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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storation possibility of the old streams by enhancing the rainwater infiltration

in the watershed of Deokjin Park, Jeonju City. This study was performed by modeling groundwater discharge to the

streams under various conditions. We assessed the amount and location of groundwater recharge enhancement to

restore the streams and evaluated whether the baseflows of the restored streams are sufficient to keep the water

ecosystem of the Deokjin Pond. The results show that the baseflow of the streams can persist for a longer time

even during the dry season when the rainwater drainage system is recovered similarly to the those before develop-

ment using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s. The enhancements of recharge in the headwater area, which

is the area around the zoo and Daeji Village in the Deokjin Park watershed, is useful to increase the baseflows of

the downstream reaches. Furthermore, spreaded recharge over a widespread area is better to prevent the streams

from drying than the intensive recharge at a few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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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빗물 함양사업을 통하여 전주시 덕진공원 유역 내 옛 하천들의 복원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하수유출량을 모사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덕진연못의 상류유역을 흐르던 하천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비강우기에도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얼마만큼의 지하수 함양을 추가로 시켜야 하는 지,

그리고 하천들의 기저유출유량은 덕진연못의 수생태유지에 충분한 지를 지하수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덕진연못의 빗물 배수를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전과 유사한 빗물배

수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복원되는 하천들은 갈수기에도 상당기간 기저유출로 유량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덕진연못 집수구역의 최상류구역인 동물원과 주변지역에서 지하수 함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하류 대지천의 기저유출

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유리함을 지시한다. 아울러, 몇몇 지점에서의 집중적인 지하수함양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고

르게 일어나는 지하수함양이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덕진공원, 수생태복원, 빗물배수체계, 저영향개발, 지하수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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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고문서들에 의

하면 전주를 대표하는 명승지인 덕진연못은 조선왕조

의 발상지인 전주의 기운을 보전할 목적으로 건설되었

다고 한다(Choi et al., 2015). 덕진연못의 정확한 건

설년도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고문서들을 종합하면, 조

선 건국 초기로 추측된다(Kim et al., 2014). 소위 ‘덕

진공원’이라 함은 과거에는 덕진연못 주변지역만을 의

미하였으나, 최근에는 덕진연못 상류유역에 있는 조경

단(JoKyungDan), 소리문화의 전당(Sori Arts Center),

전주동물원(Zoo), 체련공원(Athletic Park) 등을 모두

포함하여 칭하고 있다(Fig. 1). 

덕진공원은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덕진공원 내 생태환경은 좋지

못한 상태이다. 과거에는 덕진연못으로 유입되던 자연

하천들(‘명지천’, ‘대지천’, ‘연화천’ 등; Fig. 1)이 있어,

연못의 물갈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덕진연못은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

다(Kim et al., 2014; Choi et al., 201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시화과정 중에 상류에서 유하하던 하

천들은 소멸되었거나, 오수가 혼합되어 흐르는 하수로

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이의 연못유입을

차단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덕진연못의 물갈는 거의 전적으로 수면에 내리

는 강우와 지하수유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

로 덕진연못의 수생태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Choi et al., 2015). 

이에 따라, 덕진연못 상류의 옛 도랑을 복원하여, 덕

진연못으로 유입시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14). 즉, 오수는 우수와 완전히 분리하여 하수처

리장으로 보내고, 우수는 상당부분을 땅에 침투시켜 지

하수로 저장한 다음 비강우기에 서서히 하천으로 흘러

나오게 하여 덕진연못으로 유입시킨다는 것이다. 그러

나,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도 덕진연못유지에 충분한 용

수가 확보될 수 있느냐와 이를 위하여 복원되는 옛 도

랑(즉, 생태수로)에는 건기에도 물이 흐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원지역이라는 특

성상 복원되는 생태수로는 갈수기에도 상당기간은 물

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연못에 단

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강우의 72%가 6-9월 사이

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는 수로가 건천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덕진공원 내 생태수로

의 복원을 위해서는 비강우기의 기저유출량이 얼마나

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비강우기 기저유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유역

내에 내린 강우가 개발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빗물의 상당부분을 땅속에

침투시켜 지하수로 저장되게 하고, 이 지하수가 서서

히 하천으로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비가 오지 않더라

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기저유출로 하천의 유량

Fig. 1. Deokjin Park and nearb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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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이처

럼 빗물의 침투를 증대시켜 물순환을 개발이전의 상태

와 유사하게 만드는 기술로써,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기

술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ME and KECO, 2013;

ME, 2014). LID기술의 핵심은 불투수면이 많아 우수

의 직접유출이 많은 지역에 옥상녹화, 빗물정원, 건조

우물, 식생수로, 습지, 투수성포장, 침투저류지 등을 조

성하여, 빗물의 증발산을 증대시키거나, 빗물의 재활용,

빗물의 침투 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홍

수예방, 비점오염저감, 쾌적한 자연환경, 지하수함양,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hoi, 2010; ME, 2013, 2014). 실제로 자연형

비점오염저감기술은 대부분 빗물을 침투시키는 기술에

해당된다(ME and KECO, 2013; ME, 2014). 이 때

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생태도시조성을 위해 LID기

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LID 기술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신도시에서는 친환경적 도시개발기법으로 적극적으

로 도입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은 LID기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수

생태환경을 복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City of Seattle). 시애틀에서도 과거 빗물이 인공배수

로를 통하여 인근 계곡이나 호수 등으로 방류되었는데,

이 때문에 도로 노면의 오염물질이나 잔디밭의 농약

및 비료가 같이 유출되어 인근 계곡과 호수의 연어산

란지 파괴와 같은 생태계 교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호우 시에 물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수로의 침식이 발

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시애틀에서

는 LID기술을 적용하여 호우 시에도 빗물이 대부분

침투되도록 배수시스템을 자연형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러한 프로젝트 이후, 시애틀 인근 호수와 계곡의 수

생태계는 되살아났고 평수기 하천의 유량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본 사업이후 도시의 조경도 쾌

적하게 바뀌어 부동산가격도 상승하는 등 주민들의 사

업만족도는 매우 컸다고 한다. 시애틀의 사례는 명품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시애

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덕진공원 유역에 옛 물길을 복원한다

고 했을 때, 이로 유입되는 기저유출량을 지하수 모델

링을 통하여 예측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갈수기

에도 하천에 물이 흐르려면 기저유출량이 많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장기간 강우가 없다고 했을 때

의 기저유출량 변화를 부정류모델링을 통하여 예측하

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덕진연못 상류의 옛 하

천들의 복원을 위해서는 LID사업을 통하여 집중적인

지하수함양증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위치와 LID시설의

용량에 기본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지역

덕진연못의 집수구역 면적은 3.77 km2이며(Choi et

al., 2015), 유역 내의 지형은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다(Fig. 2). 집수구역 북쪽경계를 이루는 능선의 남향

골짜기마다 작은 마을들(상류에서부터, 대지마을, 연화

마을, 덕암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유역 내 가장 고도

가 높은 지점은 덕진연못에서 동쪽으로 약 2.3 km 떨

어진 도솔봉(118 m)이며, 여기에서 서쪽, 조경단 쪽으

로 내려오는 능선에 의해 덕진연못 상류 수계가 둘로

나누어 진다(Fig. 1). 이 능선을 기준으로 북쪽 수계는

대부분 공원지역에 해당하며, 여기에 동물원, 체련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지역

이기 때문에 많은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 북쪽 수

계는 도솔봉에서부터 유하하는 대지천에 의해 배수되

었으나, 현재는 생활하수나 동물원 발생폐수가 혼입되어

대지천은 많은 부분이 하수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쪽 수계는 1980년대 이후 많은 도시화과정을 겪

었고, 이에 따라 불투수면의 비율이 북쪽 수계에 비하

여 높다. 남쪽수계에는 전북대학교병원과 백제로 양옆

으로 택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이다. 남쪽

수계는 경사가 완만한 평야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Fig. 2), 이는 도시개발과 전북대학교 병원조성으로 많

은 지형평탄화작업과 성토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Fig. 2. Topography of the Deokjin Pond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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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된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 존재하던 대지천은 대

부분 우수/오수관거로 대체되었다. 

북쪽 수계는 남쪽 수계에 비하여 다소 경사가 있는

편이다(Fig. 2). 동물원 옆 주차장 부지도 원래는 계곡

을 형성하였으나, 지형으로 볼 때 상당히 높게 성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덕진공원유역을 남북

으로 가로지른 조경단로(Fig. 1) 건설을 위하여 성토를

하게 되면서 대지천과 명지천이 만나는 조경단 앞의

부지는 움푹 들어간 형태를 보인다(Fig. 2). 

덕진연못 유역의 지질은 시대미상의 옥천계 퇴적암

들인 신동층과 기린봉층을 백악기 편상화강암이 관입

하고 있는 기반암과, 이들을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

은 현생퇴적층으로 특징된다(Hong and Kim, 1969).

보다 자세한 지질은 본 논문과 같이 게재되는 Choi

et al., (2015)에 설명되어 있다.

전주기상대의 지난 10년간(2004-13년) 전주지방의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각각 13.7oC, 1338 mm이다.

전주지역의 증발량은 소형증발접시 기준으로 연간

1,038 mm이며 기온이 높은 7월과 8월의 증발량은 높

은 습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건조한 5-6월 증발량보

다 작다.

국토해양부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2021)’에 의

하면 전라북도지역의 연간 평균 지하수함양량은

178 mm(전국평균강우량의 13.7%)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평균값(188 mm/yr)보다는 다소 작다(MLTMA,

2012). 그러나, 전주지역만을 고려하면 연간 함양량이

224 mm로써, 전국평균보다 36 mm나 많다. 전주시의

연간 지하수 함양량은 전라북도의 시군 중에서는 가장

많다.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도시화되어 불투수면적 비

율이 가장 높은 전주시의 함양량이 높은 이유는 확실

하지 않으나, 전주시 지형 및 지질조건이 우수침투에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된다. 덕진연못 수계는 전주시의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면적이 공원지역

이거나, 정원이 많은 학교용지이어서 다른 도심지역과

는 달리 전주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지는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모델링 방법

본 연구에는 미국 지질조사소(USGS)가 개발한 3차원

지하수모델인 MODFLOW(McDonald and Harbaugh,

1984)가 이용되었다. 모델대상지역은 덕진연못 집수구

역 전체로 설정하였으며, 격자는 96개의 행과 116개의

열로 구성하였다. 대수층은 2층구조이며, 제1층은

15~20 m의 두께를 갖는 피압대수층으로, 제2층은 지

표고도에서 제1층 두께를 뺀 값만큼의 두께를 갖는 피

압대수층으로 모사되었다. 각 층에 사용된 수리상수는

Table 1과 같다(KIGAM, 2001).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함양조건을 달리하여 4가지 종

류의 정류 및 부정류모델링을 실시하였다(Table 2).

MODEL 1은 현재의 함양조건을 모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덕진연못 집수유역은 상당부분 공원지역이기

는 하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 도시화되어 있으므

로(Choi et al., 2015), 이를 반영하여 현재의 지하수

함양은 전주시 평균함양량(224 mm/yr)보다는 약 17%

작은 것(185 mm/yr)으로 가정하였다(Table 3). MODEL

2에서는 불투수면이 많았던 각 시설들(특히, 소리문화

의 전당, 체련공원, 동물원주차장, 전북대학교 본 캠퍼

스 및 기숙사, 전북대학병원 등)에 LID기술이 적용되

어 지하수함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

라, 덕진연못 유역내 평균 지하수 함양은 현재의 전주

시 평균보다는 약 11% 많은 값(248 mm/yr)으로 설

정하였다(Table 3). 어느 정도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하

류하천에 적당한 양의 물이 상시 흐르게 하려면 상류

지역에 집중적인 함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FISRWG,

1998), MODEL 3에서는 덕진공원 유역의 상류지역이

라고 할 수 있는 동물원 주변에 침투저류지(infiltration

pond)를 2곳 설치하여 지표로 유출되는 물을 이곳으로

모아 집중적인 지하수 함양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하

였다(Table 3, Fig. 3, 4). 즉, 덕진동물원 내의 조그마

한 연못인 기린지를 침투저류지로 조성하고, 동물원 주

차장의 상류에도 침투저류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집중

적인 지하수함양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MODEL 4에서는 MODEL 3의 침투저류지를 통하여

일어났던 지하수함양이 상류지역인 동물원주변과 대지

마을 일대의 지역(대지천 상류유역, 즉, Fig. 3의 A지

점의 상류 집수유역)에 고르게 퍼져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본 모델링은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있어 지하수함양이 특정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Table 1. Hydraulic parameters used in each model

Layer 1

Kx, Ky = 10-5 m/s, Kz = 10-6 m/s

Ss = 0.0025 1/m

effective porosity = 0.15

Layer 2

Kx, Ky = 10-7 m/s, Kz = 10-8 m/s

Ss = 10-5 1/m

effective porosity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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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rief summaries of each model

 Modeling features

Model 1

- Recharges were assumed reflecting the current condition

- Recharge rates in the highly paved areas (JNU Hospital, JNU main campus and dormitory, Zoo parking lot,

Athletic Park, Sori Arts Center and other urbanized areas) were assigned to very low values relative to the

reported average of Jeonju City (224 mm/yr)

- Average recharge in the modeling domain: 184 mm/yr 

Model 2

- Considered the condition before development

- Increased recharges were assigned in the highly paved areas

- Average recharge in the modeling domain (248 mm/yr) was set to a value nearly equal to the average value

of Jeonju City

Model 3

- Assumed enhanced recharge at the headwater area of Daeji-Cheon, which encompasses Daeji Village, Zoo,

and Zoo Parking Lot

- Considered two rain-infiltration ponds in the Zoo and Zoo Parking Lot 

- All other recharge conditions are same with those used in Model 2

- Average recharge in the whole domain: 298 mm/yr 

- Average recharge in the headwater area: 455 mm/yr

Model 4

- Assumed distributed enhanced recharge in the headwater area of Daeji-Cheon instead of using intensive infil-

tration facilities like rain-infiltration ponds as were considered in Model 3

- Average recharges in the whole domain and in the headwater area were same as those used in Model 3

Table 3. Recharge rates in the recharge zones of each model (mm/yr)

zone lo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1 Background area (mostly forest and farmland) 260 299 299 299*

2 Urbanized area 65 130 130 130

3 Sori Arts Center, Athletic Park, Zoo parking lot 65 260 260 260

4 JNU main campus & dorm 182 260 260 260

5 Zoo 182 260 260 260

6 JNU hospital 182 260 260 260

7 Infiltration pond (Zoo parking lot) - - 6469 -

8 Infiltration pond (Zoo) - - 10591 -

9 Drainage area of point A in Fig. 3. - - - 455

Area-weighted average 185 248 298 298

Average recharge in Jeonju City is 224 mm/yr according to the National Groundwater Management Basic Plan (MLTMA, 2012).

*The drainage area of point A (Fig. 3) was excluded.

Fig. 3. Boundary conditions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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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은지(MODEL 3) 아니면 같은 양이라도 넓게

퍼져서 일어나는 것(MODEL 4)이 좋은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MODEL 3에서 모사되는 침투저류

지에서의 지하수함양량을 미리 추측할 수는 없으므로,

MODEL 3에서 얻어진 지하수함양량 값을 MODEL 4

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양 모델의 지하수 함양률을 서

로 맞추어 주었다. MODEL 3과 4에서의 대지천 상류

유역 내 연평균 지하수 함양량은 455 mm/yr이며, 이

에 따라 덕진연못 전체유역 평균(298 mm/yr)은 현재

의 전주시 평균보다 약 33%크다(Table 3).

각 모델에서는 먼저 Table 3에 제시된 지하수함양조

건에 대하여 정류모델링을 수행하고, 이후 정류모델링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부정류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부정류모델링은 무강우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향후 복

원될 각 하천들(연화천, 대지천, 명지천)의 기저유출량

변화를 모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즉, 장기간 가뭄

이 들어 지하수함양이 없다고 했을 때, 각 하천 및 덕

진연못으로 유출되는 지하수의 양을 시간에 따라 모사

함으로써, 하천의 갈수기 유량을 추정하였다. 

모델 영역의 경계는 무유량경계로 설정하였다. 과거

존재하던 옛 하천(대지천, 명지천, 연화천)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수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천의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하천들이 복원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곳에서의

기저유출유량을 계산하고 무강우에 따른 변화를 모사

하였다. 대지천이나 연화천은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모

사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명지천은 현재의 토지이용상

황을 고려하여 전북대학교 병원하류에서 조경단까지만

복원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들 하천들은 모두 DRAIN 팩키지로 모사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천을 모사하기 위하여 RIVER 팩키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원래 RIVER 팩키지는 하천바닥에

Fig. 4. Groundwater recharge zones used in each model. See Table 3 for specific recharg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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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이 낮은 퇴적물이 쌓여서 지하수면이 하천바닥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하천은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흐르게 되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Anderson and Woessner, 1991; Fig. 5A). 이에 따

라 RIVER경계로 설정된 셀에서는 대수층의 수두값이

강의 바닥보다 낮아졌을 때는, 일정 속도로 강에서 대

Fig. 5. Illustrations for DRAIN, RIVER, and GHB boundaries (Modified after Harbaug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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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으로 물을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하상퇴적물의 투수성이 높은 하천에서는 대수층 수두

가 하천 바닥보다 낮아지면 하천에도 더 이상 물이 흐

르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하천은 지하수 공급원으로

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천을

DRAIN 팩키지를 이용하여 모사하는 것이 오히려 바

람직하다. DRAIN 팩키지는 지하수 수두가 배수유공관

바닥 이하로 떨어지면 지하수가 배수되지 않고, 유공

관도 대수층에 지하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모사

하기 위해 개발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바닥퇴적물의 투

수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하천에 적합하다(Fig. 5B). 이

밖에 RIVER나 DRAIN 경계와 유사한 경계로 GHB경

계가 있다. GHB경계에서는 지하수위와 해당경계에 설

정된 수위차이에 비례해서 물이 유출입 된다(Fig. 5C).

본 연구에서는 DRAIN 경계의 conductance 값을

매우 큰 값(>10000 m2/d)을 설정하여, 지하수위가 높

아졌을 때, 지하수의 유출이 하천퇴적물에 의하여 방

해를 받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아울러, 하천을 모

사하는 DRAIN격자들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의 합을 하

천의 기저유출유량으로 설정하였다.

덕진연못은 RIVER 팩키지를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덕진연못 바닥에는 투수성이 낮은 퇴적물이 두껍게 쌓

여있고(Choi et al., 2015), 이에 의하여 지하수의 유

출입은 크게 방해를 받게 된다. 투수성이 낮은 퇴적물

로 인하여, 대수층의 지하수위가 연못 바닥보다 낮아

진다고 해도 연못에는 한동안 물이 고여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저수지는 지하수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RIVER 팩키지를 이용하여 모

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대신 연못으로 모사되는 모

든 격자의 수위는 모두 같은 값으로 설정되어져야 한

다. 연못은 빈공간이기 때문에 비산출율(specific yield,

Sy)이 1이고 수리전도도는 무한대인 자유면대수층이라

고 가정할 수 있다(Anderson and Woessner, 199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모사될 수 있도록 Sy값

을 대수층(제1층)의 두께로 나눈 값을 비저류계수

(Specific storate, Ss)값으로 설정하였고, 연못을 모사

하는 격자의 수리전도도는 매우 큰 값(10 m/s 이상)을

설정하였다. Conductance 값은 10-5 cm/s이하의 투수

계수를 갖는 호수퇴적물이 1 m두께로 쌓여 있다고 가

정하고 계산하였다. 

MODEL 3에서는 모델 상류지역 2곳에 침투저류지

를 설치하고, 이들 저류지의 상류 집수구역내 지표유

출 강우(총 강우의 40%)가 이곳으로 모여 지하수로 추

가적인 집중 함양이 일어나는 상황을 모사하였다. 그

러나, 이곳에 모인 지표유출량이 모두 침투되는 것은

아니고, 침투저류지의 저류용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류지를 월류하여 배수되도록 하였다. 즉, 집중호우로

저류지의 수위가 일정한 값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류지의 물은 방류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모

사하기 위하여 침투저류지의 모사에도 DRAIN 팩키지

가 이용되었다. 아울러, 증발산패키지(ET package)를

추가로 적용하여 저류지내에 고여 있는 물은 증발산을

통하여 손실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무강우를 가정한 부

정류모델에서 지하수의 함양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

지만, 증발산은 계속 일어나도록 하였다. 저류지의 수

위가 저류지 바닥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침투저류지

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증발산도 일어나지 못하

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서는 지하실의 침수방지를 위

하여 상당량의 지하수가 집수되고, 이에 따라 지하수

위가 낮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로 인근 시가지(Fig. 1)에서의 지하수 이용 및 배

수를 DRAIN 팩키지를 이용하여 모사하였다(Fig. 3).

이러한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DRAIN 경계로 설정

된 cell의 수위는 지표면보다 4-5 m 낮게 설정하였다.

3.2. 모델검증을 위한 기저유출유량측정

본 연구에서는 전주동물원 주차장 상류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도랑(Fig. 1)의 유량을 시기별로 측정하

여 모델의 보정에 이용하였다. 전주동물원 주차장 상

류의 골짜기유역은 전혀 도시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

인 배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상류집수구역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강우기에 이곳 도랑으로 배수되

는 물은 전적으로 기저유출에 의한 유량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유량측정은 2014년 1월 2일(1차)과 2월 28일(2차)에

걸쳐 수행되었다. 전주시에는 2013-14년 겨울에 극심

한 가뭄을 겪었다. 2013년 11월 22일 이후 2014년 3

월 12일 30 mm가 올 때까지 10 mm이상의 강우가

내린 적이 없다. 2013년 12월 9일에 8.7 mm, 11일

3.5 mm, 12일 4 mm의 강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3 mm를 넘어가는 강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12월 12일

이후부터를 무강수일의 시점이라고 보면 1차 조사는

무강수 20일 후, 2차 조사는 무강수 78일 후에 수행되

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Fig. 6).

유량측정에는 초음파 유량계가 이용되었다. 측정되

는 유량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NaCl 추적

자를 이용한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추적자를 이용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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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측정은 Kim et al. (2001) 및 Kim et al. (2002)

의 방법을 따랐다(Fig. 7). 추적자시험법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주입해서 하천의 상류와

하류의 농도(C1, C3)를 측정하면 Fig. 7의 오른쪽 식

을 이용하여 하천의 유량(Q1, Q3)을 계산할 수 있다.

추적자를 이용한 유량측정법은 매우 정확하여 유량계

를 보정하는 데에도 이용된다(Shaw, 1994). 위와 같은

추적자시험법과 PCM3 초음파 침적식 유량계로 WL2

지점을 흐르는 수로의 유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매우 비슷하였다. 

Tracer test = 0.42 L/s 

Flow meter = 0.45 L/s

4. 모델링 결과 및 토의

4.1. 수위분포

Fig. 8은 본 모델링으로 모사된 지하수 수위분포도이

다. 0 day는 Table 3에 제시된 지하수 함양값을 바탕

으로 정류모델을 수행한 결과이며, 150 day는 정류모

델결과를 초기조건으로 해서 150일 동안 지하수함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의 부정류 모델링 결과이다.

덕진공원 유역에서의 지하수 흐름은 동물원과 대지마

을 쪽에서 조경단 쪽으로 흐르는 흐름과, 대학병원 쪽

에서 조경단 쪽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다. 함양량변화

에 따른 수두값 변화를 보면, 현재의 상황을 설정한

MODEL 1의 수두값 보다는 함양량을 증가시킨

MODEL 2의 수두값이 더 켜져 있음을 알 수 있다(0

일 기준, Fig. 8). 그런데 전체함양량이 서로 같았던

MODEL 3과 MODEL 4의 결과도 다소 달랐다.

MODEL 3은 동물원주변에 습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지하수를 집중 침투시킨 상황이고, MODEL 4는 습지

를 통하여 함양될 지하수를 각 습지들의 집수구역에

넓고 고르게 함양되도록 한 상황을 모사한 결과이다.

결과는 MODEL 4의 동물원 주변의 수위가 MODEL

3보다 높게 모사되었다. MODEL 3의 동물원 주변에서

의 지하수위는 더 작은 함양량으로 모사된 MODEL 2

보다 작았다(Fig. 8). 이 같은 결과는 MODEL 3이

침투저류지를 통하여 지하수를 많이 함양시키지만 침

투저류지 하류의 수로로 배수되는 지하수도 많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Fig. 6. Precipitation history before the baseflow measurements on Jan. 2nd and Feb 28th of 2014. 

Fig. 7. An illustration for the stream flow measurements using a tracer test (after Kim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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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ead distributions from the steady state modeling using recharges listed in Table 2 and those from the transient

modeling after 150 days of consecutive no-groundwater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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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가 전혀 없이 150일이 지났다고 했을 때의 수

두분포 값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물원주변에서

함양량이 가장 많았던 MODEL 4가 150일이 지난 다

음에도 동물원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두값을 보였

다. 그런데, 동물원 주변지역에서 총 지하수 함양량은

MODEL 4와 같았던 MODEL 3의 동물원지역 수두값

은 무강우 150일이 지났을 때, MODEL 1의 수두값

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하천의 건천

화방지를 위해서는 한곳에서의 집중적인 함양보다는 넓

은 면적에 고르게 퍼지는 지하수함양이 더 유리함을

의미한다.

4.2. 대지천 유량

대지천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흐를 수 있는

유량을 평가하였다. 대지천은 대지마을과 동물원 인근

에서 조경단까지의 구간으로써, 공원지역을 흐르기 때

문에 웬만한 가뭄에도 물이 흐르는 하천이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상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바로 A지점 하류의 대지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천으로의 지하수 유출량은 Fig. 3의

A지점(동물원 주차장 쪽에서 오는 수로와 동물원에서

오는 수로가 만나는 지점)의 상류구간과 대지천의 전

구간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A지점에서

의 대지천 유량을 보이는 것이며, 후자는 대지천 하류

(조경단 옆)에서의 총 유량을 의미한다.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결과 값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모델에서 기저유량을 계산한 Fig. 3의

A지점에는 하천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량을 측

정할 수가 없다. A지점하류구간도 현재는 콘크리트 하

수로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유량이 기저유출

유량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량을 측정하여 모

델 결과치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유량측정이 이루어진 동물원 주차장 수로(Fig. 1)의 상

류수계는 전혀 도시화되어 있지 않은 자연형 배수시스

템을 갖추고 있어서, 본 모델링의 지하수유출 체계와

비슷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측정된 자연형 수로의 유

량에서 측정지점 상류 집수면적의 크기를 바탕으로 모

델에서 기저유출량 계산지점인 A지점과 대지천하류의

자연유출 유량값을 추론하였다(Table 4). 

실측자료로 추론한 결과를 MODEL 1의 결과와 비

교하면, 실측자료로 추론한 값이 크게 나왔다. 2014년

1월 2일(무강우 10일) 측정값으로 추론된 A지점유량은

5.96 L/s (515 m3/d)로써, MODEL 1, 2로 계산한

값보다 2배 이상 크게 나왔고, 2014년 2월 28일(무강

우 78일)측정값으로 추론된 유량도 2.14 L/s(185 m3/d)

로써, MODEL 1, 2추정값보다 26~53%큰 값으로 산

출되었다(Table 4). 대지천 하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얻어질 수 있는 유량은

모델로 추론된 유량보다는 훨씬 클 것임을 지시한다.

MODEL 1의 정류모델결과에 의하면 A지점유량은

2.4 L/sec (207 m3/day)로 산출되었다. 그런데 무강우

가 4개월(120일) 진행이 되었을 때는 1.2 L/sec로 줄

어들어드는 것으로 산출되었다(Fig. 9). 동물원, 동물원

주차장, 대지마을 등에서의 지하수함양율을 전주시 평

균수준보다 조금 높인 경우(MODEL 2; 정류상태), A

지점의 유량은 3.5 L/sec로 MODEL 1에 비하여 약

45% 정도 증대되었다. 120일 무강우 시에는 1.7 L/sec

이었다. 대지천 최하류의 유량(MODEL 2)은 무강우 0

일에서 8.9 L/sec로 산출되었다. 무강우 120일에서는

A지점유량은 1.7 L/sec(146 m3/d), 최하류지점에서는

4.6 L/sec(397 m3/d)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지천 유역에도 적지 않은 시설들

Table 4. Comparisons of baseflows estimated from numerical models with those extrapolated from the measured flows (L/sec)

 
Drainage area 

(m2)

Flow at 

Jan 2, 2014†
Flow at 

Feb 28, 2014‡

Flow measurement point 186,000 1.9 0.68

At point A 

in Fig. 

Extrapolated from measured data

586,703

5.96 2.14

Model 1 2.00 1.40

Model 2 2.40 1.70

All Daeji 

Stream

Extrapolated from measured data

1,029,500

10.5 3.74

Model 1 5.45 4.11

Model 2 6.40 4.69

†No or negligible rain for 10 consecutive days.
‡No or negligible rain for 78 consecutiv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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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서 있고, 지하수 관정도 많아서 MODEL 2에

이용된 함양량만으로는 예상한 만큼의 대지천 유량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의 개발이전의 대지천 유

량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동물원주변과 대지마을지역에

서는 예전보다 많은 지하수함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설정한 것이 MODEL 3과

MODEL 4이다(Table 2). MODEL 3은 상류에 침투

저류지(recharge pond or recharge pond)를 조성하고

여기를 통하여 지하수의 함양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도

록 모사한 한 것이다. MODEL 4는 MODEL 3에서

침투저류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함양된 만큼의 지하

수가 상류유역의 모든 면적에서 균질하게 함양이 일어

나도록 모사한 것이다. 

MODEL 3과 4에 의한 A지점 기저유출유량(정류상

태)은 각각 6.0, 5.6 L/sec으로 산출되어 MODEL 1이

나 2의 그것(각 2.4, 3.5 L/sec)에 비하여 훨씬 큰 값

을 보였다. MODEL 3은 무강우 0일에서는 MODEL

4보다 더 큰 기저유출유량을 보였으나, 무강우시에는

기저유출유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무강우 120일이 되었

을 때는 2.1 L/sec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MODEL 4

의 같은 시기 유량 2.9 L/sec보다 작은 값이다(Fig. 9).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근한 것처럼 특정지점에서 집중

적인 지하수함양을 하는 것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고르

게 함양이 일어나는 것이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유리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 명지천 유량

명지천은 전북대학병원 쪽에서 흘러오는 수로를 말

한다. 그러나 복원될 수 있는 수로가 짧고 백제로 인

근 도심지역에서도 지하수가 배수되는 관계로 모델에

서의 명지천 지하수유출 유량은 대지천 보다는 작게

나왔다. 그래도 무강우 0일에서 MODEL 1은 4.7,

MODEL 2, 3, 4에서는 5.6 L/sec가 나왔으며, 무강우

일수가 증가되어도 대지천 만큼 수량이 크게 줄지 않

았다(Fig. 9C). 

4.4. 하천의 총 기저유출 유량

덕진공원유역에 옛 하천들이 모델에서와 같이 조성

된다고 했을 때, 이들의 총 기저유출 유량은 이들 하

천들로 유출되는 지하수의 총량으로 가정하였다. 지하

수의 함양이 연중 일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즉, 모델

에서 무강우일수가 0일인 경우, 모든 결과가 15 L/sec

이상의 하천기저유출유량을 보였다(Fig. 10A). 특히, 함

양율을 증대시킨 MODEL 2, 3, 4의 경우는 정류모델

Fig. 9. Temporal variations of baseflows at point A in Fig. 3. (A) and at the lowermost points of Daeji Stream (B) and

Myeongji Stream (C) as a function of consecutive no-rain days. 

Fig. 10. Temporal variations of groundwater discharges (A) to all streams, (B) directly to Deokjin Pond and (C) their total as

a function of consecutive no-rai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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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하천기저유출유량이 20 L/sec에 가깝거나 이를

상회했다. 참고로, 덕진연못(저질퇴적토를 1 m 준설한

담수량기준)의 수생태유지에 필요한 유량은 연간 4회

의 물갈이가 가능한 22 L/sec으로 산출되었다(Choi et

al., 2015). 이 같은 결과는 MODEL 2, 3, 4의 조건

에서는 기저유출만을 모아도 덕진연못의 필요용수량을

맞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표유출까지 고려한다면,

기저유출이 모두 집수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덕진연못 필

요용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계산결과에 의하면, 무강우가 120일 지속된다고

했을 때 MODEL 3을 제외한 모든 모델이 처음 대비

53~55%의 하천기저유출유량을 보였다(Fig. 10). 반면

동물원 근처에 우수침투저류지를 조성하는 경우

(MODEL 3)는 같은 시점에서 처음의 48%에 해당하는

기저유출유량을 보였다. 

4.5. 덕진연못 공급가능 지하수유출량

덕진연못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하수는 정류조건에서

MODEL 1은 2.6 L/sec, MODEL 2는 2.9 L/sec,

MODEL 3과 4는 3.2 L/sec로 같았다(Fig. 10B). 이

는 동물원 주변의 상류에서의 지하수함양량보다는 전

북대학교 캠퍼스와 기숙사 등 연화천 수계의 지하수

함양율이 덕진연못으로의 지하수유출에 더 크게 영향

을 줌을 의미한다. MODEL 2, 3, 4의 경우 연화천

수계의 지하수 함양율은 서로 같고 최상류에 해당하는

동물원 주변지역의 함양율은 서로 다르다. 이는 동물

원 부근에서 함양된 지하수는 대부분 유하도중 대지천

과 같은 상류의 수로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지하수 유입량 대비 무강우 120일 후의 지하수 유입량

비율은 모든 모델이 63%내외로 같은 값을 보였다. 

덕진연못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하수유출량은 이론상

으로는 지하수가 연못으로 직접 유출되는 양과 하천으

로 유출되는 양을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

류상태에서 MODEL 1이 17.8 L/sec, MODEL 2가

22.8 L/sec, MODEL 3이 25.1 L/sec, MODEL 4는

25.2 L/sec로 계산되었다(Fig. 10C). 이같은 결과는 모

든 모델이 지하수 유출만으로도 덕진연못의 필요용수

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는 차

집의 비효율성, 흐르는 동안의 증발산 등에 의하여 이

보다는 작을 수 있다. 그래도 이같은 결과는 직접유출

을 제외한 순순한 기저유출만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덕진연못의 생태환경유지용수량 확보에 있어서

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무분

별한 도시화로 건천화되거나 하수로로 바뀐 덕진공원

유역내 옛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빗물을

지하수로 함양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오수와 합류되는 현재의 하천을 단순히 오수를

완전히 분류하고 자연적인 하천으로 바꾸어 주기만 해

도 (MODEL 1), 최소 15.3 L/s(1320 m3/d)의 기저

유출에 의한 하천유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덕진연못 생태유지 필요용수 22.0 L/s(1903 m3/d)

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강우의 직접유출량까지 포함

하면, 적어도 덕진연못 생태유지 필요용수 확보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ID사업으로 불투수율

이 높은 지역에서 우수 침투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여

개발이전 만큼 지하수함양이 일어나게 한다면(MODEL

2), 19.5 L/s의 기저유출유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모사되었다. 여기에 더해, 공원의 상류유역인 동물원과

대지마을 주변에서의 지하수함양을 특히 증대시키면

(MODEL 3, 4), 20 L/s가 넘는 기저유출 유량이 확

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21.8, 22.0 L/s). 이는 기

저유출만으로도 덕진연못 수생태유지가 가능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MODEL 3, 4의 경우, 상류 집중함양

지역 아래, 대지천 기저유출유량(각각 11.2, 11.3 L/s;

정류모델기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MODEL 1, 6.6 L/s)보다 70%가량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몇몇 지점에서 집중적인

함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MODEL 3)보다는 상류유

역 전체에 고르게 함양이 일어나는 것(MODEL 4)이

하류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MODEL 3의 경우는 무강우 120일이후의 기저

유출량은 오히려 MODEL 2의 경우보다 작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덕진공원 유역 내의

빗물을 배수하던 옛 하천들의 복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1. 개발과정 중 콘크리트수로로 전환된 옛 수로를 지

하수가 유출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시키고,

여기에 유입되던 오수는 별도의 관거를 통하여 완전히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2. LID기술 등의 적용을 통하여 유역 내의 빗물투수

율을 증대시켜, 지하수의 함양이 많이 일어나도록 한다.

3. 공원지역을 유하하게 될 대지천의 유량확보를 위

해서는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동물원과 대지마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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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하수함양이 크게 증대되도록 하고, 지하수함양은

몇몇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분산되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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