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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ricultural groundwater use accounts for 51.8% of total groundwater use, so accurate estimation of 

groundwater use is important for efficient groundwater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for estimating the groundwater use of agricultural (rice farming and dry-field 

farming) wells using regression tree model based on the measured data of 370 wells. Three input 

variables of the model were evaluated as being significant: well depth, pipe diameter, and pump 

capacity, and the importance of each variable was 75% for well depth, 17% for pipe diameter, and 8% 

for pumping capacity. The daily usage of agricultural (rice farming and dry-field farming) wells by the 

regression tree model was estimated to be very similar to the actual usage, compared to the previous 

estimation method propos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reliability of the usage statistics will be improved if additional observed data is 

secured and this classification method i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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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농업용 지하수 이용은 국내 지하수 이용량의 51.8%를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이용량 산정은 지하수의 효

율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70개 관정의 이용량 실측 자료를 토대로 회귀나무 

모형을 적용한 농업용(전작 및 답작용) 관정의 지하수 이용량의 산정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델의 

입력 변수는 우물의 심도, 토출관 구경, 양수능력 등 3개가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모델에서의 각 

변수의 중요도는 우물의 심도가 75%, 토출관 구경이 17%, 양수능력이 8%로 나타났다. 회귀나무 모형

에 의한 농업용(전작 및 답작용) 관정의 일 이용량은 실측 이용량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추정식에 비하여 실측 이용량에 보다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

가적인 실측 표본 자료를 확보하여 본 방법을 보완, 적용한다면 지하수 이용량 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회귀나무, 용수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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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은 총 1,690,165개소에서 33.8억m3/년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서 농업용 관정은 

800,677개에서 17.5억m3/년을 차지하고 있다(MOCT, 2018). 농업용 관정을 통한 지하수 이용은 수요 농경지 및 농업 활

동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어 개별 관정의 이용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농업용수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 수량, 공급가능량 및 실제 이용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이용량은 기후, 토양, 지역별 재배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요량을 추정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업용수 수요량은 논과 밭 등에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용수량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전체 용수량에서 강우에 의해 공급되는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1994). 현재 농업용수 수요량의 추정 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실측하는 방법, 대표 작물을 대상으로 계측

한 후 일반화 하는 방법, 증발산 이론에 의하여 추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이 되며, 최근에 광역적인 분석에는 증발산 이론

에 의한 추정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Lee, 1988; MLTMA, 2011; Kim and Kim, 2015).

농업용수 수요량의 개념은 작물의 생산성과 관련된 공급 시스템의 관점에서 고려되는 필요수량과 실제 유역내에서 물 

사용으로 증감된 물의 총량을 산정하는 순물소모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에서는 물의 이

송, 손실 등이 공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어 필요수량은 경작에 필요한 순용수량보다 큰 것으로 고려된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서의 이용량의 산정은 국가의 수자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통계를 구하는 것으로서, 기

후 변화 시대에 지하수의 과다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량의 추정은 유량계, 시간계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행정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

장조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 시설의 약 70%가 넘는 소형시설(약 104만공)에는 유량계, 시간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Kim et al., 2013).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한 취수

계획량을 이용량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2개 시군의 7,693개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월별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실측 조사 

및 연간 이용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지하수 이용량 산정 기준을 수립하여 현

재까지 활용되고 있다(MOCT, 2013).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이용량은 시군을 강우량에 의하여 평균 미만, 평균 및 평균 

이상 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별로 선형회귀식에 의하여 이용량을 추정토록 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량은 전작용은 270

일, 답작용은 180일 및 원예용은 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수개월간 실측된 월간 지하수 이용량 자료를 활용하여 전작 및 답작용 지하수 관정의 연간 이용

량 추정 기법을 도출하고 실제 현장의 농업용수 수요량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추정 기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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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에 걸쳐 전국 32개 시군의 7,693개 관정을 대상으로 약 1년 간 지하수 이용량을 

실측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남도 지역내 362개 관정의 지하수 이

용량을 실측한 바 있다. 지하수 이용량의 측정은 매월 동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유량계, 시간계 또는 전력계를 조사하는 방

식으로 수행되었는데, 조사항목은 월간 지하수 이용량, 급수인구, 급수가구, 관정구경, 관정심도, 토출관구경, 펌프 마력, 

양수능력, 가축사육두수, 가축사육종, 측정방법 등으로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에 포함된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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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사 자료 중에서 농업용 관정은 총 3,065개소로서 단순 산술평균에 의한 일 이용량은 약 40.1 m3/일로 나타났으

며, 전작용은 16.9 m3/일, 답작용은 22.3 m3/일, 원예용은 30.4 m3/일, 축산용은 19.0 m3/일에 해당한다. 측정방법별로 이

용량을 보면 유량계에 비하여 시간계나 전력계가 설치된 관정에서의 이용량이 훨씬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시간계와 전력계에 의하여 조사된 이용량 자료는 오차가 큰 것으로 고려되어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원예용과 축산용의 경우에는 재배 작물과 가축 두수 등이 이용량과 밀접한 연관성

이 있어 이들 자료를 입력인자로 설정하여야 하나, 모델의 실제 적용 시 관정 시설과 연계된 재배 작물과 가축 두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농업용으로 가장 많은 용도를 갖고 있는 전작 및 답작용 

관정의 이용량을 모델 개발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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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s
Average use amount by each measurement method (m3/d)

Total Flow meter Time meter Watt hour meter

Dry field farming 16.9 14.9 97.0 20.1

Rice farming 22.3 15.8 142.7 36.8

Floriculture 30.4 12.2 558.2 42.3

Livestock 19.0 7.4 11.1 114.7

지하수 이용량 추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의 입력인자 조건으로는 데이터 취득의 용이성, 대표성, 균질성, 정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력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지하수 관정의 개발 이용 신고서상에 명시된 자료를 입력 인

자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에는 시설의 위치, 관정의 제원(구경, 심도, 양

수능력, 펌프 마력 등), 세부용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한 모델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모델에 사용된 표본의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계와 전력계에 의하여 측정된 이용량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현장 실측된 시설 중에서 입력인자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심도, 구경, 양수능력 

등 일부 시설 제원이 누락된 자료는 제외하였다.

셋째, 데이터의 분포상 산술평균의 약 ±1.5σ (여기에서 σ는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자료는 이상값으로 보아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Kim et al., 2013). 이상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모델 개발을 위한 표본을 결정하였다(Table 2). 이들 

이상값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고 일부 지나치게 높은 값을 포함하여 자료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

델 구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물론, 보다 많은 표본에 의한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된다면 이상값의 

기여도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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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group Number of wells Average daily use (m3/d) Standard deviation (m3/d)

Dry field farming 208 6.95 9.48

Rice farming 162 12.84 12.48

Total 370 9.5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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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되었던 선형회귀식에 의한 시군별 농어용 지하수 이용량 추정 방법은 농어용 이용 특성의 복잡성에 비하여 지나

치게 단순화된 경향이 있어 보다 좁은 지역에서의 이용량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의 선형성, 정규성 및 등분산성 등

의 가정을 전제로 하는 선형회귀식과 달리 회귀나무 분석법은 집단 간의 분산과 집단 내의 분산의 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서 분류를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회귀나무 분석 결과는 나무 구조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하위의 

변수가 결합하여 상위의 목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귀나무 분석법에서는 

분리에 의한 구획화가 존재하게 되어 분리의 경계점에서는 예측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나무 분석방법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 방법의 하나로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들의 조합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회귀나무 분석법은 종속변수가 연속형 자

료일 때 적용 가능한 의사결정나무로서, 변수의 분류와 분류 기준값의 선택 방법으로 F-통계량을 사용한다. F-통계량은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원배치법에서의 검정 통계량과 동일하며 그 값이 클수록 오차

의 변동에 비해 처리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식 노드들이 서로 이질적임을 의미하므로 이 값이 커지는 방

향으로 가지 분할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F-통계량은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총제곱평균(Mean squares for treatments), 는 잔차제곱평균(Mean squares for error), 는 총

제곱합(Sum of squares for treatments)으로서    이며, 는 잔차제곱합(Sum of squares for 

error)으로서  을 의미하며, 는 입력변수의 갯수, 은 데이터의 갯수, 는 예측값, 는 관측값 의 평균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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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전작 및 답작용) 지하수 관정의 이용량 추정 모델 개발을 위하여 출력변수는 현장에서 측정된 일이용량, 입력 변

수는 읍면동의 구분(지역 특성에 따른 농업 활동의 차이 가능성에 대한 접근), 상기 2개의 세부 용도(전작 및 답작용), 우물

의 심도, 관정의 구경, 펌프 마력, 토출관 구경, 양수능력, 급수인수, 가구수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변수를 입력 변수

에 포함 또는 제거하는 등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최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실제값과 예측값

의 상관계수가 가장 크게 제시된 모델은 우물의 심도, 토출관 구경, 양수능력 등 3개를 입력변수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각 변수의 모델상의 중요도는 우물이 깊이가 약 75%, 토출관 구경이 약 17%, 양수능력이 약 8%를 차지하였다.

이상 회귀나무 분석법을 통하여 농업용(전작 및 답작용) 지하수 이용량의 추정을 위한 분류 기준을 도출하였다(Fig. 1). 

수정된 p-value가 모든 분류에 대하여 0.05보다 작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차적으로 우물의 심도에 따라서 지하

수 이용량의 그룹이 분류가 되는데 25 m 이하, 25~70 m, 70~94 m, 94~100 m, 100 m 초과 심도 우물 등의 그룹으로 구분

되어 이용량이 달라짐을 보여주며, 이중에서 25~70 m와 70~94 m 구간의 경우는 다시 토출관 구경, 양수능력에 의하여 이

용량에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하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농업용(전작 및 답작용) 지하수 이용량은 총 8개의 

하부 그룹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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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개발된 농업용(전작 및 답작용) 지하수 이용량은 370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추정 오차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최적의 표본 갯수인 대표요소갯수(Representative elementary count)를 검토해 보았다. 표본은 10개, 30개, 

50개, 100개, 150개, 200개, 250개, 300개 등을 임의로 추출하였으며, 총 10개의 표본에 대한 공당 이용량의 평균값을 도

시해 보았다(Fig. 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의 수가 약 150개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표본에 상관없이 비슷한 공당 

이용량이 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상기에서 개발된 회귀나무 모델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지하수 이용량을 추정할 경우 

표본의 수가 150개 정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용량의 오차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울릉군을 제외한 전

국 79개 군 지역의 전작 및 답작용 관정의 평균 갯수는 1,202 및 3,110개 정도이며(MOCT, 2018), 군별 읍면의 수를 고려

한다면 약 150개 이상의 관정이 위치하므로 읍면별 이용량 추정에 상기 모델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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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본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기 제시한 이용량 추정 방법에 의한 추정량과 본 연구에 의한 모델의 추정값을 비교해 

보았다(Table 3). 공당 평균 이용량의 경우 실제 이용량은 9.53 m3/d인 반면에 환경부의 추정식에 의한 이용량은 6.92 

m3/d으로서 약 27%의 오차가 발생한 반면, 본 모델에 의한 추정 이용량은 9.57 m3/d으로서 0.4%의 오차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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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Estimated groundwater use

Actual use
MOCT (2013) This research

Number of wells 370 370 370

Average use per a well (m3/d) 6.92 9.57 9.53

Total use (m3/d) 2,559.0 3,541.1 3,525.5

한편,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 홍성군 갈산면 신곡리에 대한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와 본 연구

의 관정의 이용량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본 농업용 관정의 이용량 추정 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지역은 분지 내

에 저수지가 없으며 갈수기의 소하천 유량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지하수 관정에 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

역이다.

농업용수 수요량의 추정은 전작지와 답작지로 구분하여 관개용수에 필요한 수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홍

성군 갈산면 신곡리의 현장 답사를 통하여 실제 경작 지역과 품종을 조사하였으며, 각 품종의 생육기별 필요수량을 

HOMW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7; Fig. 3). 연구지역은 전체 면

적 2.11 km2로서 전작지는 0.12 km2, 답작지는 0.13 km2로서 이중 실제 경작되고 있는 답작지는 0.8 km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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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를 위한 4월부터 9월까지의 생육 기간 중에서 모내기 기간(4월 10일~5월 30일, 50일간)은 필요 수량이 강우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전량 지하수에 의하여 공급받아야 한다. 즉, 이 기간 동안에 강우가 거의 없었다면 필요 수량은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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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에 의하여 공급됨을 의미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기간 동안의 전작 용수 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평균 수요

량은 약 193 m3/d로 분석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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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quired quantity (m3) Required quantity (m3/d) 

2007 8,900 178

2008 9,600 192

2009 9,200 184

2010 6,100 122

2011 10,900 218

2012 12,300 246

2013 6,900 138

2014 11,600 232

2015 12,200 244

2016 8,600 172

Aver. 9,630 193

경작이 이루어지는 답작지는 약 0.8 km2로서 감자, 고구마, 고추, 과수, 무, 배추, 수박, 양파, 깨, 콩 등이 재배되고 있으

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약 11,500 m3/y으로서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1.5 m3으로 나

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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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s
Area

(m2)

Required quantity

(2007~2016 Average, m3/y)

Required quantity

(2007~2016 Average, m3/d)

Potato 7,239 1,200 3.3

Sweet potato 1,848 300 0.8

Pepper 9,996 1,100 3.0

Fruit tree 9,587 2,800 7.7

Radish 960 100 0.3

Chinese cabbage 4,703 300 0.8

Water melon 6,107 700 1.9

Onion 3,818 800 2.2

Sesame 31,738 3,900 10.7

Bean 1,672 300 0.8

Sum 77,668 11,500 31.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지역에서의 봄철 모내기 기간 동안의 농업용 필요 수량은 평균적으로 약 225 m3/d에 해

당한다. 본 지역 내에 개발된 농업용 관정은 총 26개소로서, 관정의 심도는 약 20~90 m, 양수능력은 약 25~120 m3/d, 토출

관 구경은 25~60 mm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취수되는 이용량을 상기 회귀나무 모델로 산정한 결과 약 219.8 

m3/d로 추정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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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purpose of 

wells
Number of wells

Range of well depth 

(m)

Range of pumping 

capacity (m3/d)

Range of pipe 

diameter (mm)

Estimated usage 

(m3/d)

Rice field supply 11 20~90 30~120 25~40 95.7

Dry field supply 15 20~70 25~66 25~60 123.8

Total 26 - - - 219.5

상기 농업용 관정의 이용량 추정 결과는 봄철 일평균 농업용 필요수량 225 m3/d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지역의 경우 지하수를 제외한 타 용수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농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 물 부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실제 상습 가뭄 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지하수 관정에 의한 추정 이용량은 실제 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를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수층이 매우 잘 발달되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기 회귀나무 모형에 의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추정이 실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타 농업용수원이 없고 지하수가 유일한 수원이라면 비록 관정의 수가 150개를 넘지 않더라도 본 모델의 적용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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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이용량 추정은 저수지나 하천과 같은 지표수 관개시설에 의한 공급과 지하수에 의한 공급으로 대분될 수 있으

며, 관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농작물의 경작에 필요한 필요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표

수 관개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관정에 의한 개별 용수 공급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용 지하수 실이용량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지하수 관정의 관점에서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은 필요 수량

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수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회귀나무 모형에 의한 전작 및 답작용 지하수 관

정의 이용량 추정 기법은 무작위 지역에 대한 표본 관정의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관개 시스템

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추정 방법에 해당한다. 모델에 사용된 표본이 370개에 불과하나 각 분류의 p value

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선형방정식에 의한 이용량 추정 결과보다 실측값에 

보다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150개 이상의 관정이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 총량 추정 시 적용

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회귀나무 모형에 의한 이용량 추정 방법의 적용성을 보다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

은 수의 실측 표본을 이용한 모델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과제(상시 가뭄지역의 지하수 최적공급 관리

를 위한 IoT 기반 인공함양 및 Well network 기술 개발, #14652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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