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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basic unit of irrigation water on golf courses in Jeju Island. The amounts of 

rainwater and groundwater used on 20 golf courses have been monitored for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rainwater and 
groundwater from the selected 20 golf cour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existing data that had been collect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from 2006 to 2009. The range of monthly irrigation water (groundwater + rainwater) used was about 
13,200～55,600 ㎥/month, with average of 36,600 ㎥/month. In the respects of the amount of annual water used, 
groundwater was recorded as 163,500 ㎥/year, and rainwater was recorded as 275,400 ㎥/year. Thus, the total annual 
irrigation water used was approximately 439,000 ㎥/year. The correlation (R2) between golf course lot size and average 
amount of monthly irrigation water used was 0.65, and the monthly basic unit per golf course area (1,000 ㎡) was calculated 
as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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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골프관련 산업은 레저스포츠 산업 중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갖고 있으며 매년 10% 가량 성장

하고 있으며, 대중 스포츠화 되면서 성장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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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제주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

며,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은 편이다. 골
프장 이용객은 2003년 783천명에서 2009년 1,605천
명으로 105%가 증가하였고, 골프장 수도 2003년 10
개소에서 2009년 28개소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도 골프관광객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친 생산

효과는 4,826억 2,100만원으로 스포츠 전지훈련 

1,123억 9,800만원보다 4.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최와 김, 2010). 제주도에서 골프산업은 지역 경제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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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에 있어 관개용수의 확보는 매우 중요

하다. 골프장은 골프코스를 관리하기 위해 다량의 지

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김 등 

2009). 특히, 제주도의 경우 최근까지 골프장 관개용

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의 남용과 과다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제주특별

자치도는 지하수의 남용과 지하수의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법제화1) 함과 아울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조례2)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조례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단지 또는 토

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을 설치

하여 운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 2006). 이러한 사항은  2006년 2월 

2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

법)으로 대체 입법되고,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 관

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특별법 제3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

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

상 및 빗물이용 기준 수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빗물이

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인 골프장인(부지면적이 6만
㎡ 이상) 경우 월간 용수이용량의 40% 이상을 빗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박, 2010). 골프장의 잔디가 필

요로 하는 1일 물 소요량은 약 2～10 ㎜ 정도이며, 잔
디의 종류, 생장시기, 기상조건, 뿌리분포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1회 관수량은 약 30 ㎜이며 ㎡당 1회 관

수에 약 30 ℓ의 수량이 필요하다(김 등, 2007). 김 등

(2009)은 지하수 원수대금을 이용하여 골프장 골프코

스에 대한 연간 원단위를 계산하였으나 골프장 관개

용수의 원단위 보다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산정하였

으며, 박과 김(2010)은 골프장 관개용수의 적정관리

를 위한 정책방안에서 접근하였다. 
골프장 골프코스의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개용수이며, 골프장별 관개용

수량은 골프장의 위치와 잔디 품종 등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20년 혹은 30년 갈수기를 고려하여 1일 관개

용수량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등, 1994). 본 연

구에서는 제주도내 주요 골프장을 대상으로 관개용수 

이용량분석을 통해 골프장 관개용수의 원단위를 산정

하고 골프장 관개용수의 월간 용수이용량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오라CC를 

비롯하여 28개소이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이 26개소, 
대중 골프장이 2개소이며, 또한 개발 승인을 받은 골

프장이 3개소, 절차이행 중인 골프장이 3개소이다. 골
프장의 분포현황을 보면, 서부지역이 9개소, 동부지역 

7개소, 북부지역 9개소, 남부지역에 9개소가 분포하

고 있다. 표고별로 보면, 5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골

프장이 강수량이 풍부하고 지하수함양 지역인 해발

(또는 해발고도) 200～600 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Fig. 1).
골프장 관개용수 이용량 분석을 위해서 제주도내

에서 운영 중인 28개 골프장 중 2006～2009년까지 빗

물․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자료 또는 원수대금 자

료가 3년 이상 기록되어 있는 지하수․빗물 이용량 자

료를 보유하고 있는 20개의 골프장을 선정하였다

(Table 1).
골프장 현황조사를 통해 관수지역은 티그라운드, 

그린, 훼어웨이, 러프, 벙커, 조성녹지, 연습그린 등이

며, 비 관수지역은 원형보전지역, 저류지, 카트도로, 
티하우스,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주차장, 배수지, 기
타시설물 등에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골프장 관개용

수 원단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골프장 면적에서 비 

관수지역을 제외한 관수지역(골프코스)을 대상으로 

관개용수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33조의2)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2004년 1월 29일 개정)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제45조의2항)(2004년 7월 30일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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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golf courses in Jeju Island(●, Opration, ■, Approved, ▲, Transition process).

Regions Golf 
ID Holes　Total area

(㎡)

Area of 
golf courses

(㎡)

Non-golf 
course area 

(㎡)

The amount of 
groundwater pumping 

permitted(103㎥/month)

rainwater pond　
Analysis item

Unit Capacity
(103㎥)

Northern
(6)

AG 27 990,692 650,503 340,189 77.0 13 92 groundwater․rainwater
BG 9 442,376 299,817 142,559 15.0 2 113 groundwater․rainwater
CG 18 805,730 400,441 405,289 39.0 3 140 groundwater․rainwater
DG 18 959,076 519,107 439,969 45.0 6 228 groundwater․rainwater
EG 36 2,012,304 1,005,680 1,006,624 93.4 2 83 groundwater
FG 27 1,726,291 746,425 979,866 64.4 16 109 groundwater

Western
(6)

GG 27 1,143,969 690,446 453,523 39.5 11 123 groundwater․rainwater
HG 36 1,545,143 995,770 549,373 64.3 11 236 Rainwater
IG 27 978,888 632,569 346,319 75.0 6 146 Rainwater
JG 27 1,164,583 633,113 531,470 55.0 11 70 groundwater․rainwater
KG 27 1,293,050 728,792 564,258 69.0 6 106 groundwater․rainwater
LG 27 1,446,127 635,142 810,985 60.0 5 177 groundwater

Southern
(5)

MG 27 1,244,848 836,171 408,677 107.4 8 67 groundwater․rainwater
NG 24 1,211,169 666,702 544,467 67.2 8 102 rainwater
OG 18 917,764 583,827 333,937 50.7 　 　 groundwater
PG 27 1,210,254 809,859 400,395 52.8 4 153 groundwater․rainwater
QG 36 1,717,934 1,020,032 697,902 74.2 10 151 groundwater․rainwater

Eastern
(3)

RG 36 1,567,152 1,008,007 559,145 74.4 7 113 groundwater
SG 9 263,196 156,689 106,507 12.0 4 45 groundwater․rainwater
TG 36 1,677,464 1,021,287 656,177 48.0 14 250 rainwater

Table 1. Selected golf courses in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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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month, ㎜)
Classificatio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Eastern　
Ave. 5,100 4,184 8,355 12,264 17,907 10,205 12,641 14,149 12,509 21,884 20,904 12,976 153,078
Max. 7,878 5,586 12,312 19,886 28,149 16,190 18,328 20,965 18,807 35,042 35,698 20,654 239,495

Precipitation 109.3 95.0 156.1 182.8 217.1 337.4 292.1 405.5 436.9 120.2 92.6 68.4 2,513

Western　
Ave. 4,943 5,023 8,119 15,664 22,050 18,932 12,842 21,386 22,165 23,498 32,590 22,706 209,918
Max. 9,259 9,275 12,063 23,622 30,499 24,098 22,563 28,867 37,874 26,868 35,964 28,261 289,213

Precipitation 35.5 48.9 100.9 104.9 141.0 219.3 255.2 209.4 151.4 82.6 61.9 18.4 1,429

Southern　
Ave. 8,804 7,949 11,040 15,012 20,111 16,119 13,016 17,434 24,673 28,393 35,928 31,808 230,287
Max. 14,818 11,943 13,589 21,266 35,260 28,093 15,194 25,296 28,903 35,785 41,552 36,359 308,058

Precipitation 59.8 65.2 170.3 178.5 233.0 340.5 343.1 261.4 233.1 106.6 78.7 34.3 2,105

Northern　
Ave. 6,134 3,497 5,309 12,265 16,345 11,551 15,405 14,779 9,445 16,293 23,435 18,326 152,784
Max. 10,153 8,367 11,703 19,874 23,750 20,267 34,457 41,557 24,113 46,003 52,153 29,421 321,818

Precipitation 98.9 94.2 140.2 134.5 174.3 258.9 323.2 343.2 431.5 94.7 116.2 58.5 2,268

Table 2. Monthly changes of regional precipitation and groundwater used (2006～2009)

강우 특성 분석을 위해 제주도내에서 운영되고 있

는 기상청관할 관측소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

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소 중 본 연구대상 골

프장과 연계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골프장들이 대부

분 중산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해안지역 강수량에 대해서는 

기상청관할 4개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분
석기간은 각 관측소가 설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196
1～2009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산간 지역(20
0～600m) 강수량 자료는 기상청이 운영하는 AWS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

는 관측소의 1992～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주지역 골프장의 지하수 이용 특성 분석

골프장에 개발된 지하수는 생활용수와 관개용수로 

이용되고 있는데,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등에 이용되

는 생활용수는 음용수로 소독 처리하여 이용하고 있

다. 또한 골프코스의 용수는 관개용수로 구분하여 관

리하고 있는데, 골프장 관개용수는 제주에서는 크게 

지하수, 빗물(중수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수(클럽하우스나 골

프텔)와 관개용수(골프코스)로 구분하여 이용량을 기록

하고 있는 골프장 중 2006～2009년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최소 3년 이상 축적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골프장 관개용수의 지역별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을 

보면, 연간 2회의 피크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가뭄시

기인 봄철(3～5월)과 가을철(9～11월)에 나타나고 있

다. 지하수 월평균 이용량의 첫 번째 피크는 5월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서부지역으로 월평

균 이용량은 약 22,050 ㎥/월이다. 두 번째 피크는 11
월이며 남부지역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월평

균 이용량은 약 35,930 ㎥/월이고, 특히 지하수 사용량

은 가을철이 봄철보다 약 1.4배 더 많이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최대 지하수 이용량을 살펴보면, 연간 피크는 2～3

회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과 동일하게 5월과 11월에 발생하고 있

다. 봄철 월평균 최대 지하수 이용량은 남부지역으로 

약 35,300 ㎥/월이며, 가을철 월평균 최대 이용량은 북

부지역으로 약 52,200 ㎥/월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과 강수량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강수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지하수 이

용량이 감소하고 강수량이 적어지는 가을철에는 지하

수 사용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

을철에서 겨울철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골프장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 변화를 보면, 골프장 

월평균 이용량은 평균 15,700 ㎥/월이고, 3월(8,200 
㎥/월)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1월(28,200 ㎥/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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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도달하고 12월부터는 2월까지(5,200 ㎥/월) 급속

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월평균 최대 지하수 이용량 

범위는 11,900 ㎥～52,200 ㎥/월이며, 평균은 31,300 
㎥/월이다. 월평균 최대․평균 지하수 이용량은 3월부

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여름철 강우로 인해 상승속도

가 완만하고 가을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다시 급속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2).

Fig. 2. Monthly seasonal groundwater used (monthly average, 
maximum monthly average).

대부분의 골프장은 지하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

수와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생활용수를 제외

하고 관개용수로만 이용하고 있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코스 면적 대비 지하수 월평균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골프코스 면적과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과의 상

관관계(R2)는 0.73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3). 골프코

스 면적(1,000 ㎡)당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가장 적

은 골프장은 북부지역의 BG골프장으로 14.1 ㎥/월이

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동부지역의 SG
골프장으로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35.5 ㎥/월이며, 
평균 23.9 ㎥/월, 중앙값은 23.7 ㎥/월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골프코스 관리를 위해 면적 1,000 ㎡ 당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 원단위는 약 24 ㎥/월로 분석되

었으며,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한 관개용수 중 빗물이용

을 제외한 월간 지하수 이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월간 지하수 이용량

  = 코스면적(㎡) × 24(㎥/월)÷1,000 (1)

Fig. 3. Monthly groundwater used per square meters in golf 
courses.

3.2. 제주지역 골프장의 빗물 이용 특성 분석

골프장별 빗물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

상 20개 골프장 중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고 2006～
2009년까지 3년 이상 자료가 축적된 골프장을 대상으

로 빗물이용량을 분석하였다(Table 3). 
지역별 월평균 빗물이용 특성을 보면, 지하수 이용

량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가을철에 나타나는 피크 시점이 월평균 지하

수 이용량 보다 1개월 전인 10월에 나타나고 있다. 지
역별 연간 빗물이용량을 보면 남부지역 골프장이 가

장 많은 374,300 ㎥/년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부지역

이 276,600 ㎥/년을 사용하고 있고, 북부지역이 가장 

적은 225,500 ㎥/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월평균 빗물 이용량을 보면, 봄철(3～5월) 

월평균 빗물이용량은 약 25,500 ㎥/월이고, 여름철

(6～8월) 29,600 ㎥/월, 가을철(9～11월) 30,900 ㎥/월, 
겨울철이(12～2월) 가장 적은 9,500 ㎥/월을 사용하고 

있다. 계절별 월평균 최대 빗물 이용량을 보면, 봄철 월

평균 최대 빗물이용량은 약 43,100 ㎥/월이고, 여름철 
51,900 ㎥/월, 가을철 53,400 ㎥/월, 겨울철이 가장 적

은 18,300 ㎥/월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빗물 이용 특성을 보면, 빗물 월평균 이용량 

범위는 8,300～39,000 ㎥/월이며, 월평균 사용량은 지

하수에 비해 1.5배가 많은 평균 24,000 ㎥/월로 분석

되었다. 월평균 빗물 이용량을 보면 1차적으로 3월부

터 5월까지 증가하고 6월에서 7월에 감소하다가 8월
부터 재차 증가하여 10월에 가장 많은 약 39,000 ㎥/
월을 사용하고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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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month, ㎜)
Classificatio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Eastern　
Ave. 5,584 5,016 12,754 35,805 35,307 34,034 21,835 21,268 26,277 42,766 22,105 8,237 270,988
Max. 6,695 7,025 21,709 66,810 63,028 62,409 36,548 36,244 44,528 75,338 37,431 10,399 468,164

Precipitation 109.3 95.0 156.1 182.8 217.1 337.4 292.1 405.5 436.9 120.2 92.6 68.4 2,513

Western　
Ave. 9,438 6,593 12,632 22,870 31,532 29,877 25,296 40,235 31,869 35,308 19,831 11,096 276,577
Max. 16,964 9,207 18,615 34,045 46,804 43,883 44,247 59,308 44,176 60,819 25,945 13,614 417,627

Precipitation 35.5 48.9 100.9 104.9 141.0 219.3 255.2 209.4 151.4 82.6 61.9 18.4 1,429

Southern　
Ave. 13,517 13,698 23,323 34,282 37,240 32,381 29,458 46,995 45,084 50,416 29,776 18,148 374,318
Max. 34,030 39,138 51,294 54,403 58,390 55,729 58,593 88,178 87,171 82,900 58,346 47,398 715,570

Precipitation 59.8 65.2 170.3 178.5 233.0 340.5 343.1 261.4 233.1 106.6 78.7 34.3 2,105

Northern　
Ave. 5,495 6,539 8,629 21,855 30,014 24,888 24,489 24,991 20,367 30,458 16,691 11,119 225,535
Max. 6,899 8,101 13,503 34,537 54,429 47,681 49,646 40,678 40,369 50,290 33,907 19,969 400,009

Precipitation 98.9 94.2 140.2 134.5 174.3 258.9 323.2 343.2 431.5 94.7 116.2 58.5 2,268.3

Table 3. Monthly changes of regional precipitation and rain used(2006～2009)

Fig. 4. Monthly seasonal rainwater used (monthly average, 
maximum monthly average).

빗물 이용특성을 통해 골프코스 면적당 월평균 빗

물이용량을 분석하였다. 골프코스 면적과 빗물 월평균 
이용량과의 상관관계(R2)는 0.51로 분석되었다(Fig. 5).

코스면적(1,000 ㎡) 당 월평균 빗물 이용량 범위는   

17.0～63.3 ㎥/월이며, 평균 36.2 ㎥/월이고 중앙값은 

33.4 ㎥/월로 나타났다. 골프코스 면적 당 월간 빗물 

이용량이 가장 낮은 골프장은 북부지역의 AG골프장

으로 17.0 ㎥/월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은 북부지역의 DG골프장으로 63.3 ㎥/월로 빗물 이용

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골프코스 관리를 위해 면적 1,000 ㎡ 

당 월평균 빗물 이용량 원단위는 약 36 ㎥/월로 분석

되었으며,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한 관개용수 지하수

를 제외한 월간 빗물 이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월간 빗물 이용량 

  = 코스면적(㎡) × 36(㎥/월)÷1,000   (2)

본 연구에서 월평균 빗물 이용량과 골프코스 면적

과의 상관관계가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 보다 낮게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 빗물 이용 모니터링 구축이 초

기단계이고, 골프장 저류지의 용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빗물 이용 한계로 인해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Monthly rainwater used per square meters in golf 
courses.

3.3. 골프장 용수이용 특성을 통한 관개용수 원단위 산정 

골프코스(그린, 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러프, 벙커)
의 관리를 위해 충분한 용수가 필요하며, 제주도내 골

프장은 관개용수를 지하수와 빗물을 이용하여 공급하

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와 빗물을 합산한 골프장 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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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지하수+빗물) 이용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앞에서 분석한 골프장 중 지하수와 빗물 이용량

이 동시에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 골프장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골프장 관개용수의 계절적인 변화를 보면, 지하수 

이용량이 빗물 이용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11
월과 12월로 나타나고 있어 가뭄 시에는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적 월

평균 이용 특성을 보면, 지하수와 빗물 모두 연간 2회
의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2차 피크에 있어

서 빗물 이용량이 지하수 이용량 피크 보다 한 달 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마철에 빗물을 저

류지에 저장한 후 10월까지 관개용수로 사용하지만 

10월부터 강수량 부족 및 저류지 용량으로 인해 빗물

이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Fig. 6). 
제주도내 골프장별 골프코스를 관리하기 위해 관

개용수 이용량 범위는 11,700～83,800 ㎥/월이고, 평
균 36,600 ㎥/월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관개용수에서 

빗물이용의 비율을 보면 최소 48.9%에서 최대 76.4%
이며 평균 63.0%로 분석되었다.

Fig. 6. Monthly seasonal irrigation water used (groundwater 
+ rainwater). 

골프장별 골프코스 면적당 관개용수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골프코스 면적(1,000 ㎡)당 월 평균관개용수 이용

량 범위는 32.9～82.8 ㎥/월이고, 평균 60.3 ㎥, 중앙값

은 56.8 ㎥/월로 분석되었다. 골프코스 면적과 월평균 

관개용수(지하수+빗물) 이용량과의 상관관계(R2)는 

0.65로 분석되었다(Fig. 7).  본 연구에서 골프장 관개

용수의 코스면적(1,000 ㎡)당 월간 원단위는 60 ㎥/월

로 산정하였으며, 골프장 코스를 관리하기 위한 월간 

관개용수 이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월간 관개용수 이용량 

  = 코스면적(㎡) × 60(㎥/월)÷1,000 (3)

골프장 관개용수의 월간 평균 이용량은 강우패턴

이나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할 경우 가중치는 월평균 

관개용수 최대 이용량을 적용하면 1.5～2.0 범위에 해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Monthly irrigation water used per square meters in 
golf courses.

4. 결 론

제주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

코스 관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관개용수를 사용하

고 있는데, 이들 관개용수인 지하수와 빗물 이용 모니

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관개용수 이용특성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분석대상 골프장별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 범위는 

약 5,200～28,900 ㎥/월, 평균 약 15,700 ㎥/월이고, 빗
물 이용량 범위는 약 8,300～39,000 ㎥/월이며, 평균 

약 24,000 ㎥/월로 빗물 이용량이 지하수보다 1.5배 

상회하고 있다. 계절적 월평균 이용 특성을 보면, 지하

수와 빗물 모두 연간 2회의 피크를 보이며, 계절적인 

변화 패턴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2차 피크에 있어서 빗물 이용량이 지하수 이용량 피크 

보다 한 달 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현상은 장마철에 빗물을 저류지에 저장한 후 10월
까지 관개용수로 사용하지만 10월부터 강수량 부족으

로 인해 빗물이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지하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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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골프코스 면적과 지하수 월평균 이용량과

의 상관관계(R2)는 0.73이며, 코스면적(1,000 ㎡) 당 

월평균 이용량 범위는 14.1～35.5 ㎥/월이며 평균 

23.9 ㎥/월이고 중앙값은 23.7 ㎥/월로 분석되었다. 골
프코스 관리를 위해 면적 1,000㎡ 당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 원단위를 약 24 ㎥/월로 산정하였다.
골프코스 면적과 빗물 월평균 이용량과의 상관관

계(R2)는 0.51이며, 코스면적(1,000 ㎡) 당 월평균 빗

물 이용량 범위는 17.0～63.3 ㎥/월이며, 평균 36.2 ㎥/
월이고 중앙값은 33.4 ㎥/월로 나타났다. 골프코스 관

리를 위해 면적 1,000 ㎡ 당 월평균 빗물 이용량 원단

위를 약 36 ㎥/월로 산정하였다.
골프코스 면적과 월평균 관개용수(지하수+빗물) 

이용량과의 상관관계(R2)는 0.65이며, 골프코스 면적

(1,000 ㎡)당 월 평균이용량 범위는 32.9～82.8 ㎥/월
이고, 평균 60.3 ㎥, 중앙값은 56.8 ㎥/월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골프장 관개용수의 코스면적(1,000 
㎡)당 월간 원단위는 60 ㎥으로 산정하였으며, 골프장 

코스를 관리하기 위한 월간 관개용수 이용량 산정식

을 구하였다.

월간 관개용수 이용량 

  = 코스면적(㎡) × 60(㎥/월)÷1,000 

골프장 관개용수의 월간 평균 이용량은 강우패턴

이나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할 경우 가중치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골프장 전체용수의 이용

량 분석에 있어 많은 매개변수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
러한 매개변수를 반영하여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있

는 빗물에 대해 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지하수 또한 

생활용수와 관개용수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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