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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안변 육상 해수양식(종묘)장은 해수를 직접 취수, 운영하고 있어 적조, 이상해류 발생 

및 선박 기름유출 등으로 매년 피해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동․하절기에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온도 유

지를 위한 가온․냉온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생산원가 상승 및 수입수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등 위기상황을 맞아 수온과 수질이 일정한 지하해수의 개발가능성을 조사하여 생산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어가 소득증대와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해남군 화산면, 완도군 군외면/신지면, 고흥군 동일면, 여수시 

돌산읍 등 6개 지역이며, 각 지역의 육상양식(종묘)장이 밀집해 있는 해안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Dipole-dipole 쌍극자 배열법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여 조사지역 2차원 단면

에 대한 전기비저항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해안선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탐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진도군 군내면 13개 측선 중 8개 측선에서 저비저항대가 나타났고 이 중 JG-05 측선상 

시추결과, 염도 3.9‰, 개발가능량 450ton/day(심도47m)를 확인하였다. 

해남군 화산면 8개 측선 중 2개 측선에서 저비저항대가 나타났고 HH-04 측선상 시추결과, 염도 

14.1‰, 개발가능량 110ton/day(심도97m)를 확인하였으나 수질검사 결과,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하

여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군외면 8개 측선 중 8개 측선에서 저비저항대가 나타났고 WG1-03 측선상 시추결과, 염도 

9.2‰, 개발가능량 140ton/day(심도33m)를 확인하였고, WG1-05 측선상 시추결과, 염도 14.1‰,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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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량 700ton/day(심도44m)와 5.3‰, 개발가능량 230ton/day(심도44m)을 확인하였다. 

완도군 신지면 8개 측선 중 7개 측선에서 저비저항대가 나타났으나 특이할만한 지하해수 부존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흥군 동일면 9개 측선 중 6개 측선에서 저비저항대가 나타났고 GD-02 측선상 시추결과, 염도 

0.5‰, 개발가능량 620ton/day(심도 42m)와 염도 0.5‰, 개발가능량 110ton/day(심도42m)를 확인하였

고, GD-04 측선상 시추결과, 3.3‰, 개발가능량 220ton/day(심도71m)를 확인하였다. 

여수시 돌산읍 9개 측선 중 3개 측선에서 저비저항대가 나타났고 YD2-02 측선상 시추결과, 염도 

0.4‰, 개발가능량 180ton/day(심도157m), YD2-05 측선상 시추결과, 염도 0.2‰, 개발가능량 150ton/day
(심도52m), YD2-06 측선상 시추결과, 2.8‰, 개발가능량 110ton/day(심도93m)을 확인하였다.

지하해수 부존성이 확인된 시추조사공 11공 중 9공이 저비저항대가 나타난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해수 부존성 조사에도 물리탐사가 상당히 효과적임을 반증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안변에서 지하

해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10‰ 이하의 저염도를 보이고 있으나, 어류양식(종묘) 분야에서는 

해수와 혼합사용시 경제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중인 지하해수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탐사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지하해수 부존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하해수를 개발한다

면 육상양식 분야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