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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3. 결과 및 고찰

부산연안은 하천 및 하수처리장을 통해 생활하수 및 산

수영하수처리장에 의한 수질 응답은 약 0.00~1.20 mg/L로

업폐수가 만 내로 유입되어 해역의 오염이 우려된다. 그 중

나타났으며, 영향범위는 수영강하구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

수영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수욕장이 위치하

로 나타났다. 동부하수처리장에 의한 수질 응답은 약

여 수질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모

0.00~0.30 mg/L로 나타났으며, 영향범위는 수영하수처리장과

델을 이용하여 육상기인 오염원의 부하량에 따른 수영만 g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운대하수처리장에 의한 수질응답은

하구해역의 수질 응답특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약 0.00~0.20 mg/L로 나타났으며, 영향범위는 방류수 부근부
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나타났다. 남부하수처리장은 유입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통해 예측하였다. 유동장 계산을

되는 부하량이 가장 많은 부하원으로 수질 응답은 약
0.00~1.00 mg/L로 나타났으며, 영향범위는 방류구 부근부터
방류구 남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위한 해수유동 모델은 EFDC를 사용하였으며, 수질 계산 및

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하천들은 하수처리장과 유사한 결과

예측을 위한 생태계 모델은 EM3(해양수산부, 2007)를 사용

를 나타냈다. 남천에 의한 수질응답은 약 0.00~0.66 mg/L로

하였다. 2013년 하계인 8월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질을 재

나타났으며, 범위는 유입지점부근부터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현한 후 수영만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유무에 따른 수영만

나타났다.

해역의 수질변화를 예측하였다. 시물레이션 결과는 부산연
안오염총량관리 대상항목인 COD로 나타내었다. 유입되는

4. 결 론

오염원은 수영만 권역의 점 오염원인 4개 하수처리장(수영

만내의 주 부하원인 수영강은 수영강 하구로부터 해운대

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해운대 하수처리장, 남부하수

해수욕장까지 수질변화를 주도하였다. 해운대 하수처리장과

처리장)과 5개의 하천(수영강, 온천천, 우동천, 춘천, 남천)을

춘천은 빠른 희석확산을 보였다. 남부하수처리장은 남쪽에

고려하였다.

서의 수질 변화 영향을 나타내었다. 전체 부하량에서 큰 부
분을 차지하지 않은 남천은 만의 서쪽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에 이르기 까지 강력한 영향을 보여주었는데, 광안리 해수
욕장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천의 수질 관리가 필요

First Author : seasoundjws@naver.com, 051-720-2527
Corresponding Author : ssokjin@korea.kr, 051-720-2520

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