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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5) 제주지역 지하수 적정허가량의 합리적 산정방안

박원배·강봉래·김민철·김기표1)·박윤석1)

제주연구원, 1)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 서론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허가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하수 취수 허가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2월말 지하수 허가량은 1,563천 ㎥/일으로 제주도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1,768천 ㎥/
일의 8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하수 적정허가량 산정은 개발 사업장의 하수도 발생량 또는 면
적 등 상황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2-3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실 이용량을 분석하여 지하수 적정허가량의 합리적 산정방안을 제
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하였으며, 지하수 원단

위 산정을 위해 도내 골프장, 관광호텔, 일반호텔, 목욕장, 공동주택 등 업종별로 구분하여 면적, 객실수, 세대
수 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합리적 지하수 적정허가량 산정방안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골프장 : R2 = 0.6685
   - 지하수 허가량(㎥/일) = 총 용수 이용량(㎥/일) - 기타 용수량(㎥/일)
   - 총 용수 이용량(㎥/일) = 0.0272 × 골프장 면적(㎡)1.1628

   - 기타 용수량(㎥/일) = 빗물 이용량(㎥/일)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량(㎥/일)
2) 숙박업 : R2 = 0.8309
   - 지하수 허가량(㎥/일) = 1.1634 × 객실수 - 23.682
3) 개인서비스업 : R2 = 0.6832
   - 지하수 허가량(㎥/일) = 3E-05 × 면적2(㎡) + 0.0836 × 면적(㎡) + 15.631
4) 주거시설 : R2 = 0.7714
   - 지하수 허가량(㎥/일) = 0.3785 × 세대수 + 23.021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골프장, 숙박업용, 목욕장 등 개인서비스업용, 주거시설용 지하수 허가량 추정식은 지하
수 개발 ․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설 지하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 지하수인 경우에는 허가량 대비 이용량 비율이 높아 허가량 추정식을 산정하지 
않았다. 또한 상수도용 지하수와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에는 가뭄이 발생할 경우 이용률이 허가량에 근접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뭄 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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