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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한 보 건설 등으로 하천수위를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
는 지하수계의 변화가 유역의 자연환경과 농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하천 유역에서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수
- 지하수 상호 작용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지하수위 변화의 다양한 원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위 변화
에 따른 인근 지하수 수위를 군집 분석을 통해 연구 지역 내 지하수를 변화 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지
하수위 모델을 이용해 지하수위 변동을 일으키는 자연적/ 인공적 요인의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모델 시나리오를 통해 하천수위 조절 혹은 양수와 같은 인위적인 요소가 지하수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모델링 기법은 지하수위 변화를 다중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
의 합으로 가정하고, 이를 요소별 물리적 모형을 이용해 구한 합성 지하수위를 실측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모델
파라메터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최적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지하수위 총 변화량 중에서 강우량, 하천수위, 양수
량 등 각각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정량화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 연구 지역의 지하수는 상호 유사
성이 높은 두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주로 하천과의 지리적인 거리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하수위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 하천 수위 조절 기간 중 지표수 수위 하강이 지하수위 하강에 기여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약 50% ~ 90%로 나타나고, 하천수위 조절에 의한 지하수위 하강은 최대 2.0 m, 양수에 의
해서는 최대 0.5 m의 추가적인 지하수위 하강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하천 환
경을 유지하면서도 농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최적의 하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지표수-지하수 상호 작용, 군집 분석, 지하수위 모델
Byeongju Jung, Dong-Hun Kim, Hee Sun Moon and Yongchul Kim, 2021, Quantifying effects of river stage
control on groundwater system by cluster analysis and groundwater-level modeling.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7, no. 1, p. 79-97
ABSTRACT: As a weir construction enables to control on the river stage level, there is increasing demand to
understand its effects on the adjacent groundwater system more clearly, on which agricultural productivity may
depend. To adequately address this question, it is essential to obtain detailed knowledge on surface watergroundwater interaction that can affect groundwater quality and quantity by applying quantitative analytical
approaches to various factors inducing groundwater changes. We first introduce a cluster analysis utilizing
Pearson’s correlation to classify wells to compare the degree of interaction with the river, and then quantify
individual contributions of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s which may induce temporal groundwater level
changes. Finally, we predict groundwater level under presumed modeling scenarios to clarify the effects of
controlling the river stage and increasing irrigation. The cluster analysis classifies wells in the study area into two
distinct groups by the patterns of groundwater level changes, which are mainly resulted from the geographical
distance from the river. The groundwater-level model assumes total groundwater fluctuation as a sum of changes
brought by individual model components based on physically-derived governing equations and finds the best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by comparing the observation and modeled groundwater levels. Using the calibrated
model, it is possible to quantify each controlling factors’ effects on groundwater system under different case
scenarios. According to the modeling results, the river stage change accounts for approximately 50% ~ 90%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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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ing groundwater level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weir opening periods. The model also indicates that
scheduled river stage drop can lower the groundwater level by 2.0 m at maximum, and additional irrigation can
exacerbate depletion by 0.5 m at maximum.
Key words: surface water - groundwater interaction, cluster analysis, groundwater-level model
(Byeongju Jung, Dong-Hun Kim, Hee Sun Moon and Yongchul Kim, Groundwater Research Center, Geological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eajeon 34132, Republic of
Korea)

1. 서 론
전국적인 하천 정비 사업의 결과로 주요 하천과
지류에 많은 수의 보와 댐이 건설되었다. 이렇듯 하
천의 수위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위적으로 제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개용수 등의 확보가 용이해
진 반면, 보 하류의 수위가 낮아지고 수량이 줄어 들
게 되어 하천의 녹조 현상 등과 같은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Ju et al., 2016). 따라서, 하천 유역
의 경우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지표수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하고, 특히 본
연구 지역인 금강 유역 일대는 수막 재배와 같은 농
업 기술의 발달로 연중 농업 활동에 대한 지하수 의
존도가 높으므로, 지하수위 변화의 다양한 원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위는 지하수 함양, 증발산, 조
석, 대기압,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구조물에
의한 외력, 지하수 양수, 터널 굴착 등의 인공적인 요
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Freeze and Cherry, 1979).
대부분의 농업 지역에서 강우에 의한 지하수 함양과
관개 용수 사용이 지하수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
지만, 하천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하천 수위가 지하
수위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하수위의 다양한 변화 요인을 시계열 자료 분
석을 통해 규명하거나 미래의 지하수 거동을 예측하
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으며, 주로 관측 자료에 기반한 통계적 방법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강우량이나 하천 수
위 변화와 같은 입력 요인과의 교차상관관계나 과거
수위자료와의 자기상관관계를 이용한 지하수위 변화
예측을 시도한 경우와(Jeong et al., 2010; Park et al.,
2010; Choi et al., 2018; Kim and Lee, 2018; Kim et
al., 2018; Lee et al., 2018), 해안 지역 조석에 의한 지

하수위의 주기적 변화를 파워 스펙트럼 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한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Lee
et al., 2001, 2004). 보다 정밀한 통계적 예측을 위해
서는 박스-젠킨스(Box and Jenkins, 1976)의 방법론
에 의한 자기회귀 누적이동평균 모형(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과 같은 시
계열 모형이 주로 이용되며, 국내에서는 국가 관측
망 지하수위 자료와 제주도 및 강변 여과지 주변 지
하수위 변화에 적용된 바 있다(Yi et al., 2004; Lee et
al., 2009). 하지만 이러한 모형은 지질 특성이나 강
우량, 하천수위 등 지하수위 이외의 자료는 고려하
지 않고, 평균, 분산 등 주로 통계적인 특징들의 선형
결합만으로 구성되므로, 지하수위 변화의 원인이 되
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개별적인 영향은 분리하여 고
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지지벡터기
계(support vector machine)와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과 같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이
용한 예측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Yoon, P.
et al., 2014; Yoon, H. et al., 2016). 이전의 통계적 시
계열 모형과 비교할 때 이들 방법은 다양한 입력 자
료와의 비선형적 상관관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Yoon et al., 2016), 지하수위 변화를 일으
키는 물리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술한 통계적 모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지하수위 모델(groundwater-level
model)의 방법론은 미국 지질 조사소(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대량의 농업 용수 사용으
로 인한 지역 내 지하수위 변화를 해석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지하수위 변화를 다중 요인에 의
해서 일어나는 변화의 합으로 가정하고, 이를 설명
하는 물리적 모형을 이용해 구한 지하수위를 실측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모델 파라메터를 추정하는 일
종의 역산모델이다(O’Reilly, 2004; Halford, 2006;
Halford et al., 2016). 다중 요인에 의한 지하수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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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인공 신경망 모델과 유사점
이 있지만, 개별 인자에 대해 각각 다른 물리적 모형
을 적용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인공 신경망 모델의
경우 추정하는 파라메터들이 물리적으로 무의미한
다항식의 계수인 반면, 지하수위 모델에서는 그 자
체로 지배방정식을 구성하는 물리량에 해당하므로
입력 자료와 결과인 지하수위와의 상호 작용 기작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역산 과정에서 추정된
파라메터 값을 이용하면 지하수위 총 변화량 중에서
강우량, 하천수위, 양수량 등 각각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연구 지역인 금강 유역은 최근 단계적
인 보 개방을 통한 하천수위 조절이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인근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군집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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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 지역 내 다수 관정에서의 지하수위 변화 양
상과 하천수위와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한 후, 지하
수위 모델을 이용해 하천수위 조절이나 양수와 같은
인위적 요인이 지하수위에 미치는 시공간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지하수 변화가
어떠한 개별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다양한 시나리오
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연구 지역은 공주와 논산 일대를 지나는 금강 유
역(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일대)에 위치하
고, 하류에 수위 조절이 가능한 보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1). 퇴적층은 하부 약 10 m 두께의 모래 자갈
층과 상부 10 m 정도의 실트질 점토층으로 구성되

Fig. 1. Regional and enlarged maps of the study area located in the riparian zone of the Geum River. The river stage
can be artificially controlled by the weir constructed downstream of th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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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s of monitoring wells and stations, items, periods, and GPS coordinates used for the study (GWL:
Groundwater Level, T: Temperature, EC: Electric Conductivity,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Wells/ Stations

Monitoring Items

Monitoring Periods

GPS Coordinates (WGS 84)

SU-3

GWL, T

2018/01/01-2019/09/30

126.942545, 36.328034

BR-2

GWL, T, EC

2019/06/11-2020/01/14

126.950491, 36.327777

BR-3

GWL, T, EC

2019/06/11-2020/01/14

126.944541, 36.326307

BR-4

GWL, T, EC

2019/06/11-2020/01/14

126.939741, 36.324272

MW-1

GWL, T, EC

2019/06/26-2020/01/14

126.949191, 36.321231

MW-2

GWL, T, EC

2019/06/26-2020/01/14

126.949191, 36.321231

MW-3

GWL, T, EC

2019/06/26-2020/01/14

126.949191, 36.321231

BL-2

GWL, T, EC

2019/05/15-2020/01/14

126.953541, 36.322077

BL-3

GWL, T, EC

2019/05/15-2020/01/14

126.949316, 36.319720

BL-4

GWL, T, EC

2019/05/15-2020/01/14

126.945616, 36.318249

NG-1

GWL, T

2018/04/03-2019/09/30

126.949630, 36.319414

NG-2

GWL, T

2018/04/03-2019/09/30

126.962903, 36.323624

BZ-1

GWL, T

2018/06/21-2019/09/30

126.951812, 36.320984

BZ-2

GWL, T

2018/06/21-2019/09/30

126.957384, 36.318970

BZ-3

GWL, T

2018/06/21-2019/09/30

126.963138, 36.322370

BZ-4

GWL, T

2018/06/21-2019/09/30

126.965481, 36.315656

BJ-5

GWL, T, EC

2019/05/15-2020/01/14

126.955466, 36.319680

BJ-6

GWL, T, EC

2019/07/23-2020/01/14

126.951441, 36.317605

CH-1

GWL, T

2018/04/03-2019/09/30

126.970489, 36.323521

CH-2

GWL, T

2018/04/03-2019/09/30

126.967129, 36.320594

RIV

River stage

2018/04/03-2019/09/30

Upstream from weir

PRECI

Precipitation

2018/01/01-2020/01/14

Buyeo AWS

어 있어, 피압 대수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문 개
방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하부의 모래 자갈층은 하천과의 연결성
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하수 이용은 주로 동
절기 수막 재배와 하절기 시설 재배 시기에 집중된 것
으로 조사된 바 있다(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하천 흐름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 하안에 4개
의 관측공(BR-2, 3, 4, SU-3)이 설치되어 있고, 좌안
에는 16개의 관측정(MW-1, 2, 3, BL-2, 3, 4, NG-1,
2, BZ-1, 2, 3, 4, CH-1, 2, BJ-5, 6)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MW-1, 2, 3은 동일 지점에 설치된 다심도 모니
터링 관정으로 각각의 심도는 25 m, 15 m, 10 m 이
다. 분석에 사용한 모니터링 관정의 위치와 측정 항
목, 측정 기간은 하천수위, 강우량과 함께 표 1에 정
리하였다.

3. 연구방법
3.1 군집 분석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은 다수의 개체를 집
단으로 나누는 분석 방법으로 한 집단에 속한 개체
간에는 다른 집단에 속한 개체들과 비교하여 유사성
이 높다. 일반적인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자주 수행
되며 통계적 자료 분석, 패턴 인식, 이미지 분석 등의
기계 학습 분야에도 활용도가 높다(Wikipedia contributors, 2020).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크게 계층적 군
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과 비계층
적 군집분석(non-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로 나눌 수 있는데(Kim, 2016), 이중에서 계층적 분
석은 개체 간의 거리에 의하여 가장 가까운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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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결합하여 나뭇가지 모양의 계층 구조를 형성
하는 방법이다. 거리 계산에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민코우스키 거리(Minkowski distance) 등이 자주 사
용된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정한 후,
각각의 집합을 대표하는 중심 벡터(central vector)
로 나타내고 개체와 중심 벡터 간의 거리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군집화를 수행한다. k-평균알고리즘
(k-means algorithm)과 같은 방법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 간의 거리 계산 방법으로 상
관성의 척도인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
저 하나의 관정과 그 것을 제외한 다른 관정들 간 지
하수위 시계열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벡터의 형
태로 나타낸다. 이후 모든 관정에 대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상관관계 벡터를 얻으면 이를 상호간 거리
계산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하수위 시계열 자료 간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한
군집 분석 방법은 제주도 용천수의 용출 패턴 분석
연구에 적용되었으며 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그룹이 지질 특성과도 잘 일치하는 의미 있는 결과
를 도출한 바 있다(Kim et al., 2007).
식 1은 분석에 사용한 상관관계식으로 -1에서 1사
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시계열 패턴의 양
의 상관도가,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도가 높아
지는 특성이 있다(Mukaka, 2012). 본 연구에서는
거리 계산 시 음수를 피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관계
의 범위를 0 ~ 2로 조정하였으며, 개체 간의 결합에
는 최단연결법을 사용하였다.

(1)

위 식에서 PCC는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 xi와 yi
는 시계열의 i 번째 값이고 n은 시계열 자료의 개수,

, 와 σx, σy는 각각의 시계열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다.
관측 기간인 2019/06/26-2019/09/30에 공통적
으로 자료가 존재하는 19개의 지하수위와 하천수위
자료를 군집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관측 기간이 현
저하게 짧은 BJ-6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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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하수위 모델

할포드 등(Halford et al., 2016)은 지하수위 모델
을 이용해 실측 지하수위와 유사한 합성 지하수위
(synthetic groundwater level; SGL)를 만들 수 있
다고 가정하고, 합성 지하수위 변화에 기여하는 개
별 요인을 지하수위 모델 요소(groundwater-level
modeling component; GLMC)로 정의하였다. 일
반적으로 기압 변화, 배경 지하수위 변화, 양수량 변
화, 지구 조석(earth tides) 등을 지하수위 모델 요소
에 포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천과 지하수
의 상호 관계가 지하수위 변화의 주요 요인임을 감
안하여 이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기압 변화는 실측
지하수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모델에서
제외하였고, 지구 조석에 의한 변화는 따로 고려하
지 않았다.
개별 지하수위 모델 요소의 합으로 합성 지하수
위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시간 t에서 합성 지
하수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Halford et al.,
2016).

(2)

위 식에서 SGL은 합성 지하수위이고, C0는 실측
지하수위의 평균값과 합성 지하수위 평균값의 차이
[L], n은 모델요소의 개수, GLMCi는 i번째 모델 요
소[L]이다. 지하수위 변화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나므로, 개별 요인에 의한
변화 부분만을 알아내려면 먼저 해당 모델 요소를
이용해 지하수위 변화량으로 변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우가 지하수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려면, 강우량 자료를 강우 모델 요소의 입력 자료
로 하여 지하수위 상승 분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이 변환 과정에서 물수지 이동함수(water-balance/
transfer function model)가 사용된다(O’Reilly, 2004).
유사한 방법으로 하천수위 변화와 양수량이 지하수
위에 미치는 영향도 해당 모델 요소를 사용하여 지
하수위 변동 분으로 변환되고, 이 과정에는 지하수
위 흐름 방정식과 타이즈 함수(Theis, 1935)가 사용
된다.
지하수위 모델은 기존의 연속체 지하수 흐름 모
델과 비교할 때, 보다 정밀한 보정을 통해 실측 자료

84

정병주․김동훈․문희선․김용철

에 매우 근접한 모델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연속체 모델과 같이 지하수의 공간적인 유동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는 지하수위 모델링의 과정을 나타낸 모식
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하천 수위, 양수량,
배경 지하수 변화를 지하수위 변동의 중요 요인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먼저 각각에 해당하는 개별 모델
요소들로 지하수위 변화를 계산한 후, 합산하여 합
성 지하수위 시계열을 만든다. 이렇게 생성된 합성
지하수위를 관측값과 비교하면서 각각의 모델 요소
방정식에 포함된 파라메터를 최적화하면 실제 지하
수위 변동과 가장 유사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 중
에서 배경 지하수위 변동은 앞의 세가지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하수위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해 포함하였으며, 각각 다른 평균 기
간을 가지는 3개의 이동 평균식으로 변환하여 모델
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라메터 추정에는 지
하수 분야에 널리 쓰이는 페스트(PEST) (Doherty, 2010)
를 이용하였다. 페스트는 실측 지하수위와 합성 지
하수위의 차이(잔차)를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
로 하여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모델 보정을 수
행한다. 모델링에 사용한 개별 모델 요소들은 다음
에 상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3.2.1 강우 모델 요소
강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물
수지 이동함수 모델을 이용하여 강수량을 지하수위

상승 분으로 환산하였다. 물수지 이동함수 모델은
물수지 모델과 이동 함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것으
로 앞부분인 물수지 모델(water-balance model)은
강수량을 지표면 아래로의 침투량(infiltration rate)
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O’Reilly, 2004).

(3)

식 3에서 S는 총 수분 저장량(식물 뿌리 등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수분의 총량) [L], P(t)는 강수량에서
지표 유출량(runoff)을 제외한 수량 [L/T], E(t)는 증
발산량 [L/T], t는 단위 시간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증발산량은 해그리브(Hargreaves) 공식
(Hargreaves, 1994), 펜만-몬티스(Penman-Monteith)
방법(Droogers and Allen, 2002) 등으로 추정이 가
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준 증발산량(reference evapotranspiration)과 해그리브 공식을 사용하여 월별
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식 (4)).
α

ET0 = KET × RA × (TC +17.8) TD

(4)

위 식에서 ET0은 기준(잠재) 증발산량, KET는 매
개변수이다. RA는 증발산량과 등가 단위로 환산한
대기권 상부층 태양 복사열(extra-terrestrial radiation) [L/T]로 월별, 위도별로 상이하다. TC는 일평균

Fig. 2. The schematic diagram showing procedure of the groundwater-lev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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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TC = (Tmax - Tmin)/2), TD는 최대 기온차 (TD
= Tmax - Tmin), α는 TD에 대한 계수이다. 국내 여러
지역에 대한 KET값과 α값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하
여 제안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해당하는 KET = 0.00154와 한반도 내륙에 해당하는
α = 0.58을 사용하였다(Moon et al., 2013). 식4에서
추정한 값이 잠재 증발산량임을 감안하면 실제 증발
산량과의 오차를 피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
정은 모델 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침투량 계산을 위해 식 3을 시간에 대하여 이산화
(discretization)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는다.
k

k−1

S =S

k

k

+ (P − ET ) ∆t

(5)
k

위 식에서 ∆t는 이산화된 시간 구간을, S 는 현재
시간 구간의 총 수분 저장량, Sk−1는 이전 시간 구간
k
k
의 총 수분 저장량을 나타낸다. P 와 ET 는 각각 현
재 시간 구간의 강수량(지표 유출량 제외) 및 증발산
량이다.
일반적으로 강우로 증가한 토양 내 수분은 식물
및 불포화대에 머무르다 최대 저장량을 초과하면 지
하수면까지 투과(percolation)되어 함양이 발생하므
로, 실제 유효 침투량(effective infiltration)은 다음
과 같은 버킷 모델(bucket model)로 나타낼 수 있다
(O’Reilly, 2004).

(6)

위 식에서 는 현재 시간 구간에서의 유효 침투
량 [L/T], Smax는 최대 수분 저장량(최대 버킷량) [L]
이다. 물수지 모델에 의해 계산된 침투량은 이동함
수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며, 강수의 침투에 의
한 지하수 함양은 아래와 같은 침투량과 선형 이동
함수의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7)

위 식에서 r(t)는 지하수 함양량 [L/T], t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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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ϕ(τ)는 시간 지연 인자 τ [T]에 대한 선형 이동함
수를 나타낸다.
식 (7)에 감마 변환(gamma transform)을 적용하
면, 최종적으로 침투량에서 지하수위 변화량을 계산하
는 강우 모델 요소의 계산식을 구할 수 있다(O’Reilly,
2004).

(8)

위 식에서 ap는 강우 모델 요소의 진폭 배율(amplitude
multiplier) [1], I는 침투량 [L], ∆t는 침투 이벤트 이
후 시간 [T], Γ(n)는 감마 함수로 정수 n에 대해 n − 1
의 값을 가진다. k와 n은 각각 감마 함수에 대한 스케
일 파라메터 [T]와 형태 파라메터 [1]이다.

3.2.2 하천수위 모델 요소
하천수위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는 지하수 흐름
방정식으로 구하였다. 지하수의 외부 유입이나 유출
이 없고, 하천 유역의 대수층을 균질하다고 가정하면
경계조건(하천수위)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는
아래의 식과 같이 투수량계수(T)와 저류계수(S)를
포함하는 지하수 흐름 방정식(이 경우에는 확산 방
정식(diffusion equation))의 해로 나타낼 수 있다.

(9)

식 9에서 ar는 하천수위 모델 요소의 진폭 배율 [1],
Δhr는 하천수위 변화량 [L], S는 저류계수 [1], T는 투수
2 -1
량계수 [L T ], erfc는 에러 함수의 보함수(complementary
error function)이다. 하천과 대수층의 경계면에서
지하수위 변화량은 하천수위 변화량과 같다고 가정
하고 Δhr에 대입하면, 하천으로부터 수직 거리(d)만
큼 떨어진 곳에서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3.2.3 양수 모델 요소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하강은 타이즈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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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 식에서 at는 양수 모델 요소의 진폭 [1], Q는 양
수량 [L3T−1], W는 타이즈 함수의 해를 구하기 위한
적분 함수 , r은 양수정에서 관측정까지의 거리 [L],
∆t는 양수 이후 시간 변화[T]를 나타낸다. 연구 지역
내 여러 개의 관정이 존재할 경우 각각의 계산 결과
를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
른 정확한 양수량을 특정하여 모델에 포함시키기 어
려웠음으로 일정 지역 범위에서 일어나는 양수량의
합을 모델링 대상 관정 인근의 1개 관정에서 일어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합성 지하수위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개별 모델 요소의 중요도는 진폭
배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양수량의 절
대적인 크기보다는 시간에 따른 상대적인 변화량이
지하수위 모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2.4 배경 지하수위 모델 요소
연구에 사용한 지하수위 모델에 포함된 강수량,
하천수위, 양수량 변화 이외의 현상에 의해 일어나
는 변화는 배경지하수위 변화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
정하기 때문에, 배경 지하수위 자료는 강수, 하천수
위, 양수와 같은 세가지 요인으로부터 영향이 최소
인 곳에서 취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본 연구에서
는 군집분석 결과 하천 좌안 구릉지 부근에 위치한
BZ-4의 지하수위가 하천수위의 영향이 가장 적고,
다른 지하수 관정에서의 변화와도 구별되는 상대적
으로 일정한 변화를 보였으므로 배경 지하수위 자료
로 사용하였다. 배경 지하수위는 식 11과 같이 이동
평균을 구하여 합성지하수위에 합산한다.

GLMCi = abiVi(t)

(11)

위 식에서 abi는 진폭 배율 [1], Vi(t)는 지하수위의
이동 평균값 [L]을 나타낸다. 평균기간에 따라 시계
열이 반영하는 물리 현상이 다르므로, 배경 지하수
모델 요소는 이동 평균 산출 기간에 따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위 변화에는 여

러가지 주파수가 혼재되어 있다. 주로 대기압 변화
가 반영되는 것으로 반일간, 주간, 또는 계절에 따라
다른 강도와 주기로 나타나고, 관정 제원과 대수층
특성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반일 주기 변
화는 관정과 대수층 사이의 연결성이 불량하거나 공
내 저장량(wellbore storage)이 클수록 적게 나타난
다. 관정 구경이 크거나 스크린 구간이 짧으면 단파
장의 수위 변화가 감소하고, 저류계수가 크고 투수
도가 낮은 대수층일수록 수위 변화량이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Halford et al., 2016). 본 연구에는 다양한
주기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1일, 1주일, 1개월의
평균 기간을 가지는 3개의 배경지하수위 모델 요소
를 추가하였다.

3.2.5 파라메터 추정 및 모델 보정
표 2는 합성 지하수위를 만드는데 사용한 개별 모
델 요소에 사용된 파라메터와 그것의 추정 여부를 정
리한 것이다. 각 모델 요소의 진폭 배율(ap, ar, at, abi)
은 모두 추정한다. 강우 모델 요소의 경우 이동 함수
의 형태를 결정하는 두개의 인자(k, n)를 추가적으로
추정한다. 이 인자들은 토양 내 불포화대의 성질을 반
영하고, 이동 함수와 강우량 사이의 지연 시간 및 지
하수위 피크의 강도와 폭에 영향을 미친다. 물수지
함수의 변수인 초기 수분 저장량(S0)과 최대 수분 저
장량(Smax) 역시 토양의 성질과 관련이 있으며, 침투
량 산정 시 사용된다. 여기서는 문헌에 있는 유사한
토질의 해당 값을 참고하여 각각 1 mm와 10 mm로
설정하였다(O’Reilly, 2004).
하천수위 모델 요소에서는 투수량계수와 저류계
수의 비율(T/S)을 추정하고, 하천과의 직선 거리(d)
는 지도 상의 거리(NG-1의 경우 d = 294 m)를 사용
하였다. 양수 모델 요소의 경우 하천수위 모델과 동
일한 투수량계수/저류계수 비를 사용할 수 있다. 연
구지역에서 양수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모든 농업용 관정에 대해 시간에 따른 양수량 변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계산 상의 편의를 위해
관측정과 일정한 거리의 한 지점에서(r =100 m) 대
부분의 양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배경
지하수는 각기 다른 3개의 평균 기간(1일, 1주일, 1
개월)에 해당하는 이동 평균값을 구하여 세개의 모
델 요소로 포함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진폭 배
율(ab1, ab2, ab3)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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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undwater-level model components with conversion equations and parameters, values used for the study.
GroundwaterLevel Model Conversion Equations Parameters
Values
Components
Amplitude multiplier
Estimated by PEST
Precipitation Water balance/transfer ap
function
Precipitation Water balance/transfer S0
Initial storage (in the vegetative
S0 = 1 mm(1)
function
canopy and the root zone)
Precipitation Water balance/transfer Smax
Maximum total storage
Smax = 10 mm(1)
function
(maximum bucket capacity)
Precipitation Water balance/transfer k
Transfer function scale factor
Estimated by PEST
function
Precipitation Water balance/transfer n
Transfer function shape factor
Estimated by PEST
function
Amplitude multiplier
Estimated by PEST
River stage
Groundwater flow
ar
equation
(2)
River stage
Groundwater flow
d
Distance from the river
d = 294 m
equation
River stage
Groundwater flow
T/S
Transmissivity/ storativity
Estimated by PEST
equation
Amplitude multiplier
Estimated by PEST
Pumping
Theis equation
at
Pumping
Theis equation
r
Distance to the pumping well
r = 100 m(3)
Pumping
Theis equation
T/S
Transmissivity/ storativity
Estimated by PEST(4)
Background Moving average
ab1,ab2,ab3 Amplitude multiplier (for each
Estimated by PEST
GWL
averaging period)
(1)
Values selected within the range suggested by the literature (2) In-field measurement between the river and NG-1
(3)
Based on the assumption (see the text) (4) The same value to one used in the river stage model component

지하수위 모델은 반드시 실측 자료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모델 요소의 파라메터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효과적이고 정량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
라메터 자동 추정 프로그램인 페스트(PEST)를 사용
하였으며, 최소화를 위한 목적 함수 Φ는 다음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12)

위 식에서 X는 추정하는 파라메터들로 구성된 벡
터, n은 비교 지점의 개수, SWL(X)i은 합성 지하수위
(모델링 결과), MWL(X)i은 실측 지하수위를 나타낸
다. 추정 결과의 효율은 식 (13)과 같은 제곱 평균 제
곱근(root mean square) 값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13)

파라메터 추정 과정에서 선택 파라메터 변환(selective
parameter transformation)과 특이값 분해 정규화
(singular-value decomposition regularization)를
적용하였다.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 민감도가 낮거나
상관 관계가 높은 파라메터는 추정과정에서 제외되
고 효과적인 추정이 가능해 진다(Doherty and Hunt,
2010).

4. 결과 및 토의
연구지역 지하수위 자료 군집 분석 결과 연구 지
역의 지하수위는 변화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그룹
(Group 1, 2)과 그 외 상관성이 약한 관정들로 나누
어진다. 이 중에서 하천수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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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관정들의 그룹인 그룹 1에 포함된 하나의 관정
(NG-1)에 대해 지하수위 모델을 적용하고, 인위적
인 하천수위 변화와 양수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4.1 하천수위가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

그림 3은 연구 지역 19개 관정(BJ-6 제외)의 지하
수위와 하천수위(RIV로 표시)의 계층적 군집을 보
여주는 계통도(dendrogram)로 세로축은 관정과 하
천의 기호(괄호 안은 그룹 번호)를 나타내고, 가로축
은 각 관정에서 계산한 피어슨 상관 관계 벡터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지하수위 변화 양상
에 따라 크게 두개의 그룹과 그외의 관정들로 구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룹 1(청색 실선)은 그룹
내 구성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을 볼 때, 관정
간 상호 유사성 및 하천수위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룹 2(적색 실선)도 관정 상호
간의 유사성은 높지만 그룹 1과는 구별되고, 하천수
위와의 유사성도 그룹 1을 구성하는 관정 보다는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BZ-3, 4 및
BJ-5는 앞서 설명한 두 그룹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관정과 하천과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BZ-4의 경우는 다른 관정의 지하수위 자료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하천 바깥쪽
구릉지에 위치하여 하천수위와 양수의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군집분석 결과를 그룹별로 지도상에 도시해 보면
(그림 4), 그룹 1(청색 파선)은 주로 하천의 좌·우안
에 위치하고 자연 제방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반면, 그룹 2(적색 파선)는 하천 좌안의 자연
제방 안쪽에 위치하면서 그룹 1 보다는 상류에 위치
한 관정이 많다. 또한 그룹 2는 하천과의 거리도 상
대적으로 멀고, 안쪽의 낮은 구릉지(그림 1의 남동
쪽 하단)와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군집분석에서 다른 관정과 가장 상이한 지하수위 변
화 양상을 보인 BZ-4의 경우는 하천과의 직선 거리
가 가장 멀고 구릉지와 가까워 하천수위와 관개로
인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룹별 지하수위 변화를 보면, 그룹 1은 하천수위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그룹 내 관정들
상호간 거동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5a). 2018년 7월과 9월에 강우량 증가로 인한 하천수
위의 일시적 상승과, 하천 수위 1차 조절 기간인 2018
년 9월과 11월 사이, 2차 조절 기간인 2019년 7월 이
후의 하천수위의 단계적 하강이 지하수위 변화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룹2에 속한 관정들에서도 동일한

Fig. 3. A dendrogram showing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of wells and the river. X and Y-axes represent the linkage
distance of Pearson’s correlation and well names, respectively (RIV: river stage level). Well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y their groundwater change patterns. Wells linked with blue lines are referred to Group 1 and red as Group
2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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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하천수위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그룹 1과 비
교할 때 그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1차 조절(2018
년 9월 ~ 11월) 시에 나타난 하천수위의 하강은 그룹
1과 같이 하천수위 하강 단차에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2018년 8월 중순의 하천수위 하강이 상
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어 있다(그림 5b). 마찬가지로
그룹 1은 2018년 7월과 9월 하천수위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이 1 m 내외로 나타나는 반
면, 그룹 2는 2~3 m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그룹2 관정에서는 단기적인 지하수위 상
승과 하강이 반복되어 관찰되는데, 이는 관개 용수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양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그룹 1과 비교하여 그룹 2에 하천수위
변화의 영향이 적은 것은 하천과의 거리가 멀고 양
수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
이다.
두 그룹 이외의 관정 중에서는 하천과 구릉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BJ-5와 BJ-6(군집분석에서는 제
외)의 지하수위 변화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들 관정은 지리적으로 그룹 1과 2의 중간 정도에 위
치하는데, BJ-6는 2차 조절 기간의 전체적인 하천수
위 하강을 잘 반영하지만 BJ-5의 경우는 하강하다 오
히려 상승하고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5c). B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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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위의 변화폭은 전체적으로 작고 비교적 일
정하게 나타난다. BZ-3의 경우 2018월 7월과 9월 하
천수위 급상승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BZ-4의 경우는 BZ-3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뚜렷
이 나타나지 않고, 2차 조절 기간에도 하천수위 변화
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
는 이유로, BZ-3, 4 두 곳은 구릉지 바로 아래 위치하
고 하천과의 거리도 멀어서 주로 강우에 의한 변화
특성을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2 지하수위 모델 보정 및 요소별 기여도 추정

NG-1 관정은 하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하절
기와 동절기에 관개 용수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 지
역에서 하천과 양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이 농업
활동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은 지하수위 모델링에 필요한 시계열 입력
자료이다. 각각의 모델 요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간 중 강우량과 하천수위, 양수량 및 배경 지
하수위 변화 자료가 필요하다. 강우량 자료를 보면
대체로 7월 장마철과 9월에 시간당 20~30 mm의 많
은 양의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특히 2019
년 9월에는 시간당 57 mm을 넘는 집중 강우가 내렸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Groups 1 and 2 classified by the cluster analysis based on Pearson’s correl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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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6a). 강우량 자료는 3.2.1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유효 침투량 계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하수위
변화 분으로 환산한다. 하천수위 변화(그림 6b)는 연
구 지역 상류에서 측정한 값으로 연구 기간 중 2차에
걸친 수위 조절이 반영되어 있다. 1차 수위 조절(2018

년 9월 ~ 11월)으로 하천수위는 2단계에 걸쳐 하강
한 후 급격하게 회복하였고, 2차 조절에서는 하천수
위를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3 m 이상 하강하였다.
그림 6c은 현장 조사 추정치를 근거로 연구 지역
의 연중 양수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최근 조

Fig. 5. Groundwater level changes in Group 1, 2, and other wells not included in Groups 1 and 2. (a) Group 1 wells,
(b) Group 2 wells, (c) Other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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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하면 양수량은 일년 중 기온이 가장 높은 7-8
월과 수막 재배 기간인 11-2월 사이에 지역 내 집중
되어 있으며, 조사 가능한 약 50개의 농업 용수 관정
3
에서 측정한 평균 양수량은 관정당 5 ~ 46 m /d 정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KIGAM, 2019). 이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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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근거로 모델링 수행 시 연구 지역의 양수량을
3
연중 200 ~ 2,300 m /d의 변화폭을 보이는 것으로
설정하고, 매년 동일한 양수 양상이 반복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배경 지하수위 모델 요소 계산에는 BZ-4의 지하

Fig. 6. Input time series data for groundwater-level models. (a) Precipitation, (b) River stage level, (c) Pumping
rate, and (d) Background groundwater level (B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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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이용하였다(그림 6d). BZ-4는 군집분석 결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 지역 지하수 관정 중에서
하천수위의 영향이 가장 약하고, 상대적으로 경작지
와 먼 거리에 있어 하천과 양수, 두가지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된 지하수위 변화를 보여 준다고 가정하
였다.
NG-1의 실제 지하수위(실선)와 지하수위 모델 결
과 생성된 합성 지하수위(파선)를 그림 7에 도시하
였다. NG-1은 하천수위 조절 시마다 지하수위가 즉
각적으로 하강하였는데, 1, 2차 조절 직전과 비교할
때 지하수위는 2 m가량 하강하였다. 모델 보정 과정
은 특정 시점에서 합성 지하수위와 실측 지하수위가
가장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지하수위 모델 요소의
파라메터(표 2)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보정 계산 시 시간 단축을 위하여 5일당 1
개의 자료(십자 표시)에 대하여서만 목적 함수 계산
을 수행하였다. 최종 보정 결과의 제곱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는 0.15로 모델링 결
과는 실측치와 전체적으로 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
며, 이는 추정한 각 모델 요소의 파라메터들이 연구
지역의 지하수계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2018년 7월과 9월 집중 강우
사이의 모델값이 실측값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추정
되었고, 두 차례 하천수위 하강 시에는 모델값이 실
측값을 상당 기간 소폭 초과 또는 미달하는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실측값의 시계열이 전체적으

로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며 변화하는 반면, 모델값
은 양수량과 하천수위 변화 시에 다소 급한 계단 형
태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2018년 7월 ~ 9월 사이
에 모델값이 과다 추정되는 원인으로, 이 기간 입력
된 월평균 온도가 실제 연구 지역보다 측정 지점(부
여 AWS)에서 다소 낮아 증발산량이 과소 추정되었
거나, 모델링에 사용한 지하수 양수량이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등을 생각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최적
화된 파라메터의 값은 표 3에 정리하였다.
파라메터 추정 과정을 통해 지하수위 모델의 보
정을 완료하면 모델 요소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량을
개별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각각의
요소가 지하수위 변화에 정량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14)

MCCi는 전체 지하수위 변화량에 대한 i번째 모델
요소의 기여도(model component contribution)를
나타내고 -1 ~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 음의 값
은 지하수위 하강에 기여한 정도를, 양의 값은 지하
수위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8은 전체 분석 기간 중에서 각각의 모델 요
소가 지하수 증가 및 하강에 기여한 정도를 적층식

Fig. 7. Observed and modeled groundwater levels for NG-1 after calibration. Only data at the fitting points (marked
as crosses) are used for calibrating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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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그래프(stacked bar chart)로 나타낸 그림이다.
2018년 7월 강우 시의 지하수위 변화를 보면, 수위
상승의 약 60% ~ 80%가 강우에 의한 것(청색)이고
일부는 하천수위 상승(적색)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도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하강 효
과가 있지만(황색) 10% 미만으로 미미하다. 7월 이
후에 이어지는 지하수위 하강은 이전 강우의 영향으
로 상승한 지하수위의 회복, 하천수위 하강 및 양수
에 의한 하강 등 복합적인 기여가 나타난 결과이다.
1차 수위 조절 기간(2018년 9월 ~ 11월)에 해당하
는 기간에는 대부분 하천수위 하강과 강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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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 변동 효과가 주로 나타난다.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기간 중에 하천수위 하강이 지하수위
하강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50% ~ 90%로 나타난다.
2018년 10월 중순에는 강우에 의한 양의 기여도와
하천 수위 하강에 의한 음의 기여도가 균형을 이루
고 있어 지하수위 변동이 없는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
2018년 11월 이후 하천 수위 복원으로 지하수위
가 즉각적으로 회복하는데, 이 때의 지하수위 상승
은 대부분 하천수위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그 이후
에 2018년 12월부터 수막 재배로 인한 양수에 의한

Table 3. Groundwater-level model component parameters after best fit by PEST.
Parameters (unit)
ap (-)
k (day)
n (-)
ar (-)
T/S (m2/day)
at (-)
ab1 (-)
ab2 (-)
ab3 (-)

Amplitude multiplier for precipitation model component
Transfer function scale factor
Transfer function shape factor
Amplitude multiplier for river stage model component
Transmissivity/ Storativity
Amplitude multiplier for pumping model component
Amplitude multiplier for background GWL model component
(averaging period = 1 day)
Amplitude multiplier for background GWL model component
(averaging period = 1 week)
Amplitude multiplier for background GWL model component
(averaging period = 1 month)

Best-Fit Values
0.629
3.459
3.977
1.028
1.324×104
0.094
0.072
0.045
0.013

Fig. 8. Model component contribution for groundwater level change plotted in a stacked bar chart. Positive values
represent that model components contribute to raise the groundwater level, and negative to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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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oundwater level modeling case scenarios.
Case

Model Components Considered

1

Precipitation, River stage, Pumping, Background GWL Best-fit values in Table 3

2

Precipitation, River stage, Background GWL

The same as Case 1 except at = 0

3

Precipitation, Pumping, Background GWL

The same as Case 1 except ar = 0

4

Precipitation, Background GWL

The same as Case 1 except at = 0 and ar = 0

지하수위 하강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하강에
대한 기여도는 최대 20% 정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는 하천 수위 상승에 의한 효과가 크므
로 지하수위는 대체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림 5a).
2019년 3월 중순 이후에는 하천수위 변동과 양수
량도 줄어들어, 이 시점부터 2차 수위 조절 기간이
시작하는 2019년 7월까지는 지하수위가 거의 변화
가 없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 구간에서는 인위
적인 변동 요인이 대체로 제거되었으므로 지하수위
는 소폭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강우와 배경지
하수위 같은 자연적인 요소가 지하수위 변화를 일으
키는 주 요인이 된다.
2차 수위 조절 기간인 2019년 7월 이후에는 1차
수위 조절 기간과 비슷한 양상으로 하천 수위 하강
과 강우에 의한 효과가 주로 나타난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기간 중에도 시설 재배로 인한 양수가 진행
되었음에도 양수량 변화 시점을 제외하고는 기여도
가 미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양수 시 수위 하강
은 초기나 양수량 변화 시점에 주로 나타나고 일정
시간을 지나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므로 대부분의 기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천 수위 하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3 하천수위 조절과 양수가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위 모델을 이용하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하천수위 조절과 양수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를 예측
할 수 있다. 앞서 추정한 모델 요소들의 진폭 배율을
조절하여 지하수위 변화에의 기여도를 조절하거나
진폭을 0으로 설정하여 해당 모델 요소를 완전히 배
제한 합성 지하수위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를 이용하면 지하수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가를 여러 경우의 수를 통해 정량적

Parameter Setting

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는 하천수위 조절과 양수 중 1개 또는 2개 모
델 요소를 포함하거나 제거한 시나리오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강우와 배경 지하수의 영향은 기본적
으로 고려하였다.
Case 1은 강우, 배경 지하수와 함께 하천수위와
양수의 영향을 모두 고려할 때의 경우로 앞서 수행
한 모델의 보정 결과와 동일하다. Case 2는 하천수
위 하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양수에 의한 영향
을 배제한 경우이다. 조사 지역에서 농업 활동에 의
한 양수가 일어나지 않고 하천수위 하강에 의한 지
하수위 변화만을 알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요인을 독
립적으로 고려하기에 유용한 시나리오이다. Case 3
은 반대로 양수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하천수위의
영향을 배제한 것 이다. 이 경우는 조사 지역 내에서
하천수위의 조절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농업 관개
는 계속되었을 때의 지하수위 변화를 보여준다. 마
지막으로 Case 4에서는 비교를 위하여 하천수위와
양수에 의한 영향을 모두 배제하여 자연 상태에서
강우와 배경 지하수의 영향만을 반영한 지하수위를
모사하였다. 하천수위와 양수의 영향을 제거하려면
추정을 통해 얻은 다른 파라메터들을 유지한 채로,
해당 모델 요소의 진폭 배율을 0으로 설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양수량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양수량
모델 요소의 진폭 배율(at)을 0으로 설정한다. 양수
량 입력 자료를 모든 시간에 대해 초기값과 동일한
값으로 일정하게 하는 것도 진폭 배율을 조절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든다.
그림 9a는 실제 지하수위 관측값과 표 4의 시나리
오를 통해 생성한 합성 지하수위를 비교한 그래프이
다. Case 1(흑색 실선, + 표시)은 모든 모델 요소를
고려한 최후 보정 결과이므로 실측값(흑색 파선)과
가장 잘 일치한다. 여기서 자연적인 요소(강우와 배
경 지하수)와 하천수위 변화만을 고려하면, 즉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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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면, Case 2(적색 실선, o 표시)
을 얻는다. Case 2의 경우, 1, 2차 하천수위 조절에
의한 효과가 반영되어 지하수위가 하강하고 이 기간
중에 실제 관측된 지하수위 값과는 잘 일치한다. 하
지만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하강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수막 재배로 인한 관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하는 2018년 11월 ~ 2019년 3월과 2019년 7월 ~
9월 사이에 실측값 보다 모델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된다.
반면, Case 3(청색 실선, * 표시)과 같이 하천수위
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관개 용수 사용
만을 고려하면 1, 2차 하천수위 조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조절 기간 중 지하수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양수에 의한
영향은 지하수위에 반영되므로, 역시 2018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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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과 2019년 7월 ~ 9월 기간 동안 관개로
인한 단계적 하강이 나타난다. Case 4(분홍색, x 표
시)와 같이 인위적인 요소(하천수위 조절과 양수)를
모두 제거하면 지하수위는 규모가 강우 이벤트에 소
폭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4-5 m 구간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b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모델 결과와
실측 지하수위와의 차이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그림
과 같이 만약 조사 기간 내 하천수위 조절이 없었다
면(Case 3, 4), 지하수위는 관측된 것 보다 1차 조절
시 에는 최대 1.3 m, 2차 조절 시에는 최대 2 m 가량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Case 1, 2와 실측 지하수위의 차이를 비교하면 하
천수위 하강에 추가된 양수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
는데, 주요 양수 기간인 2018년 11월 ~ 2019년 3월

Fig. 9. Groundwater-level modeling results by the case scenario listed in Table 4. (a) Observation and modeled
groundwater level changes, (b) Difference in level between observation and modeled groundwater leve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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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0.4 m 정도, 2019년 7월 ~ 9월 기간에는 최
대 0.5 m정도 양수에 의한 추가적인 지하수위 하강
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하천수위 조절과
관개 용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19년 4월 ~ 7
월까지는 지하수위 변화에 자연적인 요소가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므로 모델 결과와 실측값과
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과 인접한 농업 지역의 지하
수위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인위적인 하천수위 조절
과 농업용 지하수 사용이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군집 분석과 지하수위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해
석을 시도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지하수위 변화 양상
의 유사성에 따라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지
역의 지하수위는 주로 하천과 구릉지 사이의 지리적
인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수위 변화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크게 두 그룹과 그
외 관정들로 나누어지는데, 하천과 보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좌우 하안 제방 근처에 위치한 관정에서 하
천수위 변화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안쪽
구릉지에 근접할수록 하천에 의한 영향은 감소하고
강우와 지하수 함양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
게 나타난다.
지하수위 모델을 이용하면 강우, 하천수위, 양수
량 등과 같은 주요 요인들이 지하수위 변화에 미치
는 기여도를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인
위적 하천수위 하강이 지하수위 하강에 미치는 영향
은 약 50%~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양
한 모델링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인위적인 하천
수위 조절이 하천과 연결성이 좋은 관정에서 약 1.52.0 m 정도의 지하수위 하강을 야기하였으며, 이 때
양수에 의한 추가적인 하강은 최대 0.5 m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지하수위 모델링
기법을 연구 지역 전체 관정에 적용하면 하천수위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의 공간적 변화 양상도 정량적
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하천 환경 보존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의한 최적의 하천 관리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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