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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able development yield of groundwater in Korea has been determined according to 10 year drought fre-

quency of groundwater recharge in the standard mid-sized watershed or relatively large area of district. Therefore,

the evaluation of groundwater impact in a small watershed is hard to apply. Fot this purpose, a novel approach to

estimate cell based sustainable development yield of groundwater (SDYG) is suggested and applied to Gyeongju

region. Cell based groundwater recharge is computed using hydrological component analysis using the SWAT-

MODFLOW which is an integrated surface water-groundwater model. To estimate the potential amount of ground-

water development, the existing method which uses 10 year drought frequency rainfall multiplied by recharge coef-

ficient is adopted. Cell based SDYGs are computed and summed for 143 sub-watershed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When these SDYGs are combined with groundwater usage data, the groundwater usage rate (total usage /

SDYG) shows wide local variations (7.1~108.8%) which are unseen when average rate (24%) is only evaluated.

Also, it is expected that additional SDYGs in any small district could be estimated. 

Key words : sustaiable development yield of groundwater(SDYG), cell based recharge, SWAT-MODFLOW, Gyeo-

ngju region, groundwater usage rate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0년빈도 갈수시 함양량으로 결정되며 일정면적 이상의 수문학적 유역 또는

행정구역별로 넓게 구분되어 있어 소규모 유역의 지하수 영향평가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셀기반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추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경주지역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수-지하수 통

합 수문해석 모형인 SWAT-MODFLOW를 이용하여 셀기반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였다.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결정

하는 기준은 10년빈도 갈수시 강수량에 함양계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기존방식을 준용했다. 격자별 개발가능량을 산정

한 후에는 목적에 따라 경주지역에서 143개로 세분화된 소유역별, 읍면리등 행정구역별로 개발가능량을 제시할 수 있

었다. 지하수 이용량과 개발가능량을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경주시 전체 이용율은 평균 24%의 비교적 양호한 이용률

을 보였으나 지역적으로는 7.1~108.8%까지 편차가 큰 이용현황을 보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의의

시군구에서 지역별 추가 개발가능량도 평가할 수 있어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주요어 : 지하수 개발가능량, 셀기반 함양량, SWAT-MODFLOW, 경주지역, 지하수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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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 지역의 지하수의 안전 채수량 (safe yield)은 대

수층의 지하수를 고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수할

수 있는 양으로 Lee (1915)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그

후 Meinzer (1923)는 지하수 개발의 경제성을,

Conkling (1946)는 수질 보전의 개념을 추가했고,

Banks (1953)는 법적 권리 및 환경문제를 추가하여

점차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안전 채수량을

정의함에 있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하나의 수문시스템

의 개념으로 인식한 접근 방식(Fetter, 1994)으로 발전

했고, 통상 연간 지하수 양수량과 연간 함양량간의 장

기적인 균형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

고 있다 (Sophocleous, 1998).

우리나라에서 각종 지하수 조사에 활용되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연단위 지하수 함양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안전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은 10

년 빈도 갈수년에 해당하는 연간 함양량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MOCT, 2002; MOCT, 2007). 지하수

함양량의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표준유

역 규모에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Chung et al.,

2011).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구별 또는 그 이

하의 규모에서도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평가해야 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함양량 산정에 있어서 보

다 해상도 높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문해석 모형인 SWAT-

MODFLOW (Kim et al., 2008)를 이용하여 수문응답

단위별 함양량을 MODFLOW 셀단위로 분포시켜 격자

별 함양량을 구한 후, 각 격자별로 산정된 함양량을

임의의 기준 즉, 소유역별 또는 행정구역별 목적에 따

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

하수 이용량자료와 결합하였을 때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취득의 가능성 또한 제안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유역

연구 대상지역은 경주시가 포함되도록 형산강 유역

과 낙동강, 태화강유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모아 수위

관측소 지점을 출구로 하는 유역이다. 유역면적은

1,324 km2이며, 표고는 El. 16~567 m로 비교적 기복

이 심한 편이다. 산림지역이 약 83.49% 이내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과 밭을 포함한

농경지가 약 12.56%, 도시지역이 약 1.6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유역 및 관측소, 지형, 토

지이용은 Figs. 1~3과 같다(MLTM, 2012)

Fig. 1. DEM for watershed of Gyeongju city.

Fig. 2. Land use map of Gye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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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WAT-MODFLOW 모형의 구축 및 검보정

SWAT-MODFLOW (Kim et al., 2008)는 미농무성

에서 개발한 SWAT (Arnold et al., 1993) 모형과 3

차원 지하수 모형인 MODFLOW (McDonald and

Harbaugh, 1988)를 통합한 것으로 지표수 수문성분과

지하수 수문성분을 동시에 산정할 수 있다.

SWAT모의에 필요한 강우량, 기온, 풍속, 일사량, 상대

습도 등의 기상자료는 대상유역 내에 위치한 포항, 울

산, 영천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의 기상

자료를 구축하였고 대상유역내 5개의 하천유량관측지점

(경주2, 모아, 기계2, 안강, 부조)중 모아와 안강지점에

대해 신뢰성있는 유출자료를 취득했다. MODFLOW지

하수 유동해석을 위하여 격자크기를 DEM 사이즈와

같은 300 m로 하여 총 198 × 151개의 격자망을 생성

하였다. 대상지역의 수리지질을 1개의 충적층 및 1개

의 투수성 암반층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충적층의 경우

에는 자유면 대수층으로 암반층은 피압/자유면대수층

변환층으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SWAT-MODFLOW 모형을 대상유역에 적용할 경우,

산정된 주요 수문인자의 결과를 가용한 관측값과 비교

하여 매개변수의 보정 및 모형의 검증을 실시, 모델링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지점의

하천 유출량과 지하수위의 검증을 위해서 해당되는 지

점의 관측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Chung et al. (2014)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

표수 유출량에 대한 검보정을 수행한 바 있으며 관측

과 모의치간의 결정계수(R2)는 모아와 안강 지점 각각

0.72, 0.75로 양호하게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전반의 지하수 함양량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하므로 이

미 검보정이 완료된 모형을 적용하여 최근 수행된 대

종천, 범곡천, 대천, 남천, 북천, 칠평천 등 6개 지점

(Fig. 4)의 저수위 월별 유량 관측 결과와 모의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Fig. 4에 도시한 대종천, 범곡천, 대

천, 남천, 북천, 칠평천 유출수문곡선을 보면 실제 관

측된 월 1회의 실측 유량과 SWAT-MODFLOW 모형

에 의한 모의 유량이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하수위의 검보정은 대수층 매개변수 자료를 변화

시켜가면서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대수층의 수리전도도

및 저류계수, 하천 바닥 퇴적층의 전도계수, 대수층 두

께, 경계조건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를 통해 획득한 시추자료와 양수시험 자료를 통하여

얻은 대수층 두께, 수리전도도의 크리깅을 통한 보간,

Fig. 3. Schematic diagram of integrated SWAT-MODFLOW model (Kim et al., 2008).

Fig. 4.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at

multi-sit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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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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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기초로 추정한 하천 바닥 퇴적층의 전도계수,

대수층의 저류계수 값 등이 모델 보정을 위한 매개변

수로 활용되었다. 모형의 보정을 위해 경주기초조사사

업에서 수행한 관측지하수위(2011년 6월)자료를 이용

하여 590개의 관측 지하수위와 모의 지하수위 분포 상

관성을 평가하였으며(Fig. 5) 결정계수(R2)은 0.88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Chung et al., 2014).

3. 결과분석

SWAT-MODFLOW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에 대해 증

발산량, 지표유출량, 중간유출량, 함양량, 지하수함양량,

지하수유출량 등의 수문성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함양량은 244 mm로서 강수대비 평균함양률은 약

19.4%로 산정되었다. 셀기반으로 계산된 연평균 함양

량은 공간분포를 통해 지역적 편차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지역에 따라 임의의 면적별로 쉽게 추출이 가

능하다. 대상유역의 2002~2011년까지 일단위로 모의

된 함양량을 월별로 합산한 후 평균하여 Fig. 6에 나

타내었다. 함양은 8~10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월별 변

동이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약 250 mm 범위 내에

서 유역의 토지이용 및 토양특성, 경사 등에 따라 매

Fig. 5. Comparison of the simulated and observed groundwater levels distributed by Kriging method (June 2011) (Chung et

al., 2014).

Table 1. Groundwater recharge and SDYGs for standard watersheds

Standard watershed Area (km2) Total Volume (103m3/yr) Recharge (103m3/yr) SDYG (103m3/yr)

Total 1,324.43 1,665,756 322,791 234,197

Unmum-dam 142.33 174,639 26,046 19,142

Upper Hyungsan 135.39 187,109 37,368 25,794

Daecheon 163.45 179,468 19,941 13,175

Namcheon 90.6 113,341 29,898 21,356

Deokdong-dam 53.71 74,174 9,883 7,054

Bukcheon 33.94 42,968 10,148 7,551

Chilpyongcheon 100.8 119,045 11,290 7,243

Gigyecheon 38.15 46,009 9,042 5,986

Angang 177.05 223,968 42,846 27,708

Lower Hyungsan 52.58 71,404 19,349 14,639

Dongcheon 85.78 106,367 25,134 19,721

Daejongcheon 163.85 221,198 55,054 43,719

Haseocheon 64.05 77,949 18,831 15,159

Suryumcheon 22.75 28,119 7,963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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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불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셀기반 함양량을 기반으로 표준유

역별 연간 함양량 및 개발가능량 결과를 Table 1에 제

시하였다. 현재 개발가능량은 10년빈도 가뭄시 함양량

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10년빈도 강수량에 평균

함양률을 곱해 개발가능량(SDYG)을 산정하였다. 한편,

실제 개발가능량은 행정구역단위로 파악되어야 지하수

관리가 용이하므로 Table 2에는 행정구역별 경주지역

의 개발가능량을 산정하였다. 

행정구역별로 산정된 지하수 이용량과 개발가능량을

연계하여 분석하면,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인 지하수

이용률을 통해 지하수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지하수 이용률은 7.1~108.8%까지 지역적으로 편

차가 큰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천읍의 이용

량이 개발가능량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집중관리가 필

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었고, 서면과 현곡면의 이용율도

Table 2. Groundwater recharge and SDYGs for administrative districts

District
Area

(km2)

Precipitation

(mm)

Total

Volume

(103m3/yr)

Groundwater recharge SDYG

Volume

(103m3/yr)

Rate

(%)

Volume

(103m3/yr)

Rate

(%)

Total 1,324.43 1,258 1,665,756 322,791 19.4 234,197 14.1

Gampo 44.84 1,388 62,238 19,952 32.1 13,972 22.4

Angang 138.88 1,207 167,627 20,552 12.3 13,605 8.1

Geoncheon 92.43 1,085 100,281 10,999 11.0 7,402 7.4

Oedong 109.67 1,243 136,320 32,682 24.0 25,136 18.4

Yangbuk 120.13 1,338 160,734 37,120 23.1 29,047 18.1

Yangnam 85.09 1,222 103,980 26,205 25.2 21,037 20.2

Naenam 122.09 1,396 170,438 32,964 19.3 22,598 13.3

Sannae 143.03 1,227 175,498 26,174 14.9 19,242 11.0

Seoh 52.12 1,132 59,000 5,837 9.9 3,682 6.2

Hyongok 55.74 1,200 66,888 8,472 12.7 5,204 7.8

Gandong 81.26 1,292 104,975 26,163 24.9 18,713 17.8

Cheonbuk 58.15 1,349 78,434 19,535 24.9 13,614 17.4

Dong 221.00 1,264 279,344 56,134 20.1 40,946 14.7

Table 3. Groundwater use and additional SDYGs for administrative districts

District Area (km2)
Total volume

(103m3/yr)

Recharge

(103m3/yr)

SDYG

(103m3/yr)

GW use

(103m3/yr)

GW use rate 

(%)

Additional 

SDYG

(103㎥/yr)

Total 1,324.43 1,665,756 322,791 234,197 57,331 24.5 176,865.6

Gampo 44.84 62,238 19,952 13,972 2,491 17.8 11,481.3

Angang 138.88 167,627 20,552 13,605 2,500 18.4 11,105.1

Geoncheon 92.43 100,281 10,999 7,402 8,050 108.8 -648.3

Oedong 109.67 136,320 32,682 25,136 7,151 28.4 17,985.3

Yangbuk 120.13 160,734 37,120 29,047 6,519 22.4 22,528.4

Yangnam 85.03 103,980 26,205 21,037 2,881 13.7 18,156.1

Naenam 122.09 170,438 32,964 22,598 1,605 7.1 20,992.9

Sannae 143.03 175,498 26,174 19,242 1,662 8.6 17,579.6

Seoh 52.12 59,000 5,837 3,682 2,633 71.5 1,049.3

Hyongok 55.74 66,888 8,472 5,204 4,022 77.3 1,182.3

Gandong 81.26 104,975 26,163 18,713 3,678 19.7 15,034.8

Cheonbuk 58.15 78,434 19,535 13,614 2,235 16.4 11,379.0

Dong 221.06 279,344 56,134 40,946 11,905 29.1 2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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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으로 나타나 관심지역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경주시 전체 이용율은 평균 24%의 비교

적 양호한 이용률을 보인다. 개발가능량에서 현 이용량

을 뺀 개발여유량(추가 개발가능량)은 176.866×103m3/년

Fig. 6. Monthly groundwater recharge in the study watershed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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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추가 개발가능량의 공간

분포를 표준유역별로 도시한 것이 Fig. 7이다.

또한 경주시를 포함한 총 143개의 수문학적 소유역

으로 세분하여 지하수 이용률과 추가 개발가능량을 도

시할 수 있었으며(Figs. 8~9) 이를 활용하면 지역별

지하수 관리현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0년빈도 갈

수시 함양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수문학

적, 행정구역별로 넓게 구분함으로써 실제 지하수 영

향평가 등의 소규모 유역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AT-MODFLOW모형을

활용한 셀별 지하수 함양량 자료를 바탕으로 셀별 지

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최소 리단위 이

하의 행정구역별로도 지하수 개발가능량의 산정이 가

능해 짐으로써 결과의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인 지하수 이용률을 감안

하여 이를 다시 셀단위로 계산하면 셀별 추가 개발가

능량을 산정할 수 있어, 임의 면적에 대해서 개발여유

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같은 방법이 점차 확대되면

지역 지하수 관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Fig. 7. Additional SDYGs for standard watershed.

Fig. 8. Groundwater usage rates for 143 hydrologic watersheds.

Fig. 9. Additional SDYGs for 143 hydrologic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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