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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It is fact that many research is advanced about management and security of water resources

according to serious problem which is raising its head that conservancy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of population and industry. Ground water of water resources is the source of

water resouces security with surface water, so it have to be continuous exploitation and research

however, until now it researched in separate way from surface water, and it become connect each

other for the research in actual condition in recent times. The research analyzed the recharge at the

SWAT model, interpreted by used GMS/MODFLOW model for ground water flow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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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최근 들어 제주도 지역의 리조트 개발 사업 및 급격한 도시화로 불투수층 면적의 증가 인한

지하수 함양의 불균형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

자원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하수는 지표수와 함께 수자원 확보의 주.

원천이 되는 자원으로서 지속적인 지하수 자원의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을 이용하여 지표SWAT

수와 지하수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지표수 함양량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모델, GMS-MODFLOW

에 적용을 실시 하였다.

또한 를 통하여 지질구조별 층을 달리하여 연구대상유역을 격자화 하였으며GMS-MODFLOW ,

이에 따른 지하수위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지하수 유동 시스템의 예측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초기 매개변수들을 결정하여 지하수두를 모의하고 이 결과를 관,

측 지하 수두와 비교 분석하여 연구대상지역 지하수 해석을 위한 최적 수리상수를 산정하여 최적

의 지하수두분포를 해석함으로서 화산도서유역인 연구대상지역의 지하수 유동특성을 규명하고 체

계적인 지하수 관리 및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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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2.2.2.2.

지표수지하수 상호관계분석지표수지하수 상호관계분석지표수지하수 상호관계분석지표수지하수 상호관계분석2.22.22.22.2

모형2.2.1 SWAT

모델은 미국 농무성의 농업연구소 와 텍사스 농업실SWAT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험국 에서 다양한 토양 토지이용 및 관리조건에 따른 대유(Texas agricultural experiment staion) ,

역 및 복합 토지이용을 갖는 유역에서의 수문 유사량 및 농업화학적 성분량에 관한 토지관리인자,

를 장기간 모의하기 위해 토지관리방법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된 분포형 모델이다.

지하수유출량 산정2.2.2

화산도서지역인 표선유역의 함양량 특성에 하천을 통한 기저유출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이.

는 강수에 의해 함양된 지하수가 모두 해안을 통해 기저유출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화산도서지

역의 지하수함양량은 대상유역의 지하수해안유출량의 평가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통하여 지표수의 유출량을 산정하여 지하수와의 상호관계를 분석SWAT

하고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였다 다음 과 는 대상유역의 토지피복. Fig 1. Fig 2

도와 토양도이며 에서 를 생성하기 위하여 표선유역의 토지피복자료를 통해 수역 시, SWAT HRU ,

가지 시설용지 초지 산림 밭 과수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밀토양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역, , , , ,

의 토양도를 개로 구분하여 와 같이 입력하여 모델을 과 같이 개의37 Table 1. Table 2. Fig 3. 7

소유역으로 모델링 하였다.

Fig 1. Land use map ofFig 1. Land use map ofFig 1. Land use map ofFig 1. Land use map of

Pyoseon WatershedPyoseon WatershedPyoseon WatershedPyoseon Watershed

Fig 2. Soil map of PyoseonFig 2. Soil map of PyoseonFig 2. Soil map of PyoseonFig 2. Soil map of Pyoseon

WatershedWatershedWatershedWatershed

Fig 3. Subbasin boundaryFig 3. Subbasin boundaryFig 3. Subbasin boundaryFig 3. Subbasin boundary

of Study areaof Study areaof Study areaof Study area

Korea NameKorea NameKorea NameKorea Name Area (%)Area (%)Area (%)Area (%) Land NameLand NameLand NameLand Name

초지초지초지초지 43.3 PAST

산림지산림지산림지산림지 33.0 FRST

수역수역수역수역 2.0 WATR

시설용지시설용지시설용지시설용지 0.8 UIDU

밭밭밭밭 9.2 AGRL

주거지주거지주거지주거지 0.9 URLD

과수원과수원과수원과수원 11.0 ORCD

Table 1. Landuse Distribution in Pyoseon WatershedTable 1. Landuse Distribution in Pyoseon WatershedTable 1. Landuse Distribution in Pyoseon WatershedTable 1. Landuse Distribution in Pyoseon Watershed



Fig 4.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hydrographs for SWAT from 2008Fig 4.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hydrographs for SWAT from 2008Fig 4.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hydrographs for SWAT from 2008Fig 4.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hydrographs for SWAT from 2008

년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 관측치가 에 비하여 모의치2008 SWAT 181.52mm 174.65mm SWAT

가 약 과다하게 모의 모의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2% . .

지하수유동해석 분석지하수유동해석 분석지하수유동해석 분석지하수유동해석 분석2.32.32.32.3

2.2.1 MODFLOW

는 에 의해 개발된 차원 유한차분 지하수MODFLOW Michael G. Mc. & Arlen W. H.(1993) 3

유동 모형으로 다양한 수리지질학적 구조를 보다 손쉽게 구현하여 모의할 수 있고 결과를 쉽게,

해석할 수 있으며 미국지질조사소 의 공인된 모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 (USGS)

며 신뢰성이 높은 모형이다.

KoreaKoreaKoreaKorea

NameNameNameName
Area (%)Area (%)Area (%)Area (%)

SoilSoilSoilSoil

NameNameNameName

HydroHydroHydroHydro

GroupGroupGroupGroup

KoreaKoreaKoreaKorea

NameNameNameName
Area (%)Area (%)Area (%)Area (%)

SoilSoilSoilSoil

NameNameNameName

HydroHydroHydroHydro

GroupGroupGroupGroup

미악 10.4 MiB A 제주 4.8 JeB C

평대 3.0 PoB C 행원 1.6 HxB A

남원 4.5 NwB B 한림 12.1 HiB A

토평 7.6 TpB C 중문 4.8 JIB C

표선 5.0 PsB B 구좌 1.9 KqB A

민악 10.3 MbB A 금악 2.3 KaC A

송당 1.6 SDB B 암석지 72.6 RL D

가파 21.3 GvB A 토산 15.9 TnB C

논고 2.6 RgB B 중엄 7.6 JmB B

신엄 9.0 SLB B 이도 5.1 IaB C

위미 8.7 WmB B 군산 6.4 KsD B

적악 1.8 JaC A 동귀 2.4 DwB C

노로 2.8 RrC B 아라 1.7 AaB A

흑악 2.1 HAC A 구엄 17.9 KmB C

녹산 2.7 RsC B 한경 10.8 HRB B

오라 3.3 OrB C 대흘 2.2 DIB A

하천범람지 5.4 RB D 조천 12.2 JqB B

교래 5.4 KoB C 금녕 0.3 KyB B

송악 3.3 SwB C

Table 2. Soil in Pyoseon WatershedTable 2. Soil in Pyoseon WatershedTable 2. Soil in Pyoseon WatershedTable 2. Soil in Pyoseon Watershed



지층구조2.2.2

를 모델링 하기 전 지질구조 확인을 위해 대상유역에 대하여 인공송신원 가청주파MODFLOW

수 지자기류 탐사를 바탕으로 에서(CSAMT :Controlled Source Audio-frequency MT) GMS Soil

를 생성하였다 과 같이 층을 화산암층을 대수층으로 층을 서귀포층이 기저를 이루Data . Fig 5. 1 , 2

는 것으로 설정하여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생성된 에 지층별 수리전도도 과 같2 Soil Data Table 3.

이 입력하였다.

구분구분구분구분 Horizontal kHorizontal kHorizontal kHorizontal k Vertical kVertical kVertical kVertical k
SpecificSpecificSpecificSpecific

storagestoragestoragestorage

Specific yieldSpecific yieldSpecific yieldSpecific yield

Long.disp.Long.disp.Long.disp.Long.disp.
PorosityPorosityPorosityPorosity

ExtrusiveExtrusiveExtrusiveExtrusive
BasaltBasaltBasaltBasalt

2.37×10-2 2.37×10-2 2.3×10-5 0.13 0.3

Seoguipo andSeoguipo andSeoguipo andSeoguipo and
U FormationU FormationU FormationU Formation

1.35×10-4 1.35×10-4 2.0×10-5 0.12 0.1

Table 3. Hydraulic conductivity to Distribution StratigraphyTable 3. Hydraulic conductivity to Distribution StratigraphyTable 3. Hydraulic conductivity to Distribution StratigraphyTable 3. Hydraulic conductivity to Distribution Stratigraphy

Fig 5. Soil data for Using the Controlled Source Audio-frequency MTFig 5. Soil data for Using the Controlled Source Audio-frequency MTFig 5. Soil data for Using the Controlled Source Audio-frequency MTFig 5. Soil data for Using the Controlled Source Audio-frequency MT

격자망 설정2.2.2

를 통해 구축된 파일을 에 하여 개층의 를ArcGIS Software ASCII MODFLOW Import 2 Coverage

생성하였다 에서는 과 을 같이 정의 하였으며. Source and Sink Coverage Well Stream , Recharge

에서는 개의 소유역 별 함양지대를 설정한 후 모델에서 추정한 함양량을 입력하Coverage 7 SWAT

였다 또한 차원 지하수 유동해석을 위한 격자요소는 관정 부분. 3 Base size 25m, Max size 200m

으로 격자 크기를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자동으로 격자크기를 생성하였다 와 같이 표. Fig 6.

선지역에 해당하는 격자 부분은 로 나머지 격자는 로 구성 하였다Active Cell Inactive Cell .

Fig 6. Grid of study areaFig 6. Grid of study areaFig 6. Grid of study areaFig 6. Grid of study area

(Inactive Cell)(Inactive Cell)(Inactive Cell)(Inactive Cell)

Fig 7. Extrusive BasaltFig 7. Extrusive BasaltFig 7. Extrusive BasaltFig 7. Extrusive Basalt

layerlayerlayerlayer

Fig 8. Seoguipo and UFig 8. Seoguipo and UFig 8. Seoguipo and UFig 8. Seoguipo and U

Formation layerFormation layerFormation layerFormation layer



층 화산암층은 과 같이 수두분포도가 나타났으며 층인 층서귀포층은 과 같이1 Fig 7. , 2 Fig 8.

수두분포도가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와 같이 와 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Fig 9. Outflux Influx .

.

Fig 9. Result of water balance (Steady state)Fig 9. Result of water balance (Steady state)Fig 9. Result of water balance (Steady state)Fig 9. Result of water balance (Steady state)

결 론결 론결 론결 론3.3.3.3.

본 연구에서는 표선유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이용하여 소유역별 함양량 추정을 통해SWAT

지표수 함양량을 산정하여 모델에 적용 이를 통하여 표선지역의 함양량에 따GMS-MODFLOW ,

른 지하수위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지하수 유동 시스템의 예측을 실시하였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상호관계에 따른 지하수 유동분석을 위해 모형과 모형을SWAT MODFLOW

사용한 결과 모델의 적용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장기 유출량 예측하고 각 모형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화산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모형의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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