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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factors of artificial recharge ar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hydrogeological character-

istics of the aquifer. The optimal design factors for artificial recharge were derived after performing 

the injection tests step by step for each injection type (vertical well, ditch and mixed type), which were 

built in the test site of the study area. It was analyz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inje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diameter of the injection well was not large, and the 100 mm well was evaluated as 

appropriate in consideration of the availability and economy of land use. Since the injection effect was 

well maintained even in the upper rock, the depth of the injection well was proposed for the alluvial 

layer and the upper rock layer. On the other hand, in four cases of filter media in the ditch, it was 

analyzed that the penetration efficiency and the hydraulic interference effect indicated excellent 

injection performance when a filter medium of 10 to 30 mm diameter was filled in the ditch. In 

addition, the proper spacing of the injection wells was analyzed as 9~12 m considering the interference 

efficiency. The interference efficiency attenuation coefficient per 1 m of hole spacing was calculated 

to be 1.75% in this area. In the future study, the artificial recharge design factors obtained in this stage 

are applied and verified on sit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lso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water in areas where there is always a lack of water.

Keywords: aritifitial recharge, design of artificial recharge

초 록

인공함양의 설계요소 결정은 대수층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연구지역의 시험

부지 내 구축된 주입유형별(수직정, Ditch 및 혼합형)로 주입시험을 단계별로 수행한 후 인공함양의 최

적 설계요소 인자를 도출 하였다. 주입정의 구경에 따른 주입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토지 이용의 가용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100 mm 규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부 암반

까지도 주입 효과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입정 설치심도는 충적층 및 상부 암반층을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Ditch에 의한 주입 방식의 경우에는, 10~30 mm의 여재를 채운 경우에 침투효율과 수

리간섭영향이 우수한 주입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직주입정의 간격 차이에 따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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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효율 분석 결과, 각 주입공 간격 1 m 당 간섭효율 감쇄계수는 1.75% 산출되었으며, 주입정의 적정 간격은 9~12 m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연

구에서 산정한 인공함양 설계요소를 현장 시공 및 운영에 적용하여 검증한다면 상시 물부족 지역의 용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인공함양, 인공함양 설계

���

인공함양은 지표수, 강우, 재이용수, 타수원 등을 지하로 인공적으로 주입하여 대수층을 함양시키는 방법으로 강우, 지

하수, 인공 함양분지 및 습지, 수로, 지하댐, 우수 침투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이나 지반조건을 변경하여 인공주입을 통해 

지하에 침투시켜 수자원을 확보하는 기술로 대수층을 활용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 여러 곳

에서 시행되고 있다(Bower et al., 2008; Zaidi et al., 2015; Ghazavi et al., 2018; Rajasekhar et al., 2019). 세계적으로 활

용되는 대수층 함양관리 기술의 종류는 정호주입식 함양기술, 지표침투식 함양기술, 강변여과식 함양기술, 지하구조물을 

활용한 함양기술로 정의 할 수 있다(CGWB, 2007).

국내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는데, 제주도에서 대규모 저류지와 집중호우시 하천유출수

를 활용한 지표침투시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표침투식 인공함양을 적용하는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Kim and Kim, 

2010). 또한, 인공함양 방식 중 하나인 지중 침투형 갤러리에서의 인공 주입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인공함양의 효율성을 예

비적으로 평가하였으며(Moon et al., 2016), 내륙 소분지에서 지하수 인공함양 가능성 및 대상 지층의 효용성을 평가하여 

함양 우물에 의한 방법과 ditch에 의한 방법을 조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Lee et al., 2019).

금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륙 상류 분지에서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수직주입정, ditch 및 혼

합형 등을 갖춘 시험지역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설 조건의 주입 실험을 통하여 인공함양 시설의 설계에 필요한 적정 설계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신곡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Fig. 1), 경기육괴 서남부에 해당

되는 지역으로 선캠브리아기 편암류 및 편마암류와 중생대 관입화성암류, 시대미상의 변성암 또는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상부에는 4기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다(Lee and Kim, 1963).

연구지역은 서쪽에 갈산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연구지역을 가로질러 동측에서 서측으로 폭 5~10 m 정도의 신곡천

이 흐르고 있다. 연구지역은 동측 경계에 105~110 El.m의 표고를 갖는 산지지형이 분포하여 분지형태의 지형을 구성하며 

산지를 제외한 전답의 지형의 경사는 3.7°로서 완만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지역은 농번기 물부족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수원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의 적용을 고려

하고 있다.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지역내 일부 부지를 시험부지로 설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입 시

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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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시험시설은 시험부지에 각 함양방법별 주입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층분포 특성 결과를 토대로 수직주입정, 

Ditch, 수직주입정 + Ditch의 혼합형 등 3가지의 형태로 구축하였으며, 각 구축시설에서 적정 설계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주입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입시험 시 주입특성 및 수질 등을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상,하류 지역에 관측공을 

설치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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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시험부지의 시험시설은 지층분석을 위한 시추공(10공, S-1~10), 수직정 주입시험을 위한 시추공(6공, IS-1~3, 

IR-1~3), 수직주입정 + Ditch 주입시험을 위한 시추공(11공, DI-1~11), 모니터링을 위한 시추공(8공, DM-1~8)을 설치하

였다. 수직주입정 시험 시설은 지층별 주입능력을 파악할 목적으로 충적층 구간과 충적층 및 암반층 구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며, 충적층 주입정은 지표 하 3 m 깊이, 충적층 및 암반층 구간 주입정은 지표 하 5 m 깊이로 설치하였다. 또한, 

주입정 구경별 주입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250 mm, 150 mm, 100 mm를 구분하여 굴착하였다(Fig.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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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ch 방식의 주입시설은 Ditch 내 여재의 크기별 주입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4가지 Case의 여재를 사용하여 설치하였

다. 3개 Case에 대해서는 크기가 각기 다른 단일 여재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개 Case는 3가지 여재를 혼합하여 설치하

였다. 각각의 여재 크기는 Case 1은 30~40 mm, Case 2는 5~10 mm, Case 3은 0.1~0.35 mm로 구성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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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유형으로는, 주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하부의 수직주입정과 상부의 Ditch를 혼합한 방식을 설치하여 실험

하였다. 수직주입정은 3 m 간격으로 굴착하였으며, 상부 토사층은 구경 100 mm, 암반층은 구경 50 mm 케이싱과 스크린

을 설치하였다. Ditch는 폭 1.0 m, 길이 32.0 m, 깊이 1.1 m로 굴착하였으며 구경 20~30 mm의 여재를 설치하였다. 혼합형

의 실험 순서는 수직주입정 주입시험을 선 시행하고 Ditch 주입시험을 실시 한 후 케이싱을 인발하여 수직주입정 + Ditch 

혼합주입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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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지 내 지층분석공 10개소의 시추조사에 의하면, 상부로부터 매립층, 충적층/붕적층, 풍화토, 풍화암, 기반암의 

순으로 지층이 분포하며, 매립층은 지표 하 최대 4.0 m 깊이, 충적층 및 붕적층은 지표 하 2.3~4.0 m, 기반암은 지표하 

1.5~9.0 m 하부에 분포하며, 동측에서 서측으로 갈수록 상부 토사 및 풍화토 층이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
������������������������	���������	�����������������	�� ��!

Borehole S-1 S-2 S-3 S-4 S-5 S-6 DM-3 DM-4 DM-9 DM-10

Total depth 16.2 15.1 15.3 15.3 15.6 15.6 10.0 10.0 10.0 10.0

Landfill 1.5 4.0 1.3 1.5 0.7 1.0 2.0 2.0 2.0 2.0

Alluvium - - - - 1.6 2.0 2.0 2.0 1.0 2.0

Weathered soil 6.5 2.3 1.6 - 0.5 - 2.0 2.0 3.5 4.0

Weathered rock 1.0 1.7 - - - 0.5 0.1 0.1 - 0.7

시험부지 동측의 지하수위는 지표 하 0.67~0.9 m, 하류인 부지 서측의 지하수위는 지표 하 2.25~2.4 m의 범위를 보이

며, 지하수의 흐름은 동측에서 서측으로 나타나며, 지하수 수리경사는 0.033~0.050 정도이다.

각 주입공에서 실시한 정압주입시험 결과, 시험부지의 전반적인 수리전도도는 2.24 × 10-5 ~ 1.48 × 10-4 cm/sec, 충적층 

구간은 5.05 × 10-4 ~ 7.08 × 10-4 cm/sec, 충적층 및 암반층의 혼합 지층은 2.25 × 10-5 ~ 3.86 × 10-3 cm/sec의 범위를 보인

다. 시추공별 수리시험 결과, 시험부지내의 위치별 수리전도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수직(충적 및 암반층)별 차이는 큰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는 연구 시험부지의 상부 암반층 내에 파쇄구간이 발달하며 풍화가 심하고 투수성이 상대적으

로 양호한 반면에, 충적층은 점토나 실트와 같은 저투수성 매질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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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holes Range K (cm/sec) Geometric mean K (cm/sec) Geology

Strata analysis hole 2.24 × 10-5 ~ 8.47 × 10-4 9.24 × 10-5 Alluvium, Colluvium

Injection hole 4.79 × 10-4 ~ 1.09 × 10-3 6.75 × 10-4 Alluvium, Colluvium

Ditch + Injection hole 2.56 × 10-4 ~ 3.86 × 10-3 9.57 × 10-4 Weathered soil

Monitoring hole 6.77 × 10-5 ~ 8.47 × 10-4 1.98 × 10-4 Colluv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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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추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험부지 내 암반 출현심도는 지표 하 1.5~9.0 m이며, 지표 하 10.0 m 심도를 기준으로 

상부 암반의 특성을 보면, TCR은 54~100%(평균 92%), RQD는 0~91 (평균 27%), 지표 하 10.0 m의 하부 암반은 TCR은 

90~100%(평균 99%), RQD는 0~94 (평균 39%)로 나타나 상부 암반이 상대적으로 지하수 유동에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다.

������������� !

연구지역의 수리지질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공함양 설계요소를 결정하는 방안으로서, 적정 인공함양기법 선정, 주

입정의 규격, 주입대수층 심도, ditch의 여재크기, 주입정 간격 등을 시험지역 내 연구시설에서 단계별 실험(수직주입정, 

ditch, 혼합형)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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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지 내 지층별, 규격별로 설치된 수직주입정에서 주입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지층별 주입성능 비교분석을 통해 함

양 시 주입능력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입시험 결과 분석은 주입공 주입율에 따른 인접 주입공에서의 수위상승 변위를 토

대로 수행되었다(Table 3).



�������	
���������������� ∙ 609

�����	��$	������	������	�������������
���������	������������������	������	�����

Hole Injection aquifer

Hole 

diameter 

(mm)

Injection 

rate

(m3/day)

Hydrauric 

conductivity 

(cm/sec)

Water level fluctuation for injection rate (cm)

IS-1 IS-2 IS-3 IR-1 IR-2 IR-3

IS-1 Alluvium 250   4.61 7.02 × 10-4 - 10   6   8   7   7

IS-2 Alluvium 150   3.53 7.08 × 10-4   1 -   3   1   1 -

IS-3 Alluvium 100   8.30 5.05 × 10-4   6 27 -   7   5   7

IR-1 Alluvium & Rock 100 31.79 1.09 × 10-3 46 52 53 - 52 47

IR-2 Alluvium & Rock 150 11.34 4.79 × 10-4 13 14 13 18 - 43

IR-3 Alluvium & Rock 250 13.55 7.23 × 10-4 16 17 14 20 46 -

주입시험 결과 충적 + 암반 주입정인 IR-1공이 최대 주입율 31.79 m3/day가 주입되었으며, 인접공에서 46~53 cm 수위

상승이 일어났다. 반면에 가장 적은 주입율인 3.53 m3/day 주입된 IS-2공은 0~3 cm의 매우 미미한 수위상승 변화가 나타

났다. 충적 대수층과 충적 + 암반 혼합층의 주입에 따른 주입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충적 + 암반 혼합층의 주입율이 충

적 대수층보다 2배 정도 높은 주입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인접공의 수위상승 변위도 2배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리적 간섭 차이는 상부 암반대수층에서는 지하수유동이 원활하도록 유효공극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충적층은 지하수 유동을 저해하는 투수성이 불량한 점토~실트질 지층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입정 규격에 따른 

주입율과 수위상승 효과는 오히려 주입정 규격이 가장 작은 IR-1 공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지역내 대수층은 주입정의 규격에 의한 영향보다는 지하수유동을 유발하는 투수성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인 요소임

을 보여주고 있다.


�������	

Ditch를 여재로 채우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때 적정 여재의 규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가지 여재 Case를 대상으로 

주입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Case별 주입시험 결과 분석은 주입Ditch 주입율에 따른 인접 Ditch에서의 수위상승 변위와 주

입완료 후 수위강하 양상을 토대로 수행되었다(Table 4, Fig. 7).

Case 1과 Case 2에서는 낮은 주입율과 큰 수위상승을 보이나 Case 3과 Case 4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입율과 작은 

수위상승 양상을 보였다(Fig. 7). 주입에 의한 수위상승 변위양상을 볼 때, Ditch 여재 내 포화효과는 수위상승 변위가 상

대적으로 큰 Case 1과 Case 2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험부지 Ditch에서 주입성능은 여재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서 높은 

포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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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edia size

(mm)

Injection rate

(m3/day)

Water level fluctuation for injection rate (cm)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1 30~40 11.18 - 31.5 15.9   0.2

Case 2 5~10 16.13 44.6 - 41.6   0.6

Case 3 0.1~0.35 16.55 15.7 19.2 - 27.4

Case 4 Mix 18.24   0.0   0.5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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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주입정의 적정 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은 수직주입정 + Ditch 혼합형 주입시설에 대하여 주입정

의 주입 간격을 달리하면서 주입시험을 수행하였다. 주입시험은 짝, 홀수 격공 주입시험(6 m 간격 주입), 3공간 격공 주입

시험(9 m 간격 주입), 4공간 주입시험(12 m 간격 주입), 전공 주입시험(3 m 간격 주입)을 수행하고, 각 시험별 주입율 대비 

경과시간 14시간(840분) 이후 대수층의 수리적 간섭영향을 분석하였다(Table 5). 모든 시험 조건에서 주입 시작 이후 12

시간까지는 주입율이 변동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과시간 12시간 이후는 주입율이 안정된 정류상태의 유동특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입시험별 주입율에 따른 수리적 간섭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험 개시 후 12시간 경과까지의 초기주입율은 37.30~

55.44 m3/day, 주입시험 진행 12시간 후 정류상태에서의 안정주입율은 31.78~44.41 m3/day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주입율 

조건에서 주입에 의한 간섭 수위변동은 0.12~0.89 m를 보인다(Table 5). 본 주입정의 배치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 9 m 간

격의 격공 주입 시 전체 주입율 및 안정주입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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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ase
Test interval

Injection rate

(m3/day)

Stablized injection rate 

(m3/day)

Water level fluctuation 

(m)

Injection period 

(hour)

1   6 m (even) 45.5 34.2 0.20~0.75

14

2   6 m (odd) 37.3 31.8 0.13~0.54

3   9 m 53.7 44.5 0.17~0.87

4 12 m 55.4 37.9 0.12~0.66

5   3 m (all) 46.2 41.6 0.21~0.89

�����"#$��%��&'(�)*

이상의 연구지역 지층의 수직적 분포, 시험지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주입 시험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지역 인공

함양 시설의 대상 지층 범위, 수직 주입정의 규격, ditch의 여재 규격 등의 설계인자를 도출하였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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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직정 주입시험 결과, 구경이 큰 250 mm 주입정보다 투수성이 가장 양호한 100 mm 주입정인 IR-1에서 가장 높

은 주입율을 보였다(Fig. 9). 이는 연구지역내 대수층은 주입정의 규격에 의한 영향보다는 대수층의 투수성이 함양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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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침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직주입정 설치 시 굴진 효율 및 토지 이용의 가용성과 경제성 등을 고

려할 시 규격이 작은 수직주입정인 100 mm 규격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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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대상 지층의 심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입량 대비 주변 지하수위 상승량을 분석하였다. 충적층에 굴착된 수직

주입정에서는 10 m3/day 이하의 주입율과 10 cm 이하의 수위상승이 일어나는 반면, 충적 + 암반대수층에 굴착된 수직주입

정에서는 11~32 m3/day의 주입율과 20~50 cm 수위상승을 보여 충적층 자체 보다는 풍화대와 상부암반이 포함된 충적 + 

암반대수층의 혼합 구간에서 보다 높은 함양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나타났다. 충적 + 암반대수층은 10 m3/day 주입율 당 

14.7 cm 수위상승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10).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적 + 암반대수층을 주 함양 대

상구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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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ch의 함양수 침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여재 크기와 주입율과의 상관성 및 함양수 주입 완료 후 침투에 의한 수위 강

하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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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ch 내 여재별 주입율 차이는 Ditch 하부 대수층의 수리특성에 영향이 더 커 여재 크기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어려

웠다.

함양수 주입완료 후 수위강하율도 하부 대수층의 수리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슷한 침투율

을 보여준 Case 2와 Case 3의 경우 포화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Case 4의 경우 주변 영향이 낮은 것으로 보아 분급이 낮은 

여재보다 분급이 높은 여재가 함양에 유리하고 여재의 크기가 클 경우 함양에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입에 의한 포

화효과가 양호한 Case 1과 Case 2 사이의 크기인 10~30 mm 내외의 여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공함양 수직주입정의 간격 차이에 따른 주입시의 간섭효율을 분석하였으며, 간섭효율은 아래 식 (1)과 같이 정의하

였다.

간섭효율(Interference efficiency, IE) = [간섭 수위상승 변위(h) / 최대 변위(Htotal)]⨯100 (%) (1)

여기서, 전공 주입시험(3 m 간격 주입)시 수위를 100%로 설정하였으며, 각 주입 조건별 주입공 사이의 관측공 수위를 분

석하여 간섭효율을 산정하였으며, 이들 주입공의 간격별 조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공 간격당 주입 효율 경향성을 분

석하였(Fig. 11). 각 주입공 간격 1 m 당 간섭효율 감쇄계수는 1.75%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주입공 간격이 간섭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 주입간격별 주입에 의한 수리적 간섭영향은 14시간 주입 후 계산된 간섭효율로 상대

적으로 간격이 가장 큰 9~12 m 간격에서도 70% 이상의 높은 간섭효율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간의 주입에 

의한 간섭효율을 볼 때 장기간의 주입 시에는 높은 주입효율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입간격별 주입에 의한 수위상

승 변위 차이도 적게 나타나며 주입정 구축에 따른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측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안정한 주입율을 

보이며 간섭효율도 양호한 9~12 m 간격이 적정 주입정 간격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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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의 설계요소인 주입 시설의 규격, 주입 대상 지층, 주입시설의 재료 규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직주입정, 

Ditch, 수직주입정 + Ditch 혼합형 3가지의 시험시설별 주입시험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주입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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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주입정의 구경에 따른 주입율 분석결과를 보면, 작은 구경인 100 mm의 굴착으로도 주입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평

가되었으며, 굴진 효율 및 토지 이용의 가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수직주입정의 주입 효과는 

주입정의 규격보다는 지하수유동을 지배하는 투수성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충적대수층 구간의 주입 보다 충적 + 암반대수층 혼합 구간의 주입율 및 수위 상승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혼합 구

간을 주 함양 대상으로 하는 충적 + 암반대수층 주입정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Ditch 내 여재크기와 주입율과의 상관관계는 Ditch 하부 대수층의 수리특성에 영향이 더 커 여재 크기에 따른 영향을 

비교가 어려웠으나, 비슷한 침투율을 보여준 Case 2와 Case 3의 경우 포화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혼합형의 Case 4의 경우 

주변 영향이 낮은 것으로 보아 분급이 낮은 여재보다 분급이 높은 여재가 함양에 유리하고 여재의 크기가 클 경우 함양에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직주입정의 간격에 따른 지하수위의 간섭효율을 분석한 결과, 간격 1 m 당 간섭효율 감쇄계수는 1.75%로서 주입공 

간격에 따른 간섭효율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분석결과는 14시간 주입 후 계산된 간섭효율이며, 9~12 m 간격에서 70% 이

상의 간섭효율을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주입이 이루어 질 경우 90% 이상의 효율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입간격별 주입에 의한 수위상승 변위 차이도 적게 나타나므로 주입정 구축에 따른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측면

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안정한 주입율을 보이며 간섭효율도 양호한 9~12 m 간격이 적정 주입정 간격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시험부지에서 시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계 요소를 평가한 예비 분석 결과로서 현장 시공을 통하여 충분

한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향후 현장 시공 이후 지속적인 함양 운영에 따른 체류시간 및 이동경로 등에 대

한 현장 연구가 필요하며, 추후 설계 효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병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향후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의 설계를 위하여 예비적 실험 및 해석에 필요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상시 물부족 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지

하수 인공함양 기술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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