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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연안역에 유입된 물질들은 해수를 매개체로 이동하므

로 물질수송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역별로 국지적 

해수순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Monsen et al., 
2002). 해수순환 특성은 물질수송시간의 공간적 차이를 

만들며 이로 인해 영양염 공급,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연
안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생지화학적 과정에서도 공간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Choi and Lee, 2004; Wan et al., 2013). 생지화학적 

과정의 공간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에서 

물질수송시간(transport time scale) 개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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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dence time is defined as the time taken for a material in a system to leave the system. The residence time characteristics 

in shellfish aquaculture determine the dispersion of excretion from aquaculture farms, along with the supply of food by 
seawater exchange.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average residence time in the shellfish farming area 
using a particle tracking model. As a result, a relatively short average residence time of about 20 days or less was calculated in 
most areas, but an average residence time of more than 40 days was calculated in the inner areas. Relatively long average 
residence times were calculated along the west coast compared to the east coast, with the longest average residence time of 
more than 50 days in the northwestern area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isturbance of the benthic ecosystem caused by 
shellfish farms is likely to be large because of the relatively weak dispersion of excrement from shellfish farms located on the 
west coast, especially in the northwest region. This distribution of average residence time is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potential effects of seawater exchange on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shellfish farms, along with the seawater 
circulation characteristics of Jar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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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hez et al., 2004; Kargi and Uygur, 2004; Guyondet 
et al., 2005; Gibbs, 2007; Wan et al., 2013).

물질수송시간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체류시간(residence 
time), 교체시간(flushing time), age가 대표적으로 사용

되는데(Zimmerman, 1976; Monsen et al., 2002; Delhez 
et al., 2004; Park et al., 2009), 이 중 체류시간과 age는 

지역적인 물질수송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지화학 

과정의 공간적인 이질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Zimmerman, 1976; Monsen et al., 2002; Park 
et al., 2009). 체류시간은 임의 경계 내에서 각 영역에 위

치한 물질이 해역 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

으로 체류시간의 공간분포를 통해 각 해역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체류시간이나 지역적인 해수교환 정도를 알 수 

있다.
패류양식해역에서 체류시간의 공간분포 특성은 물질

의 장기거동 특성에 대한 정보 외에도 양식패류의 성장

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패류 성장속도는 공간

적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이는 체류시간의 공간적 차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rins et al., 1998; 
Guyondet et al., 2005; Prins and Escaravage, 2005; 
Gibbs, 2007; Kim et al., 2019). 해역의 체류시간이 길

수록 패류는 동일한 해수 내의 먹이물질을 여과할 기회

를 더 많이 갖게 되지만 해수교환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먹이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장률은 감소한

다(Powell et al., 2012). 특히 과도한 입식으로 먹이경쟁

이 강화되고 부족한 먹이로 인해 성장지연이 발생하는 

해역일수록 체류시간과 패류 성장률의 상관성은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역의 체류시간 특성은 패류양식장에 

의한 저서생태계 교란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체류시간

이 긴 해역에서는 해수교환에 의해 패류 양식장에서 발

생하는 유기물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

해 저서생태계의 유기물 부하가 증가한다(Mitchell, 
2006). 따라서 해역의 체류시간 공간분포 특성을 통해 

패류양식장에 의한 저서생태계 교란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Kasper et al., 1985; Stenton-Dozey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패류양식해역의 양식생물 성

장과 양식환경 등 생지화학 과정의 공간적 불균형을 설

명하기 위해 입자추적모델을 이용하여 자란만 패류양식

해역의 체류시간 공간분포를 계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사용모델

자란만의 물질체류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EFDC)(Hamrick, 1992)를 사용

하였다. EFDC는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에서 개발되었으며 3차원 수리해석 및 유사와 온배수의 

거동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Dynamic 
Solution사의 Craig(2009)에 의해 전처리와 후처리 기

능이 추가되었다. EFDC에는 particle tracking module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수립된 해역에 가상의 

입자를 방류하여 해수의 흐름에 따른 이동 및 확산 모의

가 가능하다. 입자물질의 확산은 이류에 의한 이동과 비

교하면 아주 작지만, random walk method는 time step 
마다 각 입자의 초기위치를 다양하게 만들며 여기에 이

류에 의한 이동이 더해져 입자들의 확산을 더욱 가속하

는 역할을 한다(Chung and Duyen, 2012). Random 
walk를 이용한 입자추적 모의는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이류(advection)항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수치적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다(Suh, 2006). 또한, 입자추적계산에 적

용된 Runge-Kutta법에 의해 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

차와 격자의 이산화(discretization)시 발생하는 오차가 

작아 계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2. 모델 구성

모델의 영역은 자란만을 비롯하여 고성만, 통영 연안, 
사천만을 포함하며 동서방향 약 50 km, 남북방향 약 43 
km, 총 격자수는 13,589개, 격자 크기는 80~1,700 m 범
위의 가변격자로 구성하였다(Fig. 1). 모델의 계산 시간

간격은 1초, 입자추적모델의 모의 기간은 50일로 설정하

였다. 모델의 개방경계는 남쪽에 위치한 격자로 4대 분조 

값을 보간하여 해당 격자에 각각 진폭과 위상을 입력하

였다. 기상조건은 기상청의 대기압, 일사량 자료를 사용

하였고 바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3. 평균체류시간 계산

본 연구에서는 자란만에서 Zimmerman(1976), Monsen 
et al.(2002), Park et al.(2009)이 제시한 평균체류시간

의 정의에 따라 체류시간을 계산하였다. 체류시간은 만 

내의 입자가 경계를 최초로 벗어나기까지 소요된 시간으

로, 경계로부터 거리와 해수순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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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간 계산을 위해 방류된 입자는 오직 해수의 흐름

에 의해 이동하게 되며 입자의 이동은 최초에 방류된 지

점의 수괴 이동을 의미한다(Zimmerman, 1976; Monsen 
et al., 2002; Delhez et al., 2004). 입자추적모델에서는 

설정된 경계 내 격자마다 다섯 개의 입자를 방류하여 해

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각 입자의 위치정보를 시간

에 따라 저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량도 북쪽 해역과 

고성만 입구의 협수로를 포함하는 영역에 대하여 임의의 

경계(점선)를 설정하여 체류시간을 계산하였다(Fig. 2). 
방류 시점에 따라 입자의 체류시간은 크게 달라지므로 

입자의 방류시기를 달리하여 대조기와 소조기의 고조, 
저조, 창조, 낙조 등 각각 4회에 걸쳐 모의한 후 각 입자

별 체류시간을 평균한 평균체류시간을 계산하였다(Park 
et al., 2009).

2.4. 현장관측

해수유동모델의 검증을 위해 Fig. 2의 J1과 J2 지점에

서 조위와 조류 관측을 수행하였다. 조위와 조류 관측은 

2015년 7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33일 동안 수행되

었으며, 관측 시간 간격은 10분으로 설정하였다. 관측 자

료는 조석성분과 비조석성분으로 조화분해한 후 조석성

분과 모델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재현성을 검토

하였다.

3. 수치모의 결과

3.1. 모델 검증

자란만 외측 지점(J1)과 입구 지점(J2)의 조위와 조류

에 대하여 관측값과 계산값을 비교하였다(Fig 3). 조위는 

J1과 J2 지점 모우 계산값이 관측값과 유사하였다. 유향·
유속의 경우, J1 지점에서는 u와 v 성분 모두 계산값이 

관측값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J2 지점에서는 동

서방향의 흐름인 u성분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모델의 검

증은 RAAE (Relative Absolute Average Error)를 계

산하였으며, 조위의 경우 RAAE가 10% 이하, 조류의 경

우 20% 이하일 때 모델이 해역의 해수순환 특성을 잘 재

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Marechal, 2004; 
Kim and Yoon, 2011). RAAE 계산 결과, 조위는 

2.4%, 조류는 17.6%(J1)와 19.8%(J2)로 모델이 두 지

점의 유속 및 유향을 잘 재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립된 모델이 자란만의 물리

환경 특성을 잘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자란만의 해수순환 특성

수립된 해수유동모델을 통해 계산된 자란만의 창조와 

낙조의 유속 분포는 Fig. 4와 같다. 창조시 남동쪽 외해

로부터 해수가 유입되어 대부분의 해수가 사량도 북쪽 

Fig. 1. Environmental Fluid Dynamic Code (EFDC) model 
domain for Jaran Bay.

Fig. 2. Jaran Bay(Goseong, South Korea) showing the 
bathymetry and location of shellfish farms and 
monitoring stations used in the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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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을 통해 이동하며 이 중 일부가 자란만 내부로 유입

되어 북서 내만을 향해 이동한다. 자란만의 남동쪽 외해

에서 20 cm/sec의 강한 유속이 형성되고 북서쪽 내만에

서는 5 cm/sec 이하로 유속이 약하게 나타났다. 자란만

의 서쪽 연안에 비해 동쪽 연안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유

속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란만 해역 중 북서 내만

에서 해수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 평균체류시간이 가장 

길며 동쪽에 비해 서쪽 해역의 평균체류시간이 길 것으

로 추정된다. 

3.3. 입자추적모델 모의결과

평균체류시간 계산을 위해 모의한 8회의 입자추적

Fig. 3. Calculated and observed filtered tidal height and current component(u, v) at J1 and J2 station in Jaran Bay from 31 
July 2015 to 1 September 2015 (Julian Day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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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결과 중 대조기 낙조시에 입자를 방류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입자의 색을 다르

게 표현하였으며 입자의 초기위치와 해수 흐름에 따라 

10일, 20일, 30일 이동한 후의 위치를 보여준다. 10일 동

안 사량도를 비롯하여 자란만의 남동쪽에 위치한 통영 

연안까지 입자가 확산되며 이후 지속적인 확산이 일어나

면서 자란만 내 입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입자 방류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북쪽의 내만과 서쪽 연안을 따라 다수의 입자

가 잔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동쪽 연안을 따라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형성되어 해수의 교환이 활발히 일어나 내만에서 방류된 

입자가 빠르게 외해로 빠져나가는데 반해 서쪽 연안에서

는 해수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0일 이후까지 자란만 내에 잔류하는 입자 중 

북서 해역에서 방류된 입자(빨강)가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해역의 해수교환이 약해 물질의 확

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또한, 외해에서 방

류된 입자(노랑)도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창조류에 의해 내만으로 이동하였다가 외해로 유출

되지 못하고 내만에 체류한 것으로 북서 내만으로 유입

된 물질의 경우 유출보다는 집적되기 쉬운 물리적 환경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란만의 북동과 남

서를 가로지르는 내해에서 평균체류시간이 긴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북서 내만에서 가장 긴 평균체류시간이 

계산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4. 평균체류시간 계산 결과

대조기와 소조기에 계산된 평균체류시간 공간분포는 

Fig. 6과 같다. 두 시기 모두 외해에서 평균체류시간이 

짧게 나타났으며 내만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나 내만에서는 40일 이상의 긴 평균체류시간이 나타났

다. 소조기에 비해 대조기의 경우 남쪽의 경계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긴 평균체류시간이 계산된 반면 내만에서는 

짧은 평균체류시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류시기

에 따라 입자의 초기 이동 거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 나타

난 결과로 판단된다. 낙조시 방류된 입자의 경우 빠르게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aximum current vectors computed in Jaran Bay during flood (left) and ebb (right) in 
spring tid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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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창조시에는 내만을 향해 입

자가 이동하게 되어 평균체류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대
조기와 소조기의 평균체류시간 차이를 나타낸 Fig. 7에
서 외해수가 내만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를 따라 대조

기에 평균체류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대조기의 창조시에 유속이 상대적으로 강해 같은 시

간동안 입자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어 방류된 입자

가 내만으로 유입하게 되며 이로 인해 평균체류시간이 

증가되어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내만의 

경우 대조기에 외해에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해수의 

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져 평균체류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5. Snapshot of the mixing of the volume of water from 3 areas (red, green, yellow). The initial position of the 3 areas 
is shown by (a). The subsequent dispersion pattern in illustrated in (b) after 10 days, (c) after 20 days, (d) after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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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와 소조기의 모의 결과를 평균한 평균체류시간 

공간분포는 Fig. 8과 같다. 외해에서 짧으며 북서내만으

로 갈수록 평균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란만의 북동에서 남서쪽 해역을 가로지르는 20일 선을 기

준으로 평균체류시간의 공간분포가 안과 밖으로 구분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4의 자란만의 해수순

환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계부근에서 해수가 남동

-북서 방향으로 유·출입하며 이로 인해 Fig. 5와 같이 북

서내만에서 입자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생

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계에서 유사한 거리상에 있지

만 자란만의 동쪽 연안의 평균체류시간은 15일로 서쪽 연

안의 30일에 비해 짧으며 북서내만에서는 50일 이상의 

긴 평균체류시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이나 양

식장을 통해 자란만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유입지

점에 따라 평균체류시간이 공간적으로 다르며 이로 인해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간도 달라짐을 의미한다.
동·서 경계 해역의 경우 경계에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의 평균체류시간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자란만 외해의 경우 

동-서 방향의 흐름이 형성되며 입자의 방류 시점에 따라 

방류 직후 경계를 벗어날 수 있지만 흐름이 반대인 경우 

오히려 해역의 중앙으로 이동하여 평균체류시간이 증가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8번의 서로 다른 방류시기를 

모의하여 평균한 체류시간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

산방법으로 인해 평균체류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와 동일한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된 마산만, 거

제만과 가막만의 평균체류시간에 비해 자란만의 평균체

류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9; Kim et al., 2016a; Kim et al., 2016b). 이는 다른 

해역에 비해 자란만의 입구가 넓고 외해의 유속이 강하

게 형성되어 창·낙조시에 경계면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 

유·출입하며 이로 인해 해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자란만과 같은 패류양식장에서는 양식패

류의 배설물은 침강하여 저서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Dittmann, 1990; Rangarsson and Raffaelli, 1999; 
Hyun et al., 2013). 하지만 해수교환이 활발한 해역에서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averaged residence time during (a) spring tide and (b) neap tide showing computed corang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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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침강하는 유기물의 확산범위가 넓어져 저서생태계에 

대한 교란이 감소하게 된다(Kasper et al., 1985; 
Stenton-Dozey et al., 2001). 패류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고성만, 거제한산만, 진해만과 비교해보면 퇴적물

의 TOC 값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저서생물의 종풍부도

와 다양도가 높게 나타나 다른 양식해역에 비해 패류양

식장에 의한 퇴적물 교란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Cho et al., 2013). 이는 다른 만에 비해 자란만의 

평균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해수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패류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부하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Mitchell, 2006). Cho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자

란만 해역 내에서도 북서해역의 저서환경이 다른 해역에 

비해 비교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란만의 경우 북서쪽 내만

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의 평균체류시간이 짧게 나타나 

주변 해수와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균체류시간의 공간분포 특성을 

통해 패류양식장이 주변 저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

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추적모델을 이용하여 자란만 패류

양식해역의 평균체류시간 공간분포를 추산하였다. 수치

모의를 통해 대상해역인 자란만은 대부분의 해역에서 비

교적 강한 해수의 흐름이 형성되며 남동쪽 외해에서 해

수가 유입되어 자란만 내부의 해수와 교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자추적모델 모의를 통해 내만에서 방류된 

입자 중 상당수가 30일이 지난 시점에도 내만에서 체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동쪽에 비

해 서쪽 연안을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조기와 소

조기의 평균체류시간 계산 결과, 입자의 방류시기에 따

라 공간적으로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방류 초기

의 해수흐름에 따라 단면통과 유량과 방향이 결정되어 

입자의 해역 내 평균체류시간이 크게 변화됨을 의미한다. 
평균체류시간 공간분포는 전체적으로 20일 내외로 비교

적 짧게 나타났으며 북서와 남동으로 평균체류시간의 공

간분포가 구분되었다. 이로 인해 북서 내만에서 50일 이

Fig. 7. Spatial distribution for difference of averaged 
residence time between spring tide and neap tide 
(spring tide - neap tide).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averaged residence time of 8 
cases in Jar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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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가장 긴 평균체류시간이 계산되었으며, 동쪽 연

안에 비해 서쪽 연안의 평균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란만 내에서 발생한 물질의 해

역 내 평균체류시간이 공간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란만과 같이 패류양식장에

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이 있는 경우 유입지점별로 

오염물질의 평균체류시간이 다르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 또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대상해역

인 자란만의 경우 북서 내만에 위치한 양식장에서 발생

한 양식 패류 배설물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로 인해 저서환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추
후, 바람에 따른 평균체류시간의 변화 양상과 패류양식

해역에서 평균체류시간이 패류양식장의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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