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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s of residence time and flushing time can be used to  explain the exchange and transport of water or materials in 
a coastal sea. The application of these transport time scales are widespread in biological, hydrological, and geochemical 
studies. The water quality of the system crucially depends on the residence time and flushing time of a particle in the system. 
In this study, the residence and flushing time in Gamak Bay were calculated using the numerical model, EFDC, which includes 
a particle tracking module. The average residence time was 55 days in the inner bay, and the flushing time for Gamak Bay was 
about 44.8 day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This means that it takes about 2 months for land and aquaculture generated 
particles to be transported out of Gamak Bay, which can lead to substances accumulating in the bay. These results s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ransport time scale and physical the properties of the embay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improves understanding of the water and material transport processes in Gamak Bay and will be important when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f coastal development on water qualit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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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가막만은 전체 해역에 걸쳐 패류 및 어류 가두리 양

식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양식생물의 배설물이나 

잔여사료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Noh et al., 2006). 만의 북서 내만인 웅천동 인근 해

역으로는 여러 곳에서 하천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이나 양식장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에 의해 

수질저하 및 빈산소 수괴 발생이 문제 되고 있다(Kim 
et al., 2006). 여기에 가막만의 중앙부에서 만 입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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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패류생산을 위한 지정해역(제 4호해역, 4,188 
ha)으로 설정됨에 따라 오염물질 유입과 수질저하 등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가막만으로 육상기인 오염물질이나 양식장

에서 발생한 폐유류,  플라스틱 부이의 파편과 같은 부

유성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면 양식생물의 성장 및 서

식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

유성 오염물질의 영향정도는 체류시간이나 교체시간

과 같은 물질 수송시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2012년에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한 미국 FDA
는 지정해역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지적하고, 자국으

로의 폐류 수입을 중단하여 우리나라에 총 8,000억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바 있다(MOF, 2013).
해역의 물질 수송시간(transport time scale)은 

연안에서의 해수 교환을 표현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residence time, flushing time, turnover time 등 다양

한 개념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물질 수송시간이 긴 

해역은 짧은 해역에 비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

다(Kenov et al., 2012). 체류시간(residence time)은 

입자 물질이 해역 내에 얼마나 오래 체류하는지를 나

타내며, 교체시간(flushing time)은 단위 해역에서의 

체적 변화율로서 표현되며 방류된 물질의 절반(50%)
이나 e-folding scale(63.21%)만큼 감소하기까지 소요

되는 시간을 말한다(Monsen et al., 2002). 해수교환율

(Kenov et al., 2012; Cavacante et al., 2012), 유해적

조발생(Bricelj and Lonsdale, 1997), chlorophyll a 
(Wan et al., 2013), 영양염(Kargi and Uygur, 2004)과 

관련된 연구들이 해역의 공간적인 생지화학적 과정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체류시간 및 교체시간을 이용

한 바 있다. 따라서, 체류시간은 특정 위치에 있는 물

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교체시간은 해역의 전체

수괴를 대상으로 하며 체류시간은 공간적으로 다르게 

계산되지만 교체시간은 그렇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막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생태계모델을 이용

한 환경용량 산정(Kang and Kim, 2006)과 COD 분포 

특성 연구(Kim, 2005), 퇴적환경과 미생물의 분포 특

성(Lee et al., 2008), 저서환경 및 다모류 분포 특성

(Yoon et al., 2007) 등 양식생물의 성장과 수질 및 저

질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해역의 물리환

경적 특성, 체류시간이나 교체시간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유동모델을 통해 가막만의 해

수순환 특성을 재현한 다음, 입자추적모델을 이용하

여 입자의 평균체류시간 공간분포와 대상해역의 교체

시간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이나 양식장에서 

유입된 오염부하원의 가막만 내 체류시간을 추정하

고, 해역의 물리환경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수치모의

2.1. 해수유동 모델

본 연구에서는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를 이용하여 해역의 물질체류시간 을 계산하였

다. EFDC는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Hamrick, 1992)에서 개발되었으며, 해수유동, 퇴적

물이동, 수질, 독성물질에 대한 예측으로 널리 이용되

고 있다. Craig(2009)는 다양한 조건을 부여하여 입자

추적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는데, 준정상상태 등류

(quasi-steady state uniform flow)에서 상대오차가 

-0.098% 이하임을 보였다. 특히, 입자추적모듈에서는 

Random walk Method를 적용하며 입자의 수평 및 수

직 확산에 무작위로 생성되는 무작위 변수(-1~1, 평균 

0)를 적용하여 난류확산에 의한 입자 이동에 대한 통

계적처리가 가능하다.

2.2. 대상해역 및 모델 영역 구성

대상해역인 가막만은 북쪽의 여수반도, 동쪽의 돌

산도, 서쪽의 고돌산반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에

는 백야도, 송도 등 10여개의 섬들이 위치하는 남북 

15 km, 동서 9 km인 타원형 내만이다. 평균수심이 약 

9 m로 얕으며 복잡한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다(Kim et 
al., 2006; Lee et al., 2008). 북동쪽의 여수항과 돌산

도 사이의 협수로와 남쪽 만 입구를 통해 성질이 다른 

수괴가 가막만 내로 유입되어 복잡한 해수순환 구조

를 나타낸다. 또한, 해저지형을 살펴보면 중앙부의 수

심은 약 6~7 m 인데 반해 북서쪽 내만의 수심은 약 

9~11 m로 만 중앙부에 비해 깊어 정체성 해수의 특성

을 갖는다(Lee and Cho, 1990).
모델영역은 15×20 km에 이르는 영역으로 설정하였

으며, 격자구성은 총 137×178개의 가변격자(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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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c)
Fig. 1. (a) Computational grid of Gamak bay and the sites of tidal bench mark and current measurement. (b) Time series 

used in the hydrodynamic model calibration at the Yeosu and (c) Semi-diurnal current ellipse at current meter site.

m)로 구성하였다(Fig. 1). 그림 상의 Current meter는 

모델검증을 위한 조류관측 정점을 나타낸다. 해양조

사원(KORDI)의 조위 자료(여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조위와 비교하였으며 해역 내의 5개 기본수준점(tidal 
bench mark)의 주요 4개 분조(M2, S2, O1, K1)에 대한 

진폭과 위상을 모델결과와 평균오차(mean error)의 

계산을 통해 검증하였다(Table 1). 검증결과, 유의한 

조위변동 시계열과 조류타원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기본수준점의 진폭과 위상 비교에 있어서도 일부 

일주조 성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유의한 값을 얻을 

수 있어 해수유동 수치실험의 재현성이 양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입자추적모델의 총 계산시간은 가막만에서 방출된 

입자가 충분히 수송될 수 있도록 입자 방출 이후 65일 

동안 계산하였다. 또한, 가막만 영역 내에서 총 14,925
개의 입자를 각 격자마다 1개의 입자를 고려하여 동시

에 방출시켰으며, 방출된 입자의 위치정보는 30분 간

격으로 저장하였다.

2.3. 체류시간 및 교체시간 계산

체류시간 계산에 적용된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체류시간의 정의는 방류된 입자가 임

의의 경계에 최초 도달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

(Monsen et al., 2002)으로 정의한다. ) 체류시간 계

산은 조시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 각 입자별로 평균한

다. ) 입자의 재유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
조기와 소조기에 각각 간조(low tide), 만조(high tide), 
창조(flood tide), 낙조(ebb tide) 시에 입자를 방류하

여 각 입자별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였으며 총 8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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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Constituent
Amplitude (cm) Phase (°)

Obs. Mod. ME Obs. Mod. ME

Yeosu

M2 72.5 72.3 0.2 248.5 247.9 0.6

S2 33.6 34.1 -0.5 274.7 270.3 4.4

K1 14.1 13.7 0.4 173.6 178.3 -4.7

O1 9.5 8.7 0.8 151.5 160.2 -8.7

Sohodong

M2 72.4 73.2 -0.8 248.1 248.7 -0.6

S2 33.6 33.0 0.6 274.5 276.8 -2.3

K1 14.0 14.7 -0.7 172.0 170.3 1.7

O1 9.2 8.6 0.6 150.8 142.6 8.2

Gukdong port

M2 79.6 79.2 0.4 248.4 247.6 0.8

S2 37.0 37.1 -0.1 275.9 274.7 1.2

K1 14.7 14.4 0.3 172.6 180.9 -8.3

O1 9.7 10.1 -0.4 149.4 146.4 3.0

Anpori

M2 71.0 70.8 0.2 248.5 248.1 0.4

S2 32.7 32.5 0.2 274.4 272.0 2.4

K1 13.8 14.0 -0.2 173.4 170.9 2.5

O1 9.1 9.0 0.1 150.9 151.6 -0.7

Woljeon port

M2 70.8 70.7 0.1 247.0 246.1 0.9

S2 32.7 32.9 -0.2 273.3 272.6 0.7

K1 13.8 13.5 0.3 173.6 174.8 -1.2

O1 9.3 9.5 -0.2 154.3 151.4 2.9

Table 1. Comparison between model results and observed tidal height

수치모의 결과를 각 입자별로 평균하여 평균체류시간

의 공간분포를 산출하였다(Park et al., 2009).
교체시간의 계산은 체류시간 계산 조건과 동일하

게 입자를 방류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계산 시간 간격

마다 경계 내에 남아있는 입자의 수를 계산하였다. 교
체시간 계산에서는 입자의 재유입을 고려하였다. 가
막만의 경우 남쪽의 수로와 북동쪽의 협수로가 존재

하고 있어 이 경계를 통해 빠져나가는 입자의 수도 계

산하여 해수교환 비율 특성을 파악하였다.

3. 수치모의 결과

3.1. 해수유동 결과

해수유동 모델의 계산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가막만 해수의 교환은 남동쪽의 수로와 북동쪽의 협

수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막만 중앙을 지나 내측으

로 갈수록 유속이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대
조기 결과에서는 남쪽 경계부근에서 약 40 cm/sec 전
후의 유속을 나타낸다. 수심이 얕아지는 북쪽 내만에

서는 약 10 cm/sec로 유속이 크게 감소하여 가막만 북

쪽 해역의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소조기 결과는 대조기와 비교하여 유사한 흐름 패

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조기에 뚜렷하게 보였던 대

경도 부근의 유속 감소패턴이 약한 유속에 의해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창조시 남쪽 수로에서 해수가 유입됨과 동시에 북

서쪽 수로에서도 해수가 유입되는 패턴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대경도 부근에서 두 수괴가 서로 만나 이 부

근의 유속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의 해수순환과 분포특성과 

일치한다(Lee and Cho, 1990; Lee et al., 2005; Kang 
and Kim, 2006). 낙조시는 창조시 흐름 패턴과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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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gnitude of the velocity (m/s) in spring tide: (a) flood; (b) ebb and neap tide (c) flood; (d) ebb.



 김진호 이원찬 홍석진 박정현 김청숙 정우성 김동명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residence time (days) in Gamak bay: (a) neap tide; (b) spring tide.

흐름을 가지며 유속의 패턴과 크기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 

3.2. 체류시간 계산 결과

입자추적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소조기와 대조

기의 체류시간 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소조기와 

대조기 모두 남쪽과 북동쪽의 경계에서부터 내만으

로 갈수록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전형적인 패턴 분포

를 나타냈다. 단면적은 남쪽 경계가 약 80,600 이고 

북동쪽 수로가 약 3,000 로 남쪽 경계 면적의 약 

4%이다.
소조기와 대조기의 공간적인 분포에서는 다소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만에서는 소조기보다 대

조기에 더 긴 체류시간이 계산되었으며 남쪽의 경계

부근 해역에서는 소조기에 더 긴 체류시간이 계산되

었다. 전체 입자의 체류시간을 평균한 결과 소조기는 

약 10.99일, 대조기는 약 10.89일로 대조기에 방류된 

입자가 평균적으로 약 0.1일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average residence time (days) 
in the Gamak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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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number of particle in the Gamak bay and out of Gamak bay by south and north channel. 

평균체류시간 공간분포 결과는 Fig. 4와 같다. 가막

만의 최내측에서 약 55일의 체류시간을 보였는데, 이
는 해역으로 유입된 물질이 외해로 이동하는데 약 2달
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마산만

의 최내만에서 약 70일 이상(Park et al., 2011), 새만

금 내만에서 약 100일 이상(Yoo et al., 2012)으로 이

보다는 짧다. 비록 해역의 면적이나 형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경계까지의 

거리가 유사한 마산만의 체류시간보다는 짧게 계산되

어 가막만의 해수교환이 마산만보다 활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쪽 경계부근에서 서쪽 해안에 비해 

동쪽 해안에서 비교적 짧은 체류시간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해수교환이 활발히 

일어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3.3. 교체시간 계산 결과

입자추적모델의 계산 시간 간격 마다 가막만 내에 

존재하는 입자의 수와 남쪽 경계 및 북쪽 경계를 통해 

유출되는 입자의 수를 Fig. 5에 나타냈다. 그래프 상의 

단주기 변동은 유출된 입자가 조석의 흐름에 의해서 

재유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동시에 방류한 14,925개
의 입자에서 절반의 입자가 유출되기까지 약 44.8일

이 소요되었으며, 총 계산 시간인 65일 동안 약 43.7%
의 입자가 해역 내에 체류하고 있어 e-folding scale은 

계산할 수 없었다. 이는 마산만(Park et al., 2011)에서 

120일 이상(50% 감소), Greenwich Bay(Abdelrhman, 
2005)에서 200일 이상(e-folding scale), Bamengat 
Bay(Guo and Lordi, 2000)에서 24일(조량법), Lamma 
Island의 작은 만(Choi and Lee, 2004)에서 14~38일
(e-folding scale)과 비교하였을 때 가막만의 해수교환

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가막만에서 유출된 입자 중에서 남쪽 경계를 통해 

빠져나간 입자는 전체의 약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해수교환이 주로 남쪽 수로를 통해 이루

어지며 북서쪽의 수로와는 다른 수괴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Lee and Cho(1990)의 수온과 염

분의 분포 특성을 통한 가막만의 수괴특성 연구를 통

해 가막만을 3개의 수괴로 구분한 것과 일치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막만을 대상으로 입자추적 모듈

이 포함된 EFDC를 이용하여 평균체류시간의 공간적

인 분포와 해역의 교체시간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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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체류시간과 교체시간을 통해 주요 하천과 양식장

으로 부터 유입되는 부유성 오염물질이 외해로 유출되

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였으며 해역의 해수순

환율과 각 경계를 통한 해수교환 비율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평균체류시간은 경계 인근에서 짧고 내만

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최내만인 

소호동 인근 해역에서는 약 55일 이상의 평균체류시

간이 계산되었다. 가막만의 서쪽 연안의 체류시간이 

30~45일의 분포인데 반해 동쪽 연안의 체류시간은 

25~30일로 비교적 짧은 체류시간을 나타냈다. 경계에

서 같은 거리에 있음에도 5일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으

며, 이는 가막만 내외의 해수가 주로 동쪽 연안을 따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막만의 교체시간 계산에서 입자의 50%가 유출

되기까지 약 44.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자의 98%는 남쪽 경계를 통해 유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막만에서 가장 북쪽하천(소호동 

인근)을 통해 유입된 물질이 해수의 흐름이 원활한 백

야도 인근으로 이동하기까지 약 두 달 이상, 해역의 중

앙부까지 약 한 달 이상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또한, 
가막만의 해수의 50%가 교환되기까지 약 45일이 소

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육상이나 양식장에

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외해수와 희석 및 확산되기까

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막만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외해로 

배출되기 보다는 내부에서 분해·침강될 수 있는 물리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역 내에서 물질의 집적

이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가막만 내 퇴적물의 유기물 

분포특성(Lee et al., 2008)과 다모류군집 분포특성

(Yoon et al., 2007)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막만 지형에 관한 과거 연구(Kang and Chough, 

1982; Lee and Cho, 1990)를 통해 가막만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바람 등에 의한 외력에 민감하게 반응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후, 가막만의 장기간 물

질 이동에 미치는 바람과 성층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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