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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data-driven response surface method using the results acquired from the numerical simulation is

developed to evaluate the potential storage capacity of groundwater due to the construction of a groundwater dam.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of alluvium and basement rock, depth and slope of the channel are considered as the

natural conditions of the location for groundwater dam construction. In particular, the probability models of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and the various types of geometry of the channel are considere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numerical simulation and the generality of the developed estimation model. As the results of multiple

simulations, it can be seen that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basement rock and the depth of the channel greatly

influence to the groundwater storage capacity. In contrast, the slope of the channel along the groundwater flow

direction shows a relatively lower impact on the storage capacity. Based on the considered natural conditions and

the corresponding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the storage capacity estimation model is developed apply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s the nonlinear regression model for training. The developed estimation model shows a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0.9) between the simulated and the estimated storage amount. This result indicates the

superiority of the developed model in evaluating the storage capacity of the potential location for groundwater dam

construction without the numerical simulation. Therefore, a more objective and efficient comparison for the storage

capacity between the different potential locations can be possibly made based on the developed estimation model.

In line with this, the proposed method can be an effective tool to assess the optimal location of groundwater dam

construction acro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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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하댐 입지조건에 대한 수치 모사 결과에 인공신경망 기반 반응 표면법을 적용함으로써 지

하댐 건설에 따른 지하수 저류 가능량을 객관적으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입지조건으로

기반암 및 충적층의 수리전도도, 하도의 깊이, 하도의 지하수 유동 방향으로의 경사가 고려되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한 몬테카를로 기반 수치 모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암반층 수리전도도 및 하도의 깊이가 지하댐 저유 효율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도의 지하수 유동 방향으로의 경사도가 가장 미약한 영향력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치 모사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된 입지조건과 이의 결과를 입력 및 출력으로

하는 인공신경망 기반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인공신경망 기반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모델을 통해 예측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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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과 실제 수치 모사를 통해 산정된 저유량 간의 상관성이 0.9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비선형 예측 모델이 지하댐 개발 대상 지역에 대한 수치 모사 수행 없이 지하댐 건설에 따른 저

유량을 즉각적으로 산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발된 예측 모델은 서로 다른 지

역의 저유 가능량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비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모델은 국내 전 지역에

대하여 지하댐 개발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효율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지하댐, 최적 입지 선정,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 반응 표면법, 인공신경망

1. 서 론

계절 및 지역적 특성이 강한 국내 강우 특성에 따른

용수공급의 어려움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간 가뭄 등에 대비한 적극적 대처 방안으로 안정

적이며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시설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안정적 수자원확보가 어려운 도서 및

해안지역,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수자

원확보 불가피 지역,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이 불안정한

지역, 하천수 및 호소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한 지역

에서의 수자원확보 및 시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래 들어 지하댐,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등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시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

댐은 지하 충적 대수층에 인공적인 차수벽을 설치하여

댐 상류 지하수위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지하수를 저류

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하수 개발 및 취수를 가

능토록 만드는 시설이다. 지표댐과 비교하여 지하댐은

건설 시 수몰 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생태학적 피해 발

생 가능성이 작으며, 수면이 지표 아래에 위치하므로

증발에 의한 손실이 적고, 차수 벽체의 안정성이 지표

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지

하댐을 해안지역에 설치할 경우, 부수적으로 해수 침

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국내에

서는 1980 – 1990년대 설치된 경북 상주(이안) 및 영

일(남송), 충청 공주(옥성), 전북 정읍 (고천 및 우일),

강원 속초(쌍천) 지역 지하댐이 이용되고 있다(Yong et

al., 2017). 국외의 경우,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같은 건

조기후 조건의 나라에서 용수 확보를 위해 활발히 건

설 중이며, 일본이나 유럽 등 다수 선진국의 경우 용

수 확보뿐만 아니라 염수 침입방지를 위해 지하댐을

활용하고 있다(Yong et al., 2017). 

안정적인 저류량 및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

댐 개발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이용

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지하댐 개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다 기준 의사결정 방법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의 일종인 계층분석과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이상일 및 김병찬, 2003; K-water, 2004;

Mohammad, 2012; Rezaei et al., 2013; Dorfeshan

et al., 2014; Barkhordari, 2015). 계층분석은 다수의

목적, 고려항목, 및 의사결정 주체자 등이 연계된 복잡

한 의사결정을 위해 널리 이용되는 기술이다. 이는 각

상위 계층 항목에 대한 하위 계층 후보들에 대한 평가

인자들의 중요도를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혹은 설문조

사를 통해 얻은 항목별 점수로 선형조합한 후,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최하위 계층 중 특정 후보를 최종안으

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계층분석과정은 주관적인 평가

요인을 통한 의사 결정기법으로 정량적 모델에 기초하

기보다는 직관 및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단순한 논리를 통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적

용이 간편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와 결합하여 광역

적 지역에서 적지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널리 적용되고 있다.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한 국내

연구로, 이상일 및 김병찬 (2003)이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투수계수, 지하수 함양량, 대수층 두께 등

총 13개 입지 선정 인자를 고려하여 네 개의 국내 지

역(고성 북천, 강릉 옥계, 삼척 원덕, 울산 강동)에 대

한 입지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효율

우선순위를 정한 바 있다. 국외 연구 또한 대부분 계

층분석과정을 통해 지하댐 입지 선정을 시행하고 있으

며, 일부 연구는 일반적 계층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전

문가들의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퍼지

계층분석과정(Fuzzy AHP)을 제안하고 사용한 바 있다

(Rezaei et al., 2013).

기존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한 지하댐 최적 입지 선정

방법은 이행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측면에서 대규

모 적지선정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정성적 및 주관적

평가를 기초로 함으로써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입지

선정에서 항목별 객관적·정량적 중요도 및 평가 기준

을 산정 할 수 없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중규모 최적지 선정과정에

서 더욱 객관적인 입지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



최적의 지하댐 입지 선정을 위한 효율적 평가 방법 개발 247

양한 수리/수문, 지질/지형, 및 기하적 요소들의 지하댐

저류량에 대한 정량적 기여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

층분석과정의 경우 주관적/정성적 기반의 입지평가 방

법이므로 이러한 복합적 작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

시가 미흡하며, 그 결과 다수의 후보지 간 지하댐 건

설 효율성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지하댐 입지조건을

고려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해 지하댐 건설에 따

른 지하수 저류량 및 취수 가능량을 정량화하고 각 입

지조건에 대한 건설 효율성 분석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하여 지하댐 건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Onder and Yilmaz (2005),

Kim et al. (2013)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지하댐

의 저류 용량 결정을 위한 정량적 분석에 관련된 연구

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Kim et al. (2013)은 전남

완도군 청산도를 대상으로 지하수 유동 모델링

(MODFLOW) 및 밀도류를 모의할 수 있는 용질거동

모델링 (SEWAT)을 실시하여 지하댐 건설 전후의 지

하수위 및 물수지 변화와 그 결과로 해수의 침투에 따

라 나타나는 염도 분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댐 건설

로 인한 영향을 정량화한 바 있다. 또한, Onder and

Yilmaz (2005)는 MODFLOW를 이용하여 해안 대수층

내 지하댐 건설의 효과에 대해 평가 한 바 있다. 그러

나 해당 연구들은 지하댐 건설에 따른 지하수 저류량

에 대한 수리 지질학적 인자들의 민감도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아 최적 입지 선정 항목에 대한 요인 평가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해당 연구들의 범용적 효용성

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하댐 입지조건들을 고려한

수치 모사를 기반으로 지하댐 건설 시 저류량 및 취수

가능량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

축하였다. 또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고려되는 다양

한 입지조건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해, 다양한 입지항목이 고려된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지하댐 건설에 따른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를 시

행하고 모사 결과를 기반으로 입지조건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또한, 그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전산 자

원 및 연산시간을 요구하는 수치 모사를 수행할 필요

없이 평가자가 손쉽게 주어진 지역의 입지조건을 기반으

로 지하댐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유역 부지

내 수리지질학적 인자, 기하적 인자, 수리경계조건 등

의 다양한 지하댐 입지조건들과 지하댐 지하수 저유효

율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 RSM)을 이용하였다(그림 1).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지하댐 입지조건을 반응표

면 구축을 위한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이러한 입지조건

에 따른 지하댐 저유량을 반응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통계적 분포특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변화되도

록 설계된 각 입지조건들을 수치모델링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지하댐 저유량을 도출한 후, 입지조건들과 산

정된 저유량 간 최적 관계 모델을 제작함으로써 지하

댐 효율성 평가를 위한 반응표면을 구축하였다(그림 1).

최적 관계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

선형회귀분석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과

비선형회귀분석모형의 일종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회귀분석모형으로 이용하였

으며, 두 모델 이용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가 수행되

었다. 다양한 지하댐 입지조건별 지하수 유동 수치 모

사를 위해 상용 지하수 유동 모사 소프트웨어인

MODFLOW-NWT(Niswonger et al., 2011)를 이용하

였다.

2.1.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RSM은 1951년 Box and Wilson(Box and Wilson,

1951)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설명변수(또는 입력변수)와 이에 대한 시

스템 반응 결과(반응변수 또는 출력변수) 간의 대표적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applied method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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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을 구축하는 기법이다. 본래, RSM의 경우 실제

실험 결과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 수치모델링 결과에 이용되어 방대한 연산량을 요

구하는 수치 모사(예를 들어, 유한요소법 기반의 수치

모델)의 대안 모델(surrogate model)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물리적 시스템에 대해 구축된 반응표면이

존재할 경우, 새로운 설명변수 조건을 주더라도 해당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물리적 수치모델링 없이 반응표

면을 이용하여 쉽게 반응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MLR은 수학적으로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1)

식 (1)에서 w는 가중치, x 및 y는 각각 설명 및

반응변수, 그리고 ε은 모형 예측에 따른 오차를 의미

한다. 여기서 x 및 w의 차원은 회귀분석을 위해 고려

된 회귀모형의 차수에 따라 달라진다. n번의 몬테카를

로 지하댐 모사를 실시하여 총 n개 자료가 가용할 때

식 (1)에 근거하여

(2)

와 같이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계획행렬

(design matrix)이다. 식 (2)을 최소제곱근 문제로 변환

하여 w는 식 (3)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3)

2)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NN은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학습할 수 있으며, 이처럼 학습된 비선형 관계식은 새

로운 설명 자료를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기 위한 결정

경계로 이용되거나 비선형회귀모델의 목적으로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하댐 입지조건을 설명변수로

하고 이에 대한 지하댐 저유량을 반응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수 간 비선형 관계(반응표면)를 학습하기 위한 목

적으로 ANN을 사용하였다. 

총 N회 몬테카를로 지하댐 수치 모사 결과인 저

유량(Y) 및 이에 대한 총 L개의 지하댐 입지 조건

( )이 주어졌을 때, 본 연구에서 고

안된 ANN 네트워크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뉴런으로부터 받아들인 L종류의 n번째 입력변수

( )로부터 최종 n번째 출력변수(yn)를 입력

층, 은닉층 및 출력층으로 구성된 다층 전방향 신경망

(multi-layer feed Forward network)을 통해 계산하였

다(식 (4)).

(4)

여기서, L 및 M는 각각 입력 및 은닉 뉴런의 개

수를 의미한다. 위 비선형 관계식의 핵심요소인 가중

치를(wij, w0j, vj, 및 v0) 결정하기 위해 교사학습

(supervis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며, 각 각의 가중

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wij: 입력 뉴런 xi에서 은닉 뉴런 hj로의 연결 가중치;

w0j: 은닉 뉴런으로의 바이어스 입력의 가중치; 

vj: 은닉 뉴런 hj에서 출력 뉴런 y로의 연결 가중치;

v0: 출력 뉴런으로의 바이어스 입력의 가중치

이때, 가중치는 경사 하강법을 ANN의 학습에 적용

하여 실질적으로 구현가능하도록 알고리듬화 한 오류

역전파 알고리듬(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을

통해 학습되었다.

Fig. 2. The basic network structure of the applied artificial

neural network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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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하댐 건설에 따른 지하수 저유량 평가를

위한 수치 모사

3.1. MODFLOW-NWT: A Newton Formulation for

MODLFOW-2005

본 연구에서는 지하댐을 건설함에 따라 변화하는 지

하수 유동 프로세스를 모사하기 위해 MODLFOW-

NWT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MODFLOW-NWT 패키지

는 기존 MODFLOW-2005가 지니는 건조 셀(dry ce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MODFLOW-

2005에서는 셀 내 수위가 바닥 수위보다 낮아질 경우,

해당 셀이 건조 셀이 되면서 비활성화되고, 이러한 문

제를 풀기 위하여 가상의 수분 공급을 통하여 해당 셀

을 재 습윤화(rewetting)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비

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MODFLOW-NWT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패키지이다.

MODFLOW-NWT 패키지는 항상 셀 간 연결성을 수

위에 따라 업데이팅하는 UPW(upstream-weighting)

패키지와 공동으로 사용된다.

1) 수치 모델 구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하

댐 입지조건에서 지하댐 건설에 따른 저유효과를 비교

및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지하댐의

형태 및 주변 입지조건을 수치 모사에 고려하였다. 이

에 따라, X 방향으로 2km, Y 방향으로 1km의 직사

각형 형태의 유역이 수치 모사 모델에 고려되었으며 Z

방향으로는 0.5km 깊이까지 대수층이 연장되어있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그림 3). 그리고 대수층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상부층은 하도 형태를

보이는 충적층, 하부층은 암반층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에서 상부 주황색층이 충적층을 나타내며 하부 보라

색층이 암반층을 나타낸다(해당 그림은 Z방향으로 50

배 과장되어 도시된 그림). 수치 모사를 위해 해당 유

역을 X 및 Y 방향으로 각각, 10m 및 10m 크기의

정사각 격자 모양으로 차분하였으며 Z 방향으로의 크

기는 지하댐 건설 유역 하도 형태에 따라 변화하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하도의 폭, 깊이 및

경사에 따른 지하댐 저유 효율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

였기 때문에, Z 방향으로의 격자 크기 및 지형 고도는

다양한 케이스로 구성되어 수치 모사에 적용되었다. 그

림 3에 도시된 지형 고도 예시는 하도의 깊이가 15m

이고 기반암의 경사도가 10%인 경우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이용된 수치 모사 모델의 X, Y, 및 Z 방향

으로의 격자 수는 각각 200개, 100개, 2개이며, 총

40,000개의 격자로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 모델을 구

성하였다. 

지하댐은 그림 3 및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의

하류 방향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하도를 따

르는 지하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도를 가로지

르는 방향으로 연장되도록 설정하였다. 설정된 지하댐

의 길이는 400m이며 폭은 10m로 가정하였으며, 상부

층인 충적층 깊이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댐 저유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연

적 입지조건을 선정하는데 있으므로 건설될 지하댐의

공학적 조건에 대한 고려는 배제하였다. 지하댐을 구

성하는 매질의 수리학적 물성에 따라 지하수의 저유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그라

우팅 지하댐을 가정하였으나 보수적 상황에서의 지하

수 저유 효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하댐의 수리적 물

성치는 교란이 없는 점토의 수리전도도 보다 대체로

낮도록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 지하댐 영역에 대

Fig. 3. An example of the 3-dimensional conceptual model

for groundwater flow simulation to evaluate the capacity of

groundwater storage after construction of groundwater

dam.

Fig. 4. The size of the domain and the hydraulic boundary

condition applied for groundwater flow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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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10-8cm/sec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모

든 수치 모사 케이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의 초기 수리수두 조건(initial

condition)은 지형 고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수치

모델 유역의 왼쪽경계를 고정수두 경계(Constant head

boundary)로 설정하여 수리 수두가 45m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모사를 실시하였다(그림 4). 그 외 나머지

경계는 무흐름 경계(No-flow boundary)로 설정하였다.

2) 입력변수 설정

a. 충적층 및 기반암 수리전도도 및 공극률 

본 연구에서 확률 변수화한 설명변수는 크게 두 가

지이며, 이에는 상부 충적층의 수리전도도와 하부 암

반층의 수리전도도가 있다. 미고결 다공성 퇴적물의 통

계적 수리특성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된 두 가지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에는 Carsel

and Parrish (1988)에 의해 수행된 토양 종류 별 수리

특성 연구와 Jeon et al. (2005)에 의해 수행된 포화

수리특성 연구가 이용되었다. 연구의 합리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의 결과를 모두 사용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수리전도도 및 공극율에 대한

통계적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Carsel and Parrish(1988) 및 Jeon et al. (2005)

모두 수리특성에 대한 통계 모델을 제시한다. Carsel

and Parrish(1988)는 토양 종류별 불포화 수리특성을

설명하는 변수(즉, 수리전도도, 잔류포화도, van

Genuchten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평균, 분산, 범위,

변수 상호 간의 공분산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수리변수 자료를 분석하여 경험적 확률밀도 분포를 가

장 적절히 설명하는 이상적 모델을 정의한 바 있다.

Jeon et al. (2005)는 보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하댐

저유 효율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참조되었다. 해당

연구는 국내 대수층의 수리학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평

가한 연구로 국가 지하수 관측망으로부터 획득한 자료

를 분석하여 국내 충적 대수층 및 암반 대수층의 평균

수리전도도를 평가하고 있다. 산정된 충적 대수층의 평

균 수리전도도는 1.26m/day이며, 암반대수층의 평균 수

리전도도는 0.076m/day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암반 및 충적 대수층의 수리전도

도 평균 및 분산 값을 지하댐 수치 모사 모델의 기반

암 및 충적층의 수리전도도를 산정하는데 참조하였다.

제시된 값 및 수리변수 확률모델을 이용하여 기반암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에 대한 확률분포를 형성하고 이

를 기반으로 몬테카를로 기법 기반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총 200세트의 암반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 자료를

구성 및 수치 모사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몬테카를로 기반 지하수 거동 수치 모사

에 이용된 기반암 및 충적층의 수리전도도 값들의 확

률분포는 그림 5와 같다. 지하수 거동 모사 결과의 수

치 해석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하댐 건설에 의해 충

적층 내 지하수가 반드시 저유되는 케이스만을 고려하

기 위하여 기반암의 수리전도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와

충적층의 수리전도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는 수치 모사

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반암 수리전도도의 최소 및 최대 범위를 각각

0.05m/day 및 1m/day, 충적층의 최소 및 최대 수리전

도도 값은 0.5m/day 및 10m/day로 설정한 후, 무작위

샘플링을 실시하여 수치 모사 입력변수 세트를 구성하

였다.

b. 하천기하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를 위한 가상 지하댐을 구성

Fig. 5. Probability distribution of hydraulic conductivities (logarithmic scale) of (a) alluvium and (b) basement rock applied

to Monte-Carlo based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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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하천 및 충적층 형태를 고려

한 지하댐 기하 재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유수체계 및 하천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 입경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산정되는 하천 기하 관련 경험식

(USDA, 2008)으로부터 가상 지하댐 개발지의 암반 형

태를 구성하고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에 반영하였다.

가상 지하댐 설치지역의 충적층 재현을 위해 이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5)

(6)

(7)

(8)

위 식(5~8)에서 W는 feet 단위의 하천 폭, FB는

하천 바닥 계수, FS는 하천 측면계수, Q는 ft3/sec

단위의 유량, D50는 mm 단위로 하천을 구성하는 입

자들의 입경 분포 중앙값, d는 feet 단위의 하천 심도,

Sside는 하천 측면 경사, C는 ppm 단위로 하천 바닥

퇴적물의 밀도, g는 ft/sec2 단위의 중력가속도, 그리

고 v는 ft2/sec 단위로 유수의 동점성계수를 각각 의미

한다. 하도 기하 결정을 위해 이용된 파라미터 W , d,

및 S에 대한 정보는 그림 6과 같다. 또한, 경험적으로

FS의 값은 점착력이 약한 퇴적물로 이루어진 하천의

경우 0.1, 실트, 점토, 양토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0.2, 그리고 잘 다져진 점토로 이루어져 있을 때, 0.3

의 값을 갖는다(USDA, 2008).

위 관계식을 통해 하도의 폭(W ), 깊이(d), 하도 측

면 경사(Sside)를 결정하였으며, 이때, 하도의 깊이가

5m, 10m, 15m인 경우를 고려하여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형태를 하상 지형에 고려하였다. 그리고 유체 흐

름 방향으로의 하도 경사(Sflow)는 2.5%, 5%, 7.5%,

10%의 비율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가상 지하댐 개발지의 지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총 12종류의 하상 형태를 재현한 후, 지하수 유동 수

치 모사 모델의 지형 고도로 적용하였다. 

c. 함양량

본 연구에서의 지하수 함양은 강수에 의해서만 발생

하며, 전체 유역에 동일 양의 강수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나 함양은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 모델에서 최상부

층인 충적층에서 발생하고, 지하수로 함양됨을 가정하

였다. 이때, 충적층의 함양율은 10%로 설정하였다

(KRC, 2014).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지하댐 최적 입지

선정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에

국내 기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기

상청 제공 국내기후자료가 활용되었다. 우리나라 중부

지방은 연간 1,200mm에서 최대 1,500mm의 강수가

발생하며, 남부지방의 경우, 연간 1,000mm에서

1,800mm, 제주도의 경우, 1,500mm에서 2,000mm의

강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

체지역에 대한 강수량이 최대 1,000mm에서 2,000mm

의 범위를 보여줌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지

하수 유동 수치 모사 모델의 함양량을 최소

0.000274m/day에서 최대 0.000548m/day로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지하댐 저유효율을 산정하였다. 

4. 적용 결과 

4.1. 저유효율 평가 과정

충적층에 지하댐을 건설할 경우, 지하댐의 차수 효

과에 의해 지하수 유동 흐름이 느려지고 지하댐 상류

유역 내 지하수위는 상승하며 지하수가 지하댐 주변에

저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지하댐

하류 유역에서는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효과가 나타난

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댐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하댐 상류 유역에서의 지하수위 상승효과만을 고려

하고 지하댐 하류 유역에서의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이차적 문제(예. 해수침투 발생에 따른 문제)

에 대한 지하댐 효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하

댐을 건설함에 따라 발생한 지하댐 상류 유역 내 지하

Fig. 6. Conceptual diagram of the geometry of the channel

appli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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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상승량만을 정량화함으로써 지하댐 저유효율을 평

가하였다. 저유효율 산정을 위해 실시된 평가 프로세

스는 그림 7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지하댐 건설 전 및 건설 후 충적층에서의 지하수위 변

화량 분포(Hdiff)을 다음 식을 통해 산정하였다.

(9)

여기서, i는 X 방향으로의 격자 인덱스를 의미하며,

j는 Y 방향으로의 격자 인덱스를 의미한다. 지하수위

상승량만을 고려하고, 지하댐 상류 유역의 변화량만을

저유효율 평가에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이

용하여 지하수위 상승분포도(Hup)를 산정하였다. 

(10)

최종적으로 지하댐 건설에 따른 지하수 저유량은 지

하수위 상승분포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11)

4.2. 반응표면 구축 

지하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수층 구성물질의

수리물성, 지하댐 건설 유역의 기하적 형태 등에 따라

Fig. 7. Process for evaluating the capacity of groundwater storage after the construction of groundwater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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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저유효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하댐 건설에 따

른 저유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선정하

기 위해서는 해당 입지조건들과 저유효율 간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

를 구축함으로써 지하댐 건설 예정지의 저유량을 사전

에 예측하고 저유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건설 방안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구축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하댐

입지조건들과 지하댐 건설에 따른 저유효과 간 관계식

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몬테카를로 모사를 통해 도

출된 결과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댐 건설

유역 내 다양한 입지조건들과 지하댐 저유 효율 간 복

합적 관계를 다차원 식을 통해 규명하였다. 반응표면

구축을 위한 입력변수로는 하도 깊이 및 경사도, 암반

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가 이용되었으며, 반응변수로

는 지하댐 저유량을 이용하였다. 반응표면 구축을 위

해 선형 및 비선형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축된 반응표면의 예측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모사에 이용된 총 200세트

(N = 200)의 파라미터 중, 총 개수의 70%에 해당하는

140개(Ntrn= 140)의 파라미터(xtrn)와 해당 파라미터를

입력자료로 하는 수치 모사 결과(ytrn)를 반응표면을 구

축하기 위한 학습 자료(

)로 이용하고, 나머지 30%인 60개(Nval

= 60)의 입력 파라미터 및 대응되는 수치 모사 결과는

검증자료( )

이용하였다. 이때, 학습 및 검증에 이용된 자료는 전체

자료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구성되었다. 구축

된 반응표면( f (xtrn;θ ))의 예측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최소오차제곱(root mean squared

error, RMSE)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식은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y*는 Dtrn를 이용하여 구축된 반응표면( f(x;θ ))

에 검증자료의 입지조건들(xtst)을 입력하여 예측된 지

하댐 저유량을 의미하며, y는 xtst를 입력자료로 하는

수치 모사를 통해 산정된 실제 지하댐 저유량을 의미

한다. 또한, 예측된 지하댐 저유량(y*)과 실제 수치 모

사를 통해 산정된 지하댐 저유량(y) 간 상관성(ρ) 분석

을 실시하여 반응표면을 통해 예측된 지하댐 저유량이

실제 수치 모사 결과를 통해 산정된 저유량과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1) 암반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에 대한 저유량 변화

a. 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한 반응표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하댐이 건설될 대수층의

암반 및 충적층의 수리전도도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들과 지하댐 저유량과의 관계가 비선형적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층의 수리 물성 특성은 다

른 입지조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지하댐 저유 효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먼저, 두

입지조건(즉, 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의 변화에

대한 지하댐 저유량 변화 관계를 파악하고 두 입지조

건 중 어떠한 조건에 지하댐 저유 효율이 더 큰 영향

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8은 몬테카를로

수치 모사를 위해 구성된 총 200개의 암반층 및 충적

층 수리전도도 입력변수와 이를 입력변수로 하는 지하

수 유동 수치 모사를 통해 산정된 지하댐 저유량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때, 하도의 깊이 및 경사도는 10m

및 5%로 일정한 수치 모사를 실시하여, 하도의 깊이

및 경사도에 따른 저유효과는 해당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반층의 수리전도도가

낮고 충적층의 수리전도도가 높을수록 지하댐 내 저유

되는 지하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의 변화에 따른 지

하댐 저유량 변화양상이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두 층의 수리전도도를 입력변수로 하고 저유

량을 반응변수로 하는 2차 다항식(2 degree of poly-

nomial function)의 반응표면( f (Ka, Kr;θ ))을 구축하였

다. 이용된 반응표면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Fig. 8. The variation trend of groundwater storage with

respect to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of alluvium and

basement rock in case of 10m depth of the channel and 5%

of channel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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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기서 Ka 및 Kr은 충적층 및 암반층의 수리전도도

를 의미하며, θ는 구축된 반응표면 선형 회귀식의 가

중치를 의미한다.

최소 오차제곱근에 기반한 최적화기법을 이용하여

선형회귀식의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각 항에 대하여

산정된 가중치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각 항(즉,

Ka, Kr, Ka
2, KaKr, Kr

2)에 대한 가중치(즉, θ1, θ2,

θ3, θ4, θ5)는 지하댐 저유량에 대한 각 항의 영향력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산정된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인

자가 지하댐 효율에 민감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암반층 수리전도도

로 구성된 항에 대체로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지도록 산

정되었다. 특히, Kr
2에 대한 가중치가 210,141로 다른

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암

반층의 수리전도도가 충적층의 수리전도도에 비해 지

하댐 저유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하댐 건설 최적 입지 선정 시, 건설 유역의 암반층

수리 물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전제되고 지하댐 건설

에 적합한 조건의 암반층을 확보해야 지하댐 건설에 따

른 저유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에 대해 구축

된 반응표면을 3차원 그래프로 도시화한 그림이다. 그

림 9(a)를 통해 지하댐 저유량이 0 m3 이상이 되기

위한 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 허용범위를 산정할

수 있으며, 그림 9(b)를 통해 지하댐 건설에 따른 지하

수 저유량을 1,000 m3 이상 확보하기 위한 대수층 물

성치 범위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실제 지하

댐 건설 입지 선정 시, 암반층 및 충적층의 수리전도

도 허용치 기준으로 사용 가능하며, 원하는 지하수 저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수층 탐사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하는 저유량 확보를

위해 충적층 또는 암반층에 대한 공학적 설계 방안을

수립하는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분석 결과는 하도의 경사가 5%이고 하도 충적

층의 깊이가 10m인 특정 지형 고도에 대해서 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에 대한 지하댐 저유 효율을 보

여준다. 이를 확장하여 하도 경사가 2.5%, 5%, 7.5%,

10%이고, 하도 충적층 깊이가 5m, 10m, 15m일 때

또한 각 케이스마다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10

은 고려된 모든 지형고도 케이스에서 암반층 및 충적

층 수리전도도 변화에 따른 지하댐 저유량 변화양상을

한 3차원 그래프에 모두 도시한 그림이다. 모든 경우

에 대해서 충적층의 수리전도도가 증가하고 암반층의

수리전도도가 낮아질수록 지하댐 저유효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형고도 케이스

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특정 유역별 반

응표면 구축 및 분석이 가능하다. 

Table 1. The estimated weight coefficients (θ ) of the

developed response surface to evaluate the groundwater

storage according to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of

alluvium and basement rock

Factor θ

bias θ0 5,124

K
a

θ1 829

K
r

θ2 72,683

K
a

2
θ3 26

K
a
K
r

θ4 3,015

K
r

2
θ5 210,141

Fig. 9. The shape of the developed response surface

according to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of alluvium and

basement rock in cases that the evaluated amount of

groundwater storage is (a) 0 m3 and (b) 1,000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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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 충적층 깊이에 대한 저유량 변화

해당 분석에서는 하도 충적층 깊이와 지하댐 저유량

간 관계를 평가하였다. 하도의 경사는 5%로 고정한 후,

하도 충적층의 깊이를 5m, 10m, 15m로 변화시키며

지형 고도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총 200세트의 충적층

및 암반층 수리전도도 세트를 입력하여 몬테카를로 수

치 모사를 실시 및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림 11은 하

도 충적층 깊이에 따른 저유량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 충적층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댐 저유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둘 간

의 관계가 비교적 선형적임을 알 수 있다. 

3) 하도 경사도에 대한 저유량 변화

해당 분석에서는 하도 충적층의 바닥 경사도와 지하

댐 저유량 간 관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하도 충

적층의 깊이는 10m로 고정한 후, 경사도를 2.5%,

5%, 7.5%, 10%로 변화시키고, 총 200세트의 충적층

및 암반층 수리전도도 세트를 입력 물성치로하여 몬테

카를로 수치 모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2는 경사도에

따른 지하댐 저유량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의 경사가 낮아짐에 따라 지하댐 저유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사도와 지하댐 저유

량 간의 관계 또한 선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4가지 지하댐 입지조건에 대한 지하댐 저유량 반

응표면 구축

해당 분석에서는 4가지 지하댐 입지조건인 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 하도 깊이, 하도 경사도와 지하

댐 저유량 간의 관계식을 구축하였다. 지하댐 저유량

에 영향을 주는 입지조건들이 4가지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석에서는 선형회귀모형뿐만 아니라 비선형회귀

모형 또한 분석에 적용한 후, 두 모형을 통해 구축된

반응표면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검증을 위해 구성된 검증자료(Dtst= [xtst,

y
tst])가 비교분석에 이용되었으며, 검증용 파라미터(xtst)

를 반응표면에 입력하여 예측된 지하댐 저유량(y*)과

실제 수치 모사를 통해 도출된 지하댐 저유량(ytst) 간

최소오차제곱분석과 두 저유량 간 상관성 분석을 두

모형을 이용하여 구축된 반응표면에 적용하여 비교·분

석이 이루어졌다. 

a. 선형 회귀모형을 이용 반응표면 

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 하도 깊이, 하도 경사

도 4가지 입지조건과 지하댐 저유량과의 관계를 반응

표면 구축을 통해 규명하였다. 앞서 설명된 케이스와

동일하게 다양한 입지조건과 지하댐 저유량과의 관계

가 2차 다항식 형태를 보임에 따라 해당 분석 또한 2

Fig. 12. The variational change of groundwater storage

according to slope of the channel. Fig. 10. The variational trend of groundwater storage

according to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of alluvium and

basement rock in all the combinations of channel slope

(2.5%, 5%, 7.5%, and 10%) and depth of the channel (5m,

10m, and 15m). 

Fig. 11. The variational change of groundwater storage

according to depth of th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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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다항식을 회귀모델로 설정하고 반응표면( f(Ka, Kr,

S, D;θ ))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된 일반식은 다

음과 같다. 

(14)

여기서, Ka 및 Kr는 충적층 및 암반층 수리전도도,

D는 하도의 깊이, S는 하도의 경사도를 의미한다. 2

차 다항식 모델을 이용하고 4개의 입지조건이 존재함

에 따라 총 15개 항에 대한 가중치(θ )를 회귀분석을

통해 산정하였다. 가중치 산정을 위해 최소오차제곱근

에 기반한 최적화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항에 대하

여 산정된 가중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암반층 수리전도도(Kr)로 구성된 항

(즉, Kr, Kr
2, KaKr)이 대체로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지

도록 산정되었다. 그 외, 하도의 깊이(D) 또한 지하댐

저유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층의

수리전도도는 2차항으로 구성하였을 때(즉, Kr
2)의 가

중치가 1차항으로 구성하였을 때(즉, Kr)의 가중치보다

더 큰 값으로 나타났지만, 하도 깊이의 경우 1차항(D)

에 대한 가중치가 2차항(D2)에 대한 가중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하댐

저유량과 하도 깊이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 특성을 보

이고, 암반층 수리전도도와의 관계는 비선형성을 보이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정된 가중치에 대한 종합적

인 분석 결과, 암반층 수리전도도 및 하도의 깊이가

지하댐 저유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되며, 하도 경사도가 가장 미약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b. 비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한 반응표면 구축

ANN을 이용하여 4가지 지하댐 입지 조건(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 하도 깊이, 하도 경사도)과 지하댐

저유효율 간 관계식을 구축하였다. 4가지 지하댐 입지

조건에 대한 선형회귀분석과 같은 입력변수를 2차항으

로 구성하여 입력 뉴런의 개수를 바이어스 뉴런 포함

총 15개로 구성하였으며, 각 뉴런에 입력되는 입지조

건 파라미터는 Ka, Kr, D, S, Ka
2, Kr

2, D2, S2,

KaKr, KaD, KaS, KrD, KrS, DS 그리고 바이어스

값 1로 구성되었다. 은닉 뉴런의 개수는 은닉 바이어

스 뉴런 포함 총 5개로 구성하였으며, 지하댐 저유량

값을 출력으로 도출하기 위해 출력 뉴런은 1개로 구성

하였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산정되는 가중치

의 개수는 총 65개(W 및 V )이고, 온라인 학습 방식

을 기반으로 하는 오류역전파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가

중치가 산정되었다. 입력뉴런과 은닉뉴런 사이 이용되

는 활성함수(φh)는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

인 을 이용하였으며, 은닉뉴

런과 출력뉴런 사이의 활성함수(φo)는 선형함수인

φo(x) = vTx가 이용되었다.

c. 선형회귀 및 비선형회귀분석 결과 비교 

총 200개의 자료 중 30%의 자료를 검증자료로 이

용하여 구축된 선형 및 비선형 반응표면의 예측 성능

을 비교하였다. 먼저, 검증용 입지조건들을 구축된 반

응표면에 적용하여 예측된 결과와 실제 수치 모사 결

과 간의 최소오차제곱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선형반응

표면의 경우, 최소오차제곱이 0.0540으로 나타났으며,

비선형반응표면의 경우 0.009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선형반응표면이 4가지 입지조건과 지하댐 저유량 간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반응표면을 이용하여 예측된 지하댐 저유량과 수

치 모사를 통해 도출된 실제 지하댐 저유량 간 상관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X축은 실제 저유량

값, Y축은 예측된 저유량 값을 의미하며, 붉은색 점선

Table 2. The estimated weight coefficients (θ ) of the

developed response surface to evaluate the groundwater

storage according to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of

alluvium and basement rock, depth and slope of the channel

Factor θ

bias θ0 0.008

K
a

θ1 0.1541

K
r

θ2 -0.2678

D θ3 0.2109

S θ4 0.1316

K
a

2
θ5 0.0453

K
r

2
θ6 0.3195

S
2

θ7 -0.1562

D
2

θ8 -0.108

K
a
K
r

θ9 -0.2265

K
a
D θ10 0.1239

K
a
S θ11 -0.1657

K
r
D θ12 -0.1191

K
r
S θ13 0.1138

DS θ14 -0.069



최적의 지하댐 입지 선정을 위한 효율적 평가 방법 개발 257

은 예측 저유량과 실제 저유량이 같은 경우를 의미한

다. 그림 13(a)는 선형반응표면에 대한 상관성 분석 결

과이며, 그림 13(b)는 비선형반응표면에 관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선형반응표면을 통해 예측

된 저유량이 선형반응표면을 이용한 경우보다 실제 저

유량과 상당히 더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예측 저유량과 실제 저유량 간 상관도 또한 선형반응

표면의 경우 0.5873으로 나타나고, 비선형반응표면의

경우 0.9898로 나타남에 따라 비선형 회귀모형을 통해

구축된 반응표면이 지하댐 입지조건과 지하댐 저유량

간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된 4가지

입지조건으로부터 지하댐 건설에 다른 효율을 수치 모사

수행 없이 즉각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하댐 입지조건에 대한 정량

적 평가를 기반으로 지하댐 건설에 따른 지하수 저류

가능량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

축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하댐 입지조건이 고려

된 지하수 유동 수치 모사를 시행하여 시나리오별 저

류량을 산정하고 입지조건과 저류량 간의 반응표면을

구축하였다. 입지조건으로 기반암 및 충적층의 수리전

도도, 하도의 폭 및 깊이, 하도 측면 경사가 고려되었

다. 이때, 기반암 및 충적층의 수리전도도의 경우, 각

조건에 대한 확률모델을 고려함으로써 몬테카를로 기

반 수치 모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현실적 하

도 형태를 고려하기 위하여 하천 기하 관련 경험식을

기반으로 총 12종류의 하상이 수치 모사에 고려되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의 수치 모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암반층의 수리전도도가 충적층의 수리전도도에 비

해 지하댐 저유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도 형태와 관련하여, 하도 충적층의 깊이는 지하

수 저유량과 선형적 비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으며,

하도의 경사 또한 저유량과 선형적 관계를 가지나 이는

경사가 낮음에 따라 저유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입지조건 시나리오 결과를 기반으로 둔 종합적

분석 결과, 암반층 수리전도도 및 하도의 깊이가 지하댐

저유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도의 지하수 유동 방향으로의 경사도가 가

장 미약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암반층 및 충적층

수리전도도, 하도 깊이, 하도 경사도와 지하댐 저유량 간

의 관계식을 선형 및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구축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관계식 구축을 위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비선형 관계식이 2차

다항식을 이용한 선형 관계식보다 우수한 예측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비선형

관계식으로 예측된 저유량과 실제 수치 모사를 통해

산정된 저유량 간의 상관성이 0.9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

모델은 특정 지역의 입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당 지

역에 대한 수치 모사 수행 없이 지하댐 건설에 따른

저유 효율을 즉각적으로 산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된 비선형 예측 모

델은 서로 다른 지역의 저유 효율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13. Comparison between the simulated groundwater storage and the estimated groundwater storage using (a) linear

response surface and (b) non-linear respons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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