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광역상수도로 연결, 전국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박차를 

가해 왔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율은 96.5 %에 이르나, 여전히 이와 같은 인프라가 마련되기 어려운 미보급지역과 소규모 수도시설(5,920

개소) 지역은 가뭄시 취약지역으로서 안정적 수원 확보를 위한 기술 개선이 요구된다(Chung, 2020). 실제로 2016년 강원도 가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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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Dam

ABSTRACT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local adaptive water supply system for upper mountainous regions, which provide a margin of water 

supply. This can be done through the process of securing a water source, planning for optimal use, and combining it with a water source 

that can be linked. In particular, in a mountainous region located at the uppermost part of the watershed, an approach should be found 

to utilize the groundwater discharge supplied through valley water and lateral discharge.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water supply 

system using sand dams in drought-prone areas in Chuncheon, in Gangwon Province. Our approach involved virtually installing a sand 

storage tank under the existing water source to perform modeling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water intake and calculating the 

amount of water that can be taken from the sand dam. When the sand dam was applied at a size four times larger than the existing water 

source, it was found that the groundwater drainage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changes in water surface slope and hydraulic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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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물공급 소외지역인 산간 최상류 지역을 위한 현지 적응형 물공급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의 확보와 최적이용 방안 및 연계

가능한 수원과의 결합이 관건이다. 특히 유역 최상류에 위치한 산간지역에는 계곡수와 복류수를 통해 공급되는 지하수 유출량을 활용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춘천의 가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샌드댐을 활용한 물공급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방법은 기존 

수원 하부에 모래저류조를 가상으로 설치하여 현재 취수량을 고려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추가로 샌드댐에서 취수가능한 양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샌드댐을 기존 수원의 4배 크기로 적용한 경우 수면경사와 수리전도도의 변화에 따라 배수량이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검색어 : 샌드댐, 물공급 능력, 지하수 배수, 수면경사, 수리전도도

수공학Wa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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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수 결빙으로 1,443세대 3,817명(22개 면, 44개 마을)이 급수차

에 의한 물 공급(285회, 1,845톤)을 받는 등 극심한 불편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하천 상류 지역에서의 물 확보 수단이 계곡수(전국의 

계곡수 이용 시설: 622개소)와 암반 지하수에 의한 마을상수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다변화가 

절실하다(Kim et al., 2020).

이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는 현지적응형 물공급 체계가 필요하

며 수원의 확보와 최적이용 방안 및 연계가능한 수원과의 결합이 

관건이다. 특히 유역 최상류에 위치한 산간지역에는 계곡수와 복류

수를 통해 공급되는 지하수 유출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계곡수와 

복류수 인공함양 기술인 샌드댐(Sand storage dam)을 이용하여 

물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샌드댐이란 계곡이나 하천

의 불투수성 기반암 위에 댐이나 보 등을 설치하고 확보된 공간에 

모래와 같은 투수성 재료를 채운 후, 그 공극에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로 제체가 부분적으로 지상에 노출된 지하댐

의 한 종류이다(Aerts et al., 2007; Hatem, 2016; Lasage et 

al., 2015; Yifru et al., 2018). 산간지역에서 강수시에만 유출이 

발생하는 간헐천에서 물을 저류시키는 방식은 생활용수 뿐 아니라 

저류 후 하천으로 지연유출이 가능해 짐으로써 하천 생태계에도 

유익을 준다(Ertsen and Hut, 2009). 실제로 건조 지역과 반건조 

지역에서는 홍수시 모래와 물을 저류시키는 방식의 성공적인 사례

가 보고되고 있다(De Trincheria et al., 2016; Jadhav et al., 

2012; Quilis et al., 2009). 모래 안에 저장된 물은 갈수시에도 

내한력이 증대되며 장기적인 기후변화에도 물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장려되고 있다(Aerts et al., 2007; Lasage et al., 

2008; Lasage et al., 2015; Quinn et al., 2019; Ryan and Elsner, 

2016). 샌드댐을 이용한 저류의 장점으로는 증발의 최소화, 지하수 

함양, 오염저감, 시공의 간편성 등을 들 수 있다(Baurne, 1984; 

Ertsen and Hut, 2009; Stern and Stern, 2011; Villani et al., 

2018). 특히 하천과 대수층의 연결성이 좋은 경우는 인공함양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Quinn et al., 2019). 하상으로부터의 

침윤 흐름을 통해 대수층으로 유입되는 정도는 비록 정량화시키긴 

어려워도 인근 지하수위에 의해 지배되므로 샌드댐 내에 인위적으

로 형성된 모래 대수층로 지속적인 유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Hoogmoed, 2007; Hut et al., 2008; Quilis et al., 2009; Quinn 

et al., 2019). 이 현상은 연중 계속되며 결과적으로 샌드댐 내의 

지하수위는 증고될 것이다(Yifru et al., 2018; Quin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춘천의 상습가뭄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

에 샌드댐을 활용한 물공급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방법은 

기존 수원 하부에 모래저류조를 가상으로 설치하여 현재 취수량을 

고려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추가로 샌드댐에서 취수가능한 양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 지역

샌드댐의 국내적용은 최초로 수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해외 사례

를 참조하였다. Fig. 1과 같이 통상 건기에는 건천형태이나 홍수시 

유동으로 모래와 함께 저장된 물이 저류되어 침전이 이루어진 

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샌드댐 설치 검토지역은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일대(Fig. 2)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혜택이 없는 물공급 소외지역이다. 

이 지역은 2016년 가뭄시 급수차에 의해 공급이 진행될 만큼 매우 

열악한 물공급 소외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의 물공급시설은 춘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로 시설용량은 30 m3/일

이다. 취수원은 넓이 5 m, 길이 10 m의 콘크리트 인공수로를 

기존 하도 옆에 설치한 후 상류부에 토석류 유입방지를 위한 돌망태

를 통과한 하천수를 저류시켜 폭 1.5 m 길이 3 m의 맨홀에 1차 

집수한 후 강관을 통해 하천수를 저류조로 직접 공급하고 있다

(Chung, 2020). 

Fig. 1. Nayese Sand Dam in Uganda (The Water Proje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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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차원 지하수 유동 모형

본 연구에서는 취수원 하부에 샌드댐(모래저류조)을 배치하고 

기존 취수원에서 공급되는 수량과 취수원 하부를 통해 공급되는 

지하수 유동을 반영하여 유공관을 통해 배수되는 물량의 변화를 

산정하기 위해 MODFLOW (McDonald and Harbaugh, 1988)을 

이용하였다. MODFLOW는 3차원 지하수 유동 모형으로서 미국지

질조사소(USGS)에서 보급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하

수 해석 프로그램이다. 이 모형은 포화대에서의 지하수 유동을 

모의하기 위해서 연속방정식과 Darcy's law를 결합하여 Eq. (1)과 

같은 3차원 지하수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유한차분법으로 차분화하여 시공간적으로 변하는 지하수위(수두)

를 계산한다.



 


 
 



 
 



  



(1)

여기서, 는 수리전도도 텐서, 는 수두,  는 단위체적당 

유입 또는 유입량,  는 다공성매체의 비저유계수(비보유율), 

그리고 t는 시간을 나타낸다.

MODFLOW는 주프로그램(main program)과 상호 독립적인 

모듈(module)로 구성된 각각의 패키지(package)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격자의 수, 

레이어 갯수,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모의 기간 및 시간 간격 등 

모형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BAS 패키지(BASic 

package), 레이어 저면고도,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등 대수층의 

수리적 매개변수를 입력하는 BCF 패키지(Block Centered Flow 

package), 양수량, 양수 위치 등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

는 WEL 패키지(WELl package), 지하수 함양량을 입력하는 RCH 

패키지(ReCHarge package), 배수 관로를 모사하는 DRN 패키지

(DRaiN package)가 있으며, 하천, 호수 등의 지표수와 지하수 

사이의 수두차를 기초로 지하수체에 공급하거나 또는 지표수체로

의 배수하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RIV 패키지(RIVer package), 

지하수의 수평흐름을 방해하는 저투수성 수직방벽을 모사할 수 

있는 수평유동차수막 HFB 패키지(Horizontal Flow Barrier 

package) 등이 있다.

2.3 모형의 구축

모델 영역은 가로 100 m, 세로 100 m로 격자 한 개의 크기를 

1 m × 1 m로 하여 101행, 101열로 구성하였다. 연직방향으로는 

2개의 충적층과 1개의 암반층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상부 충적층은 

1.6 m 두께를 가지는 자유면대수층으로, 하부 충적층과 암반층은 

각각 1.0, 3.0 m 두께를 가지는 피압/자유면대수층 변환층으로 

구성하였다. 각 층의 저면고도는 계곡 흐름방향을 따라 1/10, 계곡에

서 육지부 방향으로도 1/10의 경사를 갖도록 공간보간하여 모형에 

입력하였다. 초기 지하수위 및 수두는 1층 저면고도에 1층 대수층 

두께를 더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3 및 Fig. 4와 

Fig. 2. Study Area and Watershed Delin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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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총 다섯 가지 형태의 모래저류조를 대상으로 배수 모의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Fig. 3과 같이 현재 현장에 설치된 상태로 

사방이 차수벽으로 둘러쌓인 형태(Current)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에 하류쪽에 추가적으로 평면적이 동일한 크기의 모래저

류조를 설치한 형태(Case 1)이고, 세 번째(Case 2)와 네 번째(Case 

3)는 평면적을 각각 하류쪽 계곡쪽으로 2배 증가시킨 것이다. 마지

막으로 다섯 번째(Case 4)는 평면적으로 4배 증가시킨 것으로 

현장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이다. 차수벽 

설치 깊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반고에서 상부 1층 충적층 저면까

지, 추가로 설치되는 샌드댐의 경우에는 지반고에서 하부 2층 충적

층 저면까지로 하였다.

대수층 수리특성에 따른 저류조의 물공급가능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등의 수리상수값은 다양한 값을 모형

에 입력하였다. 1, 2층의 수평방향 수리전도도는 0.1, 0.5, 1, 2, 

5, 10 m/d, 1, 2층의 비산출율은 0.05, 0.1, 0.2, 0.3, 2층의 저류계수

는 0.005, 0.01, 0.02, 0.03, 그리고 3층의 수평방향 수리전도도와 

저류계수는 2층에 비해 10배 작게 입력하였다. 모래저류조내 채움

재의 투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차수벽으로 둘러쌓인 영역의 수평 

수리전도도는 주변 수리전도도의 1, 2, 5, 10배 값을 부여하였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4. Discretization of Domain with Two Sand Ponds

Fig. 3. Discretization of Domain with One Sand Pon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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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방향으로 수리전도도는 등방성인 것으로 가정하였고, 연직방

향 수리전도도는 수평수리전도도의 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모델 영역 상단부에 가로방향으로 고정수두 경계조건을 부여하

였고, 또한 영역 중앙을 세로방향으로 가로질러 계곡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고정수두 경계조건을 주었다. 영역의 좌우측 경계는 

무흐름으로 간주하여 불투수경계로 설정하였다. 

모래 저류조 배수관 및 차수벽을 고려하기 위해서 MODFLOW

의 배수로 패키지 및 수평유동차수막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배수로 

패키지에서는 대수층에서 배수되는 양 ()이 대수층의 수두( )와 

배수관 표고( )와의 차이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Eq. (2)와 같이 

등가전도계수(equivalent conductance), 와 수두차의 곱으로 

배수량을 계산한다. 배수관 표고는 통상적으로 배수관 중심고를 

사용하며, 계산 수두가 이 보다 작으면 배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2)


   ≤ 

등가전도계수 는 배수로 주변의 수리전도도 및 수두분포, 

여과제 부설 두께 및 수리전도도, 스크린 개공수 등의 배수관 여과력 

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수두차이와 배수량을 

측정하여 역으로 을 구하거나, 수두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모델링 보정 과정시 실측 배수량과 모의 배수량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을 추정한다. 현장 지하수위 및 배수량 관측자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대수층과 배수로 사이의 등가전도

계수 는 5, 10, 15, 20 m2/d의 4가지 값에 대해 배수량 모의를 

실시하고, 실측 배수량과 가장 근접할 때의 값을 채택하였다. 

수평 흐름을 막는 점토층과 같이 저투수성의 수직방벽을 모사할 

때 조밀 격자를 사용할 경우 모델의 행과 열수가 많아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평유동차수막 패키지가 고안되었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려면 방벽이 위치한 곳의 상하 또는 좌우셀 위치와, 방벽의 

수리전도도(자유면, 자유면/피압 변환층인 경우) 또는 투수량계수

(피압대수층인 경우)를 방벽의 두께로 나눈 값을 입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0.0001 

m/d의 매우 작은 값을 입력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리지질 매개변수 조건에 따른 배수량 평가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배수전도계수 등 수리지질 매개변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배수관로를 통해 유출되는 배수량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수리전도도, 저류

계수, 배수전도계수 값이 클수록 배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

으로 저류계수 값에 가장 덜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강우 

조건으로 함양량을 고려하지 않고 계곡 수위 등 경계 조건을 고정시

Table 1. Drain Rates according to the Given Hydrogeological Conditions




(m2/d)





(m/d)　

0.1 0.5 1.0 2.0 5.0 10.0 15.0 20.0 

5

0.05 0.18 0.94 1.80 3.41 7.50 12.01 14.74 16.50 

0.1 0.20 1.02 1.99 3.74 7.82 12.24 14.90 16.63 

0.2 0.22 1.09 2.18 4.18 8.40 12.70 15.25 16.91 

0.3 0.25 1.13 2.26 4.43 9.02 13.15 15.61 17.19 

10

0.05 0.18 0.91 1.73 3.31 7.99 14.70 19.87 23.82 

0.1 0.19 0.98 1.90 3.62 8.35 15.01 20.12 24.02 

0.2 0.22 1.04 2.06 4.01 9.06 15.64 20.66 24.48 

0.3 0.24 1.08 2.14 4.23 9.67 16.26 21.20 24.96 

15

0.05 0.18 0.90 1.70 3.24 7.98 15.45 21.92 27.31 

0.1 0.19 0.97 1.86 3.53 8.32 15.78 22.21 27.57 

0.2 0.22 1.03 2.02 3.89 9.00 16.47 22.84 28.13 

0.3 0.24 1.07 2.09 4.10 9.60 17.14 23.47 28.72 

20

0.05 0.18 0.89 1.68 3.20 7.90 15.65 22.80 29.11 

0.1 0.19 0.96 1.84 3.48 8.23 15.99 23.11 29.40 

0.2 0.22 1.02 1.99 3.83 8.88 16.70 23.78 30.02 

0.3 0.24 1.06 2.06 4.02 9.45 17.41 24.45 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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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동적으로 변하는 외부 인자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저류계수보다

는 수리전도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리전도

도와 배수전도계수가 증가할수록 배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반면에 배수량은 저류계수 변화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배수전도계수가 10 m2/d 이상이고 수리전도

도가 10 m/d 이상이거나, 배수전도계수가 5 m2/d이고 수리전도계

수가 10 m/d 이상일 때 현재 물로리 주민들의 최소의 물수요량 

15 m3/d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취수원에서 300 m 하류쪽에 위치한 물탱크내의 수위변화

량으로 부터 2020년 3월~4월 갈수기 배수량은 약 17.8 m3/d로 

추정되었다. 이를 취수원에서 배수되는 배출량을 간주하고, 이 

값과 가장 가까울 때의 수리지질 매개변수 값, 즉 
 md, 


, 

 md 일 때를 추가 샌드 저류조 설치에 따른 

물공급 가능량 분석의 기본 조건으로 채택하였다. 

3.2 샌드댐 설치 전후의 지하수위 변화

Fig. 5는 샌드댐 설치에 따른 30일 경과 1층 지하수위 변화량을 

나타낸 그림으로 샌드댐 추가 설치 후 모의 지하수위에서 설치 

전인 자연상태의 모의 지하수위를 감한 값을 공간적으로 나타내었

다. 사각형 차수벽으로 인한 지하수 유동 지체로 가로방향 차수벽의 

상류부는 수위 상승, 하류부는 수위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계곡, 

지층, 그리고 초기지하수위의 종단경사에 따른 지배적인 지하수 

유동 방향의 영향으로 가로방향 차수벽 효과는 명확하게 발생하였

으나, 세로방향 차수벽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Fig. 5(a)와 같이 

현재 취수원만 있는 경우는 차수벽으로 인해 수위 상승이 0.05에서 

0.2 m 발생하였으며, 차수벽 직하류부 수위 저하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샌드 저류조가 설치

된 경우에는 Fig. 5(b)와 같이 수위 변화가 증가하여 최대 ±0.4의 

변화량을 보였다. 특히 차수벽 상류쪽 수위 상승 효과는 현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였으며, 이는 추가 차수벽의 연장 증가뿐만 

아니라 차수벽 심도를 기존에 비해 1.0 m 깊게 한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수위 상승은 배수관 상부의 수두를 높게 유지시켜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샌드 저류조로 인해 기존 저류조에서도 

수위상승 효과까지 유발하여 신설 저류조 뿐만 아니라 기존 저류조

의 용수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차수벽 직하류부의 수위 저하 

및 영향 범위는 상류부 수위 상승과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차수벽과 배수관 설치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의 1층 대수층의 

수위변화량을 30일 동안 모의하여 Fig. 6과 같이 도시하였다. 기존 

취수원만 있는 경우(Current), 배수로 인해 최대 1.01 m의 수위저

하가 발생하였으며, 추가로 샌드 저류조를 설치한 경우 (Case 4)에

는 모두 배수로 인해 최대 약 1.0 m 만큼의 수위저하가 발생하였다. 

최대 저하량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추가 저류조 설치로 인해 수십미

터 멀리까지 0.2 m의 지하수위 감소가 일어나는 등 공간적인 저하 

범위가 넓게 일어나고 있다. 샌드댐 주변 지하수위 저하는 증가하였

지만 저하 심도는 크지 않으며, 물공급량의 증가분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현재 및 4가지 Case에 대해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각 저류조에서의 최대 수위저하량 모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기존 저류조에서는 1층에서 모든 경우에 대해 약 1.0 m의 최대 

수위저하가 발생하였고, 2층의 최대 수두저하량은 현재 상태에서는 

0.21 m이나, Case 1~4에서는 추가 저류조의 차수벽 심도가 깊어진 

영향으로 수두저하가 이보다 줄어든 0.15~0.18 m로 모의되었다. 

(a) Current (b) Case 4

Fig. 5. Variation of Groundwater Level of 1st Layer after Installation of Sand Ponds and Drainage Pipes (Elapsed Time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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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저류조의 최대 수두저하량은 1층에서는 0.39~0.62 m, 2층에

서는 0.95~2.07 m의 범위로서 배수구가 위치한 2층에서의 수두저

하량 및 조건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Case 2와 Case 

4 처럼 배수구가 더 하류쪽에 위치한 경우 저류조 설치전에 비해 

수두감소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샌드 저류조 설치에 따른 물공급 개선 효과

현재 및 추가 저류조 설치에 따른 배수량 모의 결과를 Tabl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추가 저류조 설치 후 배수량이 36.11~73.40

m3/d의 범위를 보여 현재 상태 17.41 m3/d에 비해 2.1~4.2배 

증가하였다. 추가 저류조 pond2 설치로 인해 기존 pond1에서의 

배수량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3.1절 수위변화에

서 살펴보았듯이 추가 저류조의 차수벽 깊이가 1미터 증가하여 

기존 저류조의 수위상승 효과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Case 1에 

비해 Case 2, 3과 Case 4의 규모가 2, 4배 증가하였지만 배수량의 

증가분은 1.3, 2.0배 증가하여 규모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지하수위 경사에 따른 배수량 모의 결과는 Fig. 7과 같다. 

초기 지하수위 경사는 현장에서의 관측이 진행되기 전이므로 다양

한 경사에 대해 배수량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그 결과 샌드댐을 

설치하였을 때 현재 조건대비 배수량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방향 경사가 2.5 %로 최소인 경우에도 Case 3~4같은 

경우는 현 상태의 배수량인 17.41 m3/d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Case 4의 경우는 최소 37 

m3/d에서 최대 135 m3/d까지 배수량의 증대가 기존 대비 매우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샌드댐내 채움재의 수리전도도 변화에 따른 배수량을 

모의하였다(Fig. 8). 샌드댐 채움재는 유입수의 탁도를 저감시키고 

(a) Current (b) Case 4

Fig. 6. Variation of Groundwater Level of 1st Layer after Installation of Sand Ponds and Drainage Pipes (Elapsed Time 30 Days)

Table 2. Maximum Drawdown of 1st and 2nd Layers (Drawdown) for Pond1 and Pond2 (Elapsed Time 30 Days)

Case Current Case 1 Case 2 Case 3 Case 4

Layer 1st 2 nd 1st 2 nd 1st 2 nd 1st 2 nd 1st 2 nd

Pond1 1.00 0.21 1.01 0.18 1.01 0.16 1.01 0.16 1.01 0.15 

Pond2 -　 -　 0.39 0.95 0.50 2.02 0.48 0.97 0.62 2.07 

Table 3. Drain Rates for Current and Cases 1-4 (m3/d)

Case Current Case 1 Case 2 Case 3 Case 4

Pond1 17.41 16.75 17.08 18.40 18.42 

Pond2 -　 19.36 32.38 29.69 54.98 

Sum 17.41 36.11 49.46 48.09 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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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배수 유공관의 막힘현상을 일으키

는 요소가 되므로 채움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채움재의 

수리전도도는 배수량과 직결되므로 채움재 공극 변화에 따른 배수

량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모의수행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채움재의 수리전도도의 변화에 따른 배수량의 증가

의 경우 Case 1, Case 3보다는 Case 2, Case 4에서 그 증가량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채움재의 효과는 샌드댐의 종방향 

길이의 증가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배수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채움재 수리전도도의 효과는 수면경사의 증가에 

따라 반비례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수면경사가 적은 경우 배수량 

증가 효과가 크고 수면경사가 커질수록 배수량의 증가 효과는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춘천의 상습가뭄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

에 샌드댐을 활용한 물공급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방법은 

기존 수원 하부에 모래저류조를 가상으로 설치하여 현재 취수량을 

고려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추가로 샌드댐에서 취수가능한 양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샌드댐을 기존 

수원의 4배 크기로 적용한 경우 수면경사와 수리전도도의 변화에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8. Increase Ratios of Drainage Rates for Cases 1-4 Relative to Current State

Fig. 7. Drainage Rates for Cases 1-4 According to Lateral Slope of 
Initial Groundwat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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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배수량이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추조사 및 대수성 시험을 통해 연구대상지역의 수리지질

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수 관측정 설치를 통한 지하수위 시계열 

자료가 수집하여 예비 분석모델을 정밀 분석모델로 확장할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실제 모래 저류조의 적정 규모를 설계하고 현장 

지하수위 및 배수량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배수관 전도계수 산정 

등 배수관로시스템의 최적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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