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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및 양수기간에 따른 수위 변동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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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Water Level Fluctuations according to Groundwater 
Development and Pumping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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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luctuations of ground water level of ground water wells developed in Seongsan watershed of Jeju 
Island until 2013 using MODFLOW, a numerical analysis model. Ground water level shows greater fluctuations from increase 
of pump capacity compared to the number of ground water wells. The development of ground water at the top of watershed 
was found to have direct influence on ground water level. Ground water wells developed until 2013 were used to continue 
pumping for 50 days, and ground water level of coastal region was reduced below 50% compared to the standard water level. 
In addition, the range of fluctuation of water level was large in the east coast region, which represents the direction of flow of 
grou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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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론

제주도는 대부분 하천이 건천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지표수를 활용한 수자원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Jung and Yang, 2013). 그러나 함양률이 높은 지질특

성으로 인해 지하수자원이 풍부하게 확보되고 있어 제주

지역의 주요 수자원은 지하수로 이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강우일수는 줄고 있어 집중호우 및 가

뭄재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Lee et al., 2015). 

특히 제주지역의 지하수는 기후변화인자의 변동성에 매

우 취약하므로 대수층으로부터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양

수하면 지하수위 하강과 함께 해수침투 및 지하수 고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Jeju Development 

Institute, 2012; Song and Choi, 2012).

최근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도시화로 인해 용수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

수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지하

수 개발 시에는 기설관정의 양수가능량을 정확하게 고려

하여야만 한다. 제주지역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량

(sustainable yield)은 1993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처음으로 도입되어 적정량을 산정하고, 10년 주기로 

재평가 하여 수립되고 있다. 실제 지하수 이용량은 허가

량의 30% 이하로 지속이용가능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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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m) area( ) ratio(%) Slope(°) area( ) ratio(%)

0 - 50 42.30 36.82 0 - 4 95.64 83.24

4 - 8 12.40 10.80
50 - 100 28.68 24.96

8 - 12 2.55 2.22
100 - 150 26.39 22.97

12 - 16 1.41 1.22
150 - 200 11.40 9.92

16 - 20 0.95 0.83
200 - 250 4.98 4.33

20 - 24 0.81 0.71
250 - 300 0.95 0.82

24 - 28 0.59 0.51
300 - 350 0.19 0.17

28 - 32 0.26 0.22

350 - 400 0.01 0.01
over 32 0.29 0.25

total 114.90 100.00 total 114.90 100.00

Table 1. Altitude and slope analysis of Seongsan watershed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3a). 그러나 극심한 가뭄재해 발생 시 지

하수 함양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농업용수 및 생

활용수 등 용수사용량의 급증으로 지하수 이용가능량의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 따라서 극한 가뭄사상에 따른 

지하수 영향 평가는 정량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체계적

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제주의 지하수는 지질, 환경, 기상 등 여러 가지 환경

적 요소에 급격하게 변동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

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Song et al.(2014)은 강수량 자료와 지하수 관측망 

수위자료를 비교하여 여름철 강수량 감소에 따른 가뭄발

생은 권역별 지하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되는 것으

로 제시한 바 있다. Park et al.(2013)은 담수와 염수 지

하수 개발이 해수침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염지하수의 개발은 해수침투 면적 감소, 해수쐐기의 두

께감소 등 긍정적 영향과 지하수위를 낮추는 부정적영향

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Kang et al. 

(2008)은 제주지역 풍수기와 갈수기에 관측된 지하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이격거리에 따른 수위변화특성을 제시

하였으며, Ahn et al.(2013)은 지하수 수치해석모형을 

이용하여 지하수 양수량에 따른 지하수 유동 및 포획구

간을 분석하였고, Kim et al.(2009, 2013, 2015b)은 지

표의 장기유출 해석모형과 지하수 해석모형을 적용하여 

제주지역의 통합 물수지 분석을 수행 한 바 있다. 제주도

의 지하수 개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하수분포 

및 양수능력을 고려한 지하수위 변동의 평가는 필요하며, 

극한상황에 대비한 지하수위의 변동예측은 지하수관리

에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제주도 성산유역의 2013년까지 연도별 지

하수 개발량을 파악하고 관정의 양수능력을 고려한 지하

수위의 변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사상에 따른 지하수 흐름의 분포특성을 재현하기 위

하여 2013년까지 개발된 지하수 관정을 적용하여 양수

지속기간에 따른 수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대상유역

연구대상 지역은 제주도 16개의 소유역 중 성산유역

으로 연구대상지역이 위치한 제주도 동부지역은 4개의 

기상대 기준 30년 평균 강수량이 1,966.8 로 가장 많

은 강수율을 보이고, 풍·갈수기의 지하수위 변동폭은 제

주지역에서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3a). 유역의 면적은 

114.9 , 표고분포는 0~355 m로 해안저지대 및 중산간

지대로 구분되며, 0~200 m의 해안저지대 지역이 94.67%

로 대부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경사도는 0~4°구간

이 95.64 로 유역의 83.24%를 차지하고 대부분 평탄

한 지형경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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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residential 

water
agricultural 

water
industry water drinking water total

Groundwater 
development

number 1,380 3,266 171 7 4,824

ratio(%) 28.61 67.70 3.54 0.15 100.00

Pumping ability
pumping ability 553,000 874,000 26,000 4,000 1,457,000

ratio(%) 37.95 59.99 1.78 0.28 100.00

염지하수, 조사관측공 제외

Table 2. Status of groundwater development in Jeju Island
(Unit: point. /day)

Fig. 1. Groundwater observation point in Seongsan watershed.

산유역은 유역특성상 비포화대가 얇아 강우에 따른 지하

수위 변동은 빠르게 나타나지만 저투수층이 깊게 분포하

고 있어 포화대는 매우 두꺼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Kim, 

2011; Jeju Development Institute, 2012).

본 연구대상지역인 성산유역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

자원본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측정 8개소

(JW-GS, JD-SS1 SS4, JD-SD1 SD3)가 일정하게 

위치하고 있어, 유역 내 지하수위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유역이다(Fig. 1).

2.2. 지하수 개발현황

제주도는 2013년 말 4,824개소(염지하수, 조사관측

공 제외)의 지하수관정이 개발되었으며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 제조용으로 구분되어 이용되고 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3b). 전체 

지하수관정 중 농업용 지하수관정은 67.7%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나(Table 2) 대부분 소규모 관정이 주

를 이루고 있다(Fig. 2).

Fig. 2. Distribution of groundwater system in Jeju Island.

성산유역 내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총 120개소로 

2003년까지 지하수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었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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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idential water agricultural water industry water total

Groundwater tube 

well

1993 17 29 9 55

1993 2003 6 47 0 53

2003 2013 2 8 2 12

total 25 84 11 120

Pumping ability

1993 9,191 6,982 1,587 17,760

1993 2003 3,180 21,865 0 25,045

2003 2013 475 5,960 200 6,635

total 12,846 34,807 1,787 49,440

Table 3. Status of groundwater development in Seongsan watershed
(Unit: point. /day)

a. 1993year                           b. 2003year c. 2013year

Fig. 3. Groundwater development in Seongsan watershed.

2013년까지 개발된 관정은 12개소로 과거에 비해 개발

률은 감소되었다. 유역 내 총 양수능력은 49,440 /day

이며, 농업용 관정이 34,807 /day로 전체 대비 7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Table 3).

1993년 이전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55개소로 총 양수

능력은 17,760 /day로 조사되었다. 200 /day이하의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37개소로 주로 해안지역에 위치하

고, 대규모 관정은 공공용 지하수로 유역 상류에 위치하

며, 농업용 29개소, 생활용 17개소, 공업용 9개소가 개발

되었다(Fig. 3(a)).

1993년 2003년 개발된 지하수관정은 대부분 200 

/day이상의 공공용 지하수 관정으로 총 53개소, 양수

능력 25,045 /day의 규모로 파악되었다. 2003년까지

의 지하수 개발 관정은 1993년 이전에 비해 약 2배 증가

되었으나, 양수능력은 2.4배 증가되어 관정 수 대비 용수

공급량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b)).

2003 2013년의 지하수 개발은 총 12개소로 2003년

까지의 개발특성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고, 기설관정이 밀

집된 하류부 보다는 상류부지역에 개발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양수능력 증가량은 6,635 /day이다(Fig. 3(c)). 

개발연도에 따른 관정별 평균 양수능력은 1993년 

323 /day, 2003년 473 /day, 2013년 553 /day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2.3. 정상류 상태의 지하수흐름

일반적으로 실제 자연현상은 매우 많은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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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wells Observation head (EL.m) Computed head (EL.m) Residual head (m)

JW-GS 0.99 0.77 -0.22

JD-SS1 0.71 0.70 -0.01

JD-SS2 0.95 1.24 0.29

JD-SS3 1.77 1.83 0.06

JD-SS4 2.18 2.22 0.04

JD-SD1 1.11 0.96 -0.15

JD-SD2 1.78 1.76 -0.02

JD-SD3 2.44 2.08 -0.36

Table 4. Comparison results between observation and computed water level 

a. Flow in Seongsan watershed          b. Error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Fig. 4. Analysis to steady-state in Seongsan watershed (Kim, 2015).

내재되어 있어 정확히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잡

한 실제 현상을 모델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정

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상황과 근사하게 나타내기 위

해서는 수치기법을 사용하여 계략적인 수학적 모델

(athematical model)로 다루어야 한다(Han, 1999).

본 연구에서는 수리지질학적 구조를 보다 손쉽게 구

현하여 해석할 수 있고, 과학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이 

높아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 및 미국지질조사국(USGS)

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MODFLOW(McDonald와 

Harbaugh, 1988)를 적용하였다.

2.3.1. 정상류 상태의 모형구축

지하수위 변동 특성 분석을 위하여 Kim et al.(2015a)

의 성산유역 정상상태모의에서 계산된 지하수위를 기준

으로 설정하였다. 모델구축 자료로는 지층, 함양량, 공극

률, 수리전도도가 입력되었으며, 1층은 투수성이 양호한 

현무암층, 2층은 투수성이 저조한 저투수층으로 1개의 

자유면 대수층으로 설정하였다. 유역 내 격자망은 50×50 

m, 대상유역을 제외한 지역은 비활성화 셀(inactive 

cells)로 구분하였다. 모델보정을 위한 관측수위는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제공하는 2013년 전체 평균

수위를 산출하고, 모델에 적용하여 실제 지하수 흐름과 

유사하도록 구축하였다.

성산유역의 지하수흐름은 한라산을 기준 유역의 동쪽 

해안방향으로 진행되고(Fig. 4), 실제 2013년 평균지하

수위와 계산된 지하수위의 오차는 -0.36~0.29 m(Table 

4), R2와 RMSE는 각각 0.903과 0.195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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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Aquifer Storage Coefficient

Basalt

FOB 0.12

FB 0.14

PAB 0.17

PFB 0.03

OAB 0.10

*. 자료: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제주도, 2003)

Table 5. Hydrologic constant of subsoil for basalt

a. 1993year                           b. 2003year c. 2013year

Fig. 5. Level variation according to groundwater development.

2.3.2.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위분석 

전체 120공의 지하수관정 중 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93년, 2003년 2013년 개발당

시의 지하수관정을 적용하여 수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역 내 지하수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정류상

태에서 계산된 관측정의 수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993년 이전까지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총 55개소로 총 

양수능력 17,760 /day, 2003년까지 개발된 지하수관

정 108개소(총 양수능력 25,045 /day), 2013년까지 

개발된 지하수관정 120개소(총 양수능력 49,440 

/day)를 각각 적용하여 개발관정에 따른 수위특성을 분

석하였다(Fig. 5).

2.4. 부정류상태의 지하수 흐름

2013년을 기준으로 성산유역에 개발된 120개소의 지

하수관정과 양수능력을 적용하여 극한가뭄사상 시 동시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수량

은 각 관정별 최대치인 1일 양수능력을 양수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양수기간은 50일까지 적용

하였으며, 초기 지하수위는 정상류상태의 모형구축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준수위로 적용하여 지하수밀집지역 및 

유역 상 하류부의 지하수 흐름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정류상태의 지하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 수리전도

도, 저류계수, 비산출률 등 다양한 수리지질학적 매개변

수가 적용되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며, 정

확한 매개변수의 산정은 매우 어렵다(Kim, 2015c). 제

주지역은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암질의 대수층으로, 투수

성이 매우 좋아 수위하강에 따른 회복시간이 매우 짧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제주도의 대수층은 자유면대수층

으로 물입자의 팽창과 대수층의 수축은 무시할 수 있으

므로 저류계수는 비산출율과 동일한 0.1~0.3 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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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oundwater level variation graph (1993, 2003, 2013).

Classification

drawdown of water level

standard
level

(EL.m)

1993year 2003year 2013year

level 
decrease

ratio(%)
level 

decrease
ratio(%)

level 
decrease

ratio(%)

JW-GS 0.77 0.04 4.58 0.09 11.27 0.10 13.22

JD-SS1 0.70 0.03 4.56 0.09 12.16 0.10 13.90

JD-SS2 1.26 0.06 4.63 0.17 13.43 0.19 15.40

JD-SS3 1.82 0.08 4.18 0.21 11.72 0.25 13.97

JD-SS4 2.23 0.07 3.33 0.23 10.28 0.29 12.95

JD-SD1 0.96 0.05 5.11 0.13 13.48 0.15 15.48

JD-SD2 1.77 0.09 5.27 0.26 14.43 0.31 17.27

JD-SD3 2.08 0.09 4.15 0.27 12.84 0.35 16.62

Table 6. Level drop according to groundwater development                                                                                              (Unit: m)

서 적용될 수 있다(USGS, 1998). 본 연구에 적용된 수

리전도도는 Kim(2015a)에 의해 산출된 성산유역 수리

전도도를 적용하였으며, 저류계수는 Jejudo(2003)에서 

제시된 결과를 인용하였다. 성산유역에 위치한 관측공의 

주 대수층은 휘석감람석현무암 및 반상휘석현무암이 분

포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저류계수는 중간 값인 0.15를 

적용하였다(Table 5).

3. 결과 및 고찰 

3.1.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위변화

3.1.1. 1993년 이전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위변화

1993년까지 개발된 지하수관정 55개소의 양수능력 

총 17,760 /day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준수위대

비 0.03~0.09 m, 3.33~5.27% 하강하였으며, JD- SD2

관측정이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 Table 6). 이는 관측정과 지하수 개발관정의 이

격거리가 타 관측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근접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의 양수능력은 

1000 /day이상의 대규모 관정으로 인근지역 지하수위

가 가장 크게 변동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1.2. 2003년 이전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위변화

2003년까지 개발관정은 총 108개소로 1993년에 비

해 53개소(1.9배)가 증가되었고, 양수능력은 1993년에 

비해 약 2.4배 증가된 25,045 /day이다. 2003년까지 



 김민철 양성기 이준호

Classification

drawdown of water level

standard
level

(EL.m)

10day 30day 50day

level 
decrease

ratio(%)
level 

decrease
ratio(%)

level 
decrease

ratio(%)

JW-GS 0.77 0.19 24.62 0.33 42.81 0.43 55.81

JD-SS1 0.70 0.18 25.99 0.29 41.65 0.37 53.03

JD-SS2 1.26 0.30 24.09 0.47 37.53 0.61 48.60

JD-SS3 1.82 0.34 18.78 0.54 29.76 0.72 39.63

JD-SS4 2.23 0.38 17.14 0.58 26.09 0.76 34.16

JD-SD1 0.96 0.23 24.34 0.37 38.85 0.47 49.22

JD-SD2 1.77 0.40 22.75 0.60 34.02 0.77 43.61

JD-SD3 2.08 0.44 21.06 0.65 31.17 0.84 40.31

Table 7. Groundwater level variation according to continued pumping   
(Unit: m)

개발된 지하수관정 108개소의 총 양수능력 42,800 

/day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준수위대비 0.09~0.27 

m, 10.28~14.43% 하강되었으며, 1993년에 비해 약 2.4

배~3.1배 하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 Table 6). 

이러한 결과는 관정 개수의 개념보다 사용량에 따른 영

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1993년~2003년 사이에는 

대규모 양수능력 관정이 많이 개발됨으로써 수위 하강률

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3.1.3. 2013년 이전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위변화

2013년까지 개발 관정은 총 120개소이며, 양수능력

은 49,440 /day로 양수에 따른 수위분석결과 기준수

위대비 0.10~0.35 m, 12.95~17.27% 하강되었다(Fig. 

6, Table 6).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표고 65 m이상 지

역에서 지하수 개발이 되었으나, 해안지역의 관측정 

JW-GS, JD-SS1, JD-SD1이 하강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류부에서의 지하수 이용은 해안지역 지하수위에 직접

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양수기간에 따른 수위변화

성산유역의 지하수 개발특성에 따라 양수초기 지하수

관정 밀집지역에 위치한 JD-SS2와 JD-SD1, SD2, SD3

의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하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양수

함에 따라 상류지역(JD-SS3, SS4, SD3)에서 일정한 하

강특성이 나타났다(Fig. 8). 

양수기간 10일(누적 양수량 494,400 )을 적용한 결

과 기준수위 대비 0.18~0.44 m, 17.14~25.99%의 수위

하강을 나타났으며, 상류지역에 위치한 관측정의 수위 

하강량이 크게 변동되었다. 특히 JD-SD2와 SD3관측정

과 근접한 위치에 대규모 지하수관정이 밀집되어 수위변

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JD-SS4의 관측정은 0.38 

m로 비교적 높은 하강특성이 나타났으나 기준수위가 높

게 형성되어 하강률은 17.14%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Table 7). 10일 지속적인 양수에 따른 해안유출량은 

3,322,924 으로 분석되었다.

양수기간 30일(누적 양수량 1,483,200 )의 경우 기

준수위대비 0.29~0.65 m, 하강률은 26.09~42.81%로 

분석되었다.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JD-SS1 관측정에서 가장 큰 하강률이 나타났으나, 30일 

양수 후 하강률은 JW-GS 관측정에서 42.81%로 가장 

크게 분석되었으며(Table 7), 30일 양수에 따른 해안유

출량은 8,762,192 으로 분석되었다.

양수기간 50일(누적 양수량 2,472,000 )의 경우 기

준수위대비 0.37~0.84 m, 하강률은 34.16~55.81%로 

분석되었으며, JW-GS와 JD-SS1의 관측정이 기준수위

대비 50%이하로 수위가 하강되었다(Table 7). 또한 

JD-SD1과 JD-SS2의 하강률도 각각 49.22%, 48.60%

로 매우 큰 변동률을 나타냈다. 해안유출량은 13,293,119 

으로 분석되었으며, 50일 기간 동안 총 외부유출량과 

저류계수를 적용하여 모델을 검증한 결과 성산유역의 평

균 수위하강량은 0.48 m로 분석되었다. 

성산유역은 한라산을 기준하여 유역 동쪽지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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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 b. pumping 10day

c. pumping 30day d.  pumping 50day 

Fig. 7. Groundwater level variation according to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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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aily Groundwater level varia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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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흐름이 발생된다. 양수초기에는 지하수 관정 분포

에 따라 급격한 하강특성을 보이지만 지속적인 양수를 

함으로 써 지하수 흐름방향인 동쪽으로부터 하강률이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부지역에 위치한 지

하수 관측정 JD-SS3, JD-SS4, JD-SD3은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하강량이 크고, 하류지역에 위치한 JW-GS, 

JD-SS1, JD-SD1의 수위하강량은 작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제주도의 지하수위는 한라산에서 해안지역으로 진

행될수록 지하수위는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관측정은 기준수위가 낮아 상부지역에 위치한 관측정에 

비해 하강률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제주지역의 지하수관정은 지역별 지층 및 대수층 특

성, 관정별 굴착깊이, 양수량 및 지하수위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수리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자를 정

확히 조사하여 지하수 유동 분석 및 수위예측 등이 수행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적인 수리특성규명은 한

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관측 조사

된 지하수의 수리특성을 유역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였으

며, 적용된 수리전도도는 실제 관측된 지하수위를 이용

하여 산출하였고, 저류상수는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중

앙값인 0.15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주도 성산유역의 2013년까지 연도별 지하수 개발

량을 파악하고, 10년간 단위로 개발된 관정의 양수능력

을 고려하여 지하수위의 변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에 따른 지하수 흐름의 분포특성을 

재현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개발된 지하수관정을 적용

하여 양수지속기간에 따른 수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성산유역의 해안지역은 소규모의 농업용관정, 상부

지역은 대규모의 공공용관정으로 2003년 이전에는 지하

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2003년 이후 지하수개

발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하수관정별 평균 양

수능력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1993년까지 개발된 지하수관정을 적용하여 분석된 

지하수위와 2003년까지 개발된 지하수관정을 적용하여 

분석된 지하수위를 비교한 결과 개발된 지하수의 관정 

수보다 양수능력에 따라 수위하강이 크게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지하수개발은 유역의 상부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해안지역의 지하수위가 하강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유역 상부의 지하수 개발은 해안지역 지

하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되었다.

⦁지속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상류지역에서 수위 하강

량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기준수위가 높게 형성되어 

하강률은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해안지역의 경우 50일 

이상 양수 시 기준수위 대비 50%이하까지 크게 변동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속적인 양수에 따라 지하수 흐

름방향인 유역의 동쪽해안지역으로부터 수위 하강률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하수 관정의 양수량에 따라 지역

적 지하수위 변화 크게 발생되고, 지속적인 양수에 따라 

지하수 흐름방향으로부터 수위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적용된 매개변수

는 대표적인 값을 유역전체에 평균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공간적 분포를 명확하게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지질특성과 관정별 수리특성이 정확히 규명되어 적

용된다면 지하수 고갈 등 수자원 보전 관리에 대하여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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