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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해안지역 육상 양식장 주변에 대한 다량의 염지하수 확보를 목적으로, 물리탐사 자료의 복합해석

및 공간분석을 통한 염지하수 개발 가능량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 하동군 인근 양식장 주변을 대상으로, 굴절법

탄성파 탐사 및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한 결과, 탄성파 속도가 900 ~ 2,400 m/s 구간이 지층 내 함수비가 높은 주요한

염지하수 대수층으로 파악되었다. 이 구간에 대한 시추조사 결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사상 집수정이 이미 설치된 지

역들의 표토 토성과 같은 사양토 지역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연구대상 지역은 대용량 염지하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전기비저항 탐사와 더불어 굴절법 탄성파 탐사를 병행하여 해석하는 경우, 해안지역의

사질 퇴적층 내 공극률이 높은 모래 및 자갈층으로 구성된 대수층의 탐지에 활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양식장, 염지하수, 대수층, 탄성파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a large amount of saline groundwater around coastal aquaculture farms.

Thus, we have proposed a method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amount of saline groundwater resources through the

combined analysis of geophysical methods. Refraction seismic survey an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were conducted in

the vicinity of fish farm at Hadong, Gyeongnam Province. As the result, the velocity of layer in the range of 900 ~

2,400 m/s was found to be saltwater aquifer with high water content. Geological drilling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soil samples also showed that the soil at study area was the same as the texture of sandy loam layer in agricultural

radial collector wells installed by KRC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uthermore, the study area turned out

to be quite possible to develop saline groundwater from the coastal shallow aquifer. Therefore, parallel analysis of

refraction seismic surveys an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s at coastal area are expected to be very useful for the detection

of the aquifer composed of sand and gravel layers with high porosity in sandy sedimentary layers along the coastal area.

Keywords: aquaculture, saline water, aquifer, seismic survey,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서 론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해안지역의 지

하수자원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해안지역에서 거주함에 따른 물 이용량

증가, 토지 이용의 변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해안 지하수자원 관리 대책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대수층을 통한 지하수의 흐름은 수두 분포에 따라

내륙으로부터 해안 대수층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데, 이와 관

련된 연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연구 그룹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Masterson and Garabedian, 2007; Liu et

al., 2008; Custodio, 2010). 국내에서는 해안지역의 지하수 이

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와 이에 따른 대수층을 통한

해수침투의 공간적인 범위 추적을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자

료의 3차원 공간분석과 함께 지하수 관측망 자료 분석을 통한

농업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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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2006; Song et al., 2007; Song and Zemansky, 2011).

또한 대규모 간척지인 새만금 방조제 내부 사업단지 개발계획

에 따른 지하수 이용 증가에 따라, 내륙에서 해안으로 유출되

는 해안유출 지하수(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

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Lee et al., 2014). 결과

적으로 해안지역의 지하수위 저하와 연계된 대수층 내의 해수

침투 등에 의한 담지하수 보전 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해안 염지하수를 직접 이용하기 위한 해수 부

존량 평가 및 개발 가능량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한 편이다. 

우리나라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육상 해수양식(종묘)장은 바

다에서 해수를 직접 취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른 적조 발생 및 사고 선박의 기름유출 등에 매우 취

약할 뿐만 아니라 동·하절기 온도 유지를 위한 가온·냉온에 필

요한 유류비, 전기료 등의 막대한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의 해수를 15oC 전후로 가온하여 공급하

는 반면, 여름철에는 해수 원수를 사용하거나 때로는 높은 온

도의 해수를 냉방기를 이용하여 온도를 낮춘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 증가 및 저가의 수입수산물의 국내시

장 잠식 확산 등의 위기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수온과 수질이

일정한 염지하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생산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염지하수 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양식장은 육상에 설치한 양식장

(종묘장)과 조간대 지역에 제방을 쌓고 자연적으로 해수의 교

환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 축제식 양식장으로 구분된다. 따라

서 축제식의 경우 지형구배가 완만한 서해안과 남해안에 상대

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육상 양식장은 총

2,163개소(양식 839개소, 종묘 1,324개소)로 해안 및 도서지역

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전남이 59%로 가장 많은 양식장이

밀집해 있다(KRC, 2011). 

연구지역인 남해안 섬진강 하구는 대규모 준설에 의해 내륙

깊은 곳까지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축제식 양식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남 하동군 인근 양식장 주

변을 대상으로 해안지역 대수층 내의 염지하수 부존량 파악을

목적으로, 3차원 수리지질구조 해석을 위한 굴절법 탄성파 탐

사 및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시추조사, 물리검층

및 수리시험 등을 함께 병행하여 지하해수 부존 특성을 파악

하였다. 

연구지역 현황 및 조사방법

현황

본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일원으

로 1/75000 지형도[고현] 도폭에 해당하며, 용산[152 m] 및 동

매산[53 m] 등 낮은 구릉성 산지와 함께 대부분 평탄한 지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포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 백악기 경상

속 신동층군 하산동층을 기반암으로 이를 신생대 제4기 충적

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Fig. 1).

조사방법

본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와 신호 대 잡음비(S/N ratio)가 높은 변형된 단극배열 전

Fig. 1. Geological map near Hadong site from Jingyo geology map (KIGAM,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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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저항 탐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대수층을 통한 해수침투 범

위를 추정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해수침투 발생 가능성

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굴절법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 3차

원 속도분포를 추정하였다. 물리탐사 결과를 기초로 염지하수

분포 가능성이 높은 위치 7지점을 대상으로 심도 20 ~ 30 m

의 시추조사와 함께 시추공을 대상으로 토양시료 체분석(sieve

analysis), 수질 분석, 전기전도도 profiling 및 대수층 시험 등

을 통하여, 대수층의 수리지질 특성과 더불어 염지하수의 부존

특성을 파악하였다. 

결과 및 토의

지층특성 파악

연구지역인 해안 대수층의 수리지질 특성 파악을 위하여, 총

7공을 대상으로 NX구경(코어 직경 54 mm, 케이싱 외경 76

mm)의 시추조사를 실시하였다(Fig. 2(a)). 시추 결과 풍화암

기준은 암층의 조직상태 및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 및 표준관

입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였으며, 풍화암에 대한 표준관입시험

(standard penetration test, SPT)에 따른 N치 기준은 50/10(회/

cm)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시추조사 결과인 Fig. 2(b)를 살펴보면, 제체를 구성하는 지

층의 상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충적층이 1.8 ~ 11.5 m의 층

후로 분포하였는데, BH-1 ~ BH-3 경우에는 자갈이 50% 이상

함유된 지층이 존재하는 반면 나머지 시추공은 모래 자갈층에

해당된다.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상부는 반건조 상태의 함수비

를, 하부는 100% 포화된 함수비 상태였다. 충적층 하부는 해

성 퇴적층으로 9.2 ~ 22.6 m의 층후로 분포하며, 소량의 패각

이 함유되었다. 기반암의 풍화대인 풍화암은 실트질 모래로 매

우 조밀한 상대 밀도로 나타났으며, 기반암인 연암층은 퇴적암

류인 사암으로 절리 및 균열이 발달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

한 시추조사 SPT 시험결과, 대체로 낮은 N 값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층 내 지하수 영향으로 판단된다. 

물리탐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대수층을 통한 해수침투 구간 파

악을 위한 방법으로 지하 매질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쌍극

Fig. 2. (a) Location map of seven boreholes and (b) Columnal sections of each borehole with N values from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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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열법 및 변형된 단극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를 동시에 수행

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용량의 염지하수 확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층의 구분과 대수층의 구분을 위해서, 굴절법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Fig. 3). 지하 지층 경계에 따른 탄성파 전

파 속도를 이용한 굴절법 탄성파 탐사의 경우는 대수층 지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양식장 주변으로 총 4개 측

선을 배열하고, 3차원적인 해석을 위하여 격자형태로 자료를

취득하였다. 두 탐사 방법은 측점 간격을 동일하게 각각 5 m

Fig. 3. Location map of resistivity and seismic survey lines at Hadong site.

Fig. 4. The results of resistivity survey and seismic survey at Hado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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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Fig. 4는 연구지역에서 수행한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로, 동

일 측선 상에서 수행한 탄성파 탐사 결과인 속도 구조선과 지

질조사 시에 수행한 시추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측점

간격은 탄성파 탐사와 동일하게 5 m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분해능이 가장 좋은 쌍극자 배열법을 이용하였다.

해측과 내측에서 수행한 전기비저항 탐사와 동일 측선 상의

시추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해안 특성으로 인한

Fig. 5. The result of seismic survey at Hadong site.

Fig. 6. Analysis of three dimensional modeling using the results of seismic survey. (a) seismic velocity model (b) layers over velocity 900

m/s (c) layers of velocity range from 750 ~ 900 m/s (d) layers of velocity range from 900 ~ 2,4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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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 값은 0.04 ~ 599 ohm-m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해

측 비저항 분포(Fig. 4(a))는 내측(Fig. 4(b))에 비해 저비저항

대가 깊게 발달하는데, 이는 바다에 인접하여 해수 영향이 크

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측선 하부에 국부적으로 존

재하는 저비저항대는 해수 유입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5는 굴절법 탄성파 탐사 결과와 지질조사 시에 수행한

시추조사 결과를 함께 도시한 결과이다. 해측에서 수행한 탄성

파 탐사와 동일 측선 상의 시추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탄성

파 속도 750 m/s 이하 구간 및 750 ~ 900 m/s 구간은 충적층,

900 ~ 2,400 m/s 구간은 사질양토층으로 파악되었다. 이전 연

구(Park et al., 2007)에서 해안지역 충적층에서의 탄성파 속도

는 1,200 ~ 2,900 m/s였는데, 이와 비슷하게 지층 내 함수비

가 높은 본 연구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낮은 함수비의 내륙지

역보다 다소 속도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 염지

하수는 퇴적층의 공극률이 높은 모래 및 자갈층에서 개발 가

능성이 크므로, 본 연구지역 경우는 탄성파 속도 2,400 m/s 이

내 구간에서 대용량 충적층 지하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6은 연구 대상지를 중심으로 격자형태로 수행한 탄성파

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3차원 지층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3차원 지층 모델링은 탄성파 탐사 해석 결과를 ROCKWORKS

프로그램(Maccormack, 2005)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탄성파 탐사 자료의 3차원 모델링 결과, 대수층으로 판단되

는 퇴적층의 속도 분포는 900 ~ 2,400 m/s로 주로 사질양토층

이었다. 투수시험 결과,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투

수성이 크며 사질양토층 상부 충적층(탄성파 속도 750 ~ 900

m/s의 두께 1.20 ~ 6.85 m의 범위) 및 하부 사질양토층에 대

한 토양 체분석 결과, 대규모 염지하수 대수층 시추개발 가능

한 지구로 판단된다. 또한 시추조사와 탄성파 탐사 결과를 접

목시킨 3차원 모델링을 통해서 지하 탄성파 속도구조의 3차원

적 분포 및 각 지층에 대한 체적을 추정할 수 있는데, 향후에

지층 공극률에 따른 염지하수 부존량을 산출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토양 체분석 결과

본 연구지역 내 충적층 활용 대규모 염지하수 개발 가능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시추에 따른 표준관입시험(SPT)

및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기기원(NICEM)에 의뢰

하여 분석하였다(Fig. 7). BH-2 및 BH-3의 시추공 10 m 하부

에 대한 토양시료 분석 결과 사질양토(sandy loam) 및 미사양

토(silt loam)로, 이 결과는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약 100여개 방사상 집수정(redial collector well)의 입도 분포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KRC, 2015). 따라서 본 대상 지구

는 대용량 염지하수 확보를 위한 적합한 지구로 판단된다.

시추조사 결과

대수층에 대한 시추조사 목적은, 지하의 지질분포, 절리 및

파쇄대 등의 지질구조 발달상황, 대수층의 성질 및 발달상태,

지하수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지역의 충적층 시추조

사는 현장 물리탐사 결과에 의해 지하해수의 부존 및 유입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해 수행하였다(Fig.

2(a)의 검은색 원형(AH-1과 AH-2)). 일반적으로 충적관정은

충적층, 미고결층과 풍화대층을 대상으로 구경 200 ~ 600 mm

로 심도 10 ~ 20 m까지 굴착한 후, 구경 150 ~ 400 mm의 철

제 또는 PVC 스크린을 공내에 설치한다. 충적층에 대한 시추

Fig. 7. Soil texture of 10 m deep in (a) BH-2 and (b) BH-3 boreholes.

Table 1. Drilling results for developing saline groundwater.

Borehole No.
Depth
(m)

Quantity
(m3/day)

Water level
(m)

Temperature
(oC)

EC
(µs/cm)

Salinity
(‰)

pH

AH-1 15 1,000 5.46 20.7 5,310 17.1 7.8

AH-2 15 1,000 5.53 22.7 5,330 17.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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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해안선으로부터 약 10 ~ 20 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총 2공을 실시하였다. AH-1호공 및 AH-2호공을 대상으로 대

수층 구간인 6 ~ 12 m 구간에 대하여 일정 양수량에 의한 현

장투수시험 결과, 양수량은 각각 600 m3/일 이상으로 나타났

다(Table 1). 따라서 본 연구지역은 대용량 염지하수 확보를 위

한 방사상 집수정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경남 하동군 인근 양식장 주변에 대한 염지하수 다량 확보

를 위한 방안으로, 해안지역의 대수층을 대상으로 굴절법 탄성

파 탐사 및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한 후 복합해석을 수행하

였다. 또한 물리탐사 결과의 복합해석을 토대로 시추조사와 함

께, 다양한 수리시험 및 토양시료에 대한 입도분석을 추가적으

로 실시하여 물리탐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지역 내 해측에서 수행한 탄성파 탐사와 동일 측선 상

의 시추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탄성파 속도 750 m/s 이하

및 750 ~ 900 m/s 구간은 충적층, 900 ~ 2,400 m/s 구간은 사

질양토층으로 파악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연안지역 충적층에

서의 탄성파 속도가 1,200 ~ 2,900 m/s를 고려하면, 지층 내

함수비가 높은 본 연구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속도가 크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양 체분석 결과에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사상 집수정이 설치된 지역들의 표토 토

성과 같은 사양토 지역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연구대상 지

역은 대용량 염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적

대수층에 대한 양수시험 결과 양수량은 600 m3/일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지역의 사질양토층 내 공극률

이 높은 모래 및 자갈층으로 구성된 대수층의 경우 염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어가 소득증대와

밀접한 대규모 양식장 용수 확보를 위한 대용량 지하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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