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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주도의 신양 방두만은 반폐쇄적인 만으로, 주위 육상으로부터 지하수와 육상양식장 배출수가 유입된다.
이러한 유출수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Conductivity-Temperature-Depth(CTD)를 이용하
여 9개의 정점에서 총 370개의 수온과 염분 자료를 수집했다. 조위 변화에 따른 유입수의 시·공간 변화를 이해하
기 위해, CTD 관측은 1시간 간격으로 1-5회 연속적으로 관측을 수행했다. CTD 관측 자료는 일정한 속도로 관측된
downcast 자료를 이용했다. CTD 관측에서 수집된 수심별 수온과 염분 자료는 filter mean을 이용하여 0.1 m 간격
으로 평균했다. 방두만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육상양식장 배출수는 주위 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염분을 나타
냈고, 이런 특징은 만의 서쪽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유입수는 조위 변화에 따라 공간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밀물 시 육상양식장 배출수에 의한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만의 서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썰물 시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만의 서쪽 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유입수에 의한 수온·염분의 수직 변화는 1 m 이내에서 급격히 변화되며, 1 m 이상 수심에서 유입
수의 영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주요어: 지하수, 육상양식장 배출수, CTD, 방두만, 제주도
Abstract: The Sinyang Bangdu Bay in Jeju Island, a semi-inclosed sea, is introduced by the discharged water of the
groundwater and land-based aquaculture effluent (LAE) from the surrounding land.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the discharged water into the Sinyang Bangdu Bay, 370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CTD) casting data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collected on the nine sampling points from April to September 2019. To understand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the influent water with changing tide, CTD observation was continuously
performed 1-5 times at a 1-hour interval in the daytime. CTD hydrographic data were used the downca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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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by constant speed. CTD casting data,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averaged at 0.1 m intervals
using the filter mean. The groundwater and LAE in the study area show relatively lower salinity than surrounding
waters, and this feature was shown on the west coast in the study area. The both influent waters into the study
area had a different spatial influence with changing tidal current. During the flood tide, the west coast of the study
area was influenced by the LAE because the discharged water moved to northward along the west coastline of the
bay. During the ebb tide, the west coast of th e study area was influenced by the groundwater because the
discharged water moved southward along the west coastline of the bay. The vertical variation of the discharged
water sharply changed within 1 m, and the feature was not observed at more than 1 m wa ter depth.
Keywords: groundwater, land-based aquaculture effluent, CTD, Bangdu Bay, Jeju Island
1. 지역 개관
제주도는 순상화산(shield volcano)으로 현무암질 용암류(basaltic lava flows)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 화산 쇄
설암(pyroclastic rock)과 퇴적암(sedimentar y rock)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Hwang et al., 2005). 다공질 화산암 사이
로 유입된 담수는 암반층을 투과하여 주로 연안에서 용출 되며, 낮은 염분, 일정한 수온, 그리고 높은 미네랄을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제주도 동쪽 해안에 위치한 신양 방두만(Fig. 1)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적 광어 양식이 이루어진 곳이
다. 제주도에 육상 양식업이 발달한 것은 평균 16-18°C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온 조절이 용이하고, 외양에 위치
하여 청정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조와 같은 자연적 오염 발생이 적고, 동계에도 평균 14°C의 난류가 흐
르고 있어 자연 해수를 이용한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Kang, 2001). 광어 양식에 사용되는 양식수는 주로 해수
와 지하수(groundwater)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여과막과 침전지를 통과시킨 후 연안으로 배출된다.
신양리 방두만은 입구가 약 300 m의 반 폐쇄적인 만으로 90년대 후반 서쪽 입구에 방파제가 건설되었다(Jeju
Sea Grant, 2018, Fig. 1). 북쪽 해안과 동쪽 해안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으며, 만 내부의 수심은 약최저저조면
(approximate lowest low water) 기준으로 대부분 4 m 이하이다. 북서쪽 신양 포구에서 지하수가 용출 되며
(Hwang et al., 2005), 서쪽 연안을 따라 육상양식장(land-based aquaculture effluent, LAE)들이 있다. 양식장 배출수
는 지름 1 m 가량의 콘크리트 관을 통해 방파제 사이 위집 시설로 배출되고, 관 이음새 및 양식장 앞 암반 사이
에서도 지속적으로 흘러 나온다. 지하수와 육상양식장 배출수는 해조류 대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Kwon et al.,
2017).
수온과 염분은 해양 물리 환경뿐만 아니라 생지화학 연구에도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인자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보존되는 특성이 있어 수괴의 추적자로 활용된다(Kim et al., 2008). 본 연구는 수온과 염분의 관측을 통하
여 제주도 신양 방두만에서 지하수와 육상양식장 배출수에 의한 수온·염분 변화를 추적하였다.

GEO DATA [2.1]: 30–38 (2020), doi: https://dx.doi.org/10.22761/DJ2020.2.1.006

2

Data of Geology, Ecology, Oceanography, Space Science, Polar Science

[Oceanography]

Fig. 1. The maps are showing the location of the study area and the sampling points in Shinyang Bangdu
Bay, Jeju Island (Red circle: Groundwater discharge area, Green mark: The land-based aquaculture)

2. 자료 및 방법
제주 신양 방두만에서 지하수와 육상양식장 배출수의 분포 특성 조사를 위해 만 내(SY1-SY6) · 외(SY7-SY9)에
9개의 정점을 정하고 매월 연속 관측을 수행했다(Fig. 1).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조위 변화를 고려하여 이틀
연속 관측을 수행했고, 8월과 9월는 기상 악화로 하루만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현장조사는 얕은 수심으로 인하여
고무보트를 이용했다. 관측 정점 SY1와 SY3은 약최저저조면 시 대부분 물 밖으로 노출되는 곳으로, 고무보트의
운용 가능한 최소 수심 확보를 위해 주간 만조 전후 2시간 이내에 모든 조사를 마쳤다. 조사 횟수는 한 시간 간
격으로 총 5회씩 관측을 수행하여 조위 변화에 따른 해수 특성 변화를 관측했다. 6월 23일, 8월과 9월은 저수심
과 태풍 등 기상 문제로 각각 4회, 1회, 3회씩 조사했다. 2019년 7월 23일의 12시, 13시, 14시와 9월 17일의 12시,
14시는 기상 악화로 방파제 바깥 정점(SY7, SY8, SY9)을 조사하지 못했다. 2019년 4월 22일의 9시와 10시에 SY3
은 장비 문제로 인하여 자료를 획득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획득된 관측자료는 저수심, 기상악화 및 장비 문
제로 인한 미획득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연구해역에서 총 370개의 자료를 수집했다(4월: 88개, 5월: 90개, 6
월: 81개, 7월: 81개, 8월: 9개, 9월: 21개).
수심별 수온과 염분 관측은 Seabird 사의 SBE 25 plus 모델의 Conductivity-Temperature-Depth(CTD)를 사용했
다(www.seabird.com). CTD 장비는 현장조사 시작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에서 2019년 4월
에 정밀 검·교정을 받았다. CTD 관측은 고무보트의 선수에서 안정화를 위해 2분-3분간 표층 대기 후 표층에서부
터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면서 수심별 관측을 수행했다. CTD를 사용하는 동안 고무보트의 모터를 최소한으로 구
동하여 정점의 위치를 유지했다. 본 관측에 사용된 CTD는 0.0625초마다 1개(16개/초)의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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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수심에서 많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TD 자료는 일정한 속도로 관측된 downcast 자
료를 사용했다.
CTD 원시 자료는 현장관측 이후 실험실에서 장비에 직접 연결하여 자료를 회수하고, SBE data processing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했다. 전체 자료 중에서 표층 대기 자료와 upcast 자료를 제외하고 downcast 자료만 추출
했다. 획득된 자료는 수심별 자료로 생성하기 위해 0.1 m 간격의 자료를 Filter Mean 방법을 사용하여 에러를 제
거하고(Son et al., 2009) 평균하였다(Eq. 1).

X=

∑𝑖( 𝑋̅−1.5×𝜎) < 𝑋 < (𝑋̅ +1.5×𝜎)
𝑁

Eq. 1

𝑋̅ 는 원시 자료의 평균값, 𝜎는 원시 자료의 표준편차, 𝑁은 𝑋̅ ±1.5×𝜎에 포함되는 자료의 수

3. 관측결과
제주도 신양 방두만에서 표층수온은 만 안쪽에서 높게 나타나고, 만 외측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관측되었다. 각
정점에서 표층수온은 조위 변화에 따라 2°C 이하의 변화를 보였고, 고조보다 저조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지하수가 용출되는 북서쪽 신양 포구와 가장 가까운 정점 SY1의 표층 수온은 16.4-24.9°C로

다른 정점들

(15.9-25.4°C)에 비해 4월부터 7월에는 높고, 8, 9월에는 낮게 나타났다(Fig. 2(a), (c)). 방두만의 지하수 수온은 1622°C로 연중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된 것에 비해(Song et al., 2016) 0.4-2.9°C 높은 것은 지하수를 직접 측정한 것
이 아니라 지하수가 용출되는 곳으로부터 고무보트로 접근 가능한 가장 가까운 정점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
다. 정점 SY1은 9개의 정점 중 지하수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용출된 지하수는 조석, 지형 및 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위 해수와 혼합된다. Song et al., (2016)은 방두만에서 GPS를 장착한 부이(buoy)를 지하수와 양
식장배출수 부근에 설치하여 이동을 관측하였는데 밀물 시 부이가 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였고, 썰물 시
에는 해안을 따라 맞은편 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정점 SY1과 정점 SY3는 약최저저조위시 물 밖
으로 노출되는 곳으로 햇볕에 가열된 모랫바닥이 수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Song et al., 2016). 육상양식장과
가장 가까운 정점 SY4의 표층 수온은 16.3-23.4°C로 정점 SY1을 제외한 다른 정점들에 비해 4, 5월에는 높고, 6월
에는 비슷하며, 7월부터 9월에는 낮은 수온을 보였지만, 조사 정점들 중 표층 수온 변화가 가장 작았다.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의 사료 효율이 가장 높은 수온은 19-23°C로(Kim et al., 2014),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해
수는 일정한 수온 유지를 위해 해수와 지하수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주위 해수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일
정한 수온을 유지한다.
제주도 신양 방두만에서 표층염분은 만 안쪽에서 낮고, 만 외측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었다. 각 정점에서
표층염분은 조위 변화에 따라 1 PSU 이하의 변화를 보였고, 저염수의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층 염
분은 정점 SY1에서 23.8-34.1 PSU로 다른 정점들(24.6-34.4 PSU)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Fig. 2(b), 2(d)). 신양 방
두만 지하수의 염분은 2.47-6.92 PSU의 범위로 보고되었지만(Jeju Sea Grant, 2018), 정점 SY1은 지하수 용출 지점
에서 약 200 m 거리에 위치하여 강한 저염수의 수괴는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위 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염수의 영향은 나타났고, 특히 밀물시기보다 썰물 시기에 뚜렷한 분포를 보였다(Fig. 2(b), 2(d)). 정점 SY4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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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염분은 26.1-34.0 PSU로 4, 5월은 주변과 비슷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주변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하계에 적정 수온 유지를 위해 양식수에 지하수의 혼합 비율이 높아진 것 때문이다. 그리고 SY4의 표층 염분 변
화는 표층 수온과 함께 정점들 중 가장 작았다. 육상양식장 배출수의 영향은 지하수의 영향과는 달리 썰물시기보
다 밀물시기에 뚜렷한 분포를 보였다(Fig. 2(b), 2(d)).

Fig. 2. (a) Sea surface temperature and (b) salinity observed from 13:21 to 13:49 April 24, 2019 during the
ebb tide, and (c) sea surface temperature and (d) salinity observed from 10:58 to 11:28 June 23, 2019
during the flood tide in Shinyang Bangdu Bay, Jeju Island.

수온과 염분의 수직 분포는 밀물 시 만 내에서는 1 m 이내의 얕은 연직 혼합층을 나타내고, 만 외측에서는 전
층에서 연직 혼합층이 발달되었다(Fig. 3(a), 3(b)). 지하수(SY1)와 육상양식장 배출수(SY4)가 존재하는 해역은 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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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영향으로 낮은 밀도의 해수가 표층에 분포하면서 강한 연직 구조를 나타내지만, 유입원에서 멀어질수록 연
직 구조가 약해졌다. 썰물 시에는 연직 구조가 약해지는 특징을 보였다(Fig. 3(c), 3(d)). 만 내의 저층에서는 수온과
염분의 급격한 변화가 관측되었다. 이것은 얕은 연안에서 난류(turbulence)에 의해 저층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bursting effect)으로 사료된다(Heathershaw, 1974). 특히 만 서쪽 입구에 건설된 방파제로 인하여 해수 순환
이 약화되고 지하수와 육상양식장 배출수에서 고영양염의 유입되면서 해조류 대발생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Kwon et al., 2017).

4.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신양 방두만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조류 대발생과 연관하여 해수 물성 자료 중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고영양염을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와 육상양식장 배출수 유입 특성 변화를 관측했다. 연구해역
서쪽은 동쪽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염의 해수가 관측되었고, 강한 성층 구조를 나타냈다. 수온과 염분은 조위 변
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관측된 자료에서 밀물시기에는 육상양식장 배출수가 서쪽 해안을 따라 북상을 하
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썰물시기에는 육상양식장의 영향은 약화되고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강해지면서 서쪽
해안을 따라 남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조류의 세기에 따라 영향 범위가 변화지만, 일반적으로 서쪽
해안은 동쪽 해안보다 지속적으로 고영양염을 함유하는 저염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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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Vertical water temperature and (b) salinity observed from 13:21 to 13:49 on April 24, 2019 during
the flood tide, and (c) vertical water temperature and (d) salinity obser ved from 10:58 to 11:28 on June 23,
2019 during the ebb tide in Shinyang Bangdu Bay,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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