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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기후변화와 가뭄, 집중호우를 비롯한 재해로 인

해 수자원의 확보 및 물 수요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농업시설의 확장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용수의 수요를 증

가시켰다. 농민들은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적극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Kim 
et al., 2005). 이러한 배경으로 지하수의 활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었다(Lee et al., 
2000, Jung et al., 2012).

지하수위 변동은 자연 상태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보

이나, 강수 특성에 따라 지하수 흐름과 기저 유출에 의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Ko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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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ving average precipitation provides periodic precipitation patterns by solving precipitation irregularities. However, due 

to uncertain moving average periods, excessive data smoothing occurs, which limit the possibility to analyze groundwater 
levels in the short term. Nonetheless,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can compensate these limitations as it can calculate 
appropriately for unit time and verify the effect of precipitation penetrated into groundwater in a short time perio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level were evaluated using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to compensate for 
limitations of groundwater level analysis using moving average precipitation. In addition, the groundwater quality was 
investigated using the electrical conductivity fluctuation. The study site was Hyogyo-ri, Yesan-si, Chungcheongnam-do. Four 
observation wells and an automated weather system were used. The correlation between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and 
precipitation (Case 1) and the correlation between groundwater level and moving average precipitation (Case 3) were 
compared. In the analysis for 1 hour data,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Case 1 was higher than that of Case 3, and in the 
analysis for 1 day data,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Case 3 was higher than that of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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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 이러한 배경으로, 지하수위 변동량은 지하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써, 대표적으로 지하수 함양 특성 

및 함양량 산정에 사용되었다. Jung et al.(2007)은 지표

수 유출과 지하수위 변동을 동시에 고려한 지하수 함양

량 추정 기법을 개발하고 하천 유역에 적용하였다. Yun 
et al.(2009, 2013)은 강원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

하수위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지하수 함양률을 산출함으

로써 도농지역의 지하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Kim et al.(2010)은 지하수위의 급상승 및 인위적인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갈수기의 단위 시간에 대한 지하수

위 변동량을 사용하여 대수층의 비산출률을 산정하였다.
천층 자유면 대수층은 지표면에 가깝기 때문에 강수 

유입 및 오염 농도 변화에 쉽게 노출된다. 천층대수층의 

지하수위는 상부토양층을 통한 강수의 유입에 민감하고 

암반대수층의 지하수위는 상대적으로 강수의 유입에 안

정적인 특성을 보인다(Lee et al., 2002). 전기전도도에 

대한 강우의 영향 분석에서 지속적인 강우 사례에서는 

수질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단기 집중적인 강우 

사례에서는 수질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Lee et 
al., 2002). Lee et al.(2007)은 농업용 저수지 내에서 수

질 변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계절별 강우분포에 따

른 수질 변이 및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전기전도도는 장

마 전과 후 수치가 거의 일정한 결과를 보였다. Hong et 
al.(2015)은 액비 시비에 따른 토양 내 수분 및 오염물질 

이동이 일으키는 지하수 수질 오염의 문제점 및 대책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양수 및 천층지하수를 모니터링하

여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지하수는 강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수

와 지하수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Yang et al.(2005, 2007, 2008, 2011)은 하천

을 비롯한 한반도 곳곳에서 강수량과 지하수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으며, 지하수위에 대한 선행 강수를 고려

하기 위하여 강수량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사

용하였다. 이동평균을 활용한 선행 강수를 고려하는 것

은 강수의 비주기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지하

수위의 단기 분석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첫째는 강수

량의 이동평균기간에 대한 검토가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교차상관함수가 최대일 때의 이동평균기간을 사용하는

데 그 범위는 유역별, 지역별로 수일에서 수백일까지 설

정된다. 과도한 이동평균은 강수량의 변동을 평활화

(smoothing)하여 극값의 폭을 줄이기 때문에 이동평균 

강수량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이동평균 강수량을 계산하면

서 설정한 기간 내의 강수량에 대하여 같은 비중을 두는 

점이다. 과거에 흘러가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수자원의 

영향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에 대한 강수 효과

를 분석하고 강수에 의한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의 장기

적/단기적인 변동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동평균 강수량을 활용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변동량과 전기전도도 변

동량을 활용하여 강수량과 지하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 강수를 고려한 이동평균 강수량을 활용한 분

석 결과를 통해 연구적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다
음, 선행 강수를 고려하지 않기 위하여 단위 시간당 강수

량을 지하수위 변동량, 전기전도도 변동량과 비교 분석

하였고, 이 결과를 이동평균 강수량을 활용한 지하수위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예산군 효교리에 설치한 자

동기상관측장비(Automated Weather System, AWS)
를 통해 강수량을 관측하였고, AWS 부근 지하수 관측정 

4개 지점에서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를 관측하였다. 연
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

다. AWS는 1분 간격으로 강수량을 관측하고, 지하수 관

측정은 10분 간격으로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를 관측한

다. 관측정의 심도와 표고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관측 

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강수량은 1시간과 1일 누적강수

량을 산출하였고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는 정시에 관측

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Case 1과 Case 4는 각각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를 강수

량과 분석한 것이고, Case 2와 Case 5는 각각 지하수위 

변동량과 전기전도도 변동량을 강수량과 분석한 것이고, 
Case 3은 지하수위를 이동평균 강수량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강수량과 지하수위, 전기전도

도의 연간 관측 패턴을 파악하고, 교차상관분석을 통해 

산정한 지연 시간(lag time)을 활용하여 강수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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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교차상

관분석은 관측 시작 시점으로부터 최대 교차상관함수 값

을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지연 

시간은 두 자료 간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까지 걸리는 시

간을 의미한다. 다음, 선행 강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동

평균 강수량과 지하수위를 분석하였고, 선행 강수를 고

려하지 않기 위하여 강수량과 지하수위 변동량을 분석하

였다. 각 분석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으

며, 수질에 대한 강수량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수

량과 전기전도도 변동량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관측 자료 분석

본 연구지역에서 4개 지하수 관측정의 지하수위와 전

기전도도를 시계열 그래프로 작성하였다(Fig. 1). 강수량

은 여름과 가을에 많고 겨울과 봄에 적은 경향을 보였다. 
365일 중 강수일은 110일이고 일 최대 강수량은 107.6 
mm였다. 지하수위는 10~17 m 범위였으며, M-1과 

M-11은 각각 10~12 m, 15~17 m이고 나머지 관측정은 

12~14 m로 관측되었다(Fig. 1(a)). 수위의 변동 폭은 2 
m 이내였으며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수량이 

적을 경우, 지하수위는 천천히 하강하는 양상을 보였고 

강수량이 많을 경우, 지하수위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

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M-1을 제외한 관측정에서 

뚜렷하였다. 전기전도도는 200~400 μS/㎝ 범위에서 관

측되었다(Fig. 1(b)). M-1은 여름에 큰 변동을 보였으며, 
M-11은 1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분석 자료의 단위 시간에 따른 Case 1과 Case 4의 상

관계수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Case 1의 1시간 상관

계수는 –0.04~0.06, Case 1의 1일 상관계수는 –0.08 
~0.18의 범위를 보였다. Case 4의 1시간 상관계수는 
–0.06~0.02, Case 4의 1일 상관계수는 –0.12~0.26의 범

위를 보였다. 지하수위는 과거의 관측값의 영향을 받아 

누적되는 값이고, 강수량은 단위 시간당 관측되어 더해

지는 값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측면에서 다른 개념을 가

지고 있다. Table 3에서 Case 1과 Case 4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낮으나, 강수에 의해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의 

증감이 1시간 자료보다 1일 자료에서 더 명확히 나타난

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차상관분석을 통한 강수량에 대한 지하수위와 전기

전도도의 지연 시간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Case 1의 

지연 시간은 M-1과 M-11에서 각각 73일, 3일이었고, 나
머지 관측정에서 11일이었다. Case 4의 지연 시간은 

41~285일이었다. 앞서 Table 3의 Case 4를 보면, M-11
과 PS-M1에서 250일 이상의 지연 시간을 적용하여 산

출된 상관계수는 1시간 자료와 1일 자료의 부호가 반대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수 백일이라는 자

료의 시간 격차에 의한 결과라고 보인다. 지하수위와 전

기전도도의 지연 시간은 관측정마다 큰 차이를 보였고, 
이처럼 일정하지 않은 지연 시간은 관측 지점에서 지하

수위와 전기전도도가 상관관계를 규명하기에 적합하지 

Well M-1 M-11 PS-M1 PS-M2

Depth (m) 47.9 28.3 30.0 30.0

Elevation (m) 23.7 16.8 18.4 17.9

Table 1. Groundwater well depth and elevation

Groundwater level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Electrical conductivity Electrical conductivity 

fluctuation

Precipitation Case 1 Case 2 Case 4 Case 5

Moving averaged 
precipitation Case 3

Table 2. The analysis cases and parameters used in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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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 day

Case 1 Case 4 Case 1 Case 4

M-1 1767 998 73 41

M-11 49 6901 3 285

PS-M1 279 6247 11 255

PS-M2 279 1518 11 71

Table 4. The lag time of Case 1 and Case 4

Case 1 Case 4

1 h 1 d 1 h 1 d

M-1 -0.04 -0.08 -0.02 -0.12

M-11 0.06 0.18 -0.06 0.13

PS-M1 0.02 0.08 0.02 -0.03

PS-M2 0.02 0.09 -0.01 0.10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Case 1 and Case 4

Fig. 1. Time series of precipitation (1day) and (a) groundwater level, (b) electric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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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3.2. 이동평균 강수량을 활용한 지하수위 분석

선행 강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이동평균 강수량

과 지하수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의 상관

계수보다 더 높게 산정되었다. Table 5에 이동평균 강수

량과 지하수위의 상관계수 그리고 이동평균기간을 정리

하였다. 1시간 자료에서 682시간 동안의 이동평균을 계

산하였고, 상관계수는 0.32~0.54의 범위를 보였다. 1일 

자료에서 26~198일 동안의 이동평균을 계산하였고, 상
관계수는 0.33~0.60의 범위를 보였다. 다른 관측정에 비

해 M-1의 이동평균기간은 1시간 자료에서 2시간, 1일 

자료에서 198일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3.3. 강수량과 지하수위 변동량 관계 분석

교차상관분석을 통한 Case 2와 Case 5의 지연 시간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 지하수위 변동량의 지연 시간은 

모든 관측정에서 0일 이내였고 시간 단위로 산정하였을 

때, 1~3시간이었다. 전기전도도 변동량의 지연 시간은 

12~214일이었다. 지하수위 변동량의 지연 시간이 하루 

이내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강수량이 지하수위 변동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전도도 변동

량의 지연 시간은 관측정마다 큰 차이를 보였고, 전기전

도도 변동에 대한 강수량의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Fig. 2는 Case 2의 1일 회귀상관분석 결과이다. 지하

수위 변동량은 -0.3~0.3 m이고, 강수량과 지하수위 변동

량의 상관계수는 0.32~0.59의 범위로 나타났다. 관측정 

M-11에서 강수량이 0 mm에 가까울 때 지하수위 변동

량은 0.0 m에서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강수량이 많

아질수록 지하수위 변동량이 상승하는 분포를 나타내었

다. 다른 관측정에서도 이와 같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강수량 30 mm 미만에서 지하수위는 최대 0.15 m 상
승하거나 하강하였다. 강수량 30~60 mm에서 지하수위

는 최대 0.30 m 상승하였으며, 이 구간에서 지하수위의 

하강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료로부터 강수량

이 30 mm 미만인 경우에 강수량이 적어 강수가 지하수

에 빠르게 도달하지 않아 지하수위의 하강이 일어나고, 
강수량이 30 mm 이상인 경우에 강수량이 많아 강수가 

지하수에 빠르게 도달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지하수위의 상승과 하강의 기준을 

나타내는 강수량을 산정한다면 강수량으로부터 지하수

위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2에 정리한 지하수위 분석 사례(Case 1, Case 

2, Case 3)에 대한 상관계수를 Table 7에 정리하였다. 1
시간 자료에 대한 상관계수는 Case 3 - Case 2 - Case 1 
순으로 높았고 1일 자료에 대한 상관계수는 Case 2 - 

hour day

Case 2 Case 5 Case 2 Case 5

M-1 3 964 0 41

M-11 1 190 0 12

PS-M1 3 1309 0 99

PS-M2 3 455 0 214

Table 6. The lag time of Case 2 and Case 5

Case 3

hour day

M-1 -0.04 (2 h) -0.05 (198 d)

M-11 0.54 (682 h) 0.60 (26 d)

PS-M1 0.32 (682 h) 0.33 (48 d)

PS-M2 0.32 (682 h) 0.33 (30 d)

Table 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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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 Case 1 순으로 높았다. 1시간 자료에서 Case 3
는 682시간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인해 강수량이 평활화

되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1일 자

료에서 Case 3는 26~198일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인해 

강수량이 평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ase 2보다 낮은 

상관성을 보였고, 이는 자료의 평활화가 장기간 수행되

었기 때문에 강수량과 지하수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3.4. 강수량과 전기전도도 변동량 관계 분석

Fig. 3은 Case 5의 1일 회귀상관분석 결과이다. 전기

전도도 변동량은 –40~40 μS/㎝이고, 강수량과 전기전도

도 변동량의 상관계수는 -0.12~0.26의 범위로 나타났다. 
관측정 M-11에서 강수량이 0 mm에 가까울 때 전기전

hour day

Case 1 Case 2 Case 3 Case 1 Case 2 Case 3

M-1 -0.04 0.06 -0.04 (2 h) -0.08 0.32 -0.05 (198 d)

M-11 0.06 0.20 0.54 (682 h) 0.18 0.59 0.60 (26 d)

PS-M1 0.02 0.08 0.32 (682 h) 0.08 0.48 0.33 (48 d)

PS-M2 0.02 0.09 0.32 (682 h) 0.09 0.47 0.33 (30 d)

Table 7.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Case 1~3

Fig. 2.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precipitation and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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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변동량은 0.0 μS/㎝에서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하였

고, 강수량이 많을 때 전기전도도 변동량은 큰 변화 없이 

강수량이 적을 때와 비슷하였다. 다른 관측정에서도 이

와 같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강수량

과 전기전도도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지만(Shim et al, 
2002, Park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에 대한 

전기전도도 변동량이 양(+)의 수치를 더 많이 보였다. 선
행연구(Lee et al., 2002, Lee et al., 2007)에서 전기전

도도는 약한 비, 강한 비, 장마 등 강우 유형에 따라 농도 

변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강수량으로 

이와 같은 수치를 설명하기 어렵다. 강수가 농업 비료나 

주변 환경에 의해 토양층에 분포하는 성분과 함께 토양

층을 거쳐 지하수로 침투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전기전도

도 변동 특성 분석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작물(종류), 비
료(종류, 유형, 양) 등 영향 인자들을 고려하여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량과 전기

전도도 변동량을 산정하고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지하수위 변동량과 강수량의 상관성은 지하수위

와 강수량의 상관성보다 더 높고, 전기전도도 변동량과 

강수량의 상관성은 전기전도도와 강수량의 상관성보다 

더 높다.
(2)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의 변동 특성은 1시간 강수

량보다 1일 강수량과 비교하였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치

며,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 변동에 대한 강수량의 영향

은 지하수위에서 더 크다.
(3) 선행 강수를 고려한 이동평균 강수량과 지하수위

Fig. 3.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precipitation and electrical conductivity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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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은 긴 시간과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만, 선행 강수

를 고려하지 않은 강수량과 지하수위 변동량 분석은 천

층 자유면 대수층에서 1일 정도의 단기적인 지하수위 변

동 해석에 적합하다.
(4) 본 연구를 통해 강수량과 지하수위 변동량의 상관

관계로부터 강수에 의한 지하수의 단기적인 변동 특성의 

예측이 가능하며, 향후 강수량을 이용한 지하수 함양률 

산정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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