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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18) 순간충격시험에 의한 농촌지역 충적관정과 산지지역 
암반관정의 수리상수 분석

이충모·함세영·윤설민·전항탁·임우리·오정은1)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현재 국내의 수질관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의 [별표 1]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관련 [별표 4]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하지
만, 지하수내 동물용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물질, 인공감미료 등 화학물질에 대한 농도 수준이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축산지역의 지하수 내 오염원 추적을 
위한 지표 물질을 분석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적기법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충적과 암반관정의 순간충격시험을 실시하여 연구지역의 수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 관정은 농촌 지역(충남 BY군 OS면 SA리)과 산지 지역(BS시 GJ구 GS동 일원)의 심도 17.5-21.0 

m, 직경 3인치의 SA리 충적관정 3공과 심도 약 80-100 m, 직경 6인치의 GS동 암반관정 2공이다. 이들 관정
에 대하여 순간충격시험을 실시하여 수리상수를 산출하였다. 순간충격시험을 시작하기 이전에 자동수위측정
기를 설치하고, 시험시에 지하수위 측정 시간 간격은 2초로 설정하였다. 시험에서 측정된 지하수위 자료를 
Bouwer & Rice 식(Bouwer and Rice, 1976)(식 1)과 Hvorslev 식(Hvorslev, 1951)(식 2)에 적용하여 수리상수
(K)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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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e는 유효반경, R은 우물 스크린 또는 나공 구간의 반경, rc는 우물케이싱의 반경, Le는 우물스크
린 또는 나공 구간이고, Ho는 시험 시작시 0일 때의 수위, Ht는 경과시간 t일 때의 수위이다.

3. 결과 및 고찰
SA리의 충적관정의 수리전도도는 1.70 ⨉ 10-6 ~ 2.62 ⨉ 10-3 m/sec(평균 7.84 ⨉ 10-4 m/sec)이다. GS동 

일원의 암반관정의 수리전도도는 5.35 ⨉ 10-6 ~ 2.62 ⨉ 10-3 m/sec(평균 1.18 ⨉ 10-3 m/sec)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수리전도도의 분포는 충적관정과 암반관정에서 10-6에서 10-3까지 유사하지만, 평균적으로 암반관
정의 수리전도도가 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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