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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erforms to evaluate adaptability of seashore filtering type seawater-intake which adapts 

dua1 filter well alternative for direct seawater-intake. This study varies filter condition of seashore 

free surface aquifer which is composed of sand layer then installs real size dual filter well and single 

filter well to evaluate water permeability and proper pumping amount according to filter condition. 

According to result of step aquifer test, it is analysed that 110.3% synergy effect of water permeability 

coefficient is happened compare to single filter since dual filter well has better improvement. dual 

filter has higher water permeability coefficient compare to same pumping amount, this means dual 

filter has more improved water permeability than single filter. According to analysis  result of 

continuous aquifer test, it is evaluated that dual filter well (SD1200) has higher water permeability 

than single filter well (SS800) by analysis of water permeability coefficient using monitoring well and 

gauging well, it is also analysed dual filter has 110.7% synergy effect of water permeability 

coefficient. As a evaluation result of pumping amount according to analysis of water level dropping 

rate, it is analysed that dual filter well increased 122.8% pumping amount compare to single filter well 

when water level dropping is 2.0 m. As a result of calculating proper pumping amount using water 

level dropping rate, it is analysed that dual filter well shows 136.0% higher pumping amount compare 

to single filter well. It is evaluated that proper pumping amount has 122.8~160% improvement 

compare to single filter, pumping amount improvement rate is 139.6% compare to averaged single 

filter. In other words, about 40% water intake efficiency can be improved by just installation of dual 

filter compare to normal well. Proper pumping amount of dual filter well using inflection point is 

2843.3 L/min and it is evaluated that daily seawater intake amount is about 4,100 m3/day (≒4094.3 

m3/day) in one hole of dual filter well. Since it is possible to intake plenty of water in one hol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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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bility is anticipated. In case of intaking seawater using dual filter well, no worries regarding damages on facilities caused by natural 

disaster such as severe weather or typhoon, improvement of pollution is anticipated due to seashore sand layer acts like filter. Therefore, It 

can be alternative of environmental issue for existing seawater intake technique, can save maintenance expenses related to installation fee 

or damages and has excellent adaptability in economic aspec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a basic data of site demonstration 

test for adaptation of riverside filtered water of upcoming dual filter well and this study is also anticipated to present standard of well design 

and construction related to riverside filter and seashore filter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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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에서는 바닷가 주변의 상가나 수협 등의 활어 위판장 등에 많은 양의 해수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해수는 기상악화나 태풍 등에 의해 관

련시설이 수시로 파손되고 조기 폐색되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염된 해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해수취수의 대안으로 이중필터취수정을 적용한 해변여과 방식의 해수취수 적용

성을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층으로 이루어진 해변의 자유면대수층에서 필터조건을 달리하여 실규모의 이중필터취수정과 

단일필터취수정을 각각 설치하고 설치된 우물에서 단계 및 연속대수성시험을 실시하여 필터재 조건에 따른 투수특성 및 적정양수량을 평가

하였다. 단계대수성시험 분석결과 이중필터 취수정에서 우물 개량의 정도가 양호하여 단일필터 대비 110.3%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 양수량 대비 이중필터의 투수계수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이중필터가 단일필터에 비해 투수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연속대수성시험 분석결과 관측정 및 양수정을 이용한 투수계수 분석에서 이중필터취수정(SD1200)이 단일필터취수정(SS800)에 

비해 높은 투수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중필터가 단일필터 대비 평균 110.7%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수위강하량 분석을 통한 양수량 평가결과, 수위강하 2.0 m일 때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22.8%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수위강하량을 이용하여 적정양수량을 산정한 결과 이중필터취수정이 단일필터취수정에 비해 136.0% 높은 양수량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곡점을 이용한 양수량 평가결과 이중필터가 단일필터에 비해 160.0% 높은 적정양수량을 보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적정양수량의 경우 분석방법에 따라 단일필터 대비 122.8~160.0%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평균한 단

일필터 대비 이중필터의 양수량 개선율은 139.6%이다. 즉, 이중필터 설치만으로 일반적인 우물 대비 취수효율이 40% 정도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곡점을 이용한 이중필터취수정의 적정양수량은 2843.3 L/min로써 이중필터취수정 단일공의 일 해수취수량은 약 4,100 

m3/day (≒4094.3 m3/day)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공당 다량의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수취수의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이중필터취수정을 이용하여 해수취수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에 문제시되었던 기상악화나 태풍 등에 의한 파손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변의 모래층이 필터재 역할을 하여 오염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존 해수취수기술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설치비용 및 파손등과 관련된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 면에서도 유리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그 적용성이 매우 높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수행예정인 이중필터취수정의 강변여과수 적용을 위한 현장실증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

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강변여과 및 해변여과기술과 관련된 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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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로 그 양은 물론 해수개발의 발전가능성 또한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Gille, 

D., 2003). 국내에서는 바닷가 주변의 상가나 수협 등의 활어 위판장 등에 많은 양의 해수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해수는 

해수인입관을 항내 또는 근교의 해변(50~200 m)에 직접 매설하여 취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상악화나 태풍 등에 의해 관

련시설이 수시로 파손되고 취수관 말부의 부식과 생물체의 부착 등에 의해 조기 폐색되어 잦은 교체에 따른 시간적, 경제

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항내 또는 해안상가 밀집지역 인접 해변의 경우 해수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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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오염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며 기 설치된 대부분의 해수 취수관은 오염된 해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항내에 여과사로 여과층을 조성하고 여기에 유공관

을 매설하여 해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식이 제안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여과사의 폐색이 자주 발생하거나 유속이 집중되어 

관이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Hongik University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1).

본 연구는 직접적인 해수취수의 대안으로 이중필터취수정을 적용한 해변여과 방식의 해수취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우물에서 필터층의 설치는 급격한 효율저하를 방지하고 우물의 스크린 주변에 양호한 투수성대를 형성시켜

주는 인공 우물개량의 한 방법이다(Han, 1998; Driscoll, Fletcher G, 1986). 자유면대수층을 활용하는 우물의 취수량, 취

수효율 및 장기적인 안정성 등은 정호설치 지점의 지하수위 분포상태, 토층 구성상태에 따른 수리지질조건, 스크린의 성

능, 필터층의 유무 및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된다(Song et al., 2016).

취수정의 효율과 필터조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Smith (1954)는 최상의 취수량 확보를 위한 대수층의 

입도 대비 필터재의 특정입도와의 비를 4~6 사이로 제시하였다. Blair (1970)는 효과적인 필터층 설계를 위해 최적 입경, 

입자형태, 두께에 대한 권장안을 제시하였다. Rafferty (2001)는 필터재의 효율적인 입경, 균질계수, 두께, 형태, 배치에 관

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 (2014)은 이중필터팩과 단일필터팩에 대한 수리전도도와 

우물효율을 분석하여 필터조건이 수리특성과 우물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ong et al. (2016, 2017)은 자유면

대수층을 모사하여 필터층이 취수량 및 우물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내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3개월에 걸친 장기

모형시험을 통해 충적우물에서 필터층 변화에 따른 투수특성, 적정양수량 및 장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를 통해 필터재 조건에 따른 성능을 검증한 바 있다(Song et al., 2018).

이중필터취수정의 해수취수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토층으로 이루어진 해변의 자유면

대수층에서 필터조건을 달리하여 실규모의 이중필터취수정과 단일필터취수정을 각각 설치하고 설치된 우물에서 단계 및 

연속대수성시험을 실시하여 필터재 조건에 따른 투수특성 및 적정양수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수취

수에서의 단일필터취수정 대비 이중필터취수정의 효율향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해수취수에 대한 이

중필터취수정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수행예정인 이중필터취수정의 강변여과수 적용을 위한 현장실증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

정이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충적층 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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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사지층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공의 시추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시추조사공은 대수성시험 과정에서 

관측정으로 활용하였다. 지층구성은 모래층, 자갈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으로 구성되며, 주요 대수층이 되는 모래, 자갈

층의 층후는 이중필터 취수정 설치위치에서는 9.7 m, 단일필터 취수정 설치위치에서는 9.6 m로 유사한 지층구성 및 층후

를 보인다(Fig. 1).

시추조사 시 표준관입시험으로 채취된 토사시료에 대하여 한국공업규격(KS F)에 의거하여 각 공당 3회씩 총 9회의 실

내시험을 실시하였다(Table 1). 체분석결과 주 자유면대수층의 역할을 하는 풍화대 상부 지층은 모래 및 자갈로 구성되고 

통일분류상 SP로 분류되었다. 육안관찰시에도 전반적으로 입도분포는 불량하나 세립질의 함량이 거의 없어 양호한 대수

층을 형성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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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No. Depth (m) USCS
Sieve analysis Grain size (mm)

#4 (%) #200 (%) 0.005 (mm) D60 D30 D10

GG-01

6.0 SP 94.9 2.4 - 1.729 0.948 0.435

9.0 SP 70.4 3.4 - 3.100 1.085 0.415

15.0 SM 99.5 35.8 12.0 0.361 0.045 0.003

GG-02

6.0 SP 100 1.3 - 1.371 0.840 0.526

9.0 SP 73.6 4.4 - 2.562 0.882 0.307

15.0 SM 99.7 26.5 9.0 0.706 0.128 0.007

GG-03

7.0 SW 97.9 4.3 - 1.728 0.854 0.219

12.0 SM 100 22.3 6.9 0.704 0.166 0.012

15.0 SM 98.5 20.5 - 0.904 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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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의 필터재로 사용되는 모래 및 자갈은 국내 주문진사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문진

사의 규격에 맞춰 필터재의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필터설계기준(NAVFAC, 1986)에 따른 모래층의 필터조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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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필터 < 9.07mm, 1.92mm < (D15)필터 < 9.6mm,   (D50)필터 ＜ 29.825mm에 부합되는 필터재는 2.0~5.0m로 평가

되었다. 또한 강변여과수 설계기준에 의한 모래층의 필터조건은 외부필터 F60out 2.816mm~5.484mm, 내부필터 

F60in=11.264mm~21.936mm로 내부필터재는 2.0~5.0m, 외부필터재 5.0~10.0mm 규격이 적당하며, 이때의 계산상 스

크린 슬롯폭은 2.742mm로 적정 슬롯폭은 2mm가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가지 방식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SPT시

료 채취시 세립분의 유실율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래층의 외부필터재는 2.0~5.0mm의 여과사와 내부필

터재는 5.0~10.0m가 가장 적당하며, 이때 스크린의 슬롯폭은 2mm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

본 연구에서 이중필터취수정 및 단일필터취수정의 설치에 필요한 주요 장치는 케이싱, 필터재, 스크린, 취수관 및 취수

본관, 수중모터펌프, 지하수위계, 유량계 등이 필요하며, 각각의 장치 및 재료에 대한 사양은 아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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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ual filter well Single filter well

Casing
∙ In-Casing OD: 980 mm, ID: 940 mm

∙ Out-Casing OD: 1200 mm, ID: 1100 mm
∙ Casing D: 800 mm

Filter material
∙ Filter material (Sand) : D2.0~5.0 mm

∙ Filter material (Gravel) : D5.0~10.0 mm
∙ Filter material (Sand) : D2.0~5.0 mm

Screen

∙ External diameter : Ø408 mm

∙ Slot width : 2.0 mm

∙ Vent Ratio : 22.7%

∙ Material : STS 316L

∙ External diameter : Ø408 mm

∙ Slot width  : 2.0 mm

∙ Vent Ratio : 22.7%

∙ Material : STS 316L

Water pipe ∙ D150mm ∙ D150 mm

Water intake pipe ∙ STS D400 mm ∙ STS D400 mm

Submerged motor pump ∙ 380 V, 40 HP ∙ 380 V, 15 HP

Water level meter
∙ D22 mm × H129 mm

∙ Accuracy : ±0.05%

∙ D22 mm × H129 mm

∙ Accuracy : ±0.05%

Ultrasonic flowmeter
∙ Sensor range : 15~100 mm

∙ Accuracy : ±1%

∙ Sensor range : 15~100 mm

∙ Accuracy : ±1%

����

이중필터취수정의 경우, GL-8.5까지 모래층, GL-8.5~9.7까지 자갈질모래, GL-9.7하부로는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굴착심도는 15.5 m로 계획하였다. 필터재 충진 층후는 13.5 m로 하였으며, 두께는 총 80 cm로 내부필터재는 직경 

5~10 mm의 여과사리를 적용하였고, 외부필터재는 직경 2~5 mm의 여과사를 적용하였다. 스크린의 슬롯폭은 2 mm이며, 

총 길이는 5 m로 취수관에 포함되고 모래층, 자갈질모래층, 풍화토층에 걸쳐 설치되도록 하였다.

단일필터취수정의 경우, GL-8.0까지 모래층, GL-8.0~9.6까지 자갈질모래, GL-9.6하부로는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굴착심도는 15.5 m로 계획하였다. 필터재 충진 층후는 13.5 m로 하였으며, 두께는 총 40 cm로 필터재는 직경 2~5 

mm의 여과사를 적용하였다. 스크린의 규격 및 설치내용은 이중필터취수정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각각의 설계에 대한 

내용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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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필터 취수정과 같은 400 mm 이상 규격의 취수정은 일반적인 천공장비로 굴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케이싱을 압

입하여 굴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중필터 및 단일필터 취수정의 설치순서는 다음과 같다(Fig. 3).

① 오실레이터 셋팅 : 취수정 설치위치에 케이싱 압입을 위한 장치인 오실레이터 설치.

② 외부케이싱 압입 및 굴착 : 오실레이터를 사용하여 외부케이싱을 좌우로 회전시키며 압입. 케이싱 내 토사는 해머글

래브, 치즐을 이용하여 굴착 및 제거.

③ 내부케이싱 설치 : 설치된 외부케이싱 내부에 설치되며, 이중필터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수행. 단일필터 취수정에서

는 본 공정이 제외됨

④ 취수관 제작 : 무공관과 스크린이 결합된 취수관 제작

⑤ 취수관 설치 : 내부케이싱 내에 설치되며, 하부에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스크린이 설치되며, 내부에는 수중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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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 설치되어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구조임

⑥ 필터재 충전 : 이중필터에는 2개 규격, 단일필터에는 1개 규격의 필터재가 충전되며, 이중필터에서 입도가 큰 필터

재는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사이에 설치되고, 입도가 작은 필터재는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에 설치

⑦ 내부케이싱 인발 : 케이싱 내․외부의 압력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수직 인발. 단일필터 취수정에서는 본 공정

이 제외됨

⑧ 외부케이싱 인발 : 필터재와 원지반의 교란최소화를 고려해 수직 인발

⑨ 몰탈채움 : 우수 등의 공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수정 상부에 시멘트 몰탈 시공

⑩ 우물자재 설치 : 수중펌프, 지하수위 측정관 등 취수 및 관측용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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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이중필터 및 단일필터취수정을 대상으로 단계대수성시험,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 수행하였다(Table 3).

단계대수성시험은 양수량에 따른 수위강하량을 평가하여 양수정의 효율이나 영향반경, 수리상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Dawson and Isotak, 1991). 단계대수성시험은 적어도 3단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Cho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5단계

로 수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소요시간은 2시간씩으로 취수정 당 총 10시간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양수정안에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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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대수성시험은 단계대수성시험 완료 후 지하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를 측정하였다. 양수시험시 측정하는 사항은 양수전의 자연수위, 양수시작과 종료시간, 양수량, 

양수 중의 일정시간별 수위, 그리고 양수량의 변화시간 측정하였다. 연속대수성시험의 시험시간은 16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회복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프작동을 중지시키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 측정하였다. 시험시

간은 별도 확정하지 않고 양수정의 수위가 최초수위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취수정당 4.3시간 

회복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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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Out casing 

size

(mm)

Screen 

size

(mm)

Filter condition Test time(hr)

Inner Outer Step 

drawdown 

test

Pumping test Recovery testFilter 

material 

Thickness

(mm)

Filter 

material

Thickness

(mm)

SD1200 1200 400 Gravel 290 Sand 110
2 hr × 5 step 16 hr 4.3 hr

SS800 800 400 Sand 200 -

�������	��

이중필터인 SD1200(A)의 경우, 약 1단계 평균 1513.4 L/min에서 5단계 평균 3248.0 L/min로 양수를 수행하였으며, 

이때의 취수정에서의 수위 강하량의 평균값은 99.8 cm~468.0 cm로 나타났다. 취수정에서 4.8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

(OW-1)에서는 5단계 시험에서 평균 125.57 cm 수위강하량을 보였으며, 14.95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OW-2)에서는 5

단계에서 평균 53.65 cm의 수위강하량을 보였다.

단일필터인 SS800의 경우, 약 1단계 평균 523.7 L/min에서 5단계 평균 2476.7 L/min로 양수를 수행하였으며, 이때의 

취수정에서의 수위 강하량의 평균값은 44.95 m~291.15 cm로 확인되었다. 취수정에서 5.6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

(OW-1)에서는 5단계 시험에서 평균 112.95 cm 수위강하량을 보였으며, 21.30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OW-2)에서는 5

단계에서 평균 49.71 cm의 수위강하량을 보였다. 단계대수성 시험결과는 Table 4,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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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ep
Ave. Yield 

(L/min)

Drawdown water level (cm)

Pumping well Observation well

Total d OW-1 (Total) OW-2 (Total)

SD1200 (A)

step1 1513.4  99.80  99.80  41.23  14.51  

step2 1971.9 153.20 53.40 68.18 28.37 

step3 2498.2 217.69 64.49 95.18 40.56 

step4 2940.2 308.75 91.06 116.26 49.19 

step5 3248.0 468.00 159.25 125.57 53.65 

SS800

step1 523.7 44.95 44.95 16.75 5.58 

step2 1031.3 93.77 48.82 38.81 16.09 

step3 1495.5 147.49 53.72 62.79 27.89 

step4 1978.4 208.92 61.43 87.34 39.15 

step5 2476.7 291.15 82.23 112.95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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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대수성시험은 단계양수시험에서 변곡점을 이용한 적정양수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양수량으로 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이중필터취수정에서 평균 2509.8 L/min, 단일필터취수정에서 1595.7 L/min로 양수를 수

행하였으며 이때의 양수정에서의 수위강하량은 이중필터취수정에서 257.8 cm, 단일필터취수정에서 175.7 cm로 관측되

었다. 수위강하량을 변화양상을 볼 때, 이중필터취수정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시험시

작 후 500분 이후부터는 양수정 및 관측정의 수위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양수

량과 지하수 공급량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일필터취수정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하수위가 지

속적으로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관측정 수위는 이중필터취수정의 경우, 취수정에서 4.8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OW-1)에서는 97.4 cm 수위강하량을 

보였으며, 15.00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OW-2)에서는 46.2 cm의 수위강하량을 나타냈다. 단일펄터취수정의 경우에는 

취수정에서 5.6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OW-1)에서는 76.7 cm 수위강하량을 보였으며, 21.3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

(OW-2)에서는 33.6 cm의 수위강하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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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시험 결과

이중필터취수정에서의 수위회복은 양수가 종료된 즉시 발생되었으며, 이중필터 및 단일필터 취수정 모두에서 양수종

료 후 30분 정도에 시험전 지하수위의 약 80%의 회복율을 보였다(Fig. 6). 시험전 지하수위 90% 이상 회복된 시점을 보면, 

이중필터취수정은 양수종료 92분, 단일필터취수정은 152분이 소요되었다. 단일필터취수정이 이중필터취수정에 비해 수

위강하량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고려할 때, 수위회복 양상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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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면대수층에서의 투수계수의 산정은 양수정의 수위강하량과 영향권을 이용하는 방법과 수두를 측정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관측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양수정을 이용하는 경우, 투수계수는     일때,    ,    일 

때,     이므로 다음 식에 의해 계산 가능하다. 또한 관측정을 이용하는 경우의 투수계수는     일때,    , 

    일때,     이므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log    
 (1)

여기서,   : 투수계수,   : 양수량,  : 영향반경,   : 양수정의 반경,   : 양수정에서의 안정수위,   : 양수 개시전 초기

지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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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측정을 이용하는 경우의 투수계수는     일때,    ,     일때,     이므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Thiem, 1906). 





















,  


 

  

 

  log    
 (2)

여기서,   : 관측정 OW-1까지의 거리,   : 관측정 OW-2 까지의 거리,   : 관측정 OW-1의 지하수위,   : 관측정 OW-2의 

지하수위

양수정을 이용하는 경우 영향반경을 산출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취수정의 영향반경을 50 m로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또한 관측정의 지하수위는 시험직전 측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자유면대수층의 두께는 시추조사 성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영된 대수층두께, 관측정의 거리, 지하수위, 영향반경, 우물(취수본관)의 반경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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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Unconfined aquifer 

thickness (cm)

Distance from Well (cm) Groundwater level 

(GL-cm)

Influence radius

(cm)

Well radius

(cm)OW-1 OW-2

SD1200 970 480 1500 395 5000 20

SS800 960 560 2130 406 5000 20

단계대수성시험 성과를 분석하면, 이중필터취수정에서 평균 투수계수는 관측정을 활용한 경우 0.274 cm/sec, 양수정

을 활용한 경우 0.342 cm/sec로 분석되어 양수정을 활용한 분석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단일필터 취수정의 평균 투수계수

는 0.296 cm/sec와 0.310 cm/sec로 분석되었다(Table 6). 이중필터취수정이 관측정을 이용하는 경우 단일필터취수정보

다 낮은 투수계수 값을 보이나 양수정을 이용하는 경우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Fig.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중필터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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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Step
Ave. Q

(L/min)

Drawdown water level (cm) k (cm/sec)

PW OW-1 OW-2

Use Observation well Use Pumping well

by step
Average

(3~5 step)
by step

Average

(3~5 step)

SD1200

step1 1513.4 99.80 41.23 14.51 0.313 

0.274

0.422 

0.342

step2 1971.9 153.20 68.18 28.37 0.284  0.378  

step3 2498.2 217.69 95.18 40.56 0.272  0.360  

step4 2940.2 308.75 116.26 49.19 0.269  0.331  

step5 3248.0 468.00 125.57 53.65 0.281  0.298  

SS800

step1 523.7 44.95 16.75 5.58 0.306  

0.296

0.321  

0.310

step2 1031.3 93.77 38.81 16.09 0.305  0.317  

step3 1495.5 147.49 62.79 27.89 0.298  0.309  

step4 1978.4 208.92 87.34 39.15 0.296  0.308  

step5 2476.7 291.15 112.95 49.71 0.29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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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의 수위강하량이 단일필터취수정에 비해 낮기 때문인 이중필터취수정의 대수층의 포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양수정에서의 투수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볼 때, 이중필터 취수정에서 우물 개량의 정도가 양호

하여 단일필터 대비 110.3%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0�#��
��

��4�
	���������������
��	
�
	%��'�������	��������	
���	�
���
		�

단계별 투수계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관측정을 이용한 투수계수 평가결과 유량증가에 따라 단일필터와 이중필터 모

두에서 일정한 비율로 투수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Fig. 8). 그러나 양수정을 

이용한 투수계수 분석결과에서는 동일 양수량 대비 이중필터의 투수계수가 높게 나타나며(Fig. 8), 이는 이중필터가 단일

필터에 비해 투수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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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수성시험에 따른 투수계수는 이중필터취수정에서 관측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0.309 cm/sec로 평가되

었으며, 양수정을 이용한 경우에는 0.337 cm/sec로 양수정을 이용한 평가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단일필터 취수정의 경

우에는 관측정을 이용한 경우 0.279 cm/sec로 평가되었으며, 양수정을 이용한 경우 0.304 cm/sec로 분석되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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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Ave. Yield (L/min)
Drawdown  water level (cm) k (cm/sec)

PW OW-1 OW-2 Use Observation well Use Pumping well

SD1200 2509.76 257.8 97.37 46.23 0.309  0.337  

SS800 1595.72 175.7 76.7 33.61 0.279 0.304 

장기대수성시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투수성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중필터취수정(SD1200)과 단일필터취수정

(SS800)에서 모두 초기에는 높은 투수계수 값을 보이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시험 시작 후 

500분 이후 구간에서는 안정화되어 일정한 투수계수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필터 취수정(SD1200)은 단

일필터 취수정(SS800)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투수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Fig. 9), 결과적으로 이중필터취수정은 단일

필터취수정 대비 평균 110.7%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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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시험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리해석 프로그램인 AQTESOLV를 활용하여 수리상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중필

터취수정인 SD1200에서 0.286 cm/sec, 단일필터취수정인 SS800에서 0.285 cm/sec로 평가되었다(Table 8). 분석결과 

이중필터취수정과 단일필터취수정의 투수계수가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중필터와 단일필터 취수정의 

지층구성 및 대수층 분포심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수종료 후 수위상승의 패턴이 일치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결과적으로 양수종료 후 수위상승을 분석한 회복시험의 투수계수는 필터재의 역할보다는 원지반의 투수성에 따른 영

향에 지배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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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Ave Yield (L/min) k (cm/sec) T (cm2/sec)

SD1200(A) 2509.76 0.286 157.2

SS800 1595.72 0.285 151.2

SD1200(B) 1677.44 0.330 320.1

#�$	!"

각 단계별 평균양수량와 양수정에에서의 수위강하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적정양수량을 평가하였다. 이중필터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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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200)과 단일필터취수정(SS800)에 대한 지하수위강하량과 양수량과의 관계는 Fig. 10에 도시한 바와 같다.

관계식을 근거로 하여 수위강하 심도가 200 cm인 경우로 가정하여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평가하면 이중필터취수정의 

적정양수량은 2350.2 L/min로 평가되었으며, 단이필터취수정의 적정양수량은 1913.2 L/min로 평가되어 이중필터취수

정이 단일필터취수정 대비 약 437.1 L/min 높은 적정양수량을 보인다(Table 9). 즉, 이중필터취수정을 설치하는 것이 단

일필터취수정을 설치하는 것보다 122.8%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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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No. Regress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ptimum yield (L/min)

SD1200(A) Q = -0.0133 × 


2 + 12.31 × 


 + 420.21 0.9916 2350.2

SS800 Q = -0.0112 × 


2 + 11.672 × 


 + 26.757 0.9971 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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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평균양수량과 양수정에서의 수위강하량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수위강하량의 정도에 따른 적정양수량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위 강하량과 우물 손실계수를 토대로 적정양수량 평가가 가능하다. 지하수위 강하량()은 양수량

( ), 수리전도도, 비산출량, 우물로부터의 거리, 양수시간과 연관된 함수이다(Atkinson et. al. 2010). 우물 인접부 물의 흐

름은 난류형태를 보이며, 우물로부터 멀어질수록 유속이 감소하여 층류형태가 된다. 난류는 필터의 클로깅을 야기하며, 

시간이 지속될수록 수리저항이 증대되어 우물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수층과 우물에서 발생되는 층류 및 난류흐름에 

따른 수리저항은 수위강하를 유발한다. 우물의 적정양수량은 수위강하량을 양수량으로 나눈 값인 비수위강하량( / )

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능한 양수량을 의미한다. Jacob(1947)은 단계양수시험시 수위강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3)

여기서,   : 수위강하량,   : 양수량,   : 선형우물 손실계수,   : 비선형우물 손실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Rorabaugh 

(1953)는 양수정에서 지하수를 채수할 때 전체 수위강하량 ()을 다음 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은 통상 2~3의 범위를 갖

으나 Jacob(1947)이 제시한 2값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된다(Skinn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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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와 값은 단계양수시험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생산능력을 표현하는 비양수량()은 양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특성이 있다. 와 값은 비수위강하량( )과의 관계를 통해 계산이 가능하며,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5)

비수위강하량과 양수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10), 단일필터취수정인 SS800은 이중필터취수정인 SD1200 대비 

동일유량에서 높은 비수위강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필터취수정이 이중필터취수정에 

비해 우물에서의 수위강하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양수량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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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Step
Q sw sw/Q

(L/min) (m3/day) (cm) (m) (day/m2)

SD1200

step1 1513.39 2179.28 99.8 0.998 0.00046 

step2 1971.88 2839.51 153.2 1.532 0.00054 

step3 2498.17 3597.36 217.69 2.1769 0.00061 

step4 2940.21 4233.90 308.75 3.0875 0.00073 

step5 3247.96 4677.06 468 4.68 0.00100 

SS800

step1 523.68 754.10 44.95 0.4495 0.00060 

step2 1031.27 1485.03 93.77 0.9377 0.00063 

step3 1495.54 2153.58 147.49 1.4749 0.00068 

step4 1978.36 2848.84 208.92 2.0892 0.00073 

step5 2476.7 3566.45 291.15 2.9115 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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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위강하량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면에서 2.0 m 수위하강시의 적정양수량을 산정한 결과 이중필터인 SD1200의 경

우, 2552.4 L/min로 분석되었으며, 단일필터인 SS800의 경우, 1875.3 L/min로 평가되었다(Table 11). 결과적으로 이중



66 ∙ 송재용ㆍ이상무ㆍ강병천ㆍ이근춘ㆍ정교철

필터취수정이 단일필터취수정에 비해 136.0% 높은 적정양수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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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Regression equation(×10-3 d/m2) B C Optimum Yield (L/min)

SD1200(A) 


 = 0.0001  + 0.1766 0.1766E-03 0.0001E-03 2552.4 

SS800 


 = 0.00008  + 0.5246 0.5246E-03 0.00008E-03 1875.3 

일반적으로 우물의 적정양수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변곡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변곡점을 이용하는 평가는 수위강하

량에 따른 양수량의 변화추이를 바탕으로 2개의 선형식을 사용하여 그 접점에 해당하는 적정양수량을 산출한다(Fig. 12).

변곡점을 이용한 평가결과 이중필터취수정 SD1200의 적정양수량은 2848.3L/min로 평가되었으며, 단일필터취수정

인 SS800의 적정양수량은 1777.5L/min로 평가되었다(Table 12). 이중필터와 단일필터취수정의 적정양수량을 비교하

면, 이중필터가 단일필터에 비해 160.0% 높은 적정양수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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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Regression equation sw (cm) Optimum Yield (L/min)

SD1200
Eq 1 Q =  8.3468 × 


 + 684.9

258.6  2843.3 
Eq 2 Q = 1.9325 × 


 + 2343.6

SS800
Eq 1 Q = 9.4639 × 


 +  113.94

175.8  1777.5 
Eq 2 Q = 6.0603 × 


 +  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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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필터취수정의 해수취수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토층으로 이루어진 해변의 자유면

대수층에서 필터조건을 달리하여 실규모의 이중필터취수정과 단일필터취수정을 각각 설치하고 설치된 우물에서 단계 및 

연속대수성시험을 실시하여 필터재 조건에 따른 투수특성 및 적정양수량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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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대수성시험 분석결과 이중필터 취수정에서 우물 개량의 정도가 양호하여 단일필터 대비 110.3%의 투수계수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 양수량 대비 이중필터의 투수계수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이중필터가 단일필터

에 비해 투수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연속대수성시험 분석결과 관측정 및 양수정을 이용한 투수계수 분석에서 이

중필터취수정(SD1200)이 단일필터취수정(SS800)에 비해 높은 투수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중필터가 

단일필터 대비 평균 110.7%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복시험 분석결과, 이중필터취수정

(SD1200)과 단일필터취수정(SS800)이 동일한 투수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양수가 종료된 후의 투

수계수가 필터재의 역할보다는 원지반의 투수성에 따른 영향에 지배를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위강하량 분석을 통한 양수량 평가결과, 수위강하 2.0 m일 때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437.1 

L/min 높은 적정양수량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이중필터 취수정이 122.8%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수위강하량과 양수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일필터취수정에서 이중필터취수정에 비해 우

물에서의 수위강하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양수량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수위강하량을 이용하여 지하수

위면에서 2.0 m 수위하강시의 적정양수량을 산정한 결과 이중필터취수정이 단일필터취수정에 비해 136.0% 높은 양수량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곡점을 이용한 양수량 평가결과 이중필터가 단일필터에 비해 160.0% 높은 적정양수량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물의 필터층을 이중필터로 적용하는 경우 우물개량에 따른 투수특성이 개선되고 이로 인하여 취수량이 

증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양수량의 경우 분석방법에 따라 단일필터 대비 122.8~160.0%의 개

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평균한 단일필터 대비 이중필터의 양수량 개선율은 139.6%이다. 즉, 이중필터 

설치만으로 일반적인 우물 대비 취수효율이 40% 정도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곡점을 이용한 이중필터취수정의 적정양수량은 2843.3 L/min로써 이중필터취수정 단일공의 일 해수취수량은 약 

4,100 m3/day (≒4094.3 m3/day)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공당 다량의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수취수

의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필터취수정을 이용하여 해수취수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에 문제시되었던 기상악

화나 태풍 등에 의한 파손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변의 모래층이 필터재 역할을 하여 오염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존 해수취수기술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설치비용 및 파손등과 

관련된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 면에서도 유리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그 적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변

과의 거리 및 담수지하수의 유입정도에 따라 해수의 염도가 변동될 수 있어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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