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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여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  용천수 분포 지역을 탐지하는 것이

다. 연구지역인 김녕항을 상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을 이용하여 해수면 온도 분포를 악한 

후, 해  용천수 발생 온도 분포 범 와 비교하여 용천수 발생 치를 탐지하 다. 일반 으로 해  용천수의 온

도 범 는 지하수 온도와 비슷하여 약 15∼17 ℃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로 감지된 김녕항의 해수면 

온도 분포를 악한 결과 연구 상지역의 남서쪽 지역이 해  용천수 발생 지역으로 탐지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detect area of Submaine Groundwater Discharged(: SGD) around Jeju island using by remote sensing. 

Sea Surface Temperature(SST) was identified using IR camera on Unmaned Aerial Vehicle(UAV) at Gimnyeong port in study area. 

Then SGD location was detected by comparing range of SGD temperature. Generally, range of SGD temperature is distributed 15 

to 17 like underground water. The result, SGD location was detected by SST distribution of Gimnyeong port recorded by IR 

camera in the southwest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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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부속된 섬들 에서 가장 큰 

섬이며, 약 120만 년 부터 시작된 화산 활동으로 

재 제주도 형태로 만들어졌다[1]. 제주도의 지반을 구

성하고 있는 구성물질은 부분 무암으로 다공질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

는 상이 발생하여 농지 경작  수자원 리가 힘

들고, 화산섬의 지질 특성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수자원 리에 한 요성이 두되고 있다. 제주도 

수자원 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체 수자원 에서 

증발  직 유출을 제외한 나머지 수자원은 44.5%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기 으로 최근 20년간 자료를 

통한 제주도의 물수지 분석 결과, 총 강수량은 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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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만 ㎥/년으로 증발산량은 12억 6000만 ㎥/년

(33.4%), 지하수량은 16억 7600만 ㎥/년(44.5%), 직

유출을 통해 손실되는 양은 8억 3300만 ㎥/년(22.1%)

이다1). 그 에서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  용천

수의 유출량은 아직 악되지 못하고 있다.

해  용천수에 한 기존 연구 결과는 해양환경과 

원격탐사 분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해양환경에 한 

연구의 경우는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 분포하고 있

는 용천수 용출유형을 연구하 다. 고도별 용천수의 

기 도도를 보면 산간지역에서 해안지역으로 이

동할수록 기 도도가 반 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2]. [3]는 제주도의 수질 특성과 지질 특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용천수를 비교하 다. 제주도내 존

재하는 용천수 911개소  345개 시료를 상으로 환

경변화의 특성변화를 연구하 다. 제주도 북부와 서

부, 동부권 해안지 에 치한 용천수들은 해수의 

향을 받았고, 서부 해안지   지 는 인 인 오

염 향을 받은 결과가 나타났다. [4]은 부산 일 유

역에서 해  용천수의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물 

수지 방법과 라돈 물질수지 방법을 비교하여 1년 동

안 해  용천수량을 634.2 mm/year 로 추정하 다. 

[5]은 부산 동부와 남부 연안해역과 일 만에서 해  

용천수 유출 탐사를 한 염분  라돈 추 자의 분

포 분석하기 해 해안에서 바닷가 쪽으로 약 1∼2㎞ 

이내의 해수 내 염분과 라돈을 측정하 다. 라돈의 농

도는 해안에서 외양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염분의 수

직분포는 층에서 낮게 나타나 해  용천수의 담지

하수 유출 가능성을 도출하 다.

원격탐사에 한 연구는 성 상을 이용하여 거제

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온도 분석으로 해안유출 지하수

에 한 연구로써, 거제도 주변해역을 상으로 해수온

도와 지하수 온도 차가 많이 발생하는 월의 성 상

을 이용하 다. 온도분포 비교 결과 용천수 가능지 은 

약 10여 개소 이상이며, 거제도의 남쪽 지역이 북쪽보

다 많이 나타났다[6]. [7]는 Landsat TM 성의 4월, 8

월, 12월 상을 이용하여 해양환경의 분포 특성을 분

석하여 용천수와의 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제주도 

동북 지역과 서북 지역에서 해  용천수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났다. [8]은 Landsat-7 ETM+ 성 상과 GIS

1)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www.jejuwater.go.kr)

를 이용하여 해  용천수를 탐지를 연구하 다. 2006년

부터 2013년까지 여름철 Landsat-7 ETM+ 성 상의 

열 외 채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주변 해역  동

북지역에서 해  용천수 분포 지역을 탐지하 다.

지 까지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용천수 탐지 연

구는 성 상을 활용한 결과가 부분이다. 성 상

을 이용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촬 할 수 없고, 구름

에 향을 받고 해상도 낮은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무인비행선에 열화상카메

라를 장착하여 해 용천수 탐지에 활용하 다. 무인비

행선을 이용한 방법은 촬 시기에 한 제약이 으

며, 사용된 열화상카메라의 해상도는 무인비행선의 높

이에 따라 변하지만 고도 100m에서 약 8cm 정도의 

고해상도 상을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제주도 주

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  용천수의 발생 지역을 추

정하는데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 총 

911개소 에서, 해발 5m이하의 해안선 부근에 치한 

것은 520개소이다. 이들 에서 항 내에서 용천수가 

발생하고 해류의 향을 게 받는 지역을 고려하여, 

제주시에 치한 김녕항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 다.

Ⅱ. 본 론

2.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치한 김

녕항(그림 1)을 상으로 하 다.

그림 1. 연구지역인 제주도 김녕항
Fig. 1 Studied area gimnyong port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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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Camera (T420) Items Spec.

Resolution
320 × 

240 pixel

Range of 

Temp.

-20 ℃ 

∼ 650 ℃

Sensitivity
<0.04℃ 

at 30℃

Weight 880g

표 1. 열화상카메라 제원(T420)
Table 1. Specification of IR camera(T420)

해수면온도를 탐지하기 해 무인비행선에 탑재한 

열화상카메라 상과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자료를 사

용하 다. 해수면온도를 탐지하기 한 열화상카메라

의 주요 사양은 표 1과 같고, 사이드스캔소나 장비와 

장 조사 사진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사이드스캔소나 장비(a, b)와 GPS 안테나(c)
Fig. 2 Side Scan Sonar(a, b) and GPS anttena(c)

2.2 연구 방법

일반 으로 해  용천수의 온도 범 는 지하수와 

비슷하게 약 15∼17 ℃ 사이로 평균 16 ℃로 분포하

고 있다[9]. 이와 같이 일정한 온도 범 를 갖는 해  

용천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해  용천수 분포를 탐지

하 다. 제주도 주변의 계 별 해수면 온도 분포 범

는  16∼17 ℃, 여름 26∼28 ℃, 가을 17∼19 ℃, 겨

울 14∼16 ℃ 로 분포하고 있다[9]. 무인비행선을 이

용한 열화상카메라 촬 은 2014년 11월 14일에 하

으며, 김녕항 장 조사 당시 무인비행선 환경 설정은 

표 2와 같다. 김녕항에서 조사 범 는 가로 약 300m, 

세로 약 200m 정도로 소규모 항구이다. 촬  시간은 

약 20분이며, 무인비행선의 고도는 약 40m를 유지하

다. 상의 촬  폭은 약 11m이며, 해상도는 약 

0.03m이다. 무인비행선에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장착하여 열화상카메라로 촬 된 지역의 

치를 악하 다. 열화상카메라에 설정된 시간과 

GPS 시간을 맞추어 해수면 온도 값과 GPS 좌표를 

동기화시켰다.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방법은 조사 장비를 선박에 

연결하여 상지역을 지나가면서 음 를 이용하여 해

 지형을 조사하는 것이다. 열화상카메라로 촬 된 

해수면 온도와 비교하기 해 수온과 염분 측정장비

(YSI 85)를 이용하 다.

Items Contents

Running time about 20min.

Altimetry about 40m

Swath width about 11m

Image resolution about 0.03m

표 2. 촬  당시 무인비행선의 환경설정과 
열화상카메라 해상도

Table 2. UAV´s setting and resolution IR camera in 
recoding

Ⅲ. 결  과

3.1.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해수면온도 탐지

연구 상 지역에서 해  용천수 발생 탐지를 하기 

해 무인비행선에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하여 2014년 

11월 14일에 해수면 온도를 촬 하 다. 무인비행선의 

이동 경로는 그림 3과 같다. 무인비행선의 이동 경로

를 따라 촬 된 열화상카메라 온도 값과 GPS 좌표를 

촬  시간 기 으로 동기화하 다. 치정보와 동기화

된 열화상카메라의 해수면 온도 값을 보간법을 이용

하여 그림 4와 같이 해수면 온도 분포도로 나타내었

다. 해수면 온도 분포도 그림 4를 보면 좌측 상단인 

김녕항의 입구 쪽의 해수면 온도가 14∼14.5 ℃ 로 분

포하고 있으며, 하단에서부터 우측 상단 쪽으로 온도

가 15 ℃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해  용천수 온도 

범 가 일반 으로 15∼17 ℃ 사이에 분포하므로, 그

림 4에서 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해  용천수의 

향을 받았다고 단된다. 열화상카메라로 촬 된 해수

면 온도 상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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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5에서 ‘★’로 표시된 부분은 촬 된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 이며, 해  용천

수 발생 상 지 으로 단된다.

한 열화상카메라 촬 일과 같은 날에 휴 용 수

온  염분, DO 측정기인 YSI-85 장비를 이용하여 

해수면 온도를 측하 다. 측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YSI-85로 측한 해수면 온도 값을 보간법

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해수면 온도 분포도로 나

타내었다. 해수면 온도 분포도 그림 6을 보면 좌측에

서 우측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열화상카메라로 촬 된 결과와 YSI-85로 측정한 결과 

모두 ★’로 표시된 지역 주변이 15 ℃ 이상으로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무인비행선의 이동 경로
Fig. 3 UAV GPS Tracking route

그림 4. 열화상카메라로 촬 된 자료로 만든 해수면 
온도 분포(2014년 11월 14일)

Fig. 4 Distribu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using 
IR camera data(Nov. 14, 2014)

그림 5. 열화상카메라의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 
그래 (2014년 11월 14일)

Fig. 5 Graph of mean SST of IR camera(Nov. 14, 
2014)

No. lat. log. SST(℃)

1 33° 33′ 23.8″ 126° 44′ 21.5″ 14.7

2 33° 33′ 22.1″ 126° 44′ 21.0″ 15.0

3 33° 33′ 21.8″ 126° 44′ 20.9″ 14.9

4 33° 33′ 23.5″ 126° 44′ 18.7″ 15.6

5 33° 33′ 22.5″ 126° 44′ 19.2″ 15.7

표 3. YSI-85를 이용한 해수면온도 측정 결과
Table 3. SST data using YSI-85

그림 6. YSI-85로 측정한 자료로 만든 해수면 온도 
분포(2014년 11월 14일)

Fig. 6 Distribution of SST using YSI-85 data       
(Nov. 14, 2014)

3.2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해  용천수를 탐지하는 방법

을 보완하기 한 자료로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방법

을 이용하 다.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하여 연구 지역

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김녕항의 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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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로 표시된 부분의 

확 한 그림 가운데 부분에 짙은 색(‘○’로 표시된 지

)으로 나타난 지 의 형태가 분화구 모양으로 단

된다.

그림 7.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결과를 모자이크한 
김녕항의 해  지형

(‘○’로 지 은 해  용천수 발생 상 지 )
Fig. 7 Mosaic submarine topographic using Side Scan 

Sonar data in Kimnyeong port
(SGD expected spot marked ‘○’)

따라서 이 지 이 해  바닥에서 용천수 발생 상 

지 으로 단된다. 한 발생 지  에 ‘★’로 표시

된 지 은 해수면 온도 분포 결과로 도출된 해  용

천수 발생 상 지 이다.

Ⅳ. 결론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수자원 리 방안으로 연안

에서 발생하는 해  용천수를 탐지하 다. 연구 지역

인 김녕항의 해  용천수를 탐지하기 한 방법으로 

열화상카메라를 무인비행선에 탑재하여 해수면 온도 

분포를 촬 하 다.

해  용천수 탐지를 해 해수면 온도와 해  용천

수 온도 차를 이용하 다. 연구 지역에서 열화상카메

라로 촬 한 상으로 해수면 온도 분포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항구의 입구 방향인 북서쪽이 가장 

낮은 해수면 온도 범 를 나타내고 있으며, 항구의 안

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다가 다시 가장자리로 갈수록 

내려간다. 이러한 분포도를 치별 수온 변화 그래

로 비교해보면 한 지 이 주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악할 수 있다. 한 그 지 이 해  용천수 온

도 범 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 검

증 자료로써 YSI-85 장비로 측정된 해수면 온도와 비

교한 결과, 열화상카메라 자료에서 해수면 온도가 높

게 나타난 지 과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논문은 해  용천수 발생 상 지역 탐지를 

해 무인비행선과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 다. 용천수

가 해  바닥에서 발생할 경우, 주변 해수  해수면 

온도에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해수면 온도와 용천

수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해  용천수 분포 지역을 

탐지하기 해 연구지역을 상으로 해수면 온도 분

포를 탐지하 다. 그 결과 용천수 발생 온도 범 에 

포함되는 수온 분포 지역을 김녕항의 남서쪽에서 탐

지하 다. 한 해 용천수 탐지를 해 구름의 향

과 낮은 해상도를 갖는 성 상을 이용하여 것보다 

높이 조 이 가능하고 날씨의 향을 덜 받는 무인비

행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용이하며, 김녕항과 같이 

소규모 지역을 상으로 탐지할 때 더 편리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수자원 리  해  용천수 탐지에 한 연구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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