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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하수 인공함양 지역에 충적층 특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수직탐사와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하였다. 지

하수 인공함양의 주 대상 지층인 충적층 내에 존재하는 세립자들은 지하수와 함께 이동하여 클로깅 현상을 일으킬 수 있

으므로 주의를 요하는데, 전기비저항탐사를 통해서 저비저항을 보이는 포화된 실트 또는 점토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매

우 효과적이다. 반면에, 이러한 저비저항대가 두터운 경우는 지층에서 인위적으로 보내진 전기가 저비저항대의 층으로만

통하여 그 이하의 지층 또한 저비저항대로 왜곡되는 단점을 가지므로 해석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

향을 고려하여 격자형태의 35개의 수직탐사 측점과 10개의 2차원탐사 측선을 따라서 탐사를 수행하여 각각의 장점인 수

직적인 분해능과 수평적인 분해능을 비교 및 보완하였다. 수직탐사를 통해 지하 30 m 이후에 약 15 m 두께로 인공함양

의 주대상 지층인 모래자갈층이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두 탐사의 비교를 통해 연구지 지하 일부 구간에 클로

깅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실트 또는 점토의 분포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하수 인공함양을 위한 주입정 및 관측

정의 위치와 심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충적층의 퇴적양상 파악에 대한 전기비저항탐사의 적용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인공함양, 수직탐사,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충적층

Abstract: Vertical electrical sounding and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were applied for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alluvial layers at a groundwater artificial recharge site. The fine particles in alluvial layer, main target layer of

groundwater artificial recharge, may cause clogging phenomena. In this case,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 is an effective

technique to verif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low-resistivity layers, such as saturated silts and clays. On the other hand,

much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nterpret the resistivity data in unconsolidated layers, because thick clayey overburden

sometimes produces a masking effect on underlying interbedded resistive sands and gravels. Considering these points,

we designed 35 points arranged in a grid form for vertical electrical sounding and 10 lines for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nd concentrated our effort on enhancing the vertical and horizontal resolution of resistivity images. According

to the results, 15 meters thick layers consisting of sands and gravels are located in 30 meters below ground.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ilts and clays are mapped, which may cause clogging. Consequently, this approach can contribute

to design and determine the location and depth of injection and observation wells for groundwater artificial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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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하수 인공함양은 강수, 지하수 및 하수처리수의 여유 수자

원을 관정, 인공 함양부지 및 습지, 수로, 지하댐, 우수 침투시

설 등 인위적인 시설 또는 지표조건을 변경하여 강제로 침투

시키거나, 불포화대 및 충적층의 투수성 및 정화능력을 이용하

여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기술을 말한다(Kim and Kim,

2009). 이러한 인공함양의 주 대상지는 미고결된 충적층으로서

효과적인 국내 충적층 지하수의 이용을 위해서는 충적 대수층

의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국내 충적층의 대

부분은 하천 둔치 주변에서 하도의 수평 이동에 의해 형성된

경사 지층으로, 니질 박층이 협재하므로 내부의 불균일성에 의

해 인접한 취수 공간에도 지하수체의 이동 특성 및 화학적 특

성이 달라질 수 있다(Rhee et al., 2002). 충적층 퇴적구조의 가

장 효과적인 조사 방법은 시추를 이용하여 퇴적층을 평가 하

는 것이지만, 정확한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많은 지점의 시추

자료가 필요하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시추조사와 비

교할 때, 지구물리탐사법을 이용하여 지하 물성을 이용한 지층

평가와 예측 가능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시추조사를 진행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지구물리탐사법 중 전기비저항탐

사는 토질 및 암석의 종류, 공극률과 포화도, 공극을 채우고 있

는 지하수의 전기비저항, 점토광물의 함유량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비저항의 성질(Archie, 1942; Samoulian et al., 2005)을

이용하는 탐사법으로서 지구물리탐사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

이는 탐사방법이다. 특히, 충적층 내에 존재하는 미립자들은

지하수와 함께 이동하여 클로깅(Clogging)현상을 일으키므로

(Timmer et al., 2003) 주의를 요하는데,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

해서 저비저항을 보이는 포화된 실트 또는 점토의 위치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에, 이러한 저비저항대가

두터운 경우는 지층에서 인위적으로 보내진 전기가 저비저항

대의 층으로만 통하여 그 이하의 지층 또한 저비저항대로 왜

곡되는 단점(Serres, 1969)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측점과 측선에서의 탐사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본 연구는 전기비저항탐사의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수

행되었으며 지하수 인공함양 부지평가를 목적으로 충적층을

구성하는 토양의 전기비저항적인 성질을 이용해 실트 또는 점

토의 분포, 주 대수층인 모래자갈층의 분포와 전체적인 지하

퇴적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지역 개요

본 연구지역은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체육공원 조성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지는 2010년 까지 비닐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하던 농경지로서 4대강 사업이후 강변부지에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약 0.5 ~ 1.5 m 복토 되었다. 공원 조

성 설계 도면을 통해 일부 구간은 낮은 언덕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복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부지 주변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유천층군의 퇴적암(장석질 사암, 녹색셰일, 쳐

어트질 셰일)과 화산암(안산암, 안산암질 응회암, 안산암질 라

필리응회암, 안산암질 응회각력암)으로 구성되어 있다(Cheong

et al., 2003). 이들 퇴적암과 화산암은 불국사관입암류(흑운모

화강암, 화강섬록암)에 의해서 관입되어 있으며 이들 암석을

제4기 충적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Kim and Lee,

1964). 지형적인 특성을 보면, 연구지는 둑의 제외지(Riverside

land)에 위치하고 있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지의

상류에 위치한 대산 정수장은 사행하는 낙동강의 포인트바

(Point bar) 부분에 해당하고 그 맞은편의 부분에서 하류로 흐

르는 빠른 물의 흐름이 예상되며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강의 가운데에 만들어진 하중도(River island)가

연구지 주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Fig. 2를 보면 공원부지 조

성과 더불어 3 ~ 4 m 폭의 콘크리트 도로가 놓여 있으며 도

로 양쪽으로 5 m 폭 안에 1 m 간격의 사각형 형태로 20 cm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This study area is located on the

riverside of the Nakdong River in Bukbu-ri, Daesan-Myeon,

Changwon City.

Fig. 2. Stations of vertical electrical sounding and lines of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n Inverted triangle denotes the points

of VES, and solid line denotes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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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철심이 꽃밭 조성을 위해 설치되어 있어 최초 탐사 동

안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도로 안쪽으로 측

선을 수정설계하여 실시하였다.

탐사자료의 획득

수직탐사

전기비저항 수직탐사(Vertical Electrical Sounding, VES)는

지표면의 한 점에서 그 하부의 심도에 따른 전기비저항의 변

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른 지질학적 정보 내지는 지식과

대비시켜 지하의 구조를 더욱 상세하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대

지에 공급되는 전류가 전류전극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더

깊은 곳을 통과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전기비저항탐사의 일종

이다. 따라서 전류전극 간의 간격이 넓을수록 심부의 정보를

반영한다(Min et al., 2002; Song et al., 2005). 또한 다른 지

구물리 탐사자료나 지질학적인 정보 없이도 개략적인 비저항

의 변화심도와 상대적인 주변 비저항의 변화양상을 통해 전도

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Min et al., 2002). 이번 연

구에서는 이러한 개략적인 전기비저항의 변화심도를 여러 측

점에서의 역산결과를 토대로 비교하고 전기비저항의 심도에

따른 A, Q, H, K의 4가지 층의 종류(Telfords et al., 1990)을

이용한 변화양상을 통해 충적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도체의

역할을 하는 실트 또는 점토의 분포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또

한 이 결과와 함께 주변의 지질 정보를 이용하여 충적층을 구

성하는 심도별 지층의 정량적인 비저항 범위를 박스 플롯(Box

plot)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이번 수직탐사에서는 AGI사에

서 제작한 Ministing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값을 비교하며 수기

로 자료를 취득하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약 50 m 간

격의 격자형으로 35개의 측점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지

형을 고려하여 가장 길게 측선의 전개가 가능한 서북-동남 방

향으로 300 m(AB/2 = 150 m) 측선을 전개하였다. 자료처리

는 SoundPro 1.0 (Kim, 1996)을 사용하였다.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는 지

하의 물성이 조사 측선 하부 단면상에서만 변화하며 측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즉 전기비저항

의 분포가 2차원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탐사를 수행하고 측정

자료를 해석하는 탐사법이다(Min et al., 2002; Yi et al.,

2000). 지표면에 설치한 측선에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전극

을 설치한 후 전극 배열을 차례대로 바꾸면서 측정하는 방법

으로, 측선 아래의 지하 단면(2차원)에 대하여 전기비저항 분

포를 추정할 수 있다.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에서는 AGI사의

Supersting R8/IP장비를 사용하여 측선전개 후 자동으로 자료

를 취득하여 해석하였다. 최초의 측선배열은 연구지의 모든 지

역을 포함하기 위해 양 끝에서(최대 400 m) 자료 취득을 계획

하였으나, 현장의 콘크리트도로와 도로 주변의 꽃밭조성을 위

해서 꽂아 놓은 많은 철심의 영향으로 잡음이 심하여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도로왼쪽 현장으로만 측

선배열을 수정하였으며 주변 환경의 영향에서 기인된 상당한

잡음이 포함된 측선 일부의 삭제와 전위 감쇠 곡선을 고려하

여 Fig. 2에서 보이는 측선과 같이 자료를 취득하였다. 탐사심

도가 깊고 전기비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의 가탐심도

에 따른 분해능의 저하(Park et al., 2007)를 고려하여 25 m의

가탐심도(전극간격 = 5 m, N = 8)를 반영하였으며, 자료처리

는 Dipro 4.0 (Kim, 2001)을 이용하였다.

탐사자료의 해석

수직탐사

연구지 내의 위치에 따른 수직적인 전기비저항 분포를 알아

보기 위한 전기비저항 수직탐사는 상부의 복토 공사가 끝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전극 접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 측정하여 보다

나은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직탐사자료는 흔히

쓰이는 A (ρ1 < ρ2 < ρ3), Q (ρ1 > ρ2 > ρ3), H (ρ1 > ρ2 < ρ3),

K(ρ1 < ρ2 > ρ3)의 4가지 전기비저항 분포 Type과 이를 혼합

한 형태로 지층을 해석하였다. 즉, A-Type의 경우는 심도가 증

가할수록 전기비저항 곡선이 상승하는 분포를 보이게 되고,

Q-Type의 경우는 전기비저항 곡선이 깊이가 증가할수록 낮아

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H-Type의 경우는 깊이에 따라 전기

비저항 곡선이 2층에서 내려갔다 3층에서 다시 올라가는 양상

을 보이게 되고, K-Type의 경우는 전기비저항 곡선이 깊이 증

가에 따라 2층까지 상승하고 3층에서 다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더불어 충적층에서는 점토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포화된 실트 또는 점토는 상당히 낮은 전기비저항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실트 또는 점토를 포함한 층에서는 주변

에 비해서 지표에서 보내진 전기가 대부분 흐르게 되어 그 아

래층의 전기비저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가리움 효과

(Masking effect)를 보이게 된다(Serres, 1969). 

Fig. 3은 총 35개의 측점에서 얻은 전위차를 이용해 SoundPro

를 통해 역산한 결과이다. 역산에 반영하는 층수는 연구지에서

약 3 km 떨어진 대산정수장의 시추자료(Hamm and Kim,

2009)와 복토층으로 인해 기인된 지표부근의 큰 비저항 변화

폭을 고려하여 지하 심부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9개 층

으로 비교적 많은 층으로 구분 하였다. 다양한 변화 폭을 보이

는 복토층의 영향을 제외한 연구지 내의 비저항의 분포는 비

저항 곡선의 가장 심부층에서 고비저항의 영향을 반영하는

KH-Type과 QH-Type, 계속적인 비저항의 하락을 보이는 KQ-

Type과 QQ-Type으로 구분 가능하다. 각 측점마다 약간의 층

변화는 있으나 연구지역의 수직적인 비저항 분포는 Table 1과

같다. Fig. 4는 기반암 또는 풍화대의 비저항의 영향이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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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version results of vertical electrical sounding at 1 ~ 35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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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KH-와 QH-Type의 비저항 값을 이용하

여 충적층을 구성하는 토질 및 풍화대 또는 기반암의 전기비

저항 범위를 박스 플롯으로 표현한 것이다. 같은 범람원으로서

상류에 위치한 대산정수장의 시추자료에 의하면 크게 모래층,

실트질 모래층, 모래자갈층, 풍화대, 기반암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에, 연구지가 대산정수장으로부터 3 km 하류에 위치하

고있고 수직탐사의 분해능, 연구지 상부의 복토층을 고려하여

복토층, 모래층, 실트 또는 점토층, 모래자갈층, 풍화대 또는

기반암으로 구분하여 수직탐사의 역산결과를 통해 얻어진 층

의 전기비저항 값과 대비하여 박스 플롯으로 충적층을 구성하

는 토질 및 풍화대, 기반암의 평균 전기비저항 범위를 나타내

었다.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Fig. 5는 낙동강 흐름에 수직방향으로 배열된 Line 1 ~ 7의

결과이다.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ine 1 ~ 6 측선들이

전개되어진 왼쪽 끝부분과 Line 4 ~ 5 측선들의 오른쪽 시작

부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덕구간으로서 많은 양의 복토

가 예상되며,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또한 매우 높은 고비저항

이상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언덕구간에 위치하지 않은

Line 7은 지하 약 10 m에서 비저항의 경계면을 보이며 심도

에 따라 수평적인 비저항 분포를 보이고 있다. Fig. 6은 낙동

강의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된 Line 8 ~ 10의 결과이다.

언덕구간을 지나는 Line 8의 상부에서 복토로 인한 고비저항

대가 나타나며 Line 9 ~ 10의 경우, 지표면의 철심의 영향에

따른 일부 고비저항 이상대를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지표면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보이고 있다. Line 8 ~ 10 측선들 또한 지

하 약 10 m에서 비저항의 경계면을 보이며 심도에 따라 비교

적 수평적인 비저항 분포를 보이고 있다. 2차원 비저항 탐사

결과, Line 1 ~ 7 가운데 부분 지하의 저비저항대가 서북 - 동

남방향으로 연결되며 현재의 낙동강 흐름의 방향으로 설계된

Line 8 ~ 10의 전기비저항 분포가 강의 흐름방향에 수직으로

설계된 Line 1 ~ 7 보다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함을 확인하

였다.

토 의

전체적으로 수직적인 전기비저항의 분포는 35개의 측점 모

두에서 복토층의 영향으로 기인되는 높은 비저항층이 복토의

깊이에 따라 확연히 나타나고 지표로부터 약 10 m 지하에서

지하수위의 영향으로 기인되는 상대적인 고비저항과 저비저항

의 경계가 공통적으로 파악된다. 측점 위치마다 차이를 가지지

만 약 20 m 심도에서 실트 또는 점토의 영향으로 고려되는 저

비저항대가 나타나며 이 층을 기준으로 가리움 효과의 영향에

따라 지하 20 m 기준에서 H-Type와 Q-Type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Fig. 4의 암상과 전기비저항과의 관계성을 토대로

KH-type을 나타내는 측점 1, 3, 6의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결

과와 비교하면(Fig. 7) 지표부근은 매우 큰 전기비저항 값의

복토층이 약 1 m 깊이로 분포하고, 약 15 m까지는 모래층이

분포한다. 이들 사이에 전기비저항 값 변화가 작지만 실트층과

점토층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10 m 부근에서

의 상하의 비저항 변화양상을 통해 지하수위의 분포가 예상된

다. 약 25 ~ 35 m까지 50 ohm-m 이하의 겉보기 비저항 값을

가지는 실트 또는 점토층이 존재하며 그 아래로 풍화대 또는

기반암까지 인공함양의 주 대수층인 모래자갈층이 15 m 폭

이상으로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심도가 깊어

질수록 저하되는 분해능으로 인해 풍화대와 기반암의 확실한

구분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쌍극자 배열을 사용한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에서는 복토의

영향에 따른 일부 고비저항 분포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400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stations according to the vertical resistivity distribution from VES.

Type Vertical distribution Stations

KH-Type ρ4 < ρ5 > ρ6 > ρ7 < ρ8 < ρ9 1, 3, 5, 6, 11, 15, 16, 17, 21, 24, 29, 31, 35

QH-Type ρ4 > ρ5 > ρ6 > ρ7 < ρ8 < ρ9 12, 13, 23, 20, 26, 27, 34

KQ-Type ρ4 < ρ5 > ρ6 > ρ7 > ρ8 > ρ9 2, 4, 7, 8, 9, 10, 14, 18, 22, 25, 28, 30, 32, 33

QQ-Type ρ4 > ρ5 > ρ6 > ρ7 > ρ8 > ρ9 19

Fig. 4. The range of resistivity in alluvial layers using resistivity

values of KH- and QH-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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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version results of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rom 1 ~ 7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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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m 이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약 10 m 심

도에서 상대적인 고비저항과 저비저항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

다. 일부 구간에서는 약 10 ohm-m 이하의 실트 또는 점토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저비저항대의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전기비저항 분포는 수직탐사의 전기비저항 분포와

비슷한 범위를 보인다. 또한 Line 1 ~ 6의 동-서 방향에서의

Fig. 6. Inversion results of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rom 8 ~ 10 lines.

Fig. 7. A resistivity cross section with W-E trend. Layers in this cross section were based on the box plot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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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저항분포보다 Line 8 ~ 10에서의 비저항분포가 더욱 수평적

이고 균질한 것으로 보아 현재의 낙동강 흐름의 방향인 서북-

동남 방향으로 퇴적물들이 균질하게 퇴적되었으며 동-서 방향

의 불균질성을 통해 낙동강 흐름의 횡적인 변화와 이로 인한

20 m 이내의 모래층 사이에 협재된 박층의 점토 또는 실트가

수직탐사 결과로 도출된 Fig. 7과 같이 위치에 따라 다른 심도

에 산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Fig. 8을 통한 두 가지 전기비저항 탐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

면, 수직탐사의 KQ-Type과 QQ-Type을 연결한 A-A' 라인과 2

차원 전기비저항탐사의 약 20 m 지하에서 보이는 저비저항대

를 연결한 A-A' 라인이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두

터운 실트 또는 점토가 퇴적되어 있어 저비저항대가 가리움

효과를 만들어 그 층의 아래에서 Q-Type의 전기비저항 곡선

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 론

이 연구는 수직 및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를 통하여 지하수

인공함양 지역의 충적층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부지의

전기비저항 분포양상을 파악하여 이로부터 충적층 내의 실트

또는 점토의 분포, 주 대수층인 모래자갈층의 분포와 전체적인

지하 퇴적상을 해석하였다.

수직탐사의 KH-Type과 QH-Type을 통해 지표로부터 약 45

~ 55 m의 두터운 충적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공함양의 주대상층인 모래자갈층은 평균적으로 약 30 m 지

하에 약 15 m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

탐사와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깊이 10 m 부근에서 상대

적인 고비저항과 저비저항의 경계가 보이고 주변 낙동강 수위

의 위치를 고려할 때, 지하수위는 약 10 m 깊이에 분포할 것

으로 해석된다. 또한, 두 탐사의 지하 20 m까지 비저항분포를

통해 현재의 강의 흐름과 같은 서북-동남 방향으로 충적층의

균질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리움 효과로 기인된 수직탐

사의 KQ-Type, QQ-Type과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결과에서

보이는 저비저항대의 위치가 일치함을 통해 지표로부터 약 20

m 심도의 A-A'에 상대적으로 많은 실트 또는 점토의 분포가

예상되며 이러한 실트 또는 점토는 지하수체의 이동을 제한하

고 시추공 스크린의 클로깅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공함양

부지설계 시에 A-A'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직탐사와 2차

원 전기비저항탐사의 각각의 장점인 수직적인 분해능과 수평

적인 분해능의 비교 및 보완을 통해 충적층의 퇴적양상 및 내

부 구조 파악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공함양 부지평가에

중요한 실트 또는 점토층의 위치와 지하수 이동이 용이한 모

래자갈층의 위치 및 두께파악에 대한 전기비저항탐사의 적용

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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