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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주도 연안에서 유출되는 해저 지하수에 의한 영양염류의 유입

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9년 3월과 8월에 화순만과 방두만에서 연안 지

하수와 해수중의 염분, 
222

Rn, 용존무기질소, 인, 규소 (DIN, DIP, DSi)의 농

도를 측정하였다. 지질학적 특성에 의하여 화순만은 담 지하수와 염 지

하수가 혼합되어 유출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방두만은 주로 염 지하

수가 유출되었다. 
222

Rn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만으로 유입되는 해저 지하

수량을 산정한 결과, 화순만은 약 0.12 m
3
 m

-2
 d

-1
, 방두만은 약 0.27 m

3
 m

-2
 

d
-1

 였다. 또한, 유입되는 연안 지하수(85 ± 96)의 DIN:DIP 비 값이 해수

(3.8 ± 1.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안 지하수 중 DIN의 평균농

도와 해저 지하수 유출량을 곱하여 용존무기질소(DIN)의 플럭스를 계산

하면, 화순만은 약 14mmol m
-2

 d
-1

, 방두만은 약 20mmol m
-2

 d
-1 였다. 또한, 

DIN 물질 수지를 계산한 결과, 화순만에서는 해저 지하수를 통해 유입

되는 DIN의 약 93%, 방두만에서는 약 39%의 DIN이 제거됨을 알 수 있

었다. 다른 항으로는 외해수와의 혼합에 의한 제거량으로 판단되며 그 

량은 화순만에서는 약 7%, 방두만에서는 약 61% 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제주도 연안에서 해양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의 일차 생산에 의해 소

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강물에 의한 영양염 공급이 없는 두 만에서 영

양염의 가장 큰 공급원은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빈영양성 해역인 제주도 연안에서 해저 지하수 유출이 제주

도 연안의 생물생산에 필요한 영양염의 중요한 공급원이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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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도 전 해역으로 해저 지하수에 의한 DIN 유출량은 약 

2.1   10
9
 mol yr

-1
 였다. 이 값을 Redfield ratio의 C:N (106:16)비 값을 이

용하여 제주도 주변 해양의 생물생산에 이용된 탄소의 양을 계산 해 본 

결과, 1.6   10
11

 g C yr
-1였고 이는 전 세계 주요 강에서 소비되는 탄소의 

양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전세계 해양의 화산섬에서 유출되

는 담수에 의한 영양염 공급량은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한 영양염 공급

량과도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해양의 탄소 순환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해저 지하수 유출, 해저 하구, 해저 용천수, 영양염류, 일차생산 

학  번:  2008-2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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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안에서 유출되는 해저 지하수(Submarine Groundwater)는 육상 

기원인 화학성분(영양염류, 중금속, Ra, Rn, etc.)을 해양으로 수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출 형태에 따라 대수 층을 따라 용천수 형태로 

유출되는 담 지하수와 해수가 해저 면으로 스며들었다가 빠져나가는 

재순환된 해수, 그리고 이들이 혼합되어 유출되는 염 지하수로 나뉘어 

진다(Burnett et al., 2003; Taniguchi et al., 2002). 이러한 연안해역에서 

투수층을 통해 해양으로 빠져 나오는 지하수를 해저 지하수 

유출(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이라고 한다(Figure 1). 

 

최근 해저 지하수의 유출량은 그 양이 강물의 유출량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많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Moore (1996)는 해저 

지하수 유출량이 미국 동부의 대륙붕 및 대륙사면에서 재순환된 해수를 

포함하면 강물의 약 40%에 이른다고 보고하였고, Moore et al.  (2008) 는 

재순환된 해수를 포함한 대서양으로 유입되는 해저 지하수 유출량은 

강물의 80~160%에 이른다고 보고 하였다. 이를 통한 영양염류의 

공급량은 강물을 통한 공급량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연안지역의 

일차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Corbett et al., 1999; 

Kim et al., 2005; LaRoche et al., 1997; Slomp and Cappellen, 2004). 또한, 

해양생태계와 적조, 탄소순환(기후변화), 지구화학적 순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Li et al., 1999; Lee et al., 2010; Johnson et al., 

2008; Waska and Kim, 2010).  

 

해저 지하수는 대륙주변부의 연안환경과 달라 현무암 기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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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섬인 제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수성이 높아 해저 지하수 유출량이 높고, 조석 등의 

영향으로 해수의 재순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화산섬에서 해저 지하수의 유출속도는 대륙의 연안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보고 되었다(Hahn et al., 1997; Koh, 1997; Kim et al., 2003).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에 의해 제주도는 상당량의 해저 지하수가 유출되어 물질 

순환이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왔다. Hwang et al. (2005)은 해저 

지하수에 의해 공급되는 과잉 영양염으로 인한 방두만 연안의 부영양화 

상태 심각성에 대해 발표한바 있다. 또한, Kim et al.  (2003)은 제주도 

전체 해역으로 유출되는 해저 지하수의 유출량을 1.65 × 10
10

 m
3
 yr

-1로 

산정 하였고, 동부와 서부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지하수 유출 양상이 

다르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제주도의 서쪽과 

동쪽 지역에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반 폐쇄성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화순만과 방두만을 연구해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담 지하수와 염 지하수 모든 곳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해양에서 시공간적 변화가 큰 해저 지하수의 

유출량을 알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추적자인 
222

Rn(t1/2 = 3.8 days)을 

사용하였다(Moore, 1996; Hussain et al., 1999; Scott and Moran, 2001).  또한, 

라듐동위원소의 농도가 염 지하수에서만 높은걸 고려한다면 담 지하수와 

염 지하수가 모두 유출되는 제주도에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에 

222
Rn 추적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수성이 높은 지질구조로 인해 강우의 

대부분이 하천수보다는 지하수의 형태로 해양에 유출될 가능성이 큰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수온과 염분 추적자를 이용하여 주변해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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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담 지하수 주요 유출구 탐사와 
222

Rn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해저 

지하수 유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통한 영양염류의 유출량과 이에 따른 

주변 해역의 영양염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전 세계 화산섬에서 해저 지하수를 통해 유출되는 영양염과 그에 따른 

탄소순환(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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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general hydrologic cycle and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Hwang, 2005). 



5 

제 2 장 재료 및 방법 

 

2.1. 연구지역 및 시료채취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산섬(volcanic island)으로, 

한반도 남해에 위치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830 km
2 이다. 섬의 

중앙에는 약 1,950 m의 높이의 한라산(Halla Mountain)이 있고, 전체적인 

섬의 형태는 타원형 모양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약 3°-5°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동서사면과, 약 5°~8° 로서 약간 급경사를 이루는 

남북사면으로 이루고 있다(박, 2004).   

 

제주도는 몬순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연 

평균 강우량이 약 1,900 mm 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우량이 가장 많은 

다우지역에 속한다. 한라산의 지형적인 효과로 인해 강우량의 지역적인 

차이가 크고(Park et al., 1994), 월별 강우량도 여름철인 6~8월에 200 mm 

이상으로 전체 강우량의 56.6%가 내리며,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100 mm 이하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린다. 특히, 제주도 지층의 

대부분이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의 현무암과 조면암과 같은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어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는 강우의 대부분이 지각으로 

스며들지만, 강우량이 많은 6-8월 에는 일시적으로 지표면에 

간헐천(intermittent stream)이 형성되어 강우의 일부가 해양으로 유출된다. 

또한, 지하수 함양율(recharge rate)이 44%로서 전국 평균치인 18%보다 

훨씬 많으며, 강우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지하수 수위의 큰 변동이 

있다(Park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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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해역인 화순만과 방두만은 제주도 남서부와 

동부지역에 위치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만으로 형성초기에는 개방형의 

만이었으나 인위적인 방파제 건설로 인해 반폐쇄적으로 바뀌면서 만 내 

해수와 외해수와의 교환(exchange)은 원활하지 못하다. 만 내 평균수심은 

화순만이 약 13 m, 방두만이 약 3 m이며, 해저 퇴적물은 투수성이 높은 

사질(sand)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지질학적 특성상 투수성이 높은 

현무암으로 해수 침투(seawater intrusion)가 용이하며, 특히 동부지역에서 

지하수 염수화가 심각하다고 보고된바 있다(Kim et al., 2003). 화순만은 

주변의 화력 발전소에 의한 배출수 영향으로 해수의 온도가 주변 해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Kim et al., 2000), 방두만은 박 (2004)과 황 

(2005)등에 의해 연안을 따라 염 지하수(salty groundwater)를 이용한 

양식장의 배출수가 만 내로 유입되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해저 

지하수로 인한 과잉 영양염 공급으로 인하여 연안이 부영양화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된바 있다. 

 

해수 시료는 밀물 때 두 만의 안쪽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등 

간격으로 선상에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화순만(총 13개 정점), 

방두만(총 8개 정점)에서 채수 하였으며, 해저 지하수 유량 산정에 

필요한 외해수의 단성분을 얻기 위해 각 만의 외해수를 채수 

하였다(Figure 2). 또한, 연안 지하수의 단성분을 얻기 위해 주변의 

해안가를 따라 seepage meter와 grab sampler를 이용하여 채수 하였다(Table. 

2 - 5). 그 외 제주도 전 해역으로 해저 지하수를 통한 영양염 공급량을 

알아보고자 2009년 5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전 해역의 연안 지하수를 

채수 하였다(Table. 6). 또한, 제주 서부해역에서의 해저 용천수 탐사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표층해수 중 라돈 농도와 염분, 수온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 후(Figure. 3),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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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으로 그 농도 값을 측정하였다. 

 

2.2. 분석방법 

2.2.1. 영양염류 분석 

 

화순만과 방두만 내의 해수 중 수온과 염분은 휴대가 가능한 

염분계(YSI, Professional)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였으며 

수직적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CTD (IDRONAUT, ocean seven 304)를 

이용하였다. 영양염류의 경우,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채수한 시료를 공경 

0.7 µm의 여과지(GF/F)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여과 시킨 후, 

폴리프로필렌 병(Nalgene; ~250 mL)에 옮겨 냉동시켰다. 실험실로 운반된 

시료들은 영양염류 자동분석기(Alliance and TRAACS 2000- Bran+Lubbe 

K.K.)를 이용하여 각각 영양염을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DIN(Dissolved Inorganic Nitrogen)은 질산염 질소(NO3
-
–N), 아질산염 

질소(NO2
-
–N), 암모니아 질소(NH4

+
–N)의 합을, DIP(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는 인산 인(PO4
3-

–P)을, DSi(Dissolved Inorganic Silicate)는 규산 

규소(Si(OH)4)로 정의하였다.  

 

2.2.2. 
222

Rn 동위원소 분석 

 

방사성 핵종 
222

Rn은 불활성 기체로 어미 핵종인 
226

Ra에서 

α붕괴에 의해 형성되며, 해수 중에서 물리적 혼합·확산에 의해서만 

농도가 변화는 보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Hussain et al., 1999; Burnett et 

al., 2001). 또한, 짧은 반감기(약 3.8일)를 가지고 있어 짧은 시간규모의 

해수순환이 일어나는 연안지역에서 해수의 물리적 혼합·확산의 추적자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연안 지하수 중 농도가 주변의 해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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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보다 10
3
~10

4배 정도 높아 연안에서 유출되는 해저지하수에 대한 

유용한 추적자로 주목 받고 있다(Cable et al., 1996; Corbett et al., 1999; Bur-

nett and Dulaiova, 2003; Burnett et al., 2003; Hwang et al., 2005; Kim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화순만과 방두만 해역 주변의 해수, 하천수 및 

연안 지하수 중 
222

Rn의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화순만과 방두만에서 

유입되는 해저 지하수의 유출량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수 중 
222

Rn 농도는 Dulaiova et al. (2005)이 개발한 방법인 공기 

중 Rn 측정 장치 2개를 병렬로 연결한 뒤, 현장에서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해수 중 
222

Rn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Dulaiova et al. (2005)이 개발한 방법의 기본 원리는 일정 속도로 선박에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밀폐된 공기-물 평형 장치에 통과시켜 

평형에 이른 해수와 공기 중 
222

Rn 을 공기 중 Rn 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수에 의해 생성된 공기 중 
222

Rn 은 RAD-7쳄버 내의 

알파검출기에 의해 측정된다(Figure 3). 이 
222

Rn 측정법은 공기의 순환 

과정에서 
222

Rn 농도의 감소 없이 보다 더 큰 부피의 공기 흐름을 제어 

할 수 있다. 이는 2개의 호스를 통해 흐르는 공기의 흐름은 하나의 

호스를 통해 공기 중 Rn 측정장치 쳄버에 유입되고 이 공기는 다시 

2개의 호스를 통해 빠져 나온 뒤, 하나의 호스를 통해 공기-물 

평형장치에 유입되는 순환을 하게 된다 (RAD-7 내 펌프의 흐름 속도: 1 

L의 min
-1

). 이때 공기의 흐름 속도는 2배로 증가하게 되고 공기의 순환 

부피도 증가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해수 중의 
222

Rn 농도(Cwater)는 Weigel 

(1978)이 제시한 공기와 물의 분배계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Cwater = Cair ×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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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0.105 ＋ 0.405e
-0.0502T

   (2) 

 

위 식에서 Cwater, Cair 는 각각 해수 중 
222

Rn, 밀폐된 공기 중의 
222

Rn 의 

농도를 나타내며 k는 Weigel (1978)이 제시한 이론적인 공기와 물의 

분배계수이고 T는 해수의 온도(℃)를 나타낸다. 공기 중 Rn 측정 장치 

(radon-in-air, RAD-7 DURRIDGE Company)는 제습 컬럼, 공기 필터와 

공기중 Rn 측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RAD-7 내의 공기 펌프에서 

시작된 공기의 흐름은 제습컬럼과 공기 필터를 거쳐 최종적으로 Rn 

쳄버로 유입된다. 이 때, RAD-7의 쳄버 내의 높은 전기장(2.0-2.4 keV)은 

222
Rn 이 붕괴되어 생성된 양전하를 띈 딸핵종 

218
Po

+
(T1/2=3.05min alpha-

energy=6.00MeV)과 
214

Po
+
(T1/2=164 μs 7.67 Mev)을 Silicon Semiconductor 

알파 검출기로 흡착시켜 최종적으로 
222

Rn 농도 값을 기기의 액정에 

표시한다. 연안 지하수, 연안 용천수 와 외해수 중의 
222

Rn 농도 측정은 

Lee and Kim(2006)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 실행하였다(Figure 4). 미리 

부피를 측정한 갈색 병 (Grab bottle) 을 연구 현장에서 진공을 건 후, 

공기의 유입을 차단한 상태로 약 3~4L의 시료를 채수하여 공기와 물 

중의 
222

Rn 이 평형에 이르는 시간을 줄이고자 충분히 흔들어주었다. 

채수한 시료는 현장에서 공기 중 Rn 측정기를 이용하여 
222

Rn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222

Rn 농도는 다음의 수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water Vwater = Cair Vair + k Cair Vwater  (3) 

 

여기서 Cwater와 Cair는 각각 물과 공기 중의 
222

Rn 농도(dpm L
-1

)이고 

Vwater와 Vair는 각각 시스템 내에서 물과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L)이다. 

한편. k는 공기와 물의 분배계수로 공기 중의 
222

Rn 농도 비이다(Equation. 

2).  



10 

 

Figure 2. Maps showing the study area and sampling locations for (A) Hwasun 

Bay and (B) Bangdu Bay for the analyses of Rn and nutrients in Jeju Island.  The 

dotted lines in the two bays divide the inner and outer parts of each bay for the box 

model of chemic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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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schematic of the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222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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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the measurement system using a grab sample and 

a radon in-air monitor, RA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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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Part 1. 제주도 해저 용천수 탐사와 해저 지하수 유출량 산정 

3.1. 제주도 서부 해역에서의 해저 용천수 가능성 확인 

 

투수성이 좋은 퇴적층을 통한 해저 지하수 유출은 자유면 (1) 

대수층에서 재순환된 해수와 섞여 수심이 얕은 연안 지역으로의 

유입(nearshore seepage), (2) 피압 대수층 내의 균열이 일어난 틈을 따라 

빠져 나오면서 재순환된 해수와 섞여 대륙붕 퇴적물로의 유입(offshore 

seepage), (3) 피압 대수층을 따라 해양으로 바로 유입되는 해저 

용천수(submarine spring)의 형태가 있다(Hwang, 2005), (Figure. 1). 용천수 

형태의 해저 지하수 유출은 세계의 많은 연안지역과 해양에서 많이 

확인되고 연구 되어져 왔다(Zektzer et al., 1973; Swarzenski et al., 2001; 

Elhatip, 2003; Lee and Kim, 2007; Kim et al., 2011).  Kohout  (1966)은 미국 

플로리다 Biscayne bay에서 연안 바깥쪽의 해저 용천수가 저층의 염분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 하였고, Shaban et al. (2005)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remote sensing)로 차가운 담수와 따뜻한 해수에 의해 발생된 열 

이상(thermal anomaly) 분포를 레바논 연안의 북쪽에서 감지하였고 이것은 

단층(fault)이나 파쇄대(fracture zone)와 같은 지질학적 특징과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Lee and Kim (2007)에 의해 제주도 

서부해역의 용천수 유출로 인하여 저층수의 밀도 역전현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서부 지역의 담 지하수 유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 3월에 제주도 서부해역에서 약 60개 

정점의 표층과 저층에서 수직적, 수평적 수온과 염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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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하였다(Figure 5).  또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표층해수 중 라돈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 후, 그 농도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수직적으로 염분과 수온 그리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였다(Figure. 3). 

수온과 염분은 CTD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수직적 농도 값을 얻을 수 

있었으나,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저층 해수 중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그 농도 값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수중펌프를 이용한 저층 해수 중 라돈 농도 측정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CTD를 이용한 수직적 수온, 염분 측정 결과, 약 4 정점에서 

Figure. 6과 같이 밀도 역전 현상이 관측되었다. 밀도 역전 현상이 관측된 

SP1~SP4정점은 연안에서 유입되는 연안 용출수의 영향과 지하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에 투수성이 좋은 제주도의 퇴적층을 통하여 

해저 용천수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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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Map showing the CTD casting site for the spring observations (SPO represent the submarine springs observed in the 

coastal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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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ertical profiles of salinity observed at four stations, which showed re-

verse patterns of vertical salinity, on the western coast of Jeju, including Hwasun 

Bay.  Sampling locations for each profile are shown in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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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22

Rn과 DSi 물질 수지 모델을 이용한 SGD 유출량 산정 

3.2.1. 체류시간 산정 

 

해저 지하수 유출량 산정 시 
222

Rn과 DSi물질수지 식에서 외 

해수와의 혼합으로 인해 제거되는 과잉의 
222

Rn 의 양은 연구 해역의 

해수 체류시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만 내 

물의 체류시간 산정을 위해 조석 프리즘(Tidal prism)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Officer (1976)가 연안 역에서의 혼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조석 프리즘은 만 내에서 창조류 동안 외해로부터 유입된 해수가 

동일한 조석주기 동안 유입된 담수와 혼합된 후, 낙조류 동안에 외해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현상에서는 유입된 

해수와 담수가 완전히 혼합된다고 보기 힘들며, 낙조류에 의해 외해로 

유출된 혼합수가 연이어 발생하는 창조류에 의해 다시 만 내 해역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석 프리즘에 의한 체류시간 계산은 Turnover 

Time을 고려(Sanford et al., 1992; Moore et al., 2006)하여야 하며, Sanford et al. 

(1992) 이 제시한 식 (4) 에 따라 계산하였다.  

 

FT=V × T/ (1−b) P    (4) 

 

여기에서 V는 고조시의 물의 체적(m
3
)을 나타내며, T는 조석 주기, P는 

물의 평균 교환량, b는 Return Flow factor를 나타낸다. 이번 연구에서는 

Chang et al. (2000)이 보고한 제주 주변의 빠른 유속(10-15 cm s
-1

)으로 

Moore et al. (2006)이 보고한 Return Flow factor의 영향은 작다고 보아 

체류시간 산정 시 그 값을 무시하였다. 따라서 조석 프리즘으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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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만과 방두만 내 물의 체류시간은 약 2.5일 과 1.5일로 각각 산정 

되었다. 

 

3.2.2. 해저 지하수 유출량 산정 

 

제주도 주변 연안 지하수 중 
222

Rn과 DSi의 농도가 해수 중 

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해수 중 농도가 보전적이면 해저지하수의 

유입량을 알아내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Kim et al., 2003; Kim and 

Swarzenski 2010). 그러므로, 화순만과 방두만 에서 
222

Rn 물질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유입량을 알아 보았다. 특히, 연안 용출수로 인해 해수 중 

DSi의 농도가 방두만에 비해 보전적인 화순만의 해저지하수 유출량 

산정 시 DSi 물질수지 모델도 사용하여 해저지하수 유출량 산정 시 그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물질수지 모델을 사용하여 Fig. 5와 같이 공급원과 

제거원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고, 두 만의 경우 연구기간 중 연안에서 

강물과 하천 그리고 기존 양식장의 이전으로 인해 양식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의 공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2
Rn과 DSi의 공급원으로는 만 내 해저 퇴적물로부터의 

확산(FDiffusion), 해저지하수(FSeepage)가 있고, 제거원으로는 해수에서의 

222
Rn의 방사붕괴(IDecay), 그리고 외해수와 만 내 해수와의 혼합에 따른 

제거량(FMixing), 해양-대기 경계면을 통한 
222

Rn의 대기로의 

방출(FAtmosphere)이 있다. 따라서 두 만을 정상상태라고 가정하면(d
222

Rn/dt = 

0), 화순만과 방두만의 대기, 해수 및 만 주변 연안 지하수 중 
222

Rn 

동위원소와 DSi의 농도로부터 해저지하수를 통해 유입되는 
222

Rn과 

DSi의 공급량(FSeepage)을 다음의 식 (5)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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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ffusion + FSeepage - IDecay - FMixing - FAtmosphere = 0    (5) 

 

위 식으로부터 해저 지하수의 유입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22

Rn 의 

어미 핵종인 
226

Ra을 이용하여 화순만과 방두만 해수 중 과잉의 
222

Rn 

값을 식 (6)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Cable et al., 1996; Corbett, 1999; Burnett 

and Dulaiova, 2003). 이 후 해수 중 
222

Rn 농도는 과잉 
222

Rn 농도를 

의미한다.  

 

Excess 
222

Rn (dpm m
-3

) = Total 
222

Rn (dpm m
-3

) - 
226

Ra (dpm m
-3

)    (6) 

 

 

또한, 화순만의 지하수 유출량을 산정 시 사용한 DSi의 

물질수지는 기존의 
222

Rn 물질 수지 모델에서 제거원인 방사붕괴의 항과 

해양-대기로의 방출되는 항만 제외하고 같은 공급원과 제거원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만 내 해수 중 
222

Rn과 DSi의 물질수지 모델은 

아래의 식 (7, 8)과 같이 표현된다. 

 

0λλ  


 222Rn
AtmMixS

222Rn
EX222Rn

222Rn
SWSGDBott

222Rn
GW

222Rn
Diff F VCIACF     (7) 

0 MixS

Si

EXSGDBott

Si

GW

Si

Diff λVCACF      (8) 

 

위의 식 (7, 8)에서 각 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저 퇴적물로부터 확산에 의한 
222

Rn, Si의 공급량  

제주도 화순만과 방두만에서 해저 퇴적물로부터 확산을 통해 

공급되는 
222

Rn과 DSi의 양은 이전에 Hwang et al. (2005), Kim 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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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등이 해저 퇴적물로부터 확산실험을 통해 보고한 
222

Rn 플럭스(약 

100 dpm m
-2

 d
-1

), DSi 플럭스(약 5.0 mmol m
-2

 d
-1

)와 두 만 면적(약 1.9 × 10
7
 

m
2
, 5.0 × 10

5
 m

2
)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해저 

퇴적물로부터 확산에 의한 
222

Rn의 유입량은 화순만의 경우에는 1.9 × 10
9
 

dpm d
-1

, 방두만의 경우에는 4.9 × 10
7
 dpm d

-1
, DSi의 유입량은 화순만의 

경우에는 약 9.6 × 10
7
 mmol d

-1로 계산되었다. 

 

2) 방사붕괴에 의한 
222

Rn의 제거량  

연구지역인 화순만과 방두만에서 
222

Rn의 방사붕괴에 의한 

제거량은 만 내 과잉의 
222

Rn 평균농도와 만 내 부피, 그리고 
222

Rn의 

방사붕괴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화순만과 방두만 내에서 

측정된 과잉 
222

Rn의 평균 농도는 화순만의 경우 3.0 × 10
3
 dpm m

-3
, 

방두만의 경우 4.3 × 10
3 
dpm m

-3였으며, 
222

Rn의 방사붕괴 상수 값은 0.18 d
-

1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계산된 
222

Rn의 방사붕괴에 의한 제거량은 

화순만은 5.9 × 10
10

 dpm d
-1

, 방두만의 경우 1.5 × 10
9
 dpm d

-1
 였다. 

 

3) 외해수와의 혼합에 의한 
222

Rn과 DSi의 제거량 

화순만과 방두만은 제주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만으로 좁은 

입구를 통해서 만 내 해수와 만 바깥쪽의 외해수와 물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이는 주로 조석 변화(tidal variation)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창조시 만 내로 유입된 외해수중 
222

Rn농도는 상대적으로 만내 해수 

보다 그 농도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높은 농도를 가진 만내 해수와 낮은 

농도를 가진 외해수가 혼합되면서 혼합에 의한 손실(mixing loss)이 

발생하고 낙조시 만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222
Rn의 물질수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석(tidal exchange)에 

의해 외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222

Rn의 유출량 (Fmix)은 다음의 식 (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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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알아낼 수 있었다. 

 

w

OSBW

Mix
T

V)CC(
F




 - 
    (9) 

 

여기서, CBW는 각 box의 부피를 고려한 만 내해수중 
222

Rn의 평균농도 

이고, COS는 외해수중의 
222

Rn의 단성분 농도, V 는 화순만과 방두만 내의 

전체 물의 부피, Tw는 조석프리즘(tidal prism model)모델을 이용하여 

화순만과 방두만 내 물의 체류시간을 산정한 결과로 화순만은 약 2.5일, 

방두만은 약 1.5일 이다. 여기서, 외해수 중의 
222

Rn의 단성분 농도는 두 

만의 외양쪽에 존재하는 대마난류수(Tsushima Warm Water) 중 
222

Rn 

동위원소의 농도를 외해수의 단성분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대마난류수에서 측정된 
222

Rn의 농도에 대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 최대 외양해역에서 
222

Rn의 단성분 농도를 채수 하였다. 

조석(tidal exchange)에 의해 외해수와 혼합에 따른 
222

Rn의 제거량(FMix)은 

화순만은 약 2.2 × 10
11

 dpm d
-1

, 방두만은 약 5.1 × 10
9
 dpm d

-1
 였다.  

 

4) 대기로의 
222

Rn의 방출량 

화순만과 방두만의 연안 역에서 해양과 대기 경계 면의 

기체교환은 해수 중 용존기체의 중요한 제거원이다. 이러한 해양과 대기 

사이의 기체 교환은 해양과 대기 중의 농도 경사(concentration gradient)에 

의한 분자확산(molecular diffusion)에 의존하며, 해양에서 일어나는 

조석이나 파도와 같은 물리적 과정과 온도와 바람과 같은 대기의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Corbett, 1999). 

 

먼저, 해양-대기 경계 면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222

R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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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량(FAtm)은 Macintyre et al. (1995)이 제시한 식을 변형한 다음의 식 

(10)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FAtm = k (CBW – αCAtm) × A    (10) 

 

위의 식 (9)에서, k는 해양과 대기 경계면 사이의 기체전이속도(gas trans-

fer velocity; m d
-1

)로 운동학적 점성도(kinematic viscosity), 기체의 분자확산, 

대기와 해양 경계면에서 난류(turbulence)의 함수로서 풍속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Jahne et al., 1987; Macintyre et al., 1995; Corbett, 1999), 이는 다음의 

식 (11)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그리고 α 는 Ostwald의 용해도 

계수(solubility coefficient)로서 무차원수(dimensionless)이며, CBW 는 

연구해역의 만내 해수 중 
222

Rn 의 평균농도(dpm m
-3

), CAtm 는 대기중의 

222
Rn 의 평균농도(dpm m

-3
), 그리고 A는 각 해역의 면적을 나타낸다. 

 

k = 0.45 × Ws 
(1.6) 

× (Sc/600) 
(-0.66667)

    (11) 

 

위의 식 (11)의 경우, Ws는 관측 당시 연구지역의 풍속(m s
-1

)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해역인 제주 기상청에서 수집한 풍속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c는 Schmidt number (=V/Dm; 1022-1135)로서 분자 

확산도(Dm = 10
(-((980/(t+273))+1.59))

; 1.05-1.11 × 10
-5 

cm
2
 sec

-1
)에 대한 운동학적 

점성도(V = -0.0003t + 0.0169; t는 해수온도; 0.01135-0.01195 cm
2
 sec

-1
)의 비 

값이다. 

 

α = β × T/273    (12) 

 

위의 식 (12)에서 β는 분센계수 (Bunsen coefficient, = e
(-11.95+(31.66x(100/T)))

; 

0.36)로 절대 온도인 T (T = 273 + t; t는 해수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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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 중 두 만에서 측정된 과잉 
222

Rn의 농도, 한반도 주변 

대기 중 
222

Rn의 평균농도(약 190 dpm m
-3

), 그리고 만의 면적(약 1.9 × 10
7
 

m
2
, 5.0 × 10

5
 m

2
)을 바탕으로 해양-대기 경계면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222
Rn의 방출량을 계산하였다. 이로부터 계산된 해양-대기 경계면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222

Rn의 방출량은 화순만은 1.3 × 10
10

 dpm d
-1

 였으며, 

방두만은 1.1× 10
9
 dpm d

-1였다. 

 

5) 222
Rn과 DSi의 물질수지를 이용한 해저 지하수의 유출량 

Table 1은 위에서 알아낸 화순만과 방두만 내 해수 중 
222

Rn과 

DSi의 공급량과 제거량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화순만과 방두만 

내 해저지하수를 통해 만 내로 공급되는 
222

Rn과 DSi의 유입량은 
222

Rn과 

DSi의 공급량과 제거량을 
222

Rn과 DSi의 물질수지 식 (7)과 (8)에 

대입하여 풀면 알 수 있다. 그 결과, 화순만과 방두만 내 해저지하수를 

통해 만 내로 유입되는 
222

Rn의 유입량(FSeepage)은 약 2.9 × 10
11

 dpm d
-1

, 7.7 

× 10
9
 dpm d

-1
 이었다. 여기서 각 만 내로 공급되는 해저지하수의 

유입량(SGD)은 아래의 식 (13)을 이용하여 알아내었다. 

 

SGD (m
3
/day) = FSeepage/RnGw    (13) 

 

여기서 RnGW는 연안 지하수중 
222

Rn과 DSi의 평균농도(화순만: 3040 dpm 

m
-3

, 7.8 mol m
-3

, 방두만: 4217 dpm m
-3

)이다. 이 식으로부터 계산된 

해저지하수의 유입량은 화순만은 약 1.7 × 10
6
 m

3
 d

-1
, 방두만은 약 1.4 × 

10
5
 m

3
 d

-1이고 유입되는 속도(ΨSGD)는 각각 0.09 m d
-1

, 0.24 m d
-1

 였으며, 

연안에서 용출수 형태로 지하수 공급이 되는 화순만에서는 DSi의 

물질수지를 통해 추정한 해저지하수 유입속도 (0.11 m d
-1

)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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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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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schematic of the 

222
Rn mass balance model in the Hwasun and Bangdu b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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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한 생지화학적 성분 수송 

3.3.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한 영양염 유입량 산정 

3.3.1 해저 하구와 만에서의 영양염의 거동 

 

 화순만의 연안 용출수를 포함한 지하수 중 영양염(DIN, DIP, DSi) 

평균 농도는 각각 120.9 µM, 1.22 µM, 97.6 µM, 방두만은 각각 71.6 µM, 2.1 

µM, 259.2 µM 로 측정되었다. 화순만의 해저 하구에서 영양염의 거동은 

재순환된 해수와 연안 용출수 중 가장 낮은 농도 사이에서 보존적으로 

잘 혼합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두만의 해저하구에서 영양염의 

거동은 해수 중 농도보다 염 지하수(염분농도: 26~31)중에서 약 1-2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두 지역의 

해저하구에서 영양염의 공급이 물의 혼합 또는 퇴적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Figure 8). 

 

연구지역 두 만의 외 해수와 연안지하수간의 혼합과정 중 만 내 

모든 곳에서 DIN의 농도분포는 만 내에서 제거되는 양상을 보이고, 

DIP의 농도분포는 화순만의 정점 8~10(큰 화순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 만 내 과잉공급이 되는걸 알 수 있다. DIN과 DIP 간의 큰 차이는 

지하수와 해수 중 DIN:DIP 비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IN이 만 내에서 

제거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만으로 유입되는 낮은 농도의 DIN과 낮은 

N:P비 값 때문에 연안수의 N 감소를 보여진다. 반면 DIP는 두 만 모든 

곳에서 저층 퇴적물로부터 생성되는 유입량이 생물체 흡수에 의한 

제거량 보다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유독 제거되는 양상을 보인 

화순만 정점 8~10에서는 생물체의 흡수에 의한 제거량이 많은 

지역이거나 퇴적물로부터 공급되는 DIP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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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진다. DSi 같은 경우, 방두만의 DSi의 제거양상이 확연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Hwang et al. (2005)이 보고한 바 있는 해저 

지하수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과 관련된 것 일수도 있다. 하지만 

화순만의 DSi의 농도가 작은 안쪽의 만에서와 큰 밖의 만에서 분포 

양상이 달랐고, 정점 4 를 제외하고 염분의 증가에 따라 농도가 

감소함을 보여지고, 이는 다른 DSi농도의 지하수 유입으로 

보여진다(Figure 9). 

 

3.3.2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한 영양염 거동과 생물생산 

 

연안 지하수중 영양염류의 평균농도와 해저 지하수의 유출량을 

이용하여 해저 지하수를 통한 영양염류 유입량을 산정 하였다. 해저 

지하수를 통해 유입된 DIN, DIP, DSi 의 유입량은 화순만 에서는 약 14, 

0.14, 11 mmol m
-2

 d
-1이었고, 방두만 에서는 약 20, 0.59, 73 mmol m

-2
 d

-1
 

이었다. 방두만에서 나온 DIN 유입량은 Hwang et al. (2005)이 2004 년 

5 월에 측정한 값(21 mmol m
-2

 d
-1

) 과 비슷하였지만 DIP 유입량은 2004년 

5 월에 측정한 값(0.16 mmol m
-2

 d
-1

) 보다는 더 낮게 측정되었다. 화순만과 

방두만에는 강과 같은 하천의 유입이 없고 연안수의 영양염 유입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유입원으로는 해저 지하수 유입을 

제외한 해저 퇴적물로부터의 확산이있다.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해저 

퇴적물의 확산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염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두 

만으로 유입되는 DIN, DIP, DSi 유입량은 각각 1.3, 0.6 그리고 5.0 mmol 

m
-2

 d
-1

 이었다(Jung and Cho, 2003; Kim and Park, 1998). 이는 해저 퇴적물 

확산에 의한 DIP 공급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DIN 공급은 두 만에서 

모두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한 것임이 확실하다. 또한, 두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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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과 DSi 의 주 공급원은 해저 지하수이고 DIP 의 주 공급원은 해저 

퇴적물로부터의 확산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저 지하수를 통해 만내로 유입된 높은 농도의 DIN 이 공급과 

동시에 제거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공급되는 DIN 이 만내 생물 

생산에 소모 됨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DIN 물질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해수 중 일차 생산량과 비교해보고자 하며 DIN 의 net removal 을 계산 

하기 위해, 아래의 식 (14)처럼 표현될 수 있는 DIN 물질수지 모델을 

만들었다. 

 

DIN

movalReMixS

DIN

EXSGDBott

DIN

GW

DIN

Diff FVCACF  λ     (14) 

 

FDIFF 는 해저 퇴적물로부터 확산을 나타내고, CGW 는 지하수중 DIN 의 

농도를 나타내며, CEX 는 외 해수에서 유입되는 DIN 의 양을 제외한 

순수한 만 내 DIN 의 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FRemoval 은 다른 요소들이 

미미하다고 가정하에 생물생산에 의한 DIN 제거량이다. 각 만에서 

제거되는 DIN 은 화순만 에서는 약 2.5 × 10
5
 mol d

-1
, 방두만 에서는 약 

3.9 × 10
3
 mol d

-1이었다. 만약 여기서 제거된 DIN 이 Redfield 비율에 따라 

완전히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일차 생산량은 화순만 에서는 약 2.0 × 10
7
 g 

C d
-1

 (1.0 g C m
-2

 d
-1

) 로 계산될 수 있고 방두만 에서는 약 3.1 × 10
5
 g C d

-1
 

(0.6 g C m
-2

 d
-1

) 로 계산될 수 있다.  

 

Lee et al. (1993) 은 방두만 근해인 제주도 동부해역의 해수 중 

일차 생산량이 약 0.21~0.31 g C m
-2

 d
-1

 정도로 다양하다고 보고된바 있고, 

이는 DIN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산정된 일차 생산량을 적당한 값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순만과 방두만의 연안에서 해저지하수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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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입되는 DIN 이 만 내에서 약 93% 와 39% 가 소모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해수 중 DIN 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화순만에서 해수 중 DIN 농도는 3.0 μmol L
-1보다 낮았고, 방두만 에서는 

2~16 μmol L
-1

 범위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수성이 높은 화산섬이 섬 주변 

해역에서 새로운 생물생산에 필요한 영양염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도 전 해역으로 해저 지하수를 통해 유입되는 DIN 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 주변 11 곳 정점에서 측정한 연안 

지하수중 DIN 의 평균농도와 Kim et al. (2003) 에 의해 보고된 제주도의 

해저 지하수 유출량을 이용하여 해저지하수를 통한 DIN 의 유입량을 

알아보았다. 또한 방두만의 한 정점에서 측정한 수동 seepage meter 

측정법으로 확인한 결과 계절별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량 계산이 이 섬을 대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계산된 DIN 유입은 

약 2.1 × 10
9
 mol yr

-1정도로 이것은 새로운 생물생산 시 약 1.6 × 10
11

 g C 

yr
-1 정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DIN 의 유입량은 Colorado 강 

또는 Delaware 강과 같은 큰 강에서 유입되는 양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Table 7).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주도와 같은 화산섬인 하와이 

열도에서 나오는 DIN 의 유입량을 계산 해 본 결과 약 3.7 × 10
9
 mol yr

-1
 

정도로 계산되었다. 기존에 보고된 하와이와 제주도의 지하수 

유출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체 해역에서 유출되는 

해저지하수 비율에 하와이 섬의 전체 해안선 길이를 고려하여 하와이 

전체 해역으로 유입되는 해저지하수 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었고, 약 7.8 

× 10
10

 m
-3

 yr
-1정도가 하와이 열도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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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의 지하수중의 DIN 의 평균 농도는 Street et al. (2008)이 

보고한 47 μmol L
-1

 를 end-member 값으로 사용하여 하와이 전 해역으로 

유출되는 DIN 의 유입량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미정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하와이에서 유입되는 DIN 의 유입량은 약 5.7 × 10
9
 

mol yr
-1

 정도로 알 수 있고, 이는 Orinoco 강과 비슷한 수준의 유입량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6). 제주도와 하와이의 면적을 합치더라도 전세계 

화산섬 면적의 약 2% 밖에 되지 않고, 만약 모든 화산섬의 DIN 

유입량을 합한다면 이 양은 전세계 강물에서 유입되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화산섬에서의 해저 지하수 유출이 

외 해수 에서의 DIN 유입 이외에 가장 중요한 공급이라고 보여지고 

전세계 강물에 의해 공급되는 DIN 유입량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DIN 을 공급할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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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lots of DIN, DIP, and DSi versus salinity in coastal groundwater near 

Hwasun and Bangdu bays,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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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lots of DIN, DIP, and DSi versus salinity in seawater in Hwasun and 

Bangdu bays, Jeju Island.  Dotted lines indicate the range of possible concentra-

tions occurring from the mixing of outer-bay seawater and coastal groundwater.  

The filled triangle denotes the end-member of outer-bay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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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hematic representation of biological and chemical processes occur-

ring in the ocean off a volcanic Island, which discharges a large amount of nutri-

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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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used for each notation in Equations. 1-2 for the 
222

Rn and Si in 

Hwasun and Bangdu bays, Jeju Island. 

 

 Value 

Unit  Hwasun Bangdu 

 
222

Rn DSi 
222

Rn 

ABott 1.9 × 10
7
 1.9 × 10

7
 5.0 × 10

5
 m

2
 

VS 2.5 × 10
8
 2.5 × 10

8
 1.9 × 10

6
 m

3
 

λRn-222 0.18 - 0.18 d
-1

 

FDiff 1.9 × 10
9
 9.6 × 10

7
 4.9 × 10

7
 dpm (or mmol) d

-1
 

CGW 1.7 × 10
5
 9.8 5.5 × 10

4
 dpm (or mmol) m

-3
 

ΨSGD ? ? ? m d
-1

 

ISW 7.6 × 10
11

 - 8.2 × 10
9
 dpm 

CEX 2.3 × 10
3
 3 4.0 × 10

3
 dpm (or mmol) m

-3
 

λMix 0.4 0.4 0.7 d
-1

 

FAtm 1.0 × 10
10

 - 9.2 × 10
8
 dpm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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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ntrations of 
222

Rn and nutrients in porewater in Hwasun Bay ob-

served during 21-24th August 2009. 

 

Station 

number 
Sal. 

222
Rn  Nutrients (μmol L

-1
) 

DIN:DIP 
(dpm L

-1
) DIN DIP DSi 

Hwasun Bay 

P1 15.1 337 ± 4  76 2.1  216  36 

P2 14.3 316 ± 3 320 1.2   52 267 

P3 31.2  46 ± 1  50 0.9   87  56 

P4 31.1  23 ± 1  40 1.2   62  33 

P5 29.1 142 ± 2 120 0.7   71 171 

SPL1  1.1 425 ± 3 320 3.2  618 100 

SPL2  1.0 481 ± 3 290 5.9 2940  49 

SPL3  0.3 630 ± 4 780 2.4 2960 325 

 



 

36 

Table 3. Concentrations of 
222

Rn and nutrients in seawater in Hwasun Bay ob-

served during 21-24th August 2009. (S1~S13: Bay Seawater, S14~S15: Offshore 

Seawater) 

 

Station 

number 
Sal. 

222
Rn  Nutrients (μmol L

-1
) 

DIN:DIP 
(dpm L

-1
) DIN DIP DSi 

Hwasun Bay 

S1 31.8 8.2 ± 1.0 1.9 0.58 10 3.3 

S2 31.2 8.4 ± 1.2 2.2 0.69 16 3.2 

S3 31.7 6.7 ± 0.9 1.9 0.49 16 4.1 

S4 32.3 2.4 ± 1.0 1.9 0.68 14 2.8 

S5 32.2 2.4 ± 1.0 1.8 0.64 10 2.8 

S6 32.3 2.1 ± 0.7 1.9 0.63 7.4 3 

S7 31.8 2.5 ± 0.4 2.2 0.65 5.9 3.4 

S8 31.8 2.0 ± 0.3 1.2 0.17 5.5 7.1 

S9 31.9 1.1 ± 0.2 0.8 0.14 4.5 8 

S10 32.0 0.9 ± 0.2 1.2 0.15 4.0 8 

S11 32.1 0.9 ± 0.2 3.0 1.09 1.2 2.7 

S12 32.0 1.2 ± 0.6 1.2 0.40 4.0 3 

S13 31.9 0.7 ± 0.5 1.9 0.67 3.7 2.8 

S14 32.4 0.8 ± 0.4 1.4 0.33 4.0 4.2 

S15 32.5 0.8 ± 0.5 1.3 0.23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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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centrations of 
222

Rn and nutrients in porewater in Bangdu Bay ob-

served during 21-24th August 2009. 

 

Station 

number 
Sal. 

222
Rn  Nutrients (μmol L

-1
) DIN:DIP 

(dpm L
-1

) DIN DIP DSi  

Bangdu Bay 

P1 27.2 71 ± 2  53 4.0  49 13 

P2 28.4  6.3 ± 0.6  40 1.9  59 21 

P3 26.3 15 ± 1  42 1.8 105 23 

P4 30.5  7.7 ± 0.6  49 1.4 218 35 

P5 31.0 90 ± 2  13 1.0 201 13 

P6 27.1 142 ± 2 210 2.5 557 84 

P7 27.3 -  98 2.3 62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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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centrations of 
222

Rn and nutrients in seawater in Bangdu Bay observed 

during 21-24 August 2009. (S1~S8: Bay Seawater, S9~S11: Offshore Seawater) 

 

Station 

number 
Sal. 

222
Rn  Nutrients (μmol L

-1
) 

DIN:DIP 
(dpm L

-1
) DIN DIP DSi 

Bangdu Bay 

S1 30.5 3.8 ± 0.6 12 3.8 36 3.2 

S2 30.9 4.8 ± 0.5 8.7 2.1 22 4.1 

S3 30.9 3.4 ± 0.6 8.4 2.2 21 3.8 

S4 30.6 5.3 ± 0.7 11 2.9 19 3.8 

S5 31.0 5.1 ± 0.8  8 2.4 17 3.3 

S6 30.4 5.9 ± 0.4 16 5.8 17 2.8 

S7 31.4 3.6 ± 0.5 8.1 2.9 25 2.8 

S8 31.4 3.2 ± 0.4 4.8 1.7 17 2.8 

S9 31.8 0.4 ± 0.4  4 1.7 6.2 2.4 

S10 31.8 0.4 ± 0.3 2.4 0.9 6.4 2.7 

S11 31.0 2.0 ± 0.4 6.3 2.6 2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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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centrations of nutrients in coastal groundwater (including porewater) collected from the shore of Jeju Island during 

three different seasons (unit is μmol L
-1

). 

Station 
DIN  DIP  DSi 

May Jul Sep  May Jul Sep  May Jul Sep 

Western Jeju 

Sta. 1 -  65  50  - 0.2 2.8  -  58  74 

Sta. 2 261 285  59  1.2 0.9 2.2  386  59  73 

Sta. 3  81 125 171  1.2 0.2 2.4  118  58  87 

Sta. 4 134  79  89  1.2 1.5 2.9   97  40  58 

Sta. 5  34 222 151  0.6 1.0 1.9   20  27  70 

Eastern Jeju 

Sta. 6 322  67  24  2.9 0.1 1.6   25  10 134 

Sta. 7  76 298 131  7.4 0.6 7.3  300 250 319 

Sta. 8 189 114  91  2.9 1.0 4.2   76  55  97 

Sta. 9  64 226  64  8.8 0.2 9.0   99   6 222 

Sta. 10  84 156 170  7.8 0.8 4.4   96  50 130 

Sta. 11  44  52  16  1.2 0.2 2.3  211  60  86 

 
Average 129 153  92  3.5 0.6 3.7  143  6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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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 DIN fluxes from Jeju Island via SGD in comparison with those from large rivers across the world. 

 
Discharge 

(km
3
 yr

-1
) 

DIN 

(mol m
-3

) 

DIN 

(Gmol yr
-1

) 
Location Reference 

Jeju Island SGD 17 0.13 2.1 S. Korea This study 

Kum River 6.6 0.20 1.3 S. Korea Hong et al. 1995 

Delaware River 12 0.04 0.5 N. America Ullman et al. 2003 

Jaquitinhonha River 14 0.014 0.2 S. America Souza and Knoppers 2003 

Chochan River 15 0.07 1.1 China Zhang 2002 

Liaohe River 16 0.073 1.2 China Zhang 2002 

Colorado River 20 0.04 0.8 N. America Hernandez-Ayon et al. 1993 

Mississippi River 480 0.07 34 N. America Rabalais et al. 1996 

Yangtze River 950 0.08 76 China Zhang 1996 

Orinoco River 1200 0.007 7.9 S. America Dag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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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9년 3월과 8월에 2번의 관측을 통하여 제주 

주변(화순만과 방두만)으로 유출되는 해저 지하수 유출량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른 영양염 플럭스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제

주도 해역으로 유입되는 해저 지하수의 유출량을 라돈 물질수지로 산정

한 결과 서부에 위치한 화순만은 약 1.7 × 10
6
 m

3
 d

-1
, 동부에 위치한 방두

만은 약 1.4 × 10
5
 m

3
 d

-1였다. 또한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한 영양염 플럭

스는 지하수중 영양염 농도를 적용하여 DIN물질수지 모델 결과, 해저 

하구와 만 내로 유출되는 DIN의 소모는 화순만은 약 93%, 방두만은 약 

39% 정도였고, 이는 빈영양성 해역인 제주도 연안에서 해저 지하수 유

출이 생물생산에 필요한 영양염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제주도 전 해역의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한 DIN은 약 2.1 

  10
9
 mol yr

-1
 로, Redfield ratio의 C:N (106:16)비 값을 이용해 탄소 소모

량을 계산 해 본 결과, 세계의 큰 강인 Colorado 강과 Delaware 강과 비

교해봤을 때 비슷한 수준인 1.6   10
11

 g C yr
-1

 이 신 생산(생물생산)에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해역의 물은 외 해수와 바로 혼

합되므로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해 공급되는 영양염의 거동은 심해로 공

급되는 탄소유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영

양염 농도를 제주도와 하와이의 해저 지하수 유출량에 적용하여 계산한

다면 특별히 빈영양성 해역에 위치한 화산섬 주변에서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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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도는 전세계 화산섬 면적의 약 1% 이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투수성이 높은 화산섬 주변 해역으로 유입되는 해저 지하

수 유출은 전지구적인 해양의 영양염 수지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제주도와 하와이에서 유출되는 해저 지하수에 의한 DIN 유입이 생

물생산에 사용되면, 탄소유입은 약 4.5 × 10
11

 g C yr
-1

 일 것이다. 그에 따

른 생지화학적 환경연구가 필요하며, 연안 수문학, 해양 생지화학과 생물 

해양학을 포함한 다른 연구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연구들이 해저 지하수 

유출과 생물생산 및 전세계 탄소유입의 정확한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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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on the Budgets 

of Nutrients in the Coastal Seas off the Jeju Island, Korea 

 

Kim, Jong-Sun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investigated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associated 

nutrient fluxes and budgets in two coastal embayments, Hwasun Bay and 

Bangdu Bay, off the volcanic island of Jeju, Korea.  SGD in Hwasun Bay 

is a composite of marine and meteoric groundwater, while that in Bangdu 

Bay mainly includes marine groundwater.  The submarine inputs of 

groundwater into Hwasun and Bangdu Bays were estimated to be approxi-

mately 0.12 and 0.27 m
3
 m

-2
 d

-1
,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 

222
Rn mass 

balance models.  The N:P ratios in the coastal groundwater (85±96) were 

considerably larger than those in the seawater (3.8±1.6) of both bays.  The 

fluxes of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through SGD were more than 

90% of the net DIN input into both bays; approximately 93% and 39% of 

SGD-driven DIN was consumed inside Hwasun and Bangdu Bays, respec-

tively.  The discharge of DIN through SGD from the entire island was ap-

proximately 2.1   10
9
 mol yr

-1
, which is equivalent to some large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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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ly supporting approximately 1.6   10
11

 g C yr
-1

 of new primary 

production.  Because Jeju accounts for less than 1% of the total landmass 

of volcanic islands, SGD-driven nutrient fluxes from highly permeable is-

lands standing in oligotrophic oceans are very important for global nutrient 

budgets and the coastal biological production of the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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