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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 수직탐사 자료의 정규크리깅을 통한 충적층 분포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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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한 지하수기초조사의 사업지역인 경남 밀양 및
경기 포천의 지역별 충적층 두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슐럼버져 배열)에 의해 획득된 충적
층 심도 자료에 대하여 지구통계학적 기법인 정규크리깅을 적용하였다. 물리탐사 자료의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와 시추공 자료의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크리깅에 의해 충적층 분포를 이미지화한 결과, 지형이나 유역에 따
라 충적층 심도분포가 합리적으로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충적층 심도 분포 파악에 있어서 전기비저항 수직
탐사 자료에 의해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충적층 심도분포, 정규크리깅,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Abstract: In this study, vertical electrical sounding (VES) data and ordinary kriging are used to identify the alluvial depth

of each area that Korea Resources Corporation (KORES) conducted groundwater survey at Miryang area in
Gyeongsangnam-do and Pocheon area in Gyeonggi-do from 2003 to 2004.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VES data to
ordianry kriging, regression analysis of VES data versus drillhole data is conducted. Comparing the alluvial depth
distributions using ordinary kriging with existing drillhole data, the result shows that the depth distributions are reasonably
depicted along with the topography and the basin. So, the ordinary kriging of VES data is useful to identify the alluvial
depth distributions.
Keywords: alluvial depth distribution, ordinary kriging, vertical electrical s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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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시추조사를 일일이 수행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와
같은 물리탐사자료의 지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시간적·경
제적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함세영 등
은 충적층 물리탐사자료와 시추자료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결과가 시추자료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심병완 등 은 물리탐
사자료의 지구통계학적 분석에 의한 해수침투 특성 연구에서
지구통계학적 기법이 해안지역에서의 전기비저항 분포변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암반등급 해
석에 물리탐사 및 시추자료의 지구통계학 적용 오석훈
등 물리탐사자료와 시추자료에 지구통계기법을 적용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선의 선형불편 추정자로서 불편
의 조건과 최소의 추정분산을 갖는 강력한 통계학적 추정방법
인 크리깅을 물리탐사자료와 시추자료에 적용하여 연구지역인
밀양 및 포천지역의 충적층의 심도분포 및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표수 개발여건의 악화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대체용수원인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교부 주관 하에 지하수기초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하수는 암반지하수와 충적층 지하수로 나눌 수 있는
데 충적층 지하수의 활용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요즈음 충적지하수의 대수층을 형성하는 충적층의 심도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층은 수
리지질학적으로 불균질·이방성 대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형적으로도 기복이 심하여 정확한 충적층 층후 분포를 추정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충적층 층후를 조사하기 위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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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및 조사자료
지형
일반적으로 지형은 암상·지질구조 등 지질작용에 의해 형
성되며, 지형조건과 지질의 상관관계에 따라 지표수의 지하유
입, 지하수의 부존과 산출 특성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남동부에 위치하는 밀양시는 밀양강과 낙동강
유역에 주로 형성되어 평탄하고 비옥한 농경지를 이루고 있다.
동, 서, 북쪽은 대체로 험준한 산계에 의해 경계를 이루며, 남
쪽으로 낙동강과 접하는 평야부가 그 경계를 이룬다.
포천시의 대부분은 해발고도 200 m 이하의 상대적으로 저
지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동-서쪽 및 북쪽은 해발고도
300 m 이상의 지역이 주로 분포한다. 산계는 대체로 북동방향
으로 발달한 2개조의 단층대(포천단층대)의 방향과 유사한
N40 ~ 45E 방향성이 가장 우세하며, 이외에 이들 단층에서 파
생된 단층들의 방향을 따른 N22 ~ 45W의 소규모 산계들이 발
달되어 있다(Fig. 1).
유역구분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은 지형 지질특성에 크게 지배되
므로 전반적인 지하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보다 수리·수문 조건이 유사한 조건을 갖는 유역으로 구분하
여 조사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수계분포와 지형,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 관리종합시스템(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축한 조사지역의 표준유역을 근거로
지역별로 밀양지역은 WS1유역 등 7개 유역으로 포천지역은
영평천유역 등 4개 유역으로 나누었다(Fig. 1).

Fig. 1.

Location, topography and basin map of survey area.

물리탐사 및 시추자료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자료와 시추자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가 밀양지역과 포천지역에서 각각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수
행한 지하수기초조사시 취득한 자료이다.
지역별로 수계분포와 지형에 의해 나누어진 각 유역에서 취
득된 전기비저항 슐럼버져배열 수직탐사 자료에 대해 지하를
수평다층구조(10개)로 가정하고 Soundpro (김정호, 1996)를
이용한 감쇠최소자승법으로 1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역산결
과 도출된 전기비저항값이 심도에 따라 완만한 증가나 감소를
보이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심도를 기반암이 시작되는 심도로
간주하고 그 상부를 충적층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Fig. 2
를 살펴보면, 심도 0.9 m와 8 m에서 전기비저항값이 갑작스
런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본 조사가 충적층에서 이루어진 점
을 감안할 때 심도 8 m가 적정한 심도로 판단되어, 이 심도까
지를 충적층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정은 물리탐사 자료
와 시추자료의 상관성분석에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추자료는 통상 천부에
서 심부로 토사, 사층, 사력, 혼전석, 풍화대, 연암 보통암 그리
고 경암 등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풍화대까지를 충적
층으로 간주하였다.

지구통계학적 분석
정규크리깅
크리깅은 값을 알고 있는 주위 자료들의 가중선형조합을 이
용하여 미지의 지점에서의 값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이를 간단
히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Ordinary Kriging)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자료의 정규크리깅을 통한 충적층 분포도의 작성
(1)
∑ λZ
여기서 Z 는 크리깅에 의한 예측치가 되며, Z 는 공간상에 분
포하는 알고 있는 자료의 값이고, λ 는 Z 에 배당되는 가중치
이며, n은 크리깅 예측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총 개수이다(최
종근, 2002).
식 (1)의 크리깅 추정식이 편향되지 않으면서 오차분산을 최
소로 하는 경우의 크리깅을 정규크리깅이라 하며 식 (2)의 제
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
∑ λ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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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 분석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에 의해 도출된 충적층 심도와 시추결
과 확인된 충적층 심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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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정도는 통계학이론마다 약간씩 차
이가 있으나, 0.7 ~ 0.89일 경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며, 0.9이
상일 때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기비저항 수직탐사로 해석된 충적층 심도와 시추공 자료
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위해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측점과 시
추공 사이의 최대이격거리 100 m 이내인 자료 총 16점(Fig. 3,
Table 1)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7147로 전기비
저항 수직탐사 자료에서 해석한 충적층의 심도와 시추결과와
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변동도(베리오그램) 분석
연구지역의 충적층 심도의 공간상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크
리깅 기법을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지
구통계 프로그램인 GS+ (Robertson, 2000)을 이용하여 변동도
분석(variogram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구형 모델(spherical model)과 지수

Fig. 2.

Example of alluvial depth information from VES data (Miryang area).

Fig. 3.

Location map of VES data and drillhole data for regression analysis.

정연호·변중무

214
Table 1.

Alluvial depth by vertical electrical sounding and drilling.

Survey
area

VES data point
label
MY1-S31
MY1-S8
MY1-S1
MY4-S7
Miryang
MY5-S13
MY5-S3
MY6-S3
MY7-S5

VES data
(m)
13.4
8.1
8.0
12.5
12.2
7.4
8.9
3.1

Drillhole data Drillhole Label
(m)
12.0
CD028
8.0
MA055
7.2
MYE001
16.0
SN015
13.5
MYE004
13.5
MYE004
13.0
DJ045
6.0
SRJ044

Survey
area

VES data
point label
HT-S1
HT-S12
HT-S9
PC-S12
WS-S10
WS-S8
YP-S26
YP-S47

Pocheon

Table 2.

VES data Drillhole data
(m)
(m)
3.3
4.0
6.0
4.0
5.6
7.0
4.6
4.0
7.7
6.0
2.3
6.0
7.3
13.2
6.2
10.0

Drillhole
Label
PCE001
PCE001
PCE004
B-3
PCE003
PCE003
B-4
B-2

Variogram models and parameters of VES data.

Area
(No. data)

Model

Spherical
Miryang Exponential
(212)
Gaussian
Spherical
Pocheon Exponential
(147)
Gaussian
Fig. 4.

Regression analysis of VES data versus drillhole data.

Fig. 5.

Typical variogram with constant sill.

Fig. 6.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variogram models for the VES data in Miryang area.

Nugget

Sill

39.6
31.7
56.7
32.4
33.9
41.0

87.66
89.39
113.41
132.71
138.80
143.00

Range
(m)
15560
5600
19620
71100
43300
32780

R2
0.842
0.866
0.586
0.724
0.674
0.847

형 모델(exponential model) 및 가우시안 모델(gaussian model)
을 적용하였다.
자료들 간의 분리거리(h)가 증가하여 일정한 거리가 되면 자
료값들은 아무런 관계를 나타내지 않게 되어 베리오그램(γ (h))
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데 이 값을 문턱값(sill)이라고 하고
그 문턱값은 자료의 분산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자료들이 상
관관계를 보이는 최대 분리거리를 상관거리(range)라 한다. 이
론적으로 분리거리가 0이면 베리오그램의 정의에 의하여 그
값이 0이지만, 실제 계산된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이
론적 베리오그램을 찾아내는 경우에는 분리거리 0에서도 베리
오그램이 0이 아닌 상수값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너깃
(nugget)이라 한다(최종근, 2002, Fig. 5). 결정계수 R 은 회귀
2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자료의 정규크리깅을 통한 충적층 분포도의 작성

제곱합을 총 편차제곱합으로 나눈 값으로 회귀방정식에의 적
합도(goodness of fit)를 나타낸다. R 은 1.0에 가까울수록 변
동도 모델이 우수하다.
지역별로 각 변동도 모델에 따라 인자들을 달리하며 도출한
최적의 너깃, 문턱값, 상관거리, 적합도의 통계치(Table 2)와
실험변동도와 이론변동도(Fig. 6, Fig. 7)로 판단할 때, 지역별
변동도 모델로는 밀양지역은 지수형 모델이, 포천지역은 가우
시안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검증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충적층 심도에 대
한 이론변동도를 작성한 후, 지구통계 프로그램인 GS+
(Robertson, 2000)를 이용하여 정규 크리깅을 수행하였으며,
크리깅 적용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적용하였다.
교차검증은 실제값과 그 실제값에 대한 예측값을 그래프로
그려서 기울기가 1인 직선상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보고 평가
할 수 있는데, Fig. 8에서 밀양지역의 경우, 기울기가 1인 직선
의 양편에 고르게 존재함을 볼 때 베리오그램 모델 등이 비교
적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포천지역의 경우, 실제값이 작은
부분에서 예측값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다소 보이지만, 전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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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베리오그램 모델, 크리깅 기법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충적층 층후 분포도
밀양 및 포천지역 각각 212측점, 147측점의 전기비저항 수
직탐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충적층 심도에 대한 정규 크리깅
을 적용한 후 Arc GIS를 이용하여 충적층 층후 분포도를 작
성하였다. 충적층의 경계는 지질도에서 발췌한 것이며, 그 경
계 내에 정규크리깅을 적용한 층후 분포를 이미지화하였다. 또
한 물리탐사자료 크리깅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전술한 과정과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시추자료를 포함한 크리깅결과와 비
교하였다(Fig. 9, Fig. 10).
Fig. 9(a)는 밀양지역의 충적층 심도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으
로, 본 지역은 유역 WS2를 따라 폭 넓게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유역 WS5에서도 충적층이 비교적 잘 발달해 있다. 본
지역의 충적층 심도분포를 살펴보면, 유역 WS5의 하단부와
유역 WS2를 기준으로 우측부는 심도 13 m 이상의 노란색 ~
푸른색 계통이, 좌측부는 심도 10 m 이하의 붉은색 계통이 지
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9(b)의 물리탐사자료에 시추자
료를 포함하여 크리깅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역 WS2의 중간

Fig. 7.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variogram models for the VES data in Pocheon area.

Fig. 8.

Cross validation for alluvial depth by VES in (a) Miryang area, (b) Poche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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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시추자료 한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푸른계통의 지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한 이미지, 즉 충적층 심도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지역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해, 과
거 하상퇴적층의 영향에 의한 듯 최대 충적층 심도가 포천지

Fig. 9.

역에 비해 약 10여 m 이상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지
역의 유역 WS2의 경우 도심지역으로, 주택가와 밀양강 및 도
로신설공사 등으로 인해 물리탐사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며, 따
라서 VES자료 부족으로 결과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Image map of the alluvial depth by the geostatistical analysis of (a) VES data only, (b) VES data and Drillhole data in Mir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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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며, 결과도면에서도 이미지가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하
고 단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천지역의 충적층 심도분포를 보여주는 Fig. 10 (a)를 살펴
보면, 크게 포천천유역의 중하부 부분과 나머지유역으로 대분
할 수 있는 바, 전자는 충적층 심도 약 9 m 이상을 보이는 노
란색 ~ 푸른색 계통이, 후자는 충적층 심도 약 9 m 이하를 보
이는 붉은색 계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추자료
를 포함한 크리깅결과를 보여주는 Fig. 10 (b)를 살펴보면, 포
천천유역의 일부 2지점에서 주변부에 비해 특이하게 깊은 심
도를 보이는 곳을 제외하면 비교적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
며, 영평천유역의 좌측부에 있어서는 물리탐사자료가 부족한
부분으로 시추자료에 의해 자료가 보완되어 더욱 실제자료에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전체적으로 물리탐사
자료만에 의한 이미지보다는 시추자료를 포함함으로써 자료수
가 많아져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한탄강유역 상부에 있어서 물리탐사자료에 의한
이미지맵에서는 자료가 없어 표현이 불가능하였으나 시추자료
를 포함한 이미지맵에서는 충적층 층후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전술한 2지역에 대한 충적층 층후도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인 물리탐사자료와 크리깅을 이용한 충적층 심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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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포가 유역이나 지형에 따라 지형특성상 충적층 심도 기복
이 심한 일부 공들을 제외하면 합리적으로 묘사된 것으로 판
단된다.

결 론
충적층의 심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자료에 대해 지구통계기법 중의 하나인 크리깅을 적용하였으
며 탐사자료는 2개 지역 총 359측점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물리탐사 자료와 시추공 자료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리탐사 측점과 시추공 사이의 최대
이격거리 100 m 이내인 자료 총 16점에 대한 상관계수는
0.7147로 계산되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 작성된 이미지맵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추공
자료가 포함된 이미지맵과 비교한 결과, 지형특성상 기복이 심
한 일부 공들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
어, 물리탐사자료에 크리깅을 적용하여 충적층 층후분포 파악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충적층 층후분포 파악을 위해 시추자료에만 의지
하는 것보다는 물리탐사 자료 등과 복합적으로 지구통계기법

Image map of the alluvial depth by the geostatistical analysis of (a) VES data only, (b) VES data and Drillhole data in Poche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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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할 경우 훨씬 더 정밀도 높은 결과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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