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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 known that the inflow of rainwater and the infiltration of groundwater to sewerage (I/I) increase the

sewage and burden sewage treatment plants and lower their treatment efficienc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i-

mate the amount of I/I. In this study, well groundwaters, public water supplies (PWSs), and sewage and rainwater

channels were investigated to check whether oxygen and deuterium isotopes could be used as a tool for I/I estima-

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isotopic composition of PWS in Jeonju area is very consistent over time and dis-

tinctly lighter than the circulating local rainwater (CLR) because it is supplied from Yongdam Dam, which is

located about 40 km inland to the east in the mountainous a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sewage mostly originates

from the PWS, we could calculate the amounts of CLR in the sewerage from a monitoring station using unaffected

rainwater and tap water as mixing end members. The calculation revealed that the CLR fraction ranged from 50%

to 90% depending on observation time. This is well supported by the dilute natures of the sewages at the station.

The fraction of PWS in investigated well waters were about 46%, indicating that leaking of PWS is very serious

and is an important groundwater source in the study area. Since the infiltration of such groundwater may not alter

the isotopic composition of sewage significantly, the actual I/I would be much greater than the calculated ones.

Key words : Deokjin Park, oxygen-deuterium isotope, public water supply and sewerage, groundwater, Infiltration/

Inflow (I/I)

하수관거에 지하수가 침투하고 우수가 유입(I/I)되게 되면 하수의 양이 크게 늘어나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가중되고,

하수의 처리효율도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하수 중의 I/I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산소 및 수소 동

위원소를 이용한 I/I 측정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전주시 덕진공원 유역 내 관정 지하수

및 수로수, 상수도 등에 대하여 동위윈소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주지역의 상수도는 전주에서 내

륙으로 약 40 km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한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강우와는 뚜렷이 다른 동위원소적 특

성을 보이고, 시간에 따른 조성의 변화도 거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수는 기본적으로 상수도에서 발생하므로, 상수

도와 지역강우를 양극단으로 하여 하수로 내 지역강우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덕진공원 유역 내

하수로 1개 지점에서 지역강우의 함량을 계산한 결과, 강우가 시기에 따라 하수의 50%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오염농도가 높지 않은 하수의 수질을 통하여도 잘 뒷받침된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지하수내 상수도의 함량도 약 46%나 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의 누수가 중요한 지하수원이 되고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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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지하수는 하수로에 유입되어도 하수의 동위원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수로에 유입되는 우수와 지하수의 량은 계산 결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덕진공원, 산소-수소동위원소, 상하수도, 지하수, 침입수/유입수 (I/I)

1. 서 론

물속의 산소, 수소 안정동위원소는 자연수의 기원을

밝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Clark and

Fritz, 1997). 빗물의 산소수소 동위원소 조성(δ18O,

δD)은 기온, 위도, 고도, 내륙의 위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변화되나 전체적으로는 대략 δD = 8δ18O +

10의 관계를 보인다(Clark and Fritz, 1997). 아울러,

강우로 내린 물도 증발, 암석과의 반응, 화학반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화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동위

원소 조성의 분화특성은 자연수의 기원을 밝히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라도 깊

은 곳의 지하수는 동위원소적으로 가벼운 특성을 보이

며, 이는 깊은 곳의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고지대에서

함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Kim et al., 2005). 즉, 무

거운 동위원소 조성의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쉽게 물방

울을 형성하기 때문에 강우초기의 빗물은 무거운 동위

원소 조성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수증기의

동위원소조성은 점차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후에 내리

는 강우는 점차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증

기가 산을 넘으면서 산정상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

운 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비가 내리게 되고(고도효과;

Clark et al., 1982), 수증기의 공급원인 해양으로 부터

내륙으로 들어가면서도 동위원소 조성은 가벼워지는 경

향이 있다(대륙효과; Barry and Chorley, 1987). 이

때문에 어느 관측지점에서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하천

수는 인근의 지하수보다 동위원소적으로 가벼우며 이

를 이용하여 하천유량에서 기저유출량을 분리할 수도

있다(예: Fritz et al., 1976). 강우가 증발에 영향을

받게 되면, 동위원소적으로 가벼운 물분자가 먼저 증

발되고 남아 있는 물은 점차 무거워지나, δ18O vs.

δD에서 지구강우선 보다 작은 기울기로 조성이 변화되

어, 지구강우선의 아래에 도시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 일반적으로 저수지물은 오랜 기간 물이 고여 있어

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동위원소 조성을 보이게 된다.

Kim (1999)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Crystal Lake

인근 지하수에서의 호소수 함량을 계산하고, 지하수의

유동경로를 추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위원소 조성 특성을 이용하

여, 덕진공원 유역 하수관거를 흐르는 하수유량 중 지

하수 및 우수의 유량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하수관거에

지하수 또는 우수가 유입되게 되면 하수의 양이 크게

늘어나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가중되고, 하수의 처리효

율도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하수 중의 지하수 및 우

수 함량을 알아내는 것은 하수차집 효율성 측면뿐 아

니라 하수처리

장의 운영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하수나 우수

가 하수관거에 유입되면, 하수관거의 부실, 하수처리장

의 부하를 가중, 하수처리의 효율을 저감시키는 등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2).

상하수도공학에서는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유량을 지하

수에 의한 침입수(infiltration)과 강우에 의한 유입수

(inflow)로 구분하기도 한다(King, 1995). 이를 합하여

‘infiltration/inflow (I/I)’로 표시한다. 강우 유입수는 강

우시 수문곡선분리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침입수의

경우는 물소비량 분석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Choi et al., 2002; King,

1995). 최근에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측정방법이 해외에

서 이용되고 있으나(Schilperoort, 2004; Kracht et

al., 2007), 하수의 수원이 지역의 지하수와 동위원소

조성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덕진연못 상류 집수구역내 하수로를 흐르

고 있는 하수 중의 지하수함양을 산정할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많은 도시는 연안

쪽에 존재하고, 수원은 멀리 떨어진 내륙의 고지대에

있어 이들 연안도시의 하수와 지하수와의 동위원소 조

성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수관거 내 강우 및 지하수

함량 (infiltration and inflow; I/I) 산정에 동위원소적

기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지역

덕진연못 유역에서는 시대미상의 옥천계 퇴적암들인

신동층과 기린봉층과 이들을 관입하고 있는 백악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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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강암이 기반암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생퇴

적층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여있다(Hong and Kim,

1969; Choi et al., 2015a). 덕진공원 유역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고도가 높다. 덕진공

원 유역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도솔봉(118 m)은 덕진

연못의 정동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서

쪽(조경단 쪽)으로 확장된 능선에 의해 상류유역이 남

북으로 나뉜다(Fig. 1). 북쪽 유역은 공원지역으로써 한

국소리문화의 전당, 체련공원, 전주동물원 등을 포함하

고 있으며, 대지마을과 용수리 등과 같은 마을도 존재

하고 있다. 남쪽 수계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며

전북대학교 부속병원 등을 포함하는 도심지역에 해당

한다(Fig. 1). 덕진공원은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덕진연못의 생태환

경은 좋지 못한 상태이다. 과거에는 덕진연못으로 유

입되던 자연 하천들이 있어, 연못의 물갈이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도시

화으로 인하여 이들 하천들은 소멸되었거나, 오수가 혼

합되어 흐르는 하수로로 바뀌게 되었다(Kim et al.,

2014 ; Choi et al., 2015a). 이로 인하여 덕진연못으

로 유입되는 양질의 유입수가 없어 덕진연못의 수생태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상류를

흐르던 하천을 복원하여 덕진공원으로 유입시키기 위

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Choi et al., 2015b), 본

연구도 그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전주기상대의 지난 10

년간(2004~2013년) 전주지방의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

은 각각 13.7oC, 1338 mm이다. 국가 지하수 관리기

본 계획에 의하면, 전주지역의 연간 지하수 함양량은

224 mm로써, 전국평균보다 36 mm나 많다. 

2.2.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수질조사는 유역내 지하수와 수로수,

수돗물에 대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 까지

총 3회(2013년 11월 26일, 2014년 2월 27일, 2014년

4월 11일)에 걸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로수라

함은 지표수로 및 관거수로를 흐르는 우수와 하수를

모두 포함한다. 시료채취 위치 및 몇몇 위치의 사진은

Figs. 1, 2와 같으며, 각 시기별로 그림에 표시된 모든

지점이 조사되지는 않았다. 

pH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였으며, 물 시료는 4 L

멸균 채수병에 채수한 후 4oC를 유지한 상태로 실험실

로 옮겨와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총질소(Total Nitrogen, TN), 총인

(Total Phosphorous, TP) 등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

Fig. 1. The watershed of Deonjin Pond and sampling locations for channel waters, well waters, and tap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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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ME, 2015) 및 Standard Method를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알칼리도(alkalinity), 주요양이온(Ca, Mg,

Na, K), 주요음이온(Cl, NO3-N, SO4) 분석용 시료는

모두 현장에서 0.45 μm 막여과지로 여과하였으며, 특

히, 주요양이온은 초순수 질산을 이용하여 산처리 하

였다. COD는 과망간산칼륨으로 30분간 가열시켜 산화

시킨 다음 소비된 산소의 양을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총질소와 총인은 120oC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각각

질산성질소와 인산염으로 산화시켜 흡광광도계(UV-

Visible Spectrophotometer)로 정량하였다. 주요양이온

은 원자흡수 분광분석기를 이용하였고, 주요음이온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알칼리도

는 Gran적정법으로 분석하였다. 산소, 수소동위원소

(δ18O, δD)분석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정밀도는 각각

±0.1‰, ±1.0‰이다.

수로의 유량측정은 WL 및 JK1지점에서 이루어졌으

며, 초음파 침적식 유량계가 이용되었다. 측정된 유량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장비로 WL지

점에서 유량을 측정한 값을 NaCl 추적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치와 비교하였으며(Choi et al. 2015b), 추

적자시험법과 PCM3 초음파 침적식 유량계로 WL수로

의 유량을 측정한 결과, 두 방법의 차이는 6.7%에 불

과하였다. 유량측정도 3회(1차: 2014년 1월 2일, 2차:

2월 28일, 3차: 4월 22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나, 수질

조사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3. 결 과

3.1. 각 수종별 결과

3.1.1. 전체

본 연구에서 조사된 관정지하수와 수로수 시료들의

동위원소 분석값들은 시기별로 변화를 보이기는 하였

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수도를 포함하여 모두 지구강우

선(global meteoric water line; GMWL)위에 도시되

었다(Fig. 3). 이는 연구지역내 수돗물과 지하수, 수로

수가 모두 강우에서 기원하였음을 의미한다(Clark and

Fritz, 1997). 그러나 수돗물은 연구유역 바깥에서 유래

하기 때문에 연구유역 내에 내린 강우와는 기원을 달

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내에 내린 강우와 이에

의해 함양된 지하수를 ‘지역순환수’라고 칭하고, 유역

외에서 유래된 수돗물과 구분하였다. 

동위원소 조성에 있어 시기별, 위치별 편차는 수종

별로 달리 나타났다. 수돗물의 경우(WG시료 포함, 이

유 후에 설명)는 시기별, 위치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지하수, 지표수의 순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Fig. 2. Photos of several sampling locations (WL, JK1, JK5, WG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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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조사된 WL 및 JK1지점의 시기별 유량

은 Fig. 4에 강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3.1.2. 수돗물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수질 및 동위원소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수도 물(δ18O=-8.47‰, δD=-57.8‰)

은 연구지역 내에서 채수된 다른 지하수 및 지표수 시

료들(δ18O=-8.30~-7.42‰, δD=-56.4~-49.0‰)보다

뚜렷이 가벼운 동위원소조성을 보였다(Fig. 5). 이는 전

주권 광역상수도가 연구지역에서 내륙 쪽으로 약

34 km 떨어진 진안의 용담댐에서 채수되는 것과 관련

이 있어 보인다. 용담댐은 수위가 해발 240 m내외로

써, 덕진연못의 수위 약 26 m보다 210 m이상 높고,

연구지역 최고지인 도솔봉(118 m)보다도 120 m나 높

다. 이와 같은 상수원 취수지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

여 수돗물은 고도효과(Clark and Fritz, 1982)에 영향

을 받아, 전주지역의 강우나 강우에 의해 함양된 지하

수보다 가벼운 동위원소 조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3.1.3. WG시료 (누수된 수돗물)

WG지점의 수로에서는 덕진연못의 상류에서 흘러오

는 하수와 우수가 섞여 흐른다. WG지점의 배수구는

물이 덕진연못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

진 우회 배수로라고 할 수 있다(Fig. 2). 본 연구에서

Fig. 4. Variations of measured flows at channels WL and JK1 and precipitation during this study. 

Fig. 3. Relations between δD and δ18O for the wat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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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WG시료는 수로의 물이 아닌 수로의 측면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채수한 것이다(Fig. 2). WG시료는 수

도꼭지 물과 다른 시기에 채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우 유사한 동위원소 조성을 보였다. 이는 WG시료가

수도관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

는 WG시료가 수돗물과 매우 유사한 화학조성을 보이

는 것으로도 설명된다(Table 1). WG에서 채수된 시료

들을 수돗물에 포함시켜도, 수돗물의 동위원소조성은

δ18O=-8.40~-8.53‰ 및 δD=-57.8~-58.7‰로 변화

폭이 매우 작았다(Fig. 5, 6). 수돗물의 동위원소조성이

이처럼 시기별로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용

담댐이 저수량 815×106 m3인 국내 5위의 대형 댐이

어서 증발이나 계절별 강우의 조성 변화 등에 의하여

도 동위원소조성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1.4. WL수로

WL지점은 유역 내에서 최상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표수로이어서 더 상류지역에 내린 강우를 반영할 것

으로 판단되나, 본 지점에서 채수된 물은 유역 내에서

채수된 다른 어떤 시료보다 무거운 산소, 수소 동위원

소 값을 보였다(Fig. 3). 이는 고도가 높을수록, 강우의

동위원소 조성이 가벼워지는 고도효과(Clark and

Fritz, 1982)와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지역 내

Table 1. Water data collected during this study

ID time* 
sample
Type

pH
EC 

(μS/cm)
δ18O
(‰)

δD
(‰)

COD
(mg/L)

Alk
(mN)

Cl
(mg/L)

SO4

(mg/L)
NO3-N
(mg/L)

Ca
(mg/L)

Mg
(mg/L)

Na
(mg/L)

K
(mg/L)

TN
(mg/L)

TP
(mg/L)

ZOO1 1st C 7.17 236 -8.22 -56.4 8.6 1.55 18.6 8.69 4.24 11.3 4.98 18.2 9.08 87.6 2.79 

JK1 1st C 7.50 542 -8.25 -54.0 5.0 1.78 60.4 23.7 4.15 27.6 7.83 54.3 6.55 8.15 0.32 

JK3 1st C 7.75 501 -8.05 -53.8 4.8 2.89 27.9 27.9 4.15 50.5 8.16 24.0 5.59 6.99 0.18 

JK4 1st C 7.30 226 -8.18 -54.4 7.0 0.92 10.7 13.3 2.85 12.7 5.76 13.8 4.39 5.44 0.17 

JK5 1st C 7.54 387 -8.22 -54.3 5.4 1.47 32.6 21.3 4.30 26.3 6.53 20.6 5.77 9.19 0.38 

YH1 1st C 7.57 594 -8.10 -56.0 9.0 3.48 98.7 26.5 1.47 44.9 9.02 72.7 10.1 65.2 1.22 

WL 1st C 7.14 255 -8.19 -53.6 4.0 1.05 16.6 20.4 2.42 14.6 6.80 14.5 4.36 3.08 0.04 

GW1 1st G 7.08 618 -7.96 -55.0 0.4 3.07 21.1 20.4 4.53 79.4 10.0 11.9 1.31 4.53 0.01 

GW2 1st G 6.59 318 -8.09 -54.8 0.0 1.61 16.7 9.54 6.43 26.2 6.26 16.8 1.82 6.43 0.03 

GW3 1st G 6.47 606 -7.96 -54.2 0.4 1.11 51.6 45.2 22.1 56.1 12.8 27.8 1.62 22.1 0.03 

GW4 1st G 6.36 640 -8.01 -55.2 1.0 1.32 55.0 36.7 24.1 63.0 13.0 24.0 2.82 24.1 0.02 

GW5 1st G 7.01 302 -8.19 -55.5 0.6 1.93 9.29 6.20 4.56 27.8 6.95 12.8 1.94 4.56 0.03 

GW6 1st G 6.68 317 -8.28 -56.4 0.2 1.46 16.8 10.3 7.62 21.5 7.04 17.7 1.74 7.62 0.05 

WG 1st P 6.85 103 -8.53 -58.7 1.2 0.53 7.53 5.72 1.12 7.94 2.60 5.13 2.02 2.54 0.01 

JK1 2nd C 7.33 253 -7.87 -54.6 5.4 2.08 35.0 14.8 4.31 26.2 6.86 19.1 6.35 46.9 0.66 

WL 2nd C 8.44 155 -7.58 -52.3 3.4 1.58 13.6 12.8 0.04 20.3 6.19 11.7 2.54 1.21 0.03 

GW1-1 2nd G 7.29 386 -8.28 -56.3 0.6 2.46 28.2 22.5 7.29 61.3 13.8 8.89 1.53 7.29 0.01

WG 2nd P 7.72 72.7 -8.40 -58.2 1.6 0.46 10.2 7.23 1.48 9.84 2.14 10.5 1.96 1.82 0.02 

JK6 3rd C 7.42 68.4 -7.86 -53.3 8.2 0.61 5.14 6.80 0.70 2.75 1.53 10.3 1.01 2.45 0.19 

YH1 3rd C 7.38 402 -8.16 -55.8 24.0 3.49 41.2 15.3 0.16 42.2 6.38 31.4 10.9 22.0 2.43 

JK1 3rd C 7.48 318 -7.90 -53.5 5.6 2.56 32.5 13.5 2.60 30.8 7.79 23.1 10.6 12.2 0.78 

WL 3rd C 8.12 191 -7.42 -49.0 5.2 1.21 14.4 11.8 0.38 14.2 6.69 14.5 3.34 0.91 0.10 

GW2 3rd G 6.54 231 -8.20 -54.2 0.2 1.65 15.6 9.09 5.93 22.5 5.54 16.1 2.28 7.45 0.28 

GW3 3rd G 6.46 455 -8.04 -54.1 0.2 1.42 50.4 40.8 22.3 56.4 12.6 26.2 2.10 24.9 0.06 

GW5 3rd G 6.73 261 -8.19 -54.5 2.0 1.80 9.25 5.45 4.80 24.4 6.55 12.6 2.39 5.47 0.05 

GW6 3rd G 6.21 315 -8.11 -54.7 1.0 1.81 17.3 11.2 7.89 28.9 7.03 17.6 2.29 9.54 0.06 

GW6-1 3rd G 6.31 243 -8.30 -56.4 0.2 1.80 31.4 10.4 17.8 37.7 7.62 20.0 2.30 21.1 0.09 

TW1 3rd P 6.92 90.8 -8.47 -57.8 1.4 0.52 9.65 6.69 1.33 9.52 1.93 6.99 2.25 1.84 2.10 

TW2 3rd P 7.45 81.8 -8.48 -57.8 1.4 0.51 9.63 6.79 1.34 8.98 1.99 5.80 2.33 1.85 3.10 

TW3 3rd P 6.88 84.5 -8.48 -57.8 1.4 0.54 10.2 7.20 1.32 9.33 1.93 5.94 2.28 1.77 4.10 

* sampling time
1st: November 26, 2013, 2nd: February 27, 2014, 3rd: April 11, 2014
C: Water Channel, G: Groundwater Well, P: Public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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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고도 차이는 최대 약 90 m에 불과하여 고도효

과는 있다고 해도,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WL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은 작고(186,000 m2) 대부분 임

야이며, 일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WL수로에서

는 웬만한 갈수기에도 물이 흐르며(예: 0.7 L/sec,

2014년 2월 28일, 일 5 mm이하 강우 지속 기간 88

일; Choi et al., 2015b), 이는 상류집수구역이 매우

작음을 고려할 때, 이곳을 흐르는 물은 100% 기저유

출, 즉, 지하수가 유출되어 흐르는 것으로 가정해도 무

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WL지점 상류에는 건물도

없고, 상수도도 보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수도

관의 누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지역순

환 지하수로 판단된다. 조사기간 동안 WL지점의 시기

별 동위원소 조성은 다른 수종들에 비하여 큰 변화폭을

보였으며(δ18O=-8.19~-7.42‰, δD=-53.6~-49.0‰;

Fig. 6), 이는 WL수로에 흐르는 물이 지표부근을 순환

하는 얕은 지하수의 기저유출수임을 의미한다.

WL지점의 유량은 1차 시기(2014년 1월 2일)에 163

m3/d로 가장 많았다(Fig. 4). 2차(2014년 2월 28일)와

3차(2014년 4월 22일)조사에서는 각각 52 m3/d와 60

m3/d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3차 조사가 강우 며칠 후

에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시기에 비하여 유량이

크게 증가되지 아니한 것은 상류의 경작지에서 수로의

물을 경작에 이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1.5. 관정지하수

본 연구에서는 총 12개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

취하여 동위원소를 분석하였다. 관정지하수의 동위원소

조성은 δ18O=-8.30~-7.96‰, δD=-56.39~-54.06‰

을 보였고, 이들의 표준편차는 각각 0.12‰, 0.86‰로

수돗물에 비하여는 크지만 기저유출지하수인 WL시료

에 비하여는 작았다(Table 1). 특이하게도, 하류의 관정

지하수들의 동위원소 조성이 WL지점에서 채수된 물보

다 가볍게 나타났다. 연구지역에서 동위원소 조성의 양

Fig. 5. Maximum, mean, and minium values of each water sample. See Figs. 1 and 2 for locations of JK1, 5 and 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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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WL지점 및 수돗물의 값 사이

에 있는 것을 보면(Fig. 3), 덕진공원 유역내의 지하수

는 WG지점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상수도의 누수에 크

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사된

지하수 관정들이 모두 상수도가 들어오는 개발지역의

인근 또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Fig. 1). 관정지하수는 연구지역에서 조사된 어

떤 종류의 물 보다 높은 질산성질소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COD는 수돗물보다도 낮았다.

3.1.6. 수로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수로수는 대부분 하수관거(일부

우수관거)를 흐르는 물에 해당한다. 연구지역에서 우수와

오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하수는 수돗물과 비슷

한 동위원소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수는

WL수로에서 관찰된 동위원소값과 비슷한 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된 수로수들은 지하수와 마찬

가지로 수돗물과 WL시료의 사이에 해당하는 동위원소

조성(δ18O=-8.25~-7.86‰, δD=-56.36~-53.30‰)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수로를 흐르는 물들이 순수한

하수나 우수가 아니라, 서로가 상당부분 섞여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우수와 오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로수를 흐르는 물들은 일반적인 하수에 비

하여 매우 낮은 COD(8.3±5.7 mg/L, 평균±표준편차),

TN(26.6±29.6 mg/L), TP(0.91±0.96 mg/L) 농도를 보

였다(Fig. 5). 우수와 잘 분리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

고 있는 하수의 경우 COD농도가 일반적으로 200 mg/L

를 상회하나, 본 연구지역에서 관찰된 수로는 1개 지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24 mg/L이하(평균 8.3 mg/L,

표준편차 5.73 mg/L)를 보였다. 수로수의 평균수질을

하천생활환경기준과 비교하면, COD기준으로는 4등급

(약간 나쁨), TP기준으로는 VI등급(매우 나쁨)에 해당

한다.

이와 같은 수질분석결과는 연구 지역 내의 우수로에

는 하수가 유입되고 하수로에는 지역순환수가 대량 유

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JK1과

JK5지점은 우수와 분리된 하수로에 해당하나, 이들 위치

에서 채수된 물은 일반적인 하수에 비하여 너무나 낮은

COD(5.4±0.25 mg/L, 평균±표준편차), TN(19.1±18.6

mg/L), TP(0.54±0.22 mg/L)값을 보였다(Fig. 5). 이

같은 결과는 연구지역의 하수로를 흐르는 물은 대부분

지역순환수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JK1하수

로와 인접한 우수로에서는 평상시에 물이 거의 흐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류에서 흘러내려간 지역순환

수(예: WL)는 하수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Temporal variation of isotopic compositions for WL, JK1, and public water supply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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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하수의 동위원소 조성의 시기별 변화양상이 WL과

비슷하지만, 변화폭이 작은 것은 JK1하수로의 물이

WL이 유하한 물 뿐아니라 시기별 동위원소 조성변화

가 크지 않은 다른 물, 즉, 하수(or 수돗물)와 혼합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Fig. 6). 

본 연구에서 조사된 JK1지점의 유량은 1차 시기

(2014년 1월 2일)에 544 m3/d, 2차시기(2014년 2월

28일)에는 269 m3/d, 3차시기(2014년 4월 22일)에서는

529 m3/d로 측정되었다. 2차 조사시기의 유량이 1, 3차

에 비하여 특히 작게 나온 이유는, 2차 조사 당시에는

강우가 5 mm를 넘지 아니한 날이 88일이나 지속되었

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3.2. 하수로 내 지역순환강우 함량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연구지역에서 조사된 물 중

WL지점의 물은 상수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순환

수의 동위원소조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수는

수돗물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상수도의 동위원소 조성

을 반영하여야 하나, 연구지역에서는 하수가 상수도보

다 무거운 동위원소 조성을 보였으며, 이는 적지 않은

양의 지역순환수가 하수로에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L의 동위원소 조성과 수

돗물의 동위원소 조성을 이용하여 JK1과 JK5하수로에

서 채수된 시료들 중에서 동위원소가 분석된 경우에 대

하여 다음 식을 이용하여 지역순환수함량을 계산하였다.

지역순환수비율(%) = 

(식 1)

계산결과, 1차 조사시기에는 이들 하수로에서의 지

역순환수 함량이 약 90%에 육박하였으며, 2차 조사시

기에는 65%, 3차 시기에는 54%로 나타났다(Table 2,

Fig. 7). 1차 조사시기에 JK1 및 JK5지점에서 지역순환

수의 함량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의 수질조사가 강우

직후에 이루어졌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3차조사

는 20 mm이상의 강우가 있은 지 며칠 후에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JK1수로내 지역순환수의 함량이 건조

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2차 조사시기에 비하여도 작게

나타났다. 이는 3차시기 WL수로 유량이 2차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반면, JK1수로의 3차시기 유량은 2차시

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지역의 하수로(JK1지점기준)

를 흐르는 물의 대부분이 지역순환수의 유입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지역의 지하수가 상수도

의 누수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지하수가 하수

관거로 유입되는 것도 상당할 것이므로, 실제로 하수

관거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우수의 비율은 본 연구에서

계산된 결과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평균 동위원소 조성을 이용하여 지하수내 수돗물의 함

량을 계산하여 본 결과, 약 46%에 이르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연구지역에서 상수도의 누수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수도의 누수가 중요한 지하수공급

원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앞서 보인 것처럼, 연구지역

δ
18

O, δD( )SAMPLE δ
18

O, δD( )PWS–

δ
18

O, δD( )WL δ
18

O, δD( )PWS–
------------------------------------------------------------------------- 100×

Fig. 7. Temporal variations of the inflow of rainwater and infiltration of groundwater into sewerage (I/I) at JK1 calculated

based on the isotope data.

Table 2. Calculated I/I fractions at JK1 and JK5 calculated

based on the isotope data

sampling 

period

Sewerage 

station

calculated I/I fraction

δ18O δD average

1st JK1 84% 93% 87%

JK5 91% 86% 89%

2nd JK1 65% 61% 63%

3rd JK1 54% 49% 52%

1st: November 26, 2013, 2nd: February 27, 2014, 3rd: April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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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지하수들은 상수도의 누수로 인하여 수로수들과 매

우 비슷한 동위원소 조성을 보이며, 이러한 지하수가

하수로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WL지점의 동위원소조성

을 바탕으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강우 및 지하수 함

량을 계산한다면, 계산결과는 과소평가된다. 

4. 결 론

본 연구결과는 동위원소 기법이 하수로내 지하수 및

우수유입량 산정에 응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

주 덕진공원 유역의 조사를 통하여 전주지역 상수도의

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조성은 지역의 강우나 지하수에

비하여 명백히 가벼운 특성을 보일 뿐아니라, 시기별

로 매우 일정한 값을 보임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특

성은 전주지역 상수도가 내륙으로 멀리 떨어지고 고도

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것에

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

역에서 하수는 주로 수돗물에서 기인한다는 점과 이러

한 상수도와 지역강우의 동위원소 조성차이를 응용하

여, 덕진공원 유역내의 하수로를 흐르는 물에 포함된

지역순환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1개 지점에서 계산

한 결과, 시기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0%에 이르는

하수유량이 지역강우순환수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지역의 관정지하수 중

46%는 상수도 누수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

고, 이러한 지하수가 하수로에 침투되는 경우를 고려

한다면, 하수로의 실제 I/I는 강우를 극단으로 계산한

결과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지하수와 우수의 하수로 유입으로 인하여 하수관리

에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연구지역에서는 우수

및 오수관거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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