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5

자원환경지질, 제44권, 제6호, 525-532, 2011
Econ. Environ. Geol., 44(6), 525-532, 2011

쌍천 지하댐의 효용성 평가를 위한 지표수-지하수 통합 수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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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usefulness of underground dam as a mea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roundwater, and

its performance in the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were analyzed. The fully integrated SWAT-MOD-

FLOW was applied to the Ssangcheon watershed in Korea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roundwater dam con-

struction. After construction, the groundwater level raised in the upstream area of groundwater dam while lowered

in the downstream area. Also, it is shown that the exchange rate of river-aquifer interactions increased in the upper

area of the dam. Since the storage capacity of the aquifer largely increased in the upper area of the dam, the

exploitable groundwater could be greatly increased as much.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 groundwater dam was

a very useful measure to increase the available storativity of groundwater aquifers. It also represented that the com-

bined analysis using SWAT-MODFLOW was helpful for the design and opeation of groundwater dam in the Ssang-

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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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의 개발과 관리능력의 수단으로서의 지하댐의 이용과 그 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

해 완전연동형 지표수-지하수 통합해석 모형인 SWAT-MODFLOW를 쌍천유역에 적용하여 지하댐 건설에 따른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하댐 건설 후에는 댐 상류의 지하수위 상승이 일어나며 하류부는 지하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

타난다. 이에 따라 지표수-지하수의 상호교환량은 상류에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 건설에 따라 상류부

대수층의 저류량이 증가함으로써 가용한 지하수의 개발량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하

댐의 기능이 대수층의 가용 저류량을 증대시키는 매우 유용한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합 수문해석 방법론은

지하댐 건설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설계와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기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지하댐, SWAT-MODFLOW, 지표수-지하수 상호작용

1. 서 론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강우가 집중되며, 높은 인구

밀도 및 편중된 인구 분포로 인해 계절적, 지역적 수

자원 확보와 분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표댐 건설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 및 지역적인

수자원 분배의 불균형 등으로 용수 확보 및 공급에 많

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

안이 절실하다(K-Water, 1999). 이러한 용수부족량에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댐 건설과 같은 신규

수자원 개발이지만 댐 건설은 댐 개발 적지의 감소와

지역 이기주의, 댐에 의한 용수공급의 한계, 지표수 오

염, 수몰지의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오염 가속화 등

으로 지표수 개발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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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자원의 효용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향후 물 부족에

대처할 신규 수자원의 안정 확보방안의 하나로 지하댐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하댐의 장점은 지표면에 대한 수몰 면적이 없다는

점, 지하댐(물막이벽)의 붕괴가 없다는 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들며 연중 일정한 수온의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취수를 위해 별도의

양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하수 저장량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 일시에 다량의 용수 사

용이 불가하다는 점,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경우 정화

가 쉽지 않다는 점 외에도 물막이벽의 균열 또는 누수

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지하

댐의 위치, 규모, 저류량, 함양량, 지하댐의 건설공법,

양수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지질조건 및 지하 수문

특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도 높은

조사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Park et al., 2006).

또한 지하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지하댐 건설에 따

른 효과분석을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지하수 흐름 해석 모형인 MODFLOW를

이용하여 지하댐 건설 후 지하수 흐름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였다(Im, 2002; Park, 2003; Kang, 2007). 해

외에서도 수치모의를 통한 지하댐의 수위상승 변화(El-

Hames, 2011)와 지하댐 적지선정에 관한 연구(Giovanni

et al., 2008)등이 수행된 바 있다.

먼저 지하댐 개발을 위해서는 용수수요와 공급계획

등을 분석하여 지하댐 건설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문지질학적 조사 및 수문관측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설계, 시공을 통

해 양수량 규모, 지하수위 변동 해석, 최적양수량 검토

등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지하댐 관리를 위해서는 정

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하댐 관리에 필

요한 기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K-Water, 2004)

지하댐 운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하수위는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연평균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실제 이

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부족한 경우 갈수기의 물부족

현상 즉, 가뭄에 의한 지하수위의 하강으로 개발가능

한 물의 양이 줄어들며, 염수침입 등 수질적인 측면에

서 지하댐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또한 지하댐 및

지상댐의 축조 후 하류는 건설 전보다 지하수 및 지표

수의 흐름이 통상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건기가 계속되면 생태계 변화, 용수 부족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하류의 수리·수문학적 변동특

성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하댐 건설에 따른 수문해석을 위해

서는 단순한 지표수, 지하수의 연계가 아니라 지하댐

의 영향을 받는 지하수와 지표수를 연계한 수문성분

모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완전연동형 지표수-지하수 통합해석

모형인 SWAT-MODFLOW모형(Kim et al., 2008)을

이용하여 쌍천 지하댐 건설 유역에 적용, 건설 전후의

유황분석 및 지하댐 상·하류부의 월별 수위변화를 확

인하여 수문학적 변화를 총괄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SWAT-K모형은 미 농무성에서

개발한 준분포형 장기유출모형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Arnold et al., 1993)

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 모형이다. 그 중에

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SWAT-MODFLOW 모형은

MODFLOW(McDonald and Harbaugh, 1988)를 SWAT

내의 호출프로그램으로 결합한 완전연동형 모형으로서

SWAT에서 HRU(Hydrologic response units)별로 발

생하는 지하수 함양량을 MODFLOW의 입력자료로 이

용하여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하수 흐름을 산

정하고 MODFLOW의 River 패키지를 이용, 지표수-

지하수의 교환량을 계산하는 지표수-지하수 통합해석

모형으로 유역규모에 따라 다양한 시험적용을 수행하

였으며 지표수-지하수 연계모형으로의 타당성이 입증

된 바 있다(Kim et al., 2008; Chung et al., 2011).

3. 연구지역 현황

본 연구지역인 쌍천은 속초시 행정구역의 남단부를

경계로 양양군과 접하고 있으며, 동경 128o25'21에서

Fig. 1. Schematic Diagram of SWAT-MODFLOW(Kim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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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o36'43, 북위 38o06'58에서 38o12'07에 걸쳐 위치하

고 있다(Fig. 2). 쌍천유역은 설악산 국립공원 북동부에

위치하며, 연평균 강수량은 1,310 mm이며, 지하수 함

양률은 평균 22% 정도로 다소 높은 편이다. 속초시의

주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쌍천수계는 설악산

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전형적인 배산임해 형

태를 이루고 있으며, 상류부는 하상에 기반암이 노출

되어 있고 주대수층은 혼전석층(모래, 자갈 섞인 호박

돌, 전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하천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유출계수(유출량/강우량)가 크다. 그러므로 호

우시 하천유량이 급속히 바다로 유출되어 평상시에는

수량이 풍부하지 못한 건천을 이루고 있다. 1998년 건

설된 강원도 속초의 쌍천 지하댐은 생활용수의 취수를

위해 국내에 개발된 지하댐으로 유역면적이 65.3 km2,

하상경사 1/25~1/88로 해수침입방지와 지하수 함양으

로 다량의 지하수를 저류시킨 후 상수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안에서 약 300 m 지점에 건설되었다(Park

et al., 2006).

지질은 선캠브리아시대의 영남육괴와 경기육괴, 캠

브로-오도비스기의 조선누층군, 석탄기-전기 트라이아

스기의 평안누층군, 후기 트라이아스기의 대동층군, 쥬

라기 대보화강암, 백악기의 퇴적암류와 화강암류, 그리

고 제3기 암석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질암상은 쥬라기

화강암(Jgr)이 66.1%으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며, 다

음으로 충적층(Qa)이 16.0%, 선캠브리아기 호상편마암

(PCEkbgn)이 13.2%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미미하게

분포한다. 단층은 쌍천을 따라서 설악동, 도문동 일대

에 연장성이 큰 단층과 장사동, 교동일대에 이와 비슷

한 방향의 단층이 분포한다. 수문지질단위는 쥬라기 산

성관입화성암이 66.1%, 미고결 쇄설성퇴적층이 16.0%,

준편마암이 13.7%를 차지하며, 나머지 수문지질단위는

미미하게 분포한다(KIGAM, 2001).

3. 모형의 적용

SWAT-K 모형은 유역의 형상을 나타내는 수치표고

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유역내 토지이

용상황을 나타내는 토지이용도 또는 토지피복도, 그리

고 토양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토양도 등의 GIS 데

이터를 필요로 한다. DEM은 일반적으로 격자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각 격자에는 표고값이 입력되어 있다.

DEM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현대

에 들어와서 인공위성영상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구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의 계산시간, 모형결과의 정확도 등을 판단하여 30 m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DEM을 60 m 공간해상도로 가

공하여 사용하였다. 토지용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대분류(1:50,000), 중분류(1:25,000), 세분류(1:5,000)의

해상도 중 다양한 토지이용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중

분류 토지이용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지역은 산림지

역(FRSD, FRSE, FRST)이 약 87.3%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논과 밭을 포함

한 농경지(RICE, AGRR)가 5.6% 내외로 분포하고 있

다(Table 1). 토양도는 농업과학기술원의 토양도 전산

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1:25,000 축척의 정밀토양도를

사용하였다(Table 2). 총 23개의 토양통이 분포하고 있

으며, SAMGAG통이 75.5%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SWAT-MODFLOW 모형을 적용하여 산정된 유역의

주요 수문성분을 관측값과 비교하여 주요 매개변수의

보정 및 모형의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모델링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 중에서 유출량의 검보정은 쌍

Fig. 2. Ssangcheon Groundwater Dam Watershed.



528 김남원·나한나·정일문

천유역의 실측지표수 유량자료(MEST, 2005)를 기반으

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유역 내 위치한 설악교 부근에

서 관측된 유량이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획득한 유

량의 관측지점을 나타낸 것이고, 확보한 유량데이터는

2002년 5월 28일부터 2003년 7월 28일까지 총 58회

에 거쳐 관측된 자료이다. 본 연구의 검보정에서는 워

밍업 기간(warming-up period)인 2002년을 제외한

2003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측유량은 측정시기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

만,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에 의해 산정된 유량이 아닌

유속과 수심측정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된 유량이기에

정확한 값이라고 판단된다. 이 모델의 신뢰성을 파악

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조절해 가며 실측유량의 유출양

상과 비슷한 유출 양상이 보이도록 반복적으로 모의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5에 도시하였다. 실측치와 계

산치의 상관성이 R2=0.65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

타냈다(Fig. 6).

유출해석과 동시에 SWAT-MODFLOW 모형을 이용,

지표수 수문성분 해석과 3차원 지하수 유동해석을 동

Table 1. Land use types and areas of Ssangcheon Groundwater

Dam watershed

Items Description
Area

(Km2)

Ratio

(%)

PAST Pasture 6.12 3.76

WATR Water 0.53 0.33

WETL Wetlands-Mixed 1.24 0.76

UCOM Commercial 0.81 0.50

UINS Institutional 0.30 0.19

FRSD Forest-Deciduous 25.80 15.81

FRSE Forest-Evergreen 35.89 21.99

FRST Forest-Mixed 80.72 49.46

AGRC Agricultural Land-Close-grown 0.81 0.50

URLD Residential-Low Density 1.44 0.88

RICE Rice 6.67 4.09

UTRN Transportation 0.35 0.22

AGRR Agricultural Land-Row Crops 2.44 1.50

ORCD Orchard 0.02 0.02

Table 2. Hydrologic soil groups in Ssangcheon Groundwater Dam watershed

Name Area(Km2) Ratio(%) Name Area(Km2) Ratio(%)

DAEGOG 0.35 0.22 HWADONG 0.84 0.52

HWANGRYONG 4.32 2.65 WATER 0.03 0.02

JTGOG 0.14 0.09 SUAM 7.75 4.75

ODAE 1.31 0.80 SACHON 0.16 0.10

YESAN 2.64 1.62 RB 0.04 0.03

YECHEON 3.08 1.89 RC 6.43 3.94

GOPYEONG 0.49 0.31 DEOGCHEON 1.03 0.63

JUNGDONG 0.18 0.11 Rock outcrop 2.52 1.55

SAMGAG 123.13 75.45 GOCHEON 0.87 0.53

JISAN 1.38 0.85 WEOLGOG 0.90 0.56

SONGSAN 3.26 2.00 YONGHO 0.60 0.37

SANGJU 1.65 1.01

Fig. 3. Maps of (a) DEM, (b) land use class, (c) soil class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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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하여 격자크기를 DEM 크

기와 같은 60 m로 총 277 × 154개의 격자망을 생성하

였다. 연구지역의 수리지질 특성화를 위해 1개의 충적

층 및 1개의 투수성 암반층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충적

층의 경우에는 자유면 대수층으로, 암반층은 피압/자유

면대수층 변환층으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모델에 입력

한 각 층의 수리전도도는 충적층의 경우 2.4 m/day,

암반층은 0.076 m/day이였다(Park et al., 2006; Jeon

et al., 2005). 또한 수리전도도 입력 시 이방성에 관한

자료는 전무하므로 수평방향으로 수리전도도는 등방성

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직 수리전도도는 전 구간에

대해 수평수리전도도의 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하여 적용하였다.

경계조건은 유역경계를 기준으로 분수령을 따라 불투

수경계로 설정하였으며, 하류부의 해안과 맞닿은 지역은

CHB(Constant Head Boundary)로 설정하여 그 수위를

해수면 수위와 일치시켰다. 하천경계는 지하수 유출입이

일어나는 쌍천 본류를 하천셀로 지정하였으며, 이 하천

셀에서 시간종속 수두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SWAT 모델

로부터 일단위로 모의된 하천 수위와 MODFLOW에서

계산된 지하수위와의 수위차에 따라 지하수 유출입량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지하댐은 길이 800 m, 폭 0.8 m,

굴착심도는 지상에서 최소 3.5 m ~ 26.8 m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 모델링에서는 격자크기와 레이어의 두께

를 고려해 평균 25 m의 두께를 갖는 지하댐으로 설정

하였다. 또한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4개의 양수정을 쌍천 지하댐 상류부에 위치

시켰다. 각 양수정별 양수량은 PW-1은 7,000 m3/day,

PW-2 ~ PW-4까지는 2,000 m3/day로 양수량을 입력하

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과 양수정의 위치를

Fig. 7에 나타내었다.

5. 결과 분석

지표수-지하수 통합모형인 SWAT-MODFLOW를 적

Fig. 4. Drainage pattern and flow rate observatory in the

Ssangcheon Watershed.

Fig. 5.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computed stream

flow series.

Fig. 6.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stream flows.

Fig. 7. Boundary condition and distribution of pumping

wells in No.10 division of the Ssangcheo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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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결과 지하댐의 건설 전과 건설 후의 지하수위를

비교하였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하댐 건설

후의 상류부에서 평균 약 1.98 m의 지하수위 상승효

과가 발생하였으며, 지하댐 하류부에서는 평균 약 2.7 m

의 수위강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쌍천 지

하댐이 지하수의 흐름을 제어함에 따라 상류부의 지하

저류용량이 증대된 것이고, 하류부는 수위강하로 인하

여 염수 침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하댐의 깊

이가 25 m를 상회하며 그 밑에는 비교적 저투수성 암

반이 존재하므로 일정깊이 까지는 염수의 침투가 지하

댐의 건설로 인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향후 해수와 담수의 경계면의

위치와 지하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지하댐의 건설 전후에 따른 지하수위 패턴을 보면

지하수위 변동폭이 7월에 감소돼 9월에 가장 줄어들고

10월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4 - 6월에 가장 큰 차이를 보

였다(Fig. 9, Fig. 10). 이는 7 - 9월에 집중되는 강우와

지하댐 건설로 인하여 지하에 저류되는 양이 증가하고,

10월부터는 강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류

량이 줄어들어 계절별 지하수위 변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하댐 하류지하수위

변화의 패턴은 그 저류되는 양의 계절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월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하댐의 건설 전후의 지하수 수위차를 분석하여 지

하댐의 영향범위를 파악하였다. 지하댐을 기준으로 이

격거리에 따른 지하수 수위차를 시계열 분포를 통하여

파악하여 도시하였다(Fig. 11). 지하댐으로 인한 수위상

승의 영향은 상류부 약 1.2 km이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지하댐 직상류에서 가장 큰 수위변화를 나타내며

500 m지점부터 변화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 건설 전·후 양수가 진행된다는 조건하에서

지하댐 상류에 대한 유황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황곡선

은 대상 유역의 일정지점에서의 가용 하천유량의 규모

와 유량변동 특성을 평가할 수 있고, 어떠한 수량이

연간 며칠간 이용 가능한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유황곡선은 일반적으로 강수량, 유역면적, 지형, 지질,

식생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하천마다 그 형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Fig. 12는 쌍천 지하댐이 포함된 소유역을 대상으로

Fig. 8. Variation of groundwater level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of underground dam.
Fig. 9. Average monthly groundwater level (upstream of

underground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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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량을 고려한 유황곡선의 변화를 지하댐 건설 전과

건설 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그래프 분석 결과 지

하댐 건설 후 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

수기때 유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댐 건설 후 유황

이 상당히 양호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전과

후의 유황차를 통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8만 5천 m3

의 수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기

에 부족한 용수를 지하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이 두드러진다.

지하댐 건설 전·후의 유황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

하댐 상류부의 경우 지하댐으로 인해 해안으로 유출되

는 상당량의 지하수를 차단시켜 저류량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류량의 증대로 인하여 그 저

류된 양만큼 취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

면 지하수가 지표 근처까지 상승하면 토양이 습윤화하

여 작물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의

를 요한다. 지하댐 건설 후 지하댐 하류부의 유황은

다소 악화될 수 있으나 지하댐 상류부에서 취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댐 설치에 따른 이득이 훨

씬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SWAT-MODFLOW에서는 하천과 지하수의 상호관

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RIVER package를 이용하여 하

천-대수층의 상호작용을 모의하고 있으며, 이 패키지는

지하수가 하천에 기여하는 양과 하천이 지하수에 기여

하는 양을 산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지하수량이 (+)가

Fig. 10. Average monthly groundwater level (downstream

of underground dam).

Fig. 11. Distance influenced by groundwater-level change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of underground dam.

Fig. 12. Change in probability-stream discharge curve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of underground dam.

Fig. 13. Interaction between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in the upstream of underground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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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되면 하도에서 지하수로 물이 들어간 경우이고(손

실하천), (-)인 경우는 지하수가 하천에 기여한 양이다

(이득하천). Fig. 13은 지하댐의 상류부에 대한 하천의

일별 지표수-지하수 교환량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

로 지하댐이 건설된 후 상류부에 저류량이 증가하여

교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6년

10월 23일에 232 mm의 강우가 발생하였고 10월 24

일에 0.32 cms의 하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반면

10월 25일에는 0.2 cms의 지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

었다. 즉, 강우가 발생하면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지하

수위보다 높아져 하천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물교환이

발생하고 이로 다시 상승한 지하수위는 하천으로의 유

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일단위로 잘 표현되고 있다.

6. 결 론

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

표수 개발의 대안으로 지하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어 본 연구에서는 지하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완전연동형 지표수-지하수 통합해석 모형인

SWAT-MODFLOW를 쌍천유역에 적용하여 지하댐 건

설전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하댐 건설 전후의 유황변화를 지하댐 상류부와

하류부로 나누어 각각의 수위변동이 확인되었으며, 지

하댐 상류부의 월별 수위변화가 하류부에 비해 큰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쌍천 지하댐이 설치된 소유역을 대상으로 양수시

의 유황곡선을 분석한 결과, 갈수기유황이 양호해 지는

것으로 나타나 갈수기에 가용 용수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하댐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상류부에서는 상승된 지하수위에 의해 지하수 유

출량이 증가되어 지표수-지하수의 상호교환량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를 통해 지하댐의 기능이 대수층의 가용

저류량을 증대시키는 매우 유용한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합 수문해석 방법론은 지하댐 건설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설계와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기법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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