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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담수 주입에 의한 해수침투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수주입 현장 실증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담수 주입 효과 및 거동 평가를 위해 시추공에서의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과 물리검층, 지표에서의 전기비저항

및 자연전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담수주입 전후 및 주입 기간 중 수행된 물리검층과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결과 담수 주입에 따른 공내수 및 대수층의 전기전도도의 감소 양상과, 이러한 주입효과가 수개월

이상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수주입에 따른 지하수의 유동 탐지를 목적으로 한 자연전위 모니터링의 경우, 현장

기상 여건 및 비분극 전극의 장기간 활용에 따른 문제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전기비저항탐사 모니

터링의 경우에는 주입 담수에 의한 영향이 주입정 주위의 전기비저항 증가 양상으로 관측되어 담수체 거동과 영향 반경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담수주입에 의한 담수체의 거동 평가와 개선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지구물리 기법

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술에 기반 한 최적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담수주입기술이 해수침투 피

해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해수침투, 담수주입시험, 물리검층,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Abstract: We practiced fresh water injection test to identify its applibility as a method of seawater intrusion mitigation

technique, and monitored the change of borehole fluid conductivity and the behavior of injected fresh water using borehole

multichannel electrical conductivity monitoring and well-logging, and DC resistivity and SP monitoring at the surface.

Well-logging and multichannel EC monitoring showed the decrease of fluid conductivity due to fresh water injection.

We note that such an injection effect lasts more than several month which means the applibility of fresh water injection

as a seawater intrusion control technique. Although SP monitoring did not show meaningful results because of weather

condition during monitoring and the defects of electrodes due to long operation time, DC resistivity monitoring showed

its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as a monitoring and assessment techniques of injection test by means of imaging the

behavior and the front of fresh water body in terms of the increase of resistivity with reasonable resolution. In conclusion,

we note that geophysical techniques can be an effective method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fresh water injection

test, and expect that fresh water injection may be an practical method for the mitigation of seawater intrusion when

applied with optimal design of injection well distribution and injection rate based on geophysical evaluation.

Keywords: seawater intrusion, fresh water injection, well-logging, multichannel electrical conductivity monitoring, DC

resistivity monitoring

서 론

해수침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은 수리 역학적 조절 방법(hydrodynamic control), 해수 양수

방법(extraction well), 물리적 봉쇄 방법(physical containment)

등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 된다(Basri, 2001). 수리 역학적 조

절 방법은 양수량 및 양수정 배치 조절이나 인공함양, 또는 인

위적으로 수리 역학적 장벽이나 양수 트러프(trough)를 조성하

는 방법이며, 해수 양수 방법은 양수정 또는 양수정과 주입정

의 복합적인 운용을 통해 해수를 직접 뽑아내는 방식이다. 물

리적 봉쇄 방법은 불투수성 또는 저투수성 매질을 이용하여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지하댐 건설 방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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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오염지역 복원 분야에서 활용되는 심부토양혼합

(Deep Soil Mixing)이나 생물학적 장벽(biological barriers) 등

여러 기법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일차적인 확산

저지 및 피해개선 기술로는 담수주입에 의한 수리 역학적 해

수침투장벽(seawater intrusion barrier)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

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만 해도 서해안을 따라 153

개의 주입공과 296개의 관측공으로 이루어진 9 마일 길이의

서해안 장벽(West Coast Barrier)을 비롯하여 도밍게즈 장벽

(Doninguez Gap Barrier; 주입공 41개, 관측공 232개, 4.3마일),

알라미토스 장벽(Alamitos Gap Barrier; 주입공 35개, 관측공

230개, 길이 2.2마일) 등을 운영하고 있다(WRD, 2007).

담수주입을 이용한 해수침투장벽의 성능은 주입공 배치와

주입량 등에 의존하고, 최적의 주입공 배치와 주입량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대수층의 수리특성 파악과 더불어 주입 담수체

의 거동 및 영향 반경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침투 지역에서 담수주입 실증시험을 수

행하고, 주입시험 동안 지구물리 모니터링을 통해 담수주입의

효과와 그 지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본 담수주입 실증

시험 및 지구물리 모니터링의 일차적인 목적은 담수체의 거동

및 영향 반경 파악을 위한 지구물리 기법들의 적용성 평가이

며,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지구물리학적 평가에 기반 하여 해수

침투 확산 저지 및 피해 개선 기술로서의 담수주입기술의 현

장 적용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담수주입에 의한 공극수의 전기전도도

변화 파악을 위하여 주입공 주변에 설치된 관측공에서 물리검

층과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입된

담수의 유동 특성 및 분포영역 파악을 통한 영향 반경 평가를

위하여 담수 주입 전, 주입 중, 주입 후에 시간차를 두고 자연

전위 및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물리검층과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 모니터링의 경우 담수주입에 의한 해수침투 개선 효과와

공간적 분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개선효과

가 장기간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연전위탐사의 경우

탐사 현장의 기상여건 및 장기간 모니터링에 따른 비분극 전

극의 불량 문제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물리검층 및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

터링과 전기비저항탐사 모니터링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주입시험 현장 및 시험 개요

Fig. 1은 이상규 등(2003)에 의해 제시된 전라남도 영광군

일대에 대한 광역 등가 NaCl 염분도(NaCl equivalent salinity;

황세호 등, 2007) 분포를 나타낸다. 담수주입시험 현장은 Fig.

1에서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행정 구역상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일대이다. 이 지역은 2.7 log-ppm1)의 등가

NaCl 염분도를 갖는 염/담수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3.2 log-

ppm 이상의 염분 농도를 갖는 염/해수 지역에 해당한다.

Fig. 2는 담수주입기술 실증시험이 이루어진 4개 시추공들의

위치 및 배치와 지표탐사법에 의한 모니터링 측선들의 배치를

나타낸다. 중앙에 위치한 YK-15호공은 주입공으로 사용되었

으며, 이를 중심으로 남쪽, 서쪽, 북쪽으로 약 10 m 거리에 위

치한 시추공 YK-16, YK-17, YK-18은 각각 물리검층 및 다채

Fig. 1. Regional NaCl equivalent salinity map of Yeonggwang-gun, Korea (Lee et al., 2003). Fresh water injection and monitoring site is

marked with white dashed rectangle. Test site is located in saltwater region having 3.2 log10 ppm or higher NaCl equivalent salinity compared

to 2.7 log10 ppm of saltwater-freshwater interface.

1)단위로 사용된 log-ppm은 염분농도에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의 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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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공으로 사용되었다. 주입

공 YK-15와 관측공 YK-16, YK-17은 상부 충적층을 대상으

로 약 30 m 깊이까지 착공된 충적층공이며, YK-18은 50 m까

지 굴착된 암반공이다. 

Fig. 3은 4개 시추공에서의 시추 주상도와 YK-15, YK-16,

YK-17에 대한 텔레뷰어 진폭이미지로서 시험지역 내 개략적

지질층서와 시추공의 스크린(screen) 구간을 보여준다. 시험

지역은 지표에서 깊이 3.5 m 정도까지는 복토(sandy mud) 및

니질층(mud)이, 그 아래에는 3.5 m 정도 두께의 미고결 사질

층(clean and partly silty sand)이 분포하며, 그 아래에 깊이 18

m 까지 다시 니질층(silty mud)이 분포한다. 이 니질층과 화강

암 기반암(porphyritic biotite Jurassic granite) 사이에는 두께

약 5 m 정도의 사질층(clean and partly gravelly sand)이 분포

한다(장태우, 황상구, 1984; 이상규 등, 2003). 

담수주입시험의 시험 대상 대수층은 상하부 사질층이며 따

라서 스크린 구간은 이들 상하부 사질층 구간에 설치되어 있

다. 주입공인 YK-15의 경우 깊이 5.5 ~ 9.0 m 구간과 깊이

21.5 ~ 23.5 m 구간, 관측공인 YK-16은 깊이 5.5 ~ 9.0 m 구간

과 깊이 17.5 ~ 23.5 m 구간, YK-17은 깊이 9.5 ~ 13.5 m 구간

과 깊이 17.5 ~ 23.5 m 구간에 해당한다. 관측공 YK-17의 경

우에는 시공 오류로 인해 상부 스크린 구간이 상부 사질층 구

간을 벗어나 니질층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 관측공 YK-18의

경우엔 전 구간에 걸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전기비저항 및 자연전위 모니터링을 위한 측선은 주입공

YK-15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4개의 측선을 설치하였다. 각

측선의 길이는 120 m이며, 이때 전기비저항탐사의 전극간격

은 사질층 구간의 깊이와 탐사 분해능을 고려하여 3 m와 6 m

로 하였고, 자연전위 모니터링을 위한 측점 간격은 전체 채널

Fig. 2. Borehole location and geometry for fresh water injection (left), and survey line geometry for DC resistivity and SP monitoring (right).

Fig. 3. Core logs of test wells (left) and acoustic televiewer amplitude images for YK-15, YK-16, and YK-17 (right). Screen zone is identified

with punched marks on the image. 



356 박권규·신제현·황세호·박인화

수와 분해능을 고려하여 6 m로 하였다.

담수주입은 2006년 4월 9일 11시 35분부터 4월 25일 13시

30분까지 총 388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총 주입량은 1,045

ton, 평균 주입량은 45 l/min (1.44 × 10−3 m3/day)이다. 주입수

로는 시험지역에 인접한 농업용 인공수로의 담수를 사용하였

다. 주입시험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주입수의 전기전도도는

397 μS/cm (21.7 oC)로 25 oC에서의 전기전도도로 환산된 비

전기전도도(specific conductivity)로는 369 μS/cm이다. 이러한

주입수의 전기전도도는 주입공과 관측공 내 공내수와 비교할

때 최소 1/10에서 최대 1/100 수준이다. 담수는 자연수두를 이

용하여 주입되었으며 주입심도는 약 18 m 정도로 하부 사질

층 구간이다. 

물리검층에 의한 온도 및 전기전도도 측정은 주입시험 전후

에는 모든 공에서 수행되었으며, 담수주입 동안에는 관측공

YK-16과 YK-17에서만 수행되었다. 담수 주입 동안 관측공

YK-18에서의 공내수 전기전도도 모니터링은 물리검층 대신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시스템(신제현 등, 2005)을 이용

하였다.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센서는 3.3 m, 4.0 m, 6

m, 20 m 등 네 개의 깊이에 설치되었고, 주입 시작과 함께 약

90시간 동안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

다. 이때 깊이 3.3 m와 4.0 m는 상부 니질층, 깊이 6 m는 상

부 사질층, 깊이 20 m는 하부 사질층 구간에 해당한다. 전기

비저항탐사는 담수주입 1시간 전, 담수주입 개시 후 약 4시간

후, 73시간 후, 386시간 후 및 종료 후 174시간 후 등 총 5회

에 걸쳐 수행하였다. 전극배열로는 전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

상되는 이 지역의 전기비저항과 두껍게 분포하고 있는 니질층

을 고려하여 쌍극자배열과 더불어 신호대잡음비가 좋은 변형

된 단극배열(김정호 등, 2001)을 함께 이용하였다. 자연전위

모니터링은 4개의 측선에 대해 6 m 간격으로 배치된 총 81개

채널을 이용하여 주입 개시 3일전부터 주입종료 후 22일까지

수행하였다. 

자료처리 및 해석

Fig. 4, 5, 6은 각각 관측공 YK-16, YK-17, YK-18에서 담

수주입 전, 중간, 후에 측정된 물리검층 결과들을 나타낸다. 검

층기록의 각 패널들은 왼쪽부터 온도, 공내수의 전기전도도

(EC), 전자유도검층 결과를 나타내며, 전자유도검층 패널 오른

쪽에는 시추공의 스크린 구간과 코어로그를 함께 나타내었다.

공내수의 전기전도도는 담수 주입에 따라 YK-16의 경우 약

5,000 μS/cm에서 800 μS/cm로, YK-17의 경우 약 9,000 μS/

cm에서 1,000 μS/cm로, YK-18의 경우에는 20,000 μS/cm에

서 3,000 μS/cm로 약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전기전도도 변화는 YK-18에 대한 검층 기록

의 5월 29일자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담수 주입 종료 후 30

일 이상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

한 지속성은 실제 수개월 후 측정된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전자유도검층 결과는 이러한 담수주입 효과가 주로 투수성 사

질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YK-16의 경우 상부 사질

층에서는 50 ~ 100 mS/m, 하부 사질층에서는 25 ~ 50 mS/m

정도의 변화를 보이며, YK-17의 경우에는 상부 사질층에서는

100 ~ 200 mS/m, 하부 사질층에서는 100 ~ 150 mS/m 범위의

변화 폭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부에 비해 하부

사질층 구간에서 공내수의 전기전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적 전기전도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조성과

입도에 따른 공극률이 같다면 체적 전기전도도는 공극수의 전

기전도도에 지배됨을 생각할 때, 이는 상하부 사질층의 조성이

다름을 반영한다. 즉 상부 사질층의 경우 실트질 성분을 포함

하고 있고, 하부 사질층의 경우 화강암 풍화 잔류물로 여겨지

는 잔자갈(pebble)이나 중자갈(cobble)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 체적 전기비저항의 차이는 상하부 사질층

사이의 조성과 공극률 차이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Fig. 7은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

정한 관측공 YK-18에서의 심도별 전기전도도 변화를 주입공

YK-15에서 Eijkelkamp 사의 TD-div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압

력수두(pressure head)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주입공에서의 수

두 변화는 주입 동안의 미세한 주입량 조절은 물론 수두 높임

작업이나 시추공 주변 그라우팅 작업에 따른 큰 주입량 조절

의 영향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두 변화의 영향은

공내수 전기전도도의 변화에도 반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천부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부 사질층

(센서 깊이 20 m)의 경우 담수 주입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서

서히 감소한 후 36시간 경과 후부터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준

다. 주입 개시 후 36시간에서의 추정 주입량(약 150 ton)과, 대

수층의 두께(3.5 m, 5 m), 공극률(30%), 투수율 등을 고려할

때, 담수주입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감소는 담수와 염/해수의

혼합과정을 통해 매우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소추세는 주입 개시 후 약 20시간 경과 후에 수행된 수

두 높임 작업의 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입 수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한편 주입 개시 후 66시간 후 수행된 시추공 주

변 그라우팅 작업에 따른 주입 중단으로 인해 공내수의 전기

전도도가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하부

사질층과 그 하부 균열 암반을 통해 유입되는 고염분 염/해수

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부 사질층(센서 깊이

6.0 m)의 경우 수두 높임 작업 이전까지는 오히려 전기전도도

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며, 주입 개시 후 약 36시간 후에

야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72시간 경과 후부터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주입 초기 전기전도도의 증가 양상은 주입

심도가 하부 사질층임을 감안할 때, 하부 사질층 구간으로부터

시추공 상부로 밀려 올라오는 고염분 지하수의 영향으로 판단

된다.

Fig. 8과 Fig. 9는 각각 총 5회의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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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개시 1시간 전(4월 9일 10시 35분)과, 주입 개시 후 386

시간 경과 후(4월 25일 11시 30분)의 자료에 대한 각 측선별

역산 결과를 나타낸다. 각 역산 결과들은 위로부터 차례대로

Line-1, Line-2, Line-3, Line-4 측선에 대한 결과들이며, 각 역

산단면은 각 측선에서 3 m와 6 m 전극간격을 이용한 쌍극자

배열과 변형된 단극배열 탐사 자료로 측정된 총 4개의 자료들

을 모두 병합(merge)한 후 역산한 결과이다. 

담수주입 전, 배경 전기비저항분포는 니질층에서 2 ohm-m

Fig. 5. Well logs before, during, and after fresh water injection at

observation well YK-17. Each panel of log represents temperature,

EC, and induction conductivity, respectively. Fourth panel represents

screen zone, and rightmost panel is core logs co-plotted for

comparison. 

Fig. 4. Well logs before, during, and after fresh water injection at

observation well YK-16. Each panel of log represents temperature,

EC, and induction conductivity, respectively. Fourth panel represents

screen zone, and rightmost panel is core logs co-plotted for

comparison. 

Fig. 7. The change of pressure head at YK-15 (top)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ies at various depth of YK-18 (bottom) during

injection. The head is measured by TD-diver and ECs are measured

by the multi-channel electrical conductivity monitoring system (Shin

et al., 2005). 

Fig. 6. Well logs before, during, and after fresh water injection at

observation well YK-18. Each panel of log represents temperature,

EC, and induction conductivity, respectively. Fourth panel represents

screen zone, and rightmost panel is core logs co-plotted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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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의 가장 낮은 전기비저항을 나타낸다. 이렇게 낮은 전기비

저항은 국내외적으로 점토광물을 다량 함유한 대수층 상부의

불투수층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양상(Benkabbour et al.,

2003)과 같다. 상부 사질층은 평균적으로 10 ohm-m에서 20

ohm-m 정도의 전기비저항을 갖으며 상부 복토/니질층 및 하

부 니질층과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하부 사질층의 경우에는 상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5 ~ 10 ohm-m 정도의 전기비저항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자유도검층 결과에서 하부 사질층이

더 낮은 전기전도도로 나타나는 사실과 배치된다. 그러나 전자

유도검층에서 상하부 사질층의 조성과 공극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하부 사질층 사이에 낮은 전기비저항이 상대적

Fig. 8. Inversion results for resistivity profiles at each survey line

measured 1 hour before fresh water injection (4/09 10:35). Inversion

uses all four resistivity profiles from dipole-dipole and modified

pole-pole array with 3 m and 6 m electrode spacing in a merged

form.

Fig. 9. Inversion results for resistivity profiles at each survey line

measured 386 hours after starting fresh water injection (4/25 11:30).

Inversion uses all four resistivity profiles from dipole-dipole and

modified pole-pole array with 3 m and 6 m electrode spacing in a

merged form.

Fig. 10. Inversion results for merged resistivity profiles at Line-2

obtained by dipole-dipole and modified pole-pole array with 6 m

electrode spacing.

Fig. 11. The change of resistivity at 386 hours after starting

injection in terms of the ratio to background resistivity measured

before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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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껍게 분포하고 있고 전기비저항탐사의 경우 이러한 상

부 저비저항층에 의한 가리움 효과(masking effect)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하부 사질층의 깊이에서 전기비저항탐사의 전극

간격 대비 분해능과 전자유도검층의 분해능 차이, 전기비저항

탐사의 분해능 대비 하부 사질층의 두께 등을 감안할 때, 하부

사질층의 낮은 전기비저항은 지질 특성, 전기저항탐사의 전극

대비 분해능과 직상부의 니질층에 의한 가리움 효과가 복합적

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주입 개시 후 386시간 경과 시점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살펴

보면, 담수 주입의 효과가 주입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9). 전반적으로 주입공 주변 사질층에서 전기

비저항의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전기비저항 증

가 영역의 경계 및 크기로부터 담수체 거동과 영향 반경의 유

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하부 사질층 구간의 경우에

는 이러한 담수체의 영향을 분명히 알 수 없을 만큼 전기비저

항의 값과 변화폭이 적고 그 증감 양상도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분해능과 가리움 효과로 인한 낮은

전기비저항과 더불어 서로 다른 전극배열과 전극간격을 갖는

자료들의 병합역산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Fig. 10은 Line-2

측선에서 6 m의 전극간격으로 획득된 쌍극자배열 자료와 변

형된 단극배열 자료만을 이용하여 역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동

일한 역산 조건에도 불구하고 3 m 전극간격 자료와 병합 역

산한 Fig. 8과 Fig 9에 비해 하부 사질층에서의 전기비저항 변

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은 담수 주입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를 보다 명확하

게 살펴보기 위해 주입 개시 후 386시간 경과 시점의 전기비

저항을 배경값(담수주입 개시 1시간 전)에 대한 비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그림에서 검은색 역삼각형은 주입공인 YK-15

를, 흰색 삼각형은 각 관측공들을 나타낸다. 주입공 주변 상부

사질층 구간에서 100% 이상의 전기비저항 증가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주입 심도는 하부 사질층에 가까

움에도 불구하고 하부 사질층 구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수 주입 효과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A는 배경 값 측정 당시 탐사오차의 영향이

며 B는 전극 배열 및 역산에 기인한 오차이다. 그림에서 C와

같이 각 측선의 주입공 주변에서 보이는 10 ~ 50% 정도의 증

가 양상은 이 주변에서의 절대적인 전기비저항 수준이 2 ~ 5

ohm-m 정도로 매우 낮은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작은 절대 전

기비저항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증폭되어 보이기 때문으로 보

인다.

Fig. 12는 담수주입 전, 중간과 후에 측정한 전기비저항탐사

역산 결과들로부터 각 관측공의 위치에서 추출된 전기비저항

의 깊이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다. 앞서 전체적인 역산 결과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질층 구간에서는 시간에 따른 전기비

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 비해 사질층 구간에서 담수주입에

따라 전기비저항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전자유도검층 결과와 매우 좋은 상관성을 보여

준다. 다만 전자유도검층 결과에서는 담수주입에 따른 전기전

도도의 변화가 사질층 구간에 국한되는데 반해 전기비저항 심

도 프로파일에서는 진흙층 구간까지 일정 정도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산 결과가 6 m 전극간격을 이용한 탐

사 결과를 포함함에 따른 공간적 분해능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하부 사질층에서는 담수주입에 따른 변

화가 보이기는 하나 그 양상이 단조증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증

감이 교대(fluctuating)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극간

격 대비 가탐심도와 낮은 절대 전기비저항 수준에 따른 전기

비저항탐사 및 역산의 분해능과 연관된다고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수침투 지역에서 담수주입 실증시험을 수

행하고, 지구물리 기법들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Fig. 12. Resistivity depth profiles extracted from 2-D resistivity inversion sections at each observation borehole location: (a) YK-16, (b) YK-

17, (c) YK-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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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체의 거동 및 영향 반경 파악을 위한 지구물리 기법들의

적용성과 해수침투 확산 저지 및 피해 개선 기술로서의 담수

주입기술의 현장 적용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검층 결과 담수주입에 따라 공내수의 전기전도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개선 효

과가 투수성 사질층을 통해 일어나고, 그 효과도 오랫동안 지

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다채널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결과 담수 주입에 의한 전

기전도도 변화는 담수와 염/해수의 혼합과정을 통해 매우 서

서히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두 및 주입량 변동에

따라 하부 사질층의 전기전도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으

로부터 하부 사질층 또는 그 하부로 균열암반을 통한 고염분

지하수 유입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심도에

서의 동시 연속 측정을 통해 대수층 내 지하수의 유동과 수리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결과 탐사심도가 깊고 전기비저항

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가탐심도에 따른 분해능의 저하

와 담수 주입에 의한 전기비저항의 변화 폭이 작아 담수 주입

의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주입공 주변에서의

전기비저항 증가 양상과 전자유도검층 결과와의 좋은 상관성

으로부터 전기비저항탐사가 담수 주입효과의 확인 및 모니터

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염

/담수의 물성 대비 및 전극간격 대비 분해능에 대한 세심한 고

려와 자연전위탐사와의 복합 4-D 탐사를 통해 해수침투 피해

개선 진단 기술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 한편 물리검층 결과에서 확인되는 해수침투 개선효과의

지속성은 담수주입기술에 의한 해수침투 피해 개선의 가능성

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지속성은 대수층 특성, 주변 지역에

서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러나 지구물리 기법들에 의해 평가되는 담수체의 영향 반경

등을 반영한 최적의 주입공 배치와 주입량 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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