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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도에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851개의 지하수공이 개발·이용되고 있으며, 이 개발된 지하수공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용 관정, 먹는물(음용수)용 관정, 1일 양수능력이 
500 ㎥ 이상인 관정(염지하수 제외)을 제외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도지사가 직접 사
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제주도 지하수 관정 중 서부 지역의 골프장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사후관리의 주요 조사항목인 지하수 이용량, 수질 및 수위 등을 분석하여 관리의 적절성
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관정은 제주도 서부 지역의 3개 골프장 지하수 관정 13곳이며, 지하수 이용량은 3년

(2008～2010) 동안 각 지하수 관정의 유량계 지침을 이용하였으며, 지하수 수위는 같은 기간동안 분기별로 
측정한 수위변동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NH3-N, 탁도(turbidity), 전기전
도도, pH, NO3-N, Cl- 농도 등 8개 항목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하수 이용량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 이용량은 조사관정별, 월별, 연도별, 용도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월 취수

허가량을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관정의 경우 월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연 이용량을 월별
로 환산하면 약 70% 이하로 월 취수허가량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먹는물 및 생활용수로 개발
된 지하수 관정이 관개용수용로 개발된 지하수 관정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관개용수로 개발된 지하수 
관정도 관정 위치에 따라 이용량 및 이용률에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3.2. 지하수 수위
제주수 수위를 검토한 결과, 강우량이 증감에 따라 수위변화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석에 의한 

수위변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수위변동은 강우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관정에 대
해 분기별로 수위변동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위변화폭은 39.21 m이었으며, 일부 관정에서도 20 m 이
상의 높은 변화폭을 보였고, 대부분의 지하수 관정은 10 m 미만의 낮은 변화폭을 보였는데, 이러한 수위변
화폭은 강우량, 지하수 이용량, 지층구조에 따른 지하수의 함량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지하수 수질  
본 조사대상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에 대해 수질을 검토한 결과, 일반세균(기준 100 CFU/mL 이하) 100 

CFU/mL 이하, 총 대장균군(기준 5,000 MPN/100 mL) <2 MPN/100 mL, 암모니아성 질소(기준 0.5 mg/L 이
하) 불검출, 탁도(기준 1 NTU 이하) 1 NTU 이하, 전기전도도 70-256 ㎲/㎝, pH(기준 5.8-8.5) 6-8.4, 질산성 
질소(기준 먹는물 10 mg/L 이하, 생활용수 20 mg/L 이하) 불검출～1.9, 염소이온(기준 250 mg/L) 0-13 mg/L
로 매우 양호한 수질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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