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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uvial aquifer, widely developed near the four major rivers such as Nakdong River, can be used effec-

tively for groundwater artificial recharge and is expected to be the future water resources in Korea.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impact of repeatedly injected river water into the riverside alluvial aquifer on injection rate

or efficiency in its system at Changweon area. For this, injection tests were performed two times, first on June 19

and second on September 25 through October 9, 2013, and the mixing ratios of river water to groundwater were

used as the tool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injection. The mixing ratios were evaluated by using electrical con-

ductivities of injected river water (average EC=303 µS/cm) and groundwater (EC≒ 6,000 µS/cm) measured at 20 m

depth of four observation wells installed 10 m apart from each injection well. The result shows the remarkable dif-

ferences on two respects. First, in some observation well, detection time for incipient injection effect during 2nd

injection test was shown to be much slower than that of 1st injection test. Second, the hourly increasing rate of

mixing ratios in 2nd test was revealed to be reduced much more than that of 1st test. This means that the efficiency

of injection was badly deteriorated by only 1,210 minute injection work. Therefore, injection water needs to be ade-

quately treated beforehand and repeated pumping work and/or resting phase is needed afterwards. To a certain

extent,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in saline aquifer was verified in this system by injec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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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4대강 주변에 충적 대수층이 많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적층을 활용한 인공함양 시스템 운영은

향후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낙동강 하천변 충

적층에서 대수층 저류/이동/회수 방식의 인공함양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하천수의 반복적인 주입이 대수층의 주입능

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인공함양 시스템의 주입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2차례에 걸친

주입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험에서의 주입수(하천수)와 4개 관측정 내 지하수의 혼합 비율을 계산하여 주입 효율

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혼합 비율 계산에서 사용된 수질 성분은 전기전도도로서, 연구지역에서의 하천수와 대상 지하

수의 EC 값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 혼합 결과를 확실하게 반영해 주었다. 2차례의 주입시험 결과, 일부 관측정에서는

1차에 비해 2차 시험에서 주입 효과의 발생 시점이 매우 느리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관측정에서 주입수의 혼합 비

율 상승률이 1차 시험에 비해 2차 시험에서 현저히 저하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함양 시스템의 운영이 시

간이 흐를수록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을 지시해주는 것이며, 향후 주입수의 수처리 등 사전 관리와 함께 주기적 양

수시험, 휴지기 운영 등 사후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하천수 주입에 의한 대수층의 수질 개

선 효과는 1차 1,210분 주입 시 1일 이상, 2차 14일간 주입 시 4일 혹은 6일 이상 유지됨을 보였다. 

주요어 : 낙동강, 충적 대수층, 인공함양, 주입시험, 주입수 혼합 비율, 주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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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지하수 함양에는 함양되는 방법에 따라 자연적 함양

(Tyler et al., 1996), 식물 관리를 통한 함양 증대

(Querner, 2000), 강변여과에 의한 유도 함양, 도시화

및 관개시설 관련 누수에 따른 부수적 함양(Bouwer,

2000; Lerner, 2002), 그리고 인공함양 등이 있다

(Bouwer, 2002). 지하수 인공함양은 분지/습지, 이랑/고

랑, 수로/관정 등 자연적 구조 및 인위적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지표 조건을 변경하여 지표수를 토양, 비

포화대, 함양 관정 등을 통과시킴으로써 지표수가 함

양 대수층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인공함양(artificial

recharge) 이라는 용어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Dillon(2005)은 대수층 함양

관리(management of aquifer recharge, MAR)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인공함양의 주요 목적은 현재의 지하수 자원량을 증

대시키거나 미래의 수량을 확보하는 데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공함양을 통하여 해수 침투 및 지반 침하를

감소시키거나, 토양과 대수층을 활용한 수질개선 노력

등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Bouwer, 2002; Kim,

2003; Kim et al., 2008). 대수층을 통한 수자원의

지하 저장은 지표 댐의 활용에 비해 수문학적/경제적/

위생적/생태학적/환경적/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잇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의 단기적 혹은 장

기적인 지하 저장을 위해 인공함양의 이용이 점차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물 수요가 증

대됨에 따라, 물 부족시기에 대비하여 물 잉여시기에

다량의 물 저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리고 지하수

과잉 취수로 인한 세계적인 지하수 고갈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그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

해 미래에는 인공함양의 활용이 점차 확대 될 것으

로 예상된다(Kinzelbach et al., 2003; Wada et

al., 2010).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수변지역에서의 시설

재배와 수막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충적층 지하수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수막재배는

지하수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난방하

는 방법으로서 동절기에 다량의 지하수를 양수하게 되

어 일시적인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KIGAM, 2010; Moon et al., 2012). 이러한 지역에

서의 지하수 고갈 문제 해결 외에도, 점차 강우 시기

의 편중화가 심화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 인

공함양이 보조적인 수자원 확보 수단으로서 매우 유

용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수자원 공급시스템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다(Seo et al., 2010;

Kim and Kim, 2010). 

우리나라에서의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은 주로 주입

정을 설치하여 대수층으로 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지하수 인공함양은 과도한 지하수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과 지속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법이긴 하나, 인공함양에는 필수적으로 투수성과 수

질 변화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침투면 상에서

의 클로깅 층(clogging layers) 생성이나 대수층 내에

서의 지화학적 반응(geochemical reactions) 등은 대수

층의 투수성과 수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함양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클로깅 방지를 위한 사전 수

처리, 주기적인 양수시험, 장기적인 휴지기 운영 등을

통한 클로깅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인공함양은 내포하고 있다. 

국내외로 인공함양기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경우

지하수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만, 국내에서는 인공함양에 따른 주입정에서의 클로깅

문제와 이에 따른 주입 효율의 변화 등에 대한 문제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4대강 주변에 충

적대수층이 많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적층을 활

용한 인공함양 시스템 운영은 향후 우리나라 미래 수

자원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낙동강 주변 충적층 지대에

하천수를 인위적으로 주입하였을 때 대수층의 주입능

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낙동강 등 국내 대하

천변에서 충적층 대수층으로의 ASTR(Aquifer Storage,

Transfer and Recovery, 대수층 저류/이동/회수) 방식

에 따른 인공함양 기법의 적용성과 문제점, 그리고 향

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지역의 지질 및 인공함양 시스템

연구지역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리 104번지

일대의 고수부지로서, 낙동강 하천 환경정비 공사 이

전엔 농사활동이 있었던 곳이다(Fig. 1). 하천 환경정비

공사로 인해서 농지위에 하천 준설 토양이 1~3 m 두

께로 복토되었으나, 하상 경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외지 고수부지의 폭은 약 150 m 정도이

다(KIGAM, 2012).

연구부지 주변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유천층군의 퇴

적암(장석질 사암, 녹색셰일, 쳐어트질 셰일)과 화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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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암, 안산암질 응회암, 안산암질 라필리응회암, 안

산암질 응회각력암), 불국사 화성암류(흑운모화강암, 화

강섬록암), 제4기 충적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heong et al., 2003; Kim and Lee, 1964). 주변

지역의 물리탐사 결과(KIGAM, 2012), 충적층은 약

40 m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지

역 인근의 낙동강변 대산 정수장 주변에서도 충적층의

두께는 40 m 내외이며, 투수층인 모래와 자갈층은 심

도 28 m 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

함양 시스템 구축 시 획득한 시추 자료에 의하면, 연

구지역 내 지질은 상부 모래층, 중간 실트질 모래층,

하부의 굵은 모래층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하 10-

30 m 심도 구간에 위치하는 실트질 모래 혹은 점토층

을 중심으로 상부 모래층은 주수 지하수 대수층

(perched aquifer)을 이루고, 하부의 굵은 모래층이 연

구지역의 주요 대수층 역할을 한다. 인공함양의 주 대

상층인 굵은 모래층은 평균적으로 약 30 m 정도의 심

도에 분포하며, 그 이하의 심도에는 풍화암과 기반암

이 분포한다. 

이변 연구를 위한 인공함양 실증시설은 Dillon

(2005)에 의한 ASTR(Aquifer Storage, Transfer and

Recovery, 대수층 저류/이동/회수) 방식을 이용하여 구

축하였다(Fig. 2). ASTR 시스템은 주입공에 주입수를

넣어 대수층에 함양시키고 양수정에서의 양수작업을 통

해 주입된 물이 양수정으로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주입수는 주로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며, 주

입 전에 지표 저류지에서 침전 등 사전의 수처리 작업

을 거치게 된다. 연구지역은 이와 같은 ASTR 시스템

을 적용하여 Fig. 3와 같이 시스템을 설정하였다. 양수

정(PW) 1개공을 중심으로 10 m 간격으로 주입정

(IW) 4개공, 관측정 (OBS) 6개공, 15 m 간격으로 다

중심도 관측정 (MLW) 3개공이 설치되었고, 모든 관정

의 심도는 30 m 내외로 굴착되었다. 양수정, 주입정,

관측정의 내경은 각각 250 mm, 150 mm, 50 mm 이

다. 모든 주입정은 전 구간 스크린 (screen)이며, 주입

되는 심도는 10~12 m로 하였다. 양수정 역시 전 구간

스크린이며, 착정 심도의 2/3 지점인 20 m 심도에 펌

프를 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에서의 주입수는 낙동강 하

천수로서, 1차 저류조와 2차 저류조에서 토사 및 부유

물질 등을 침전시킨 후 주입하였다. 주입과 동시에 양

수정이 가동되어 유출되는 물은 배수 라인을 통해 낙

동강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시험이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Fig. 3). 지질매체를 통과하여 자

연 정수된 물은 추가적인 정수처리시스템을 결합하면

상수공급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Fig. 1. Study site (sources: google earth and http://map.daum.net/, 2014-10-28). The artificial recharge system is installed in

the violet box area of the right figure. The village shown in the right figure is Yudeung-ri, Daesan-myeon, Changweon,

Korea. The alluvial deposits are well developed at both side of Nakdong River.

Fig. 2. Schematic diagram for convergent ASTR (Aquifer

Storage, Transfer and Re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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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연구지역의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에서 주입 효율

을 평가하기 위해 2차례에 걸친 주입/양수 시험을 실

시하였으며, 각 시험에서의 주입수(하천수)와 4개 관측

정 내 지하수의 혼합비율을 계산하여 주입 효율의 변

화를 비교해 보았다. 혼합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된

수질 성분은 전기전도도(EC, Electrical Conductivity)

값이며, 연구지역에서의 하천수와 대수층 지하수의 EC

값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 혼합 결과를 확실하게 반영

해 줄 수 있다. 하천의 평균적인 전기전도도 값과 각

관측정 내 20 m 지점에서 측정된 전기전도도 값들을

단성분(end member)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혼합비율

을 계산하였다. 

혼합비율(%) = 100 × (Gf− Gi)/(Gs− Gi) 

Gf:주입 후 각 관측정 내에서 측정된 혼합 지하수의

EC 값

Gi:주입 전 각 관측정 내에서 측정된 초기 지하수의

EC 값

Gs:주입수(하천수)의 평균적인 EC 값

4개 주입정으로 하천수를 주입하고, 동시에 양수정

에서 지하수를 양수하면서 시간에 따른 주입량과 양수

량도 관측하였으며, 관측정에서의 수위와 수질 변화를

관찰하였다. 1차 주입/양수시험은 2013.6.19. 14:50부터

2013.6.20 11:00까지 1,210분 동안 수행하였고, 2차

주입/양수시험은 2013.9.25. 12:00부터 2013.10.9.

12:00까지 14일간 진행되었다. 

주입수로 이용된 하천수는 2차 주입/양수시험시 1,

2차 저류조에서 단순 침전시킨 것으로서, 2차 저류조

에서 35회 채취하여 측정한 EC 값의 평균치를 이용하

였다. 각 관측정 내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값 변화는

20 m 심도에 설치된 다이버(CTD Diver)를 이용하여

매 10분 간격으로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토의
 

4.1. 주입수(하천수)의 수질

주입수는 하천수를 1, 2차 저류조에서 단순 침전시

킨 것으로서, 2차 저류조에서 주입정(IW-1, 2, 3, 4)으

로 주입되었다. 2차 저류조에서 35회에 걸쳐 채취한

주입수의 수질 특성은 Table 1과 같다. 

Fig. 3. Installation of injection (IW), pumping (PW) and observation (OBS) wells at the study site (KIGAM, 2013).

Table 1. Statistics for water quality of injection (river)

water (N = 35)

T (oC) pH EC (µS/cm) DO (mg/L)

Min. 21.5 7.6 223 8.4

Max. 27.1 9.4 352 10.3

Mean 24.3 8.9 303 9.4

Median 24.4 9.0 302 9.3

Std 1.2 0.4  2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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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당시 주입수의 수온은 21.5~27.1oC(평균:

24.3oC)로서, 후술되는 지하수 온도에 비해 훨씬 높고

변화폭도 컸다. pH는 7.6~9.4(평균: 8.9)로서, 약산성

내지 알카리성의 특징을 보이며, 지하수의 pH 보다는

높은 값을 보였다. 주입수의 EC는 223~352 µS/

cm(평균: 303 µS/cm)의 범위를 보이며, 지하수보다 훨

씬 작은 EC 값을 보인다. DO는 8.4~10.3 mg/L(평균:

9.4 mg/L)로서, 지하수에 비해 매우 큰 DO 값을 보

였다. 

4.2. 지하수의 수질

2013년도에 다중심도 관측정(MLW)에서 매달 주기

적으로 측정된 DO 값은 대부분 2 mg/L 미만으로서

상부와 하부 2개 대수층 모두 환원 환경에 있음을 보

였다. EC 값은 상부 대수층이 500 µS/cm 이하로서

담수(fresh water) 지하수의 특징을 보였으나, 하부 대

수층은 6,000 µS/cm 내외로서 고염도(saline water)

지하수 수질 특성을 보였다. 한편, 2013년 9월 24일에

관측정 OBS1, 2, 3, 4, 6의 심도 20 m 지점에서

1회 채취된 지하수의 수질을 살펴보면, 수온 16.0~

17.1oC, pH는 6.0~6.9, EC는 599~6,200 µS/cm,

DO는 0.06~0.75 mg/L 범위를 보였다. 여기에서도 대

수층 지하수는 하천수와는 전혀 다른 환원 환경하에

있음을 보였으며, 관정의 위치에 따라 하부 고염도 지

Fig. 4.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EC) with depth in each observation well (measuring

device: CTD Diver, date: 20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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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와 상부 담수 지하수간에 지하수 유입량의 기여도

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하천수의 DO 값은

10 mg/L 이상으로 매우 높은 데 반해, EC 값은

500 µS/cm 이하로 낮다. 즉 상부 담수 지하수는 하천

수와 유사한 EC 값을 가지고 있으나, DO 값은 매우

다름을 보였다. 

관측정(OBS1~OBS6)에서의 심도별 수온 및 EC

분포는 Fig. 4와 같다. 심도별 수온 및 EC 측정은

2013년 5월 30일에 CTD Diver를 이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이는 관정 내부가 안정된 상태에서의 측정이다.

주입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CTD Diver 설치 지점

20 m 심도에서의 EC 값은 대부분 5,000 µS/cm 이상

의 높은 값을 보여 주입수의 EC 값 223~352 µS/

cm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2차 주입/양수시험에서

토출되는 지하수의 EC 값은 5,490~6,180 µS/cm 범

위를 보였다.

 

4.3. 1차 주입시험

1차 주입시험은 2013.6.19. 14:50부터 2013.6.20

11:00까지 1,210분 동안 수행하였다. 평균 주입속도는

IW1 49.65 L/min, IW2 29.18 L/min, IW3 25.87 L/

min, IW4 10.0 L/min로서, 총 주입속도는 114.70 L/

min이다. 시험시간인 1,210분 동안 누적 주입량은

IW1, IW2, IW3, IW4에서 각각 55.38 m3, 31.71 m3,

28.72 m3, 13.01 m3이고 총 누적 주입량은 128.82 m3

로 측정되었다. 주입과 동시에 양수정에서는 양수작업

에 의한 지하수 배출이 있었고, 이 때의 양수율은

132.79 L/min, 1,210분간 총 양수량은 160.68 m3로 측

정되었다. 이는 연간 총 주입 가능량 60,286 m3, 총

양수가능량 69,795 m3로 산정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점차 발생될 수 있는 물리/화학/생물학적 폐색

현상과 IW4에서의 일부 월류 현상을 고려하면 실제

주입 가능량은 이보다 작아지게 될 것이다. 

각 관정에서의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를 도시해

보면, 양수정 PW에서 주입정 IW1, IW2, IW4 사이에

있는 관측정 OBS1, 2, 4는 0.14~0.44 m의 수위가

상승한 반면, 양수정과 주입정 IW3 사이에 위치한 관

측정 OBS3은 오히려 10.26 m 하강하여 뚜렷한 이방

성을 보인다(Fig. 5). 또한 수동 수위 측정 결과, IW1

Fig. 5. Water level variations of each well during 1st

injection test (Monitoring time: 2013.6.19. 14:50~2013.6.20

11:00).

Fig. 6. EC variations of observation wells during 1st

injection test (Monitoring time: 2013.6.19. 14:50~2013.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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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에 있는 OBS5는 0.91 m 상승한 반면, IW3 외곽

에 있는 OBS6는 4.7 m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수정에서 IW3 주입정 방향으로는 수리적 연결성이

좋은 반면에, IW1, IW2, IW3 주입정 방향으로는 수

리적 연결성이 좋지 않은 것을 지시한다. 또한, 관측정

OBS1, 2, 4, 5는 인근 주입정의 주입에 의한 지하수

위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관측정 OBS3, 6

은 주입 효과보다는 양수정의 양수에 의한 영향을 많

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수정에서는 주입수보다

IW3 주입정 방향의 지하수가 상당 부분 양수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주입 시 전기전도도는 주입정과 양수정 사이에

있는 관측정 OBS1, 2, 3, 4에서 모두 감소하는 현상

을 보여 주입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Fig. 6). 1차 주입시험 시 각 관측정에서의 중요한 수

질 변화 시점을 정리하면 Table 2, 이를 이용한 주입

수의 혼합 비율은 Table 3과 같이 정리된다.

OBS1 관정에서는 주입 직전에 4,900 µS/cm 정도의

고염도를 유지하다가 주입 후 270분 경과시 3,350 µS/

cm까지 감소하였다. 이후로는 다시 서서히 증가되어

1,130분 경과시에 3,880 µS/cm이 되었으며, 주입 종료

시점인 1,210분 경과시까지는 또 다시 감소되어 3,500

µS/cm이 되었다. 주입 종료 이후 관측 기간 동안(주입

종료 후 3,420분간) 원래의 지하수 수질 상태인

4,900 µS/cm까지 상승되지 못하고 3,580~3,640 µS/

cm 범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4 개 관측정 모

두에서 관찰되었으며, 주입수 수질의 혼합 비율 즉 주

입 효율이 오래 동안 유지되었음을 반영한다. OBS1

관정에서 주입수의 혼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용

된 수질은 주입 직전의 EC 값 4,900 µS/cm, 270분

경과시점의 최소 EC 값 3,350 µS/cm, 그리고 주입 효

율이 중간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1,130분 경과시점의

3,880 µS/cm, 주입 종료 직전에 주입 효율이 다시 상

승했던 EC 값 3,500 µS/cm 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2. Summary of EC variation points with time in each well at 1st injection test (2013.6.19. 14:50~2013.6.20. 11:00)

Date and time 
Elapsed time

after injection (min)

EC (µS/cm)

IW4 OBS1 OBS2 OBS3 OBS4

-10 840 4,900 4,030 6,560 5,710

2013-6-19 14:50 0 (injection start) 840 4,760 4,030 6,560 5,720

10 850 4,650 810 6,550 5,720

20 840 4,560 820 6,560 6,340

80 840 4,430 830 6,540 5,950

90~120 1,400~1,440 4,420~4,430 830~840 6,540~6,550 5,720~5,870

130 450 4,430 840 ? 5,720

200 310 4,000(?) 850 ? 4,960

210~230 300~310 4,000(?)~3,510 1,100~1,170 ? 4,910

240 300 3,480 650(?) ? 4,900

270 300 3,350 640 ? 3,420

340 300 3,460 640 ? 2,860

1,130 300 3,880 700 ? 2,050

2013-6-20 11:00 1,210 (injection stop) 290 3,500 520~700 6,130(?) 1,930

1,260 290 3,620 500~510 6,060 1,340

1,410 290 3,580 500 5,990 1,530

3,420 420 3,640 970 5,970 1,990

Table 3. Calculated mixing ratios of river water into groundwater in each observation well at the first injection test 

OBS1 OBS2 OBS3 OBS4

EC (µS/cm) (%) EC (µS/cm) (%) EC (µS/cm) (%) EC (µS/cm) (%)

pre post
mixing

ratio
pre post

mixing 

ratio
pre post

mixing 

ratio
pre post

mixing 

ratio

4,900 

3,350 33.7

4,030 

810 86.4

6,560 

6,130 6.9

5,710 

2,860 52.7

3,880 22.2 640 91.0 5,990 9.1 2,050 67.7

3,500 30.5 500 94.7 - - 1,340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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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2 관정에서는 주입 직전에 4,030 µS/cm 정도의

EC 값을 보였으며, 이 값을 주입 전의 수질 기준으로

보았다. 이 관정에서는 주입수의 유입에 의해 EC 값

의 계단식 변화를 보였다. 주입 후 10분 경과시

810 µS/cm, 270분 경과시 640 µS/cm, 1,260분 경과시

500 µS/cm로 감소되어 3단계의 계단식 감소 현상을 보

였으며,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 주입수의 혼

합 비율을 계산하였다.

OBS3 관정에서는 주입 직전에 EC 값이 6,560 µS/

cm이었다. 주입 직후부터 종료시점까지의 EC 값은 기

록된 것이 없으나, 주입 종료 후 30분 경과시 EC 값

이 6,130 µS/cm로 감소되어 관측되었으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혼합 비율을 계산하였다. 후술되는 2차 주입

시험에서의 EC 변화 양상으로 볼 때, 이 관정에서는

주입 초기부터 말기까지 EC 값이 서서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입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나므로,

주입 종료 후 200분 경과시의 EC 값 5,990 µS/cm

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OBS4 관정에서는 주입 직전에 EC 값이 5,710 µS/

cm이었으며, 주입 후 20분 경과시의 EC 값이 6,340

µS/cm까지 오히려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

상은 주입정 IW4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

입 초기에 주입수의 효과보다는 양수정에서의 양수 효

과가 커서 일시적으로 주변의 고염도 지하수가 공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입 직전의 EC

값 5,710 µS/cm을 기준으로 혼합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 관정에서는 시간에 따른 EC 감소 비율이 3차례 변

화하였다. 따라서, 각기 다른 감소 비율을 보이는 기간

중에서 최소 EC 값을 보이는 시점을 이용하여 혼합

비율을 평가하였다. 주입 후 340분 경과시의 2,860

µS/cm, 1,130분 경과시의 2,050 µS/cm, 주입 종료 후

50분까지 주입 효과가 지연되었던 1,340 S/cm의 자료

를 이용하여 혼합 비율을 계산하였다. 

상기한 EC 값의 변화 자료를 고려하여 계산한 혼합

비율은 Table 3과 같다. OBS1 관정에서는 1,210분간

22.2~33.7% 혼합 비율을 보였으며, 최대 혼합 비율

33.7% 이후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입 효율이 조금씩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주입 말기에는 다시 효율

성이 회복된 경향을 보였다. OBS2 관정에서는 혼합

비율이 86.4~94.7%로서 가장 큰 주입 효율을 보였

다. 이 관정에서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혼

합 비율이 상승되는 경향을 보였다. OBS3 관정의 혼

합 비율은 6.9~9.1%로서 가장 적은 주입 효율을 보였

다. 이는 주입 효과가 양수영향에 의해 가리워졌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OBS4 관정의 혼합 비율은

52.7~80.8%로서 주입 초기에서 말기로 가면서 혼합

비율이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4.4. 2차 주입시험

2차 주입시험을 위한 관측은 2013.9.25. 12:00부터

2013.10.9. 12:00까지 14일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었

다. 이 시험에서 실제 주입과 양수는 9월 25일 12:10

부터 시작되었으나, 주입 시작 후 초기 3시간 20분 경

과 시점(9월 25일 15:30)까지는 주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주입 시작 후 3시간 20분 경과 시점부터

주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약 6시

간 경과 시점(9월 25일 18:10)까지는 장기시험에 맞게

유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주입량의 변동이 있었다. 또

한, 주입정에서의 월류량을 줄이기 위해 약 20시간 경

과 시점(9월 26일 08:42)과 68시간 경과 시점(9월

28일 08:40)에서는 약간의 주입량 감소가 있었지만, 이

후부터 260시간 경과 시점(10월 6일 08:40)까지는 전

반적으로 주입량이 안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60시

간 경과 후 다시 주입량 감소가 있었고, 이후 급격히

주입량이 감소하였다. 260시간 경과 후부터 누적 양수

량이 누적 주입량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차

주입시험에서의 유효 시간은 주입이 제대로 이루어지

기 시작한 초기 3시간 20분 경과 시점(9월 25일

15:30) 부터로 판단된다. 주입 전의 수질은 9월 25일

12:00에 측정된 EC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유량계를 이용한 IW1, 2, 3, 4 관정의 주입량은 각

각 705.4 m3, 626.6 m3, 547.6 m3, 490.5 m3로서, 총

주입량은 2,370.1 m3으로 계측되었다. 총 양수량은

2,713.7 m3이다. 계량기 계측에 의한 평균 주입 속도는

IW1 35.00 L/min, IW2 31.17 L/min, IW3 27.17 L/

min, IW4 24.33 L/min였다. 그러나, 1차 주입시험 때

와는 달리, 설치된 주입 펌프의 용량이 대수층의 주입

능력에 비해 커서 밸브 조절만으로는 주입정의 월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제 주입량은 유

량계의 계측량에 비해 훨씬 작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는 후술되는 주입수 혼합 비율 상승률의 현저한 저하

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양수량은 초기 몇 시간 동안에

불규칙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

며, 초기 1일~5일간은 5 sec/10 L, 6~14일간은 4 sec/

10 L 상태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관측정 내 수질 변화

는 양수량 변화가 아닌 주입량 변화에 의해 주로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주입 시 전기전도도는 관측정 OBS3, 4 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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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

였으며, OBS1 관정에서는 주기적 감소와 상승을 반복

하였다(Fig. 7). OBS2 관정에서는 약 8일간 EC 변화

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였다.

OBS3 관정에서는 일시적 EC 상승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료 채취를 위해서 20~30분

간씩 간헐적으로 실시한 자체 양수작업 시 대수층 내

고염도 지하수가 관정 내로 일시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료 채취 작업이 OBS4 관

정에서도 미약하나마 주기적인 수질 변화를 야기하였

다. 2차 주입시험 시 각 관측정에서의 중요한 수질 변

화 시점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OBS1 관정에서는 주입 직전에 5,000 µS/cm 정도

EC 값을 유지하다가 시험 시작 후 548분 경과시의

5,380 µS/cm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주입보다는 양수에

의해 주변 고염분이 일시적으로 관정 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48분 경과 시점 이후부터

주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706분

경과 시점에 전기전도도는 4,020 µS/cm까지 감소되었

다. 이후로 이 관정에서는 EC 값의 주기적인 상승

(4,590~4,790 µS/cm)과 감소(3,700~3,810 µS/cm)를

반복하였다. 주입 종료시점인 20,150분 경과시의 EC

값은 3,700 µS/cm로 관측되었다. OBS1 관정에서 주입

수의 혼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용된 수질은 주

입 직전의 EC 값 5,000 µS/cm, 수질의 주기적 변화에

서의 각 최소값(4,020, 3,810, 4,170, 3,700 µS/cm)과

최대값(4,790, 4,590 µS/cm)이다. 

OBS2 관정에서는 주입 직전에 5,890 µS/cm 정도의

EC 값을 보였다. 이 관정에서는 시험 시작 후 약 7.7

일간 주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7,474분 경과

시점의 6,140 µS/cm, 11,120분 경과 시점(10월 3일

05:30)의 5,890 µS/cm 까지 EC 값이 서서히 상승 후

다시 서서히 감소하였다. 11,120분 경과 시점 이후에

는 주입수의 유입에 의해 EC 값이 급격히 감소하였으

며, 13,678분 경과 시점(10월 4일 18:40)에 EC 값

1,690 µS/cm를 보였다. 이후로는 EC 감소율이 약간씩

줄어들어 15,032분 경과 시점(10월 5일 22:42)에 EC

값 960 µS/cm, 시험 종료 시점에는 610 µS/cm를 기

록하였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관정 내 주입수의 혼

합 비율을 계산하였다.

OBS3 관정에서는 주입 직전에 EC 값이 6,170 µS/

cm으로 측정되었다. 주입 직후부터 종료시점까지의 EC

값이 서서히 감소되어 주입 종료 시점에는 5,130 µS/

cm로 측정되었다. 이 관정에서의 EC 변화는 시험 시

작부터 종료 시까지 서서히 진행되긴 했으나, 중간에

몇 차례 EC 값이 조금 상승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

며, 이들 자료도 혼합 비율 계산에 이용하였다.

OBS4 관정에서는 주입 직전에 EC 값이 6,020 µS/

cm이었으며, 주입 직후 2분 경과시 EC 값이 6,340

µS/cm까지 오히려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

상은 1차 주입시험에서도 관찰된 것이며, 시험 초기에

주입수의 효과보다는 양수정에서의 양수 효과가 커서

일시적으로 주변의 고염도 지하수가 공내로 유입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EC 값은 다시 낮아

졌으나, 1,196분 경과 시점(9월 26일 08:06)에 EC 값

이 6,280 µS/cm까지 다시 상승된 것은 이 시점에 주

입량의 감소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관정에서는

시간에 따른 EC 감소 비율이 2차례 변화하였으며, 감

소되는 중간에 EC 값이 일시적으로 상승되는 경우가

2회 이상 관찰되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감소 비율을

보이는 기간 중에서 최소 EC 값을 보이는 시점과 일

시적인 EC 값 상승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 비율을 계

산하였다. 

상기한 EC 값의 변화 자료를 고려하여 계산한 주입

Fig. 7. EC variations of observation wells during 2nd

inje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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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혼합 비율은 Table 5와 같다. OBS1 관정에서는

14일간 −8.1~27.7% 혼합 비율을 보였다. 시험 시작

후 548분에는 혼합 비율 −8.1%로서 주입수의 주입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706분 경과 시점에서야 혼합

Table 4. Summary of EC variation points with time in each well at 2nd injection test (2013.9.25. 12:00~2013.10.9. 12:00)

Date and time 
Elapsed time

after injection (min) 

EC (µS/cm)

OBS1 OBS2 OBS3 OBS4

9-25 12:00 -10 5,000 5,890 6,170 6,020

9-25 12:10 0 (injection start) 5,000 5,890 6,170 5,940

9-25 12:12 2 6,340

9-25 13:24 74 5,970

9-25 15:30 200 5,160 5,960

9-25 21:18 548 5,380

9-25 23:56 706 4,020

9-26 08:06 1,196 6,280

9-27 16:32 3,142 4,790

9-29 17:14 6,064 5,810

9-29 17:48 6,098 6,290

9-30 16:44 7,474 6,140

10-1 18:16 9,006 3,810

10-1 19:16 9,066 3,770

10-1 19:36 9,086 4,690

10-2 09:50 9,940 5,810

10-2 10:20 9,970 6,120

10-2 19:44 10,534 3,260

10-3 05:30 11,120 5,890

10-3 11:40 11,490

10-3 19:58 11,988 3,680

10-4 18:10 13,320 5,520

10-4 18:38 13,348 6,050

10-4 18:40 13,350 1,690

10-5 00:08 13,678 4,590

10-5 09:28 14,238 4,170

10-5 22:42 15,032 960

10-6 01:00 15,170 4,520

10-9 10:14 20,104 410

10-9 12:00 20,150 3,700 610 5,130 2,130

Table 5. Calculated mixing ratios of river water into groundwater in each observation well at the 2nd injection test 

OBS1 OBS2 OBS3 OBS4

EC (µS/cm) (%) EC (µS/cm) (%) EC (µS/cm) (%) EC (µS/cm) (%)

pre post
mixing

ratio
pre post

mixing 

ratio
pre post

mixing 

ratio
pre post

mixing 

ratio

5,000 

5,380 -8.1

5,890 

5,890 0.0

6,170 

6,170 0.0

6,020 

6,340 -5.6

4,020 20.9 5,960 -1.3 5,810 6.1 5,970 0.9

4,790 4.5 6,140 -4.5 6,290 -2.0 6,280 -4.5

3,810 25.3 5,890 0.0 5,810 6.1 3,770 39.4

4,590 8.7 1,690 75.2 6,120 0.9 4,690 23.3

4,170 17.7 960 88.2 5,520 11.1 3,260 48.3

4,520 10.2 410 98.1 6,050 2.0 3,680 40.9

3,700 27.7 610 94.5 5,130 17.7 2,130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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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20.9%로서 주입 효과가 나타났다. 이후로는 혼합

비율이 6~7일 주기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관정에서의 주입수 혼합 비율은 4.5~27.7%

범위 내에서 변화하였다. OBS2 관정에서는 혼합 비율

이 −4.5~98.1%를 보였다. 시험 시작 후 약 7.7일간은

혼합 비율이 −4.5~0.0%로서 주입 효율이 나타나지 않

았으나, 이후로는 점차 혼합 비율이 상승하여 종료 시

점에는 94.5~98.1%로서 가장 큰 혼합 비율을 보였

다. OBS3 관정의 혼합 비율은 −2.1~17.7%로서 가장

적은 주입 효과를 지시하였다. 이는 1차 주입시험에서

와 마찬가지로 주입 효과가 양수 영향에 의해 가리워

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정의 혼합 비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증가되었으나, 시험 시작 후

6,098분, 9,970분, 13,348분 경과시에는 일시적으로 혼

합 비율이 −2.0~2.0% 정도로서 주입 효율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14일 후의 주입수 혼합 비율

은 17.7%이다. OBS4 관정의 혼합 비율은 −5.6~68.0%

범위로서 주입 초기에서 말기로 가면서 혼합 비율이

서서히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시험 시작 후

1,196분 경과 시점까지는 혼합 비율이 −5.6~0.9%로서

주입수의 주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9,066분

경과 시점 이후로는 혼합 비율이 23.3~68.0%로서 서

서히 증가되었다. 14일 후의 혼합 비율은 68.0%로서,

4개 관측정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4.5. 인공함양의 효율성에 대한 고찰

연구지역은 낙동강 중하류에 위치하며, 과거 지질시

대에는 만조 시에 해수가 하천을 따라 주기적으로 침

범해 들어왔던 지역으로 보인다. 연구지역의 심도

30 m 범위에 위치하는 하부 대수층의 지하수 내 EC

값이 6,000 µS/cm 내외를 보이는 것은 이를 반영해

준다. 염도가 매우 높아 이 지역의 지하수는 그 자체

로서 생활용 뿐 아니라 농업용으로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EC 값 300 µS/cm 내외의 주변 하

천수를 이용하여 고염도 대수층에 함양시키는 것은 수

질 개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1차 주입시험 결과, 주입 종료 후 1일 이상 관정 내

지하수 수질이 주입수의 수질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

단기적인 수질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이러한 수질 개선 효과는 2차 주입시험에서도

볼 수 있다. 2차 시험에서 OBS4 관정은 14일간의 주

입 종료 후 약 4일간 주입수 수질을 관정내에서 유지

하였으며, 나머지 3개 관정에서는 14일간 주입 종료

후 최소 6일 이상의 수질 유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하수와 주입수간의 수

질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수층의 수질 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대수층 내에 광물 침전, 관정 주

변 대수층 내 클로깅 생성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대수층 내 투수성은 점차 감소

하게 된다. 이러한 투수성 감소는 인공함양 시스템에

서 주입수의 주입 효율을 점차 감소시키게 된다. 

OBS1 관정의 경우, 1,210분간 실시된 1차 주입시험

에서 주입수의 혼합 비율은 22.2~33.7%를 보였으며,

14일간의 2차 주입시험에서는 혼합 비율 4.5~27.7%

범위를 보였다. 양자간에 주입수의 혼합 비율은 유사

하나, 전반적으로는 1차에 비해 2차 주입시험에서 혼

합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다. 1차와 2차 시험간에는 주

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과 1시간 당 혼합 비

율의 상승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1차 주입시험에

서는 즉시 주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40분

경과 시점에서 최대 혼합 비율 33.7%를 보였다. 2차

주입시험에서는 본격적인 주입 시점(9월 25일 15:30)

부터 348분 경과 시까지 주입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506분 경과 시점에서 혼합 비율 20.9%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1시간 당 주입수 혼합 비율 상승

률을 계산해 보면, 1차 주입시험에서는 8.4%/hr, 2차

주입시험에서는 2.5%/hr.이다. 따라서, 1차에 비해 2차

시험에서 1시간 당 주입수의 혼합 비율 상승율이

5.9%/hr.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주입의 효율성

이 그만큼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OBS2 관정에서도 1차 주입시험에서는 주입수의 주

입 효과가 즉시 나타났으며 주입수 혼합 비율은

86.4~94.7%로 높게 나타났다. 2차 주입시험에서도 주

입시험 말기에는 88.2~9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차 시험 때와는 달리, 약 7.7일 동안 주입수

의 주입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이 관정에서의 주입

효율은 1차 주입시험 때에 비해 현저히 나빠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1,210분간 한 차례의 주입 작업에 의

해 OBS2 관정 주변에서는 대수층의 투수성이 매우 저

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OBS3 관정의 주입수 혼합 비율은 1차 주입시험에서

1,210~1,410분 경과시 6.9~9.1%, 2차 주입시험에서는

13,320분 경과시 11.1%, 20,150분 경과시 17.7%를

보였다. 1시간 당 혼합 비율 상승률은 1차에서 0.34~

0.39%/hr., 2차에서 0.05%/hr. 정도를 보였다. 즉 주입

수의 1시간 당 혼합 비율 상승률이 1차에 비해 2차

주입시험에서 약 1/10 정도로 나빠졌음을 보였다. 

OBS4 관정의 혼합 비율은 1, 2차 주입시험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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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간이 흐르면서 매우 느리게 증가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주입수 혼합 비율의 차이

를 보여, 1차 52.7~80.8%, 2차 23.3~68.0%였다.

1시간 당 주입수의 혼합 비율 상승률에서도 차이를 보

였다. 1차 주입시험에서의 주입수 혼합 비율은 340분

경과시 52.7%, 1,210분 경과시 80.8%로서 1시간 당

4.6~9.3%/hr.의 혼합 비율 상승률을 보였다. 2차 주입

시험에서의 주입수 혼합 비율은 시험 시작 후 9,086분

경과시 23.3%, 20,150분 경과시 68.0%로서, 1시간 당

혼합 비율 상승률 0.15~0.20%/hr. 범위를 보였다. 즉,

1차에 비해 2차 주입시험에서 주입수 혼합 비율 상승

률이 최대 1/60 정도까지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계량기 자료를 이용한 평균 주입속도는 1차 시험에

서 IW1 49.65 L/min, IW2 29.18 L/min, IW3 25.87

L/min, IW4 10.0 L/min, 2차 시험에서 IW1 35.00 L/

min, IW2 31.17 L/min, IW3 27.17 L/min, IW4

24.33 L/min로서, 이 자료만 고려하면 1차 시험에 비해

2차 시험의 평균 주입속도가 크고 보다 좋은 주입 효

율성을 보여준 것 같다. 그러나, 2차 주입시험에서는

4 개 주입공에서 모두 월류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

었기 때문에, 2차 주입시험에서의 주입속도가 오히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기한 바와 같

이, 2차 시험에서의 1시간 당 주입수 혼합 비율 상승

률의 감소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번

연구 결과로 충적 대수층 내로 주변 하천수를 인공 함

양시킬 경우 주입 효율이 단기간 내에 나빠질 수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입 효율의 저하 원인이 하천

수 내 부유물질 혹은 미생물 집적에 따른 결과인지 아

니면 양자간의 수질 차이로 인한 침전물 생성 때문인

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 향후 인공함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첫째 주입수의 사전 수처리 작업이 매우 중요

하며, 둘째 주입수와 지하수의 수질이 크게 다르지 않

은 인공함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고, 인공함양에 따른 대수층 내 클로깅 생성과 광물

침전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대수층 저류(/이동)/

회수(ASTR 혹은 ASR) 방식의 인공함양 시스템에서는

주기적인 양수시험과 휴지기 운영 등의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5. 결 론 

창원지역 낙동강 주변의 충적층 지대를 대상으로 대

수층 저류/이동/저류(ASTR, Aquifer Storage, Transfer

and Recovery) 방식의 인공함양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

가하였다. 이를 위해 2차례의 주입시험을 실시하였으

며, 이에 의한 주입 효율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연구지역 내 충적층은 2개의 대수층으로 구성되

며, 상부는 EC 값 500 µS/cm 이하의 담수 대수층,

하부는 6,000 µS/cm 내외의 고염분 대수층이다. 인공

함양의 주입시험 및 주입 효율성 평가는 하부 대수층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입수는 주변 낙동강 하천

수이며, 평균적인 EC 값은 303 µS/cm로 측정되었다.

(2) 1차 주입시험은 1,21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누적 주입량은 IW1, IW2, IW3, IW4에서 각각

55.38 m3, 31.71 m3, 28.72 m3, 13.01 m3이다. 이는 연

간 총 주입 가능량 60,284 m3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생될 수 있는 물리/화학/생물

학적 폐색현상을 고려하면 시간에 따른 주입 가능량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주입과 동시에 실시된 양수

량은 128.82 m3이며, 총 양수가능량 69,795 m3로 산

정된다. 

(3) 1차 주입시험에서의 평균 주입속도는 IW1 49.65

L/min, IW2 29.18 L/min, IW3 25.87 L/min, IW4

10.0 L/min, 2차 주입시험에서의 평균 주입속도는 IW1

35.00 L/min, IW2 31.17 L/min, IW3 27.17 L/min,

IW4 24.33 L/min로 계측되었다. 1차 시험에 비해 2차

시험의 평균 주입속도가 크고 주입 효율성도 좋은 것

처럼 보였으나, 2차 주입시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주입정의 월류 현상을 고려할 때 2차 주입시험에서의

주입속도는 훨씬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2 차례의 주입시험 결과, 주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일부 관측정에서는 1차에 비해 2차

주입시험에서 매우 느리게 나타났고, 또한 시간 당 주

입수의 혼합 비율의 상승률 역시 2차 시험에서 현저히

감소되어 나타났다. 이는 1,210분간 한 차례의 주입 작

업에 의해 대수층의 주입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이번 연구에서 대수층 저류/이동/회수 방식의 인

공함양 시스템이 하천변 주변 고염분 지하수 대수층의

수질 개선에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1,210분간의

1차 주입시험에서는 주입 종료 후 1일 이상, 14일간의

2차 주입시험에서는 약 4일 내지 6일 이상 관측정 주

변에서 수질 개선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우리나라 4대강 주변에는 충적층이 많이 발달하

고 있으며, 이러한 충적층을 활용한 인공함양 시스템

운영은 향후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 확보에 있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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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

공함양에 따른 대수층 내 클로깅 생성과 광물 침전 현

상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인공함양 시스템에서는 주

기적인 양수시험과 휴지기 운영 등의 사후 관리가 요

구된다. 또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주입

수에 대한 사전 수처리 과정, 관정 재개발, 가압 주입

방법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주입수와 지하수의

수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함양 시

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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