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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groundwater artificial recharge through vertical wells in the upper small 

basin are preliminarily evaluated by using field injection test and a 3-D numerical model. The 

injection rate per well in a model is set to 20, 37.5, 60, and 75 m3/day based on the results of field 

injection test, groundwater levels, and hydraulic conductivities estimated from particle size analysis, 

and a numerical model using MODFLOW is conducted for 28 cases, which have diverse injection 

intervals, in order to estimated the changes of groundwater level and water balance after injection. 

Groundwater level after injection does not show a linear relationship with the injection rate per well, 

and the cumulative effect of artificial recharge decreases and the timing of maximum water level rise 

is shortened as the injection interval becomes longer. In four cases of continuous injection with total 

injection rate of 1,200 m3, it is revealed that the recharge effect is analyzed as 36.5~65.3% of the 

original injection rate. However, it will be more effective if the artificial recharge system combined 

with underground barrier is introduced for the longer pumping during a long and severe drought. 

Additionally, it will be possible to build a stable artificial recharge system by an establishment of 

efficient scenario from recharge to pumping as well as an optimization of recharg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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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현장 주입 시험 및 3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상류 소분지에서의 수직정을 이용한 지하

수 인공함양 효과를 예비 평가하였다. 현장 주입 시험의 주입량, 지하수위 및 입도 분석 자료에 의한 수리

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모델의 공당 주입량을 20, 37.5, 60, 75 m3/day로 설정하였으며, 주입 간격에 따른 

총 28개의 경우에 대하여 MODFLOW를 활용한 수치모델을 실시하여 지하수위 및 물수지 변화를 분석

하였다. 주입 후 주변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위 상승이 공당 주입량과 비례적인 선형 관계를 보이진 않았으

며, 주입 간격이 길어지면 누적 효과가 감소하여 최대 수위상승 시기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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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경우의 공당 주입량을 매일 연속으로 주입하여 총량 1,200 m3을 주입할 경우, 주입량 대비 36.5~65.3%의 함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가뭄에 대응하고 보다 지속적인 양수를 위해서는 차수벽 등 지하수 저류시설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

로 보이며, 추후 주입 시설의 최적화 및 함양-취수의 시나리오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인공함양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인공함양, 수치모델, 주입정, 함양효과

���

지하수 인공함양(artificial recharge)은 관정, 도랑, 수로, 습지 등 자연적 구조 및 인위적인 시설을 통해 지표수나 지하

수를 주입하여 대수층에 함양시키는 방법으로 지하수 수량을 증대시키거나 조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수 

인공함양은 지표 댐에 비하여 수문학적,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데, 장단기적인 지하 저장을 위해 인공함양의 이용이 증가

하고 있다(Moon et al., 2014).

지하수 인공함양 중에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은 가뭄 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비수요기의 잉여의 

수자원을 활용하여 공극성 지층 내에 저류시킴으로써 물 수요기에 취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프리카나 인도 등

과 같은 물 부족지역에서 하천변 충적 분지를 대상으로 기술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제주도 화산암 

지역 및 수막재배 지역에서 일부 적용이 된 바 있는데, 인공함양을 통한 제주지역 대수층 지하저류 증대방안 효과 평가 및 

해수침입 억제효과 분석(MAF, 1996), 수막재배지역의 지중 침투형 갤러리를 이용한 인공함양 예비 평가 연구(Moon et 

al., 2016), 대수층의 특성을 고려한 인공함양 범위 및 적정 인공함양 기법 검토 연구(Lee et al., 2019)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3차원 수치 모델을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효과 예측 연구는, 수치모델을 이용한 강변여과수 취수 시 지하수 유

동 고찰(Hamm et al., 2005), 지하수 모델 개발을 통한 제주지역 지하수 인공함양 평가(Oh et al., 2011), 수막재배 지역에

서의 사용된 물의 재 주입 효과, 주입 방법 및 지속성 평가 연구(Chang et al., 2016), 인공함양의 최적 시기 및 위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연구(Park et al., 2016)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충청남도의 누적강수량은 548.7 mm로 평

년(1,245.8 mm)의 44% 수준을 나타냈으며, 보령댐의 저수율이 21.5%까지 하강하는 등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이

어졌으며, 강원도의 경우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농경지 7,358 ha에서 가뭄이 발생하였다(CNI, 2016). 이

와 같이 2015년 발생한 극한 가뭄은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뭄 취약성이 

큰 상류 소분지에서의 인공함양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함양수의 주입량과 주입 간격 등에 따른 함양 분지 내에서의 수문

학적 변화를 예측, 평가하고 지하수 인공함양의 효과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곡마을로서 농번기에 상시적으로 용수가 부족한 지역으로서, 4월 및 5월의 

물 부족량이 10년 가뭄 주기를 고려할 때 최대 6,446 m3 정도로 평가된 바 있다(Fig. 1; Kim et al., 2020). 본 지역 내에는 

지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관정에서의 산출량도 30 m3/day 이하에 불과하고 관정 

개발의 성공률이 매우 낮으며 연구지역내 신곡천은 연장이 짧아 갈수기 평균 하천 유량이 2,831 m3/day에 불과하며 가뭄

시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유량이 흐른다(Kim et al., 2020).

연구지역의 북동쪽은 산악지형, 남서쪽은 저지대로 이루어진 분지 형태이며, 지질은 신생대 4기 충적층과 화강편마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은 폭 5.0~15.0 m의 신곡천이 흐르고, 토지 이용은 대부분 밭농사 및 논농사의 농경지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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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연구지역 내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가정용 6개, 농업용 23개의 양수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9개의 지하수 관측정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실제 현장 대수층의 주입 능력을 파악하고자 함양 분지 인근에 6개 관정(B-1, B-2, B-3, B-4, 

B-5, B-6)을 설치하여 자연 주입시험을 실시하였다(Fig.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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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정은 충적층을 대상으로 3공, 상부 암반을 대상으로 3공을 각각 5 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구경은 100, 150, 250 

mm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주입정 상부 1.5 m는 무공관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였다

(Fig. 2). 주입 기간은 2020년 5월 21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각 공별로 가압 상태가 아닌 자연 상태 하에 하루 정도의 

주입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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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시험은 주입 이후 지표면까지 수위가 상승하여 유지될 때의 주입량을 평가하였다. 주입정에서의 수위 상승량은 약 

0.81~1.2 m로 나타났고, 인접 우물에서는 0.01~0.44 m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상부 암반까지 굴착된 B-4, B-5, B-6에서 

주입 시 주변 우물에서의 수위 상승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적 주입정에서의 주입량은 약 3.5~8.3 m3/day, 암반 주입

정에서 11.3~31.8 m3/day로 평가되었다.

�������

주입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Visual MODFLOW(v. 4.6)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함양 대상 지역을 포

함한 모델 영역은 2,450 m × 2,350 m로서 가로 10 m, 세로 10 m 간격으로 격자를 구성하였고, 지층 분포는 현장 9개의 시

추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 하 10 m를 기준으로 충적층과 기반암의 2개 층으로 설정하였다(Fig. 3a; KEITI, 2019). 수

리전도도는 현장 주입시험 및 입도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충적층 16.9 m/day, 구릉지 9.3 m/day, 산지 0.03 m/day, 기반암 

0.003~0.02 m/day로 설정하였다(Figs. 3a, 3c). 지하수 함양량은 인공신경망에 의한 미계측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산정 방

법을 적용하였는데(Kim et al., 2019), 모델 영역의 상류지역은 서산 강우관측소의 10년 평균 강우량의 10.1%인 125 mm, 

중류지역은 10.3%인 128 mm, 하류지역은 10.8%인 134 mm로 설정하였다(Fig. 3b). 정류모델 모사 결과 계산된 수위와 

실제 수위의 상관계수는 0.996, 표준오차는 0.28 m로 분석되었다(Fig. 3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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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실시한 실제 주입시험 결과를 토대로 주입정의 심도를 고려하여 공당 주입량을 결정하였으며, 주입의 간격과 

기간을 토대로 부정류 모델을 활용하여 함양 분지내의 지하수위 및 물수지 변화를 평가하였다.

모델상의 주입정의 심도는 시추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수리전도도로부터 평가된 주입 가능 대수층인 풍화대의 심도를 

고려하여 지표 하 10 m 정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능한 공당 주입량은 Thiem-Dupuit의 식 (1)을 활용하여 현장 주입시

험의 실험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였다(Dupuit, 1863).

 
ln 







 

  

 
 (1)

여기서, 는 관정의 취수량(L3), 는 대수층의 수리전도도(LT-1), 는 불투수층 상부의 지하수위(L), 은 관측공과의 거

리(L)이다.

B-4 지점의 실험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주입 대수층 구간을 약 10 m, 모델 영역의 k 값이 두 배 정도 크다는 점을 

적용하면 식 (1)에 의하여 약 110 m3/day 까지 주입 가능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모델에서는 실현 가능한 공당 주입량 

조건을 20, 37.5, 60, 75 m3/day 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의 지층 분포를 고려하여 함양지역을 설정하였으며 4개의 주입정(IW1, IW2, IW3, IW4)을 가정하여 모

델을 구축하였으며, 총주입량은 1,200 m3으로서, 공당 주입량의 합이 300 m3이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주입시간 간격을 

매일 연속 주입에서부터 일주일 간격 주입 등 28개의 조건에 따른 주입효과를 모사하였다(Fig. 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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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주입 조건에 따라 주입정 및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위 변화를 모사하였다. 주입정에서의 수위 상승은 주입 조건별

로 0.18~0.84 m의 범위를 보였으며, 75 m3/day를 매일 주입하는 경우에 수위가 최대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 주입시험 시 주입정에서의 수위 상승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델 내 인공함양 지역의 수리전도도가 주

입 시험 현장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입정으로부터 하류 10 m, 40 m 및 90 m 지점에서의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하여 주입수의 흐름과 지속성을 평가하였

다(Fig. 4). 10 m 부근의 지하수위는 매일 주입 할 경우 수위가 완만하게 상승한 후 주입을 중단할 경우 완만히 하강하지만 

주입 간격이 길어지게 되면 주입 직후 지하수위가 상승하였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하수위 상승

의 목표시기에 따라서, 연속 주입이 간헐적 주입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입정과 약 40 m, 90 m 떨어진 관측

정의 지하수위를 보면 매일 주입할 경우 수위가 완만하게 상승 및 회복되지만, 주입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주입 중단 후 

지하수위가 10 m 인근의 관측정과는 다르게 추가 주입시기까지 지하수위 회복이 적으며 이후 주입할 경우 지하수위가 완

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0 m와 90 m의 관측정의 경우 주입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입정에서의 주입 시 주입

효과가 10 m 부근보다 적지만, 이전에 주입한 주입효과가 유지되어 지하수위가 천천히 상승 및 하강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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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주입량 1,200 m3이 완료되는 시점의 주입량 및 간격에 따른 수위 변화를 보면, 20 m3/day로 주입할 경우 하류 10 m 

관측정에서 0.14~0.3 m의 수위 상승, 37.5 m3/day을 주입할 경우 0.24~0.47 m의 수위상승, 60 m3/day로 주입할 경우 

0.37~0.64 m의 수위상승, 75 m3/day로 주입할 경우 0.45~0.73 m의 수위상승이 나타나 소량 주입 시 수위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Fig. 5). 또한 주입량에 따른 수위 변화를 보면, 20 m3/day와 75 m3/day 주입할 경우 

주입량의 차이는 약 3.8배이지만 지하수위 상승량의 차이는 약 2.4배(0.43 m)로 주입량이 증가되어도 지하수위가 선형관

계로 상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 Thiem-Dupuit의 식 (1)에 의하여 주입 시 관측공에서의 수위()와 주입량

( )과의 비선형 관계에서 알 수 있다.

충적층 및 암반상부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주입시험 지점인 B-4(주입량: 31.8 m3/day)와 모델상의 매일 연속 주입 

조건인 Case 8(주입량: 37.5 m3/day) 및 1주일 간격 주입인 Case 14(주입량: 37.5 m3/day) 등 유사한 주입량 조건을 갖는 3

가지 경우에 대하여 주입 종료 이후의 수위 변화를 비교하였다. B-4에서 주입 시 10 m 떨어진 관측정인 B-2에서 약 0.24 

m, B-6에서 약 0.29 m의 수위상승이 나타났으며, 모델의 경우 10 m 인근 관측정에서 수위는 Case 8에서 약 0.47 m, Case 

14에서 약 0.24 m 수위상승이 나타났다. 실제 현장 주입과 모델의 차이점을 보면, Case 8 모델에 의한 지하수위 상승이 현

장 실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Case 8 및 Case 14의 모델에서의 주입 종료 이후 지하수위 회복에 보다 장기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장 주입과 모델의 차이점은 1) 현장 주입 시 관측정은 지하수 흐름의 측면에 위치한 



276 ∙ 최명락ㆍ차장환ㆍ김규범

반면 모델상에서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2) 현장 주입은 1개 주입정을 활용하였으나, 모델에서는 4개의 주입정에 의

한 중첩 효과가 존재하며, 3) Case 8의 경우 연속 주입의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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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연속 주입 조건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Case 1, 8, 15, 22)에 대하여 주입 이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입 시

점부터 주입 종료 이후 20일간의 물수지 결과를 비교하였다. 인공함양 영역의 총 유출량에서 유입량 및 강우에 의한 자연 

함양량을 제외함으로써 인공함양에 의한 주입 효과 및 저류량을 평가하였다(Fig. 6). 그림의 빗금친 부분을 보면, Case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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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5 m3, Case 8은 1,793.5 m3, Case 15는 1,916.9 m3, Case 22는 1,983.7 m3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주입량 1,200 

m3을 제외하면, Case 1은 437.5 m3 (주입량의 36.5%), Case 8은 593.5 m3 (49.5%), Case 15는 716.9 m3 (59.7%), Case 22

는 783.7 m3 (65.3%)이 종료 이후에 대수층 내에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75 m3/day의 연속 주입이 총량적 관점에서 효

율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의 주입 종료 후 수 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구지역 하류부에서 224 m3/day (연구지역 소분지내 농업용수 

일평균 총수요량에 해당)의 취수가 이루어진다면, 인공함양에 의하여 증가된 양과 당초 대수층내에 부존되는 양(약 700 

m3/day)을 합하여 약 1,000~1,500 m3을 취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 약 4~7일 동안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지역은 유역 상류로서 평탄지형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함양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상류 분지의 빠른 지하수 배출 특성이 유지된다면 장기간의 가뭄에 대응하기에는 인공함양에 의한 용수 확보만으로

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함양지역의 하류 출구부는 비교적 좁은 지역으로서 함양 원수의 장기간 저류를 위한 차수

벽의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차수벽의 설치에 따른 저류 효과가 반영된 모델 평가를 통하여 가뭄에 안

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용수 확보 시스템이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입정에 의한 인공함양 방식만을 고려하였으나, 총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함양의 효과도 증가하

는 만큼 대용량 주입을 위해서 수로(Ditch) 방식의 주입 시스템 또는 혼합형 등이 고려될 필요도 있다. 또한, 주입 종료 이

후 경과시간이 길어지면 주입 효율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므로 수요 시점을 기준으로 주입 시간과 기간을 결정

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지역의 대수층의 이방성 및 지층 분포, 기존 양수정의 양수량 파

악의 어려움 등 수치모사의 한계가 있지만 추후 인공함양 대상지의 정밀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치모델링을 실시한

다면 보다 정확한 인공함양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지역과 같은 소분지 내 가뭄발생시 대체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용수 확보를 위하여 평시 잉여 수

자원의 함양 및 사용 후 남은 용수의 재이용 및 재함양 등 순환시스템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물 부족 시기에 대응하

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장 자연 주입시험을 통하여 주입정의 주입량을 산정한 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주입량과 주입 기간의 

변화를 주면서 각 주입 조건별 지하수위 변화 및 물수지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입정에 의한 주입효과를 예

비 평가하였다.

주입 총량을 유지하였을 때 주입량, 주입 주기 및 주입정으로부터 관측정까의 거리에 따라 지하수위 상승 및 회복 패턴

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위 상승이 주입량과 비례하는 선형 관계를 보이진 

않았으며, 주입 간격이 길어지면 주입횟수가 적어져 최대 수위상승시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가지 공당 주입량 

조건하에 총량 1,200 m3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 주입량 대비 36.5~65.3%의 함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장기간의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수벽 등 지하수 저류시설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향후 주입정 뿐 아니라 수로 방식의 함양 시스템에 대한 평가, 주입 시설의 배치 효과에 대한 평가, 주입 시설 설계 특성에 

따른 효과 평가 등이 모델 및 현장 실험을 통하여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류 소분지에서의 인공함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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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를 위하여 함양 및 취수에 대한 적정 시나리오의 발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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