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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지미터를 이용한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 측정: 

주시 덕진연못 사례연구

조인환․진성욱‡

북 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지구환경시스템 연구소

요  약

지하수와 지표수는 상호 유동적인 관계로 특히 갈수기에는 기저유출의 형태로 지하수가 지표수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상호유동량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지표수의 상호유동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피지미터를 자체 제작하였고, 전주시 덕

진연못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지하수 유출입량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 1~2회였으나, 7월 3일부터 10일까지의 장마기간에는 1~2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측정된 지하수 유출입량

을 덕진연못의 수위 및 측정기간의 평균 강수량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지하수의 유출입량과 덕진연못의 수위

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측정기간 동안의 평균 강수량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덕진연못 전체 

면적에 대한 총 지하수 상호유동량은 -0.869∼+1.043 L/s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시피지미터를 이용한 

지하수 유출입량 측정은 지표수에 기여하는 기저유출량 결정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따라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상호관계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어: 지하수, 상호유동량, 기저유출, 시피지미터, 강수량

In-Hwan Jo and Sung-Wook Jeen, 2018, Measurement of groundwater-surface water exchange rates using 

seepage meters: A case study of Deokjin Pond in Jeonju-si.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4, no. 4, p. 433-441

ABSTRACT: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are interacting, and particularly during droughty periods the 
contribution of groundwater to surface water is increased as a base flow.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quantitative studies in Korea for the exchange rates of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In this study, seepage meters 
were manufactured for direct measurements of the exchange rates, which were regularly measured at Deokjin Pond 
in Jeonju-si from March to August 2017. Measurements were made once or twice a week for most periods of time, 
but every one or two days during the rainy season between July 3 and 10, 2017. The measured exchange rates were 
correlated to the lake level of Deokjin Pond and the average precipitation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change rate is closely correlated to the lake level of Deokjin Pond, and also correlated 
to the average precipitation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The total exchange rate in Deokjin Pond was calculated 
as -0.869 to +1.043 L/s. The measurement of the exchange rate using seepage meters in this study can be an important 
means of measuring groundwater base flow and thu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between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Key words: groundwater, exchange rate, base flow, seepage meter,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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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수와 지표수는 상호 유동적인 관계이며 하천

의 경우 지하수면과 지표수면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

라 이득하천과 손실하천으로 구분된다(Silliman and 

Booth, 1993). 강수가 지표수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소로는 강수가 지표면을 따라 하천으로 유

출되는 지표유출과 강수가 지표에 떨어져 지하로 이

동된 후 기존의 지하수에 함유되어 천천히 이동하는 기

저유출이 있다(Kang and Jun, 2016). 특히,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에는 지하수가 기저유출의 형태로 지표

수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Kang et al., 

2015). 갈수기 때는 지표수로 강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으므로 지표수의 수위는 지하수의 영향을 크게 받

으며 지표수의 수위에 대한 지하수의 기여도가 증가

한다(Nam et al., 2013). 또한 기저유출은 지표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Lee et al., 

2017),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저유출이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연구가 부족한 상

황이다(Kang and Jun, 2016).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

와 지표수의 상호유동량 측정은 하천의 건천화와 가

뭄, 지표수의 수질 등 다양한 연구의 초석이 되는 중요

한 부분이 된다(Kim et al., 2015; Han et al., 2016).

지하수의 지표수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는 동위원

소를 이용한 방법과 지하수 모델링 등이 있다. 동위원

소측정법은 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 비율을 이용하여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다(Choi et al., 

2016). 동위원소측정법은 수계가 단순할 때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단성분(end member)선

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Lee, 2017). 모델링 방

법은 수계에 대한 지하수의 흐름을 여러 가지 수학적 

수식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다(Kim and 

Suh, 2009). 이 방법은 모델 변수들을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Hyun et al., 

2011). 하지만 자연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데에 가정이 

포함되고 매개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Kim 

and Suh, 2009).

한편 시피지미터(seepage meter)는 Lee and Cherry 

(1978)에 의해 최초로 고안되었으며,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을 직접 측정하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Rosenberry et al., 2008). 시피지미터는 원통형 드럼

을 잘라 한쪽 면이 뚫려있는 형태이며 알고 있는 부

피의 물이 담긴 플라스틱 주머니를 막혀있는 면에 연

결한 투수시험 장비이다(Lee and Cherry, 1978). 시

피지미터를 이용한 상호유동량 직접측정법은 시피

지미터를 호수나 하천의 퇴적층에 설치하고 채수 봉

투 내 물의 변화량을 통해 단위 면적당 지하수-지표

수 상호 유동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호

유동량을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 값을 반영

할 가능성이 크나, 동위원소측정이나 모델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상호유동

량을 직접 측정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안성천 하상

퇴적물의 수리전도도를 측정하는데 시피지미터를 이

용한 사례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시피지미터를 이용하여 지하수-지표수의 

상호유동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연못을 연

구 대상지역으로 하였으며, 측정한 결과를 덕진연못

의 수위와 측정기간 동안의 평균 강수량과 비교하여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2. 연구지역  연구방법

2.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에 위치한 덕진연못으로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

치하고 있다. 과거의 덕진연못은 명지천, 대지천 등 

자연하천들의 유입으로 충분한 물갈이가 가능하였

고 이로 인해 덕진연못의 수질은 깨끗하게 유지되었

다(Choi et al., 2015a). 하지만 현재 덕진연못은 전주

의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덕진연못으로 자연적으로 

유입되던 하천들이 유실되고, 남아있는 하천인 명지

천에는 오수가 혼합되어 흘러 덕진연못으로 유입되

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처리되고 있다(Choi 

et al., 2016). 이러한 이유로 덕진연못은 자연적인 하

천의 유입이 끊기게 되었다. 현재 덕진연못의 수위

는 강수와 지하수만으로 유지되며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 동안의 덕진연못 수위는 거의 지하수만으로 

유지되어 수질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Choi et al., 

2015a, 2015b).

덕진연못의 전체 수면적은 99,174 m2이며 평균 수

심은 0.89 m이다(Choi et al., 2015b). 덕진연못은 현

수교를 기점으로 크게 연꽃지대와 보트장 두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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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tellite photograph of Deokjin pond and location of the installed seepage meters.

로 나누어진다. 이번 연구는 연꽃지대에서 실험하였

으며(그림 1), Choi et al. (2015b)에 의하면 연꽃지대

의 평균 수심은 약 0.5 m로 덕진연못의 평균 수심보

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2 연구방법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

피지미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피지

미터는 폐드럼통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하였으며(그

림 2), 시피지미터의 제원은 높이 0.25 m, 지름 0.58 

m로 0.284 m2의 단면적을 가진다. 시피지미터를 퇴

적층에 설치하기 위해 한쪽 면은 뚫려 있으며, 막혀있

는 면에는 시피지미터를 들 수 있는 손잡이와 가운

데에 플라스틱 주머니를 연결하기 위한 지름 5 cm의 

구멍이 있다. 지름 5 cm의 구멍에는 하직경 50 mm, 

상직경 55 mm의 고무마개를 끼워 넣었다. 그 후 고

무마개 중앙에 구멍을 뚫은 뒤 물이 이동할 수 있도

록 외경 10 mm, 내경 8 mm의 테프론 튜브(PTFE)

를 구멍에 끼워 넣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주머니를 

연결하였다.

제작된 시피지미터를 연구지역 퇴적층에 설치하

면 시피지미터의 내부는 외부와 차단되어 시피지미

터 안에서 지하수가 유입되거나 지표수가 유출된다. 

그 후,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지하수와 지표수의 양

을 측정할 때는 플라스틱 주머니 내 물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플라스틱 주머니에는 유입되는 양과 유

출되는 양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양(2 L)의 

물을 채워 넣었으며, 측정기간 동안의 주머니 속의 

물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이때 물의 양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하수가 지표수로 들어오는 유입량(+), 물

의 양이 감소할 경우에는 지표수가 지하수로 나가는 

유출량(-)으로 표시하였다. 측정기간 동안의 평균 유

입유출량은 시피미지터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

적당 유입유출량으로 계산하였다.

측정기간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동

안이었으며, 측정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 1~2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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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Schematics (a) and a real picture (b) of the seepage meter.

Fig. 3. Groundwater influx/outflux and lake level in March~April, 2017.

격으로 이루어졌으나, 강수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장

마기간인 2017년 7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1~2일 간

격으로 이루어 졌다. 상호유동량 측정에 사용한 시

피지미터는 총 4개로 3월에서 4월 기간에는 2개를 

설치하였고, 5월에서 8월은 기존 2개에 추가로 2개를 

설치하였다.

측정한 상호유동량을 연구지역의 강수량과 연못

수위에 대해 각각 비교하였다. 강수량은 전주기상청 

자료를 사용하였고, 덕진연못의 수위는 덕진연못과 하

류의 하천에 대해 일종의 보의 역할을 하는 물넘이 

시설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위변화를 기록하였다. 

연못의 수위는 물넘이 시설의 최상단보다 아래일 경

우 (-)로 표시하였고 그 기준면보다 높을 경우 (+)로 

표시하였다. 덕전연못 전체 면적에 유출입되는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피지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단

위 면적 당 유동량에 전체 수면적을 곱하여 덕진연못

의 총 상호유동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이전 모델링 연

구(Choi et al., 2015a)에서 제시된 덕진연못의 유입

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 측정결과

3월에서 4월까지의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 측

정은 자체 제작한 시피지미터를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2개의 시피지미터

(Site 1, Site 2)를 설치한 후(그림 1) 주 1회 측정하였

다. 그림 3과 그림4는 3월에서 4월까지 측정한 지하

수-지표수 상호유동량 측정값을 덕진연못의 수위와 

전주 기상청을 통해 얻은 전주지역의 일일 강수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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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oundwater influx/outflux and precipitation in March~April, 2017.

Fig. 5. Groundwater influx/outflux and lake level in May~August, 2017.

비교한 것이다. 측정된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의 

변화는 연못수위의 변화 및 강수량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Site 1과 Site 2의 개별 측정

값은 한 곳이 유출을 지시할 때 한 곳은 유입을 지시

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지하수-지표

수가 좁은 지역에서도 불균질하게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설치된 시피지미터가 다른 요인(예를 

들면 연못바닥과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았을 가능

성) 등에 의해 정확한 유동량을 반영하지 않았을 가

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어진 측정에서는(5~8월) 2개

의 시피지미터를 추가로(Site 3, Site 4; 그림 1) 설치

함과 동시에 기존의 시피지미터(Site 1, Site 2)의 바닥

에 존재하는 진흙층을 제거하여 바닥면을 균질하게 

한 후 재설치하여 바닥면과 보다 밀착하게 함으로써 

측정값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그

림 5와 6은 5월에서 8월까지 측정한 상호유동량을 

덕진연못의 수위와 일일 강수량에 각각 비교한 것으

로 4개의 시피지미터에서 측정한 상호유동량의 상

승, 하강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시피지미터

를 통한 측정결과가 재현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시

피지미터 설치 시에 바닥면과의 고른 접촉이 매우 중

요한 요소임을 지시한다.

측정한 상호유동량과 덕진연못 수위 변화와의 관

계를 보면, 6월 초부터 중순까지의 갈수기 기간 동안 

덕진연못의 수위가 계속 내려갔고 측정한 상호유동

량도 계속 유출량을 나타내며 유출량이 점차 증가하

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장마기간인 6월 말부터 7

월 초까지의 기간에는 수위 상승과 함께 비교적 높은 

유입량을 보였다. 측정한 상호유동량을 일일 강수량

과 비교했을 때는(그림 6), 5월 중순과 7월 초의 매우 

높은 유입량과 많은 강수량이 비슷한 시기인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강수가 거의 없는 6월 초 중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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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oundwater influx/outflux and precipitation in May~August, 2017.

Fig. 7. Groundwater influx/outflux and lake level in rainy season (July 3~10), 2017.

유출량이 점점 증가하였다. 5월에서 8월까지의 측정

결과를 통해 지하수의 상호유동량은 강수량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덕진연못의 수위에 영향을 줌을 보

여준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하수의 유출입량이 연못 

수위와 측정기간의 강수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덕진연못의 물수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증발산량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는데, 물순환에서 강수량-증발산량이 수계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Lee et al., 2015),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장마기간의 일변화

주 1~2회 간격으로 측정된 지하수 유출입량이 강

수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시함에 따라 강

수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지하수 상호유동량에 관여

하는지 알아보고자 높은 강수량을 가지는 장마기간

인 7월 3일부터 10일까지 측정간격을 1~2일 간격으

로 줄여 지하수 유동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7과 8은 

장마기간에 측정된 상호유동량을 덕진연못의 수위

와 일일 강수량과 각각 비교한 것이다. 그림 7을 보

면 측정기간 높아진 유입량과 함께 덕진연못의 수위 

또한 0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또한 그림 8에서 가장 

많은 강수가 기록된 7월 8일에는 가장 높은 유입량

을 가졌으며, Site 2를 제외한 Site 1, 3, 4 모두 높은 

유입량을 가졌다. 이는 지하수의 유출량이 강수에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내린 

강수가 지하수를 거쳐 지표수로 바로 유출된다기보

다는 강수가 대수층으로 침투하면 기존에 대수층에 

있던 지하수가 침투한 강수에 영향을 받아 유동된 것

으로 생각된다(Kim et al., 2017). 

3.3 지하수 유입량과 강수량의 상 계

지하수의 유입량과 강수량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피지미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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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roundwater influx/outflux and precipitation in rainy season (July 3~10), 2017.

Fig. 9. Correlation between the groundwater influx and the average precipitation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5월에서 8월까지 측정한 지하수 유입량과 각 측정기

간의 평균 강수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9는 이러한 유

입량과 평균 강수량의 관계를 대비한 것이다. 선형

적인 관계식으로 대비시켰을 때 R2
 값은 약 0.499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균질한 연못 바닥

면 등 현장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

인들을 감안하면 유입량과 강수량의 약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는 지하수 유입량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강수량이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4 덕진연못 체 상호유동량

5월에서 8월까지 시피지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덕진연못의 전체 상호유동량을 계산

하였다. 시피지미터의 단위 면적당 상호유동량(VA)

은 다음과 같이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V는 측정기간 중 플라스틱 주머니 내 물의 변화

량(L), A는 시피지미터의 단면적(m
2
), t는 측정시간

(d)이다. 시피지미터의 단면적(A)은 0.264 m2이며,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연구기간 동안의 시피지미

터의 단위 면적당 상호유동량은 -0.757~+0.909 L/m
2
 

d이었다.

식 (1)을 이용하여 구한 단위 면적당 상호유동량

(VA)에 덕진연못의 전체 수면적(AD)을 곱하여 덕진

연못 전체 상호유동량(VT)을 계산할 수 있다(식 (2)).

 × (2)

덕진연못의 전체 수면적(AD)는 99.174 m
2이며

(Choi et al., 2015a),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한 덕진

연못의 전체 상호유동량은 -0.869~+1.043 L/s이었

다. 표 1은 계산한 단위 면적당 상호유동량과 덕진연

못 전체 상호유동량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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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x/outflux per
unit area (L/m2 d)

Total influx/outflux of
Deokjin Pond (L/s)

May to August, 2017 -0.757 ~ +0.909 -0.869 ~ +1.043
Rainy season (July 3 to 10, 2017) +0.429 ~ +0.909 +0.492 ~ +1.043
Modeling result (Choi et al., 2015) NA 2.6
NA: Not available

Table 1. The influx/outflux per unit area and total influx/outflux of Deokjin Pond and comparison with the modeling
result of Cho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계산한 덕진연못의 전체 상호유동량을 

Choi et al. (2015a)에서 모델링을 통해 계산한 덕진

연못의 유입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Choi et al. (2015a)

에서는 덕진연못의 지하수 함양량을 전주시 평균함

양량보다 17% 적은 185mm/y로 가정하였고 4가지 

가정을 하여 모델(MODEL 1~4)을 설정하였다. MODEL 

1에서 4는 현재 덕진연못의 상태 모사, 대지천 복구, 

집수구역에서 지하수 함유량 증가 등의 다른 설정을 가

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MODEL 중 현재 덕

진연못의 함양조건을 모사한 MODEL 1과 비교하였

다. MODEL 1의 조건에서 MODFLOW (McDonald 

and Harbaugh, 1984)를 통해 구한 덕진연못 유입

량은 2.6 L/s로 시피지미터를 이용하여 구한 전체 

상호유동량인 -0.869~+1.043 L/s와 유입량 기준 약 

2~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모델링에서는 대수층

과 경계 조건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이 포함되며 지하

수-지표수의 상호유동량을 연 평균값으로 나타낸 반

면, 시피지미터로 측정한 상호유동량값은 시간별 상

호유동량을 거의 실시간으로 직접 측정한 값에 가깝

다. 한편,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이 덕진연못의 모

든 수면적에서 균일하지 않아 공간적인 분포의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위 면적당 측

정된 상호유동량이 전체 수면적에 동일하다고 가정

하였다. 향후 지하수 유출입량을 측정하는 각기 다

른 방법 간의 상호 검증과 유출입량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 양상에 대한 보다 많은 측정값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결론  고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지표수 상호유

동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지

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을 직접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피지미터를 제작하였으며 전주시 

덕진연못을 사례로 상호 유동량을 직접 측정하였다.

시피지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덕진연못 전체 지

하수-지표수 상호 유동량은 -0.869~+1.043 L/s이었

으며, 지하수-지표수의 상호작용이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매우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한 덕진연못의 수위와 강수량과 비교한 결과, 강수

량의 변화량과 지하수 상호유동량의 변화량이 직접

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강수량과 지하수 상호

유동량의 변화량은 덕진연못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측정된 상호유동량을 이전에 실시

된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덕진연못 전체 지

하수 유입량 기준 약 2~3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

다. 두 방법에서의 여러 가지 가정과 변수들의 불확

실성을 감안하면 각각의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

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시피지미터를 이용하여 지하수-지

표수 상호유동량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측정된 상호

유동량이 지하수-지표수의 상호작용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하수-지표수간의 상호작용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 연구

를 통해 실제 측정값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극지 활동층에서의 지하수 유출입

량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 해

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피지

미터를 통해 측정된 상호유동량의 신뢰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서 실내실험 등을 통한 자체 검증과 지속적

으로 공간적 시간적 변화에 대한 관측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위원소와 모델링 등 다른 지

하수 기여도 평가 방법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한 검증

도 지하수-지표수 상호유동량 측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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