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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대상 해역은 노량수로를 중심으로 서측에 광양만 권역(여수해협 포함), 동측에 진주만 권역(강진만, 사천만 포함)이 위치하

고, 연구대상 해역에 위치한 여러 하천에서 유출되는 유출수가 이들 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홍수시에는 광양만 권역은 섬진강의 

하천유출수가, 진주만 권역은 가화천(남강댐 방류)의 하천유출수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광양만 권역과 진주만 권역은 노량수로라는 

협수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섬진강과 가화천의 하천유출수 또한 노량수로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연구대상 해역에 위치한 섬진강

과 가화천을 포함한 51개 하천의 하천유출수로 인한 평수시와 50년빈도 홍수시의 해수교환율, 체류시간 특성을 입자추적 실험을 통해 파

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홍수시 섬진강과 가화천의 하천유출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수치실험 결과, 

평수시와 홍수시 모두 광양만 권역에 투하한 입자는 노량수로를 통해 진주만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량수로를 통해 진주

만 권역에서 광양만 권역으로 이동하는 입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후 각 실험안별 해수교환율은 광양만 권역은 

44.40~67.21%로 나타났고, 진주만 권역은 각각 50.37~73.10%로 나타났고, 각 실험안별 평균 체류시간은 광양만 권역은 7.07~15.36일로 나타

났고, 진주만 권역은 6.45~12.75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홍수시에 해수교환을은 증가하고, 체류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과 

진주만 권역에서의 해수순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두 폐쇄성 해역에 대해서 7개 내부 영역과 5개 외부 영역에 대한 30일 동안의 단면유

량 flux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평수시와 홍수시 모두 전반적으로 광양만 권역에서 진주만 권역으로 유량 flux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홍수시 유량을 적용할 경우 연구대상 해역의 유량 flux의 주 흐름 경로는 섬진강 하천유출수가 여수해협을 거쳐 외해로 이동하는 흐름

과 가화천 하천유출수가 사천만, 진주만, 대방수로를 거쳐 외해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광양만, 진주만, 노량수로, 입자추적, 해수교환율, 체류시간, 단면유량

Abstract : At the center of the Noryang waterway, the Gwangyang bay area (including the Yeosu Strait) is located at the west, and the Jinju bay area 

(including Gangjin bay and Sacheon bay) is located at the east. Freshwater from several rivers is flowing into the study area. In particula,r  the event 

of flood, great quantities freshwater flow from Seomjingang (Seomjin river) into the Gwangyang bay area and from Gahwacheon (discharge from 

Namgang Dam) into the Jinju bay. The Gwangyang and Jinju bay are connected to the Noryang waterway. In addition, freshwater from  Seomjingang 

and Gahwacheon also affect through the Noryang waterway. In this study, we elucid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dal exchange rate and residence time 

for dry season and flood season on 50 frequency, considering freshwater from 51 rivers, including Seomjingang and  Gahwacheon, using a particle 

tracking method. We conducted additional experiments to determine the effect of freshwater from Seomjingang and Gahwacheon during flooding. In both 

the dry season and flood seas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particles released from the Gwangyang bay moved to the Jinju bay through the Noryang 

waterway. However, comparatively small amount of particles moved from the Jinju bay to the Gwangyang bay. Each experimental case, the sea exchange 

rate was 44.40~67.21% in the Gwangyang bay and 50.37~73.10% in the Jinju bay, and the average residence time was 7.07~15.36days in the 

Gwangyang bay and 6.45~12.75days in the Jinju bay. Consequently the sea exchange rate increased and the residence time decreased during flooding. 

A calculation of cross-section water flux over 30 days for 7 internal and 5 external areas, indicated that the main essential flow direction of the water 

flux was the river outflow water from Seomjingang flow through the Yeosu strait to the outer sea and from Gahwacheon flow through Sacheon bay, Jinju 

bay and the Daebang waterway to the outer sea.

Key Words : Gwangyang bay, Jinju bay, Noryang waterway, Particle tracking, Sea exchange rate, Residence time, Flux



홍도웅․김종규․곽인실

- 202 -

1. 서 론

연구대상 해역은 노량수로를 중심으로 서측에는 광양만

이 여수해협을 통해 외해와 연결되고, 동측의 진주만, 강진

만, 사천만은 대방수로와 창선수로를 통해 외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섬진강과 가화천(남강댐)을 포함한 51개의 하천에서 

담수가 유입되고 있다. 광양만과 진주만, 강진만, 사천만은 

비교적 수심이 낮고, 하계 우기시의 하천유출수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염분변화를 받는 해역이며, 노량수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해양생물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우리나라 타 연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해역이다.

2010년 이전에는 노량수로를 경계로 광양만 및 진주만 권

역 각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하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노량수로를 통한 광양만 및 진주만 권역의 해수순환이 밀접

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Kim(2010)의 진주만의 해수순환

에 미치는 남강댐 방류수 영향 및 확산에 관한 연구, Kim 

and Kim(2012)의 섬진강 하구역의 해수순환에 관한 연구 등

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광양만에 관한 연구나 진주만에 관

한 연구를 각각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와 같이 광양만, 

진주만, 강진만 및 사천만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기존에도 본 연구대상 해역을 대상으로 섬진강 유량과 남

강댐 방류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광양만

과 진주만 사이 노량수로에서의 해수 순환에 관한 연구(Cho, 

2005), POM을 이용하여 섬진강 하구역의 해수유동 특성에 

대해 섬진강 유량을 고려한 연구(Kim, 2006), 조석만을 고려

하여 광양만과 진주만의 해수순환에 대한 연구(Kang and 

Lee, 2008) 등이 있으며, Chae et al.(2009)은 조석, 수온, 염분

을 고려하여 2007년 하계 상황에 관한 광양만 및 진주만과 

강진만의 해수순환 양상을 재현하여 노량수로와 대방수로 

중간 해역에서 해수가 수렴 또는 발산된다고 주장하였다. 

Kang et al.(2011)은 광양만과 진주만 해역에 대한 조석과 수

온, 염분을 고려한 3차원 해수순환 양상을 재현하여 진주만

은 남강댐 방류가 없는 경우에도 섬진강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섬진강 유출수와 섬진강 

하구역 주변의 산업단지 온배수 유입에 따른 섬진강 하구역

의 수괴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Cho, 2012), 조

위 조건과 섬진강, 수어천 및 가화천의 하천 유량과 하동화

력발전소 일별 온배수 유출량을 고려한 섬진강 하구역 잔차

류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연구(Kim et al., 2012), 태풍 

‘나리’와 태풍 ‘루사’ 때의 남강댐 방류수의 확산 및 해수순

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im, 2012) 등 노량수로로 연

결된 광양만 및 진주만 권역의 해수순환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

본 연구는 광양만, 진주만, 강진만 및 사천만을 포함하는 

연구대상 해역에 위치한 51개 하천의 평수시와 50년빈도 홍

수시 유출수를 모두 고려하여 광양만 권역과 진주만 권역의 

해수교환율, 체류시간 특성을 파악하였고, 홍수시 섬진강과 

가화천의 하천유출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여 향후 

대상 해역에서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

이 있다.                                             

  

2. 자료 및 방법

2.1 하천 

본 연구대상 해역 주변은 51개의 하천이 있으며, 이들 하

천의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에 대한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51개 하천의 갈수량은 0.0001 ~ 9.10㎥/sec, 저수량은 0.0141

~ 15.00㎥/sec, 평수량은 0.0172 ~ 22.60㎥/sec, 풍수량은 0.0384

~ 41.10㎥/sec로 섬진강 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년빈도 홍수량은 37 ~ 11,611 ㎥/sec, 100년빈도 홍수량은 42

~ 13,174㎥/sec로 홍수량 또한 섬진강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 Table 1).

연구대상 해역 인근 51개 하천의 50년빈도 홍수량의 합은 

25,740㎥/sec이고, 섬진강 홍수량이 11,611㎥/sec로 전체의 45 %, 

남강댐 방류량(가화천 홍수량)이 3,250㎥/sec로 전체의 13 %

로 두 하천의 홍수량이 전체의 58 %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체 하천유출수의 50 % 이상을 차지하는 섬진강과 가화천

의 하천유출수가 연구 대상해역의 해수순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The estuary location of the 51 rivers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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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iver
Name

River flow rate(㎥/sec)

No.
River
Name

River flow rate(㎥/sec)

Ninety-five 
day flow

Ordinary 
water 
flow

Low 
water 
flow

Frequency 
of 50 
years

Ninety-five 
day flow

Ordinary 
water 
flow

Low 
water 
flow

Frequency 
of 50 
years

1 Gahwacheon - - - 3,250.00 27 Changseoncheon 0.5600 0.3600 0.3100 164.00 

2 Seomjingang 41.1000 22.6000 15.0000 11,611.00 28 Buyuncheon 0.1056 0.0330 0.0245 92.00 

3 Jugyocheon 2.7800 1.3200 0.3700 600.00 29 Geumjeoncheon 0.0997 0.0312 0.0231 117.00 

4 Jinjeongcheon 0.1880 0.0930 0.0590 192.00 30 Geumyangcheon 0.0742 0.0232 0.0172 87.00 

5 Sueocheon 2.1240 0.8620 0.2970 1,445.00 31 Daejipocheon 0.1480 0.0830 0.0620 84.00 

6 Seonghwangcheon 0.1710 0.0670 0.0190 125.00 32 Dongcheoncheon 0.0384 0.0172 0.0141 37.00 

7 Indeokcheon - 0.1160 0.0470 138.00 33 Hwacheon 9.2770 6.7960 2.6180 222.00 

8 Gusangcheon 0.2200 0.1100 0.0700 287.00 34 Samhwacheon 1.8620 1.3640 0.5260 104.00 

9 Eongmancheon 0.2770 0.1100 0.0590 295.00 35 Obangcheon 0.2350 0.0884 0.0454 145.00 

10 Yulchoncheon - 0.2125 - 210.00 36 Sagokcheon 0.2340 0.1040 0.0350 200.00 

11 Ssangbongcheon - 1.5158 - 443.00 37 Seokjicheon 0.2520 0.1120 0.0380 195.00 

12 Sangamcheon - 0.2050 0.0830 210.90 38 Bonghyeoncheon 0.4735 0.1885 0.1210 265.00 

13 Impocheon 0.1300 0.0600 0.0300 90.00 39 Samcheonpocheon 0.1900 0.0720 0.0370 150.00 

14 Yangjicheon 0.1050 0.0470 0.0180 121.00 40 Seopocheon 0.1830 0.1090 0.0840 139.00 

15 Sangdeokcheon 0.2207 0.0584 0.0196 60.00 41 Mokdancheon 3.4970 1.0330 0.3000 70.00 

16 Seosangcheon 0.4660 0.1950 0.0770 307.90 42 Jukcheoncheon 0.7505 0.3053 0.2007 445.00 

17 Jeongpocheon 0.3100 0.2000 0.1700 114.00 43 Mukgokcheon 0.4500 0.1450 0.0400 151.70 

18 Daesacheon 0.3200 0.1500 0.0800 239.10 44 Songicheon 0.2380 0.1300 0.0780 158.00 

19 Daegokcheon 0.3200 0.1500 0.0800 118.70 45 Yongjeongcheon 0.0900 0.0400 0.0200 58.00 

20 Dongsancheon 0.1195 0.0534 0.0439 105.00 46 Sacheongang 2.8720 1.5670 1.2190 916.00 

21 Iphyeoncheon 0.0700 0.0400 0.0300 75.00 47 Tamnicheon 0.1100 0.0600 0.0360 55.00 

22 Dacheoncheon 0.1680 0.0940 0.0710 88.00 48 Gilpyeongcheon 0.0900 0.0350 0.0170 66.74 

23 Murimcheon 0.2151 0.1138 0.0604 135.00 49 Hwagaecheon 0.2690 0.1040 0.0510 210.00 

24 Naneumcheon 0.0460 0.0205 0.0169 42.00 50 Baechuncheon 0.4100 0.2600 0.2200 104.00 

25 Geumpyeongcheon 0.2600 0.1100 0.0700 213.40 51 Jungseonpocheon 1.2750 0.4590 0.0230 802.00 

26 Yeongjicheon 0.1300 0.0720 0.0520 187.00 

Table 1. The analysis of river flow rate 

2.2 해수유동 수치실험 

본 수치모형실험에는 연안, 하구, 호소, 습지, 저수지 등의 

유동 및 물질수송을 모의하는 수치모델로서 미국에서 개발

되었으며,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사설연구기관 등에서 

널리 이용되는 EFDC(Environmental Fluids Dynamics Computer)

를 사용하였다.

현장에서 실시한 수온, 염분 관측결과 및 연구대상 해역

에서 과거 관측된 조석, 조류 자료 및 기상청, 국립해양조사

원 자료를 토대로 해수유동실험의 검증 및 보정 작업을 실

시하여 연구대상 해역의 평상시 유동장을 재현하였고, 섬진

강과 가화천을 포함한 주변 51개 하천의 평수시와 50년빈도 

홍수시 유량을 적용하였으며, 홍수량은 대조기에 하루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치모형 영역의 크기는 동서방향으로 57.0 km, 

남북방향으로 56.5 km로 설정하였다(Fig. 2). 모델의 격자는 

대부분의 영역은 30 ~ 400 m의 가변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연

구대상 해역의 하천 중 유량이 많은 섬진강과 가화천의 경

우에는 곡선가변격자를 적용하여 곡선이 많은 하천 지형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하였다. 구성된 격자망은 동서방향 

359개, 남북방향 319개이며, 이 중 유효한 수치 계산이 행해

지는 격자의 수는 총 34,548개이다.

Fig. 2. Computational grid system, topographic and depth.

홍수시 섬진강과 가화천의 하천유출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6개 실험안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조위의 개방경계 조건은 연구대상 해역에서 기 관

측된 자료와 삼천포, 광양 및 여수 검조소의 조석 자료에 근

거하여 시․공간의 함수로 주어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조

석과 조류에 대한 검증 및 보정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하였

다. 수치모델 및 조류관측 검증 계산시간은 대조기에서 소

조기를 포함하는 30일간의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계산시

간 간격은 CFL 조건을 만족하는 2초로 설정하였고, 조류의 

개방경계 조건으로 개방경계에 수직한 속도성분은 모델영

역 외부의 속도성분을 필요로 하는 이류항과 수평와동항을 

무시하고 운동방정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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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River flow rate

Ordinary 
water flow

50 years frequency flood flow rate

Seomjingang Gahwacheon Other rivers

Case 1 ●

Case 2 ● ● ●

Case 3 ●

Case 4 ● ●

Case 5 ●

Case 6 ●

Table 2. The condition of numerical model experiment

연구대상 해역에서 기존에 관측된 조석 17개 정점, 조류 

24개 정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Fig. 3). 조석과 조류의 

계산값이 관측값을 잘 재현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

기 위하여 현장 관측값과 수치실험으로 계산한 값의 결정계

수(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계산한 결과, 조석 17개 

정점에 대한 R2의 범위는 0.9395 ~ 0.9957, 평균은 0.9727로 관

측값과 계산값의 상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

류 24개 정점 표․중․저층에 대한 R2의 범위는 동방성분은 

0.2853 ~ 0.9910(평균 0.8308), 북방성분은 0.2045 ~ 0.9941(평균 

0.8397)로 검증을 수행한 24개 정점 중 5개 정점의 R2가 0.5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계산한 조류 결과가 수평방향으로 최

대 400 m × 400 m 격자의 평균 조류이나 관측된 조류는 한 지

점에서의 관측 결과인 점을 고려하고, 조석과 조류의 관측

값과 계산값의 시계열 비교를 통해 검토한 검증 결과는 본 

해수유동실험이 대상해역의 조석과 조류 특성을 잘 재현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Fig. 4, Fig. 5).

Fig. 3. The map of the selected points for model verification.

Fig. 4. Comparison of time series between observed values and model’s result on tide and tida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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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2 between observed values and model’s result on 

tidal level and tidal current.

2.3 입자추적 수치실험 

입자추적 수치모형실험은 EFDC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입

자추적 모듈을 사용하였다. 입자추적 수치모형실험은 가상

의 입자를 모델의 격자에 위치시킨 후, 이류 및 분산에 의하

여 이동한 거리를 라그랑쥐(Lagrange) 방법으로 산정하여 입

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실험으로 분산은 Random walk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수교환율은 입자추적 실험을 사용하여 일정 영역 내의 

초기입자 수에 대한 잔류 입자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

는 다음 식과 같이 산정하였다.

  

    ×  (1)

여기서, 는 해수교환율, 는 잔류 입자수, 는 초기 

입자수이다.

본 연구에서 체류시간은 일정 영역 내의 입자가 영역 경

계를 처음으로 벗어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입자의 초기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입자추적 수치모형실험은 노량수로를 경계로 서측의 광

양만과 여수해협을 포함하는 광양만 권역과 동측의 진주만, 

강진만, 사천만을 포함하는 진주만 권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실시하였다(Fig. 6). 초기 입자수는 구역내 격자마다 1개씩 

설정하였으며, 광양만 권역은 9,727개, 진주만 권역은 11,021

개이다. 입자는 계산시작 후 1일 후에 투입하였으며, 각 입

자의 위치는 1시간 간격으로 기록하였고, 기록된 결과를 토

대로 해수교환율과 체류시간을 산정하였다.

Fig. 6. The location of initial particles and the judging line of 

residence time.

3. 결과 및 고찰

3.1 해수유동 

평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1) 대조기 창조류 흐름 

방향은 노량수로에서는 북동향류로 나타났고, 대방수로에서

는 북서향류로 나타났으며, 광양만 내측에서는 남서향류로 

나타났다(Fig. 7). 진주만 내측 에서는 동향류 또는 남동향류

로 나타났고, 강진만 내측에서는 남서향류로 나타났으며, 사

천만 내측에서는 북향류로 나타났다. 낙조류 흐름 방향은 

노량수로에서는 남서향류로 나타났고, 대방수로에서는 남동

향류로 나타났으며, 광양만 내측에서는 북동향류로 나타났

다. 진주만 내측에서는 서향류 또는 북서향류로 나타났고, 

강진만 내측에서는 북동향류로 나타났으며, 사천만 내측에

서는 남향류로 나타났다.

평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50년빈도 홍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2)에 섬진강 하구역과 여수해협 및 

가화천 하구를 포함한 사천만에서의 흐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유출수로 인한 강한 남향류의 영향으로 창조

류는 약화되고, 낙조류는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홍수시 

유출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섬진강 하구와 가화천 하구

에서는 창조류와 낙조류 모두 유속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

수해협과 사천만 남쪽 해역에서 창조류 유속은 감소하고, 

낙조류 유속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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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dal current of spring tide at surface.

3.2 입자추적 

평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1)의 입자 투입 후 시간

별 입자분포도를 보면 광양만과 여수해협을 포함하는 광양

만 권역에 투입한 입자는 주로 여수해협을 통해 외해로 이

동하지만, 다수의 입자가 노량수로를 통해 진주만, 강진만, 

사천만으로 이동한 후에 대방수로를 통해 외해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2 ~ Case 6)

에는 더 많은 입자가 노량수로를 통해 진주만, 강진만, 사천

만으로 이동하는 후에 대방수로를 통해 외해로 이동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8). 

진주만, 강진만, 사천만을 포함하는 진주만 권역에 투입한 

입자는 주로 대방수로를 통해 외해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평수시 유량 적용(Case 1)시에는 노량수로를 통해 광양

만, 여수해협으로 거의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2 ~ Case 6)에는 노량수로를 

통해 광양만 권역으로 이동하는 입자가 다소 발생하지만 광

양만 권역에서 노량수로를 통해 진주만 권역으로 이동하는 

입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Particle distribution after 30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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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권역과 진주만 권역에서 하루 간격으로 해수교환

율을 각각 산정한 후, 광양만 검조소와 삼천포 검조소의 수

위 시계열과 각 영역별 해수교환율 시계열을 함께 제시하였

다(Fig. 9). 30일 후 각 실험안의 해수교환율은 광양만 권역에

서 각 실험안별로 44.40(Case 6) ~ 67.21 %(Case 2)로 나타났고, 

진주만 권역에서 각 실험안별로 50.37(Case 1) ~ 73.10 %(Case 

2)로 광양만 권역과 진주만 권역 모두 홍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 해수교환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양만 권역의 

경우 가화천만 홍수량을 적용한 경우(Case 6) 평수시보다 해

수교환율이 다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광양만 권역은 노량수로와 여수해협 남단을 경계로 설정

하고, 진주만 권역은 노량수로, 대방수로 및 창선수로를 경

계로 설정하여 체류시간을 각각 산정하였다. 계산을 마친 

후 영역 내에 남아 있는 입자의 체류시간은 30일로 산정하

였다. 각 실험안별 평균 체류시간은 광양만 권역에서는 각 

실험안별로 7.07일(Case 2) ~ 15.36일(Case 6)로 나타났고, 진주

Fig. 10. The distribution of residence time in the Gwangyang bay area.

Fig. 9. Time series of tidal exchange rate and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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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권역에서는 각 실험안별로 6.45일(Case 3) ~ 12.75일(Case 1)

로 나타났다(Fig. 10, Fig. 11). 평균 체류시간은 광양만 권역과 

진주만 권역 모두 홍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에 작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진주만 권역의 경우 51개 하천 중 섬진강과 

가화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의 홍수량을 적용한 경우(Case 

3)에 평균 체류시간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periment

Sea water exchange rate
(%)

The average of residence 
time (day)

Gwangyang 
bay

Jinju bay
Gwangyang 

bay
Jinju bay

Case 1 46.49 50.37 15.16 12.75

Case 2 67.21 73.10 7.07 6.72

Case 3 61.24 71.40 9.68 6.45

Case 4 59.59 71.80 8.90 7.47

Case 5 59.32 63.84 9.32 10.25

Case 6 44.40 63.34 15.36 7.72

Table 3. Sea water exchange rate and the average of residence 

time for each experiment

3.3 단면유량 Flux 

해수유동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단면유량 flux를 산정하였

다. 연구대상 해역을 Fig. 12와 같이 7개의 내부 영역과 5개

의 외부 영역을 설정하고, 해수유동실험 결과로 구해진 1시

간 간격 수위 자료와 유속 및 유향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된 

단면의 유량을 산정하였다.

7개의 내부 영역은 연구대상 해역의 광양만 권역과 진주

만 권역 해역의 단면유량 flux의 상호작용을 가장 효율적으

로 파악하도록 설정하였고, 8번과 9번은 섬진강과 가화천의 

하천유출수가 유입되는 영역, 10번은 여수해협을 통한 유출/

유입 경계, 11번은 창선수로를 통한 유출/유입 경계, 12번은 

대방수로를 통한 유출/유입 경계이다.

Fig. 12. Set-up of division regions and cross sections of net 

water flux calculations.

Fig. 11. The distribution of residence time in the Jinju b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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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동실험 결과를 토대로 각 실험안별 각 단면별, 영

역별 유량 flux는 최대 홍수량이 지속되는 대조기 25시간 동

안과 수치실험 계산기간 중 안정화 기간을 뺀 30일 동안에 

대해 산정하였고, 유량 flux의 증가는 양의 수치로, 감소는 

음의 수치로 표기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노량수로로 연결된 영역 Ⅲ과 영역 Ⅵ의 

유량 flux를 살펴보면, 평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1)에

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25시간과 30일간의 결과 모두 영

역 Ⅲ → 영역 Ⅵ로 유량 flux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역별 유량 flux 밀도를 살펴보면 여수해협인 영역 Ⅳ와 강

진만인 영역 Ⅶ은 감소가 크고, 진주만인 영역 Ⅵ은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Fig. 14).

현재 상황에서 홍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2)에는 평

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1)와 비교하여 섬진강과 가화

천에서 유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Fig. 15, Fig. 16). 영역 Ⅲ

과 영역 Ⅵ 사이의 유량 flux는 25시간 결과에서는 영역 Ⅵ

→ 영역 Ⅲ로, 30일간 결과에서는 영역 Ⅲ → 영역 Ⅵ로 이

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2) 

영역별 유량 flux 밀도를 살펴보면 25시간의 결과는 여수해

협인 영역 Ⅳ, 사천만인 영역 Ⅴ 및 강진만인 영역 Ⅶ은 감

소가 크고, 섬진강 하구인 영역 Ⅰ과 광양만 외측인 영역 Ⅲ

과 진주만인 영역 Ⅵ는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30일간

의 결과는 광양만 내측인 영역 Ⅱ, 여수해협인 영역 Ⅳ 및 

강진만인 영역 Ⅶ은 감소가 크고, 섬진강 하구인 영역 Ⅰ과 

광양만 외측인 영역 Ⅲ, 진주만인 영역 Ⅵ은 증가가 큰 것으

로 나타나 평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Fig. 14. Calculation results of essential flow direction on Case 1.Fig. 13. Divisional distribution of the net water flux o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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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홍수시 유량을 적용한 경우(Case 2) 유량 

flux의 주 흐름 경로는 8 → Ⅰ→ Ⅲ → Ⅳ → 10로 섬진강 

하천유출수가 여수해협을 거쳐 외해로 이동하는 흐름과 9 

→ Ⅴ → Ⅵ → 12로 가화천 하천유출수가 사천만, 진주만, 

대방수로를 거쳐 외해로 이동하는 흐름이 25시간과 30일간

의 결과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고, 노량수로에서는 25시간 결

과는 낙조 방향, 30일간 결과는 창조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대방수로와 창선수로에서는 25시간과 30일간의 결과 모두 

낙조 방향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 Case 3 ~ Case 6의 경우 크기의 차이는 있지

만 30일간의 결과로 산정한 노량수로로 연결된 영역 Ⅲ과 

영역 Ⅵ의 유량 flux는 영역 Ⅲ → 영역 Ⅵ로 이동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영역별 유량 flux 밀도를 살펴보면 여수해협인 

영역 Ⅳ와 강진만인 영역 Ⅶ은 감소가 크고,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영역 Ⅲ과 진주만인 영역 Ⅵ은 증가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유량 flux의 주 흐름 경로는 Case 2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해역의 유량 flux의 주 흐

름 경로는 섬진강 하천유출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해역에 유입되는 전체 하천유출

수의 50 % 이상을 차지하는 섬진강과 가화천을 포함한 51개 

하천을 모두 고려하여 광양만과 진주만의 계절별 해수교환

율과 체류시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치모형실험을 수행

하였다. 

입자추적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여 광양만과 진주만 권

Fig. 15. Divisional distribution of the net water flux on Case 2. Fig. 16. Calculation results of essential flow direction o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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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계절별 해수교환율과 체류시간을 산정한 결과, 광

양만 권역에 투하한 입자는 노량수로를 통과하여 진주만 권

역으로 상당히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주만 권역에

서 노량수로를 통과하여 광양만 권역으로 이동하는 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해수교환율 산정 결과, 하천 유량이 많은 하계의 

해수교환율이 타 계절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

절별로 산정한 평균 체류시간은 광양만 권역에서 7.07 ~

15.36일, 진주만 권역에서 6.45 ~ 12.75일로 진주만 권역의 체

류시간이 광양만 권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양만 

권역에서 섬진강 유량이 타 계절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

은 하계의 체류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Kwak and Cho(2019)이 농도 변화를 이용하여 본 연구대상 

해역에서 산정한 동계와 하계의 체류시간은 광양만 권역에

서 각각 23.1일, 5.4일이었고, 진주만 권역에서 각각 5.1일, 

4.9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체류시간 산

정 영역의 차이, 적용 하천 유량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고려한 섬진강과 가화천의 2017년 계절별 하

천 유량은 각각 12.4 ~ 65.1㎥/sec, 17.9 ~ 21.4㎥/sec로 계절별 

차이가 크지 않고, 하계의 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집

중 호우로 인한 섭진강과 가화천의 하천 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경우의 광양만 권역과 진주만 권역의 해수교환율과 

체류시간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양만과 진주만 권역에서의 해수순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두 폐쇄성 해역에 대해서 7개 내부 영역과 5개 외부 영

역에 대한 30일 동안의 단면유량 flux를 산정하였다. 그 결

과, 평수시와 홍수시 모두 전반적으로 광양만 권역에서 진

주만 권역으로 유량 flux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시 유량을 적용할 경우 연구대상 해역의 유량 flux의 주 흐

름 경로는 섬진강 하천유출수가 여수해협을 거쳐 외해로 이

동하는 흐름과 가화천 하천유출수가 사천만, 진주만, 대방수

로를 거쳐 외해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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