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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water curtain cultivation (WCC) area in Korea has been inveterately suffering from the gradual draw-

down of groundwater level and related shortage of water resources at the late stage of WCC peak time. To solve

this problem, artificial recharge techniques has been recently applied to some WCC area. This study introduces

infiltration gallery, which is one of the artificial recharge methods, and tentativel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ree galleries installed at Sangdae-ri WCC area of Cheongju City. Seven galleries are set up at each empty space

between eight vinyl houses in this area and its dimension is designed as 50 cm in each width and height and 300

cm in each length. Installation process was including bed excavation, backfill with gravels and silica sands, and

completion of gallery by equipment of piezometer and covering with non-woven cloth. For each B, C, D gallery, 3

types of test including preliminary, four step and one long-term injection were performed. The first preliminary test

showed the rough relations between injection rates and water level rise as follows; 20 cm and 30 cm level rise for

33.29~33.84 m3/d and 45.60~46.99 m3/d in B gallery; 0 cm, 16 cm and 33 cm level rise for 21.1 m3/d, 33.98 m3/d

and 41.69 m3/d in C gallery; 29 cm and 42 cm level rise for 48.10 m3/d and 52.23 m3/d in D gallery. Afterwards,

more quantitative results estimating effectiveness of artificial recharge were reasoned out through stepped and long-

term injection tests, which is expected to be employed for estimating water quantity re-injected into the aquifer

through these galleries by natural injection over the period of WCC pea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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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막재배 지역은 성수기에 지속적인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막재배 말기에 지하수위 하강과 더불어 지

하수 고갈 문제로 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지하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

해 몇 가지 인공함양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함양 방식 중 하나인 지중 침투형 갤러리 설치를

소개하고, 이 중 3개 갤러리에서의 인공 주입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인공함양의 효율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하였다. 연

구지역은 청주시 상대리 수막재배지이며, 갤러리의 규모는 가로×세로×깊이 50 cm×300 cm×50 cm이다. 갤러리는 비닐

하우스 동 사이의 이격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터파기 작업, 자갈석과 규사 메움, 피조미터와 상부 부직포 설

치 순서로 진행하였다. 3개 갤러리에 대한 인공 주입시험은 1차 예비, 2차 단계, 3차 장기 주입시험으로 구성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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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비 시험에서 B 갤러리는 주입율 33.29~33.84 m3/d, 45.60~46.99 m3/d일 때 수위 상승이 각각 20 cm, 30 cm,

C 갤러리는 주입율 21.1 m3/d, 33.98 m3/d, 41.69 m3/d일 때 수위 상승이 각각 0 cm, 16 cm, 33 cm, D 갤러리

는 주입율 48.10 m3/d, 52.23 m3/d일 때 수위 상승이 각각 29 cm, 42 cm 정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및 장기 주입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각 갤러리에 대한 주입율과 수위 관계식이 정량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인공 주입시험 결과는 수막재배 기간 중에 사용 후 배출되는 지하수가 갤러리를 통해 자연적으로 주입되는 수량을 추

정하는 데에 정량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청주, 수막재배, 지중 침투형 갤러리, 인공함양, 주입율

1. 서 언

지하수 수막재배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84

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국내에 급속하게 보급이

확산되어 1991년에는 1,100 ha, 2006년에는 10,746 ha

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하 RDA), 2007). 최

근에도 충청지역에서는 수막재배 농가가 늘어나면서 겨

울철에 집중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하수위 하강과 취수량 감소가 초래되어 다수의

농가가 수막재배를 포기하거나 심부 관정을 개발하여

평균 개발 심도가 점점 커지는 등 수막재배 조건이 악화

되고 있다(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이하 KIGAM), 2009, 2010, 2011; Ohmy-

News, 2004; Chungcheong Today, 2010; Chungcheong

Daily News, 2012). 

국내 수변지역에서의 시설재배와 수막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충적층 지하수의 이용량도 크게 증가

하게 되었다. Moon et al.(2012)은 청주 상대리 수막

재배지에서의 수막재배 면적과 지하수 이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면적 대비 국내 수막재배지에서의 지하수 이

용 총량이 5.7~5.9 억 m3이며 국내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의 33~35%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

으며, Lee et al.(2015)은 논산 왕전리 수막재배지에서

의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이용하여 전국 규모의 수막

재배용 지하수 사용량이 5.4 억 m3, 농업용 지하수 연간

사용량 17 억 m3의 32%에 달함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수막재배는 대부분 지하수 사

용 후 배수로로 배출되는 비순환식이기 때문에, 대수

층의 저류 능력과 지하수 함양량에 비해 지하수의 사

용량이 과다한 경우 지하수위 강하 등 수막재배 여건

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막재배는 지하수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난방하는 방법으로

서, 동절기 4~5 개월 동안에 다량의 지하수를 집중적

으로 양수한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일시적

인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KIGAM, 2010;

Moon et al., 2012). 이러한 수변지역에서의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0년대부터 몇

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는 노력이 있어 왔다(MOLIT and KAIA, 2013;

MOLIT and KAIA, 2015). 연구 지역인 청주시 상대

리 딸기 수막재배지에서의 겨울철 지하수위는, 갈수기

라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수막재배기에 집중적인 지하

수 이용에 의해, 11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강

추세를 보인다(MOLTMA and KICTEP, 2012; MOLIT

and KAIA, 2013; Chang and Chung, 2014). 지하수

위 하강에 따른 수막재배 용수 부족은 1월말부터 겪기

시작한다. 3월부터 지하수위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되

는 양상을 보이는데, 하천에 가까운 관정은 하천수의

유입에 의해 수위가 회복되고,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구릉지 함양지역으로부터의 지하수 유입에

의해 수위가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지하수위 하강과

취수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지역을 시범지

역으로 선정하여 인공 주입시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외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확보 방법으로서의

인공함양 기법에 대한 연구와 이의 현장 적용 시 지하수

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Oh

et al., 2011; Bouwer, 2002; Dillon, 2005; Banerjee

and Singh, 2011).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용되어온 인공

함양은 주로 관정 주입 방식을 이용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에서는 과다한 시설비와 주입량 제한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들 사이의 배수로

에 만들어진 일정 규모의 갤러리(gallery)를 이용하여

주입할 경우, 시설비 감소와 더불어 사용 후 배출되는

지하수의 재주입량이 자연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지역에서 관정보다

규모가 큰 지중 침투형 갤러리(geolgogical galleries)들

을 배수로에 설치하고, 이들을 이용한 주입 시험을 실

시하여 그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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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현황 

연구지역은 청주시 가덕면 상대리 딸기 수막재배지

일대로서, 우측에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있

으며, 좌측에는 무심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Fig. 1(a)). 수막재배지의 규모를 4개 측선 A-A’, B-B’,

C-C’, D-D’를 설정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좌측 하

천으로부터 우측 구릉지까지의 거리가 각각 170 m,

230 m, 530 m, 540 m 정도이다. 이 지역에서 비닐

하우스(Fig. 1에서 회색 혹은 흰색 부분)는 겨울철에

딸기 수막재배가 이루어지며, 그 외 부분에서는 여름

철에 논농사로 활용되고 있다. 겨울철 수막재배 시기

에 사용 후 유출되는 지하수는 비닐하우스 동 사이의

작은 1차 배수로들을 통해 배출되다가 4개 측선 사이

에 나란히 개설되어 있는 2차 배수로에 집수된 후 무

심천과 나란하게 만들어진 최종 배수로로 모아져서 무

심천 하류로 방류된다. 갤러리를 이용한 주입 시험은

C-C’ 측선 아래쪽에 위치한 8개동 비닐하우스 사이의

1차 배수로 남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8개동 비닐하우

스의 수막재배는 c1, c2 관정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

다(Fig. 1(a) & (b). 2012년 8월 3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관측된 지하수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Fig. 1. Study site (sources: http://map.daum.net/, 2015-05-14) and location of seven galleries(A~G) installed for injection

test. The village on the right part is Sangdae-ri, Gadeok-myeon, Cheongju City, Korea. Flow lines of ditch water (blue lines:

1st, 2nd, and final ditch), tube wells (red solid circles: c1~c2), borehoes for geological columnar section (OB5~O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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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T, 2013), c2 관정에서는 수막재배 직전인 11월

에 지하수 심도가 지표로부터 1~1.5 m 범위를 유지

하다가 수막재배가 시작되면서 점차 수위가 하강하여

12월과 익년 1~3월 기간중에는 수위가 지표로부터 약

3~4 m 정도까지 하강한다. 3월 이후 수막재배가 멈추

면 수위는 다시 서서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c2

인근의 다른 관정들에서는 수막재배 성수기에 수위가

지표하 6.5~7.5 m 범위까지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지역은 지구조적으로 옥천변성대 중부지역으로서,

대표적인 지질 구성은 옥천층군의 변성사질암을 관입

한 중생대 쥬라기 대보화강암으로 되어 있다(Lee et

al., 1996). 해당 수막재배지는 대보화강암 지대를 지나

는 무심천을 중심으로 사행 발달한 하천 충적층 지역

이다. 갤러리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 시 관찰된 지

표면 가까이의 토질은 주로 실트 혹은 점토질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막재배 사용 후 배출되는 지하수

가 지표 아래로 다시 침투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

황이다. 그러나, 지표면 아래로 수 cm에서 약 50 cm

심도까지는 실트질과 사질토의 비율이 약 40:60으로서

사질토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자갈 함량이 매우 많은

편으로서 이를 통한 빗물 혹은 배출수의 침투는 용이

할 것으로 보인다. 

시추/착정조사와 물리탐사 결과(MOLIT and KAIA,

2013)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기반암은 30~35 m 심도

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나, 남측 하천 가까이에서

는 오히려 15 m 정도로 얕은 심도에서 기반암이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기반암의 분포는 남동 방

향에서 북서 방향으로 가면서 그 심도가 깊어지는 양

상으로 해석되었다. 시험 갤러리가 설치된 곳에서 가

까운 곳에 위치한 시추공 OB7의 경우, 지층은 표토층

0.0~4.3 m, 풍화토 4.3~14.7 m, 풍화암 14.7~32.5 m,

연암 32.5 m 이하로 구성된다. 이 지역에서의 관정

심도는 대부분 20~50 m 범위로서, 수막재배에 활용

되고 있는 지하수의 주요 대수층은 풍화토 혹은 풍화

암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표면의 실트 혹은 점토

부분을 일부 제거하게 되면, 지표상의 물(빗물 혹은 수

막재배 사용 후 배출수 등)이 지표면 아래 자갈이 풍

부한 비포화대를 통하여 천부 대수층으로까지 쉽게 도

달해갈 수 있는 수리지질학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연구 방법

지하수 인공함양(artificial recharge)은 자연적 구조

및 인위적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지표 조건을 변경하여

지표수, 빗물, 수막용수 등을 토양, 비포화대, 함양 관

정 등에 통과시킴으로써 지표상의 물을 함양 대수층까

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인공함양이라는 용어는 환

경적으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Dillon(2005)은 대수층 함양관리(management of aquifer

recharge, MAR)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 지중 침투형 갤러리는 Dillon(2005)이 정의한 대수층

함양관리(MAR) 중 침투형 연못(infiltration pond)과

유사한 유형에 해당되며, 이는 비포화대를 통해 지표

상의 물이 하부의 자유면 대수층(unconfined aquifer)

으로까지 침투 ·유입될 수 있도록 지표 가까이 비포화

대에 설계된 연못 형태의 인공 시설물을 의미한다. 그

러나, 갤러리 내부에 자갈석과 규사 메움을 하고 상부

표면에 이물질 제거 목적의 부직포를 설치하는 방식으

로 설계된 것은 Dillon(2005)의 단순한 침투형 연못과

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방법이 농약, 비료, 퇴비를 많

이 이용하는 수막재배 지역에서 이용될 경우에는 지하

수 오염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나, 연구지역은 딸기 재

배지로서 인공함양에 의한 지하수 오염 문제에서 비교

적 자유로운 지역에 해당된다. 

지중 침투형 갤러리를 이용한 주입 시험은 C-C’측선

아래쪽에 위치한 8개동 비닐하우스 사이의 1차 배수로

남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좌측부터 우측까지 A~G로

명명된 갤러리를 구성하였다(Fig. 1(b)). 모든 갤러리의

규모는 가로×세로×깊이 50 cm×300 cm×50 cm로 하였

으며, 갤러리 설치 작업은 터파기, 자갈석과 규사 메움,

피조미터와 부직포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Fig. 2). 7개

갤러리 내부에는 모두 길이 60.5~63 cm의 피조미터

를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피조미터는 갤러리 깊이를 반

영하여 각각 A(50)~G(50)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B,

C, D 갤러리에는 B(50), C(50), D(50)와 더불어 갤러

리 외부에 길이 138.5~141.5 cm의 피조미터 B(130),

C(130), D(130)를 함께 설치하여 갤러리 내부에서 외

부로의 수평 방향 흐름과 갤러리 하부에서의 흐름 여

부도 관측하도록 노력하였다(Fig. 3). 

갤러리 내부에서의 자동 수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B(50), C(50), D(50)에는 10~20 m 측정용 미니 다

이버(mini diver)를 설치하였으며, 압력 보정을 위한

대기압 측정용으로 바로 다이버(baro diver)를 주변에

설치하였다. 피조미터 B(130), C(130), D(130) 내부에

는 각각 CTD 다이버(50 m 측정용), 30 m 측정용

레벨 로거(level logger), 10 m 측정용 레벨 로거를

설치하였다. 다이버 및 레벨 로거에 의한 측정 수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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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센서로부터 수면까

지의 높이, 갤러리 밑바닥으로부터 수면까지의 실제 수

위 등이 환산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입율 변화

에 따른 상대적인 안정 수위 자료는, 비교의 용이성을

Fig. 3. Structure of galleries including piezometer and water-level monitoring system. Numbers in figure mean each length

or relative distance from surface or well bottom in centimeters.

Fig. 2. Conceptual model of each gallery (a) and its installation processes (b~d). b: bed excavation, c: backfill with gravels

and silica sands, d: completion of gallery (equipment of piezometer and covering with non-woven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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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압력 보정을 거친 다이버 측정 수위 자체를 이

용하였다. 각 시험에서의 주입율은 주입 시스템에 부

착된 유량계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순간 주입

율은 10 L 유입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일 유입량을 환

산하였으며, 평균 주입율은 각 단계별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유량계 수치와 시험 지속 시간을 기준으

로 1일 유입량을 환산하였다. 인공 주입시험 시에 주

입수가 갤러리 내부로만 침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수로 내 갤러리 양쪽 말단부에는 토양 물막이 둑

(closing levee)을 만들어 주입수의 누수(leakage)가 발

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지역에서 지중 침투형 갤러리를 이용한 주입시

험은 자연 주입시험(natural injection test)과 인공 주

입시험(artificial injection test)의 두 가지 경우가 있

다(Fig. 4). 자연 주입시험은 수막재배 시간대(보통 오

후 5시경부터 익일 오전 9시경까지)에 사용 후 배출되

는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갤러리 내부로 주입됨으로써

야기되는 피조미터의 수위 변화 관찰이며, 인공 주입

시험은 수막재배 시간을 피하여 주간에 일정 시간 동

안 일정량의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함에 따른 수위 변

화 관찰을 의미한다. 금번 연구에서는 7개 갤러리 중

2개 심도의 피조미터가 동시에 설치된 B, C, D 3개

갤러리에 대하여만 예비적으로 인공 주입시험을 실시

하였으며, 주입율과 측정 수위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B, C, D 3개 갤러리에 대한 인공 주입시험은 1차

예비 주입시험, 2차 단계 및 3차 장기 주입시험 등 3

차례 실시되었다. 예비 주입시험은 2015년 12월 2일,

단계 주입시험은 2016년 3월 14일~16일, 장기 주입시

험은 2016년 3월 29일~4월 1일 기간 중에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 5~6과 같다. 

4.1. 예비 주입시험

1차 예비 주입시험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각 갤

러리에서의 시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Fig. 5. Result of 1st preliminary injection tests for B, C, D galleries.

Fig. 4. Field scenes of injection test. (a) artificial and (b) natura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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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갤러리: D 갤러리에서의 주입은 70분간 (2015년

12월 2일 10:42~11:52) 진행되었다. 평균 주입율은 최

초 42.21 m3/d에서 시작되었으나, 주입 후 10~25분

경과시 38.84 m3/d, 25~40분 경과시 34.72 m3/d로

점차 주입율이 감소되었으며, 이후 밸브를 조절하여

40~50분 경과시 37.09 m3/d, 50~60분 경과시

48.10 m3/d, 60~70분 경과시 52.23 m3/d로 주입율을

증가시켜 보았다. D 갤러리에서는 주입율 48.10 m3/d

일 때 약 29 cm 정도의 수위 상승 상태를 유지함을

보였으며, 주입율 52.23 m3/d일 때 최고 수위 상승은

42 cm 정도였다. 시험 당일 오후에는 강우 현상이 있

었고, 이에 의한 D 갤러리 내 수위 상승이 42 cm 이

상을 보였다. 따라서, 해당 강우에 의한 자연 주입율은

평균 52.23 m3/d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C 갤러리: C 갤러리에서의 주입은 60분간 (2015년

12월 2일 12:02~13:02) 진행되었다. 주입율은 최초

21.31 m3/d에서 시작되었으나, 수위 상승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12분 경과시부터 평균 주입율을

33.98 m3/d로 증가시켜, 12~30분 경과시까지 수위 상

승은 약 16 cm 정도를 보였다. 25~42분 경과시간에

서의 평균 주입율을 67.83 m3/d로 상승시켰으며, 42분

이후 종료 시점까지는 평균 주입율을 41.69 m3/d 정도

로 유지하였다. 평균 주입율 41.69 m3/d일 때의 수위

상승은 약 33 cm 정도를 유지하였다. C 갤러리에서는

배수로 상류부에 충진된 강수가 물막이 둑을 통해 갤

러리 내부로 유입되지 않아서 오후 강수에 의한 수위

Fig. 6. 4-Stepped and long-term injection tests for B, C, D gall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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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B 갤러리: B 갤러리에서의 주입은 60분간 (2015년

12월 2일 13:10~14:10) 진행되었으며, 주입율은 최초

33.84 m3/d에서 시작되었다. 10분 경과시 평균 주입율은

33.29 m3/d로 관찰되었으며, 20분 경과시에 43.19 m3/d

으로 증가시켜 수위 상승 효과를 좀 더 유발시켰다. 30분

경과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주입율은 45.60~46.99 m3/d

인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약 36분 경과시부터는 물막

이 둑의 누수를 통한 강수 유입에 의해 약간의 수위

상승 효과가 중복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위가

안정되지는 않았으나, 주입율 33.29~33.84 m3/d일 때

최고 수위 상승 20 cm, 주입율 45.60~46.99 m3/d일

때 수위 상승 약 30 cm 정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B 갤러리에서는 주입시험 중단 후 약 20분 경

과시부터 갤러리 상류부의 시험용 물막이 둑을 제거하

였고, 이로 인한 수위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

한 B 갤러리 내 수위 상승은 약 32 cm 정도였으며,

해당 강우에 의한 주입율은 46.99 m3/d 보다 약간 높

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 단계 및 장기 주입시험

2차 단계 및 3차 장기 주입시험 결과는 Fig. 6와

같으며, 각 갤러리에서의 시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gallery: B 갤러리에서의 단계 시험 기간은 2016

년 3월 16일 12:35~16:22이며, 3 단계까지는 각 1

시간씩, 4 단계는 47분간 주입 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험 단계별 주입 시간과 주입율은 Table 1과 같이 조

정되었다. 1 단계 주입 시 3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16.94~17.35 m3/d, 1 시간 동안의 평균 주입율은

17.28 m3/d로 기록되었다. 2 단계 주입 시 3 회 측정

된 순간 주입율은 24.03~24.20 m3/d, 평균 주입율은

23.99 m3/d이다. 3 단계 주입 시 3 회 측정된 순간 주

입율은 37.73~38.85 m3/d, 평균 주입율은 40.36 m3/d

이다. 4 단계 주입 시 4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50.70~82.68 m3/d로서 물막이 둑에서의 월류로 인하

여 주입율을 점차 줄여나갔으며, 수조 내 주입수 부족

으로 인해 47분간만 지속하였다. 47분간의 평균 주입

율은 54.89 m3/d이다. 

1 단계 주입 시 12:57 경에 수동 수위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주입수 심도는 TOC 기준 45.2 cm로서, 지표

기준 심도는 27.2 cm(= 45.2-18 cm, Fig. 3의 B(50)

참조)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는 15.8 cm

(= 43-27.2 cm),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약 22.8 cm

Table 1. Time table and related rates in the 4-stepped (2016-03-16) and long-term (2016-03-29) injection test in B gallery.

Test (time duration) Instantaneous injection rate (measurement time) Average injection rate 

1st step (12:35~13:35)

17.35 m3/d (12:38)

17.28 m3/d17.12 m3/d (12:51)

16.94 m3/d (13:23)

2nd step (13:35~14:35)

24.03 m3/d (13:36)

23.99 m3/d24.20 m3/d (13:59)

24.17 m3/d (14:25)

3rd step (14:35~15:35)

38.76 m3/d (14:38)

40.36 m3/d38.85 m3/d (15:06)

37.73 m3/d (15:25)

4th step (15:35~16:22)

82.68 m3/d (15:37)

54.89 m3/d 
68.14 m3/d (15:42)

51.43 m3/d (15:48)

50.70 m3/d (16:12)

long-term (14:10~17:10)

46.78 m3/d (14:10) 48.11 m3/d

(14:10~14:50)69.23 m3/d (14:50)

56.92 m3/d (15:00)

57.60 m3/d

(15:00~17:10)

57.45 m3/d (15:30)

58.22 m3/d (15:50)

57.83 m3/d (16:52)

57.56 m3/d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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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7.2 cm)에 해당된다(Table 2). 2 단계 주입 시

13:59 경에 수동 측정된 주입수 심도는 TOC 기준

40.1 cm로서, 지표 기준 심도는 22.1 cm이다. 이 때

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는 20.9 cm,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27.9 cm에 해당된다. 3 단계 주입시

15:18 경에 수동 측정된 주입수 심도는 TOC 기준

31.7 cm로서, 지표 기준 심도는 13.7 cm이다. 이 때

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는 29.3 cm,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36.3 cm에 해당된다. 4 단계 주입 시

16:22 경에 수동 측정된 주입수 심도는 TOC 기준

25.6 cm로서, 지표 기준 심도는 7.6 cm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는 35.4 cm,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42.4 cm에 해당된다. 

장기 주입시험은 2016년 3월 29일 14:10~17:10

기간 중에 3 시간 동안 실시하였다(Table 1). 장기 주입

시 7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46.78~69.78 m3/d이

다. 장시간 주입율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15:00~17:10 기간의 평균 주입율은 57.60 m3/d로서,

이를 장기 주입시험에서의 평균 주입율로 간주하였다.

14:10~14:50 기간 중에 측정된 평균 주입율은 48.11

m3/d이었다.

장기 주입시험 기간 중에 측정된 TOC 기준 주입수

심도는 25.5 cm (14:30 측정), 26.5 cm (14:48 측정),

19.9 cm (15:12 측정), 20.5 cm (15:30 측정), 21.5 cm

(15:50 측정)이며, 이들 각각에 대한 지표 기준 심도는

7.5 cm, 8.5 cm, 1.9 cm, 2.5 cm, 3.5 cm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와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

는 Table 2와 같다. 단계 및 장기 주입시험 시 다이버

가 측정한 수위와 수동 측정에 의해 환산된 다이버 기

준 실 수위와는 각각 4.0~5.0 cm, 4.3~4.5 cm의 높

이 차를 보였다.

C gallery: C 갤러리에서의 단계 시험 기간은 2016

년 3월 15일 10:47~14:45이며, 3 단계까지는 각 1

시간씩, 4 단계는 58분간 주입 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Table 2. Relations between injection rates and water-level variations in B gallery

(a) Stepped injection test

Time

(hr.:min.)

Average rate 

(m3/d)

Water level measured 

by diver (cm)

Water level from 

diver sensor (cm)

Water level from 

gallery bottom (cm)
Remarks

12:57

17.28

20.6~21.0 (avr. 20.8) 15.8 22.8 upward level

13:02 21.5 - - 1st max. level

13:38 21.0 - - 1st min. level

13:58

23.99

25.9 - - 2nd max. level

13:59 25.5~25.9 (avr. 25.7) 20.9 27.9 downward level 

14:35 24.2 - - 2nd min. level

14:48

40.36

35.5 - - 3rd max. level

15:18 33.5~33.7 (avr. 33.6) 29.3 36.3 downward level

15:35 32.6 - - 3rd min. level

15:47
54.89

45.4 - - 4th max. level

16:22 39.4 35.4 42.4 4th min. level

(b) Long-term injection test

Time

(hr.:min.)

Average rate 

(m3/d)

Water level measured 

by diver (cm)

Water level from 

diver sensor (cm)

Water level from 

gallery bottom (cm)
Remarks

14:28

48.11

40.2 - - 1st max. level

14:30 39.8~40.1 (avr. 40.0) 35.5 42.5 semi-stable

14:48 38.5~39.0 (avr. 38.8) 34.5 41.5 downward level

14:49 38.4 - - 1st min. level

15:00

57.60

46.6 - - 2nd max. level

15:10 45.3~45.8 (avr. 45.6) 41.1 48.1 downward level

15:30 44.8~45.2 (avr. 45.0) 40.5 47.5 downward level

15:50 43.8~44.2 (avr. 44.0) 39.5 46.5 downward level

17:10 41.5~41.9 (avr. 41.7) 39.0 46.0 downward level

17:11 41.3 - - 2nd mi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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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단계별 주입 시간과 주입율을 Table 3와 같이 조

정하였다. 1 단계 주입 시 1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17.66 m3/d, 1 시간 동안의 평균 주입율은 17.70 m3/d

로 기록되었다. 2 단계 주입 시 3 회 측정된 순간 주

입율은 20.57~24.00 m3/d, 평균 주입율은 23.40 m3/d

이다. 3 단계 주입 시 1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30.78 m3/d, 평균 주입율은 31.19 m3/d이다. 4 단계

주입 시 1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39.71 m3/d, 58

분간의 평균 주입율은 39.74 m3/d이다. 

1 단계 주입 시 11:24 경에 수동 수위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주입수 심도는 TOC 기준 50 cm로서, 지표

기준 심도는 32.5 cm(= 50-17.5 cm, Fig. 3의 C(50)

참조)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는 6 cm(=

38.5-32.5 cm),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약 17.5 cm

(= 50-32.5 cm)에 해당된다(Table 4). 2 단계 주입

시 12:23 경에 수동 측정된 주입수 심도는 TOC 기준

Table 4. Relations between injection rates and water-level variations in C gallery

(a) Stepped injection test

Time

(hr.:min.)

Average rate 

(m3/d)

Water level measured 

by diver (cm)

Water level from 

diver sensor (cm)

Water level from 

gallery bottom (cm)
Remarks

11:19

17.70

12.8 - - 1st max. level

11:24 12.0~12.5 (avr. 12.3) 6 17.5 downward level

11:47 11.2 - - 1st min. level

12:23 23.40 18.9 14 25.5 semi-stable

13:37 31.19 27.3~28.0 (avr. 27.6) 22.2 33.7 semi-stable

14:22 39.74 38.1~38.6 (avr. 38.4) 33.8 45.3 semi-stable

(b) Long-term injection test

Time

(hr.:min.)

Average rate 

(m3/d)

Water level measured 

by diver (cm)

Water level from 

diver sensor (cm)

Water level from 

gallery bottom (cm)
Remarks

12:55

39.54

31.9 - - 1st max. level

13:57 27.6~27.8 (avr. 27.7) 26.2 37.7 semi-stable

27.3 - - 1st min. level

14:09

46.19

35.7 - - 2nd max. level

15:11 33.5~33.7 (avr. 33.6) 32.2 43.7 semi-stable

15:33 33.0~33.4 (avr. 33.2) 32.0 43.5 semi-stable

16:10 33.0~33.4 (avr. 33.2) 31.6 43.1 semi-stable

16:45 32.0 - - 2nd min. level

Table 3. Time table and related rates in the 4-stepped (2016-03-15) and long-term (2016-03-31) injection test in C gallery

Test (time duration) Instantaneous injection rate (measurement time) Average injection rate 

1st step (10:47~11:47) 17.66 m3/d (10:48) 17.70 m3/d

2nd step (11:47~12:47)

24.00 m3/d (11:48)

23.40 m3/d20.57 m3/d (11:50)

23.64 m3/d (11:52)

3rd step (12:47~13:47) 30.78 m3/d (12:48) 31.19 m3/d

4th step (13:47~14:45) 39.71 m3/d (13:48) 39.74 m3/d 

long-tem (12:23~16:45)

39.91 m3/d (12:24)
39.54 m3/d

39.17 m3/d (13:57)

52.75 m3/d (14:00) -

46.08 m3/d (14:11) -

46.23 m3/d (15:11)

46.37 m3/d46.08 m3/d (16:11)

46.30 m3/d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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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m로서, 지표 기준 심도는 24.5 cm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는 14 cm,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25.5 cm에 해당된다. 3 단계 주입시 13:37 경

에 수동 측정된 주입수 심도는 TOC 기준 33.8 cm로

서, 지표 기준 심도는 16.3 cm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는 22.2 cm,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33.7 cm에 해당된다. 4 단계 주입 시 14:22 경에 수동

측정된 주입수 심도는 TOC 기준 22.2 cm로서, 지표

기준 심도는 4.7 cm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

위는 33.8 cm,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45.3 cm에

해당된다. 

장기 주입시험은 2016년 3월 31일 12:23~16:45

기간 중에 4시간 22분 동안 실시하였다. 처음 97분간

(12:23~16:45)은 순간 주입율 39.17~39.91 m3/d (평

균 39.54 m3/d)로 실시하였으나, 수위 상승이 충분치

않아서 순간 주입율을 52.75 m3/d로 증가시킨 후, 물

막이 둑의 누수 우려로 인해 11분 경과 시점인 14:11

부터 주입율을 재조정하여 종료 시점인 16:45 까지 약

2시간 34분간 46.08~46.30 m3/d (평균 46.19 m3/d)

정도의 주입율을 유지시켰다. 마지막 1시간 34분간

(15:11~16:45) 평균 주입율은 46.37 m3/d을 기록하였다.

장기 주입시험 기간 중에 측정된 TOC 기준 주입수

심도는 29.8 cm (13:57 측정), 23.8 cm (15:11 측정),

24.0 cm (15:33 측정), 24.4 cm (16:10 측정)이며, 이

들 각각에 대한 지표 기준 심도는 12.3 cm, 6.3 cm,

6.5 cm, 6.9 cm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와

갤러리 밑바닥 기준 수위는 Table 4와 같다. 단계 및

장기 주입시험 시 다이버가 측정한 수위와 수동 측정

에 의해 환산된 다이버 기준 실 수위와는 각각

4.6~6.3 cm, 1.2~1.5 cm의 높이 차를 보였다. 

D gallery: D 갤러리에서의 단계 시험 기간은 2016

년 3월 14일 11:52~13:45이며, 3 단계까지는 각 30

분씩, 4 단계는 23분간 주입 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험 단계별 주입 시간과 주입율은 Table 5와 같이 조

정하였다. 1 단계 주입 시 1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41.56 m3/d, 30 분 동안의 평균 주입율은 36.56 m3/d

로 기록되었다. 1 단계 말의 순간 주입율에 비해 30

분간의 평균 주입율이 훨씬 적은 것은 주입 초기의 주

입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2 단계 주입 시 1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33.23 m3/d, 평균 주입율은

33.42 m3/d이다. 3 단계 주입 시 1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21.19 m3/d, 평균 주입율은 22.33 m3/d이다.

4 단계 주입 시 1 회 측정된 순간 주입율은 17.98 m3/d,

23 분간의 평균 주입율은 14.06 m3/d이다. 

장기 주입시험은 2016년 4월 1일 10:40~14:04 기간

중에 3 시간 24 분 동안 실시하였다. 처음 순간 주입율

은 41.96 m3/d이었으나, 수위를 더 상승시킬 목적으로

10:50부터 순간 주입율을 46.15~47.34 m3/d (평균

46.75 m3/d)로 조정하여 2 시간 10 분간 (10:50~13:00)

진행하였다. 그러나, 12:58에 수조의 물이 고갈됨에 따

라 약 6 분간 주입이 정지되었으며, 이후 13:04 부터

순간 주입율 48.59~49.57 m3/d (평균 49.08 m3/d)로

다시 주입 시험이 지속되었다. 장기 주입시험에서 주

입 초기와 말기의 계량기 수치에 의한 평균 주입율과

실제 총 주입 시간을 고려하여 평균 주입율을 계산하

면 48.36 m3/d이 된다. 

단계 주입시험에서는 수동 측정기에 의한 실제 수위

가 측정되지 않아 다이버 측정 수위와 다이버 기준 실

수위는 상호 비교하지 못하였다. 장기 주입시험 기간

중에 측정된 TOC 기준 주입수 심도는 18 cm (11:50

측정), 26.8 cm (12:58 측정), 24.6 cm (14:02 측정)

이며, 이들 각각에 대한 지표 기준 심도는 2.0 cm

(= 18-16 cm, Fig. 3의 D(50) 참조), 10.8 cm, 8.6 cm

이다. 이 때의 다이버 기준 실 수위와 갤러리 밑바닥

Table 5. Time table and related rates in the 4-stepped (2016-03-14) and long-term (2016-04-01) injection test in D gallery

Test (time duration) Instantaneous injection rate (measurement time) Average injection rate 

1st step (11:52~12:22) 41.56 m3/d (12:19) 36.56 m3/d

2nd step (12:22~12:52) 33.23 m3/d (12:50) 33.42 m3/d

3rd step (12:52~13:22) 21.19 m3/d (13:20) 22.33 m3/d

4th step (13:22~13:45) 17.98 m3/d (13:44) 14.06 m3/d 

long-term (10:40~14:04)

47.34 m3/d (10:50)

46.75 m3/d

48.36 m3/d

46.15 m3/d (11:50)

46.01 m3/d (12:58)

48.59 m3/d (13:04)
49.08 m3/d

49.57 m3/d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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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수위는 Table 6와 같다. 장기 주입시험 시 다이버

가 측정한 수위와 수동 측정에 의해 환산된 다이버 기

준 실 수위와는 3.4~5.5 cm 정도의 높이 차를 보였다.

4.3. 주입율과 수위 상승 관계

3개 갤러리 B, C, D에 대하여 단계 및 장기 주입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인공 주입시험을 통하여

주입율에 따른 갤러리 내부의 수위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7).

B 갤러리에서는 최고 주입율 57.60 m3/d 일 때 주

입수의 수위가 지표 가까이 상승되었다. 금번 시험에

서 B 갤러리에서는 평균 주입율 17.28, 23.99, 40.36,

48.11, 54.89, 57.60 m3/d일 때, 다이버 측정에 의한

최고 및 최저 수위는 각각 21.0~21.5, 24.2~25.9,

32.6~35.5, 38.4~40.2, 39.4~45.4, 41.3~46.6 cm이

다. 이로부터 구한 수위(Y)와 주입율(X)의 관계식은

Y = 1.6779 X - 17.3733 (R2= 0.9559)로 나타났다

(Fig. 7a).

C 갤러리에서는 최고 주입율 46.19 m3/d 일 때 주

입수의 수위가 지표 가까이 상승되었다. B 갤러리에서

주입율 57.60 m3/d일 때 주입수의 수위가 지표 가까이

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해 볼 때, C 갤러리의 주입 효

율이 B 갤러리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금번 시험에서 C 갤러리에서는 평균 주입율

17.70, 23.40, 31.19, 39.74, 39.54, 46.19 m3/d일 때,

다이버 측정에 의한 준 안정 상태의 수위 및 최고, 최저

수위는 각각 11.2~12.8, 18.9, 27.6, 38.4, 27.3~31.9,

32.0~35.7 cm이다. 이로부터 구한 다이버 측정 수위

(Y)와 주입율(X)의 관계식은 Y = 1.1841 X + 3.7145

(R2 = 0.8864)로 나타났다(Fig. 7b). 

Fig. 7. Relations between injection rates and water level measured by divers set in each B, C, D gallery.

Table 6. Relations between injection rates and water-level variations in D gallery

(a) Stepped injection test

Time

(hr.:min.)

Average rate 

(m3/d)

Water level measured 

by diver (cm)

Water level from 

diver sensor (cm)

Water level from 

gallery bottom (cm)
Remarks

12:19 41.56 40.3 - - 1st max. level

12:50 33.23 26.1~26.5 (avr. 26.3) - - semi-stable

13:20 21.19 11.5~12.0 (avr. 11.8) - - semi-stable

13:44 14.06 5.7~6.4 (avr. 6.1) - - semi-stable

(b) Long-term injection test

Time

(hr.:min.)

Average rate 

(m3/d)

Water level measured 

by diver (cm)

Water level from 

diver sensor (cm)

Water level from 

gallery bottom (cm)
Remarks

10:50 47.34 42.2 - - 1st max. level

11:50 46.15 39.4~39.9 (avr. 39.6) 43.0 48.0 downward level

12:58 46.01 38.4~39.0 (avr. 39.7) 34.2 39.2 semi-stable

13:40 49.08 33.6 - - 2nd max. level

14:02 49.57 32.1~32.5 (avr. 32.3) 36.4 41.4 semi-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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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갤러리에서는 점차 주입율을 줄여가면서 단계 주

입시험을 실시하였다. 최고 주입율 47.34 m3/d 일 때

주입수의 수위가 지표 가까이까지 상승되었다. 즉, D

갤러리에서의 주입수 주입 효율은 C 갤러리와 유사함

을 보였다. 금번 시험에서 D 갤러리의 대표 주입율

41.56, 33.23, 21.19, 14.06, 47.34, 46.15, 46.01,

49.08, 49.57 m3/d일 때, 다이버 측정에 의한 준 안정

상태의 수위 및 최고 수위는 각각 40.3, 26.3, 11.8,

6.1, 42.2, 39.6, 39.7, 33.6, 32.3 cm이다. D 갤러리

에서의 대표 주입율은 평균 주입율이 아니라 순간 주

입율을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구한 다이버 측정 수위

(Y)와 주입율(X)의 관계식은 Y = 0.9230 X + 10.7904

(R2 = 0.8585)로 나타났다(Fig. 7c). 

각 주입시험에서의 주입율별 안정, 준안정, 최고 및

최저 수위 등을 고려하여 각 갤러리에서의 주입율-수

위 관계를 Fig. 7과 같이 도출하였다. 주입율-수위 관

계식에서 절편 값이 B 갤러리에서 작게 나타난 것은

초기에 B 갤러리에서의 주입 효율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B 갤러리의 기울기(1.6779)가

C, D 갤러리의 기울기(1.1841, 0.9230)보다 크다는 것

은 갤러리 내부에서 동일한 수위 상승률을 보일 때 B

갤러리에서 주입율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B, C, D 갤러리 내에서 40 cm의 수위

상승이 관찰되었을 때 각각의 순간 주입율은 49.7 m3/d,

51.1 m3/d, 47.7 m3/d로 계산된다. 3개 갤러리의 밑바

닥으로부터 다이버 센서까지의 높이(B = 7 cm, C=

11.5 cm, D= 5 cm)를 고려해 볼 때, B, C, D 갤

러리에서 수위가 지표까지 최대로 상승했을 때의 수위

는 각각 43 cm, 38.5 cm, 45 cm이며, 이에 대한 순

간 주입율은 각각 54.8 m3/d, 49.3 m3/d, 52.3 m3/d

로 계산된다. 즉, 각 갤러리 내부가 만수위로 주입될

때, 주입 효율성은 3개 갤러리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B D>C의 순서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이버 측정 수위와 수동 측정에 의한 실 수

위간에 1.2~5.5 cm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Table 2,

4, 6). 또한, B, C 갤러리에서는 다이버 측정 수위가

실 수위보다 약간 높게 측정된 반면에, D 갤러리에서

는 반대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이로 보아, B,

C 갤러리에서의 주입 효율은 약간 과소평가 되었고, D

갤러리에서는 약간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면, 갤러리에서의 최대 수위 도달 시

상대적인 주입 효율성은 B>D C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Fig. 7의 주입율과 수위 관계와 수막재배 성수

기 기간 중에 측정된 각 갤러리 내부에서의 수위 변동

자료를 이용하여, 수막재배 기간 중에 사용 후 배출되

는 지하수가 지중 침투형 갤러리 내부를 통하여 천부

대수층으로 자연적으로 재주입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청주시 가덕면 상대리 수막재배지역을 대상으로 인

공함양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에서의 주입 효율

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로×세로×깊이

50 cm×300 cm×50 cm 규모의 지중 침투형 갤러리 3개를

이용하여 인공 주입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중 침

투형 갤러리는 연못 형태의 인공 시설물로서, 비포화

대를 통해 지표상의 물이 하부의 자유면 대수층으로까

지 쉽게 침투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갤러

리에 인위적으로 주입수를 주입하면서 주입율별 수위

변화 상태를 관측한 결과, 연구 대상이 된 B, C, D

3개 갤러리에서의 다이버 측정 수위(Y)와 주입율(X)과의

관계식은 각각 Y = 1.6779 X - 17.3733 (R2= 0.9559),

Y = 1.1841 X + 3.7145 (R2= 0.8864), Y = 0.9230 X +

10.7904 (R2= 0.8585)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 가까이

까지 주입수 수위가 상승했을 때의 주입율은 B, C, D

갤러리에서 각각 57.60 m3/d, 46.19 m3/d, 47.34 m3/d

로 관찰되었으며, 단계 및 장기 주입시험 결과 주입율

-수위 관계식에서는 수위가 지표까지 최대로 상승했을

때의 주입율이 각각 54.8 m3/d, 49.3 m3/d, 52.3 m3/d

로 계산되었다. 즉, 금번 시험 대상이 된 3개 갤러리에

서는 최대 수위 상승 시의 주입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B 갤러리의 주입 효율성이 가장 양

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1일 수막재배 지속시간

13~15 시간을 고려하면, 3개 갤러리를 통해 재주입될

수 있는 사용 후 배출 지하수량은 최대 82~95 m3

범위로 추산된다. 이 결과는 향후 수막재배 성수기에

관찰되는 수위 변화 상황 즉, 자연 주입시험에서의 수

위 측정 결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지역에서 지중

침투형 갤러리를 설치할 경우 수막재배 활용 후 유출

되는 지하수가 자유면 대수층으로 어느 정도 재주입될

수 있는지 양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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