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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Effective use of water resources has become a social problem because the deficit of water comes

from population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conjunctive operation of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will become an alternative. Groundwater has many advantages for the evaporation and

effect of rainfall compared with surface water. Although the available amount of groundwater is small,

groundwater dam can be used complementarily because of the sustainable supply of water. A calculating

technique of the optimal amount of water resources by the groundwater dam was developed. A pilot site

was selected to assess the optial amount of groungwater for the designed groungwater dam. If the

developed technique is more refined by the measured data, the groundwater dam will become a good

alternative to develope the water resources in the water defici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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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부지역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른 생공용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동해안 북부. ,

지역은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동해시나 강릉남대천의 수질문제로 물공급에 차질을 안고 있는 강릉시 등

주요 도시가 용수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용수부족량에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댐 건설과 같은 신규 수자원 개발이지만 댐 건설

은 계획에서 설계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약 여년이라는 장10 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영월댐 등의 예에서 환,

경단체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지하수의 이용 상에 따른 장점은 지표수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에 따른 투자,

비가 지표수에 비해 적게 들고 지하수의 이용에 있어 유동방향과 함양량 및 유출량의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면

양수량을 자연적인 유출량 보다 적게 억제함으로써 지하수를 반영구적인 수자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또한 증발에 대한 손실이 거의 없고 지하수는 지표하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 ,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용수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표수 댐 공급수 포함 와 지하수의 연계운영 체제( )

구축은 용수공급의 안정성과 기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대상 지역 고성군 북천 은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으로 신규 댐의 개발이 환경보전과 대립된( )

다 그리고 댐 개발 후보지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하천수를 직접 취수하는 형태의 물 공급 방안이 우선시. .

되지만 하천수는 강수량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이러한 하천수의 직접 취수를 제약하는 요인을 보완하는데, .

지하댐이 매우 적절하다 북천 주변의 지하수는 동쪽을 따라 흘러 바다로 유출된다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

적당한 위치에서 지하댐을 설치하면 평상시 바다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하수댐의.

양수는 한계를 가지므로 하천수와 지하댐수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방안은 북천의 수자원 개발에 효과적인 개

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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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설이 크다 속초 기상대의 신적설 새로온 눈. ( ; fresh

양 을 매해 월부터 다음해 월까지 합하였을 때 연평균 에 이른다 편차는 매우 커서snow) (cm) 11 3 90cm . 1998

년에는 였고 년에는 나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의 신적설은 의 비와 같다 속초 기3.6cm 1968 443cm . 90cm 90mm .

상대의 연평균 강수량 를 감안하면 약 가 눈으로 온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북천 유역에서1,330mm 7% .

는 매년 월부터 월까지 융설 유출이 상당량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량을 평가하는 유역 유출의 연2 3 .

속모의에 적설 융설을 고려하였다- .

유출 연속모의 모형을 이용한 지표수자원 평가유출 연속모의 모형을 이용한 지표수자원 평가유출 연속모의 모형을 이용한 지표수자원 평가유출 연속모의 모형을 이용한 지표수자원 평가2.2.2.2.

유역 유출 연속모의 모형유역 유출 연속모의 모형유역 유출 연속모의 모형유역 유출 연속모의 모형2.12.12.12.1

우리나라의 이수계획 등에 탱크모형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본 과업에서는 등 의 모형 일명Tabios (1986) (

을 사용하였다 토양수분 계산 과정에 필요한 여러 매개변수는 소양강댐 유역에 대해 보정하고 남NWS-PC) .

한강의 이목정 유역 시험유역 에 대하여 검증한 매개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IHP ) .

등의 모형 개요등의 모형 개요등의 모형 개요등의 모형 개요2.1.1 Tabios2.1.1 Tabios2.1.1 Tabios2.1.1 Tabios

등 은 를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양수분계산 모형과Tabios (1986) NWSRFS (SAC-SMA)

흐름에 대한 추적모형을 결합하여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저자는 이를. NWS- 로 이름지었지만PC ,

현재 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등의 모형으로 인용하고자 한다NWS Tabios .

대상지역의 선정 및 유출 연속모의대상지역의 선정 및 유출 연속모의대상지역의 선정 및 유출 연속모의대상지역의 선정 및 유출 연속모의2.22.22.22.2

북천 유역의 유출 모의에 소요되는 유역 인자북천 유역의 유출 모의에 소요되는 유역 인자북천 유역의 유출 모의에 소요되는 유역 인자북천 유역의 유출 모의에 소요되는 유역 인자2.2.12.2.12.2.12.2.1

본 논문에서는 매개변수들을 AutoCAD 등의 지형정보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형도, Arcview, ARC/INFO

및 수치고도자료로부터 추출하였다.

소유
역명

지표흐름평면

길이
(m)

사면
경사

조도
계수

유역
면적
(km

2
)

북천 2692 0.403 0.4 111.14

표 유역특성 인자 지표흐름평면표 유역특성 인자 지표흐름평면표 유역특성 인자 지표흐름평면표 유역특성 인자 지표흐름평면< 2.1> ( )< 2.1> ( )< 2.1> ( )< 2.1> ( )

주 하 도

길이
(m)

하천
경사

조도
계수

지배
면적
(km2)

측면
구배

저면폭
(m)

20646 0.014 0.048 111.14 2.3 24.53

표 유역특성 인자 주하도표 유역특성 인자 주하도표 유역특성 인자 주하도표 유역특성 인자 주하도< 2.2> ( )< 2.2> ( )< 2.2> ( )< 2.2> ( )

북천유역의 유역유출 연속 모의북천유역의 유역유출 연속 모의북천유역의 유역유출 연속 모의북천유역의 유역유출 연속 모의2.2.12.2.12.2.12.2.1

북천 유역에 대하여 전술한 여러 매개변수와 입력자료를 사용하여 년부터 최근까지 유출을 모의하였'65

다 첫 해는 초기 상태변수의 영향으로 오차가 크며 분석에서는 제외된다. .

겨울에 쌓였던 적설은 대개 월부터 월 초순 사이에 모두 녹는다 그리고 최대 갈수기간은 월에 발3 4 . 4 5～

생한다. 봄철 갈수 시에는 최소 유량이 0.2m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년 전체를 놓고 보면/s . 37 1968

년 봄과 년 봄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년과 년도 가뭄이 발생하였다2001 . 1988 1994 .

유출모의 지점의 유역면적이 유량측정 지점보다 약 큰 것을 감안하면 유출모의 결과가 다소 작게 나10% ,

타난다 그렇지만 북천유역에 대하여 모. 형보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의한 점을 감안하면 유출모의가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유량측정도 적절하게 수행되어졌다고 판단된다. .

지하댐 건설 전후 개발가능량 평가지하댐 건설 전후 개발가능량 평가지하댐 건설 전후 개발가능량 평가지하댐 건설 전후 개발가능량 평가3.3.3.3.

지하댐을 통하여 수자원 개발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풍수시에는 지표수 위주로 수



자원을 개발하고 갈수시에는 지하수 위주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하수유동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지하댐 건설에 의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갈수시 지하댐에 의해 지하댐 상류지역에.

저류된 지하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서 갈수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모형의 설정 및 입력자료모형의 설정 및 입력자료모형의 설정 및 입력자료모형의 설정 및 입력자료3.13.13.13.1

가 대수성 수리특성인자가 대수성 수리특성인자가 대수성 수리특성인자가 대수성 수리특성인자....

대수층의 수리전도도와 저류계수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동해북북권 지하수개발 수원조사 보『

고서 에서 조사된 자료를 참고하여 격자의 대표치로 입력하였으며 지하수 함양량 또한 상기 보고서(2001) ,』

에서 조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지하수 함양량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대수층의 형태는 개 층의 다. 1

공질 매체로 구성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지하댐 설치 지점은 북천하부의 간성읍 송죽리와 봉호리를 연결.

하는 협곡부로서 그 길이는 이지만 금번 지하수 유동 분석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댐의 연장을610m ,

유역의 경계지점까지 설정하였다 그 길이가 약 로 측정되었다 또한 지표에서의 지하댐 저고까지의 깊. 880m .

이는 기 조사된 북천유역의 수평탐사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수평탐사 결과 대수층의 두께가 약. 15 ～

로서 대략적인 평균값인 로 설정하였으며 지하댐의 높이는 지하댐 설치지점의 지표면 표고와 같다25m 20m , .

이상의 경계조건 및 입력자료 등을 종합하면 표 과 같다< 3.1> .

표 경계조건 및 입력자료표 경계조건 및 입력자료표 경계조건 및 입력자료표 경계조건 및 입력자료< 3.1>< 3.1>< 3.1>< 3.1>

입력인자 내 용

격자망
격자의 수

격자의 크기

81×73

50m

대수층의 형태 층1 충적층 포화대두께 20m(Avg.)

양수량

W1

W2

W3

W4

W5

각각6,000m3/day(30,000 /day)㎥

수리상수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38.5m/day

0.1

지하댐 제원
투수계수

길이 두께/

0.0001m/day

880m/20m

지하댐에 의한 수자원 개발가능량 검토지하댐에 의한 수자원 개발가능량 검토지하댐에 의한 수자원 개발가능량 검토지하댐에 의한 수자원 개발가능량 검토3.23.23.23.2

순수 지하댐에 의한 추가 수자원 개발가능량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하수 함양량은 없고 지표수(RCH=0)

사용계획량 20,000m3 중 기 사용중인/day 6,000m3 을 제외한/day 14,000m3 을 하천에서 대수층으로 유입된/day

다는 조건을 적용하여 양수조건 30,000m3 에 대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day .

이 경우 표 에 나타난 각 양수정 별 지하수위를 보면 지하수위의 폭은 완만하고 양수에 의한 악영< 3.2>

향도 일 경과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그 이후부터는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루60 .

30,000m3 로 취수할 경우 일이 경과하면 대수층의 이상 지하수위 강하 대수층 바닥에서 약 정/day 60 4/5 ( 3m

도 가 발생하여 추가로 지하수를 더 취수할 수는 있지만 지하수 취수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순) .

수 지하댐에 의한 추가 수자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지하수량은 30,000m3 규모로 약 일간 취수할 수/day 45

있다고 판단된다.



표 의 경우 양수정별 지하수위표 의 경우 양수정별 지하수위표 의 경우 양수정별 지하수위표 의 경우 양수정별 지하수위< 3.2> case 4< 3.2> case 4< 3.2> case 4< 3.2> case 4

양수량 경과일 W1 W2 W3 W4 W5

30,000

m
3
/day

일15 -7.39 -7.34 -7.00 -5.79 -4.91

일30 -9.44 -9.26 -8.60 -6.85 -5.61

일45 -10.97 -10.67 -9.74 -7.58 -6.08

일60 -12.28 -11.88 -10.66 -8.16 -6.45

바닥표고 -15.23 -14.96 -14.83 -14.67 -14.82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지표수와 지하댐수를 동시에 공급하는 개념은 가뭄기간과 호우시에 매우 효과적인 공급방안이 될 수 있

다 지하댐수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을 크게 하고 평상시에는 일부만 공급하다가 월부터 월 초순 사이에 가. , 1 6

뭄이 발생하거나 여름철에 호우가 와서 수질이 악화되면 지표수의 취수 부족분을 보충하여 취수하도록 한,

다 이로써 송수에 따른 전기비용은 지표수 취수 부족 시기에만 추가로 들도록 할 수 있다. .

북천유역의 경우에 지표수 취수 및 공급은 하루 30,000m3 로 하고 지하댐 취수설비는/day , 30,000m3 로 하/day

되 보통 때는 20,000m3 만 취수하여 공급할 수 있다 만일 지표수의 취수가 부족하면 추가로/day . 10,000m3/day

를 지하댐수로부터 공급한다 년의 년 기간 중 년 봄이 가장 심한 가뭄시기였다 위와 같은 공. 1965 2002 38 2001 .～

급방안을 년에 적용하면 일간의 일의 물부족이 생간다 간략히 생각하면 일간 하루 평균2001 , 56 1,126 %× . 56 20%

의 물부족을 의미한다 이정도의 물부족은 일본의 자료를 볼 때 피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 부족 기간동안. .

지하댐수는 계속 30,000m3 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day . 위와 같은 분석은 가정된 내용과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 우선 가뭄시기에 지하댐수 만으로 일 동안 계속. , 56 30,000m3 를/day

공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추가로 물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지하댐수로써 일간. 45 30,000m3 를 공급하/day

고 그 이후는 일간5 20,000m3 나머지 일간/day, 6 15,000m3 로 지하댐수 공급량을 줄인다면 총 일의/day , 1,406 %×

물부족에 다달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극심한 가뭄에 대처해서 하천유지를 위하여 남겨둔. , 0.1

m3/sec(8,640m3 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물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북천의 지표수 유출모의는 유/day) .

역 면적 111km2에 대한 것이므로 취수지점을 하구 쪽의 지하댐 예정 지점 방향으로 옮기면 지표수의 유량은 조,

금 더 늘어날 것이다.

지표수의 수질은 계절에 따라 불안전하므로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하댐수를 이용하

는 것이 정수시설 설계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지표수 취수를 하지 않고 지하댐수만 취수할 경.

우 지하댐에 의한 수자원 개발가능량을 지하수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ODFLOW .

이 때 사용된 조건은 강우에 의한 함양량은 없는 상태이다. 지하댐 상류지역 대수층으로부터 30,000m3/day로

취수할 경우 일이 경과하더라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고 일이 경과하면 양수정 부근에 있45 60

는 대수층의 이상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성군 북천 하류지역에 지하댐을 설치하여 지하수4/5 .

를 개발할 수 있는 양은 약 30,000m3 으로 산정되고 갈수시 일 정도는/day , 45 30,000m3 를 취수할 수 있다/day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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