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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Dry Stream Protection Design Using Causes Analysis of

the Dry Stream Weakness Section

유찬호1) 박세영, Chan-Ho Yoo, 2) 강문구, Se-Young Park, 3) 황정순, Moon-Gu Kang, 4), Jung-Soon Hwang,

오병삼5), Byung-Sam Oh

1) 주케이이알 대표이사( ) , President, KER Co., Ltd
2) 동명기술공단 토질부 차장, Manager, Dept. of Geotech, Dongmyeung Co. Ltd.
3) 두산건설 토목사업본부 토목설계팀 차장, Manager, Civil Eng. Division, Doosan E&C
4) 두산건설 토목사업본부 토목설계팀 과장, Manager, Civil Eng. Division, Doosan E&C
5) 두산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Director, Civil Eng. Division, Doosan E&C

SYNOPSIS : Recently, the demand of water resources is constantly increasing due to the substantial
increase of population, economy, and living standard.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water resources should
undergo serious problems of poor quality of water as well as shortage of water supply in the near future.
Additionally, thoughtless groundwater development have caused to dry river and stream.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dry stream protection plan is evaluated by using 3-D groundwater flow modeling for the
study area which is located in Namyangju of Kyoungi Province. Aquifer tests are performed to obtain the
input data of the model. To analyze causes of dry stream using modeling results that water balance is
analyzed for situations of before and after closing the wells

Key words : dry stream, groundwater, groundwater flow analysis, protection design, well

서 론1.

급속한 산업발달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용수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와 더불어 환경용수 등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 등으로 인해 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의 이용패턴은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바뀌고 있으며 근래에는 환경보전. ,
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등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에 의하면 국내의 지하수 이용 가능량은 연간 억톤 정도로 추정되나 대수층의(2001) 130 ~ 140 ,
발달이 빈약하여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하였으며 과거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충분한 수자원 확보가 어렵거나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천화된 하천의 원인규명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한 설계,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건천화 취약구간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인근주변 현황 및 지반조사 결과.
를 분석하여 하천수위 지층조건 하상경사 토양 지하수관정 지하수 유동 분석을 고려한 영향성 검토, , , , ,
활용하여 주요 인자를 선별하였으며 지하수 유동분석을 통하여 폐공 전 후의 광역지하수 분포특성을, ,
분석함으로써 건천화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지하수 유동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하천의 건천화.
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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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역 현황2.

지형 및 지질2.1

본 연구 대상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광주산맥 서록 그리고 한강하류에 위치하여 전체적으, ,
로 보아 저지대의 지형적 특색을 나타낸다 최저 지방수준면은 한강하상에서 이고 최고의 표고. 10 ~ 20 m ,
는 로 기복량은 작은편이다 대체로 구릉성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한강 연안의 편마암류로 구성된 구485 m . ,
릉지에서는 화학적 풍화가 매우 진전되었다.
수계는 한강의 하류와 그에 유입하는 청계천 중량천 및 왕숙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수지상, ,
수계망으로 연구지역의 남부에서 완만한 곡류를 하면서 서류한다.

기상 및 수문 현황2.2

본 연구지역에서의 기상자료 조사는 지하수의 양적 평가를 하기 위한 지하수 함양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과업 지역의 제반 기상자료를 한국기상청 자료로 이용분석하였다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이.․
용하여 강수량 기온 일조량 등을 분석하였으며 연평균 분석은 년부(Precipitation), (Temperature), (Sunshine) , 1998
터 년까지의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2007 10 .
연구지역의 최근 연평균 강우량은 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최대강우량은 월로 인 것1,475.18mm , 7 399.35mm
으로 나타났다 최대강우량은 년 월로 의 강우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분석결과. 1998 8 1,948.7mm .
과업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이며 월평균 최대기온은 월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기온은11.9 , 8 24.9 .℃ ℃

년 월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상대습도는 로 월평균 최대 상대습도는 월로2006 8 26.3 , 69% 8 79.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역에서의 최대 상대습도는 년 월로 약 이며 이러한 기상분석결과는. 2001 7 85% ,
그림 에 나타내었다1 .
사업지역의 연평균 일조량은 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최대 일조량은 월로 인 것으로 나198.59hr , 5 251.05hr
타났다 사업지역에서의 최대 일조량은 년으로 의 일조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 2.957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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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상 및 수문현황 분석결과1.

하천 및 관정 현황2.3

본 사업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지역의 정천 현황 및 과업구간내 관정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과정의 위치와 조사결과는 각각 그림 와 표 에 나타내었다 분, 2 1 .
석한 결과는 관정 및 시추 조사공을 지하수 유동 모사시 개념모델 및 보정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과업구간,
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관정 중 큰 관정을 대표적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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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업구간 관정위치 및 제원1.

DS 일사용량
( )㎥

년사용량
( )㎥

굴착심도
(m)

굴착직경
(m/m) 비 고

그림 연구지역의 관정2.

18 5 600 20 75 단지내
20 0 0 300 200
21 7 40,200 60 65
22 9 30,000 300 200
23 8 30,000 300 200
24 5 1,500 100 150
48 6 1,800 100 165 단지내
49 6 1,800 100 150 단지내
50 7 2,100 100 200 단지내
51 120 43,800 100 150 미신고
52 120 43,800 100 150 미신고
53 120 43,800 100 150 미신고
54 120 43,800 100 150 미신고
55 120 43,800 100 150 미신고
56 120 43,800 100 150 미신고

지하수 유동분석3.

개요3.1

지하수 유동 모델은 남양주 별내지구 건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차3
원 정류 및 부정류모사를 실시하였다 모사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
지층구조는 조사공의 시추자료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지하수 유동모델은 광역지하수의 흐름과 오염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등 등MODFLOW 3D (Anderson 1992, Bouwer 1976,

등Hvorslev 1951).
모델영역은 가로 세로 로 면적2.8 km, 4.1 km 11.5 km2이고 실제 모사에 적용된 면적은, 10.2 km2이다 격.
자요소는 해석시간과 대상지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의 격자 크기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으며20 × 20 m ,
행 열 층으로 구성된 총 개의 셀로 모델링하였다140 , 205 , 2 57,400 .

모델의 구성 및 입력조건3.2

지하수 유동 분석이 수행된 사업지역의 집수유역과 해석에 이용된 특성치 등은 표 에 요약 정리하여2 ,
나타내었다 아울러 지하수 유동해석이 수행된 모델영역과 해석에 이용된 격자요소망은 그림 에 나타내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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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델의 구성 및 경계조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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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역현황 및 지하수 관정 자료2.

구 분 면적( )㎢ 관정 시설수공( ) 이용량 년( / )㎥
단위면적당 이용량

년( / / )㎥ ㎢
행 정 구 역 40.787

173 1,923,185
47,151.91

집 수 유 역 26.330 73,041.59

해석에서의 경계조건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현재 건천화 된 지역은, 배수경계(Drain
로 설정하여 현재상태를 최대한 모사하였다 아울러 연구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지역은Boundary) .

능선을 분수령으로 설정하여 불투수경계 로 설정하였다(Non-flow Boundary) .
정류상태 보정 시 현장에서 시추된 총 개의 시추공에서 측정된 지하수위 및 지층분포 자료를 이용하였31
으며 충적층의 경우 기법을 적용하여 수리특성치를 적용하였다 모델링에서 적용한 시추공의 위치, Kriging .
와 수리특성치 입력자료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4 .

모델에 적용된 시추공 및 관측정(a) 모델의 적용된 수리전도도 분포도(b)

그림 모델에 적용된 시추공 및 수리전도도4.

모델보정3.3

지하수 유동분석에서는 기존 문헌자료 및 현장시험자료를 이

용하여 입력 수리상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시추공의,
지하수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모델 보정을 실시하였다 사업.
구간 영역의 전반적인 자연수위 분포에 근접한 정류모델링 결

과를 획득하여 향후 건천화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초기조건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현장 실측값과 모델 해석 값을 비교한 결과 Root Mean Squared
은 로 는 로 각각 매우 적은(RMS) 0.782 m Normalized RMS 4.392%

값을 보여 모델링에서 설정한 개념모델이 대수층을 합리적으로

모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수위 실측값과 모델 해석값의 비교한 결과는 그림 에5
나타내었다. 그림 지하수 모델의 보정결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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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유동분석결과3.4

건천화 원인규명3.4.1

본 연구에서는 건천화된 하천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건천화 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용MODFLOW .
량이 미치는 평가하기 위해 지하수 관정의 폐공전과 폐공후의 지하수 유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및 그림 에 나타내었다6 7 .

지하수 분포 결과(a) 지하수 등수위선 및 흐름도(b) 관측공에서의 수위변화 결과(c)

그림 현재상태 지하수분포 분석결과6.

지하수 분포 결과(a) 지하수 등수위선 및 흐름도(b) 관측공에서의 수위변화 결과(c)

그림 지하수 관정 폐공상태 지하수분포 분석결과7.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조건의 지하수 유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하수위 분포는 로 나타25~50 m
났으며 산악지역 영향으로 북 서쪽의 지하수위가 높게 나타나 등수구배에 따른 지하수 유동이 발생하는, ㆍ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위는 정상류 상태에 도달하여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
가되었으며 관측 위치에 따라서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약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 , 42.0~46.0m
석되었다.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는 경우에 지하수위 분포는 로 나타났으며 폐공전과 유사한 형태의 지하수25~55 m ,
분포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공전과 흐름방향 등수위선 형태는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지하수위. ,
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위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지하수 관정의 폐공으로 지. ,
하수위가 점차 증가하다가 정상류 상태에 도달하여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과업구간의 지하수위 저하는 과다한 지하수 관정에서의 지하수 이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하수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과업구간의 지하수위는 상당부분 상승하여 건천화를 일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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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화 방지대책3.4.2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건천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라바댐 시공시와 하상차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에 대해서 지하수 유동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과업구간에서의 최적 건천화 방,
지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라바댐 시공시와 하상차수공법 적용시의 지하수 유동특성 분석결과는 그림. 8
및 그림 에 각각 나타내었다9 .

지하수 분포 결과(a) 지하수 등수위선 및 흐름도(b) 관측공에서의 수위변화 결과(c)

그림 지하수 관정 폐공 하상차수상태 지하수분포 분석결과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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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등수위선 및 흐름도(a) 하상여과로 인한 영향반경(b) 하상여과시 지하수위 저하(c)

그림 기상 및 수문현황 분석결과9.

그림 의 결과를 살펴보면 하상차수를 실시하는 경우 지하수위 분포는 정도로 나타났다 지하수8 25~60 m .
분포형태는 폐공후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지하수위가 평균적으로 정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미6m ,
루어 보아 지하수 관정 폐공과 함께 하상차수를 시행하는 경우가 사업구간의 지하수위 회복에 더욱 효과적

임을 확인하였다 관측정의 결과 역시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고 하상차수가 시행된 이후로 수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정상류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그림 의 경우와 같이 하천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하상여과를 수행하는 경우 취수 후 일 이9 , 40
전에 여과로 인한 큰 폭의 수위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상여과로 인한 영향범위가 덕송천.
하부까지 크게 평가되어 원활한 물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천화 대비방법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건천의 지하수위의 변화를 현황 지하수 폐공시 및 방지대책을 적용한 경우 각각 분석함으로써,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하천의 영향과 방지대책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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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상 및 수문현황 분석결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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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상 및 수문현황 분석결과11.

그림 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수 관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현재 하천의 지하수위는 선으로10 , 39~46m
분석되었으며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는 경우에는 하천구간의 지하수위가 로 정도 수, 42.0 ~ 54.0m 3.0m~8.0m
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하수의 사용이 하천의 건천화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
지하수 관정 폐공과 하상차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로 더욱 높아짐을 확인하여 하43.0 ~ 56.0m
상차수가 건천화의 대비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의 하천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해 본 결과 그림 의 결과와 동일하게 지하수 관정폐공 그리11 , 10
고 하상차수공법의 적용으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건천화된 하천의 원인규명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건천화 방지대책을 수립한,
설계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유동분석을 통하여 폐공 전 후의 광역지하수 분포특. ,
성을 분석함으로써 건천화의 원인을 알아보았으며 지하수 유동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조건의 지하수 유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하수위 분포는 로 나(1) 25~50 m
타났으며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는 경우에 지하수위 분포는 로 나타나 폐공전과 유사한 형태, 25~55 m
의 지하수 분포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업구간의 지하수위 저하는 과다한 지하수 관정에서의 지하수 이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하수(2) ,
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과업구간의 지하수위는 상당부분 상승하여 건천화를 일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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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차수를 실시하는 경우 지하수위 분포는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하수위가 평균적으로(3) 25~60 m , 6m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하수 관정 폐공과 함께 하상차수를 시행하는 경우가 사업구간의

지하수위 회복에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하천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하상여과를 수행하는 경우 취수 후 일 이전에 여과로 인한 큰 폭의(4) , 40
수위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상여과로 인한 영향범위가 덕송천 하부까지 크게 평가되.
어 원활한 물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천화 대비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지하수 관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현재 하천의 지하수위는 선으로 분석되었으며 지하수(5) , 39~46m ,
관정을 폐공하는 경우에는 하천구간의 지하수위가 로 정도 수위가 증가하는42.0 ~ 54.0m 3.0m~8.0m
것으로 평가되어 지하수의 사용이 하천의 건천화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하수, .
관정 폐공과 하상차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로 더욱 높아짐을 확인하여 하상43.0 ~ 56.0m
차수가 건천화의 대비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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