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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 공동크리깅기법을 이용한 제주도 지하수위 분포 분석

안승섭1) ‧ 박동일 ‧ 고병련 ‧ 오영훈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1)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미지에 지점에 지하수위를 알아보기 위해 인근 지하수관측정을 이용하여 유추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시추를 통해 지하수위를 측정해야한다. 또한 관측된 지하수위를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경로와 포획범위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측공의 지하수위값 만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

한 경제적 시간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되는 통계학적 방법을 통하여 지하수위 값을 유추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통계학적 방법을 통하여 미지의 지점의 지하수위값

을 예측하고. 연계분석에 사용되는 지하수분석에 있어서 폴리곤형태의 지하수위 값을 제시함으로 지하수분석

에 적용성 향상과 무분별한 시추를 통한 지하수위측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료 및 방법

통계학적 방법인 크리깅 기법중 공동크리깅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분석하였다. 먼저 공동크리깅에 적용

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크게 관측공의 지하수위자료와 연구대상지역에 표고분석자료로 나눌 수 있다. 지하

수위자료는 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하수 수위관측소의 일별 관측 지하수위값과 관측소의 공간

적 위치(좌표, 표고)를 이용하였으며, 표고분석자료는 제주도의 1:250,000의 수치지도를 GIS에서 역거리 보간

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nterpolation)을 통하여 표고분석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였

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유역의 129개소의 관측정의 수위 자료는 1차변수로, 표고분석된 DEM자료는 2차변수

로 공동크리깅기법에 적용하여 지하수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동크리깅기법을 2015년 평균 지하수위 분포 추정한 결과 연구대상지역인 제주도의 표고와 같이 국지적

으로 높은 표고에서 높은 지하수위가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차변수를 적용한 공동크리깅의 상관성으로 

인한 분석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월별 평균 지하수위를 분석한 결과 해안 저지대에서 월별에 따른 지하수위

가 차이가 미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공동크리깅기법 적용 결과와 관측정 이외에 개발예

정 관정에서의 수위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해안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오차범위가 약 EL. 2 m 내

외로 공동크리깅기법 적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가 큰 지역은 중산간이상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안지역에 많은 관측정이 위치하는 것에 비해 관측정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값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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