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27 November, 2019

Revised: 23 December, 2019

Accepted: 24 December, 2019

Ⓒ 2019 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

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PEN ACCESS

*Corresponding author: Gyo-Cheol Jeong

E-mail: jeong@anu.ac.kr

강변여과수 취수를 위한 충적우물에서 필터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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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erforms to evaluate the role of filter material at alluvial well for intake of riverbank 

filtration and the applicability and improvement effect of dual filter well. To achieve this objective, 

dual filter intake well and single filter intake well were installed with different filter conditions at 

riverbank free surface aquifer in soil layer then we evaluated filter material condition, permeability, 

optimum yield and well efficiency according to yield in drawdown test. As a results, we assumed 

forming dual filter layer minimizes sudden speed changes at boundary between aquifer and filter layer 

by cushioning of groundwater flow. This suppresses warm current then intake groundwater efficiently, 

therefore it seems decreasing peripheral groundwater level changes in spite of higher intake water 

amount than single filter intake well. Furthermore, we confirmed by test, installing dual filter improves 

permeability, optimum yield and well efficiency. The result will be used by combining with former 

study to set up standard of design/construction of dual filter intake well at alluvial aquifer layer. 

Furthermore, we expect this result will be used to prove application effect of dual filter intake well 

compared to single filter one and radial collector well which are mainly applied on riverbank 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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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강변여과수 취수를 위한 충적우물에서의 필터재의 역할과 이중필터 취수정의 적용성 및 개선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토층으로 이루어진 하천변의 자유면대수층에서 필터 조건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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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규모의 이중필터 취수정과 단일필터 취수정을 각각 설치하고 설치된 우물에서 대수성 시험을 실시하여 필터재 조건에 따른 수위강하

특성, 투수특성, 적정 양수량 및 우물 효율을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중필터층을 형성시켜 주는 것은 대수층과 필터층의 경계부에서 지하

수 유동의 완충작용을 하여 유입되는 지하수의 급격한 속도변화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난류 발생을 최대한 억

제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취수정 내부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취수량이 단일필터 취수정에 비해 높음에

도 불구하고 주변 지하수위의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중필터의 설치만으로도 기존 시스템(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투수

성, 적정 양수량, 우물 효율이 개선됨을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수행한 다양한 연구와 종합하여 충적대수층에서

의 이중필터 취수정 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강변여과수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단일

필터 취수정 및 방사상집수정과 대비하여 이중필터 취수정 적용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우물, 이중필터, 단일필터, 강변여과수, 지하수

���

강변여과수는 지표수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수원 다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이 장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간접

취수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하천변에서의 안정적이고 개선된 수질의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강변여과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상수원 사용 이외에도 농업용수 및 강변여과 방식을 도입한 해수취수, 레저시설

에 사용 가능한 생활용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수가 충적대수층을 통해 여과된 후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방사상집수정 또는 수직정을 

하천변에 설치하여 취수를 수행한다. 강변여과수 취수를 위한 우물의 취수량, 취수효율 및 장기적인 안정성 등은 정호설

치 지점의 지하수위 분포상태, 토층 구성상태에 따른 수리지질조건, 스크린의 성능, 필터층의 유무 및 조건 등에 의해 좌우

된다(Song et al., 2016). 이중 현장여건에 좌우되는 지하수위, 토층 구성상태, 수리지질 조건과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스크

린 성능을 제외했을 때, 필터층은 우물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

분한 고려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터층의 설치는 우물에서의 급격한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물의 스크린 주변에 양호한 투수성대를 형성시켜

주는 인공 우물개량의 한 방법이다(Driscoll, 1986; Han, 1998). 이러한 취수정의 효율과 필터 조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된 바 있다. Smith(1954)는 최상의 취수량 확보를 위한 대수층의 입도 대비 필터재의 특정 입도와의 비를 4~6 사이로 제

시하였다. Blair(1970)는 효과적인 필터층 설계를 위해 최적 입경, 입자 형태, 두께에 대한 권장안을 제시하였다. 

Rafferty(2001)는 필터재의 효율적인 입경, 균등계수, 두께, 형태, 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는 설계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Kim(2014)은 이중필터팩과 단일필터팩에 대한 수리전도도와 우물 효율을 분석하여 필터 조건이 수리특성

과 우물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Song et al.(2016, 2017)은 자유면대수층을 모사하여 필터층이 취수량 및 

우물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내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3개월에 걸친 장기모형시험을 통해 충적우물에서 필터층 

변화에 따른 투수특성, 적정 양수량 및 장기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를 통해 필터재 조건

에 따른 성능을 검증한 바 있다(Song et al., 2018). Song et al.(2019)는 해변여과수 취수지역에서 현장실증시험을 통해 이

중필터를 적용하는 경우, 단일필터 대비 122.8~160.0%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평균한 단일필터 

대비 이중필터의 양수량 개선율은 139.6%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물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고 필터층의 설계조건에 따라 우물을 개선시킬 수 있음이 연구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충적우물에서의 필터재의 역할을 평가하고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취수정과 개선된 시공방법인 이중필

터 취수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중필터 취수정의 강변여과수에서의 적용성 및 개선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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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층으로 이루어진 하천변의 자유면대수층에서 필터 조건을 달리하여 실규모의 이중

필터 취수정과 단일필터 취수정을 각각 설치하고 설치된 우물에서 대수성 시험을 실시하여 필터재 조건에 따른 수위강하 

특성, 투수특성, 적정양수량 및 우물효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강변여과수 취수에서의 단일필터 취수

정 대비 이중필터 취수정의 취수량 향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강변여과수 취수에 대한 이중필터 

취수정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ong et al.(2016, 2017, 2018, 2019)이 앞서 수행한 다양한 실내시험 및 현장실증시험 연구와 종합하

여 충적대수층에서의 이중필터 취수정 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강

변여과수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단일필터 취수정 및 방사상집수정과 대비하여 이중필터 취수정 적용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	��


����

각 토사지층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공의 시추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시추조사공은 대수성시험 과정에서 

관측정으로 활용하였다. 지층구성은 매립층(실트질 모래), 퇴적층(실트질 모래, 모래질 자갈), 풍화대(풍화토, 풍화암) 및 

연암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대수층이 되는 모래, 자갈층의 층후는 이중필터 취수정(SD1200)과 단일필터 취수정(SS300) 

설치위치(BH-1)에서는 14.5 m, 단일필터 취수정(SS1200) 설치 위치(BH-2)에서는 14.0 m로 유사한 지층구성 및 층후를 

보인다.

시추조사 시 표준관입시험으로 채취된 토사시료에 대하여 한국공업규격(KS F)에 의거하여 11회의 실내시험을 실시하

였다(Table 1). 체분석결과 주 자유면대수층의 역할을 하는 풍화대 상부 지층은 실트질 모래 및 모래질 자갈로 구성되고 

통일분류상 대부분 SM 및 GP로 분류되었다(Fig. 1). 육안관찰 시에도 전반적으로 입도분포는 불량하나 세립질의 함량이 

적어 양호한 대수층을 형성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추공은 각각 OW-1, OW-2, OW-3의 관측공으로 활용되었다.

�������	�������	
����
�����������������		�����

Hole No. Depth (m) USCS
Sieve analysis Grain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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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1

(OW-1.2)

5.0 SM - 25.1 6.9 0.182 0.102 0.011

8.0 SP 66.8 4.1 - 0.686 0.325 0.175

12.0 GP 18.9 1.1 - 14.189 10.581 0.353

15.0 SM 100 17.9 - 0.461 0.184 -

BH-2

(OW-3)

5.0 SM 100 23.0 7.4 0.186 0.111 0.010

8.0 GP 33.9 1.6 - 21.149 1.501 0.371

10.0 GP 18.0 1.0 - 14.816 10.898 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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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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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트질 모래층에 적용할 필

터 조건, 즉 (D15)필터 < 1.230 mm, 0.072 mm < (D15)필터 < 0.360 mm, (D50)필터 < 3.90 mm에 부합되는 필터재는 여

과사 크기로 0.3~2.0 m로 파악되었으며 모래질 자갈층에 적용할 필터조건 (D15)필터 < 73.330 mm, 0.996 mm < (D15)

필터 < 4.980 mm, (D50)필터 < 348.925 mm에 부합되는 필터재는 0.8~2.0 m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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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변여과수 설계기준에 의한 실트질 모래층의 필터 조건은 외부 필터 F60out = 1.092 mm, 내부 필터 F60in = 

4.368 mm, 모래질 자갈층의 필터 조건은 외부 필터 F60out = 4.611 mm, 내부 필터 F60in = 18.444 mm로 내부 필터재는 

5.0~10.0 m, 외부 필터재 2.0~5.0 mm 규격이 적당하며, 이때의 계산상 스크린 슬롯폭은 각각 0.546 mm, 2.058 mm로 적

정 슬롯폭은 2.0 mm가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가지 방식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SPT시료 채취 시 세립분의 유실율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트질 모래

층의 외부 필터재는 0.8~2.0 mm의 여과사와 내부 필터재는 2.0~5.0 mm의 여과사가 가장 적당하며, 스트레나의 슬롯폭

은 0.5 mm가 합당하고, 모래질 자갈층에서의 외부 필터재는 2.0~5.0 mm의 여과사와 내부 필터재는 5.0~10.0 mm 여과

사, 그리고 스트레나의 슬롯 폭은 2.0 mm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

본 연구에서 이중필터 취수정(SD1200) 및 단일필터 취수정(SS300, SS1200)의 설치에 필요한 주요 장치는 케이싱, 필

터재, 스크린, 취수관 및 취수본관, 수중모터펌프, 지하수위계, 유량계 등이 필요하며, 각각의 장치 및 재료에 대한 사양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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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Standard

Dual filter well (SD1200) Single filter well (SS300) Single filter well (SS1200)

Casing

∙ In-Casing OD: 980 mm, 

ID: 940 mm

∙ Out-Casing OD: 1,200 mm, 

ID: 1,100 mm

∙ Casing D: 300 mm ∙ Casing D: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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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ter material (sand): 

D2.0~5.0 mm

Screen

∙ External diameter: Ø408 mm

∙ Slot width: 2.0 mm

∙ Vent Ratio: 40.0%

∙ Material: STS 304

∙ External diameter: Ø216 mm

∙ Slot width: 2.0 mm

∙ Vent Ratio: 40.0%

∙ Material: STS 304

∙ External diameter: Ø408 mm

∙ Slot width: 2.0 mm

∙ Vent Ratio: 40.0%

∙ Material: STS 304

Water pipe ∙ D150 mm ∙ D150 mm ∙ D150 mm

Water intake pipe ∙ STS D400 mm ∙ STS D200 mm ∙ STS D400 mm

Submerged motor pump ∙ 380 V, 25 HP ∙ 380 V, 15 HP ∙ 380 V, 25 HP

Water level meter
∙ D22 mm × H129 mm

∙ Accuracy: ±0.05%

∙ D22 mm × H129 mm

∙ Accuracy: ±0.05%

∙ D22 mm × H129 mm

∙ Accuracy: ±0.05%

Ultrasonic flowmeter
∙ Sensor range: 50~1,000 mm

∙ Accuracy: ±1%

∙ Sensor range: 50~100 mm

∙ Accuracy: ±1%

∙ Sensor range: 50~100 mm

∙ Accuracy: ±1%

����

이중필터 취수정(SD1200)과 단일필터 취수정(SS300)의 경우, GL-5.8 m까지 실트질 모래층, GL-5.8~14.5 m까지 모

래질 자갈, GL-14.5 m하부로는 풍화대(풍화토, 풍화암)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굴착 심도는 17.5 m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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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필터 취수정(SD1200)의 필터재 충진 층후는 15.5 m로 하였으며, 두께는 총 80 cm로 내부 필터재는 직경 5~10 mm

의 여과사를 적용하였고, 외부 필터재는 직경 2~5 mm의 여과사를 적용하였다. 스크린의 슬롯폭은 2.0 mm이며, 총 길이

는 5.0 m로 취수관에 포함되고 퇴적층인 모래질 자갈층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단일필터 취수정(SS300)의 필터재 충전 층

후는 15.5 m로 하였으며, 두께는 총 10.0 cm로 필터재는 직경 2.0~5.0 mm의 여과사를 적용하였다. 스크린의 규격 및 설

치내용은 이중필터 취수정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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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필터 취수정(SS1200)의 경우, GL-7.0 m까지 실트질 모래층, GL-7.0~13.5 m까지 모래질 자갈, GL-13.5 m하부로

는 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굴착 심도는 15.5 m로 설계하였다. 필터재 충전 층후는 13.5 m로 하였으며, 두께는 총 80 

cm로 필터재는 직경 2.0~5.0 mm의 여과사를 적용하였다. 스크린의 규격 및 설치내용은 이중필터 취수정과 동일하게 설

계하였다.

����

이중필터 취수정과 같은 400 mm 이상 규격의 취수정은 일반적인 천공장비로 굴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케이싱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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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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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글래

브, 치즐을 이용하여 굴착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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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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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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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사이에 설치되고, 입도가 작은 필터재는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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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내부케이싱 인발: 케이싱 내 ‧ 외부의 압력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수직 인발, 단일필터 취수정에서는 본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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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필터 취수정을 대상으로 단계대수성시험 및 연속대수성시험을 수행하였다. 단계대수성시험

은 양수량에 따른 수위강하량을 평가하여 양수정의 효율이나 영향반경, 수리상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Dawson and 

Istok, 1991), 적어도 3단계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Cho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각 취수정에 대하여 4 내지 5단계로 

대수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소요시간은 1시간씩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시험방법은 양수정 내에 수

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를 측

정하였다(Table 3).

연속대수성시험은 단계대수성시험 완료 후 지하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를 측정하였다. 양수시험 시 측정하는 사항은 양수정의 자연수위, 양수시작과 종료시간, 양수

량, 양수 중의 일정 시간별 수위, 그리고 양수량의 변화시간을 측정하였다. 연속대수성시험의 시험시간은 12~14시간으로 

설정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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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Out casing 

size

(mm)

Screen 

size

(mm)

Filter condition Test time (hr)

Inner Outer Step drawdown 

test

Pumping

testFilter material Thickness (mm) Filter material Thickness (mm)

SD1200 1,200 400 Gravel 290 Sand 110 1 hr × 4 step 12 hr

SS300 300 200 Sand 50 - 1 hr × 5 step 14 hr

SS1200 1,200 400 Sand 400 - 1 hr × 5 step 14 hr

�������	��

이중필터인 SD1200의 경우, 약 1단계 평균 614.5 L/min에서 4단계 평균 1,029.7 L/min로 양수를 수행하였다. 평균 수

위강하량은 1단계에서 109.5 cm이며, 최종 4단계에서는 264.9 cm의 수위강하가 발생하였다. 취수정에서 5.0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OW-2)의 평균 수위강하량은 4단계 시험(양수량 1,029.7 L/min)에서 23.7 cm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충적층에 설치되고 있는 형태인 단일필터인 SS300의 경우, 단계양수시험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

으며, 평균 양수량은 1단계에서 346.4 L/min 시작하여 최종 5단계에서는 712.6 L/min로 확인되었다. 평균 수위강하량은 

1단계에서 93.0 cm이며, 최종 5단계에서는 291.8 cm의 수위강하가 관측되었다. 취수정에서 5.2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

(OW-3)의 평균 수위강하량은 5단계 시험(양수량 712.6 L/min)에서 35.9 cm를 보여 인접한 취수정인 SD1200보다 주변

으로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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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필터인 SS1200의 경우, 단계양수시험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균 양수량은 1단계에서 491.0 

L/min 시작하여 최종 5단계에서는 784.2 L/min로 확인되었다. 평균 수위강하량은 1단계에서 87.5 cm이며, 최종 5단계에

서는 223.2 cm의 수위강하가 관측되었다. 취수정에서 5.3 m 이격되어 있는 관측정(OW-3)의 평균 수위강하량은 5단계 

시험(양수량 784.2 L/min)에서 35.9 cm를 보여 단일필터인 SS300(PW3)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중필터 및 단일필터취수정의 단계대수성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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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ep
Ave. yield 

(L/min)

Drawdown water level (cm)

Pumping well Observation well

Total Δd Total Δd

SD1200

Step 1 614.5 109.5 109.5 9.2 9.2 

Step 2 770.3 148.7 39.2 14.6 5.4 

Step 3 908.6 197.2 48.6 19.5 5.0 

Step 4 1,029.7 264.9 67.7 23.7 4.1 

SS300

Step 1 346.4 93.0 93.0 11.2 11.2 

Step 2 485.9 149.4 56.4 19.2 8.1 

Step 3 621.6 219.5 70.0 27.1 7.9 

Step 4 683.7 264.1 44.6 32.5 5.4 

Step 5 712.6 291.8 27.8 35.9 3.5 

SS1200

Step 1 491.0 87.5 87.5 16.4 16.4 

Step 2 563.2 119.0 31.5 22.9 6.6 

Step 3 649.8 145.4 26.4 27.8 4.8 

Step 4 717.2 178.2 32.9 32.1 4.3 

Step 5 784.2 223.2 45.0 35.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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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대수성시험은 단계양수시험에서 변곡점을 이용한 적정양수량에 해당하는 양수량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중

필터취수정인 SD1200에서 평균 841.39 L/min, 필터층 두께가 얇은 단일필터취수정 SS300에서 653.5 L/min, 이중필터

취수정과 필터재 두께가 동일한 단일필터취수정 SS1200에서 686.8 L/min로 양수를 수행하였다. 이때의 양수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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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강하량은 이중필터취수정 SD1200에서 193.5 cm (관측정 OW-1: 19.6 cm), 단일필터취수정 SS300에서 278.3 cm 

(관측정 OW-2: 33.6 cm), 단일필터취수정 SS1200에서 181.6 cm (관측정 OW-1: 35.8 cm)로 관측되었다. 수위강하량 변

화양상을 볼 때, 이중필터취수정 SD1200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감되는 양상을 보이며, 관측정의 수위변

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단일필터취수정(SS300, SS1200)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

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수위하강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측정에서도 이중필터취수정 대비 더 많은 수

위강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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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대수성시험에서 최종 단계의 이중필터취수정과 단일필터취수정의 수위강하 특성을 비교하면, 이중필터취수정에

서 더 많은 용량의 지하수를 양수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필터취수정에 비해 수위강하량이 12.2 cm 더 적은 값을 보인다(Fig. 

6). 이는 이중필터취수정이 단일필터취수정에 비해 취수정에서의 동수구배가 완만히 형성되어 인접한 주변으로의 지하

수위 강하효과를 저감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이중필터층을 형성시켜 주는 것은 대수층과 필터층의 경계부에서 지

하수유동의 완충작용을 하여 유입되는 지하수의 급격한 속도변화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난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취수정 내부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취수량이 단일필터취수정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하수위의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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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대수성시험을 통해 적정양수량으로 양수했을 경우 필터재 두께가 같은 SD1200과 SS1200의 취수정 내 수위강하

량은 각각 193.5 cm와 181.6 cm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필터재 두께가 작은 SS300에서는 278.3 cm로 상대적으로 

큰 수위강하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물구경이 SD1200과 SS1200은 400 mm이며, SS300은 200 mm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우물구경이 작은 SS300에서 양수 시 보다 급격한 수위강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수정에서 약 

5 m 내외의 거리에 있는 관측정의 수위강하량을 확인한 결과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에 비해 적정양수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위강하량이 19.6 cm로 단일필터 대비 54.7~58.3%로 상대적으로 낮게 관측되었다(Fig. 7). 이는 앞

서 단계시험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중필터층의 형성으로 인해 난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지하수 유입을 보다 원활

히 하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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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    ,   일 

때,   이므로 다음 식에 의해 계산 가능하다(Thiem, 1906).



















,  


    

 

  log    
(1)

여기서,  : 투수계수,  : 양수량, : 영향반경,  : 양수정의 반경,  : 양수정에서의 안정수위,  : 양수 개시 전 초기지

하수위이다. 양수정을 이용하는 경우 영향반경을 산출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취수정의 영향반경을 50 m로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관측정의 지하수위는 시험 직전 측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자유면대수층의 두께는 시추조사 성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영된 대수층두께, 관측정의 거리, 지하수위, 영향반경, 우물(취수본관)의 반경은 다음과 같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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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Unconfined aquifer thickness

(cm)

Observation well Groundwater level

(GL-cm)

Influence radius 

(m)

Well radius

(cm)No. Distance (cm)

SD1200 1,450 OW-1 498 903 50 20

SS300 1,450 OW-2 520 881 50 10

SS1200 1,350 OW-3 530 867 50 20

단계대수성시험 성과를 분석하면, 이중필터 취수정 SD1200에서 평균 투수계수는 0.154 cm/sec로 분석되었으며, 단일

필터 취수정에서는 SS300에서 0.104 cm/sec, SS1200에서 0.160 cm/sec의 평균 투수계수를 보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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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Step
Ave. Q

(L/min)

Sw (cm) k (cm/sec)

Total Δd
Use Pumping well

By step k Average k

SD1200

Step 1 614.5 109.5 109.5 0.167

0.154
Step 2 770.3 148.7 39.2 0.160

Step 3 908.6 197.2 48.6 0.150

Step 4 1,029.7 264.9 67.7 0.137

SS300

Step 1 346.4 93.0 93.0 0.117

0.104

Step 2 485.9 149.4 56.4 0.108

Step 3 621.6 219.5 70.0 0.102

Step 4 683.7 264.1 44.6 0.098

Step 5 712.6 291.8 27.8 0.095

SS1200

Step 1 491.0 87.5 87.5 0.187

0.160

Step 2 563.2 119.0 31.5 0.164

Step 3 649.8 145.4 26.4 0.159

Step 4 717.2 178.2 32.9 0.149

Step 5 784.2 223.2 45.0 0.138

양수량 변화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양상은 양수량이 증가할수록 투수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Fig. 8a). 필터층

의 두께가 동일한 이중필터 취수정과 단일필터 취수정을 비교하면, 취수량이 600 L/min 내외의 구간에서는 유사한 투수

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양수량이 증가할수록 단일필터 취수정의 투수계수가 이중필터 취수정에 비해 급격히 하강하는 양

상을 보인다. 이는 양수량이 증가할수록 단일필터 취수정에서 보다 많은 수위강하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즉, 필터재 두께

가 동일하더라도 이중필터 취수정의 투수성이 단일필터 취수정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냄을 지시한다. 두께가 

얇은 단일필터 취수정의 투수계수는 가장 낮은 값을 보여 필터재의 두께 또한 투수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8a). 각 우물에서의 단계별 평균투수계수를 토대로 이중필터와 단일필터의 투수성을 비교하면, 동일 두께의 

필터층에서 이중필터는 단일필터 대비 96.3%로 투수계수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필터재 두께가 얇

은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47.8%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8b). 이와 같은 분석은 취수량

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으로 취수량 600 L/min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중필터 취수정에서 가장 양호한 투수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다량의 취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필터 취수정에서 더 높은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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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대수성시험 전제 수행기간 동안의 평균 투수계수를 분석한 결과,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에서 0.141 cm/sec로 

단계시험에서 평가된 투수계수인 0.154 cm/sec보다 유사하지만 약간 낮은 값을 보였다. 필터재 두께가 작은 단일필터 취

수정인 SS300의 투수계수는 0.090 cm/sec, 이중필터 취수정과 필터재 두께가 동일한 단일필터 취수정인 SS1200의 투수

계수는 0.130 cm/sec로 평가되었다(Table 7, Fig. 9b). 이중필터 취수정과 단일필터 취수정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

은 동일 두께의 단일필터 취수정(SS1200) 대비 108.5%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반적

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SS300) 대비 157.1%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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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Ave. Q

(L/min)

Drawdown water level (cm) Ave. k 

(cm/sec)Pumping well Observation well

SD1200 841.3 193.5 19.6 0.141

SS300 653.5 278.3 33.6 0.090

SS1200 686.8 181.6 35.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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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대수성시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투수성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우물에서 200분 이후에는 투수계수 변화

가 미미하여 일정한 투수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투수계수 값을 보면, 필터재 두께가 얇은 SS300(PW3)에서 

가장 낮은 투수특성을 나타낸다(Fig. 9a). 필터층 두께가 동일한 이중필터 취수정(SD1200)와 단일필터 취수정(SS1200)

에서의 투수계수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두께가 얇은 우물인 SS300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 지반에서의 투수특성이 필터재 두께가 증가할수록 양호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양호한 두께를 갖는 

필터재의 설치로 인해 우물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

각 단계별 평균양수량와 양수정에에서의 수위강하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적정양수량을 평가하였다. 이중필터 취수

정(SD1200)과 단일필터 취수정(SS300, SS1200)에 대한 지하수위 강하량과 양수량과의 관계는 아래에 도시한 바와 같다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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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을 근거로 하여 수위강하 심도가 200 cm인 경우로 가정하여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평가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의 적정 양수량은 911.7 L/min로 평가되었으며, 단일필터 취수정 중 SS300의 적정 양수량은 584.2 L/min, 

SS1200의 적정 양수량은 746.1 L/min로 평가되었다(Table 8).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와 동일 두께의 필터층을 갖는 

단일필터 취수정 SS1200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165.6 L/min 높은 적정 양수량을 보여 

122.2%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과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

수정 SS300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327.4 L/min 높은 적정 양수량을 보여 156.0%의 양

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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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types Test No. Regress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ptimum yield (L/min)

Dual SD1200 Q = -0.0101 × 


2 + 6.4552 × 


 + 24.622 0.9954 911.7

Single
SS300 Q = -0.0044 × 


2 + 3.5479 × 


 + 50.654 0.9918 584.2 

SS1200 Q = -0.006 × 


2 + 3.9277 × 


+ 200.57 0.9935 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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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평균 양수량과 양수정에서의 수위강하량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수위강하량의 정도에 따른 적정 양수량을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위 강하량과 우물 손실계수를 토대로 적정 양수량 평가가 가능하다. 지하수위 강하량()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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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은 난류 형태를 보이며, 우물로부터 멀어질수록 유속이 감소하여 층류 형태가 된다. 난류는 필터의 클로깅을 야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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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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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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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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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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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able 9는 관계식을 토대로 각 우물에 대한 대수성시험 단계별 비수위강하량을 산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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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types Test No. Step
Q sw s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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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al SD1200

Step 1 614.49 884.87 109.51 1.0951 0.00124 

Step 2 770.33 1,109.28 148.66 1.4866 0.00134 

Step 3 908.55 1,308.31 197.23 1.9723 0.00151 

Step 4 1,029.67 1,482.72 264.93 2.6493 0.00179 

Single

SS300

Step 1 346.42 498.84 93.03 0.9303 0.00186 

Step 2 485.86 699.64 149.44 1.4944 0.00214 

Step 3 621.62 895.13 219.48 2.1948 0.00245 

Step 4 683.66 984.47 264.05 2.6405 0.00268 

Step 5 712.64 1,026.20 291.8 2.918 0.00284 

SS1200

Step 1 490.96 706.98 87.5 0.875 0.00124 

Step 2 563.2 811.01 118.98 1.1898 0.00147 

Step 3 649.77 935.67 145.37 1.4537 0.00155 

Step 4 717.23 1,032.81 178.22 1.7822 0.00173 

Step 5 784.21 1,129.26 223.19 2.2319 0.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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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위강하량과 양수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일필터 취수정인 SS300 및 SS1200은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 대

비 동일유량에서 높은 비수위강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필터 취수정이 이중필터 취수정에 

비해 우물에서의 수위강하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양수량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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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위강하량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면에서 2.0 m 수위하강 시의 적정 양수량을 산정한 결과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의 적정 양수량은 589.9 L/min로 평가되었으며, 단일필터 취수정의 적정 양수량은 SS300에서 618.5 L/min, 

SS1200에서 761.2 L/min로 분석되었다(Table 10). 이중필터 취수정(SD1200)과 단일필터 취수정(SS300, SS1200)에 대

한 양수량과 비수위강하량과의 관계는 아래에 도시한 바와 같다(Fig. 12). 지층구성이 일치하는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과 동일 두께의 필터층을 갖는 단일필터 취수정 SS1200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132.7 L/min 높은 적정양수량을 보여 117.4%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과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 SS300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275.5 

L/min 높은 적정 양수량을 보여 144.5%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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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types Test No. Regression equation (×10-3 d/m2) B C Optimum yield (L/min)

Dual SD1200 


 = 0.0009  + 0.3951 0.3951E-03 0.0009E-03 893.9 

Single
SS300 


 = 0.0018  + 0.9254 0.6426E-03 0.0018E-03 618.5 

SS1200 


 = 0.0016  + 0.1016 0.0706E-03 0.0016E-03 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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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물의 적정 양수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변곡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변곡점을 이용하는 평가는 수위강하

량에 따른 양수량의 변화추이를 바탕으로 2개의 선형식을 사용하여 그 접점에 해당하는 적정 양수량을 산출한다(Fig. 13).

변곡점을 이용한 평가결과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에서 900.1 L/min, 단일필터 취수정인 SS300에서 618.2 L/min, 

단일필터 취수정 SS1200에서 696.7 L/min로 평가되었다(Table 11). 지층구성이 일치하는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과 

동일 두께의 필터층을 갖는 단일필터 취수정 SS1200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203.4 

L/min 높은 적정 양수량을 보여 129.2%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과 일

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 SS300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281.9 L/min 높은 

적정 양수량을 보여 145.6%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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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types Test No. Regression equation sw (cm) Optimum yield (L/min)

Dual SD1200
Eq 1 Q = 3.3323 × 


 + 258.620

192.5 900.1
Eq 2 Q = 1.7891 × 


 + 555.690

Single

SS300
Eq 1 Q = 2.1669 × 


 + 150.960

215.6 618.2
Eq 2 Q = 1.2711 × 


 + 344.130

SS1200
Eq 1 Q = 2.7300 × 


 + 247.800

164.4 696.7
Eq 2 Q = 1.4894 × 


 + 451.780

��()	#$

우물의 비양수량은(specific capacity, SPC)는 장기간 지하수를 채수할 때, 지하수의 흐름이 평형상태에 도달한 시점의 

양수량을 전체 수위강하량으로 나눈 값이다. 비양수량은 대수층의 종류에 관계 없이 우물의 산출능력을 나타내는 일종의 

우물의 수리상수로써 대수층의 투수량계수, 스크린의 형태, 우물의 직경, 대수층의 관통정도, 우물의 개량정도와 같은 우

물구조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수리상수이다(Han, 1998). 일반적으로 비양수량이 큰 우물일수록 많은 양의 지하수를 채수

할 수 있다. 우물의 효율이 100%라면 이 우물의 비양수량은 대수층의 투수량계수와 정비례한다. Thiem 식을 이용하여 비

양수량과 투수계수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Thiem,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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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투수량계수,  : 양수량,  : 영향반경,  : 양수정반경,  : 수위강하량이다. 일반적으로 피압대수층은 저류계

수가 작기 때문에 영향반경이 상당히 크지만, 연구지역은 자유면대수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반경이 작다. 현장에

서 측정한 결과 시험과정에서 양수정에서 50 m 이상에서는 양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향반

경을 50 m로 했을 경우, 우물 구경에 따른 투수량계수와 SPC 비와 투수량계수 및 SPC의 관계식은 Table 12와 같으며, 우

물반경 변화에 따른 T/SPC의 변화는 Fig. 1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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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radius (m) T/SPC Relational expression Test well No.

0.1 1.01 T = 0.99 ‧ SPC SS300

0.15 1.08 T = 0.92 ‧ SPC -

0.2 1.14 T = 0.88 ‧ SPC SD1200, SS1200

0.3 1.23 T = 0.81 ‧ SPC -

0.4 1.30 T = 0.77 ‧ SPC -

0.5 1.37 T = 0.73 ‧ SPC -

0.6 1.42 T = 0.70 ‧ SPC -

0.75 1.50 T = 0.67 ‧ S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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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대수성시험을 바탕으로 비양수량을 이용하여 우물의 효율(well efficiency, WE)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Han, 199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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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우물효율(%),  : 실제 우물에서 측정한 비양수량,  : 이론식을 이용해서 구한 비양수량이다. 연구

지역에서 수행한 이중필터 취수정 SD1200과 단일필터 취수정 SS300 및 SS1200의 연속 대수성시험 결과중 지하수위가 

안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10시간(600분) 이후구간을 대상으로 우물효율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이중필터 취수정

인 SD1200에서 67.9%, 단일필터 취수정인 SS300 및 SS1200에서 각각 51.1%, 58.6%의 우물효율을 보였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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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types Test No.
Ave. yield

(L/min)

Ave. sw

(cm)

k

(cm/sec)

T

(cm2/sec)

TSPm

(m2/day)

TSPt

(m2/day)

WE

(%)

Dual SD1200 837.9 208.8 0.133 112.23 577.9 850.6 67.9%

Single
SS300 649.5 292.2 0.087 73.23 320.1 626.4 51.1%

SS1200 694.7 201.9 0.132 111.53 495.6 845.3 58.6%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과 동일두께의 필터층을 갖는 단일필터 취수정 SS1200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

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9.3%의 우물효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중필터 취수정인 SD1200과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 SS300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16.8% 우물효율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필터층 두께가 두꺼울수록 우물효율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단일필터 대비 이중필터에

서 우물효율의 증대효과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충적우물에서의 필터재의 역할을 평가하고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취수정과 개선된 시공방법인 이중필

터 취수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중필터 취수정의 강변여과수에서의 적용성 및 개선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층으로 이루어진 하천변의 자유면대수층에서 필터조건을 달리하여 실규모의 이중필터 취수정

과 단일필터 취수정을 각각 설치하고 설치된 우물에서 대수성시험을 실시하여 필터재 조건에 따른 수위강하특성, 투수특

성, 적정양수량 및 우물효율을 평가하였다.

단계 대수성시험 및 연속 대수성에서 이중필터 취수정과 단일필터 취수정의 수위강하 특성을 비교하면, 이중필터 취수

정에서 더 많은 용량의 지하수를 양수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필터 취수정에 비해 수위강하량이 적다. 이는 이중필터 취수정

이 단일필터 취수정에 비해 취수정에서의 동수구배가 완만히 형성되어 인접한 주변으로의 지하수위 강하효과를 저감시

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 우물에서의 단계 대수성시험과 장기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이중필터와 단일필터의 투수성을 비교하면, 일반적

으로 설치되는 필터재 두께가 얇은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47.8~157.1%의 투수계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다량의 취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필터 취수정에서 더 높은 투수계수 차이가 발생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양

호한 두께를 갖는 필터재의 설치로 인해 우물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적정 양수량 분석을 위해 수위강하량, 비수위강하량, 변곡점을 활용하여 각각 적정 양수량을 분석하였다. 수위강하량

을 토대로 적정 양수량을 평가한 결과, 동일 두께의 필터층에서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22.2%의 양수

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56.0%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위강하량을 토대로 적정 양수량을 평가한 결과, 동일 두께의 필터층에서 이중필터 취수정이 단일필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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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대비 117.4%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44.5%의 양

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곡점을 이용한 적정 양수량을 평가한 결과, 동일 두께의 필터층에서 이중필터 취

수정이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29.2%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45.6%의 양수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정 양수량 평가를 종합하면, 이중필터 취수정은 동일 두께(필터

재 두께 40 cm)의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129.9%,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필터재 두께 5 cm) 대비 148.7%

의 양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양수량과 투수량계수를 활용하여 우물효율을 평가한 결과, 이중필터 취수정은 동일 두께의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9.3%의 우물효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단일필터 취수정 대비 약 16.8% 우물효율이 증

대됨을 알 수 있다. 즉, 필터층 두께가 두꺼울수록 우물 효율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단일필터 대비 이중필터에서 

우물 효율의 증대 효과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중필터층을 형성시켜 주는 것은 대수층과 필터층의 경계부에서 지하수 유동의 완충작용을 하여 유입되

는 지하수의 급격한 속도변화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난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취수정 내부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취수량이 단일필터 취수정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하수위의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중필터의 설치만으로도 기존 시스템(단

일필터 취수정) 대비 투수성, 적정 양수량, 우물 효율이 개선됨을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수행한 다양한 연구와 종합하여 충적대수층에서의 이중필터 취수정 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강변여과수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단일필터 취수정 및 방사상집수정

과 대비하여 이중필터 취수정 적용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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