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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problems related with water curtain cultivation (WCC) in Korea includes severe declination of

groundwater levels during the peak season, and it is likely that the problem can be resolved efficiently when the

conne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groundwater and stream are well understood. This study examined temperature,

and oxygen/hydrogen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of the flowing groundwater to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stream and ground water, and the influence of stream water on the nearby aquifer. This study was performed in

Wangjeon-ri (Kwangseok-myon, Nonsan City), the well-known strawberry town using WCC technique. The

sampling was done during February 2010 through June 2011 for both groundwaters and nearby streams.

Temperature distribution pattern indicates that stream widely affected groundwater in the right part of WCC ara. In

the left part, the influence of stream seems to occur narrowly near the stream. The similar phenomenon is reflected

in the oxygen and hydrogen isotopic data.

Key words : Nonsan, Wangjeon-ri water curtain cultivation, groundwater-stream water interaction, ground water tem-

perature, oxygen and hydrogen stable isotopic composition

우리나라에서 수막재배가 주로 이루어지는 수변지역에서는 수막재배 성수기 말기에 지하수위 하강이 심하게 나타

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지하수위 하강과 지하수 자원 고갈의 문제는 인근 하천수와의 연계 특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막재배지에서의 지하수와 하천수와의 연계성 및 지하수 대수층

에 미치는 하천수의 영향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지하수의 토출온도, 지하수와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

성 변화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지역은 딸기 수막재배지로 잘 알려진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지역이며, 지하수와 하

천수의 시료 채취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실시되었다. 지하수의 수온 분포 패턴에 의하면, 하천수의 영향

은 주로 수막재배지의 우측 부분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났으며, 좌측 부분은 하천 인근에서만 좁은 범위의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막재배지 내에서 산출되는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에

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논산, 왕전리 수막재배, 지하수-하천수 상호작용, 지하수 토출온도,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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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국내에 수막재배가 보급된 것은 1984년부터이며,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수막재배 면적이 1991년에 1,100 ha,

2006년에 10,746 ha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하 RDA), 2007). 최

근 몇 년 동안에도 수변지역에서의 시설재배와 수막재

배 면적이 크게 증가되면서, 겨울철 에너지 절감을 위

한 지하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

리나라 수막재배지에서의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보고는

RDA (2007),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이하 KIGAM) (2011), Cho et al.

(2012), Moon et al. (2012), Lee et al. (2015) 등이

있다. 특히, Moon et al. (2012)은 청주시 가덕면 상대

리 딸기 수막재배지에서의 지하수 이용 패턴과 산출량,

지하수위 변화, 배수로의 배출량 등을 근거로 수막재

배 기간 중의 지하수 이용량이 53,138~54,990 m3/ha

인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국내 수막재배

지(10,746 ha)에서의 지하수 이용 총량이 5.7억 m3으

로서 국내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의 33.7~34.9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Lee et al. (2015)은

논산 광석면 왕전리 딸기 수막재배지에서의 지하수 이

용량이 평균 10,900 m3/d, 420 m3/ha인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전국 규모의 수막재배용 지하

수 사용량이 연간 5.4억 m3에 이르며 농업용 지하수

연간 사용량의 약 32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겨울철 수막재배는 일반적으로 11월경부터 시작되어

3월에 종료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양수작업에 따

른 지하수 수위가 11월부터 하강하기 시작하여 수막재

배 성수기 말기(3월 말~4월 중순)에는 최저로 하강하

게 되고,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되고 있

다. 수변지역에서의 점진적인 지하수 수위 하강은 대

수층으로의 하천수 유입을 점차 증가시키게 되며, 이

에 따라 수막재배 말기에는 손실 하천의 특성이 최대

화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Lee et al., 2015; Moon et

al., 2016). 일반적으로 지하수와 지표수는 서로 연계되

어 있으며 수리적/지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Winter et al., 1998; Winter, 1999; Sophocleous,

2002; Lee et al.; Kim et al., 2006; Ha et al.,

2006; Hyun et al., 2006; Chung and Kim, 2009;

Chung et al., 2011; Jeon and Kim, 2011; Kim et

al., 2012; Moon et al., 2016; Choi et al., 2016).

Lee (2004)는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의 질량균

형모델에 의한 호수-지하수의 효율적인 유입/유출률 측

정 관련 활용성과 지하수-하천수-불포화대수 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에의 적용성을 소개하였으며, 최근에 Choi

et al. (2016)은 이러한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전주 덕

진공원 하수에서의 지하수와 우수 혼합 비율을 산정하

는 등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의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하수-지표수 연계 모델에서

이러한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적용 연구는 아

직도 미미한 상황이다(Moon et al., 2016).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저온의 수문학

적 조건하에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 및

유동 특성, 물질의 근원과 이동 기작 등 수리지질학적

연구에서 매우 유용한 추적자이다(Clark and Fritz,

1997). 강수가 지표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함양원이 되

나, 지표수와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

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수년간에 걸쳐 강수

가 불포화대를 통과하는 동안에 물의 산소·수소 안정

동위원소 성분의 계절적 변화는 완화되며, 이로 인해

천부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은 그 지

역 강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의 누적 평균

치(weighted mean)와 유사하게 나타난다(Clark and

Fritz, 1997; Darling and Bath, 1988). 그러나, 지표

수의 경우에는,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무거운 물에 비

해 가벼운 물이 우선적으로 증발되기 때문에, 지표수

에는 무거운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가 상대적으로 부

화되어 강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값보다 높아지

게 된다. 따라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

위원소 성분은 다르게 되어, 지표수-지하수 시스템에서

상대적인 혼합 비율 및 상호 연계성을 평가할 때에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

용하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수변지역에서의 시설재배와 수막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충적층 지하수의 이용량이 크

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수막재배는 겨울철 성수

기에 다량의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양수하게 되므로 수

막재배 말기(2월~4월)에 지하수 고갈과 이에 따른 작물

냉해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KIGAM, 2010; Moon

et al., 2012). 수변지역에서의 이러한 지하수위 하강

문제는 인근 하천수와의 연계 특성이 고려될 때 보다

정량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딸기 수막재배지인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와의 연관성 및

지하수 대수층에 미치는 하천수의 영향 범위 등을 논의

하기 위해, 지하수 토출온도 분포와 함께 지하수-지표수

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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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현황 및 수리지질 특성

연구지역인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일대는 소규모 독립

유역을 형성하며, 도로를 제외한 면적은 약 1.2 km2이

다(Fig. 1 & 2(a)). 북쪽 우측의 낮은 구릉지와 남측

의 노성천이 연구지역 내 지하수 함양과 수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지역 내에는 수

막재배를 위해 주로 충적층 지하수 개발 목적의 NX

관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Fig. 1), 최근에는 지하

수 과다 사용과 노성천에서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수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연구지역 중앙 부분 이북으로는

관정이 심부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지역에

서 겨울철에는 딸기 수막재배, 여름철에는 밭/논농사가

이루어진다. 약 291개동의 비닐하우스 중 약 74% 정

도(Fig. 1에서 노란색 비닐하우스 부분)에서 수막재배

가 이루어지고 있었다(KIGAM, 2011). 겨울철 수막재

배 후 유출된 지하수는 비닐하우스 옆에 만들어진 작

은 수로들을 통해 배출되다가 동-서 방향의 배수로로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연구지역을 벗어난 서측 장호마

을 부근에서 노성천으로 방류된다. 연구지역에 개발된

지하수 관정들의 구경은 NX~150 mm 범위를 보이나

대부분은 NX 관정으로 되어 있다. 관정들의 심도는

10~150 m 범위까지 파악되었으며(Table 1), 관정의 심

도는 노성천변에 가까울수록 얕고 멀수록 깊은 경향을

보인다. 수막재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심도 10~30 m

로서 충적/풍화대 관정이 대부분이었으나, 수막재배 비

닐하우스 동 개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깊어져갔으며,

2009년 이후에 개발되는 신규 관정들은 100 m 내외

심도의 암반 관정들이 주를 이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의 겨울철 지하수위는, 갈수기라는 계절

적 요인 외에도 수막재배기에 집중적인 지하수 이용에

의해, 11월부터 3월 말~4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하

강 추세를 보인다(KIGAM, 2010; 2011). 지하수위 하

강에 따른 수막재배 용수 부족은 1월말부터 겪기 시작

한다. 3~4월부터 지하수위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하천에 가까운 관정은 남쪽 하천수

의 유입에 의해 수위가 회복되고, 하천에서 멀리 떨어

진 지점에서는 북쪽 구릉지의 함양지역으로부터의 지

하수 유입에 의해 수위가 회복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지역은 지구조적으로 옥천변성대 중남부지역으

로서, 지질은 시대미상의 공주편마암 및 편암과 옥천

층군의 변성사질암을 관입한 중생대 쥬라기 반상 화강

섬록암으로 되어 있다(Chang and Hwang, 1980). 수

막재배지는 노성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화강섬록암의 풍

화대 및 하천 충적층 지역이다. 물리탐사 결과, 연구지

역의 토양과 충적층 층후는 20 m, 풍화대 두께 20 m

정도로 보고되었다(KIGAM, 2011). 그러나, 2010년 시

추조사 결과, 연구지역의 남서쪽(하천으로부터 약

400 m 거리)에서는 충적/풍화대의 두께가 약 8.2 m 정

도인 것으로 관찰되어, 위치에 따라 충적/풍화대의 심

Fig. 1. Map showing the situation of Wangjeon-ri WCC(water curtain cultivation). Numbers and nx indicates well diameters

(map source: http://map.daum.net/, 2018-12-01). Yellow boxes; vinyl houses running WCC, pale green boxes; no use of

WCC(KIGA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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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0년과 2011년도에 채취·분석된 시료

들에 대하여 지하수 토출온도, 지하수 및 하천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등을 상호 비교·검토한 것

이다. 연구 지역에서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비

교·검토를 위해 시료가 채취된 하천수와 지하수 관정

의 위치는 Fig. 2(a), 2(b)와 같다. 

연구지역에서 지하수 토출온도는 수막재배가 진행되

는 비닐하우스(Fig. 1에서 노란색 상자로 표시된 부분)

의 지하수 관정들 대부분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측정하였다. 산소·수

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비교를 위해서 채취된 지하수와

하천수는 모두 27개와 3개이다. 수막재배 지역 내 24

개 지하수(Fig. 2(b))는 성수기인 2010년 2~3월에 채

취하였으며, 수막재배 지역 밖 함양지역의 3개 지하수

(Fig. 2(a))는 수막재배가 끝난 후 풍수기인 2010년 7월

에 채취하였다. 그리고, 노성천 하천수(Fig. 2(a))는

2010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채취하였다.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용 시료는 채취 시 0.45 μm

Table 1. Depth and distance from stream for groundwater wells and their measured water temperature at Wangjeon-ri area

(measured during February 2010 through June 2011)

Well ID
Sample

 date

Depth

(m)

Distance 

from stream

(m)

Temp.

(oC)
Well ID

Sample

date

Depth

(m)

Distance 

from stream

(m)

Temp.

(oC)

NS-1 2010-02-11 20 260 16.3 NS-20 2010-06-03 100 215 14.5 

2011-05-30 20 260 15.7 NS-21 2010-06-03 110 440 14.8 

N-1R 2010-02-11 20 140 13.5  2011-05-30 110 440 14.6 

NS-2R 2010-02-11 20 140 13.7 NS-22 2010-06-03 80 545 14.8 

NS-2 2010-02-11 15 200 15.1  2011-05-30 80 545 14.9 

NS-3 2010-02-11 40 230 - NS-23 2010-06-03 30 475 14.5 

NS-3R 2010-02-11 20 120 - NS-24 6-25-2010 16 250 15.3 

NS-4R 2010-02-11 20 90 10.4 NS-25 2010-07-21 20 20 12.2 

NS-4 2010-02-11 20 175 14.4 2010-08-27 20 20 13.6 

NS-5 2010-02-11 20 160 13.3 2011-05-30 20 20 9.8 

NS-5R 2010-02-11 20 90 12.2 NS-26 2010-07-21 20 915 14.6 

NS-6 2010-02-11 100 455 15.0 NS-27 2010-07-21 20 960 14.5 

NS-6(2) 2010-02-11 100 465 15.0 NS-28 2010-07-21 55 1005 15.2 

NS(No.154) 2010-09-29 100 455 14.8 NS-29 2010-07-21 20 700 15.3 

NS-7 2010-02-11 30 655 15.8  2011-05-31 20 700 14.8 

NS-8 2010-03-16 20 405 14.7 NS-30 2010-08-27 25 120 14.8 

NS-9 2010-03-16 60 600 15.0 NS-31 2010-08-28 20 90 11.6 

2011-05-31 60 600 15.0 NS-32 2010-08-28 20 140 14.2 

NS-10 2010-03-16 100 890 14.9 2011-06-03 20 140 13.4 

2011-05-30 100 890 14.8 NS-33 2010-08-27 80 285 15.5 

NS-11 2010-03-16 20 270 15.1 2011-05-30 80 285 14.6 

NS-12 2010-03-16 150 190 14.6 NS(No.5) 2010-09-28 80 285 14.8 

NS-13 2010-03-18 80 800 13.4 NS(No.9) 2010-09-28 20 230 14.8 

2011-05-30 80 800 14.6 NS(No.46) 2010-10-07 80 430 15.4 

NS-14 2010-03-18 20 840 14.4 NS(No.95) 2010-10-07 20 350 14.4 

2011-05-31 20 840 14.4 NS(No.145) 2010-09-28 20 235 14.2 

NS-15 2010-03-18 10 720 14.6 NS(No.38) 2011-06-03 20 95 9.9 

NS-16 2010-03-18 20 575 14.8 NS(No.40) 2011-06-03 100 170 14.4 

NS-17 2010-03-18 70 495 14.7 NS(No.41) 2011-06-01 20 180 14.4 

Ns-18 2010-03-18 50 400 14.5 NS(No.50) 2011-05-31 20 135 11.7 

2011-06-01 50 400 14.6 NS(No.95-1) 2011-05-31 100 320 15.5 

NS-19 2010-06-01 20 260 14.9 NS(No.135) 2011-05-31 70 545 14.6 

* bar(-); no data, * well depth of 20 m means inferred figures for NX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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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우즈 여과막을 이용하여 부유물질을 여과하였으

며, 채취 후 파라핀 종이로 밀봉하고 분석 전까지 냉

장 보관하였다. 

이 연구에서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

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동위원소비 질량분

석기(영국 VG Instruments사의 모델 Isoprime)를 이

용하였으며,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비를 IAEA에서 제

공하는 국제표준시료 V-SMOW2와 비교하였다. 질량분

석기 이용 시, 산소와 수소 안정동위원소는 각각 중탄

산 반응에 의한 H2O-CO2 평형법과 Cr에 의한 환원법

을 이용해 화학적 전처리를 수행한 후 동위원소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여 상대비를 측정하였다(Epstein

and Mayeda, 1953; Morrison et al., 2001). 이 기

기의 측정오차는 산소 ±0.1‰, 수소 ±1‰이다.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는 δ =〔Rx/Rs-1〕× 1000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R은 가벼운 동위원소에 대한

무거운 동위원소의 질량비, Rx는 분석 시료에 대한 R

값, Rs는 표준 시료에 대한 R 값이다.

Fig. 2(b). Sampling locations for measuring oxygen and hydrogen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of groundwater within

Wangjeon-ri WCC area.

Fig. 2(a).  WCC area and sampling locations of Noseongcheon stream water (NSS-1 & 2) and groundwater (NS-26~28) in

the preferred recharge area at the northern  hillside of Wangjeon-r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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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토의
 

연구지역내 62개 지하수, 3개 하천수 시료에 대한

토출 온도 측정 결과와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은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4.1. 지하수와 하천수의 온도

하천수의 온도는 두 차례 측정하였으며, 수막재배 성

수기인 2010년 3월에 6.2~6.7 oC, 여름철 비성수기인

2010년 7월에 29.1 oC로 측정되었다(Table 2). 이러한

차이는 하천수의 수온이 주변 대기 온도와 밀접히 연

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에 측정된 하천수의

온도는 수막재배 성수기에 하천 인접 관정들의 지하수

토출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에서 수막재배로 활용되고 있던 지하수 관

정들 51개에 대한 토출 온도를 2010년 2월부터 2011

년 6월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몇 개 관정들에 대하여

는 동일 관정에 대하여 수막재배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온도를 측정·비교하였다(Table 1). 전체 측정된 온도는

9.8~16.3 oC의 범위를 보였으나, 심도 파악이 되지 못한

NX 관정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관정들은 심도에 관

계없이 14.6 oC 이상의 토출 온도를 보였다(Fig. 3(a)).

심도를 파악하지 못한 NX 관정들의 심도는 20 m내외

의 심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토출 온도는

9.8~16.3 oC로서 다양한 온도 범위를 보였다. 즉, 심

도가 파악된 관정들은, NS-13 관정을 제외하면, 모두

14.6 oC 이상의 토출 온도를 보였으며, 20 m 심도 내외

의 NX 관정들에서는 많은 경우 14.6 oC 이하 9.8 oC

까지의 낮은 토출 온도를 보였다. 하천의 거리에 따른

토출 온도는 Fig. 3(b)와 같다. 대체로 140~160 m

거리에서 온도의 변곡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의 온도는 14.2 oC로 추정된다. 이러한 온도 자료만으

로 볼 때, 하천에 의한 지하수의 온도 영향이 심하게

관찰되는 거리는 하천으로부터 140~160 m 거리일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후술되는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자료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 하천수가 지하수 대

수층에 미치는 범위는 이보다 훨씬 먼 거리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수막재배 성수기(2월~3월) 기간 중에 수온

이 측정된 22개 관정 자료(Table 2)를 이용하여 수막

재배지 내에서의 수온 분포도를 그려보면 Fig. 4와 같

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막재배지 좌측 하단의 NS-1과

중앙부 북단의 NS-7 관정의 수온이 각각 16.3 oC,

15.8 oC로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으며, 이들 2개 관정

을 연결하는 남동-북서 방향은 연구지역에서의 수온의

분수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4에서

하천의 수온 영향이 뚜렷하다고 추정되는 14.2 oC 이

하의 온도 영역이 주로 수막재배지 우측 남단에서 비

Table 2. Oxygen and hydrogen isotopic compositions of surface and ground water at Wangjeon-ri WCC area (sampled at the

peak time of WCC during February through July of 2010)

　Well ID Sample Date T (oC)
δ18O 

(‰)
δD (‰) Well ID Sample Date T (oC)

δ18O 

(‰)
δD (‰)

(Groundwater)

NS-1 2010-02-11 16.3 -6.70 -51.0 NS-9 2010-03-16 15.0 -7.62 -52.4

NS-1R 2010-02-11 13.5 -6.69 -50.0 NS-10 2010-03-16 14.9 -7.79 -58.0

NS-2R 2010-02-11 13.7 -6.47 -50.1 NS-11 2010-03-16 15.1 -6.71 -47.6

NS-2 2010-02-11 15.1 -6.65 -51.3 NS-12 2010-03-16 14.6 -6.88 -50.8

NS-3 2010-02-11 　- -6.62 -50.6 NS-13 2010-03-18 13.4 -7.55 -54.0

NS-3R 2010-02-11 　- -6.42 -48.9 NS-14 2010-03-18 14.4 -7.38 -54.6

NS-4R 2010-02-11 10.4 -6.70 -49.6 NS-15 2010-03-18 14.6 -7.54 -54.7

NS-4 2010-02-11 14.4 -6.74 -50.9 NS-16 2010-03-18 14.8 -7.72 -56.7

NS-5 2010-02-12 13.3 -6.74 -50.9 NS-17 2010-03-18 14.7 -7.67 -56.9

NS-5R 2010-02-12 12.2 -7.11 -53.2 NS-18 2010-03-18 14.5 -6.72 -49.6

NS-6 2010-02-12 15.0 -6.94 -52.0 NS-26 2010-07-21 14.6 -7.59 -53.7

NS-6(2) 2010-02-12 15.0 -7.30 -53.4 NS-27 2010-07-21 14.5 -7.71 -54.1

NS-7 2010-02-12 15.8 -7.11 -52.4 NS-28 2010-07-21 15.2 -7.63 -53.9

NS-8 2010-03-16 14.7 -6.70 -50.2

(Surface water)

NSS-1 2010-03-19 6.2 -6.66 -47.8 NSS-2 2010-07-21 29.1 -6.86 -49.7

NSS-2 2010-03-19 6.7 -6.82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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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넓게 형성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수온

자료로 볼 때, 연구지역에서 하천이 지하수 대수층에

미치는 주요 영향 범위는 좌측 부분(NS-1, NS-2 관정

위치하는 곳)이 아니라, 우측 부분(NS-3, 4, 5 관정이

위치한 곳)일 것으로 판단된다. 

4.2. 지하수와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지하수와 하천

수 시료 채취는 겨울철 수막재배 성수기(2010년 2~3월)

와 비성수기(2010년 7월)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지

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7.79~

-6.42 ‰, δD = -58.0~-47.6 ‰ 범위이며, 하천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6.86~-6.66 ‰,

δD = -49.7~-47.8 ‰ 범위이다(Table 2). 지하수에 비

해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좁은 범

위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성을 보였다. 지

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는 하천수와 유

사하거나 하천수보다 가벼운 양상을 보였으며, 넓은 범

위의 동위원소 조성을 보였다.

하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

정동위원소 조성비 변화는 Fig. 5와 같다. 전반적으로

하천 가까이 인접할수록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비는 하천과 유사한 값으로서 무거운 조성을 보였으며,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성을 보이

Fig. 3. Groundwater temperature vs. well depth and distances from Noseongcheon stream at Wangjeon-ri WCC area.

Fig. 4. Temperature (oC) distribution pattern of pumped groundwater during the WCC peak time of 2010 at Wangjeon-r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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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왕전리

수막재배지에서는 하천에 가까울수록 함양되는 지하수

의 특성보다는 하천수 유입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지시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수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R2 = 0.50)에 비해 산소 안정동위원소 조

성(R2 = 0.72)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성천에서 멀리 떨어져 하천수의 영향이 없을 것으

로 보이는 지하수 관정들(Fig. 2(a), (b)에서 NS-9, 10,

13, 14, 15, 16, 17, 26, 27, 28 관정)의 지하수 그리

고 하천수에 대하여 두 시기(수막재배 성수기 말기인

2010년 3월과 비성수기인 7월)간의 산소·수소 안정동

위원소 조성비를 비교해 보면 Fig. 6와 같다. 지하수,

하천수 모두 δ18O-δD 상관도에서 Craig (1961)의

GMWL(Global Meteoric Water Line)보다 아래 부분

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하수도 하천

수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증발의 효과를 겪었던 것

으로 사료된다. 북쪽 함양지 근처에 위치한 NS-26,

27, 28 관정은 수막재배지 내부의 관정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GMWL에 보다 근접된 양상을 보인다. 

하천수의 경우, 3월에 비해 7월에 다소 가벼운 조성

을 보였으나 거의 대동소이한 조성을 보였다. 지하수

의 경우, 수막재배지 내부의 것들(Fig. 2(b)에서 NS-9,

10, 13, 14, 15, 16, 17 관정)은 성수기 말기인 3월에

채취된 것들인 반면, 북쪽 우측 외곽의 함양지역에 위

치하는 지하수들(Fig. 2(a)에서 NS-26, 27, 28 관정)은

비성수기인 7월에 채취된 것들이다. 7월은 수막재배가

완전히 중단되고 시기적으로도 풍수기에 해당되어 하천

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함양되는 지하수의 특성을 대

표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함양

지역에서 채취된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

성은 수막재배지 내부의 지하수가 하천수에 의해 영향

을 받지 않은 순수 지하수의 조성을 반영할 것이라 판

단된다. 함양지역의 NS-26, 27, 28 관정들에 대하여 7월

에 채취한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는

δ18O = -7.71~-7.59 ‰, δD = -54.1~-53.7 ‰ 범

위로서 매우 일정한 값을 보였다. 수막재배지 내부의 지

하수들(Fig. 2(b)에서 NS-9, 10, 13, 14, 15, 16, 17

관정)에 대하여 3월에 채취한 지하수는 산소·수소 안

정동위원소 조성비 δ18O = -7.79~-7.38 ‰, δD =

Fig. 5. Variations of oxygen and hydrogen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of groundwater with distance from Noseongcheon

stream.

Fig. 6. Comparison of δD and δ18O values for stream and

ground water samples between two periods of March and

July of 2010 at Wangjeon-ri WC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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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2.4 ‰ 범위를 보였다. 이들은 상기 함양지역

지하수들에 비해 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가 가벼우

면서 다소 넓은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원인으로는 겨울과 여름에 함양 지하수의 특성이

다르거나 위치별로 함양 지하수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함양지역의 3개공(NS-26,

27, 28)과 이에 인접해서 위치하는 NS-13, 14, 15 관

정들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후자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

막재배지 북쪽 좌측에 위치한 NS-10 관정의 지하수는

다른 것들에 비해 가장 가벼운 산소·수소 안정동위원

소 조성비를 보여, 이 위치에서의 지하수는 NS-26,

27, 28 관정과는 근원이 다른 지하수 혹은 지표수의

영향을 받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연구지역에서 하천

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기 관정들에 대하여 평균적인

동위원소 조성을 구해 보면, δ18O = -7.62 ‰, δD =

-54.9 ‰이며, 이 값을 하나의 단성분(end-member)으

로 활용하여 향후 하천수와 지하수의 혼합 비율을 산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수와 하천수 중 수막재배 성수기 말기인 2010

년도 2월~3월의 시료들만들 대상으로 산소·수소 안정

동위원소 조성을 비교해 보면 Fig. 7과 같다. 수막재배

지 동측의 NS-11 관정은 하천에서 270 m 거리에 위

치하나 하천수와 거의 동일한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보였으며, 하천에서 160~260 m 거리의 관정

들(NS-1R, 2R, 3R, 4R), 160~260 m 거리의 관정들

(NS-1, 2, 3, 4, 5) 뿐 아니라 400~465 m 거리의

관정들 중 수막재배지 우측의 NS-8, 18 관정들은 모

두 하천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010년 수막재배 성수기(2월~3

월) 기간 중에 채취된 24개 관정 자료(Table 2)를 이

용하여 수막재배지 내에서의 산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비 분포도를 그려보면 Fig. 8과 같다. 산소 안정동위원

소 조성의 관점에서, 하천의 영향 범위가 수막재배지

좌측 부분에서는 주로 하천 인근에 제한되는 반면에,

수막재배지 우측 부분에서는 비교적 넓은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천 영향 범위가 주로

Fig. 7. Plot of δD versus δ18O values for stream and

ground water sampled during the WCC peak time

(February to March, 2010) at Wangjeon-ri WCC area.

Fig. 8. Distribution pattern of oxygen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 of pumped groundwater during the WCC peak time

of 2010 at Wangjeon-r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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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재배지 우측 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Fig. 4에서 지하수 수온 패턴이 보여주는 양상과 유사

하다.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관점에서 특이한 것들

로는 Fig. 7에서 하천수-지하수 혼합대로 표기된 부분

의 관정들(NS-5R, 6, 6(2), 7 관정)이다. NS-5R 관정

은 하천에 인접하였으나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이 하천수보다는 원거리 지하수의 조성에 가

깝게 나타났고, 반면에 하천에서의 거리 655 m로 원

거리에 위치한 NS-7 관정에서는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이 하천수의 조성에 가깝게 나타났

다. 또한, 하천에서 455~465 m 거리에 있는 NS-6

관정과 NS-6(2) 관정은 서로 인접해 있고 심도도 모두

100 m로 동일하지만, NS-6 관정 지하수는 하천수의 특

성에 가깝고, NS-6(2) 관정 지하수는 함양 지하수의

특성에 가깝게 나타나, 양자간에 산소·수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이 서로 다름을 보였다. 이러한 특이 현상에

대하여는 향후 수질 성분 등과 연계하여 추가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5. 결 론 

우리나라 대표적 딸기 수막재배지 중 하나인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

년 6월까지 하천수, 지하수에 대한 온도 및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1) 하천수의 수온은 수막재배 성수기인 2010년 3월

에 6.2~6.7 oC, 여름철 비성수기인 2010년 7월에

29.1 oC로 측정되었다. 3월에 측정된 하천수의 온도는

수막재배 성수기에 하천 인접 관정들의 지하수 토출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하수의 토출온도는 9.8~16.3 oC이며, 심도가

파악된 관정들은 대부분 14.6 oC이나, 심도가 얕은 NX

관정의 지하수는 넓은 온도 범위를 보이며 14.6 oC

이하 9.8 oC의 낮은 온도를 보이는 것들이 많이 관찰

되었다. 수온 분포도에 의하면, 수막재배지 내에서 남

동-북서 방향은 수온의 분수령을 형성하며, 하천의 낮

은 수온이 지하수 대수층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수막

재배의 우측 부분에서 넓게 나타나며, 좌측 부분은 영

향 범위가 하천 인근에만 제한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지하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7.79~-6.42 ‰, δD = -58.0~-47.6 ‰, 하천수의 산

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6.86~-6.66 ‰,

δD = -49.7~-47.8 ‰ 범위로서, 하천수에 비해 지하

수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는 조성이 유사하거나 가

벼운 조성을 갖는다. 

(4) 북쪽 외곽 함양지역의 관정들과 수막재배지 내부

에서 하천수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관정들의

평균적인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7.62 ‰, δD = -54.9 ‰이며, 2010년 3월 하천수

의 평균적인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δ18O =

-6.74 ‰, δD = -48.1 ‰로서, 이들 값을 지하수-하

천수의 혼합 비율 산정에서의 단성분들(end-members)

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지역

수막재배지 내 대수층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혼합비

정량화를 위해서는 시기별로 이들 표준값 설정이 필요

하며, 이를 근거로 지표수-지하수 혼합관계를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하천수-지하수의 단성분을 활용하여, 하천수가 지

하수 대수층으로 침입 및 지하수-하천수가 혼합되는 범

위를 추정하였으며, 이는 지하수 온도 패턴에서 수막

재배지의 우측을 따라 하천수의 수온 영향 범위가 넓

게 확산되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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