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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riverside in Korea, in case of application of water curtain cultivation (WCC) technique, has been inveter-

ately suffering from the gradual drawdown of groundwater level and related shortage of water resources during the

WCC peak time. We believe that the water resources issue in these riverside areas can be effectively solved when

the interaction between groundwater and nearby surface water is well understood.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between stream and ground water, and the influence of stream water on the nearby aquifer, this study examined the

water temperature and oxygen and hydrogen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The study area is well-known strawberry

field applying the WCC technique in Sangdae-ri, Gadeok-myon, Cheongju City, and the sampling was done from

February 2012 through June 2014 for stream and ground water. Some groundwater wells near stream showed big

temporal variations in water temperature, and their oxygen and hydrogen stable isotopes showed similar composi-

tions to those of adjacent stream water. This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stream water is highly reflected in the

stable isotopic composition of groundwater. Four cross-sectional lines from stream to hillside were established in

the study area to determine the spatial differences in water quality of wells. At the late stage of WCC in February

to March, groundwater of wells in line with short cross-sectional length showed the narrow range of isotopic com-

positions; however, those in the long cross-sectional line showed a wide compositional range. It was shown that the

influence of the stream water at the late WCC stage have reached to the distance of 160 to 165 m from stream

line, which is equivalent to the whole length and one-third point in each short and long cross-sectional line, respec-

tively. Therefore, the wide compositional range in the long cross-sectional lines was not only due to the influence

of stream water, but apparently resulted from the change of relative impact of each groundwater supplying from

two or more aquifers. In view of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there seems to be three different aquifers in this

study area, which is competing for dominance of water quality in wells at each period of WCC.

Key words : Cheongju, water curtain cultivation, groundwater-stream water interaction, ground water temperature,

oxygen and hydrogen stable isotopic composition

우리나라에서 수막재배가 이루어지는 수변지역 대부분은 성수기에 지하수위 하강과 함께 지하수 고갈 문제로 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수변지역에서의 지하수 자원량 문제는 인근 하천수와의 연계 특성이 고려될 때 효율적으

로 해결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수와 하천수와의 연계성 및 지하수 대수층에 미치는 하천수의 영향을 논의하

기 위해, 지하수의 토출온도, 지하수와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변화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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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수막재배지로 잘 알려진 청주시 가덕면 상대리 지역이며, 지하수와 하천수의 시료 채취는 2012년 2월부터 2014

년 6월까지 실시되었다. 하천 가까이 분포하는 지하수 관정들 중 일부는 하천수의 영향 정도에 따라 측정 시기별로

용출온도의 변화가 심한 것들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는 대부분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와 유사함을 보였다. 이는 지하수에 미치는 하천수의 영향이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 변

화에 반영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관정 위치에 따른 공간적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천으로부터 우측 구릉지

까지 4개의 측선을 설정하였다. 수막재배 말기인 2-3월 시기에, 하천에서 구릉지까지의 거리가 짧은 측선상의 관정들

은 좁은 범위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를 보인 반면에, 하천에서 구릉지까지의 거리가 긴 측선상의 관정

들은 폭넓은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를 보였다. 연구지역에서 하천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거리는 수막

재배 말기에 최대 160~165 m 정도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폭이 좁은 측선에서는 전체 거리에 해당되며, 폭이

넓은 측선에서는 전체 길이의 약 1/3 지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폭이 넓은 측선상에서 관찰되는 넓은 범위의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하천수의 영향 뿐 아니라 2개 이상의 대수층들간의 영향력 변화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으로 볼 때, 연구지역 내에는 3개 대수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수

층이 관정 내에 미치는 상호 영향력은 수막재배 시기별로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청주, 수막재배, 지하수-하천수 상호작용, 지하수 토출온도,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비

1. 서 언

지하수와 지표수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수리

적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는 개

념이 일반화되고 있다(Winter et al., 1998; Winter,

1999; Sophocleous, 2002; Chung and Kim, 2009).

따라서, 국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하수의 지속

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의 기본 원

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지형, 기후 및 지질 특성

을 고려한 지역적인 지하수-지표수 연계 특성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지하수-지표수 연계와 관련된 연구

로는 SWAT, MODFLOW 등 수치모델 중심의 연구

(Chung et al., 2011), 수위/온도 계측자료 기반의 연

구(Kim et al., 2006; Ha et al., 2006; Jeon and

Kim, 2011), 수질 자료에 의한 연구(Hyun et al.,

2006; Moon et al., 2015) 등이 있다.

Lee et al. (2004)는 지하수-지표수 연계 관점에서

수자원 관리를 ‘‘유역 내 지표수와 지하수를 단일 체계

로 통합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자원의 가용

량 증대와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지하수-지표수 연계의 목적은 수

자원의 가용량 증대와 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 지

하수와 지표수를 연계한 수자원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하수-지표수 상호 관계를 정량적

으로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수

위/수질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계측 및 관측 시설수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계

측 자료 기반의 지하수-지표수 상호 연계 특성의 공간

적 평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여 왔다(Kim et al.,

2012). 한편, Lee (2004)는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추적자를 이용한 질량균형모델로 호수-지하수의

유입/유출률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지하수-

하천수-불포화대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의 적용성

도 소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하수-지표수 연계

모델에서 이러한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적용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저온의 수문

학적 조건하에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

및 유동 특성, 물질의 근원과 이동 기작 등 수리지질

학적 연구에서 매우 유용한 추적자이다(Clark and

Fritz, 1997). 강수의 산소와 수소 안정동위원소 값은

지역적으로 선형관계를 보이며(Craig, 1961), 이러한 선

형관계는 지역적인 순환수선(local meteoric water

line, LMWL)으로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Gat

and Carmi, 1970; Clark and Fritz, 1997).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 모두의 함양원이 되나, 지표수와 지

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은 서로 다른 양

상으로 나타난다. 수년간에 걸쳐 강수가 불포화대를 통

과하는 동안에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의

계절적 변화는 완화되며, 이로 인해 천부 지하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은 그 지역 강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의 누적 평균치(weighted

mean)와 유사하게 나타난다(Clark and Fritz, 1997;

Darling and Bath, 1988). 그러나, 지표수의 경우에는,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무거운 물에 비해 가벼운 물이

우선적으로 증발되기 때문에, 지표수에는 무거운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가 상대적으로 부화되어 강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값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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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

은 다르게 되어, 지표수-지하수 시스템에서 상대적인

혼합 비율 및 상호 연계성을 평가할 때에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수변지역에서의 시설재배와 수막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충적층 지하수의 이용량이 크

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수막재배는 지하수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난방하는 방법으로

서, 동절기에 다량의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양수하게 되

므로 일시적인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KIGAM, 2010; Moon et al., 2012). 이러한 수변지

역에서의 지하수 문제는 인근 하천수와의 연계 특성이

고려될 때 보다 정량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딸기 수막재배지인 충북 청

주시 가덕면 상대리 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와의 연관성 및 지하수 대수층에 미치는 하천수

의 영향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하수 토출온도

변화와 함께 지하수와 지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 변화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지역 현황 및 수리지질 특성

연구지역은 청주시 가덕면 상대리 일대로서, 우측에

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좌측에는 무

심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연구지역은 겨울철에 딸

기 수막재배(Fig. 1에서 흰색 혹은 회색 비닐하우스 부

분), 여름철에 논농사(Fig. 1에서 비닐하우스 이외의 부

분)로 활용되고 있다. 논물은 모두 무심천 상류로부터

수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봄부터 초가을까지 논

에 채워져 있는 물은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함양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수막재배 후

유출된 지하수는 비닐하우스 옆에 만들어진 작은 수로

들을 통해 배출되다가 무심천과 나란하게 만들어진 배

수로로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연구지역을 벗어난 무심

천 하류로 방류된다. 

이 지역에서의 겨울철 지하수위는, 갈수기라는 계절

적 요인 외에도 수막재배기에 집중적인 지하수 이용에

의해, 11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강 추세를 보인

다(MOLTMA and KICTEP, 2012; MOLIT and

KAIA, 2013; Chang and Chung, 2014). 지하수위

하강에 따른 수막재배 용수 부족은 1월말부터 겪기 시

작한다. 3월부터 지하수위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하천에 가까운 관정은 하천수의 유

입에 의해 수위가 회복되고,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지

점에서는 함양지역으로부터의 지하수 유입에 의해 수

위가 회복되고 있다.

Fig. 1. Study site (sources: http://map.daum.net/, 2015-05-14). The village on the right part is Sangdae-ri, Gadeok-myeon,

Cheongju City, Korea. Stream water (blue solid circles with violet line: S1~S4), ditch water (yellow solid circles with red

line: D1~D4) and ground water (red solid circles: a1~a3, b1~b5, c1~c5, d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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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의 4개 측선(Fig. 1) A-A', B-B', C-C', D-

D'는 좌측 하천으로부터 우측 구릉지까지의 거리가 각

각 170 m, 230 m, 530 m, 540 m 정도이다. 현지

탐문조사에 의하면, 연구지역에서의 관정 심도는 대부

분 20~30 m 범위이나, 남측 D-D' 지역에서 d1, d2

관정의 심도는 50~65 m로 추정된다. 한편, C-C' 측

선 지역에 있는 관정들 중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c4,

c5 관정은 심도 30 m 정도이며, 수량이 부족하여 수

질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연구 지역은 지구조적으로 옥천변성대 중부지역으로

서, 옥천층군의 변성사질암을 관입한 중생대 쥬라기 대

보화강암으로 되어 있다(Lee et al., 1996). 수막재배

지는 무심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대보화강암의 풍화대

및 하천 충적층 지역이다. 시추 및 착정조사 결과

(MOLIT and KAIA, 2013)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기

반암은 30~35 m 심도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나,

남측 하천 가까이에서는 오히려 15 m 정도로 얕은 심

도에서 기반암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기

반암의 분포는 남동 방향에서 북서 방향으로 가면서

그 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으로 해석되었다. 표토층 혹

은 표면 퇴적층은 대체로 4~5 m 정도의 두께를 보였

으며, 대부분 점토질의 모래가 섞인 자갈로 구성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하수의 토출온도, 그리고 지하수와

주변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주로

검토하였다. 또한, 양자간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하천변으로부터 내륙 방향으로 4개의 측선(A-A', B-B',

C-C', D-D')을 설정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하천으

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변화를 비교·검토하였다. 이 지역에서 시료가 채취된

하천수와 지하수 관정 위치, 그리고 수로 위치 및 배

출 지하수의 흐름은 Fig. 1과 같다. 배수로 물은 주로

수막재배 시 사용 후 배출된 지하수일 것으로 판단되

나, 인근 하천수의 누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하

수, 하천수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지하수 시료는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1월과 수막재

배가 끝날 무렵의 2월~3월로 구분하여, 3회(2012년

2-3월, 2013년 11월, 2014년 2월) 실시하였다. 하천수

시료 채취도 지하수 시료 채취시기에 준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6월에도 채취하여 겨울철과 비교해 보았

다. 배수로 물은 2차례만 채취하였으며, 2013년 11월

에는 4개 지점 모두(Fig. 1의 D1~D4), 2014년 2월에

는 1개 지점(Fig. 1의 D4)에서만 채취하였다.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용 시료는 채취 시 0.45 µm 셀

룰로우즈 여과막을 이용하여 부유물질을 여과하였으

며, 채취 후 파라핀 종이로 밀봉하고 분석 전까지 냉

장 보관하였다. 

이 연구에서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

측정을 위해, 2012년 2-3월에 채취된 시료는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의 동위원소비 질량분석기(영국 VG

Instruments사의 모델 Isoprime), 2013년과 2014년에

채취된 시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동위원소비 적외

선 분광분석기(Picarro사 모델 2120-i)를 이용해 분석

하였다. 두 분석기기 모두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비

를 IAEA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시료 V-SMOW2와 비

교하였다. 질량분석기 이용 시, 산소와 수소 안정동위

원소는 각각 중탄산 반응에 의한 H2O-CO2 평형법과

Cr에 의한 환원법을 이용해 화학적 전처리를 수행한

후 동위원소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여 상대비를 측정

하였다(Epstein and Mayeda, 1953; Morrison et al.,

2001). 이 기기의 측정오차는 산소 ±0.1‰, 수소

±1‰이다.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처리 과정은 없으며, 기화시킨 물 시료를 직접 광학

공동으로 보내어 근적외선 영역의 보정된 레이저 파장

에 따라 동위원소 조성별 기체의 흡수강도와 파장이

소멸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산소·수소 안정동위원

소비를 정량·정성화하였다(Kerstel and Gianfrani,

2008; Gupta et al., 2009). 이 기기의 측정오차는 한

시료당 12회 주입을 기준으로 산소 ±0.06‰, 수소

±0.37‰ 수준이나, 이 연구에서는 한 시료당 8회 주

입을 실시하여 산소 ±0.1‰, 수소 ±1‰의 측정오차

로 하였다(Jung et al., 2013). 산소·수소 안정동위원

소 조성비는 δ = [Rx/Rs− 1] × 1000 로 정의된다. 여기

에서, R은 가벼운 동위원소에 대한 무거운 동위원소의

질량비, Rx는 분석 시료에 대한 R 값, Rs는 표준 시

료에 대한 R 값이다.

4. 연구 결과 및 토의
 

연구지역내 하천수와 배수로 물, 지하수 시료에 대

한 현장 수질 측정 결과와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Table 1과 같다. 현장 수질 항목은 수온, 수소

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등이다. 

4.1. 하천수, 지하수의 수온, pH, EC, DO

하천수는 모두 4회에 걸쳐 시료가 채취되었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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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eld parameters and oxygen and hydrogen stable isotopic composition of stream, ditch and ground water

(a) 1st sampling period: February to March, 2012 (data from KBSI)

Sample

No.

Water

Type
Date

T 

(oC)
pH

EC 

(µS/cm)

DO

(mg/L)

δ18O

(‰)

δD

(‰)

d-value

(‰)

S1 stream 03-06  5.7 7.56 274 11.77 -8.04 -57.1 7.22

a2 GW 03-06 10.4 6.79 238  6.63 -7.98 -57.0 6.84

a3 GW 03-06 12.3 6.70 276  8.87 -7.99 -56.7 7.22

S2 stream 03-10  7.9 7.87 248 12.34 -8.07 -58.0 6.56

b1 GW 03-10  6.5 7.15 233  8.84 -8.02 -57.3 6.86

b2 GW 03-20 11.8 6.54 261  6.97 -7.72 -56.9 4.86

b3 GW 02-16 10.5 6.61 243  6.54 -7.77 -57.0 5.16

b5 GW 03-20 14.4 6.56 278  5.80 -7.57 -55.4 5.16

S3 stream 02-10  1.4 8.48 238 13.24 -8.17 -58.0 7.36

c2 GW 02-16 14.0 6.45 276  6.27 -7.38 -54.9 4.14

c4 GW 02-16 13.4 6.63 290  3.34 -7.60 -55.8 5.00

c5 GW 03-20 13.7 6.56 254  2.62 -8.33 -59.8 6.84

d1 GW 03-10 13.6 7.37 242  3.57 -8.07 -58.4 6.16

d2 GW 03-10 12.9 7.48 238  3.48 -8.02 -58.4 5.76

d9 GW 03-10 13.7 6.82 320  4.00 -7.60 -56.1 4.70

(b) 2nd sampling period: November, 2013 (data from KIGAM)

Sample

No.

Water

Type
Date

T 

(oC)
pH

EC 

(µS/cm)

DO

(mg/L)

δ18O

(‰)

δD

(‰)

d-value

(‰)

S1 stream 11-08 12.8 8.24 274 12.84 -7.76 -55.0 7.08 

D1 ditch 11-08 16.5 8.39 274 12.78 -7.82 -54.3 8.26 

a1 GW 11-08 12.3 7.43 272 3.99 -7.85 -54.4 8.40 

a2 GW 11-08 11.2 6.71 270 5.38 -7.94 -54.4 9.12 

a3 GW 11-08 14.5 7.06 307 7.08 -8.22 -56.0 9.76 

S2 stream 11-09 12.5 7.84 303 10.94 -7.79 -54.8 7.52 

D2 ditch 11-09 15.7 7.79 279 10.87 -7.74 -54.6 7.32 

b1 GW 11-16 15.0 6.50 348 3.31 -7.56 -51.8 8.68 

b1 GW 11-19 13.2~13.4 6.53 327 4.67 -7.49 -52.4 7.52 

b2 GW 11-16 13.0 7.48 297 6.72 -7.67 -54.6 6.76 

b2 GW 11-19 13.0 7.04 303 6.48 -7.73 -53.8 8.04 

b3 GW 11-19 15.6 6.67 333 4.89 -7.46 -52.1 7.58 

b4 GW 11-19 15.6 6.75 356 7.36 -7.63 -53.3 7.74 

S3 stream 11-09 12.0 8.01 280 10.82 -7.81 -55.3 7.18 

D3 ditch 11-09 16.7 7.99 263 10.83 -7.89 -54.8 8.32 

c2 GW 11-09 14.3 6.66 280 6.08 -7.45 -52.0 7.60 

c3 GW 11-08 14.6~14.7 6.68 337 8.67 -7.24 -51.1 6.82 

c4 GW 11-19 14.0~15.0 6.51 349 6.97 -7.27 -51.6 6.56 

c5 GW 11-08 17.1 6.46 379 3.92 -7.64 -52.4 8.72 

c5 GW 11-15 16.2 6.52 355 4.88 -7.73 -53.6 8.24 

c5 GW 11-19 15.2 6.61 334 4.99 -7.68 -53.5 7.94 

S4 stream 11-09 12.0 7.93 277 10.65 -7.89 -54.7 8.42 

D4 ditch 11-09 16.0 7.38 261 7.84 -7.86 -55.1 7.78 

d1 GW 11-15 13.6 7.69 253 3.81 -8.06 -55.4 9.08 

d2 GW 11-15 12.5 7.17 281 4.91 -7.87 -54.8 8.16 

d2 GW 11-18 12.4 7.22 288 2.37 -7.85 -54.6 8.20 

d3 GW 11-18 12.6~12.7 7.58 351 8.18 -7.60 -53.7 7.10 

d4 GW 11-18 14.0~14.2 7.06 350 5.80 -7.43 -53.0 6.44 

d5 GW 11-18 13.9 7.18 352 6.62 -7.24 -52.2 5.72 

d6 GW 11-18 13.7 6.89 318 6.00 -7.63 -53.1 7.94 

d7 GW 11-18 14.2 7.29 369 5.74 -7.56 -53.2 7.28 

d8 GW 11-15 14.5 6.51 325 4.54 -7.78 -53.4 8.84 

d8 GW 11-18 13.4 6.78 328 5.74 -7.50 -52.2 7.80 

d9 GW 11-18 13.6 6.88 362 6.87 -7.67 -53.3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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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3월의 1차 시기(Table 1(a))에는 하천수의 위치별

로 채취 시기(2월 10일, 3월 6일, 3월 10일)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하천수의 온도(1.4~7.9oC),

pH(7.56~8.48), EC(238~274 µS/cm), DO(11.77~

13.24 mg/L) 등이 채취 일시와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13년 11월의 2차 시기(Table 1(b))에는 하

천수의 채취가 불과 2일간(11월 8일~9일)의 짧은 기

간 중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과는

달리, 하천수의 온도(12.0~12.8oC)와 pH(7.84~8.24)

값이 채취 위치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EC(274~303µS/cm)와 DO(10.65~12.84 mg/L)

는 하천 위치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를 보였다. 2014년

2월의 3차 시기(Table 1(c))에도 하천수의 채취는 3일

간(2월 11일~13일)의 짧은 기간 중에 걸쳐 이루어졌

다. 하천수의 온도(2.6~5.4oC), EC(266~290 µS/cm)

와 DO(11.62~13.78 mg/L)는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

를 보였으나, pH(8.04~8.29)는 큰 차이가 없었다.

4차 시기(Table 1(d))인 2014년 6월 27일은 여름철

로서, 다른 시기들에 비해 EC(262~288 µS/cm),

DO(10.60~11.05 mg/L) 값은 유사했으나, 온도(27.4

~28.7oC)와 pH(8.77~8.92) 값은 상대적으로 높게 측

정되었다. 

하천수의 수온은 2012년 2-3월에 1.4~7.9oC, 2014년

2월에 2.6~5.3oC 범위를 보여, 하천 각 지점별, 측정

일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대기온도의 변화

가 심하지 않았던 11월중에는 하천수의 온도도

12.0~12.8oC 범위로 비교적 안정된 범위 내에서 측정

되었다. 하천수의 pH, EC 값은 각 시기별·지점별로

Table 1. Continued

(c) 3rd sampling period: February, 2014 (data from KIGAM)

Sample

No.

Water

Type
Date

T 

(oC)
pH

EC 

(µS/cm)

DO 

(mg/L)

δ18O

(‰)

δD

(‰)

d-value

(‰)

S1 stream 02-13 2.6 8.05 273 11.62 -8.05 -54.5 9.90 

a1 GW 02-13 11.6 7.31 272 3.92 -7.99 -54.4 9.52 

a2 GW 02-13 11.0~11.1 7.11 287 6.23 -7.92 -54.0 9.36 

a3 GW 02-13 13.6~13.7 6.95 302 5.97 -7.94 -54.4 9.12 

S2 stream 02-12 4.6 8.04 271 11.80 -8.01 -54.5 9.58 

b1 GW 02-12 5.5 7.38 261 7.63 -7.86 -53.8 9.08 

b2 GW 02-12 12.6 7.19 289 7.27 -7.79 -53.6 8.72 

b3 GW 02-12 11.1 6.90 339 6.29 -7.83 -54.5 8.14 

b4 GW 02-12 14.2 6.84 283 6.82 -7.75 -53.3 8.70 

S3 stream 02-12 4.9 8.15 266 12.59 -8.05 -54.3 10.10 

c1 GW 02-12 13.7 7.35 285 7.99 -7.57 -53.5 7.06 

c2 GW 02-12 14.0 6.92 279 5.09 -7.54 -53.0 7.32 

c3 GW 02-12 14.2 6.87 319 6.25 -7.19 -51.3 6.22 

c4 GW 02-13 13.5~13.6 6.92 328 4.29 -7.53 -53.1 7.14 

c5 GW 02-13 13.7 6.87 303 3.64 -8.04 -55.6 8.72 

S4 stream 02-11 5.3 8.29 290 13.78 -7.97 -54.2 9.56 

D4 ditch 02-11 4.5 7.94 263 11.22 -7.92 -54.2 9.16 

d1 GW 02-11 13.1 7.59 259 3.26 -7.90 -54.7 8.50 

d2 GW 02-11 9.9 7.42 288 4.51 -7.95 -54.6 9.00 

d3 GW 02-11 12.1 7.33 313 6.38 -7.78 -53.3 8.94 

d5 GW 02-11 13.9 7.18 352 6.62 -7.30 -51.6 6.80 

d6 GW 02-11 13.9~14.1 7.05 299 4.43 -7.47 -52.5 7.26 

d7 GW 02-11 14.2~14.4 6.96 314 4.12 -7.46 -52.7 6.98 

d8 GW 02-11 13.4~13.7 7.02 362 7.13 -7.55 -52.6 7.80 

d9 GW 02-11 14.0 7.15 382 7.11 -7.56 -52.8 7.68 

(d) 4th sampling period: June, 2014

Sample

No.

Water

Type
Date

T 

(oC)
pH

EC 

(µS/cm)

DO

(mg/L)

δ18O

(‰)

δD

(‰)

d-value

(‰)

S4 stream 06-27 28.7 8.77 288 10.60 -5.82 -45.8 0.76

S5* stream 06-27 27.4 8.92 262 11.05 -6.11 -46.0 2.88

*S5 is located at nearly 500 m south from S4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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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S1 지점에서의 EC 값은

1, 2, 3차 시기에 각각 274, 274, 273 µS/cm로서 시

기별 변화가 없었다. S2 지점에서는 1, 2, 3차 시기에

각각 248, 303, 271 µS/cm로 측정되어, 2월에 비해

11월에 EC 값이 높게 나타났다. S3 지점에서도 1, 2,

3차 시기에 각각 238, 280, 266 µS/cm로 측정되어,

S2 지점처럼 11월에 EC 값이 높았다. S4 지점에서는

2, 3차 시기에 각각 277, 290 µS/cm로 측정되어, S2,

S3 지점과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S1 지점의 pH는 1,

2, 3차 시기에 각각 7.56, 8.24, 8.05로 측정되어, 11

월에 pH 값이 약간 높게 측정되었다. 반대로, S2 지

점에서는 1, 2, 3차 시기에 각각 7.87, 7.84, 8.04로

측정되어, 11월에 비해 2월에 pH 값이 약간 증가됨을

보였다. S3 지점의 pH는 1, 2, 3차 시기에 각각

8.48, 8.01, 8.15, S4 지점의 pH는 2, 3차 시기에 각

각 7.93, 8.29로 측정되어, S2 지점과 유사한 양사을

보였다. 즉, 하천수는 위치별·시기별로 수질이 변하였

으며, EC 값은 전체 범위 238~303 µS/cm, 평균

272 µS/cm, pH 값은 전체 범위 7.56~8.48, 평균

8.04로 측정되었다. 

지하수 시료 채취는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시

기(2012년 2-3월)의 지하수 토출 온도는 6.5~14.4oC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B-B' 측선상의 b1 관정에서

6.5oC로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이 시기 지하수의

pH, EC, DO는 각각 6.54~7.48, 233~320 µS/cm,

2.62~6.97 mg/L 범위로서, 인근 하천수에 비해 전반

적으로 온도는 높고, pH와 DO는 낮았다. 2차 시기

(2013년 11월)에는 가장 많은 지하수 시료가 채취된

시기로서, 대부분 관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시

기의 지하수 토출 온도는 11.2~17.1oC 범위로 측정되

었다. 1차 시기인 2012년 3월에 토출온도가 6.5oC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던 b1 관정은 2013년 11월에는

13.2~15.0oC로 높은 온도를 보였다. 이 시기에 측정된

지하수의 pH, EC, DO는 각각 6.46~7.69, 253~

369 µS/cm, 2.37~8.67 mg/L 범위로서, 1차 시기에

비해 각 관정별로 EC 값이 4~125 µS/cm 범위로 증

가된 것 외에는 수질이 대동소이한 범위를 보였다. 이

시기에도 인근 하천수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하수의 pH

와 DO 측정값은 낮았다. 2014년 2월의 3차 시기의

지하수 토출 온도는 5.5~14.2oC 범위로서, 1차 시기인

2012년 2월과 유사하다. 특히, 이 시기의 b1, c5 관정

들의 토출온도(b1 = 5.5oC, c5 = 13.7oC)가 2013년 11

월의 토출온도(b1 = 13.2~15.0oC, c5 = 15.2~17.1oC)

에 비해 매우 낮았지만, 2012년 3월의 토출온도

(b1 = 6.5oC, c5 = 13.7oC)와는 매우 유사함을 보였다.

이 시기 지하수의 pH, EC, DO는 각각 6.84~7.59,

259~382 µS/cm, 3.26~7.99 mg/L 범위로서, 2차 시

기에 비해 수질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각

관정별로는 EC 값이 -87~20 µS/cm 범위 내에서 증

감되는 양상을 보였다. 

4.2. 지하수 토출온도 변화의 원인 분석

각 관정별로 수막재배 시작 단계(2013년 11월)와 말

기 단계(2014년 2월)간에 지하수 토출온도의 차이가

다양하게 관찰되었으며, 각 측선상에서 지하수 토출온

도의 감소 혹은 증가 양상도 하천으로부터의 측선거리

전체에 걸쳐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013년

11월의 2차 시기에는 몇 개 관정들(b1, b2, c5, d2,

d8)에 대하여 2회 이상 날짜를 달리하여 수질 측정 및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관정에서는 측정 일

자별로 지하수 토출온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지

하수 토출온도 변화들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A-A' 측선: 이 측선상의 관정들은 2013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로 가면서 지하수 토출온도가 0.1~0.9oC 범

위 내의 작은 감소량을 보였다. a1 관정은 0.7oC 감소

(12.3oC→11.6oC), a2 관정은 0.1~0.2oC 감소

(11.2oC→11.0~11.1oC), a3 관정은 0.8~0.9oC 감소

(14.5oC→13.6~13.7oC)되어, 지하수의 토출온도 감소

량이 a3→ a1→ a2 순서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지하수

토출온도 감소 원인은 수막재배 말기에 주변 지하수위

하강과 더불어 하천수의 대수층 유입이 보다 원활해졌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토출온도 감소량이

a1→ a2 순서로 줄어든 것은 하천으로부터 각 관정까

지의 거리 차이에 따라 하천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

차 감소되어가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a3 관정에서 토출온도 감소량이 크

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2가지 가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a3 관정 내에는 대수층 심도가 서로 다른

상부와 하부 대수층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막재배가

진행되면서 이들 대수층이 관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력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a3 관정이

수막재배 초기에는 하부 대수층, 수막재배 말기에는 상

부 대수층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둘째, a3 관정 내에는 1개 대수층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막재배 초기 단계에는 주

변의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a3 관정이 하천수의 영

향을 전혀 받지 않다가, 수막재배 말기에 이르러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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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위가 많이 하강되면서 a3 관정 거리까지 하천수

유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메카니즘을 가정할 경우, 수막재배 말기에 A-A'

측선을 따라 하천수가 미치는 영향 거리는 하천으로부

터 약 133 m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B-B' 측선: 이 측선상의 관정들에서는 지하수 토출

온도가 2013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로 가면서

0.4~9.5oC 범위 내에서 큰 감소량을 보였으며, 토출온

도의 변화량만으로 볼 때 하천수의 영향이 다른 4개

측선 중 가장 강하게 관찰되는 곳이다. b1 관정은

7.7~9.5oC 감소(13.2~15.0oC→5.5oC), b2 관정은

0.4oC 감소(13.0oC→12.6oC), b3 관정은 4.5oC 감소

(15.6oC→11.1oC), b4 관정은 1.4oC 감소(15.6oC→

14.2oC)되어, 토출온도 감소량이 b1→b3→ b4→b2

순서로 줄어들었다. 토출온도 감소량이 b1→ b3→b4

순서로 줄어든 것은 하천수의 영향력이 하천으로부터

의 거리에 따라 점차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

며, 하천으로부터 b4 관정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하

천수의 영향 범위는 최소 약 160 m 정도까지인 것으

로 추정된다. 반면에, b2 관정은 하천에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수막재배 시작 단계와 말기 단계 간에 지하

수 토출온도의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b2 관정이

하천수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수막재배 기간 중

에도 수온이 비교적 일정한 대수층의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케 한다. b1 관정에서의

토출온도는 2012년 3월에 6.5oC로서 매우 낮았지만,

2013년 11월에는 13.2~15.0oC로 높았다. 이는 수막재

배 막바지인 3월에 주변 지하수위가 많이 낮아지면서

인근 하천수의 영향이 극대화되었었으나, 11월에는 수

막재배 시작 단계로서 지하수위가 낮아지지 않았고 인

근 하천수의 영향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3년 11월 중에도 16일에서 19일로 가면서 b1 관정

의 토출온도가 1.6~1.8oC 정도 낮아진 것은 수막재배

가 점차 진행되면서 인근 하천수가 b1 관정의 지하수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기 때문이다. 즉, b1

관정의 지하수는 수막재배 시기에 하천수와 직접 연결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인근의 b2 관정에서

는 11월 16일과 19일의 토출온도가 모두 13.0oC로서

변화가 없었으며, 이 시기에 b2 관정에서는 하천수에

의한 수온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C' 측선: 이 측선상의 관정들에서는 지하수 토출

온도가 2013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로 가면서

0.3~3.4oC 범위 내에서 감소량을 보였다. c2 관정은

0.3oC 감소(14.3oC→14.0oC), c3 관정은 0.4~0.5oC

감소(14.6~14.7oC→ 14.2oC), c4 관정은 0.4~1.5oC

감소(14.0~15.0oC→13.5~13.6oC), c5 관정은 1.5~

3.4oC 감소(15.2~17.1oC→ 13.7oC)되어, 토출온도 감소

량이 c5→ c4→ c3→ c2 순서로 줄어들었다. 즉, 이

측선상의 관정들에서는 지하수 토출온도 감소량이 하

천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 커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

났다. 전술된 B-B' 측선과 후술되는 D-D' 측선상에서

수막재배 말기 단계에 하천수의 영향 범위가 하천으로

부터 160~165 m 정도까지의 거리임을 감안하면, C-

C' 측선상에서도 하천으로부터 거리 148 m 지점의 c2

관정까지는 하천의 영향 범위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관정들(c3~c5 관정)에서 관

찰되는 지하수 토출온도 감소량은 하천수의 영향이 아

니라 관정 내 대수층들간의 상호 영향력 변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후술되는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변화에서도 검토되었다.

특히, c5 관정은 시기별로 지하수 토출온도 변화가 심

하게 나타났다. 이 관정에서는 2012년 3월에 토출온도

가 13.7oC였으나, 2013년 11월에는 15.2~17.1oC로

높은 온도를 보였으며, 2014년 2월에는 다시 13.7oC로

낮아졌다. 2013년 11월에는 3회 수질 측정이 이루어졌

으며, 11월 중에도 초에서 말로 가면서 토출온도가 점

차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c5 관정에서의 이러

한 토출온도 변화는 수막재배 후기에 주변 지하수위가

하강함에 따라 관정내로 지하수를 공급하는 주요 대수

층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막

재배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연구지역 전체의 지하수

누적사용량은 증가되고 지하수 토출량이 감소되면서,

관정 내에는 하부 대수층(T = 15.2~17.1oC)에 비해

지하수 수온이 낮은 상부 대수층(T = 13.7oC)의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D-D' 측선: 이 측선상의 관정들 중 d1~d4 관정들

에서는 지하수 토출온도가 2013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로 가면서 0.5~2.6oC 범위 내에서 감소량을 보였으

나, d5 관정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d6~d9

관정들에서는 오히려 토출온도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

였다. d1 관정은 0.5oC 감소(13.6oC→13.1oC), d2 관

정은 2.5~2.6oC 감소(12.4~12.5oC→9.9oC), d3 관정

은 0.5~0.6oC 감소(12.6~12.7oC→ 12.1oC), d5 관정

은 0oC 변화(13.9oC→ 13.9oC), d6 관정은 0.2~0.4oC

증가(13.7oC→13.9~14.1oC), d7 관정은 0.0~0.2oC

증가(14.2oC→14.2~14.4oC), d8 관정은 0.0~0.3oC

증가 혹은 0.8~1.1oC 감소(13.4~14.5oC→ 13.4~

13.7oC), d9 관정은 0.4oC 증가(13.6oC→14.0oC)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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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출온도 감소량이 d2→ d3→d5 순서로 줄어든

것은 이 측선상에서 하천수의 영향력이 하천으로부터

d5 관정까지 거리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d5 관정보다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d6~d9 관정들에서

는 11월에 비해 이듬해 2월에 오히려 지하수 토출온도

가 0.4oC 이내의 범위에서 상승되거나 유지되는 양상

을 보였다. 이로 보아, D-D' 측선상에서 하천수가 미치

는 최대 영향 범위는 d5 관정까지의 거리 약 165 m

이내이며, 이보다 멀리 떨어진 d6~d9 관정 분포지역

에서는 하천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d6~d9

관정 분포지역에서 시기별로 토출온도의 변화를 보이

는 것은 이 지역에 서로 다른 2개 대수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수막재배 말기에 수온이 약간 높아지는 것

으로 보아 말기에 하부 대수층(T = 14.0~14.5oC)의

영향이 우세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d8 관정은 수막

재배 초기에 2개 대수층의 혼합 양상을 보이다가 말기

에는 상부 대수층(T = 13.7oC)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d1 관정은 하천에 가까이 위치하지

만, 지하수 토출온도가 2012년 3월에 13.6oC, 2013년

11월에 13.6oC로 동일하였고, 2014년 2월에 13.1oC로

측정되어 0.5oC 감소하였다. 즉, 수막재배 말기인 2014

년 2월에는 d1 관정이 하천수의 영향을 미약하게 받았

던 것으로 보인다. 

4.3. 하천수, 지하수, 배수로 물의 산소·수소 안정

동위원소 조성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하천수 시료

는 4차에 걸쳐 채취되었으며, 그 조성은 Fig. 2와 같

이 도시된다. 1차 시기(2012년 2-3월)에 하천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8.17~-8.04‰,

δD = -58.0~-57.1‰, d(= δD-8δ18O) = 6.56~7.36‰

로서, 수온, pH, EC, DO 값과 달리 채취 일시 및

장소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에 채

취된 하천수는 다른 시기들(2013년 11월, 2014년 2월

과 6월)의 하천수에 비해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

성이 매우 가벼웠으며, 중수소 과잉 값도 다른 겨울철

시료들에 비해 작은 값을 보였다. 2차 시기(2013년

11월)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7.89~-7.76‰, δD = -55.3~-54.7‰, d-value =

7.08~8.42‰이며, 채취된 하천 위치에 따른 차이를 거

의 보이지 않았다. 2012년 2-3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무거운 조성을 보였다. 중수소 과잉 값은 2012년

2-3월 시료와 비교해 볼 때, S1, S3 시료는 유사하였

으나, S2 시료에서는 약 1‰ 정도 커졌다. S4 시료는

1차 시기 하천수의 평균적인 중수소 과잉 값(7.05‰)

에 비해 약 1.4‰ 정도 커졌다. 3차 시기(2014년 2월)

하천수에서도 δ18O 값(-8.05~-7.97‰), δD 값(-54.5~

-54.2‰), d 값(9.56~10.10‰)은 하천의 위치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에

비해 δ18O 값은 약간 낮아지고, δD 값은 높아졌다.

중수소 과잉 값은 2013년 11월에 비해 1~3‰ 정도

높아진 경향을 보여, 2014년 2월의 하천수는 다른 겨

울철 시기에 비해 중수소 과잉 값이 가장 높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4차 시기(2014년 6월) 하천수의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에 있어서는 δ18O 값(-6.11~

-5.82‰)과 δD 값(-46.0~-45.8‰)은 매우 커졌으나,

반대로 중수소 과잉 값(0.76~2.88‰)은 매우 낮게 나

타나, 여름철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은 겨울철과는 매우 달랐음을 보여준다.

연구지역 하천수는 겨울철과 여름철에 산소·수소 안

정동위원소 조성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으며, 겨울

철도 측정 시기마다 그 조성비가 변하고 있음을 보였

다. 이는 해마다 강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비가 변화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

서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전반적

으로 그 지역 강수의 위도 및 고도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ee and Lee, 1999). 연구지역

에서의 강수에 대한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자료는

Fig. 2. Plot of δD versus δ18O in stream water samples in

the study area. GMWL means the global meteoric water

line of Craig (1961). LMWM (local meteoric water line) is

fitted by data from Moon et al. (2007). Rain (YS):

precipitation collected from 2001 to 2004 in Yuseong,

Daejeon (Moon et al., 2007). whole: whole data plot of

precipitation, mean: weighted mea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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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연구에서 구하지 못하였으나, 기상 현상의 유사

성을 가정하여 대전 유성지역의 강수 자료와 연구지역

의 하천수 자료를 비교해 보았다. Moon et al.

(2007)은 대전 유성지역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

년간 채취된 강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자료를

보고하였다. 해발고도 60 m(계룡 스파텔), 209 m(유성

컨트리클럽), 424 m(백운봉), 842 m(계룡산 천황봉)를

대상으로 누적 강수에 대한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를 도시하면 Fig. 2와 같고, 이에 의한 지역적인

순환수선(local meteoric water line, LMWL)은 δD =

7.53δ18O + 6.49‰이 된다. 유성지역에서 채취된 누적

강수의 가중 평균값은 δ18O = -7.7‰, δD = -51‰로

서, 연구지역에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채

취된 겨울철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이 이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따라서, 대전지역과 연구

지역의 기상 조건이 유사하다면, 연구지역에서 겨울철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강수의 평

균적인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반영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4년 6월의 하천수에 대한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강수의 평균적인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보다 훨씬 무거워진 경향

을 보였다. 즉, 연구지역 내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

동위원소 조성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낮고, 기온이

높은 6월에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

전 지역 강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비가 1월부터

5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

(Lee and Chang, 1994)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6월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계절 직

전이기 때문에 집중 강수에 의해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비가 낮아지는 우량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지하수 시료는 3차에 걸쳐 채취되었으며, 이들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Fig. 3와 같이 도시된

다. 1차 시기(2012년 2-3월)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8.33~-7.38‰, δD =

-59.8~-54.9‰, d-value = 4.14~7.22‰ 범위를 보였

다. 2차 시기(2013년 11월)에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8.22~-7.24‰, δD =

-56.0~-51.1‰, d-value = 5.72~9.76‰로서, 하천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 안정동위원소비와 중수소 과잉 값을 보였다. 3차

시기(2014년 2월)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도 δ18O = -8.04~-7.19‰, δD = -55.6~-51.3‰,

d-value = 6.22~9.52‰로서, 2차 시기와 유사함을 보

였다. 수막재배 시작 단계인 2013년 11월과 그 이듬해

수막재배 말기 단계인 2014년 2월에 측정된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비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조성

범위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2-3월의 지하수는 이들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소 안정동위원소비와 중수소 과

잉 값을 보였으며, 이는 하천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난 현상이다. 이의 원인을 시기별 강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분석에 이용된 방법과 사용 기기의 차이에

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수로 물은 2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이들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하천수 및 지하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과 함께 Fig. 4에 도시되었

다. 2차 시기(2013년 11월)에 채취된 배수로 물(Table 1

의 D1~D4)의 수온(15.7~16.7oC)은 주변 하천수에

비해 3.2~4.8oC 정도 높게 측정되었으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δ18O = -7.89~-7.74‰, δD =

-55.1~-54.3‰, d-value = 7.32~8.42‰)은 하천수와

매우 유사함을 보였다. 하천수와 배수로 물의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서로 유사한 것은, Moon et

al. (2015)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배수로 물의 상당량이

수막재배 이용 후 배출되는 지하수 뿐 아니라 하천수

에서도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게 된다. 배수로 물

이 하천수와 유사한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보임에도 하

천수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게 된 것은 적은 부피로 인

해 대기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천수가 배수로에 유입되는 과정은 상류 지

점에서 수문을 통해 하천수가 직접 누수·유입되었을

Fig. 3. Plot of δD versus δ18O in groundwater sample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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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토

양대를 통하여 하천수가 인근 배수로로 침투유입되는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배수로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a1, a2, b2, d2 관정

내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과 유사하

므로(Fig. 4(c), (d)), 하천 가까이에서 하천수와 유사한

수질 성분을 가지는 지하수의 영향도 함께 받고 있음

을 고려해야 한다. 3차 시기(2014년 2월 11일)에 배수

로 물은 D4에서만 채취되었고, 이의 산소·수소 안정

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7.92‰, δD = -54.2‰, d-

value = 9.16‰이다. 이 또한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

정동위원소 조성(δ18O = -8.05~-7.97‰, δD = -54.5~

-54.2‰, d = 9.56~10.10‰)과 유사할 뿐 아니라, 이

시기의 지하수 관정 a1, a2, a3, b1, b3, d1, d2 등과

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였다(Fig. 4(e), (f)). 이로 볼

때, 연구지역 내 배수로 물에 대한 지하수와 하천수의

혼합 비율을 정량적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를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4.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과 대

수층 분류

전반적으로, 연구지역에서 측정된 지하수의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들은 하천수에 비해 무거운 조성

쪽으로 편향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난 이유는 여름철에 연구지역의 논에 채워진 논물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2014년 6월에 하

천수가 매우 무거운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가지는 것과 연관되어 보인다. 그러나, 논물이 지하수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연구를 통

해 보다 정량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구지역 내

관정들은 시기별로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에서 각기 다른 변화 양상을 보였다. Fig. 4는 하

천수, 배수로 물, 지하수에 대한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을 시기별로 도시한 것으로서, 하천수와 지

하수 그리고 배수로 물 상호간의 관계 뿐 아니라, 각

개별 관정들에 대한 시기별 조성 변화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각 측선별로 관정에서 관찰된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변화에 대하여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A-A' 측선: 이 측선상의 관정들 중 a1, a2 관정에서

는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모든 시

기에 걸쳐서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Fig. 4(a), (c), (e)). 이로

볼 때, 이 관정 지하수들은 항상 하천수의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막재배 초기인 11월중에

도 지하수 토출온도가 11.2~12.1oC로 낮게 측정된 것

과 잘 일치되는 현상이다. a3 관정의 지하수는 a1, a2

관정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막재배 말기 단계

(2012년 3월과 2014년 2월)에 a3 관정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

소 조성과 유사함을 보였으나, 수막재배 초기 단계

(2013년 11월)에는 하천수보다 상당히 가벼운 조성쪽

으로 편향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a3

관정에서 수막재배 말기에 보이는 토출온도 감소의 원

인은 2개 대수층의 존재 가능성과 하천수의 영향 가능

성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막재배 말기

인 2-3월에 a3 관정 지하수가 하천수와 유사한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a3 관정은 하천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

된다. 수막재배 초기(2013년 11월)에는 a3 관정 지하

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하천수에 비해

오히려 가벼워지는 쪽으로 편향되었다. 이는 수막재배

비수기에 하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특성(δ18O = -8.22‰, δD =

-56.0‰, d-value = 9.14‰)으로서, 연구지역 내 독립

적인 대수층(이하 대수층 A라 칭함)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술되는 D-D' 측선상의 d1 관정

역시 a3 관정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Fig. 4(b),

(d), (f)). 

B-B' 측선: 이 측선상의 관정들 중 b1, b3 관정 내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수막재배 초

기인 11월에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에 비해 월씬 무거운 조성 범위에 위치하였으나, 수막

재배 말기인 2-3월에는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과 유사함을 보였다(Fig. 4(a), (c), (e)).

2-3월에 보이는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이 관

정들이 수막재배 말기에 하천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이 관정들도 수막재배

초기에는 토출온도(b1 = 13.2~15.0oC, b3 = 15.6oC)가

높고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무거우므로, 하

천수의 영향을 잘 받지 않으며 주변에 발달된 대수층

에 의해 수질이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에 b1, b3 관정 지하수가 가지는 산소·수소 안정

동위원소 조성(δ18O = -7.56~-7.46‰, δD = -52.4~

-51.8‰)은 이러한 대수층(이하 대수층 B라 칭함)의 특

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천에서 173 m 거리

에 위치한 b5 관정에서는 2012년 3월에만 자료가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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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었으며, 이는 수막재배 말기에도 하천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지시한다(Fig. 4(a)). 이 관정 지하수의

산소 안정동위원소 조성(δ18O = -7.57‰)은 수막재배

초기에 하천의 영향이 없었던 b1, b3 관정 내 지하수

의 산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δ18O = -7.56~-7.46‰)

와 유사하여 b5 관정은 대수층 B의 영향을 항시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b4 관정의 지하수는 2013년 11월에 하천수와

다른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를 보였으며,

하천수와 b1, b3 관정 지하수와의 중간 정도의 조성을

Fig. 4. Plot of δD versus δ18O in stream, ditch and ground water samples in the study area. Temporal and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stream and ground water is show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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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러나, 2013년 11월에 비해 2014년 2월에는

산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약간 가벼워져 하천수의 조

성 범위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b4 관정에서 수막재

배 초기에 비해 말기에 하천수의 영향이 약간 증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b4 관정과 마찬가지로, b2 관정 지하

수도 2013년 11월에 동일 시기의 b1, b3 관정 지하수

와 하천수 사이의 조성 범위를 보였으나, 2013년 11월

과 2014년 2월간에 차이는 없어 보인다. 즉, 지하수

토출온도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b2 관정은 하천수의

영향은 적은 반면에 수질이 비교적 일정한 지하수의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정

내에서는 수막재배 시기 내내 하천수와 지하수의 상대

적인 영향력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C-C' 측선: 이 측선상의 관정들에서는 지하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모두 하천수와는 판이

하게 다른 특징을 보였다(Fig. 4(b), (d), (f)). 이러한

특징은, 토출온도 자료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이들 지

하수가 하천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현상과 관련

되어 보인다. 하천으로부터 약 266 m 떨어진 지점의

c3 관정 지하수는 연구지역 전체 관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보였으며 하

천수와 가장 다른 조성을 보였다. 이러한 c3 관정은

또한 수막재배 초기(2013년 11월)와 말기(2014년 2월)

간에도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δ18O = -7.24~

-7.19‰, δD = -51.3~-51.1‰, d-value = 6.22~6.82‰)

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정 내에는 독립된 1

개 대수층(이하 대수층 C라 칭함)만 발달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c2, c4 관정 지하수는 c3 관정 지하수에 비해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약간 가벼워져 있으며,

2013년 11월에 비해 2014년 2월에 더 가벼워지는 양

상을 보였다. 이로 보아, c2, c4 관정 지하수는 수막재

배 초기에는 c3 관정을 지배하는 대수층 C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말기로 가면서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상

대적으로 가벼운 특성의 대수층 B의 영향을 많이 받

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막재배 말기인 2014년

2월에 c2, c4 관정의 지하수 특성(T = 13.5~14.0oC,

δ18O = -7.53~-7.54‰, δD = -53.1~-53.0‰)은 2013년

11월에 b1, b3 관정 지하수의 대수층 B 특성

(T = 13.2~15.6oC, δ18O = -7.56~-7.46‰, δD =

-52.4~-51.8‰)과 유사함을 보인다. 2014년 2월의 c1

관정 지하수 역시 동일 시기의 c2, c4 관정 지하수와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유사함 보였다. 또한,

D-D' 측선상에서 후술되는 2013년 11월과 2월의

d6~d9 관정들이 보여주는 지하수 특성(T = 13.4~

14.5oC, δ18O = -7.78~-7.24‰, δD = -53.4~-51.6‰)

도 이들 관정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을 포함하는 양상을 보여, 대수층 B는 이 관정들(b1,

b3, b5, c1, c2, c4, d6~d9)이 분포하는 지역에 비교

적 넓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지역 내의 대표

적인 대수층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측선상에서 c5 관정의 지하수는 다른 관정

들과 달리 시료 채취시기에 따라 심한 변화를 보였다.

이 관정 지하수의 토출온도와 산소·수소 안정동위원

소 조성은 2013년 11월 8일(T = 17.1oC, δ18O =

-7.64‰, δD = -52.4‰), 2013년 11월 15일(T =

16.2oC, δ18O = -7.73‰, δD = -53.6‰), 2013년 11월

19일(T = 15.2oC, δ18O = -7.68‰, δD = -53.5‰),

2014년 2월 13일(T = 13.7oC, δ18O = -8.04‰, δD =

-55.6‰), 2012년 3월 20일(T = 13.7oC, δ18O =

-8.33‰, δD = -59.8‰)이었으며, 수막재배 초기인

11월에서 말기의 2월과 3월로 가면서 지하수의 토출온

도가 점차 낮아져갔을 뿐 아니라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도 점진적으로 가벼워져가는 경향이 뚜렷하

게 관찰되었다. c5 관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수질 변화

는 하천수의 영향과는 무관하며, 최소한 2개 이상 대

수층의 상호 영향력과 이에 따른 2개 이상 지하수의

혼합 비율 변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정 지하수가 2013년 11월 중에 가지는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D-D' 측선상의 d6~d9 관정 지

하수들의 조성 범위 내에 속하므로(Fig. 4(d)), c5 관정

역시 이 시기에 대수층 B의 지하수에 의해 영향을 받

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c5 관정에서 수막재배 말기

인 2014년 2월에 보이는 특성(Fig. 4(f))은 D-D' 측선

상의 d1 관정 지하수와 A-A' 측선상의 a3 관정 지하

수가 수막재배 초기인 2013년 11월에 가지는 대수층

특성(Fig. 4(c), (d))과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인다. 이들

지하수는 동일 시기의 하천수에 비해 매우 가벼운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연구

지역 내에서 a3, d1 이외의 다른 관정들에서는 볼 수

없는 대수층 A 지하수의 특성이다. a3 관정과 c5 관

정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산소·수소 안

정동위원소 조성이 매우 가벼운 이 지하수는 우측 구

릉지로부터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D-D' 측선: 이 측선상의 관정들 중 d2 관정에서는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시기에 상

관없이 항상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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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다. 따라서, 토출온도 자료 뿐 아니라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의 특징도 이 관정이 항상

하천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지시한다. 토출온도

자료에서, 수막재배 말기에 이 측선상에서 하천수가 지

하수에 미치는 최대 영향 범위는 하천에서 d5 관정까

지의 거리인 165 m 지점까지이며, d5 관정을 전환점

으로 해서 d6~d9 관정들에서는 하천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하수의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변화에도 관련되어 나타났다.

즉, 하천의 영향을 항상 받고 있는 d2 관정에서부터

중간의 d3, d4 관정을 거쳐 하천수의 영향 한계점인

d5 관정까지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보면,

거의 일직선상에서 조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에, 하천수의 영향 한계를 벗어난 d6~d9 관정 지하수

에서는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하천으로부터

의 거리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시기별로도 크

게 변화하지 않아 일정한 범위 내에 분포함을 볼 수

있다. 

한편, 하천에 가장 가까운 d1 관정은 토출온도 관점

에서 하천수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 이 관정의 지하수가 2013년 11월에는 하천수와 다른

산소수로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보였으나, 2012년 3월

과 2014년 2월에는 하천수와 유사한 조성을 보였다.

즉, 수막재배 초기에는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말기에는 하천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d1 관정의 지하수 토출온도가 수막재배 초기

(T = 13.6oC)에 비해 말기(T = 13.1oC)에 0.5oC 정도

로 감소된 현상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Fig. 4에 의하면, 좌측 하천으로부터 우측 구릉지까

지의 거리가 짧은 측선과 긴 측선 간에는 지하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분포와 시기별 변화 양상

이 서로 다르게 관찰된다. 측선 거리가 짧은 A-A', B-

B' 측선상의 지하수 관정들(a1~a3, b1~b4)은 수막재

배 말기인 2-3월에 비교적 좁은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 범위를 보였다. 수막재배 말기에 지하수의

조성 범위가 하천수의 조성 범위 근처에서 매우 밀집

되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에 대부분의 관정들이 하천

수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막재배 초

기(2013년 11월)에는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

소 조성 범위가 폭넓게 변하였으며, 이는 일부 관정들

(a3, b1, b3)이 하천수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변 대수층

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다. a1, a2 관정 지하수는 항

시 하천수의 영향하에 있으나, 나머지 a3, b1~b5 관

정들은 수막재배 초기에는 하천수의 영향을 받지 않거

나 받아도 매우 미약한 정도로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a3 관정 지하수는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하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수층 A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b1, b3 관정은 반대로 하천수에 비

해 훨씬 무거운 대수층 B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측선거리가 긴 C-C', D-D' 측선상에서 a3

관정과 유사하게 대수층 A의 특징을 보이는 관정들은

d1 관정과 2014년 2월의 c5 관정이다. 

측선 거리가 긴 C-C', D-D' 측선상의 관정들

(c1~c5, d1~d9)은 모든 시기에 걸쳐서 지하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이 넓은 조성 범위를 보이는 것은 이들 측선상에

서 지하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다. C-C' 측선상의 지하수는 지하수 토출온도 뿐 아

니라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상으로도 하천수의

영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측선상에서 가장

무거운 조성을 보이는 c3 관정은 독립된 1개의 대수층

(대수층 C)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를 하

나의 단성분으로 해서 c2, c4 관정의 조성이 시기별로

약간씩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소·수소 안정동

위원소 조성 변화 양상으로 볼 때, c2, c4 관정은 시

기별로 2개 대수층 지하수의 혼합 정도가 서로 달라져

서, 수막재배 초기인 2013년 11월에는 대수층 C 지하

수의 조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수막재배 말기인

2014년 2월에는 대수층 B 지하수의 조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2월의 c2, c4 관정

지하수(T = 13.5~14.0oC, δ18O = -7.53~-7.54‰,

δD = -53.1~-53.0‰), 2013년 11월의 b1, b3 관정

지하수(T = 13.2~15.6oC, δ18O = -7.56~-7.46‰, δD =

-52.4~-51.8‰), 2014년 2월의 c1 관정 지하수, 2013

년 11월과 2월의 d6~d9 관정들 지하수(T = 13.4~

14.5oC, δ18O = -7.78~-7.24‰, δD = -53.4~-51.6‰)

는 모두 대수층 B의 영향하에 있는 것들로서, 대수층

B는 b1, b3, b5, c1, c2, c4, d6~d9 관정들이 분포하

는 지역에 넓게 발달하여 연구지역 내에서 대표적인

대수층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우리나라 수막재배지 중 하나인 청주시 가덕면 상대

리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2월 10일부터 2014년

6월 27일까지 하천수, 지하수에 대한 현장 수질과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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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의 수온은 2-3월에 1.4~7.9oC, 11월에는

12.0~12.8oC로 측정되었다. 하천수의 pH는 7.56~

8.48(평균 8.04), EC 값은 238~303 µS/cm(평균 272

µS/cm), DO 값은 10.60~13.78 mg/L(평균 11.85

mg/L)이었다. 

(2) 지하수의 토출온도는 5.5~17.1oC이며, 수막재배

초기에 비해 말기에 하천수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토출

온도가 감소되었다. 지하수의 pH는 6.46~7.69, EC

값은 233~382 µS/cm, DO 값은 2.37~8.67 mg/L로

서, 하천수에 비해 pH와 DO 값은 낮게 측정되었으며

EC 값은 유사하거나 높게 측정되었다. 

(3) 수막재배 초기와 말기의 지하수 토출온도 차이를

근거로 각 구간별 하천수의 최대 영향 범위를 추정하

였다. A-A' 측선에서는 133 m 이상, B-B' 측선에서는

최소 160 m, D-D' 측선에서는 최대 165 m까지로 해

석되었다. C-C' 측선에서는 조사 관정들에서 하천수 영

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는 겨

울철(2012년 2-3월, 2013년 11월, 2014년 2월)에

δ18O = -8.17~-7.76‰, δD = -58.0~-54.2‰, d(= δD-

8δ18O) = 6.56~10.10‰, 초여름(2014년 6월)에

δ18O = -6.11~-5.82‰, δD = -46.0~-45.8‰, d =

0.76~2.88‰의 범위를 보였다. 2012년 2-3월에 가장

가벼운 조성비를 보였으며, 2014년 6월에 가장 무거운

조성을 보여 겨울철과 여름철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

정동위원소 조성비는 매우 달랐다. 

(5)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는

δ18O = -8.33~-7.19‰, δD = -59.8~-51.1‰, d = 4.14~

9.76‰ 범위로서, 전반적으로 겨울철 하천수에 비해 무

거운 조성쪽으로 편향되었으며, 2014년 6월 하천수보

다는 가벼운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여름에

논물로 이용되는 하천수가 지하수의 함양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가능성을 지시하게 된다.

(6) 하천으로부터 우측 구릉지까지의 거리가 짧은 측

선과 긴 측선 간에는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

소 조성 범위와 시기별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게 관찰

되었다. 측선 거리가 짧은 A-A', B-B' 측선상의 지하수

관정들은 수막재배 말기인 2-3월에 비교적 좁은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를 보였으며, 대부분

의 관정들이 하천수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수

막재배 초기(2013년 11월)에는 조성 범위가 폭넓게 변

하였으며, 이는 일부 관정들이 하천수의 영향에서 벗

어나 주로 주변 대수층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다. 

(7) 측선 거리가 긴 C-C', D-D' 측선상의 관정들은

모든 시기에 걸쳐서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

소 조성 범위가 넓게 나타났으며, 지하수가 다양한 원

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였다. C-C' 측선상의

지하수는 하천수의 영향이 없고, 2개 이상 대수층들간

의 영향력 변화에 의해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도 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D' 측선상에서는 영향

범위 165 m 이내에서 하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

하수에 미치는 하천수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

였으며, 이보다 멀리 떨어진 관정들에서는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시기

별로도 크게 변하지 않아 일정 조성 범위를 가졌다. 

(8)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으로 볼

때, 연구지역 내에는 성질이 다른 3개 대수층이 존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수층 A의 지하수는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조성(δ18O = -8.33~-8.04‰, δD =

-59.8~-55.6‰)이 하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특징을 가진다. 대수층 B는 연구지역에서 대표적인 대

수층으로서 B-B', C-C', D-D’ 측선상에서 넓은 범위

에 걸쳐 발달되어 있다. 대수층 B 지하수의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7.78~-7.24‰, δD =

-53.4~-51.6‰ 범위이다. 대수층 C의 지하수는 연구지

역내에서 가장 무거운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δ18O = -7.30~-7.19‰, δD = -52.2~-51.1‰)을 가지

며 C-C' 측선상의 중심 부분 혹은 D-D’ 측선상의 측

선 거리 1/3 지점 부근의 관정에서 관찰되었다. B-B',

C-C', D-D' 측선상의 관정들은 하천수의 영향 뿐 아니

라, 대수층 B와 대수층 C를 단성분(end-member)으로

하여 시기별 혼합 비율을 달리하는 산소·수소 안정동

위원소 조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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