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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형루프 전자탐사법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편리한 물리탐사법의 하나로 지하 천부의 전기비저항 분포에 관한 정

보획득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이 방법은 전기전도도가 너무 높아 전기비저항 탐사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전기비

저항 탐사의 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염분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간척지의 지반조사를 위하여 다중 주

파수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적용하였다. 획득된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에 대하여 측점별로 1차원 역산을 수행하고, 이들

자료를 병합하여 전기비저항의 3차원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전자탐사에서 얻어진 전기비저항 분포와 16개 시추공에

서 얻어진 주상도 및 토양시료의 전기비저항 값을 비교 분석하여 매립토 두께, 염도분포 등 조사지역의 지반특성을 제공

하였다.

주요어: 소형루프 전자탐사법, 전기비저항, 간척지, 염도분포

Abstract: The small loop electromagnetic (EM) method is a fast and convenient geophysical tool which can provide

resistivity distribution of shallow subsurface. Especially, it can be a useful alternative of resistivity method in a very

conductive environment such as a reclaimed saline land. We applied the multi-frequency small loop EM method for the

site investigation of reclaimed saline land. We inverted the measured EM data using one dimensional (1D) inversion

program and merged to obtain three dimensional (3D) resistivity distribution over the survey area. Finally, comparing

the EM results with the drill log and measured soil resistivity sampled at 16 drill holes, we can define the site character

such as thickness of landfill, salinity distribution, and etc. 

Key words: small loop EM method, resistivity, reclaimed saline land, salinity distribution 

서 론

소형루프 전자탐사법은 송수신원으로 소형루프를 사용하는

비접촉식 탐사방법으로 기동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신속한 탐

사가 가능한 전자탐사법의 일종이다. 특히 이 방법은 지하 매

질의 전기전도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물리탐사

법으로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기비저항 탐사법의 적용

이 어려운 전도성 매질에서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소형루프 전자탐사법은 넓은 지역

의 개략적인 전기전도도 분포 양상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며,

환경오염대 조사, 쓰레기 매립장 조사, 해수침투지역조사, 탄

광지역의 광해방지 조사 등 상대적으로 전기전도도가 높은 특

성을 나타내는 지역의 조사에 적용성이 뛰어난 방법이다. 그러

나 이 방법은 송신신호가 미약하여 잡음에 취약하고 가탐심도

가 깊지 못하다는 단점 때문에 주로 전자기적으로 조용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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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천부 탐사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설순지 등,

2002; 조인기와 임진택, 2003a; 임진택과 조인기, 2003).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간척매립지 지반조사를 위하여 26개

의 측선에 대하여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실시하였다. 획득된 자

료에 대하여 1차원 역산을 수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조사지역

의 3차원적 전기비저항 분포를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해석하

여 매립토의 두께, 염수 침투대 및 기반암의 심도에 관한 정보

를 추출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시추조사와 시추에서 채취된

토양시료의 염분함량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염수 침입대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의 특성

본 연구지역은 서해안에 위치한 간척지로 지하수위가 1 m

이내이다. 이 지역의 전기비저항은 높은 염분함량으로 인하여

1 ohm-m 정도의 매우 낮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전기비저항 탐

사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매립토가 고화되지 않았고 육

안으로 관찰되는 생활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인해 탄성파탐사

의 적용 또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사지역은 매우 넓고,

평균 고도차는 2 m 이내로 매우 평탄하다. 또한 본 조사지역

은 해안가의 매우 평탄한 저지대에 축조된 매립지이므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1차원 지하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조사지역은 높은 염도로 인하여 지반보강 과

정에서 보강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해야만 하

였으며, 이를 위하여 조사지역 전반에 대한 10 m 이내의 천부

지반 정보, 특히 염분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

한 목적으로 천부의 전기전도도 분포 양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적용하였으며, 획득된 자료의 해

석은 1차원 역산을 사용하였다. 

Fig. 1은 소형루프 전자탐사가 수행된 측선도 및 시추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획득은 Geophex사의 다중주파수 소형루

프 전자탐사기인 GEM-2H를 사용하였으며, 송·수신기‚ 간격

은 2.05 m이다. 사용된 주파수 대역은 810 ~ 47000 Hz이며,

대수적으로 등 간격을 가지는 6개의 주파수를 선별하여 사용

하였다. 총 26개 측선구간에 대하여 14 km의 전자탐사 자료

를 획득하였으며 조사지역 내에 위치하는 16개의 시추공으로

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염소 이온 농도와 암상 자료를 획득하

였다.

Fig. 2. Apparent conductivity maps at the frequency of (a) 810 Hz, (b) 2190 Hz, (c) 5730 Hz, (d) 14850 Hz, and (e) 30330 Hz, and (f) the

total apparent conductivity map. 

Fig. 1. Map showing EM survey lines and borehol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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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처리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는 일정시간 간격으로 획득되었으므

로 내삽을 통하여 3 m 간격으로 다시 샘플링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Fig. 2는 주파수별 겉보기 전도도 및 이를 평균하

여 얻어진 겉보기 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47000 Hz의 자료

는 잡음이 너무 극심하여 계산된 겉보기 전도도가 매우 큰 기

복을 보여 도시하지 않았다. Fig. 2를 살펴보면 810 Hz에서의

겉보기 전도도는 매우 낮은 반면, 나머지 주파수에서의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본 조사지역이 천부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저항대가 존재하고, 그 하부에는 상대적으로 저비저항

대가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겉보기 전도도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유사한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통해 획득한 6개의 주파수 자료 중 잡

음의 영향이 심한 810 Hz와 47010 Hz 자료를 제거하고 나머

지 2190 ~ 30330Hz 의 4개의 주파수에 대한 이상성분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이는 동상성분의 값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역산에 사용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Fig. 3은 조사지역내 일정 점에서 획득된 탐사자료 및 1차원

역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역산법은 ACB(Yi et al., 2003) 제

한을 가하는 최소자승법(조인기와 임진택b, 2003)을 사용하였

으며, 역산 반복회수는 20회, 층의 개수는 8개로 고정하여 수

행하였다. 1차원 역산결과 대부분의 측점에서 RMS 오차는

20% 미만을 보였으며, RMS 오차가 큰 몇몇 측점의 결과는 해

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1차원 역산에서 자료의 수가 역

산변수의 수보다 작기 때문에 역산결과의 신뢰도가 낮지만, 전

반적으로 추정된 전기비저항 값은 조사지역의 지반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

사지역은 전기비저항의 수평적인 변화가 적은 1차원적인 특성

을 보이므로 전자탐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조한 표토층, 염수로

거의 포화된 매립토, 매립토 하부의 원지반으로 추정하였다.

즉 1 ~ 2 m 이내 천부에 나타나는 수 십 ohm-m 이상의 고비

저항대는 지하수면 상부 건조한 표토층으로, 대략 심도 1 ~ 10

m 사이 2 ohm-m 이하의 저비저항대는 염도가 높은 미고결 매

립층으로, 마지막으로 심도 10 m 이상의 10 ohm-m 이상 고

비저항대는 염수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덜한 원지반으로 구분

하였다. 

전자탐사 결과

Fig. 4는 전자탐사자료의 역산결과를 심도별 전기비저항

분포도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도 1 m 이내의 천부

에서 고비저항의 양상을 보이며, 2 ~ 10 m 심도까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연약지반 내지는 매립토로 추정되는

저비저항대가 분포한다. 반면 10 m 이후 심도에서 전반적인

고비저항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원지반으로 해석되는 풍화암

이상의 지반분포로 판단된다. 전자탐사 결과인 전기비저항 분

포도에 나타나는 특징은 과거 섬지역인 구릉지에서 고비저항

분포가 천부에서 심부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립 이전에 고지대는 상대적으로 염수의 침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기비저항 분포로 볼 때 염

소 이온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영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

부분의 매립지에서는 염분이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Fig. 3. Typical example of (a) 1D sounding curve and (b) inverted resistivit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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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결과 해석

시추조사결과 본 지역의 퇴적층 두께는 Fig. 1에 나타낸 것

처럼 지점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개 20 m를 넘지 않는다.

본 지역의 상부 지층은 고화정도가 느슨하고 대부분 염수에

의해 포화되어 있어 매우 연약한 지반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 지층은 간척지 조성시 매립에 의한 매립층인 것으로 추정

된다. 이 매립층 하부에는 원지반으로 보이는 풍화토 내지 풍

화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립층에 비하여 상대적 고비

저항을 보인다. 따라서 심도에 따라 소형루프 전자탐사 결과

해석된 전기비저항이 감소하다가 풍화대에 이르게 되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에서 전기비저항이 증가하는 심도분포와 각 시

추위치에서의 퇴적층까지의 심도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추조사결과에서 얻어진 매립층의 두

께와 전기비저항이 증가하는 심도의 분포양상은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형루프 전

자탐사법의 가탐심도 및 분해능의 한계 등에 기인하겠지만, 조

사지역에 산재한 농업용 도로, 명확한 위치파악이 어려운 소규

모 불법 매립 쓰레기, 매립토의 불균질성 등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형루프 전자탐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매립토의 두께에 대한 연속적인

Fig. 4. Resistivity distributions obtained from the small loop EM data at the depths of (a) 0 m, (b) 1 m, (c) 3 m, (d) 5 m, (e) 9 m, (f) 15

m, (g) 20 m, and (h) depth-slice, respectively. 



소형루프 전자탐사법에 의한 간척지 지반조사 179

분포양상을 제공해주며, 조사지역에 발달한 몇몇 원지반의 영

향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샘플링 빈도

의 한계로 인하여 시추자료에 의한 매립토의 두께 산출이 거의

어렵다는 점에서 전자탐사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암상과 전기비저항 값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매립토 두께

를 산출한다면, 보다 정량적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은 매질의 광물조성, 공극률,

수분함량, 온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본 조

사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염수에 의해 포화되어 있으므

로 염소 이온 농도가 전기비저항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전기비저항과 염

소 이온 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1은 총 11

공에서의 획득한 시료의 심도별 염소 이온 농도이며, Fig. 6은

염소 이온 농도와 전기비저항의 상관성 곡선이다. Fig. 6은 일

부 측정점에서의 아웃 라이어(outlier)를 배제하고 계산된 전기

비저항 값과 염소 이온 농도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염소 이온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기비

저항은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 관계식 y =

−0.0002x + 1.861를 나타낸다. 물론 이 관계식은 일반화될 수

없으나, 본 지역과 같이 제한된 좁은 영역에서의 염소 이온 농

도의 상대적 분포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전기비저항과 염소 이온 농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

여 3 m와 5 m 심도에서의 전기비저항 분포도를 염소 이온 농

도 분포도로 변환한 것이다. 염소이온 농도가 일부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사한 값을 보이는

완만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5 m 심도

에서의 염소 이온 농도가 3 m 심도의 경우보다 낮은 값을 보

이며,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심도가 깊어질수록 염소 이

온 농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염소

이온 농도의 매우 완만한 감소 현상은 풍화암이 나타나는 심

도(대략 10 m)까지 지속되며, 그 이상의 심도에서는 급격히 감

소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본 조사의 목적인 염소 이온 농도의

연속적인 분포양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고 볼 수 있다. 즉 시료 채취 빈도, 소요시간, 경비 등의 문제

를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시료를 채취 분석하는 지화학적 방

법에 비하여, 소형루프 전자탐사법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사지역의 염소이온 농도의 분포

양상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향후 광범위한 지역의 조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 Salinity measured from soil samples at the 11 drill holes. 

Hole No.
Location Depth

(m)
Salinity
(mg/kg)X Y

RH-2 1090 800

3 9,354 

5 5,760 

7 1,076 

NBH-2 424.4 800

3 8,300 

5 5,868 

7 6,483 

9 9,188 

11 9,404 

NBH-11 914.3 125.7

3 7,598 

5 7,770 

7 7,269 

9 6,335 

11 6,118 

RH-3 344.7 492.2 3 6,405 

RH-5 141.8 130.1 3 7,876 

NBH-3 751.8 799.9 5 4,559 

NBH-5 767.0 586.9 5 4,448 

NBH-7 431.9 222.4 5 4,328 

NBH-8 977.5 409.0 5 2,485 

NBH-10 639.3 22.6 5 3,403 

NBH-12 1,155.5 204.8 5 3,863 

Fig. 5. Distribution of the predicted depth to the weathered rock

from the small loop EM survey. Open circles and numbers indicate

the borehole location and the depth to the weathered rock from

drilling log, respectively. 

Fig. 6. Correlation between resistivity from the small loop EM data

and salinity from the drilling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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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토의

서해안에 위치한 간척지의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

형루프 전자탐사를 수행하였다. 26개의 전자탐사 측선(14 km)

을 수행하여 획득된 자료에 대하여 1차원 역산을 수행하였고,

이들 자료를 병합하여 조사지역 내의 심도별 전기비저항 분포

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16개소에 대한 시추조사를 통하여 퇴

적암, 풍화토 및 연암의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각 시추공에서

토양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토양 내 염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소형루프 전자탐사에서 얻어진 전기비저항

값과 염소이온농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염소이온 농도의 연속적 분포양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형루프 전자탐사 결과 심도 1 m의 표토층에서는 고비저

항의 양상을 보이며, 심도 2 ~ 10 m까지는 일부 구간을 제외

하고는 연약지반으로 추정되는 저비저항 분포를 보인다. 15 m

이후 심도에서 전반적으로 고비저항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풍

화대 이상의 지반분포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 섬 지역으로 추

정되는 구릉지에서 고비저항 분포가 천부에서 심부까지 연속

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조사에서

시추결과 얻어진 퇴적층의 심도와 전기비저항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심도를 추출하여 조사지역내 매립토의 연속적

인 분포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시추조사 결과 얻은 시료로부

터 염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고 전기비저항 값과의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전기비저항이 높을수록 염소 이온 농도는 낮게

측정되는 선형적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염소

이온 농도의 연속적 분포양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소형루프 전자탐사법은 전기비저항이 매우 낮은

간척지의 지반 특성 조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

었으며, 얻어진 전기비저항 분포양상으로부터, 매립토의 두께,

염소 이온 농도의 연속적인 분포양상에 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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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istivity and salinity distributions at the depth of 3 m and 5 m, respectiv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