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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FDC와 라그랑쥐 입자추적모델을 이용하여 조석주기별로 오염물질의 방출 시점이 다를 경우에 대한 마산만의 체

류시간 및 해수교환율의 정량적 차이를 계산하였다. 체류시간은 만 전체에 대해 약 40일이었고 그 범위는 부도 남

쪽 해역에서 약 20일 이하, 소모도 상부에 위치하는 마산만 내측에서는 약 100일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

시간의 공간적 차이는 주로 조석잔차류와 만 내측으로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 전체 면적에

대한 체류시간의 평균값은 대조기 및 소조기에 각각 약 36일과 42일로 나타났다. 해수교환율은 30%가 되기까지 걸

리는 시간이 입자 방류 시점에 따라 최소 약 65일부터 최대 105일까지 약 4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Abstract − Lagrangian particle transport model coupled with the EFDC have been performed to estimate the

residence time and water exchange rate by release time of pollutants over a tidal cycle in Masan Bay. The mod-

elled residence time for the whole bay was about 40 days, ranging from less than 20 days in the southern parts

of Budo, to over 100 days in the upper parts of Somodo. The spatial difference of residence time was controlled

by tidal residual currents and the distance to the bay channel. The area mean residence time during spring and

neap tides was estimated to be about 36 days and 42 days, respectively. The time required for 30% exchange

of water was calculated as ranging from 65 to 105 days by release time of pollutants.

Keywords: Particle transport model(입자추적모델), Residence time(체류시간), Water exchange rate(해수교

환율), Tidal cycle(조석주기)

1. 서 론

물질 수송 시간을 표현하는 다양한 정의 가운데 최근 연구들을

통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체류시간(Residence time), 교체시

간(Flushing time), 그리고 연령(Age)으로(Monsen et al.[2002]),

이 중 체류시간은 공간적으로 초기 위치가 제각기 다른 물입자 하

나 하나가 특정 해역 범위 내에서 얼마나 오래 체류하였는지를 나

타낸다(Zimmerman[1976], Takeoka[1984]). 따라서 물입자의 초기

위치, 방출 시점,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물질 수송 시간의

공간적 차이(Spatial heterogeneity)를 재현할 수 있어 최근 생물학

적 과정이나 생지화학적 반응의 공간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

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Monbet[1992], Nixon et al.[1996],

Jørgensen and Richardson[1996]; Bricelj and Londsdale[1997];

Josefson and Rasmussen[2000]; Braunschweig et al.[2003]).

체류시간의 계산은 입자추적모델을 이용하여 대상 해역 내에

균일하게 입자를 배치시킨 후, 각각의 입자를 추적하여 만외로 유

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산정한다. 이때 조석 주기에 따라 입자

를 방출시킨 시간이 다를 경우 입자의 체류시간은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서로 다른 시간에 입자를 방출시켜 얻은 체류시간을 각 격

자별로 평균하여 시간에 따른 변동성분을 배제한 것이 평균체류†Corresponding author: wclee@nfrd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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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Average residence time)이다. 체류시간이 각각의 물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송시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해수교환율은 해

역 전 체적을 대상으로 하는 수송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영역 외

부로 유출되는 입자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표현한다. 한편, 조석

이 탁월한 해역의 경우 입자추적 방법을 이용한 체류시간이나 해

수교환율은 조석주기별로 입자가 방출된 시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

국내의 경우 평균체류시간의 공간분포를 재현한 박성은 등[2009]

의 연구를 제외하면 체류시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조량법(Tidal

prism method)을 이용한 교체시간(Flushing time)이나 해수교환율

(Water exchange rate)을 그대로 체류시간으로 기술한 경우가 많

았고(박병수 등[1998]; 고영찬 등[2000]), 그밖에 Knudsen식에 의

한 교체시간이나 단순박스모델을 이용한 물질수지 계산과정에서

체류시간을 정의한 경우도 있었다(김종구 등[2000], 홍석진 등

[2000][2007]). 물론 교체시간이나 해수교환율도 최근 하구나 연

안의 수질연구에 체류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Sheldon and Alber[2002], Liu et al.[2004], Fukumoto and

Kobayashi[2005]) 대상 해역의 전체 체적변화율을 고려하기 때문

에 물질 수송 시간의 공간분포를 재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류

시간과는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다(Abdelrhman[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체류시간은 Zimmerman[1976]의 정의에 국한하여 사용

한다.

본 연구는 마산만을 대상으로 입자 방출 시점이 다를 경우에 대

한 체류시간과 해수교환율의 정량적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마산

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오염 총량관리제도(국토해양부, 경상

남도[2008])가 도입되었고, 인천·시화연안, 광양만, 부산연안, 울산

연안과 함께 5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역으로 해수

유동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요 하천(삼호·산호천, 창원천 등) 및 하

수종말처리장(덕동, 진해)을 통해 지속적인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산만 내부로 유

입된 각종 오염물질들이 만 외측으로 수송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을 계산하고, 특히 물질이 해역으로 방출된 시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송 시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수치실험

2.1 해수유동 수치실험

해수유동 수치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미국 VIMS(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서 Hamrick[1992]에 의해 개발된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Dynamic Solution 사의 Craig[2004][2009]에 의해 전·후처리 기능

이 추가된 EFDC_DS(Dynamic Solution) 버전을 사용하였다.

EFDC는 3차원 모형으로 Hydrodynamics, Water quality, Sediment

transport, Toxics 모듈이 포함되어 있고 연안, 하구, 호소, 습지 등

다양한 수환경에 적용이 가능하여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Park et al.[1995], 김종규 등[2008], 강주

환 등[2009], 허영택 등[2009], 서동일 등[2009], 서승원 등[2010])

EFDC 모듈 가운데 해수유동 모형은 Hamrick[1992]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수치해석적으로 Blumberg and Mellor[1987]의 POM

(Princeton ocean mode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수직방향으로

σ좌표계를 사용하고, 수평방향으로는 직각(Cartesian) 및 직교곡선

(Orthogonal-curvilinear) 좌표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직와동점

성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Mellor and Yamada[1982]의 Turbulence

closure scheme(level 2.5)을 사용하고, 질량보존 Scheme을 이용하

여 천해역에서 3차원의 조간대 처리가 가능하다(Moustafa and

Hamrick[2000]). 또한 EFDC 모델은 수질 모델 및 퇴적물이동 모

델과 접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Sission et al.[1997]), 다양한

수질항목의 이송-확산과정이나 점착성 및 비점착성 퇴적물의 수

송도 모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FDC_DS 의 경우 Dynamic Solution 사

의 Craig[2004][2009]에 의해 전·후처리 기능이 보완되었고, 특히

Lagrangian Particle Transport(LPT) 서브 모델의 기능이 대폭 강

화되면서 이전의 입자추적모듈은 삭제되었다. 새로 수정된 EFDC_DS

의 입자추적모듈은 이류항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치정확도가 높은

Runga-Kutta 4 method를 사용하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validation

을 수행하여 준정상상태 균일류(Quasi-steady state uniform flow)

조건에서 해석해와의 상대오차가 약 -0.098% 임이 확인되었으므

로(Craig[2009]) 입자추적에 의한 체류시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

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델영역은 마산만에서 유출되는 입자가 충분히 수송될 수 있

도록 Fig. 1과 같이 진해만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x, y 방향으로

각각 53.5×39.9 km에 이르는 영역을 설정하였다. 격자구성은 총

179×152개로 계산시간을 감안하여 마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가변

격자(100~400 m 사이)를 사용하였고, 입자추적모델 계산 시 각 입

자들의 초기 위치에 해당하는 마산만 영역을 중심으로 최소 격자

Fig. 1. Horizontal grids with open boundaries for the numerical

experiment. The box indicates the particle tracking model domain.

G1, G2 and C1, C2 indicate the locations of the station of mea-

surements of sea-level heights and curren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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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였다. 그림에서 G1, G2 및 C1, C2 정점은 각각 모델검

증을 위한 조석 및 조류관측 정점을 나타낸다.

계산 시간 간격은 CFL(Courant-Friedrichs-Lewy) 조건을 고려

하여 1초로 하였다. 개방경계의 각 격자점에서 매 시간 간격마다

주요 4개 분조(M2, S2, O1, K1)의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조위값을

부여하였고 총 계산시간은 140일이었다. 담수유입 및 바람에 의

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조류에 의한 해수순환만을 고려

하였다.

2.2 체류시간 및 해수교환율 계산

본 연구에서 체류시간(Residence time)은 만내의 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입자가 만 입구 경계를 처음으로 벗어날 때까지 소요

되는 시간(Zimmerman[1976], Takeoka[1984])으로 정의하고 대조

기 및 소조기에 각각 저조, 최강 창조, 고조, 최강 낙조 시에 입자

를 방출시켜 총 8개 Case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입자

추적모델의 총 계산시간은 140일이었으며 마산만을 대상으로 총

2200개 이상의 입자를 각 격자당 1 개씩 고려하여 일시 방출시켰

다. 조시별로 입자의 방출 시점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평균체류시

간(Average residence time)은 서로 다른 조시에 방출시킨 입자를

시뮬레이션으로 추적한 뒤 이것을 각 격자별로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해수교환율은 입자추적실험을 이용하여 대상 해역내의 초기 입

자수에 대한 잔류 입자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다음 식과

같이 구하였다.

R=(1-Pt/P0)×100

여기서, R은 해수교환율을 나타내며 Pt는 잔류 입자수, P0는 초기

입자수를 의미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류 실험결과

수치실험을 통한 해수유동 결과의 재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1에 표시한 마산항(G1) 및 가덕도(G2) 기준검조소의 국립해

양조사원 조위관측 결과와 본 연구에서 계산한 15일간 조위시계

열을 비교하여 조위를 검증하였다. 조류는 장선덕 등[1984] 및 김

차겸 등[1994]의 유속 관측값을 이용하여 반일주조의 조류타원도

를 계산치와 비교하여 재현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조위의 진

폭 및 위상은 관측값과 모델값이 잘 일치하였고, 조류는 진해만

중앙부(C1)의 경우 조류의 주축방향이, 마산만 정점(C2)의 경우

유속의 진폭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어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수유동 수치실험의 재현성은 대체로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역으로 마산만을 포함하는 진해만 광역에 대한 조석류 모

의결과 대조기 최강 창·낙조류의 유속벡터도를 Fig. 3에 나타내었

다. 가덕수로를 통하여 북북서향으로 빠르게 유입한 창조류는 진

해만 중앙부를 지나면서 진해만 서부해역을 향해 서진하고 일부

흐름은 중앙에서 마산만으로 분기되어 진행하면서 유속이 감소한

다. 창조시 최강 유속은 약 80~90 cm/s 내외로 나타났고 낙조류는

창조류와 반대 방향의 흐름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 연구해역인 마

산만으로 진입한 흐름은 부도를 지나면서 유속이 약 10 cm/s 이하

로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행암만 및 마산만 내측에서는 전체

적으로 약 5~6 cm/s 내외로 해수유동이 매우 미약하다. 한편, 마

산만 중앙에 위치하는 돝섬의 남쪽 약 2 km 해역(마창대교 부근)

으로부터 소모도에 이르는 수로 구간은 유속값이 약 8~12 cm/s 범

위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데 이러한 패턴은 체류시

간의 수평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2 입자추적 실험결과

해수유동모델이 안정화에 도달한 이후 총 8회에 걸친 입자추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들 결과 중 대조기 저조 시에 입자를 방

출시킨 결과를 Fig. 4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a)는 마산만 체류시간의 공간적 차이를 계산하기 위

해서 방출시킨 입자들의 초기 위치를 나타내며, (b)는 방출 후 5

일, 그리고 (c)는 10일이 지난 뒤 마산만 내에서 입자가 이동한 위

치를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약 열흘 동안 이동한 입자들의 위치변

화를 살펴보면 모델영역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도의 남측 해

역을 중심으로 입자 밀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상대적으로 부도의 서측이나 마산만 내측의 입자들은 출발 지

점으로부터 거의 이동하지 못하고 만 내측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조류의 유속이 매우 미약한 곳으

Fig. 2.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tidal elevation

(G1, G2), semi-diurnal current ellipse (C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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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매우 오랜 시간 체류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마산만 입구에 위치하는 섬 부도는 입

자의 이동패턴을 볼 때 체류시간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며 해군기지 부근의 소모도 매립도 적지 않은 체류시

간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3.3 입자 방출 시점별 체류시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조시별로 입자의 방출 시점이 달라질 경우 마산

만의 체류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수치모델로 평가하기 위

하여 총 8개 Case에 대한 체류시간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5는

각각의 Case에 대한 체류시간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

서 상단은 대조기, 하단은 소조기 결과를 나타낸다. 대조기 및 소

조기에 각각 4개 Case로 입자 방출 시점을 달리하여 계산하였으

며 그 방출 시기는 저조(Slack before flood), 창조(Peak flood), 고

조(Slack before ebb), 그리고 낙조(Peak ebb)시였다. 방출 시점별

체류시간을 계산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조기(Fig. 5(a)~(d)) 보다는

소조기(Fig. 5(e)~(h))의 체류시간이 약 10~20 여 일 긴 것으로 나

타났고, 조시별로는 저조 및 창조 시가 고조 및 낙조 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체류시간이 길고 그 영역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모도를 기점으로 마산만 내측은 대부분의 Case에서 체류시간이

100여 일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마산만 지형조건이나

조류세기 자체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오랜

시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수평방향으로는 남쪽 경계로부터 부도 남쪽까지는 약 5~10일,

부도를 지나면서 약 20~80일, 그리고 소모도 북쪽부터 마산만 내

측은 약 100일 이상으로 나타났고, 마산만 내측의 좁은 수로상에

서는 체류시간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지만 해역의 폭이 넓어지는

소모도 남측과 해군기지 부근에서는 랜덤워크에 의한 입자의 거

동 특성상 체류시간의 공간변화가 매우 복잡한 패턴을 보였다. 한

편, 체류시간이 100일 이상인 영역을 중심으로 보면 대조기 고조

및 낙조 시(Fig. 5(c), (d))에 그 영역 면적이 가장 감소하여 100일

경계 지점이 돝섬 남쪽까지 북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모도를

Fig. 3. Horizontal current vectors; (a) Max. flood flow, (b) Max. ebb

flow.

Fig. 4. Distribution of particles; (a) initial particle locations, (b) particle location 5 days after release and (c) 10 days after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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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서 체류시간이 가파르게 빨라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

는데 이것은 만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연안지형으로 인한 유속감

소가 그 주된 원인으로 과거 소모도 매립도 체류시간 감소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행암만의 경우에는 대조기에 대부분 10 여 일 미만이던 체류시

간이 소조기에는 이보다 약 10~20일 증가하였고 특히 소조기 저

조와 창조 시에 가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행안만에 위치하고 있는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수를 방류할 경우 방류 시점에 따라서 처리수가 해역 내에 체류

하는 시간이 약 20여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오염물질의 유입량이나 수질 기준 이외에도 조석주기에 따

른 유입 시점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Fig. 6은 마산만 전체 영역에 대한 체류시간의 평균값을 각 Case

별로 비교한 것으로 체류시간의 공간적 차이를 배제한 것이다. 대

조기 저조, 창조, 고조, 낙조 시의 영역 평균 체류시간은 각각 38.8

일, 38.8일, 34.3일, 33.8일(대조기 평균 36.4일)이었고, 소조기에

는 각각 44.0일, 44.0일, 39.4일, 40.3일(소조기 평균 42일)로 대조

기에 비해 소조기의 체류시간이 마산만 전체 영역에 대해 약 5.2~6.5

일 정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Case를 평균할 경우 약

39.2일이었다. 즉 마산만 전체 영역에 대한 평균적인 체류시간은

약 39.2일 정도이지만 그 공간적 차이를 고려할 경우 약 0~110일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4 평균체류시간(Average residence time) 비교

조시별 입자의 방출 시점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평균체류시간

을 구하기 위하여 총 8회에 걸쳐 서로 다른 조시에 방출시킨 입

자를 시뮬레이션으로 추적하고 이것을 각 격자별로 평균하여 마

산만을 대상으로 평균체류시간을 계산하였다(Fig. 7). 계산 결과

대조기(Fig. 7(a))에 비해 소조기(Fig. 7(b))의 평균체류시간이 마

Fig. 5. The distribution of residence time (days) using numerical passive particles released in each grid cell. The particles were released

as eight cases such as (a,e) slack before flood, (b,f) peak flood, (c,g) slack before ebb, and (d,h) peak ebb during both spring(upper) and

neap(lower) tides.

Fig. 6. The area mean residence times for each simulation cases and

average residence times for spring and neap tides, and 8 different

simulations (SBF: Slack before flood, PF: Peak flood, SBE: Slack

before ebb, PE: Peak 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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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 내측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10~15일 이상 증가하였고, 소모

도 부근에서는 약 20~30일 가량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또 부도

서측해역의 경우 소조기에 마산 덕동측 연안부근은 대조기에 비

해 체류시간이 증가되지만 부도와 덕동 사이에서는 반대로 감소

하는 영역도 부분적으로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소조기의 부도주변

의 조석잔차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 8회에 걸

친 계산결과를 모두 포함한 평균체류시간(Fig. 7(c))은 부도 주변

에서 체류시간이 약 10일 전후로 나타나는 점, 수평적으로는 조류

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유출입되는 부도 양측 수로 부근에서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전체적인 패턴은 박성은 등[2009]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돝섬을 기점으로 마산만 내측에 대

해서는 박성은 등[2009]이 계산한 값에 비해서 평균체류시간이 약

20~30일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3.5 입자 방출 시점별 해수교환율 변화

현재까지 국내의 학술연구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된 내만의 물질 수송 시간스케일 중 하나는 해수교환율(Water

exchange rate)이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Zimmerman[1976]과

Takeoka[1984]의 체류시간과 기존 해수교환율 사이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Fig. 8과 같이 입자 방출 시점별

로 초기 입자수에 대한 잔여 입자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해수교환

율의 시간변화를 계산하였다.

각 Case별 실험결과 해수교환율은 입자 방류 후 초기 2~5일 이

내의 교환량이 전체 계산시간을 통틀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입자 방출 시점의 조류방향에 따라 해수교환율의 변

화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수교환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Case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대조기 고조, 소조기 고조, 소

조기 저조, 대조기 저조 순이었고 나머지 Case는 소조기의 고조와

저조 사이에 위치하였다. 이것은 고조시에 방출된 물질은 이어지

는 낙조류에 의해 만외로 유출되면서 해수교환이 시작되는 반면,

저조시에 방출된 물질은 이어지는 창조류에 의해 만내측으로 유

입되면서 해수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시별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마산만

의 경우에는 그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그림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대조기 고조 및 저조

시의 해수교환율 차이값을 비교해 보면 동 시간대 해수교환율의

변동폭은 약 10% 내외로 전 계산시간에 걸쳐 비교적 균일하다.

예를 들어 계산 30일째 해수교환율의 최소 및 최대값은 약 11~21%

범위로 약 10% 변화폭을 나타낸다. 그러나 특정 해수교환율을 달

성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입자 방출 시점에 따른 변화폭이 매

우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해수교환율 10%, 20%, 30%가 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약 16~27일(11일차), 28~60일(32일

차), 65~105일(40일차)로 해수교환율이 30%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입자의 방출시점만으로도 약 40일 이상 차이가 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Comparision of average residence time distribution; (a) spring tides, (b) neap tides, (c) 8 different simulations.

Fig. 8. Estimate of water exchange rate using numerical particles for

8 different release times under vertical mean flow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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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마산만을 대상으로 조시별로 방출 시점이 다를 경우에 대한 물

질의 체류시간 및 해수교환율의 정량적 차이를 계산한 결과, 체류

시간은 부도 주변부터 소모도까지 약 20~80일 범위로 변화폭이

비교적 넓었으나 소모도부터 만내측은 약 100일 이상으로 체류시

간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즉, 마산만은 그 지형

및 조류 특성상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오랜

시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만폭이

좁아지는 소모도 주변의 연안지형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시별로는 물질이 만외측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고

조 및 낙조 시에 방출될 경우 그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반대로 물질이 만내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저조 및 창조 시에

방출될 경우에는 약 10~20일 정도 체류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시별 체류시간의 차이는 마산만 전체 영역을

평균하였을 때 대조기는 36.4일, 소조기는 42일로 약 5.6일의 차

이를 보였다. 평균체류시간은 부도 주변에서 약 10일 전후인 점,

조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유출입되는 부도 양측 수로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전체적인 패턴은 박성은 등[2009]의 결과

와 유사하였으나 돝섬 부근부터 마산만 내측까지는 박성은 등

[2009]이 계산한 값에 비해 약 20~30일 정도 긴 100일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수교환율은 입자 방출 시점에 따라 약 10% 내

외의 변동폭을 보였으나 특정 해수교환율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

는 시간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 30% 해수교환율 달성 시 대조기

고조 및 저조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일 이상 차이가 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체류시간 및 해수교환율 결과는 주요 하천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다양한 유입원으로부터 마산만으로 오염물질

이 유입될 때 그 유입 시점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해역 내에 체류

하는 시간이 약 20여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해수교환율은 약

40일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오염물질의 유

입량이나 농도값 이외에도 조석주기에 따른 유입 시점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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