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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연구지역에 적용하여 보다 정량적

인 지하수 오염 취약성 분석을 기반으로 지하수 관리 우선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첫째, 기존의‘잠재오염’중심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방법을 오염을 완화시키는‘대응

능력’을 고려한 방법론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계층분석 방법(AHP)과 지하수 전문가의 설문을 바

탕으로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인자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셋째, 광역지자체(경기도)를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고 개선된 방법론 및 가중치를 GIS로 구현하여 실제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를 수

행하였다. 넷째, 정량적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도를 바탕으로 지하수 오염 관리 우선 대상 지역

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선된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세부 평가인자는 총 15개 이며, 이

에 대한 AHP를 활용한 가중치의 산정결과에서 기존의‘잠재오염’에 해당하는 평가인자 보다 신

규로 개선된‘대응능력’이 높은 가중치로 분석되었다. 또한 GIS를 활용한 경기도 지역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결과 서울에 인접한 고양시 및 광명시 등이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높았으며, 포

천시 및 양평군이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하수 오

염 취약성 평가를 개선하였고 실제 연구지역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 및 지자

체 차원의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에 직간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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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evious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apply it to the study area, and select priority areas for 

groundwater management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For this purpose, first, the previous‘potential contamination’ based on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was upgraded to the 

methodology considering‘adaptation capacity’which reduced contamination. Second, the 

weight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factors was calculated 

based on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and the result of survey targeting 

groundwater experts. Third, Gyeonggi-do was selected as the study area and the 

improved methodology and weight were implemented with GIS and actual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carried out. Fourth, the priority area for 

groundwater contamination management was selected based on the quantitative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diagram. The improved detailed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factors in this study were a total of 

15 factors, and 15 factors were analyzed as new and improved weight with higher 

'adaptation capacity' than the assessment factor corresponding to the previous 'potential 

contamination' in the weight calculation result using AHP. Also, the result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in Gyeonggi Province using GIS showed that 

Goyang and Gwangmyeong which were adjacent to Seoul had a high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nd Pocheon and Yangpyeong County had a relatively low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In this study, the previous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improved and applied to study areas actu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for the groundwater 

management master plan a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 in the future.

KEYWORDS : GIS, AHP, Groundwater C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Adaptation 

Capacity

서  론

21세기 접어들면서 국내의 경제 수준 및 규

모가 세계 10위권에 도달하게 되었고, 경제성

장 위주의 사회적 패러다임이 환경과 미래세대

를 고려한 균형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으로

의 환경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

야로‘수자원 및 이수’를 지적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다양한 환경재해에 직접적

인 피해 요인과 확산의 경로가 되는 지표수에 

비하여 상대적 안정성이 큰 지하수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차원에서의 지하수 보존과 효율적 이용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1993

년 법률 제4599호에 의거 지하수법 제정 이후 

1996년 1차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다. 또한 매 6년마다 재수립하여 2015년 현재 

3차 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에 제4차 

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제4

차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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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약성 평가 방법이 반영되어야 한다. 

전술된 현황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취약성 평가 기법 개발을 위한 선

행연구로 고양시 지역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 우선순위 평가 기법을 개발하였다(Lee et 
al., 2013). 기후변화를 고려한 취약성 평가를 

연구한 사례로는 칠곡 지역 및 낙동강을 대상

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지하수 함양량 변화를 

분석(Lee et al., 2010; Lee et al., 2011) 및 

다음 10년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자

원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Woo, 2013)가 있다. 

해외의 경우 건조지역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영

향을 분석하는 방법론 수립(Liu, 2011), 유럽

을 대상으로 SWAT 방법을 적용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연

구되였다(Ertürk et al., 2014). 또한 프랑스의 

소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에서의 지하수 함양량

의 변화를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취약성을 분석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Eckhardt, 2003). 이

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론적인 취약성 평가를 

지하수에 적용하여 지하수 취약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취약성 평

가를 통하여 도출된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 방

안을 수립하고 적용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

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지하수 취약성 평

가 방법 개선 및 연구지역에 적용하여 실질적

인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하수 관리우선 대상을 선정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존의 지하수 

취약성 평가 방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잠재오염 민감성 중심에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하여 산정

된 대응능력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개선된 취약성 평가 방법론 

및 확정된 인자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GIS를 활

용한 지수중첩기법을 수행하고 지하수 오염 취

약성도를 작성하였다. 셋째, 지하수 오염 취약

성도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지하수 오염 관리

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 

제시하였다.

연구 지역

연구지역은 경기도 전체를 선정하였다(그림 

1). 경기도의 자연·환경적 특징으로는 북쪽은 

황해도, 동쪽은 강원도, 남쪽은 충청남도와 접

해 있고, 서쪽은 황해이다. 지역적으로 중앙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있다. 위경도는 동

경 126°~127°, 북위 36°~38°에 위치한

다. 연장거리는 동서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에

서 안산시 풍도동(풍도)까지 130.0km, 남북간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에서 연천군 신서면 도밀

리까지 155.4km이다1). 경기도는 지질학적으로 

경기지괴의 서반부에 해당되며, 주로 편마암 또

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형학적으로는 

경기 동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충적평

야가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남한강 하류의 충

적평야는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큰 충적평야 

중 하나이다. 또한 경기도는 1, 2기 신도시 등 

도시시가화 지역이 남부와 북부에 걸쳐서 분포하

고 있다. 경기도는 신도시에 따른 도시지역, 대규

모 산업단지 및 농업 등 토지이용 현황과 인구밀

도 등이 매우 다양한 지역이다. 특히 도시지역 

및 산업단지의 중심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주로 

이용하지만 도시지역 및 산업단지 외각 지역 및 

농업지역에서는 지하수가 주된 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지역인 경기도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1,282,588천㎥/년), 이용량(563,328천㎥/년) 

및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44%로 조사되었다

(Gyeonggi-do, Groundwater Management 

Plan in Gyeonggi-do, 2015). 또한, 2012년 

지하수 이용량(563,328천㎥/년)을 2020년

(599,476천㎥/년) 및 2025년(608,479천㎥/

년)에 약10%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하

수 관리계획이 시행 중이다.

연구지역인 경기도는 다양한 비점오염원 및 

점오염원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이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지역의 도시지

역, 산업지역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아우르는 

토지이용현황의 반영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등 인위적 오염원을 고려한 지하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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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

로 지하수 오염 관리 우선지역 선정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

1.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인자 개선

취약성(Vulnerability)의 사전적 정의에서는 

무르고 약한 성질을 말하며, 라틴어의‘vulnus', 

'vulnerare' 어원에 기원하여‘부상자’혹은‘부

상당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후기 라틴어

의‘vulnerabilis'에 기인,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

에서 다쳐 누워 있는 상태를 기술하거나 이미 

다쳐서 누워 있으므로 향후 있을 수 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태로운 상태를 기술한 것이다. 

오염 취약성은 한 시스템이 다양한 오염 영향들

에 부하되었을 때, 영향들에 대한 부하, 민감도, 

대응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때 부하와 민감도에 

의해서 잠재영향이 결정되고, 이에 대응능력을 

같이 고려하면 오염 취약성으로 정의된다.

기존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평가 연구는 지하

수 오염의 잠재 영향 취약성을 대상으로 하였

다. 세부 분석인자는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오염 특성, 지역차원의 물리적 특성 및 현 지하

수 현황을 나타내는 수용체 특성으로 구성된다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2; 

Lee et al., 2013). 결국 기존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는 지하수의 잠재적 오염 노출과 

지하수 오염에 민감한 부문에 대한 가중치 조

절로 계산된다.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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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인자를 크게 2가지로 개선하고자 한다. 첫

째, 잠재오염 민감성 중심으로 평가되는 기존의

‘잠재오염’중심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에‘대응능력’을 적용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었

을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능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둘째, 기존의‘잠재오염’중 용체 

특성을 보다 현실적인 인자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단순 지하수 이용량 현황을 적용

하는 것에서 지하수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오염

에 취약한 가중치를 적용, 보다 상세히 분석하

고자 한다.

2. 계층분석 방법을 활용한 평가방법 개선

지하수 오염은 지표면 아래의 물의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하수의 오염과 취약성을 분석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째, 기존의 고유 취약성평가 또는 특정 취약성 

평가 이다. 본 방법은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직

접적인 지하수 유동 등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

고, 화학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실험 

위주의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지적 지역에 한정

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 AHP를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AHP는 계층적 

분석 과정 또는 방법으로 정의 된다. 즉, 의사

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AHP를 활용하면 광역적 지

역 및 다양한 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다. 또한 행정 단위에서의 지역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는 기존의 고유 취약성평가 또는 

특정취약성 평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야 한다. 기존의 방법의 범위에 해당되는 오염

의 현황, 오염원의 종류와 매질의 오염취약성 

외에도, 행정 단위의 인문·사회학적 인자, 예

를 들어 인구밀도, 생태자연도,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인문·사회학적 인자를 고려한 다

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방

법이 필요하다(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전술된 2개의 지하수 오염 취

약성 방법 중에서 경기도라는 광역지자체 지하

수 오염 취약성 평가에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지하수 오염 관련 항목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HP 방법을 선정하였다. 전술된 지하

수 오염 취약성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과

학적인 지하수 오염 우선관리지역평가 가이드

라인 선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연구 결과

1. 평가인자 상관관계 설정 및 결과

오염 취약성은 어떤 시스템의 오염 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대응능력의 함수로 정의된다. 오

염영향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한 시스템의 대

응능력이 낮으면 그 시스템은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 영향에 대

한 민감도가 높을지라도 대응능력이 높으면 그 

시스템은 적절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기존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의 경우 표 

1과 같이 민감도를 잠재오염 민감성으로 규정

하고, 오염원 특성, 지역 특성 및 수용체 특성 

등을 통하여 민감도를 계산하였다. 오염원 특성

은 해당지역의 인위적 오염인 점오염원과 배경

농도 특성에 따른 지역의 상대적 위해도 수준

을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역특성

은 매체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의 상대적 확산 

및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하는 

Factor Reason for selection of assessment factor

Potential contamination 
susceptibility

Consists of contamination characteristic, regional (medium) characteristic and acceptor 
property, showing the effect of potential contamination to the region.

Adaptation capacity Shows the adaptation capacity to react and reduce the influence of contamination.

TABLE 1. Descrip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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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체 특성은 오염에 부하

되는 인체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구성된다(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4).

Classification Primary factors Content

Potential 
contamination 
susceptibility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Point contamination 
source1

Higher the risk of point contamination source and larger the number 
of facilities, bigger the range of influence to the region and 
acceptor.

Non-point contamination 
source1

Higher the risk of non-point contamination source and larger the 
number of facilities, bigger the range of influence to the region and 
acceptor.

State of regional 
contamination1

Background concentration of region due to past and current 
contaminations

Hydrogeologic 
characteristics

Depth to groundwater1

Depth from the ground surface to the ground-water surface. If the 
moving distance and time are short, material can easily reach the 
ground-water surface so that the influence of  contamination 
becomes higher.

Groundwater recharge1
Amount of water during rainfall permeating from the ground surface 
to the ground-water surface. Higher the recharge rate, larger the 
influence of contamination.

Slope1

Breakwater slope on the ground surface which controls the direct 
runoff speed during rainfall. Lower the slope, longer the retention 
time of contaminants on the ground surface and higher the 
influence to permeate into the underground.

Impact of Unsaturated 
zon1

Media distributed from the ground surface to the top of groundwater 
level which influence the vertical movement of contaminants 
permeated from the ground surface to underground until 
contaminants reach the ground-water surface

Hydraulic conductivity1 Degree of media in the aquifer to float water through openings. 
Spread of contaminants in groundwater becomes higher.

Groundwater 
use 

characteristics

Number of children2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who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ontaminant exposure

Number of 1 days 
pumping ability over 

100ton2

Larger the number of wells to use, higher the susceptibility on the 
potential influence of contamination on groundwater.

Ecological zoning map1 Ecological preservation value. Closer to Level 1, higher the influence 
on the ecosystem exposed to contamination 

Adaptation capacity

Average annual income 
households GRDP per 

year's2

Accessibility to economic resource for responding to the potential 
contamination susceptibility. Higher the income, larger the reaction 
capability.

Special Groundwater 
Management Accounting2

Special groundwater accounting. Higher the 
tax amount, larger the reaction capability.

Number of officials in 
Groundwater 
Management2

Degree of administrative service provision capacity. Larger the 
number of officials, larger the reaction capability.

Water supply ratio2 Higher the water supply ratio, larger the reaction capability to the 
potential influence of contamination on groundwater.

1 : Existing assessment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factor 
2 : Improved assessment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factor

TABLE 2. Description and correla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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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존

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항목(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4)중 2가지 사

항을 개선하였다(표 2). 첫째, 잠재오염 민감성 

위주의 분석에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로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응능

력에는 가구당 연간 평균 경상소득, 지하수 관

리 특별 회계, 지하수 담당 공무원 수 및 상수

도 보급률 등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세부 항목

들은 지하수 오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해당 

항목이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수용체 특성의 세부 항목을 보다 세밀화 하였

다. 기존의 수용체 특성은‘지하수 이용량’과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단순 지하수 이용량을

‘1일 양수 능력 100톤 이상 이용 관정 수’

로 개선하였다. 또한‘어린이 수’를 추가하여 

오염된 지하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를 반

영하도록 하였다.

2.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한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가중치 설정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분석 

및 관리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

(Level 1)의 평가인자로 오염 특성, 지역 매체 

특성, 수용체 특성 및 대응능력을 고려하였다. 

첫 단계의 각 평가인자를 세분화한 두 번째 단

계(Level 2)는 총 15개로, 오염 특성은 점 오

염원 및 비점오염원 등 총 3개, 지역 특성은 지

하수면 심도 및 순 지하수 함양량 등 총 5개, 

수용체 특성은 어린이 수 및 생태자연도 등급 

등 총 3개, 대응능력은 가구당 연간 평균 경상

소득 및 상수도 보급률 등 총 4개로 구성하였

다(표 2).

평가인자의 가중치 결정은 지하수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 관계 부처 및 민간 

등 관련 기관 전문가 총 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설문 내용은 계층별 

관리우선순위 평가 인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를 판단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평가인자 간의 쌍

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가 얼마만큼의 논리적 일관성을 

나타내는지를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Level 1
Weight

(A)
Level 2 Weight(B)

Final Weight
(A×B)

Final
Ranking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0.404

Point contamination source 0.086 0.035 14

Non-point contamination source 0.105 0.042 12

State of regional contamination 0.059 0.024 15

Hydrogeologic 
characteristics

0.337

Depth to groundwater 0.186 0.063 10

Groundwater recharge 0.196 0.066 9

Slope 0.159 0.054 11

Impact of Unsaturated zon 0.209 0.070 8

Hydraulic conductivity 0.232 0.078 7

Groundwater use 
characteristics

0.259

Number of children 0.400 0.104 6

 Number of 1 days pumping ability over 100ton 0.447 0.116 5

Ecological zoning map 0.154 0.040 13

Adaptation capacity 1.000

Average annual income households GRDP per year's 0.127 0.127 4

Special Groundwater Management Accounting 0.334 0.334 2

Number of officials in Groundwater Management 0.181 0.181 3

Water supply ratio 0.358 0.358 1

Sum 2.000

TABLE 3. Ranges and weights for primary and secondary factors used in this study using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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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쌍대비교는 

Saaty의 9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중치의 설정은 전술된 AHP 방

법을 활용하여 설문의견을 종합화 하는 것이다. 

즉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하위에 있는 대안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설문결과에 해당하는 쌍대비교를 

행렬로 정리하고 각 행열 원소에 대하여 전체 

결과값을 통합하고, 이를 원소로 하는 단일 쌍

대비교행렬을 계산하였다. 전체 평가자가 n명, 

aij를 k 번째 평가자가 평가한 상태비교행렬에

서 각 원소로 정의한다. 

  





  (1)

표 3은 최종 가중치를 기술한 것으로, Level 

1에서 기존의 잠재오염(오염 특성, 지역 특성 

및 수용체 특성)의 합이 1이고, 신규 추가된 대

응능력의 합이 1이다. 또한 최종순위에서 전체 

15개 Level 2의 평가인자 중 상위 1위에서 4

위까지가 대응능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표 3).

3.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적용

전술된 AHP 방법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잠재

오염 민감성 및 대응능력 인자에 해당하는 자

료를 수집하여 GIS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Grid형태의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표 4, 그림 4 참조). 오염 특성의 경우 점오염

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받은 오염원자료

(폐기물 처리 보관 시설, 폐수 배출 시설, 폐수 

배출 처리 시설, 골프장, 사격장, 하수분뇨처리

시설, 자동차 정비업, 항공기 정비업, 철도 관련 

시설, 축산 폐수 처리 시설, 토양 정화 지역, 금

Level 1 Level 2 Data Type Source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Point contamination source Point/Grid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Non-point contamination source Polygon/Grid Land Cover Map

State of regional contamination Polygon/Grid
Measurement station of regional 
groundwater quality of Ministry of 

Environment

Hydrogeologic 
characteristics

Depth to groundwater Point/Grid
Observation data of groundwater in 

Gyeonggi-do

Groundwater recharge Point/Grid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rvice Center

Slope Grid Numerical map

Impact of Unsaturated zon Polygon/Grid Geologic map

Hydraulic conductivity Polygon/Grid Soil map

Groundwater use 
characteristics

Number of children Polygon/Grid Statistics Korea

Number of 1 days pumping ability over 
100ton 

Point/Grid
Observation data of groundwater in 

Gyeonggi-do

Ecological zoning map Polygon/Grid Ecological zoning map

Adaptation capacity

Average annual income households GRDP 
per year's 

Polygon/Grid Statistics Korea

Special Groundwater Management 
Accounting

Polygon/Grid Statistical yearbook in Gyeonggi-do

Number of officials in Groundwater 
Management

Polygon/Grid Statistical yearbook in Gyeonggi-do

Water supply ratio Polygon/Grid Statistics Korea

TABLE 4. Data types and sources of primary(Level 1) and secondary(Level 2) factors for 

groundwater vulner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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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제련소 및 광산지역 등 총 15개)을 Point 

자료로 구축하였다. 통계청의 행정구역 중 경기

도 지역 경계 Polygon에 점오염원을 중첩하여 

각 각 Polygon이 포함하는 점오염원의 개소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비점오염원은 

토지피복지도를 지하수 취약성이 높은, 중간 및 

낮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오염 현황은 환

경부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자료 중 일반지역

의 지하수수질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지

역 특성 중 지하수면심도 및 순지하수함양량은 

경기도지역의 지역 지하수 수질 관측망, 국가지

하수관측망 자료 및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 자

료 등의 Point 자료를 공간보간법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경사의 경우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등고자료를 TIN 구조로 변경하여 구축하였다

(Kang et al., 2012; Lee et al., 2012). 또한 

비포화대매질영향 및 수리전도도의 경우 지질

도 및 토양도의 Polygon 자료를 재분류하여 활

용하였다. 경기도 지하수 수질은 지하수수질조

사 항목 중 질산성질소의 농도 초과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질산성질소 농도를 이용하여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수용체 특성 중 어린이 

수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1일 양수 능력 100톤 이상 이용 관정 수는 경

기도에서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하였다. 

생태자연도는 1, 2 3등급별 구성도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대응능력 중 가구당 연간 평균 경

상소득 및 상수도 보급률은 통계청의 시군구별 

가구당 연간 평균 경상소득을 활용하였다. 지하

수관리 특별회계 및 지하수 담당 공무원 수는 

경기도청의 자료 요청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각 

항목의 최종 가중치는 전술된 방법을 통하여 

구축된 개별 항목을 동일한 면적 비율로 10개

의 구분으로 나누거나(경사, 지하수면심도 및 

A. Point contamination source

  

B. Non-point contamination source

FIGURE 2. GIS-based data maps for regional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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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ntamination states

  

D. Depth to groundwater

E. Groundwater recharge

  

F. Slope

FIGUR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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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mpact of unsaturated zone

  

H. Hydraulic conductivity

I. Number of children 

  

J. Number of 1 days pumping ability over 100ton 

FIGUR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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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cological zones

  

L. Average annual income households 

GRDP per year's 

M.  Special groundwater management 

accounting

  

N. Number of officials in groundwater 

management

FIGUR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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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량 등), 또는 기존의 등급과 구분을 

그대로 순위로 인정하여(생태자연도 및 비점오

염원 등) 표 3에서 정의된 Level 1과 Level 2

의 세부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되었다.

4. 지하수 관리 우선 대상 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수행하였으며, Level 1, Level 2 평가

인자들의 가중치와 Level 2 세부 평가인자들의 

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중첩기법

으로 계산된 지하수 오염 취약성도를 최종적으

로 작성하였다. 최종 지하수 오염 취약성도는 

30m×30m의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연구지역

의 지하수오염취약성 가중치 합은 1~12의 범

위를 보인다. 가중치를 각 요인에 부여하여 계

산한 지역취약성 지수 결과 값을 공간면적 비

율의 20%를 등간격으로 하여 오염취약도가 높

은 순서대로 1, 2, 3 4 및 5등급 지역으로 나

누었다. 각 등급별 취약도 범위, 면적 및 비율

은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다. 지하수 오염 취약

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낮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하수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

Grade Grade interval Area(㎢) Ratio(%)

1 1 ∼ 2.5 1,565.40 16.38

2 2.6 ∼ 3.3 3,055.89 31.98

3 3.4 ∼ 4.8 2,727.99 28.55

4 4.9 ∼ 6.6 1,858.82 19.45

5 6.7 ~ 12 347.32 3.63

TABLE 5. Classification of regional vulnerability scores into 5 categories and areal ratios of 

each category in Goyang-si area

O. Water supply ratio

  

FIGUR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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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은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취약도가 높은 1등

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하수오염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관리대상지역이고 5등급이 상대

적으로 우선순위도가 낮은 지역이 된다. 

등급별 경기도 지역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도

를 기반으로 지하수 관리 우선 대상 지역을 선

정하였다(그림 3). 연구지역의 경우 취약성이 

가장 높은 1등급은 전체 면적비율의 1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5등

급은 3.63%이다. 1등급 지역은 지하수면 심도

가 낮으면서 상업 및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

는 경기 북부의 고양시 일원, 경기 서부 광명시 

및 부천시 및 경기 남부 용인시 일원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오염 취약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

FIGURE 3. Map of priority groundwater management area 

based on groundwater vulner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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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 2등급 지역은 준공업 지역 및 

도심지 주변의 농업지역(회화단지 등)이 많은 

경기북부 양주시 및 경기 남부 성남시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상대적

으로 가장 낮은 4등급 및 5등급 지역은 경기 

북부 포천시 및 경기 동부 양평군이다. 취약성

이 낮은 지역은 인구가 밀집이 적으며 잠재적 

지하수 오염원인 공업지역 및 거주지역 등 토

양오염 우선관리 대상 시설이 적게 분포하고 

있다.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잠재능력 위주의 평가를 대응능력을 반영한 평

가 방법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세부 평가의 가

중치를 AHP를 활용한 지하수 전문가 설문조사

를 통해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선된 방법론

의 세부 항목을 GIS로 구축하고 AHP에서 산

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지역인 경기도 지

역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선된 기존의 지하수 오

염 취약성 평가인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기

존의 수용체 특성의 평가인자를‘1일 양수 능

력 100톤 이상 이용 관정 수’및‘어린이 수’

로 변경 적용하여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였다. 

둘째,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오염을 저

감하는 능력인‘대응능력’을 산정하고‘가구

당 연간 평균 경상소득’및‘상수도 보급률’ 

등을 산정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을 경기도로 

선정하여 기존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인자와 

전술된 신규 인자를 GIS 기반의 총 15 레이어

로 구축하였다. 

지하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통한 

개선된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인자의 가중치

는 Level 1에서 대응능력 1, 오염 특성 0.404, 

지역(매체) 특성 0.337 및 수용체 특성 0.259

로 산정되었다. Level 2의 세부 평가인자의 가

중치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1일 양수 능력 

100톤 이상 이용 관정 수’로 약 0.447로 가

장 높았다. 가장 낮은 가중치는‘지역 오염 현

황’으로 0.024이다. Level 1과 Level 2를 곱

한 최종 가중치에서는 대응능력에 해당하는 세

부 평가인자 4개가 15개 전체 세부 평가인자 

중에서 상위 4개를 차지하였다. 결국 기존의 지

하수 오염 취약성을 개선한 대응능력의 중요성

이 높다는 것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수 관리 우선 대상 지역은 연구지역 전

체에서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1등급 지역은 총 16.38% 이고, 가장 

안전한 지역은 3.63%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서

울을 중심으로 인접한 경기 남부(광명시 등)와 

북부(고양시 등)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밀도가 높고 상업 및 공업시설이 많은 지

역에서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경기도 지역의 지

하수 오염 취약성 결과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의 지하수 보전 대책 및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자연환경 자료 및 시가

화 정보를 공간정보로 보다 다양하게 중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구결과에 대한 검

증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세부항목의 구성과 

AHP 기법을 활용한 가중치는 일정 부분에서 

신뢰성이 있다. 그러나 지하수 오염 물질의 거

동 모델링 결과와의 비교와 같은 정량적 분석

을 통한 검증이 부족하다. 둘째, 세부 평가인자

를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 단

위 통계자료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종 연구결과가 행정 구역 중심으로 분석되었

다. 추후 이러한 한계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를 통하여 정량적 현황 및 자연환경 분석

을 보다 편리하게 수행, 현재의 지하수 관리 정

책 및 관련 환경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직

간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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