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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년 하계에 녹조류의 이상증식이 나타나는 제주도 북부에 위치한 

조천항에서 지하수 유출이 녹조대발생(green tide)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15년 7월과 8월, 2016년 2월과 3월에 담지하수, 염지하수, 

해수(조천항 해수 및 외해수)를 채수 하여 염분, 라돈(222Rn), 용존 무기 

질소(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용존 무기 인(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DIP) 그리고 규산염(dissolved silicate; DSi) 농도를 측정하였다. 

222Rn, DSi 물질수지 및 저서 챔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저 담지하수 

유출량(submarine fresh groundwater discharge; SFGD), 해저 염지하수 

유출량(submarine saline groundwater discharge; SSGD) 및 영양염 

플럭스를 산정하였다. 또한 녹조류 Ulva pertusa의 생장에 미치는 

SFGD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4월에 조천항 내에서 담지하수와 

외해수를 단계적으로 혼합하여 메소코즘(mesocosm) 실험을 실시하였다. 

222Rn의 물질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한 SFGD는 2015년 7월과 

8월, 2016년 2월과 3월에 각각 9.1±2.0, 5.4±0.9, 3.6±0.4, 5.2±0.9 ×104 

m3 d-1이었다. DSi 물질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한 SFGD는 각각 

7.7±1.6, 7.0±1.3, 5.5±0.8, 3.9±1.0×104 m3 d-1으로 222Rn 물질수지 모델 

결과와 30% 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FGD를 통한 DIN, DIP, DSi의 플럭스는 조천항으로 공급되는 총 

플럭스의 약 90%, 38%,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천항에서 SFGD가 중요한 영양염 공급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SFGD를 통한 다량의 영양염 공급으로 인해 조천항 내 DIN과 

DSi의 농도가 외해수 농도에 비해 각각 10배, 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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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코즘 실험결과, U. pertusa의 생장은 외해수의 염분과 영양염 

조건에 비해서 조천항 내의 평균 염분과 영양염 조건에서 약 1.6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양염 및 염분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생장모델로부터 

U. pertusa의 생장에는 SFGD에 의한 염분 및 영양염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FGD에 의해서 DIN이 1 µM에서 

23 µM로 증가할 때, U. pertusa의 생장은 약 240% 증가하며, 염분이 

30.4에서 17.3으로 감소함에 따라 약 30%의 추가적인 생장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조천항에서 SFGD에 의한 과잉의 영양염 공급과 염분의 

감소는 녹조대발생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연안 해역에서 해저 지하수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폐쇄적인 연안 환경에서 지하수에 의한 영양염 유입은 녹조대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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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녹조대발생(green tide)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북온대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Ye et al. 

2011; Smetacek and Zingone 2013). 녹조대발생에 의해 해안가에 집적된 

많은 양의 해조류는 해안 지대의 경관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연안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양식업, 관광업 등 지역 경제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Choi et al. 2010; Liu et al. 2013; Smetacek and Zingone 2013).  

해조류 중에서도 갈파래속(Genus Ulva)은 표면적 대 부피비(surface 

area:volume)가 커서 영양염 흡수 효율이 높으며 생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녹조대발생의 주요 종으로 알려져 있다(Valiela et al. 1997; Taylor 

et al. 2001; Guidone et al. 2013). 녹조의 발생에는 염분, 온도, 조도, 

영양염, 파도, 섭식(grazing), 서식지형 등 다양한 환경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Valiela et al. 1997; Choi and Kim 2005; Krause-

Jenson et al. 2007; Nelson et al. 2008). 이중에서도 영양염은 해조류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갈파래류(Ulva 

species)와 같은 기회성 해조류(opportunistic macroalgae)는 부영양화 

조건에서 생장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Pederson 1995; Krause-Jansen 

et al. 2007). Liu et al(2013)은 황해(Yellow Sea)에서 생활 하수, 농업 폐수 

및 양식장 유출수 등에 의한 해수 부영양화가 Ulva prolifera의 대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eichberg et al. (2010)은 

배양실험에서 용존 무기 질소(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lva spp. 의 생장률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제주도 북동부지역에서 구멍갈파래(U. pertusa)와 

모란갈파래(U. conglobata)등에 의한 녹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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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Figure 1). 녹조대발생에 따른 해조류의 대량 집적은 매년 제주도 

동부 일대 해안가에 심미적 문제뿐만 아니라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양 오염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 폐쇄된 환경과 같은 지질학적 요인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Hwang et al.(2005)은 제주도 동부에 위치한 

방두만에서 해저 지하수 유출(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에 

따른 과잉 영양염 공급이 저서 부영양화를 야기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SGD는 유출 기작(discharge mechanism)에 따라 크게 해저 담지하수 

유출(submarine fresh groundwater discharge; SFGD)과 해저 염지하수 

유출(submarine saline groundwater discharge; SSGD)로 구분된다(Figure 

2). SFGD는 육상 기원의 지하수로서, 대수층 내의 수두 경사(hydraulic 

gradient)와 지하수 함양율(groundwater recharge rate)에 따라 유출량이 

결정된다(Burnett et al. 2003). 반면에, SSGD는 해양 기원의 지하수로서, 

조석과 해류의 흐름 등에 따른 압력 수두의 변화로 해수가 해저 

퇴적층을 통과하여 유출되는 재순환 해수(recirculated seawater)와 

재순환 과정에서 해수와 담지하수가 혼합된 지하수를 포함한다. 

SGD는 천연 방사성 동위원소(Ra, Rn)와 중금속, 유기물, 영양염 등 

육상 기원의 물질을 해양으로 수송하는 중요한 경로이며(Moore 1999; 

Burnett et al. 2003; Hwang et al. 2005), 일부 연안 해역에서는 

표면유출수(surface runoff)의 양에 버금가는 많은 양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ore 1996; Kim et al. 2005). 특히, SGD에 의한 과잉 영양염 

공급은 일부 연안 지역에서 부영양화와 유해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Laroche et al. 1997; Gobler and 

Sañudo-Wilhelmy 2001; Hu et al. 2006; Lee and Kim 2007; 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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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외에, SGD는 해수 중 염분, 온도, 영양염, N:P 비, CO2, 유기물 

조성 등을 변화 시킴으로써 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Gobler and Sañudo-Wilhelmy 2001; Lee et al. 2010; Waska and Kim, 

2011). 

다양한 기작으로 유출되는 해저 지하수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수치 모델링, seepage meter, 추적자 활용 등의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Deming et al. 1992; Burnett et al. 2003; Burnett and Dulaiova 2003; 

Smith and Zawadzki 2003; Leote et al. 2008). 그중 지하수 추적자로 많이 

활용되는 222Rn은 비활성 기체로 해수 중에서 보존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짧은 반감기(3.8 d)를 가지고 있어 짧은 시간 규모의 해수 순환을 

추적하기에 적합하다(Santos et al. 2008). 또한, 해수보다 지하수에 약 103 

- 104 배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연안에서 지하수 

추적자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Cable et al. 1996; Corbett et al. 1999; 

Burnett et al. 2001; Burnett and Dulaiova 2003; Lee and Kim 2006; 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추적자(222Rn 등)의 물질수지 모델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인 조천항의 

해저 사질대에 seepage meter를 설치하여 지하수 유출속도를 직접 

측정하여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제주도 북부에 위치한 조천항에서 

SFGD와 SSGD, (2) SFGD와 SSGD에 의한 영양염 플럭스를 산정하여 

SGD가 조천항의 영양염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3) 조천항에서 녹조류 구멍갈파래(U. pertusa)를 이용하여 

메소코즘(mesocosm)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SGD와 녹조 

발생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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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hotographs of massive Ulva green tides in Jocheon harbor (top left), Sinheung beach (top right and bottom 

left), and Bangdu bay (bottom right) in the coastal areas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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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diagram of SGD (Kim and Swarzensk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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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2.1. 연구 지역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약 9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면적은 ~1,830 km2이다. 해발고도 1,950 m의 한라산이 섬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동서로 약 73 km의 장축, 남북으로 약 31 

km의 단축을 갖는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630 mm으로 강수량의 약 55%가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되며(Lee et al. 2016), 연평균 증발량은 1,200 

mm 이다. 제주도는 섬 대부분의 지역이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 

현무암류와 절리 및 균열이 발달한 조면질 현무암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양은 토심이 얕은 화산회토가 주를 이루고 있다(Koh 199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연간 총 강수량의 44―46%가 

지하수로 함양(recharge)되며, 이는 19―21%인 직접유출량보다 약 2배 

많은 양에 해당한다. 대수층 내로 함양된 지하수는 수리학적 경사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및 해저면을 통해 유출된다. 특히, 제주도에는 

지질·지형적 특성 상 용암류의 경계면을 따라 해안선에 지하수가 

지표로 분출되는 용천(spring)이 많이 분포한다(박 2006).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용천뿐만 아니라, 조간대에 위치하여 간조 시에만 관찰 

가능한 용천도 다수 존재한다. 

연구지역인 조천항은 제주도 북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0.32 km2, 

평균수심은 약 2 m이다. 조천항은 우측에 위치한 관곶과 좌측에 위치한 

죽도에 의해 움푹 들어간 얕은 만의 모양을 띠고 있다(Figure 3). 조천 

지역에는 약 60여개의 용천이 분포해 있으며, 해안가를 따라서 다수의 

용천이 밀집되어 있다. 조천 지역에 분포한 용천은 대부분 조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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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여, 고조(high tide) 시에 해수면 아래로 잠기고 저조(low tide) 시에 

형태가 해수면 위로 드러난다.  

 

2.2. 시료 채취 및 분석 

2.2.1. 시료 채취 

수온, 염분, 영양염, 라돈(222Rn)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7월과 8월, 

그리고 2016년 2월과 3월에 담지하수, 염지하수, 조천항 해수 및 외해수 

시료를 채수하였다(Figure 3). 222Rn 시료는 약 4 L의 갈색 유리병(amber 

glass bottle)을 이용하여 3–4 L 채수하였다. 외부로부터 222Rn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22Rn 시료 용기는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진공상태로 

준비하였다. 영양염 분석을 위한 시료는 10%(v/v) 염산으로 세척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병에 채수하였다. 해수는 고조(high tide)시에 

선상에서 수중펌프(submersible pump)를 이용하여 채수하였고, 담지하수 

시료는 저조시에 조천항 주변에 분포한 다수의 용천에서 채수하였다. 

염지하수 시료는 다이버가 해저면에 설치한 seepage chamber를 

이용하여 채수하였다. 시료 채취에 사용된 seepage chamber는 Lee-

type(Lee 1977) 구조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챔버는 직경 35 cm, 높이 

12–15 cm의 원기둥 모양이며, 챔버의 아랫면은 뚫려있고 윗면에는 직경 

1/4”탭이 있다(Figure 4). 해저면 사질대에 챔버가 10cm 이상 묻히도록 

설치하여 챔버에 모이는 물이 주위로 유출되지 않고 윗면의 탭을 통해서 

흘러 나오도록 하였다. 설치 후 챔버 안에 고인 해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시료 채취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비닐백을 사용하였다. 챔버 윗면의 탭에 비닐백을 매달고 충분한 

양(~1 L)이 모이면 수거하여 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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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온과 염분은 휴대용 다항목 수질측정기(Orion star A329, 

Thermo scientific; PCD650, Eutech instrument)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고, 해수의 수온과 염분은 CTD(Ocean seven 304, IDRONAU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2. 분석 방법 

2.2.2.1. 222Rn 분석 

222Rn은 천연 방사성 핵종인 238U의 붕괴 계열에 속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어미 핵종인 226Ra의 α붕괴에 의해서 생성되며, 

무색·무취의 비활성 기체이다.  

해수 및 지하수 중 222Rn은 반감기를 고려하여 공기 중 Rn 

측정기(RAD7, Durridge company)로 즉시 분석하였으며(Figure 5), Lee and 

Kim(2006)이 제안한 방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RAD7을 이용한 222Rn의 기본적인 측정 원리는 다음과 같다. 진공 

용기에 채수된 해수 또는 지하수 시료를 RAD7과 연결하여 

시료용기(공기)-제습컬럼(desiccant)–공기필터(Air filter)-RAD7 chamber–

시료용기(물) 순으로 이어지는 닫힌 계(Closed air-loop)를 만든다(Figure 

5). 222Rn은 닫힌 계 안에서 공기-물 평형을 이루고, 이때 RAD7 chamber 

안의 α검출기에서 공기 중 222Rn의 붕괴에 의해 생성되는 딸핵종인 

218Po와 214Po를 흡착·검출함으로써 222Rn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측정한 

공기 중 222Rn의 농도는 222Rn의 물/공기 분배계수에 따라 시료 중 222Rn 

농도로 환산할 수 있으며, 계산식을 식 (1)에 나타내었다. 

 

          CwaterVwater = CairVair + kCairVwa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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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water와 Cair는 각각 물과 공기중의 222Rn 농도(dpm L-1)이고 

Vwater와 Vair 는 시스템 내에서 물과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L)이다. k는 

물/공기 분배계수로 Weiss(1970)이 제시한 온도, 염분 함수를 따라 식 

(2)와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k = β×T / 273.15                   (2) 

ln β = a1 + a2 (100/T) + a3ln(T/100)                       

+ S {b1 + b2(T/100) + b3(T/100)
2}      (3) 

 

여기서, β는 분센계수(Bunsen coefficient), T는 온도 (K), S는 염분, 

a1~b3는 조건에 따른 변수이다. Schubert et al.(2012)는 온도, 염분 구간에 

따른 일련의 실험을 통해 각 변수의 값을 제시하였다(a1 = -76.14; a2 = 

120.36; a3 = 31.26; b1 = -0.2631; b2 = 0.1673; b3 = -0.0270). 위의 식을 

통해 얻은 값을 채수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의 붕괴에 대해 보정하여 

최종 222Rn 농도를 산출하였다. 

 

2.2.2.2. 영양염 분석 

영양염 분석을 위해 채수한 시료는 유리섬유여과지(GF/F, pore size 

0.7 μm, Whatman)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50 ml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담아 냉동상태로 보관하였다. 냉동 시료는 실험실에서 분석 전에 

해동하여 사용하였으며, 영양염 자동분석기(New QuAAtro 39, SEAL 

analytical)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ure 5). 영양염 자동분석기는 

비색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농도에 비례하여 발색된 시료의 흡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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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Ehrhardt et al. 1999). 일정 구간의 농도에 대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발색된 시료의 흡광도를 농도로 환산하여 최종 농도를 

얻을 수 있다. 영양염 분석 시 NRC·CNRC의 MOOS-3과 KANSO 사의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분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산염(nitrate; NO3
-), 아질산염(nitrite; NO2

-), 

암모늄(ammonium; NH4
+)의 합을 용존 무기 질소(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인산염(phosphate; PO4
3-)을 용존 무기 인(dissolved 

inorganic phosphorous; DIP), 규산염(silicate; Si(OH)4)을 용존 

규산염(dissolved silicate; DSi)으로 정의하였다. 

 

2.3. 지하수 유출속도 측정 

염지하수의 유출속도는 seepage chamber를 사용하여 2015년 7월과 

8월, 2016년 2월에 측정하였다. 해저면에 챔버를 설치한 후, 윗면의 탭에 

플라스틱 봉지를 매단 콕밸브를 연결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플라스틱 

봉지에 채워진 지하수의 양을 측정하였다. 이때, 플라스틱 봉지 안에는 

1 L의 주변 해수를 넣어 봉지의 특성에 따른 흐름의 방해가 없도록 

하였다(Shaw and Prepas 1989). 지하수 유출속도(m3 m-2 d-1)는 증가된 

물의 양과 챔버의 면적, 챔버 설치 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2.4. 메소코즘 실험 

SFGD가 녹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6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조천항에서 메소코즘 실험을 

실시하였다(Figure 6). 실험에는 제주도 연안에서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종인 U. pertusa를 사용하였다. 조천항에서 U. pertusa의 엽상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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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하여 공경 0.22 μm 여과지로 여과한 해수로 세척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부착생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였다. 세척 후, 엽상체는 직경 40 

mm의 동일한 크기로 절단하여 실험에 필요한 엽체 디스크를 얻었다. U. 

pertusa는 모든 방향으로 생장하기 때문에 엽상체 전체에서 무작위로 

엽체 디스크를 얻었으며, 상처로 인한 호흡의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하루 동안 회복시킨 후 사용하였다.  

메소코즘 실험조건은 담지하수와 외해수의 혼합 비율(v/v)에 따라 

5개의 실험구(1%, 5%, 10%, 30%, 50%)와 1개의 대조구(외해수)를 

설정하였다. 현장 배양은 투명 필름을 씌운 27 L(30 cm×30 cm×30 

cm)의 배양 챔버에서 수행하였으며, 각 챔버에는 20 L의 혼합해수와 

5개의 엽체 디스크를 넣어 배양하였다. 실험의 초기조건은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광조건과 수온은 현장의 조건에 맞추었다. U. pertusa의 

생장률을 측정하기 위해 1일 1회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엽체 

디스크의 직경을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였다. U. pertusa의 생장률(μ; 

d-1)은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μ = ln (At/A0) / (t1-t0)          (4) 

 

  여기서, t는 배양기간(d), A0와 At는 각 디스크의 초기 및 t일 배양 

후의 면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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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aps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in coastal area of Jocheon, 

Jeju Island. The filled circles(●), triangles(▲), squares(■) and 

diamonds(◆) represent fresh groundwater (F1~F10), saline 

groundwater (Sts. S1~S14), harbor seawater (Sts. H1~H28), and 

open-ocean seawater (Sts. O1~O4) sampling stat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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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hotographs of seepage chamber used for sampling saline 

groundwater (top) and installed in bottom sediments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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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hotographs of a radon-in-air monitor (RAD7) and schematic 

diagram of 222Rn measurement system (Top, Lee and Kim 2006), 

and auto nutrient analyzer (New QuAAtro 39) for measuring 

nutrients in groundwater and seawater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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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hotographs of Ulva pertusa thalli collected from Jocheon harbor 

(top) and floating chamber for mesocosm experiment in Jocheon 

harobr,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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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itial conditions of temperature, irradiance, salinity, and 

nutrients at different mixing ratios between fresh groundwater 

(FGW) and open-ocean seawater from April 26 to April 30, 2016 

in mesocosm experiments. 

 

 

open-

ocean 

seawater 

FGW 

1% 

FGW 

5% 

FGW 

10% 

FGW 

30% 

FGW 

50% 

Temperature (℃) 16.2–18.3 

Irradiance (µmol m-2 s-1)* 153–1471 

Salinity 34.6 33.8 32.3 30.4 24.1 17.3 

DIN (µM) 1.0 6.2 20.8 40.1 116 184 

DIP (µM) 0.07 0.10 0.15 0.36 0.64 1.2 

* Irradiance data were obtained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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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1. 지하수 및 해수의 염분, 222Rn, 영양염 분포 비교 

담지하수의 염분은 전 기간에 걸쳐 0.2–4.6(평균 0.8±1.0)으로 

조사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5 미만의 낮은 값을 보였다(Tables 2–5, 

Figure 7). 염지하수의 염분은 2015년 7월, 2015년 8월, 2016년 2월에 

각각 28.3±3.7, 29.8±5.4, 34.1±0.2으로 2015년 7월과 8월에 비해 

2016년 2월에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15.0–34.4(평균 30.9±4.6)의 

범위를 나타냈다. 조천항 해수의 염분은 2015년 7월, 8월, 2016년 2월, 

3월에 각각 30.5±2.5, 30.3±1.8, 33.5±1.1, 32.9±2.1 이었다. 2015년 

7월, 2016년 2월, 3월 표층 해수의 염분은 29.2±2.4, 33.0±1.2, 

31.6±2.0 이었고, 저층 해수의 염분은 32.4±0.2, 33.9±0.9, 34.5±0.2로 

2016년 2월을 제외하고 표층 해수의 염분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 강수의 영향이 없었고, 지하수를 제외하고 다른 담수 유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는 지하수 유입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저층 해수의 

염분보다 염지하수의 염분이 약간 낮은 값을 보였지만, 염지하수 중 

담지하수의 기여도가 1–14%인 것에서, 조천항의 염지하수는 재순환 

해수가 큰 비중(~99%)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해수의 염분은 

2015년 7월, 8월, 2016년 2월, 3월에 32.5±0.1, 32.5, 34.6±0.1, 34.7±0.1 

이었다. 외해수의 염분은 2016년 2월과 3월에 비해 2015년 7월과 

8월에 낮았는데, 이는 양자강에서 기원한 저염분수가 하계에 

서쪽에서부터 제주도 연안 해역까지 확장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Park 2004).  

담지하수의 222Rn 농도는 1400–8270 Bq m-3(평균 3900±1900 Bq m-

3)로 채수 지점 별 차이는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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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염지하수의 222Rn 농도는 30–1070 Bq m-3(평균 250±350 Bq 

m-3)으로 담지하수 보다 10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Tables 2–5, Figure 

7). 이를 통해 연구지역의 다공성의 암반과 퇴적물을 통해 해수의 

재순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천항 해수의 222Rn 

농도는 5-740 Bq m-3(평균 120±140 Bq m-3)의 범위 였으며, 염분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0.74; Figure 8). 2015년 7월, 2016년 

2월, 3월 표층 해수의 222Rn 농도는 280±210, 84±82, 230±170 Bq m-3 

이었고, 저층 해수의 222Rn 농도는 58±39, 48±50, 32±14 Bq m-3로 

표층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외해수의 222Rn 농도는 4-24 Bq m-

3(평균 14±8 Bq m-3)로 전 기간에 낮은 값을 보였다. 

담지하수와 염지하수의 DIN 농도는 380–650 µM(평균 460±60 µM), 

5.1–225 µM(평균 32±51 µM)이었으며, 염지하수 보다 담지하수 중 DIN 

농도가 10–100배 높은 농도를 보였다(Tables 2–5, Figure 7). 2015년 7월과 

8월, 2016년 2월과 3월 조천항 해수의 DIN 농도는 36±34, 25±24, 

17±12, 17±20 µM 이었고, 외해수의 DIN 농도는 0.5±0.6, 0.8, 5.4±0.5, 

0.8±0.2 µM 이었다. 조천항 해수의 DIN 농도는 저층보다 표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염분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0.67; Figure 8). 이는 

조천항 해수의 DIN이 SFGD에 의존적임을 시사한다. 외해수의 DIN 

농도는 2016년 2월을 제외하고 고갈된(depleted) 것으로 나타났다. 

담지하수와 염지하수의 DIP 농도는 1.9–4.3 µM(평균 2.6±0.6 µM), 0–

3.5 µM(평균0.6±0.8 µM)의 범위를 보였다(Tables 2–5, Figure 7). 조천항 

해수와 외해수의 DIP 농도는 0–0.4 µM (평균 0.2±0.2 µM), 0–0.4 µM 

(평균 0.1±0.2 µM) 으로 2016년 2월을 제외하고 전 수층에서 매우 

고갈된 농도가 관찰되었다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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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하수와 염지하수의 DSi의 농도는 240–540 µM(평균 400±90 µM), 

6.9–270 µM(평균 41±58 µM)으로 담지하수 중 DSi의 농도가 약 10배 

높았다(Tables 2–5, Figure 7). 조천항 해수와 외해수의 DSi 농도는 2.2–

130 µM(평균 32±29 µM), 2.4–9.7 µM(평균 5.4±2.7 µM)의 범위를 

보였으며, 저층보다 표층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조천항 해수의 DSi 

농도는 염분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0.61), 회귀직선의 

절편이 담지하수의 DSi 측정값 범위 안에 들었다(Figure 8). 따라서 

조사시기에 조천항의 DSi는 보존적인 양상(conservative behavior)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DIP를 제외하고 조천항 해수의 영양염 농도는 모든 시기에 

외해수의 농도보다 약 10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조천항으로 영양염의 유입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염지하수와 조천항 

해수의 영양염 농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Figure 8), 해수 재순환 과정에서 영양염의 공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천항으로 영양염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은 SFGD로 

보여진다. 

담지하수, 염지하수, 조천항 해수, 외해수의 N:P 비는 108–260(평균 

184±44), 12–262(평균 62±77), 7–1013(평균 217±229), 12–60(평균 30±23) 

을 보였다 (Tables 2–5, Figure 7). 조천항 해수의 N:P 비는 일부 정점을 

제외하고 전 시기에 Redfield ratio(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천항에서 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소 유입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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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alinity, 222Rn, DIN, DIP, 

and DSi concentrations and N:P ratios in fresh groundwater, saline 

groundwater, harbor seawater, and open-ocean seawater from July 

2015 to March 2016 in Jocheon harbor,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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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lots of salinity versus 222Rn, DIN, DIP, and DSi concentrations in 

fresh groundwater (△), saline groundwater (□), harbor seawater 

(●) and open-ocean water (◆) from July 2015 to March 2016 in 

Jocheon harbor,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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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ncentrations of salinity, 222Rn, and nutrients and N:P ratios in 

fresh groundwater, saline groundwater, harbor seawater, and open-

ocean seawater in July 2015 in Jocheon, Jeju Island (S=surface, 

B=bottom and n.d.=not detected). 

Sample No. Salinity 
222Rn Nutrients (µM) 

N:P (Bq m-3) DIN DIP DSi 

Fresh 
groundwater 

F7 2.2 5920±60 400 2.2 470 182 

F8 4.6 - 390 2.3 440 170 

 F9 0.3 4920±70 460 2.3 510 200 

Saline 
groundwater 

S2 31.5 - 11.8 0.32 25.5 37 

S6 31.5 - 7.7 0.35 21.6 22 

 S9 24.8 - 99 0.80 124 124 

 S10 25.4 - 83 0.71 108 117 

Harbor 
seawater 

H2(S) 29.8 250±10 42.6 0.27 45.6 158 

H2(B) 32.1 98±7 10.1 0.02 17.4 505 

 H3(S) 27.8 740±20 70 0.38 87 184 

 H3(B) 32.0 89±7 12.6 0.07 16.9 180 

 H9(S) 23.8 590±30 112 0.22 131 509 

 H16(S) 30.5 230±20 38.6 0.22 43.1 175 

 H17(S) 29.8 100±11 73 0.43 71 170 

 H17(B) 32.7 71±7 4.8 0.02 7.0 240 

 H19(S) 25.8 270±10 81 0.08 97 1013 

 H21(S) 32.3 44±9 4.5 n.d. 9.6 - 

 H21(B) 32.7 20±3 4.5 0.09 7.5 50 

 H22(S) 31.7 - 10.5 n.d. 15.1 - 

 H23(S) 28.4 370±20 67 0.39 78 172 

 H23(B) 32.4 12±3 4.2 n.d. 8.6 - 

 H24(S) 31.7 200±10 39.9 0.23 44.0 173 

 H24(B) 32.3 23±7 4.8 n.d. 9.3 - 

 H27(S) 29.6 140±10 55 0.35 56 157 

 H27(B) 32.4 110±10 6.1 0.09 14.1 68 

 H28(S) 29.9 180±10 72 0.44 78 164 

 H28(B) 32.4 43±4 6.2 0.05 14.5 124 

Open-ocean 
seawater 

O1(S)  23±4 n.d. n.d. 5.6 - 

O1(B)  16±6 0.88 n.d.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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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ncentrations of salinity, 222Rn, and nutrients and N:P ratios in 

fresh groundwater, saline groundwater, harbor seawater, and open-

ocean seawater in August 2015 in Jocheon, Jeju Island (S=surface, 

and n.d.=not detected). 

Sample No. Salinity 
222Rn Nutrients (µM) 

N:P (Bq m-3) DIN DIP DSi 

Fresh 
groundwater 

F1 1.6 2490±40 490 2.4 490 204 

F2 0.2 1550±30 580 2.8 510 207 

 F3 0.2 2060±40 490 4.3 520 114 

 F4 2.6 3510±60 380 2.4 430 158 

 F9 0.2 8270±190 510 2.2 520 232 

 F10 0.4 - 650 2.5 540 260 

Saline 
groundwater 

S2 15.0 1070±20 225 3.5 258 64 

S3 31.6 85±17 31.7 1.7 48.8 19 

 S4 32.5 69±5 5.1 0.43 21.3 12 

 S5 32.7 84±15 9.0 0.48 15.4 19 

 S6 33.0 130±10 4.4 0.33 6.9 13 

 S7 32.7 30±58 11.5 0.60 23.7 19 

 S11 27.8 740±40 56 n.d. 41.3 - 

 S12 30.6 130±10 17.5 0.07 10.2 250 

 S13 31.4 150±20 15.7 0.06 14.3 262 

 S14 30.7 54±5 14.5 0.11 13.0 132 

Harbor 
seawater 

H1(S) 31.7 60±5 9.8 n.d. 12.9 - 

H2(S) 31.9 60±5 7.9 n.d. 11.3 - 

 H5(S) 28.6 81±5 41.7 0.08 57 521 

 H6(S) 28.4 240±10 49.4 0.08 68 618 

 H7(S) 27.9 200±10 88 0.26 107 338 

 H8(S) 30.5 140±10 55 0.07 72 786 

 H10(S) 26.6 120±10 40.9 n.d. 48.5 - 

 H11(S) 28.4 160±10 23.0 0.04 26.4 575 

 H12(S) 29.2 130±10 13.2 n.d. 16.1 - 

 H13(S) 31.3 100±10 17.5 n.d. 19.8 - 

 H14(S) 28.7 290±10 55 0.09 62 611 

 H15(S) 28.4 190±10 51 0.09 60 567 

 H16(S) 29.0 210±10 36.9 0.05 48.5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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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8(S) 31.9 26±7 17.0 n.d. 18.6 - 

 H20(S) 32.1 25±10 6.5 n.d. 8.8 - 

 H21(S) 32.0 16±3 2.5 n.d. 4.3 - 

 H22(S) 32.1 10±3 2.9 n.d. 5.8 - 

 H23(S) 32.1 13±5 2.4 n.d. 5.3 - 

 H24(S) 32.2 26±6 2.2 n.d. 5.7 - 

 H25(S) 31.6 40±5 7.7 n.d. 11.8 - 

 H26(S) 32.3 24±3 0.9 n.d. 3.7 - 

 H28(S) 30.3 68±5 15.4 n.d. 18.1 - 
Open-ocean 
seawater O1(S) 32.5 4±2 0.8 n.d.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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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ncentrations of salinity, 222Rn, and nutrients and N:P ratios in 

fresh groundwater, saline groundwater, harbor seawater, and open-

ocean seawater in February 2016 in Jocheon, Jeju Island (S=surface, 

B=bottom and n.d.=not detected). 

Sample No. Salinity 
222Rn Nutrients (µM) 

N:P (Bq m-3) DIN DIP DSi 

Fresh 
groundwater 

F1 0.8 1700±30 400 2.9 330 138 

F2 0.7 1400±40 430 3.0 300 1443 

 F3 0.3 1910±30 440 4.0 320 110 

 F4 0.9 5720±90 400 2.3 240 182 

 F5 1.0 6310±80 480 2.0 240 240 

 F6 0.2 6100±70 440 2.3 310 191 

 F7 1.0 5690±60 460 2.0 440 230 

 F8 0.4 3860±40 490 2.2 440 223 

 F9 1.4 3540±40 490 1.9 360 258 

Saline 
groundwater 

S1 34.1 - 9.2 0.47 19.3 20 

S2 34.0 - 13.4 0.73 19.5 18 

 S3 33.8 - 11.0 0.53 19.8 21 

 S8 33.8 - 11.4 0.36 16.8 32 

 S11 34.1 - 9.9 0.46 17.1 22 

 S13 34.4 - 6.1 0.48 10.0 13 

 S14 34.2 - 10.1 0.48 19.6 21 

Harbor 
seawater 

H2(S) 32.9 100±10 18.5 0.34 29.8 54 

H2(B) 34.1 13±3 6.9 0.36 13.2 19 

 H3(S) 33.2 6±4 8.1 0.37 13.3 22 

 H3(B) 34.4 13±5 7.5 0.37 11.5 20 

 H5(S) 31.8 120±10 31.9 0.36 47.0 89 

 H5(B) 34.0 100±10 27.0 0.40 40.3 68 

 H6(S) 31.4 160±10 43.7 0.34 65 129 

 H6(B) 31.7 140±10 27.3 0.41 40.4 67 

 H8(S) 31.0 260±10 41.2 0.34 58 121 

 H8(B) 32.9 106±9 23.3 0.41 34.6 57 

 H10(S) 33.4 28±4 10.5 0.34 19.9 31 

 H10(B) 34.4 31±5 6.7 0.30 12.7 22 

 H14(S) 34.1 40±5 5.9 0.34 9.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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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4(B) 34.3 44±6 11.1 0.40 19.3 28 

 H16(S) 34.0 110±10 25.3 0.36 40.4 70 

 H16(B) 34.4 5±3 7.1 0.36 12.3 20 

 H21(S) 34.0 20±5 7.3 0.39 12.4 19 

 H21(B) 34.5 8±4 6.4 0.34 10.5 19 

 H24(S) 34.3 6±3 8.6 0.38 14.1 23 

 H24(B) 34.5 12±4 7.2 0.35 11.7 21 

Open-ocean 
seawater 

O2(S) 34.6 4±3 6.0 0.39 9.7 15 

O3(S) 34.6 21±4 5.1 0.38 8.1 13 

 O4(S) 34.5 24±5 5.1 0.41 7.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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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ncentrations of salinity, 222Rn, and nutrients and N:P ratios in 

fresh groundwater, harbor seawater, and open-ocean seawater in 

March 2016 in Jocheon, Jeju Island (S=surface, B=bottom and 

n.d.=not detected). 

Sample No. Salinity 
222Rn Nutrients (µM) 

N:P (Bq m-3) DIN DIP DSi 

Fresh 
groundwater 

F1 0.2 2780±50 410 2.6 360 158 

F2 0.2 2170±40 430 2.6 270 165 

 F3 0.2 1880±40 410 3.8 320 108 

 F4 0.9 4840±80 390 2.8 360 139 

 F7 0.2 4260±60 460 2.5 340 184 

 F8 0.2 3360±50 480 2.3 370 209 

 F9 0.2 5360±100 480 2.4 460 200 

Harbor 
seawater 

H2(S) 33.2 160±10 20.2 0.06 33.3 337 

H2(B) 34.6 47±8 0.8 n.d. 5.4 - 

 H3(S) 32.8 160±20 14.2 0.10 27.9 142 

 H3(B) 34.2 33±5 1.7 0.02 8.5 85 

 H4(S) 29.4 430±20 35.1 0.14 61 251 

 H4(B) 34.4 55±7 1.3 0.03 7.5 43 

 H6(S) 27.9 560±20 63 0.26 93 242 

 H8(S) 30.7 260±10 45.4 0.12 69 378 

 H10(S) 31.7 240±10 35.3 0.14 55 252 

 H10(B) 34.6 29±10 0.5 0.01 4.6 50 

 H14(S) 31.3 - 50 0.14 72 357 

 H14(B) 34.6 - 0.5 0.07 7.5 7 

 H16(S) 31.2 140±10 17.8 0.07 31.0 254 

 H16(B) 34.6 23±6 1.1 0.02 5.2 55 

 H21(S) 33.7 51±12 11.2 0.03 19.7 373 

 H21(B) 34.7 17±4 0.3 n.d. 2.2 - 

 H24(S) 34.2 58±7 4.6 0.01 9.9 460 

 H24(B) 34.6 19±9 0.5 0.01 2.8 50 

Open-ocean 
seawater 

O2(S) 34.8 4±4 1.0 0.02 2.9 50 

O3(S) 34.7 19±4 0.6 0.01 2.4 60 

 O4(S) 34.7 14±7 0.7 n.d.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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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저 지하수 유출량 산정 

3.2.1. 체류시간 산정 

SGD를 계산하기 위한 물질수지 모델에서 해수 체류시간(residence 

time; flushing time)은 유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Sanford et al.(1992)이 제시한 조석 프리즘(tidal prism) 모델을 

이용하여 조천항 내 체류시간을 산정하였다. 조석 프리즘은 조석작용에 

의해 유입 및 유출되는 해수의 부피를 의미한다. 조석 프리즘 모델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조석현상에 의한 조석 플러싱(tidal flushing)이 

체류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류시간을 산정하는 모델로, 

규모가 작고 혼합이 원활한 만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모델에서는 1) 

바람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2) 연구해역은 혼합이 잘 이루어지며, 3) 

연구지역의 해수 순환(flushing)에는 조석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조석 프리즘 모델은 조차(tidal range) 뿐만 아니라 

낙조(ebb tide)시 유출된 물이 창조(flood tide)시에 다시 되돌아 오는 

비율(return flow factor)을 함께 고려하며, 체류시간은 식 (5)와 (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Sanford et al. 1992; Moore et al. 2006). 

 

Tf = VT / (1-b)P    (5) 

P = ∫ Adz0
H        (6) 

여기서, Tf는 물의 체류시간(residence time; d), V는 조천항의 

체적(m3), T는 조석 주기(tidal period), b는 return flow factor, P는 조석 

프리즘(tidal prism; m3), A는 조천항의 면적(area; m2), H는 조차(tidal 

range; m), z는 수심(water depth; m)을 나타낸다. 

조천항의 체적(V)은 고조시 체적과 저조시 체적의 평균(7.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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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을 사용하였고 조석주기(T)는 반일 주조를 따라 12시간 25분을 

적용하였다. 또한, Chang et al.(2000)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제주 주변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10-15 cm-1) return flow의 영향은 무시하였다(Kim 

et al. 2011). 조석 프리즘(P)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조사 시점의 

조석예보 자료와 조천항의 면적(3.2×105 m2)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조천항의 체류시간은 2015년 7월과 8월, 2016년 2월과 3월에 각각 

1.0±0.2 d, 0.8±0.2 d, 0.6±0.1 d, 1.3±0.3 d로 산정되었다. Figure 9는 

관측시기의 조석에 의한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예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체류시간이 가장 짧은 

2016년 2월에 평균 조차가 가장 컸으며(1.9 m), 가장 긴 2016년 3월에 

가장 작았다(1 m). 따라서, 각 관측시기별 체류시간의 차이가 조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2.2. 222Rn과 DSi 물질 수지 모델을 이용한 담지하수 유출량 산정 

조천항에서 담지하수 중 222Rn과 DSi의 농도는 해수보다 약 10-

100배 높았으며, 222Rn과 DSi의 농도는 염분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Figure 8), 이는 조천항의 222Rn과 DSi가 담지하수에 의존적임을 

의미한다. 해수와 지하수에서의 농도 차이가 크고 보존적인 거동을 보일 

때, 지하수 추적자로 활용할 수 있다(Hwang et al. 2005; Kim and 

Swarzenski 2010). 따라서 222Rn과 DSi의 물질 수지 모델(mass balance 

model)을 이용하여 SFGD를 산정하였다. 

연구지역에는 지하수 이외의 강 이나 하천 등 담수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조천항 내의 222Rn과 DSi의 물질수지를 정상상태로 가정할 때, 식 

(7)으로 나타낼 수 있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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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ff + FSFGD - FDecay - FAtm - FMix = 0     (7) 

 

식(7)은 공급과 관련된 항과 제거와 관련된 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급항은 해저 퇴적물로부터의 확산(FDiff), 해저 지하수 유출을 통한 

공급(FSFGD), 제거항은 해수 중 222Rn의 방사붕괴(FDecay), 해양-대기 

경계면을 통한 222Rn의 대기로 방출(FAtm), 외해수와 혼합에 의한 

제거(FMix)가 있다. Table 6에 각 항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FDiff는 Hwang et al.(2005)과 Kim and Park(1998)이 퇴적물 확산 

실험을 통해 얻은 222Rn과 DSi의 확산 속도(ΨDiff, 
222Rn: 100 dpm m-2 d-1, 

DSi: 5.0 mmol m-2 d-1)와 조천항의 면적(ABott)의 곱으로 

산정하였다(FDiff=ΨDiff×ABott). FSFGD는 담지하수 중 222Rn과 DSi의 

농도(CFGW)에 조천항의 면적(ABott)과 유출속도(ΨSFGD)를 곱하여 

산정한다(FSFGD=CFGW×ABott×ΨSFGD). 담지하수의 222Rn과 DSi는 분산이 

크며, 각각의 용천의 상대적인 기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CFGW는 항내 

농도로부터 외삽(extrapolation)하여 추정하였다. 

제거항 중 FDecay는 조천항 내 222Rn의 현존량(ISW)에 붕괴 상수(λRn-

222)를 곱하여 산정하였다(FDecay=ISW×λRn-222). 
222Rn은 기체로서 대기보다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해수에서 대기 중으로의 기체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FAtm은 Macintyre et al.(1995)이 제시한 식 (8)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Atm = k(CBW-αCAtm)×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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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BW는 조천항 해수 중 222Rn의 평균농도(Bq m-3)이고 CAtm은 

대기 중 222Rn의 평균농도(Bq m-3), A는 조천항의 면적, α는 Ostwald의 

용해도 계수(무차원수), k는 기체 전이속도(m d-1)이며 풍속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α와 k는 각각 식 (9)와 (10)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α=β×T / 273.15                 (9) 

k = 0.45×Ws1.6×(Sc/600)-0.66667 or -0.5(Ws>3.5)     (10) 

 

여기서, β는 분센계수(Bunsen coefficient; e(-11.95+31.66×(100/T))로 해수의 

절대온도(T)에 의해 결정된다. Ws는 관측 당시 조천항의 풍속으로, 

기상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c는 Schmidt number(V/Dm)로 

운동학적 점성도(V; -0.0003×t+0.0169; t: 온도(℃))와 분자확산도(Dm; 10-

((980/T)+1.59)))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22Rn과 DSi의 공통적인 제거항은 FMix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조천항 해수와 낮은 농도의 외해수가 조석에 의해 항내에서 혼합되어 

낙조시 외해로 유출되면서 제거된다. FMix는 조천항 해수와 외해수의 

농도차이(CEX=COSW-CHSW)와 만의 체적(VS), 혼합 상수(λMix)를 이용하여 

산정하였고(FMix=CEX×VS×λMix), λMix는 조천항의 체류시간(Tf)의 역수를 

사용하였다. 

222Rn의 물질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한 SFGD는 2015년 7월과 

8월, 2016년 2월과 3월에 각각 9.1±2.0, 5.4±0.9, 3.6±0.4, 5.2±0.9 ×104 

m3 d-1이었다. 그리고 DSi 물질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한 SFGD는 네 

시기에 각각 7.7±1.6, 7.0±1.3, 5.5±0.8, 3.9±1.0×104 m3 d-1이었다. 

두가지 모델로부터 산정된 SFGD는 0.12, 0.18, 0.30, 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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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보였으며, 오차를 고려할 때 시기에 

따른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 Seepage chamber를 이용한 염지하수 유출량 산정 

챔버를 설치하여 채취한 지하수의 염분(평균: 30.9±4.6)은 2015년 

8월 S2(염분 15.4)를 제외하고 조천항 내 해수의 염분(평균: 31.7±2.4)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s 2-5). 따라서, 챔버에 채집된 해수는 

재순환된 해수로 판단되며, 챔버를 통해 측정한 유출속도(ψch, m d-1)를 

SSGD 산정에 이용하였다. SSGD는 식 (11)과 (12)를 통해 계산하였다. 

 

ψSSGD = ψch / Ach          (11) 

SSGD = ψSSGD × ABott      (12) 

 

여기서, ψSSGD와 ψch는 각각 염지하수 유출속도와 챔버를 통해 

측정한 유출속도를 나타내고, Ach와 ABott는 챔버와 조천항의 면적을 

나타낸다. 각 시기에 다수의 챔버를 설치하여 측정된 염지하수의 

유출속도의 분포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식 (11), (12)를 통해 계산된 

SSGD는 2015년 7월, 8월, 2016년 2월에 각각 7.0–21(n=2), 1.1–41(n=11), 

0.2–6.2×104 m3 d-1 (n=8) 이었다. 동일시기에 측정된 SSGD가 넓은 범위를 

보이는 것은, SSGD가 측정 위치와 시간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석에 의한 압력 차이가 해수 재순환을 발생 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기별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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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ariations of tide level from July 2015 to March 2016. The shaded box indicates the timing of sampl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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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hematic diagrams of 222Rn and DSi mass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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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distribution of seepage rates measured using seepage 

chambers at three different periods (July 2015, August 2015, 

and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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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Values for each notation in 222Rn and DSi mass balances measured in July, and August 2015, and February, and March 

2016 in Jocheon harbor, Jeju Island 

 

Value (unit) 
222Rn DSi 

July 
2015 

August 
2015 

February 
2016 

March 
2016 

July 
2015 

August 
2015 

February 
2016 

March 
2016 

ABott (m2)  3.2×105 

Vs (m3) 7.4×105 

FDiff (Bq [or mmol] d-1) 5.3×105 1.6×106 

FDecay(Bq d-1) 2.5×107 1.3×107 8.8×106 1.9×107 - - - - 

CFGW (Bq [or mmol] m-3) 1910 333 

CEX (Bq [or mmol] m-3) 170 96 50 128 36.8 28.4 17.3 25.8 

λmix (d-1) 1.00 1.19 1.56 0.78 1.00 1.19 1.56 0.78 

FAtm (Bq d-1) 2.3×107 6.8×106 3.6×106 7.4×10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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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저 지하수 유출을 통한 영양염 수송 

해양에서 생물생산의 필수요소인 영양염(DIN, DIP, DSi)은 표면 

유출수(surface runoff), 해저 지하수 유출(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질소고정, 대기침적(atmospheric deposition), 퇴적물에서 

재생산(regeneration) 등의 경로를 통해 공급된다(Paerl 1997). 일반적으로 

대양에서는 질소 고정이 주요한 질소 공급원이며, 대기침적을 통한 

공급은 적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의 경우 강을 통한 유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Libes 2009). 이와 달리, 연안 

환경은 인간 활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표면 유출수, 

해저 지하수 유출 등을 통해 다량의 영양염이 유입되고(Valiela et al. 

1990; Paerl 1997; Slomp and Cappellen 2004; Duce et al. 2008),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 공급원이 달라진다. 

연구지역은 주변에 강, 하천이 없어 SGD가 주요한 영양염 공급 

경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GD에 의한 조천항의 nutrient budget을 

평가하기 위하여 SFGD(FSFGD), 퇴적물 확산을 통한 공급(FDiff)과 

조석현상에 의해 외해수가 조천항 내로 공급(FMix-in)되고 혼합되어 

제거(FMix-out)되는 플럭스를 산정하였다(Figure 12). SSGD에 의한 공급 

플럭스(FSSGD)는 재순환 과정에서 추가(addition)되는 영양염이 거의 

없었고, SSGD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일 전과 조사 시점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침적에 의한 플럭스는 고려하지 않았다. 

FSFGD는 담지하수의 영양염 평균 농도에 SFGD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2015년 7월, 8월과 2016년 2월, 3월 DIN의 FSFGD는 38, 28, 16, 23 ×103 

mol d-1 이었다(Figure 12). 같은 기간에 DIP의 FSFGD는 0.21, 0.1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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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103 mol d-1 이었으며, DSi의 FSFGD는 43, 27, 12, 18 ×103 mol d-

1이었다. DIN, DIP, DSi의 FSFGD는 총 공급 플럭스의 71-98%(평균 

90±13%), 12-52% (평균 38±17%), 51-88%(평균 78±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IP를 제외하고 공급원 중 가장 큰 기여율을 보였다. 

FDiff는 Kim and Park(1998)과 Jung and Cho(2003)가 보고한 영양염 

regeneration rate(DIN: 1.3 mmol m-2 d-1, DIP: 0.6 mmol m-2 d-1, DSi: 5 

mmol m-2 d-1)에 조천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DIN, DIP, DSi의 

FDiff는 각각 0.4, 0.2, 1.6 ×103 mol d-1 이었다. 전체 DIN 공급 에서 

FDiff의 기여율은 전 기간에 걸쳐 2% 이하 였으며, DSi는 최대 8%의 

기여율을 나타냈다. DIP의 경우 FDiff의 기여율이 평균 47%로 FSFGD보다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FDiff는 muddy 지역에서 가정에 의한 최대 

추정치로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플럭스 

비교를 위해서는 연구 지역의 퇴적물 성상 및 퇴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Mix-in과 FMix-out은 외해수와 조천항 해수의 영양염 농도에 

체류시간에 따른 해수 교환량(Vs×λmix)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DIN의 

FMix-in은 2015년 7월, 8월과 2016년 2월, 3월에 각각 0.4, 0.7, 6.2, 0.5 

×103 mol d-1(평균 1.9×103 mol d-1)이었고, Fmix-out은 26, 22, 19, 7.9 ×103 

mol d-1(평균 19×103 mol d-1)이었다. DIN은 조천항 내에서 혼합에 의해 

3–65배(평균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IP의 FMix-in은 2016년 

2월(0.45×103 mol d-1)을 제외하고 외해로부터 유입량이 거의 없었으며 

(<0.01×103 mol d-1), FMix-out은 2015년 7월, 8월과 2016년 2월, 3월에 각각 

0.13, 0.03, 0.41, 0.06 ×103 mol d-1 이었다. DSi의 FMix-in은 2015년 7월, 

8월과 2016년 2월, 3월에 각각 4.2, 2.7, 9.8, 1.5 ×103 mol d-1(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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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3 mol d-1)이었고, Fmix-out은 31, 28, 30, 16 ×103 mol d-1(평균 26×103 

mol d-1)로 조천항 내에서 혼합에 의해 약 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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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nutrient budgets showing the nutrient fluxes (×103 mol d-1) 

through fresh groundwater discharges, diffusion from bottom 

sediments, and mixing between harbor seawater and open-ocean 

seawater from July 2015 to March 2016 in Jocheon harbor,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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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U. pertusa의 생장에 미치는 SFGD의 영향 

녹조 원인종들은 넓은 범위의 온도와 조도에 적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Taylor 2001; Nelson et al. 2008). Choi (2003)는 U. pertusa의 

최적 및 최대 생장을 보이는 수온을 10–25℃, 20℃로 보고하였으며, 100 

μmol m-2 s-1 이상의 광조건에서 포화생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메소코즘 실험기간 동안 온도와 조도는 각각 16.2–18.3℃, 153–1471 

μmol m-2 s-1 로 U. pertusa의 생장을 위한 최적 조건이었다. 

U. pertusa의 생장률과 영양염의 관계는 식 (12)의 Monod 식으로 

나타내었다. 

μ = μmax×N / (Ks+N)     (12) 

 

여기서, μ는 생장률, μmax는 최대 생장률, N은 일반적으로 영양염의 

농도를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담지하수 혼합에 따른 DIN, DIP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담지하수와 외해수의 혼합비율을 

사용하였다. KS는 반포화상수로 최대 생장의 50%에 해당하는 혼합비율을 

나타낸다. U. pertusa의 생장률은 0.05(DIN: 1.0 µM, DIP: 0.07 µM; 외해수)–

0.12 d-1(DIN: 184 µM, DIP: 1.2 µM; 50% 담지하수 혼합비율) 범위를 

나타냈다. 혼합 비율 10% 이하 조건에서는 Monod 식에 의해 예측된 

생장 곡선에 잘 일치하였다(Figure 13). 영양염 증가에 따른 

구멍갈파래의 생장은 5.5% 혼합비율에서 포화생장을 나타냈으며, 조천항 

내 해수의 영양염 농도와 유사한 조건(약 5% 혼합비율)에서 외해수 

조건에서 보다 약 1.6배 높은 생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SFGD에 따른 

영양염의 과잉 공급이 녹조 발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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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염 포화조건 이상(DIN>23 µM, DIP>0.2 µM)에서 U. pertusa의 

생장률은 예측식 보다 과잉 생장을 나타냈다(Figure 13). 따라서, 이러한 

과잉생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Martins and Marques(2002)가 제시한 

생장률과 염분과 관련된 식 (13)을 이용하였다. 

 

μ = 1 - ((S-Sopt) / (Smax-Sopt))
2     (13) 

 

여기서 μ는 생장률, S는 염분, Sopt는 생장률이 최대일 때의 최적 

염분, Smax는 최대 염분으로 그 이상에서 생장이 감소하는 한계 염분을 

의미한다. 염분 30.4 이하의 조건에서 예측식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최대 생장률을 나타낼 때의 최적 염분은 17.1이었다(Figure 13). 

고염(>35) 및 저염(<10)조건에서는 Ulva spp.의 생장과 영양염 흡수가 

저해된다(Fong et al. 1996; Choi 2003). Choi(2003)는 염분변화(5-40)에 

따른 U. pertusa의 생장 실험에서 U. pertusa의 생장이 염분 15-20에서 

최적 생장을 보인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천항 내 가장 안쪽 지역의 

염분이23.8까지 낮아졌으며(Table 2), 이는 조천항 내에서 U. pertusa의 

생장에 염분의 감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소코즘 실험 결과, 담지하수 유출에 의해 DIN이 1 µM에서 23 

µM까지 증가할 때, 구멍갈파래의 생장률은 240% 증가하였고, 영양염 

포화조건 이상에서는 염분의 감소(30.417.3)가 30%의 추가적인 생장 

증가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SFGD에 의한 과잉 영양염 공급과 더불어 

염분의 감소는 조천항에서 녹조대발생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Figure 14). 

해조류의 질소 가용성(nitrogen availability)은 해조류의 생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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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생산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다(Fujita et al. 1989; Choi 2003). 

Choi(2003)는 질소 농도 변화(1.5-191 µM)에 따라 U. pertusa의 생장이 약 

290%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인 농도 변화(0.03-21.7 µM)에 

대해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U. pertusa 조직의 N:P ratio가 약 

60일 때, 생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Ulva 뿐만 아니라 해조류는 과잉의 인을 액포, 엽록체, 세포질에 저장할 

수 있어(Rutter and Cobb 1983; Lundberg et al. 1989; Chopin et al. 2004) 

해조류 생장에 주요 제한 영양염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Hurd et al. 2014). 

따라서, 조천항 해수에서 나타난 DIP 대비 DIN의 과잉 공급(N:P ratio 

108-256)이 U. pertusa의 생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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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growth rate of U. pertusa as a function of nutrient 

concentrations and salinity by fresh groundwater mixing. The 

solid lines indicate  the estimated growth curves of U. pertusa 

using the modified Monod kinetic equation and the equation 

described by Martins and Marques (200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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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occurrence mechanism of massive green tide in Jocheon harbor,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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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SGD가 조천항에서 녹조대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FGD, SSGD 및 영양염 플럭스를 산정하였고 녹조의 주요 원인종인 U. 

pertusa를 대상으로 메소코즘 실험을 실시하였다.  

222Rn과 DSi의 물질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SFGD는 평균 

5.8±2.3, 6.0±1.7 ×104 m3 d-1로 산정되었으며, 두 가지 모델로부터 

산정된 SFGD는 2015년 7월, 8월과 2016년 2월, 3월에 각각 12%, 18%, 

30%, 20% 내에서 일치하였다. 챔버를 설치하여 측정한 SSGD는 측정 

지점의 지역적 특성과 측정 시기에 따라 큰 변동을 보였으나, 평균 

유출량은 5.9±2.3 ×104 m3 d-1로 SFGD와 비슷한 규모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챔버의 설치 

위치 선정, 표본 개수 선정, 조석에 따른 측정 시기 등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방법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담지하수 중 영양염 농도는 조천항 해수 중 농도보다 약 10–100배 

높았으며, 조천항 해수 중 농도는 염분과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염지하수 중 영양염 농도는 조천항 해수의 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해수 재순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급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SSGD를 통한 영양염 공급이 조천항 내의 영양염 수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염 플럭스 산정 결과, SFGD를 통한 

DIN, DIP, DSi 플럭스는 조천항 내로 유입되는 총 플럭스의 90%, 38%, 

7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SFGD는 조천항으로 영양염을 공급하는 

주요한 통로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조천항 해수 중 DIN, DSi의 농도가 

외해수 농도에 비해 약 10배, 6배 증가하였다. 

조천항에서 SFGD가 U. pertusa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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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메소코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와 이론적인 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담지하수 혼합비율 5% 이하 조건에서는 영양염 

농도 증가에 따라 생장률 증가를 보였으며 혼합비율 5.5%(DIN>23 µM, 

DIP>0.2 µM)이상 조건에서는 포화 생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염 포화조건 이상에서는 염분의 감소에 의해 추가적인 생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FGD에 의한 과잉 영양염 공급과 염분의 

감소는 조천항에서 녹조대발생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본 실험은 단일 계절에 대해 실시한 실험으로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녹조대발생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전 지구적으로 연안 해역에서 해저 지하수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폐쇄적인 연안 환경에서 지하수에 의한 

영양염 유입이 녹조대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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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 on the occurrence of green 

tide in the coastal area of Jeju Island 
 

Hyekyung Kang 

School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 on 

the occurrence of green tide, the magnitude of SGD and associated nutrient fluxes 

were estimated in Jocheon harbor, Jeju Island where the green tides occur every 

summer. Salinity, nutrient, and 222Rn concentrations in fresh groundwater, saline 

groundwater, harbor seawater, and open-ocean seawater were measured in July and 

August in 2015 and February and March in 2016. Submarine fresh groundwater 

discharge (SFGD) was estimated using 222Rn and DSi mass balance models and 

submarine saline groundwater discharge (SSGD) was determined using seepage 

meters. Nutrient fluxes associated with SFGD and SSGD were estimated to compare 

the contribution of each component to the nutrient budget of Jocheon harbor. In 

addition, mesocosm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FGD 

on the growth of green macroalgae Ulva pertusa. 

The SFGD estimated using 222Rn and DSi mass balance models were 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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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104 m3 d-1, respectively. The fluxes of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DIP), and dissolved silicate (DSi) through SFGD 

contributed approximately 90%, 38%, and 78% of total input fluxes to Jocheon 

harbor. In particular, DIN and DSi through SFGD enhanced their level in harbor 

seawaters approximately 10- and 6-fold of those in open-ocean seawaters,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FGD is a major source of nutrients in the 

harbor seawater. 

The growth rate of U. pertusa under the average salinity and nutrient conditions 

of harbor seawater was 1.6-fold higher than that of the open-ocean seawater. Based 

on the mesocosm experiments and the theoretical growth model for different 

salinities and nutrient levels, the growth rates increased up to 240 % due to the 

enhancement of nutrients from SFGD (from 1 to 23 µM for DIN and 0.2 µM for DIP) 

and by a further 30 % increase due to a decreased salinity (from 30.4 to 17.3) under 

saturated nutrient conditions. Thus, both excess nutrient inputs and salinity decreases 

through SFGD seem to play a synergetic role on the occurrence of massive green 

tides in Jocheon harbor. Since SGD occurs throughout the entire coast of the global 

ocean, nutrient contamination in coastal groundwater may lead to a severe green tide 

development in enclosed coast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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