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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지표 및 시추공 전기·전자탐사 결과의 정량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안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가

NaCl 염분도와의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해안에서 10 km 이내에 위치하고 전기전도도가 1,000 μS/cm 이상인 38개의 지하

수 시료에 대한 수리지구화학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전기비저항과 등가 NaCl 염분도와의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수리지구

화학분석 결과의 등가 NaCl 염분도 환산은 Schlumberger 도표 GEN-8을 이용하였으며 전기전도도는 현장에서 휴대용 장

비로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해안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제안한 해안 지하수의 전기비저항(R
w
)

과 등가 NaCl 염분도(Eq_NaCl)와의 관계식은 Eq_NaCl =5935.3551× R
w

−1.0993이며 전기전도도(EC)와 용존고형물총량(TDS)

과의 관계식은 TDS = 0.721×EC와 같다. 해안대수층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가 NaCl 염분도 및 TDS와의 관계식은

서·남해 해안지역의 해수침투 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해안 지하수, 등가 NaCl 염분도, 지하수 전기비저항, 해수침투

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stivity of coastal groundwater and NaCl equivalent

salinity for the quantitative interpretation the results of surface/borehole resistivity and electromagnetic data. 38

groundwater samples having electrical conductivity higher than about 1,000 µS/cm were analyzed to derive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groundwater resistivity and NaCl equivalent salinity. We used Schlumberger chart GEN-8 to convert

ion concentration from hydrochemical analysis to the equivalent NaCl salinity, and the portable meter to measure the

in situ electrical conductivity of groundwater samples. From the hydrochemical analysis,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ndwater resistivity (R
w
) and equivalent NaCl salinity (Eq_NaCl) is expressed as Eq_NaCl =5935.3551× R

w

−1.0993,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ndwater electrical conductivity (EC) and total dissolved solids (TDS) is expressed as

TDS = 0.721*EC. We believe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useful to assess the seawater intrusion in western and southern

coastal area.

Keywords: coastal groundwater, NaCl equivalent salinity, groundwater resistivity, seawater intrusion

서 론

해안지역에서 대수층의 염분도 분포에 대한 정보는 해수침

투의 정도, 공간적인 범위나 경로의 파악 등에 이용되며, 특히

해안지하수 개발에서 관정의 위치선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해안 지하수의 염분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

리지구화학적인 방법이나 지구물리탐사법을 이용한다(Bear et

al., 1999; Rubin and Hubbard, 2005; Vereecken et al., 2006).

수리지구화학적인 방법은 지하수 관정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각종 성분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간적으로 지하수 시추공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구물리 탐사법을 병행

하고 있다(Edet and Okereke, 2001; Hwang et al., 2004; Song

et al., 2007). 지구물리탐사법은 시추공 또는 지표물리탐사법

을 이용하여 넓은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게 염분도의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하수 시료에 대한 직접적인 성

분 분석이 아닌 해안 대수층의 체적 전기비저항과 공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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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염분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수리지구화학 방법에 비

해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염분도는 실내 수

리지구화학 분석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수층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염분도와의 정량적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경우

지구물리탐사법에서 도출된 대수층의 체적 전기비저항에서 지

하수의 염분도 추정이 가능해진다.

해안지역 대수층의 염분도는 주로 Na+, Cl−의 성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들 성분 외에도 다양한 양이온/음이온 성분들

이 염분도에 영향을 준다. 전기비저항과 온도, 그리고 염분도와

의 관계는 주로 1950년대부터 석유탐사 분야에서 저류층 평가

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Dunlap and Hawthorne,

1951; Hawkins et al., 1963; 1964; Hilchie, 1964; Moore, 1966;

Desai and Moore, 1969; Helander, 1983; Tiab and Donaldson,

2004), 대부분의 경우 수리지구화학 분석 결과 및 전기비저항-

온도-염분도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공극수의 전기비저항을 계산

한다. 

한편 해수침투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전기비저항탐사와 전

자탐사 자료에서 도출된 대수층의 체적 전기비저항과 TDS 또

는 Cl- 성분 함량과의 관련성을 이용한 염분도 평가에 대한 연

구(김정일 등, 2004; Fitterman and Deszcz-Pan, 2004; Sherif

et al., 2006), 해안대수층의 전기전전도도와 염분도 관계를 이

용한 대수층의 염분도 평가(황세호 등, 2002; 2003; 박권규 등,

2004) 등이 수행되었다. 

해안지역 지하수 시료에 대한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와 전

기비저항과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리지구

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한 염분도 환산, 그리고 전기비저항−온

도−염분도 관계식을 이용한 전기비저항으로의 환산 과정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해안지역의 지하수 관정 시

료에 대한 수리지구화학 분석 결과와 전기비저항과의 관계식

을 직접적으로 도출하였다. 즉 전기비저항-온도-염분도 관계식

을 이용하지 않고 25 oC에서의 염분도와 전기비저항과의 관계

식을 제안하였다.

이 론

본 절에서는 지하수 시료에 대한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염분도와의 관계식 유도와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주로 석유

분야에서 개발된 전기비저항과 온도와의 관계, 전기비저항과

NaCl 염분도1)와의 관계, 수리지구화학분석결과를 이용한 등가

NaCl 염분도2) 환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안지하수

의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를 등가 NaCl 염분도로 환산하는 과

정에 이용하였다.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및 염분도

지하수의 전기전도도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용해된 이온들은 전류 흐름에 필요한 도체 역할을

한다. 염분도는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주로 NaCl을 의미함) 정

도를 의미하며 용해된 이온의 양에 따라서 전기전도도는 물론

염분도가 변하기 때문에 염분도와 전기전도도는 상호 관련성

을 갖는다. 바닷물의 소금은 주로 NaCl로 구성되나 내해나 해

안지역의 지하수는 NaCl 이외에도 다양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주요 양이온은 Na+, Ca+2, K+, Mg+2 등이

고 주요 음이온은 Cl−, SO4
−2, CO3

−2, HCO3
− 등이다. 지구물리

탐사 분야에서는 전기전도도 용어보다는 전기전도도의 역수인

전기비저항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전기전도도보다는 주로 전기비저항의 용어로 표현하며 전

기전도도는 S/m, 전기비저항은 ohm-m, 염분도는 ppm (parts

per million) 단위로 각각 표기한다.

전기비저항, 온도 및 NaCl 염분도와의 관계

Fig. 1은 지하수의 전기비저항, 온도 및 NaCl 염분도와의 관

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특정 온도의 전기비저항을 알고 있는

경우 다른 온도에서의 전기비저항 계산이나, 전기비저항을 알

고 있는 경우 NaCl 염분도로 또는 NaCl 염분도를 알고 있는

경우 전기비저항으로 환산하는 데 이용된다(Schlumberger,

1972). Fig. 1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의 변화는 Arp

(1953)가 제안한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1)

(2)

식 (1)에서 R1(T1)와 R2(T2)는 섭씨온도 T1과 T2에서의 전기

비저항이며, 전기비저항과 온도의 단위는 각각 ohm-m와 oC이

다. 또한 식 (2)에서 R1(F1)와 R2(F2)는 화씨온도 F1과 F2에서

의 전기비저항이며, 전기비저항과 온도의 단위는 각각 ohm-m

와 o
F이다.

식 (1)과 (2)보다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값을 좀 더 정

확하게 계산할 필요한 경우는 Hilchie (1964)가 제안한 식 (3)

을 이용하며 이때 단위는 식 (2)와 같으며

. (3)

식(3)에서 X =10−0.340396 × log
10

(R
1
(F

1
)) + 0.641427 이다.

R2 T2( ) R1 T1( )
T1 21.5+

T2 21.5+
----------------------×=

R2 T2( ) R1 T1( )
F1 6.77+

F2 6.77+
----------------------×=

R2 F2( ) R1 F1( )
F1 X+

F2 X+
---------------×=

1)NaCl 염분도(salinity)는 용해된 이온들이 NaCl로 구성된 경우의 염분
도를 의미함.

2)등가 NaCl 염분도(NaCl equivalent salinity)는 용해된 이온들이 NaCl
이외에 다양한 양이온/음이온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지하수의 TDS 크
기에 따라서 다양한 양이온/음이온 성분을 NaCl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된 염분도를 의미함. 영문표기는 equivalent NaCl
salinity 또는 equivalent NaCl concentration으로도 표기하나 본 논문에
서는 Schlumberger의 NaCl equivalent salinity의 표기 방식을 따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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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염분도를 알고 있는 경우, Fig. 1을 이용하면 전기비저

항으로의 환산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곡선을 특정 함수로 표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차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Dresser

Industries (1976)에서는 Fig. 1의 곡선 중에서 온도 75 o
F에서의

전기비저항과 NaCl 염분도와의 관계를 식 (4)와 같이 제안하

였다.

(4)

위 식에서 NaCl은 NaCl 염분도이고 단위는 ppm, R
w75는 온

도 75 o
F에서의 전기비저항이며 단위는 ohm-m이다. 식 (4)는

기본적으로 염분도를 결정하는 이온들이 NaCl로만 100% 구

성된 경우에 성립하나 주요 양이온/음이온의 성분이 작은 경

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Etnyre, 1989).

수리지구화학 분석결과를 이용한 등가 NaCl 염분도의 계산

지하수의 염분도를 결정하는 것은 Na+와 Cl− 성분 이외에

주요 양이온/음이온 성분들로 Dunlap and Hawthrone (1951)

은 이들 주요 양이온/음이온 함량을 이용하여 등가염분도로 환

산하는 관계식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Dunlap and

Hawthrone (1951)이 제시한 방법은 TDS가 커질수록 오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Desai and Moore (1969)는 다항식을 이용하

여 보다 정확한 변환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Fig. 2는 Dunlap

and Hawthrone (1951), Desai and Moore (1969)의 결과를 이

용하여 Schlumberger에서 해석용 표준곡선으로 발간한 GEN-

8이다(Schlumberger, 1979).

Fig. 2의 곡선은 반대수 곡선으로 실제 자료를 적용하는 경

R
w75 0.0123

3647.5

NaCl
0.955

----------------------+=

Fig. 1. Conversion approximation of the water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NaCl concentration with temperature variation

(Schlumberger, 1972). 
Fig. 2. Multipliers for converting ionic concentrations of dissolved

salts to NaCl equivalent salinity (Schlumberger, 1979). 

Table 1. Solid concentration and multiplier modified from Tiab and Donaldson (2004).

TDS (ppm) Mg2+ Ca2+ CO3
2− K+ SO4

2− HCO3
−

10 2.20 1.300 1.050 0.840 0.780 0.35

20 2.00 1.300 1.050 0.880 0.780 0.35

50 1.95 1.320 1.060 0.920 0.780 0.35

100 1.89 1.290 1.050 0.940 0.770 0.35

200 1.82 1.280 1.020 0.950 0.760 0.35

500 1.70 1.200 0.980 0.960 0.720 0.35

1,000 1.62 1.100 0.950 0.950 0.690 0.34

2,000 1.53 0.989 0.890 0.940 0.650 0.33

5,000 1.39 0.835 0.730 0.905 0.575 0.31

10,000 1.28 0.789 0.635 0.900 0.500 0.29

20,000 1.14 0.818 0.550 0.910 0.462 0.25

50,000 0.92 0.798 0.390 1.010 0.380 0.20

100,000 0.52 0.710 0.200 1.300 0.30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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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오차 발생의 우려가 높아 TDS 변화에 따른 양이온/음이온

의 변화를 단일식으로 변환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Hilchie (1964)는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에서 전기비저항을 단

일방정식으로 계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Hawkins et al.

(1963; 1964)는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와 전기비저항과의 관

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Talash et al. (1965)는 수리

지구화학분석 결과를 75 oF에서의 전기비저항으로 환산하는 관

계식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제시했으며 미국 Louisiana와

Arkansas 지역의 자료에 대한 적용결과, 오차범위가 ±3.77%

이하임을 보고하였다. Tiab and Donaldson (2004)는 Fig. 2에

서 각 수리지구화학 성분의 범위에 따라서 비선형식으로

fitting한 관계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Table 1은 Tiab and

Donaldson (2004)의 Table 4.1과 www.hendersongeophysics.

com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수리지

구화학분석 결과인 양이온/음이온과 TDS를 이용한 등가 NaCl

염분도 환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표로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결 과

수리지구화학 자료취득 및 처리

서-남해 해안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가 NaCl 염분도와의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 해안에서 10 km 이내에 위치하는

783개의 관정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분석 결과를 이용하였으

며 Fig. 3은 지하수 시료채취에 이용한 관정의 위치도이다(이

상규 등, 2003). 지하수 채수 과정에서 대수층 내 지하수의 대

표 값을 얻기 위하여 채수한 지하수가 일정한 온도와 전기전

도도 값을 가질 때까지 양수한 후 채수하였다. 양이온 분석용

시료는 용기 표면에서 발생하는 양이온의 흡착과 용존 이온의

침전 및 미생물의 성장과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질산을

첨가함으로써 수소이온농도를 2 이하로 유지하였다. 온도, 수

소이온농도, 산화환원전위(Eh),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

(DO) 등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쉽게 변화하는 자료는 현장 측

정하였다. 주요 용존 양이온의 정량 분석은 Perkin Elmer사의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AES, Model XL3000)

를, 주요 용존 음이온의 정량분석은 Dionex사의 이온크로마토

그래피(Ion Chromatography; Model DX120)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시료 채취로부터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미국

보건 협회와 미국 환경청(EPA)에서 제시하는 표준 방법

(ASTM Standard)에 따라 수행되었다. 분석 자료의 품질관리

를 위해 채수로부터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엄격히 통제 관리하여 전하균형을 ±5%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Park et al., 2005).

해안지역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가 NaCl 염분도 및 TDS와

의 관계 

서-남해 해안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가 NaCl 염분도와의

관계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이론들을 이용하여 황세호 등

(2002, 2003)이 제시한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석유

검층 분야에서는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를 Fig. 2 또는 Table

1에 적용하여 등가 NaCl 염분도를 계산하고 다시 Fig. 1 또는

식 (4)를 이용하여 전기비저항으로 환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Fig. 2 및 Table 1을 이용하여 각 지하수 시료를 등가 NaCl 염

분도로 환산하고 지하수 시료를 채취할 때, 전기전도도를 측정

하기 때문에 Fig. 1이나 식 (4)를 이용한 전기전도도로 환산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Fig. 2 또는 Table 1을 이

용하여 계산된 등가 NaCl 염분도를 전기비저항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Fig. 1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able 2는 해안 지하수 시료에 대한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

중에서 등가 NaCl 염분도 환산에 이용한 총 38개 자료이며 전

기전도도가 혼합수 영역(Fetter, 1994)보다 약간 작은 범위인

온도 25에서 1,000 µS/cm 이상인 자료들이다. 식 (5)는 Table

2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해안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가

NaCl 염분도와의 관계식이다(Fig. 4 참조). 

Eq_NaCl(ppm)=5935.3551×R
w

−1.0993 (5)

식 (5)에서 Eq_NaCl은 등가 NaCl 염분도이고 단위는 ppm,

Rw는 온도 25 oC에서의 지하수의 전기비저항이며 식 (5)의 R2

는 0.991이다.

Fig. 4는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가 NaCl 염분도와의 관

계로 그림에서 Δ는 Table 2의 자료, 실선은 식 (5)이며 점선은

Fig. 3. A regional map of groundwater sampling in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al areas. Sampling was undertaken within 10 km

from seashore (Le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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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이다. 전기비저항이 감소할수록 식 (5)가 식 (4)보다 염

분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식 (4)의 경우, 용액이 NaCl로만 구

성된 조건에서 유도된 관계식이기 때문이다. 식 (5)는 황세호

등(2003)과 비교할 때 약 2 ~ 3%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Fig.

2를 이용하여 등가 NaCl 염분도를 환산할 때, 황세호 등(2003)

에서는 가로축 TDS의 2개 범위 내에서 변화만을 고려한 내삽

을 적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cubic spline 함수를 이용 이용

한 보간법(Press et al., 1992)을 적용하여 발생한 오차로 판단

되며 황세호 등(2003)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지하수의 수질분류, 즉 담수, 혼합수 및 염수 등의 구분

은 일반적으로 TDS을 많이 이용한다(Fetter, 1994). Fig. 5는 해

안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TDS와의 관계이며 관계식으로 식

(6)과 같으며 관계식의 유도는 Table 2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TDS (ppm)=0.721×EC  (6)

식 (6)에서 TDS는 TDS이며 단위는 ppm, EC는 온도 25oC

에서의 전기전도도이고 단위는 μS/cm이며 R2는 0.994이다.

Table 3은 TDS를 기준으로 담수, 혼합수 및 염수로 구분할

때, 전기전도도와 등가 NaCl 염분도의 범위를 식 (5), (6)을 이

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들 자료는 해안지하수 시료에 대한

전기전도도 측정이 가능할 때, TDS나 등가 NaCl 염분도 추정

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groundwater in the study areas.

No EC@253) Mg2+ Ca2+ K+ SO4
2− HCO3

− NO3
− Br− Na+ Cl− TDS (ppm) Rw@254)

1 40,400 1,092.3 954.5 173.6 1,928.9 218.1 7.6 57.1 8,600.0 16,926.5 29,984.0 0.24752

2 36,500 957.2 613.2 274.7 1,775.8 274.5 17.7 51.1 7,864.6 14,999.5 26,849.0 0.27397

3 22,600 697.8 281.6 67.2 1,038.9 593.2 2.1 32.5 5,168.3 8,708.0 16,618.0 0.44248

4 10,780 47.1 1,483.8 18.0 390.6 655.1 2.6 11.8 862.6 3,728.9 7,228.0 0.92764

5 9,660 86.5 58.6 152.4 347.2 414.8 46.0 10.8 1,689.4 2,635.8 5,466.7 1.03520

6 8,910 182.4 97.4 88.3 356.6 704.3 56.3 9.5 1,911.1 2,733.4 6,161.0 1.12233

7 8,750 191.4 249.7 58.6 250.3 335.5 4.9 6.1 892.0 2,695.3 4,717.3 1.14286

8 7,460 418.8 312.1 13.0 288.5 265.4 0.4 9.3 1,027.1 2,549.5 4,922.0 1.34048

9 5,100 156.5 120.3 42.4 72.4 205.9 10.1 5.4 693.2 1,554.1 2,875.0 1.96078

10 3,540 13.7 7.3 62.5 34.6 347.7 5.7 3.8 693.9 1,116.7 2,304.7 2.82486

11 2,950 87.0 60.9 45.9 147.3 420.9 6.3 2.2 467.0 658.4 1,926.3 3.38983

12 2,870 43.6 563.0 3.7 62.7 120.5 0.0 1.9 248.9 535.5 1,611.0 3.48432

13 2,800 24.2 96.3 18.4 157.3 213.5 77.5 0.0 424.5 612.8 1,638.2 3.57143

14 2,780 35.5 93.5 20.9 122.3 149.5 7.0 0.0 357.5 800.5 1,619.2 3.59712

15 2,690 18.6 18.3 10.7 103.4 123.9 13.1 2.7 497.9 561.8 1,360.0 3.71747

16 2,620 27.8 84.2 37.4 0.3 219.6 0.2 3.2 412.3 730.0 1,544.2 3.81679

17 2,540 94.1 247.3 5.9 102.2 60.5 70.9 2.2 218.1 801.3 1,618.0 3.93701

18 2,070 58.8 197.7 3.3 93.1 83.9 98.5 0.0 95.2 265.0 894.0 4.83092

19 2,010 34.6 128.0 33.1 310.5 201.3 9.2 0.6 227.3 332.5 1,300.3 4.97512

20 1,887 30.6 229.6 2.6 20.1 106.8 13.3 2.0 102.4 367.7 891.0 5.29942

21 1,824 15.1 120.0 2.1 22.9 286.8 9 0.7 265.5 450.0 1,180.0 5.48246

22 1,801 57.6 70.3 25.6 98.7 30.5 95.2 2.3 258.2 558.6 1,207.0 5.55247

23 1,765 17.0 186.3 3.3 11.2 65.5 1.7 1.6 99.8 488.7 909.0 5.66572

24 1,544 19.0 60.2 1.3 71.8 119.0 23.8 1.1 208.4 201.9 708.0 6.47668

25 1,483 39.0 194.7 2.9 3.4 64.1 13.6 1.5 48.2 226.0 613.0 6.74309

26 1,431 24.6 62.0 29 23.9 42.7 257.0 0.0 158.9 186.3 791.0 6.98812

27 1,398 12.0 9.7 22.6 5.2 599.8 38.0 0.6 311.2 162.0 1,182.0 7.15308

28 1,386 27.1 58.5 5.5 32.5 161.7 3.2 1.0 158.6 317.5 780.0 7.21501

29 1,365 30.6 72.9 9.4 23.9 13.7 212.5 0.8 150.5 293.2 822.0 7.32601

30 1,335 43.4 57.7 8.7 3.5 10.1 206.4 0.5 124.1 290.0 764.0 7.49064

31 1,322 73.6 33.9 12.9 10.3 228.8 0.2 5.8 96.4 308.9 795.0 7.56430

32 1,299 16.7 73.2 24.2 80.6 236.4 10.0 0.4 140.6 228.1 834.2 7.69823

33 1,277 8.3 175.2 11.6 8.5 75.6 21.4 1.7 57.3 337.3 721.0 7.83085

34 1,213 15.8 49.1 6.8 42.1 109.8 42.8 0.4 116.0 248.5 664.2 8.24402

35 1,166 33.4 65.5 5.3 6.4 20.2 1.4 1.1 99.7 340.9 592.0 8.57633

36 1,140 19.7 138.9 2.7 36.5 247.1 28.8 0.0 55.4 127.1 660.0 8.77193

37 1,128 14.9 29.2 111.7 87.7 66.5 184.7 0.0 104.8 134.8 740.0 8.86525

38 1,125 25.7 75.2 10.3 49.5 79.3 33.2 0.4 105.6 261.2 664.6 8.88889

3)EC@25: Electrical conductivity of groundwater at 25 oC
4)Rw@25: Electrical resistivity of grondwater at 2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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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NaCl 염분도 관계식의 적용 사례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가염분도와의 관계는 해안지역에

서 충적층 지하수의 염분도 평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

전자탐사자료의 해석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Fig. 6은 김

해지역에서 수행한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결과 도출된 해안 대

수층의 체적 전기비저항과 대수층을 사질층으로 해석하고 공

극률을 40%, 고결지수를 1.3으로 가정하여 Archie (1942)의

관계식과 식 (5)을 적용하여 작성한 등가 NaCl 염분도의 분포

도이다. Fig. 6에서 충적층의 공극률을 40 %로 가정한 것은 전

남 영광지역에서 수행한 중성자검층 결과 충적층 구간 내에서

고염분 지하수가 분포하는 사질층의 공극률 범위가 33 ~ 37 %

이며(이상규 등, 2003) 중성자검층에서 측정한 공극률은 석회

암에 대한 상대적인 공극률이기 때문에 사질층에 대한 공극률

은 이보다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Ellis and Singer,

2007). 또한 일반적인 사질층의 공극률 범위(Schön, 2004)를

고려하여 공극률 40 %를 사질층의 평균적인 값으로 산정하였

다. Fig. 6에서 붉은색 실선은 등가 NaCl 염분도가 담수와 혼

합수의 경계인 1,000 ppm으로 실선을 기준으로 붉은 색 영역

은 담수 지하수가 분포하는 지역이고 녹색 영역은 혼합수 또

는 염수가 분포하는 지역이다. Fig. 6은 해안지역에서 지하수

개발 관정의 위치 선정이나 밀도개념을 포함하는 지하수 유동

수치모델링, 또는 염분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멘트 그라우

팅이나 철재 구조물과 같은 토목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서-남해 해안에서 10 km 이내에 위치

하는 관정 지하수의 시료에 대한 수리지구화학분석 결과를 이

용하여 해안 지하수의 전기비저항(R
w
)과 등가 NaCl 염분도

(Eq_NaCl)와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온도

25 oC에서의 전기비저항을 기준으로 산출된 관계식이다.

Eq_NaCl(ppm) = 5935.3551 × R
w

−1.0993

위 관계식은 기존에 석유분야에서 제안한 관계식, 즉 용액이

NaCl로만 구성된 경우의 전기비저항과 NaCl 염분도와의 관계

식과 비교할 때, 동일한 경향을 보이나 비저항이 감소할수록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계식이 등가 NaCl 염분도가 약간 높은

값을 보여 NaCl 성분 이외의 양이온/음이온의 영향을 반영하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ndwater resistivity and NaCl

equivalent salinity. Triangles indicate the results of hydrocheimcal

analysis, solid line is a best-fitted line between the groundwater

resistivity and NaCl equivalent salinity, and dotted line is the

formula of converting the groundwater resistivity into NaCl salinity

suggested by Dresser Industries (1976).

Fig. 5.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conductivity and total

dissolved solid.

Table 3. Classification of water based on total dissolved solids(Fetter, 1994), the range of specific conductivity and NaCl equivalent salinity

by formulae (5) and (6).

Class TDS (ppm) Specific conductivity (μS/cm) NaCl equivalent salinity (ppm)

Fresh 0-1,000 0-1,389 0-676

Brackish 1,000-10,000 1,389-13,870 676-8,504

Saline 10,000-100,000 13,870-138,696 8,504-10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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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식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안지하수의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의 하나인 해안

지하수의 TDS와 전기전도도(EC)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TDS(ppm) = 0.721 × EC

위의 관계식들은 충적층 대수층의 공극률을 물리검층 또는

실내시험법으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 대수층의 염분도 평가나

TDS 특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해수침투

의 특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해석하거나 해안지하수의 지속적

인 개발, 염분도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토목공사에 유용

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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