972). On the Tides, Tidal Currents and Tidal Prisms at

Inchoen Harbor. Journal of the Oceanologial Society of Korea.

7(2), 86-97 (in Korean).

Yoon, B.I., Woo, S.-B. (2012). Analysis of Tidal Asymmetry and

Flood/Ebb Dominance around the Yeomha Channel in the Han

River Estuary.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45(9), 915-928

(in Korean)

Received 4 April, 2016

Revised 20 June, 2016

Accepted 23 June, 2016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