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Geophysics and Geophysical Exploration ISSN 1229-1064 (Print)

Vol. 19, No. 2, 2016, p. 59~66 http://dx.doi.org/10.7582/GGE.2016.19.2.059 ISSN 2384-051X (Online)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조사를 위한 전기비저항 탐사

이근수1
·조인기1

*
·목종구2

·김정우3

1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
2(주)지오쓰리에코
3(주)지오그린21

An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or Leachate Investigation at a Solid Waste Landfill

Keun-Soo Lee1, In-Ky Cho1
*, Jong-Koo Mok2, and Jeong-Woo Kim3

1Division of Geology and Geophys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Geo3eco Co., Ltd

3GeoGreen21 Co., Ltd

요 약: 환경오염부지의 오염원은 대부분 전기비저항이란 고유물성과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중

환경오염조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서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여 매립장 주

변 지역의 하부 지질구조를 규명하는 한편 침출수 존재 여부 및 영향 범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주변 관측정의 수질분석

결과와 전기비저항 탐사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비저항 탐사는 수질분석 자료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시추조사 결과와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전기비저항 탐사,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Abstract: The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 is an effective geophysical tool to detect subsurface contamination because

the contaminated zones show generally lower electrical resistivity. In this study, th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s were

applied to a waste landfill site to image the subsurface structure around the landfill and to identify the contaminated

zones. First, the dipole-dipole 2D resistivity surveys were conducted along the boundaries of landfill to define the

developed contaminated zones. Then the crosshole resistivity tomography was applied to confirm the suspected

contaminated zones at depth. The results of drilling and geochemical analysis of ground water supported that the low

resistivity zones coincide well with the contaminated zones and the leachate pathways could be delineated effectively

from the resistivity survey. 

Keywords: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waste landfill, leachate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토양 및 지

하수 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왔다.

토양과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이를 정화하고 치유하는데 막

대한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Day et al., 1997). 또한, 토

양과 지하수의 오염현상은 육안에 쉽게 확인되지 않고 또 그

피해가 쉽게 인지되지 않는 지질매체이기 때문에, 지표수의 오

염 또는 대기의 오염 등 육안으로 보이거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오염 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Nathanail and Earl, 2001). 하지만 최근에는 매립지 시설(쓰레

기, 폐기물, 가축 매몰지 등)의 침출수 유출 문제, 유류 저장

시설의 기름 유출 등 지중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 되면서 국민

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의 환경오염 문제는 주로 수리지질학적, 화학적 및 생물

학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들 분야에 비해 물리탐사 기술의

적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 1990년대 환

경오염과 관련된 법(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이 제정되면

서 물리탐사의 적용이 의무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물리

탐사가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조사업체 입장에

서는 추가비용이 들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물리탐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음으로 물리탐사기술은 오염물질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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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라는 방

법론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물리탐사 기술은

근본적으로 지하매질의 물리적인 성질을 측정하여 오염원 또

는 오염대를 간접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으로 해석자의 오염원

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타나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환경오염부지 평가 및 복원을 위한 부지특성

조사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조사방법이외에 비파괴 조사방법인

물리탐사의 적용이 증가되고 있다. Kim (2006)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부와 주변지역에 대한 침출수 존재 여부 및 유출 경

로를 분석하고자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Park et al.

(2006a)은 광미 적치장의 오염부지 조사에 전자 및 전기탐사를

수행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Ko et al. (2012)은 가

축 매몰지 기원의 침출수 조사에 시추조사 및 전기비저항 탐

사, Song et al. (2001a)은 유류오염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

한 물리탐사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연구 목적으로

비교적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Song et

al., 2001b; Park et al., 2006b; Kim and Cho, 2006; Nam et

al., 2015).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

행하였으며, 전기비저항 분포를 오염원과 연계하여 해석하고

자 하였다. 

환경 분야에서 전기비저항 탐사는 넓은 지역에 대해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고, 대상 부지에 2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

으면서 연속적인 지하 물성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시추조사나 지화학 탐사 등과 차별된다. 또한 다른 조

사방법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강력한 강점을 가진다. 특히 전기

비저항 탐사는 오염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대부

분의 환경오염대 조사에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 분야에

물리탐사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즉 시추 및 지화학 조사, 수질검사 등 직접적인 방

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3차원 및

토모그래피 탐사 등 보다 정밀한 분해능의 지하 전기비저항

영상을 획득하여 물리탐사의 효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주변

관측공에서 수질분석을 수행하여 침출수에 의한 오염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전기비저항 탐사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및 토모그래피를 수행하여

침출수의 영향범위를 파악하는 한편, 하부 지질구조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연구지역

연구지역인 국내 ○○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은 산지로 둘

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으로 구릉지 하부 계곡부에 위치하며,

수계 현황은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 상부부터 시작되

어 서남쪽에 위치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다. 매립장 침출수의

유출을 방기하기 위하여 바닥부에 1 m 두께의 점토광물 혼합

토를 성토하고, 그 위에 2.5 mm 두께의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sheet pile과 부직포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매립장 주변의 오염현황

조사 및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립장 상부(A 지역)에

2개, 매립장 주변(B 지역)에 5개, 매립장 하부(C 지역)에 3개

의 관측정이 있으며, BH-1, BH-2 관측공은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가 수행된 이후에 설치되었다. 모든 관측정의 수위를 조사

하여 공간적인 지하수위 분포를 파악한 결과, 지하수 흐름은

크게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1).

수질분석

주변 관측정의 공내수와 인근 하천수에 대하여 수질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질분석 항목은 크게 이온물질, 질소계, 금속류,

농약류, 탄화수소류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유기물의 오염정도

를 나타내는 BOD, COD 및 전기비저항 탐사와 크게 상관성

이 있는 염소이온(Cl−), 전기전도도(EC) 항목에 대해서만 언급

한다. Fig. 2는 연구지역의 수질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크

게 매립장 상류지역(A), 매립장 주변지역(B), 매립장 하류지역

(C), 하천지역(D)으로 구분하였다. 매립장 주변지역에는 침출

수 원수, 지하수 배제정, 침출수 저류조가 포함되었다.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

의 양을 말하며, COD (Chemical Oxygen Demand)는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의미한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

역, 가지역, 나지역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지역은 가지역으로

BOD : 50 mg/L 이하, COD : 80 mg/L 이하이다. 매립장 침

출수 원수의 BOD는 381 mg/L, COD는 571 mg/L의 농도를

보인다. Fig. 2(a, b)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매립장 상류(A), 하

류(C) 및 하천지역(D)에서는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반면, 매립

장 주변(B)의 관측정에서는 모두 250 mg/L 이상으로 허용기

준을 초과하였다. 

Fig. 1. Ground water direction and location of observation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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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이온은 산업폐수, 공장폐수, 동물의 배설물, 하수 등의

혼입에 따라 함유량이 높아지므로 수질오염의 한 지표가 되며,

생활용수 기준은 250 mg/L 이하이다. 하지만, 매립장 침출수

원수의 염소이온 농도는 42,798 mg/L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

으며, 주변 관측정 또한 19,175 ~ 68,765 mg/L로 매우 높은

농도값을 보인다. 반면 매립장 상류지역은 21 ~ 322 mg/L로

낮은 농도값을 나타낸다(Fig. 2(c)). 염소이온 역시 BOD, COD

와 마찬가지로 B 지역에서 높게 검출되며, 침출수 원수의 농

도를 고려하였을 때 침출수 유출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된

다. 논문에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염소이온이 높게 검출된 관

측정에서는 나트륨(Na+), 칼륨(K+), 칼슘(Ca+) 또한 매우 높은

농도를 보이며, 질소계 분석 항목 중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

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금속류, 농약류, 탄화수소류

는 대부분 불검출이며, 검출된 관측정에서도 수질기준을 만족

하였다. 

이상의 수질분석 결과 매립장 주변(B) 지역은 매립장 침출

수 유출에 의한 유기물 오염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

단되며, 이온물질 또한 생활용수 기준에 최소 73배, 최대 275

배 초과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에 A 지역은 침

출수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립장 침

출수 유출은 지하수 유동방향인 서남측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C, D 지역의 유기물 오염정도는 기준치

이하이나 1개의 관측공과 1지점의 하천지역에서 염소이온이

1,646 mg/L, 3,221 mg/L로 검출되었다. 하지만 주변의 산업단

지, 경작지 등 잠재오염원의 존재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영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질오염과 전기비저항 탐사의 연관성

수질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수질분석은 물

의 사용목적, 관련법에 따라 분석 항목이 다양하게 나뉠 수 있

으나, 일반적으로 이온물질, 질소계, 금속류, 농약류, 탄화수소

류, 기타항목(BOD, COD, pH, EC, 용존산소, 온도, 냄새, 색

도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전도도는 이온물질(전해질)

의 농도와 금속류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Yu et al.

(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온농도 및 금속성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기비저항이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전기전도

도는 전해질의 농도 및 금속류의 지시인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지하 암반 또는 토양의 전기비저항은 조암광물의 종류, 공극율,

공극수의 전기전도도, 공극의 포화도, 점토함량 등 다양한 요

소에 영향을 받는다(Lee and Lee, 2009). 하지만 지하매질에서

의 전류는 대부분 공극속의 유체가 전해질로 작용하여 이동하

게 된다. 즉, 전기비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

하매질내 공극수의 함량과 이온농도이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침출수의 EC와 연계 해석한다면 침출수의 유출

여부 및 위치, 유출 경로 그리고 오염정도와 영향 범위 등 보

다 정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상지역의

침출수(원수) 수질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결과 침출수의

Fig. 2. The results of water quality analysis. (a) BOD, (b) COD, (c) Cl−, and (d)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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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정도가 전기전도도와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조건이 성

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지역은 수질분석결과 매립장 침출수의 유기물 및 이

온물질에 대한 오염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

히 매립장 침출수는 매우 높은 이온농도를 보이며, 전기전도도

역시 83,840 μS/cm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침출수 유출이

심한 B 지역의 전기전도도는 최소 48,260 ~ 92,250 μS/cm로

이를 전기비저항으로 환산하면 대략 0.11 ~ 0.21 ohm-m이다

(Fig. 2(d)). 하지만 수질분석에 사용되는 전기전도도는 25oC를

기준으로 한다. 전기비저항 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도보정

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침출수의 전기전도도를 자료획득 당시

의 온도(평균 11.1oC) 기준으로 변환하여야 하며, 변환할 경우

전기비저항은 약 0.167 ~ 0.318 ohm-m이다. 이 연구에서는 침

출수의 최대 전기비저항을 0.318 ohm-m로 설정하였다. 온도

보정(Keller and Frischknecht, 1966)은 식 (1)을 통하여 변환하

였다. 

. (1)

여기서, ρ25는 25oC 일 때의 전기비저항이며, ρT는 온도T oC

일 때 측정된 전기비저항, α = 0.025로 경험적 계수이다. 

한편, 매질의 전기비저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극내에

존재하는 공극수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나, 공극수의 전기비저

항 자체가 매질의 전기비저항은 아니다. Park et al. (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암 시료의 경우 유효공극률 15.49%, 간

극수의 전기비저항 0.314 ohm-m일 때, 시료의 전기비저항은

4.7 ohm-m로 측정되었다. 또한, 흙과 암석 시료의 종류에 관

계없이 간극수의 전기비저항이 10 ohm-m 이하인 경우, 시료

의 전기비저항은 간극수의 전기비저항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Park,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ark et al. 및 Park의 연

구를 참고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침출수의 영향 범위를

최대 5 ohm-m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HDPE sheet pile은 차수시설로 침출수의 유출을 막기 위하

여 시공하며, 일반적으로 제체, 매립장 등에 많이 사용된다. 그

러나 sheet pile은 시공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으며, 시공 후에

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을 받아 그 기능이 저하될 수 있

다. 차수시설이 손상된 구간은 지하수 및 침출수의 유출 경로

가 된다. 수질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 매립지의

차수시설은 이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매립장 주변의 관측공을 이용하여 침출수의 누출 여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손상위치 및 범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

다. 반면에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하의 연속적인 물성분

포를 제공하므로, 침출수에 대한 오염범위 및 차수시설의 손상

부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지하수 흐름을 고려하여 2개

의 측선을 설계하였다. Line-1은 매립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5

m 이격하여 설치하였으며, 측선의 총 길이는 222 m, Line-2

측선의 길이는 110 m 이다. 두 측선 모두 분해능이 뛰어난 쌍

극자 배열을 적용하였으며, 역산 시 천부의 분해능은 유지하면

서 보다 깊은 가탐심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 m, 4 m의 전극

간격을 설정하였다. 측정 장비는 8채널 자동측정이 가능한

AGI사의 Super Sting R8을 사용하였으며, 전극 전개수는 8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 지역은 전기전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에 해당하므로 신호의 크기가 매우 작다. 따라서 양질의 자료

획득이 쉽지 않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스

팔트 도로 및 시멘트 포장 지역은 천공을 통하여 전극을 설치

하였다. 또한 정방향, 역방향에 대한 자료를 모두 측정하고, 전

류 주입량, 측정 장비에서 제공하는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보다 나은 측정값을 선정하여 역산에 사용하였다. 역산은 상용

프로그램인 DIPROWIN을 이용하였으며, 순차모델링에는

ρ25 = ρT 1 α T 25–( )+[ ]

Fig. 3. Location of survey lines for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ig. 4. The inversion result of the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or Li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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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역산에는 ACB 법을 사용하였다. 라그랑지 곱수는 0.01

~ 0.5, 반복계산은 7회로 고정하였다. 

Fig. 4는 Line-1에 대한 역산 결과이며, rms 오차는 약 9%

이다. 전반적으로 전기비저항은 약 0.1 ~ 20,000 ohm-m로 변

화폭이 매우 크며, 지하수면 상부의 토양은 약 300 ohm-m 정

도로 나타난다. 지하수위면은 심도 약 3.5 m 내외인 것으로 해

석되며, 심도 약 12 m 하부에서 200 ~ 20,000 ohm-m의 분포

로 나타나는 높은 전기비저항 영역은 기반암으로 판단된다. 기

반암 위에 분포하는 지층의 전기비저항은 대략 0.2 ~ 50 ohm-

m 정도로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인다. 매립장 침출수의 전기전

도도를 고려하였을 때, 기반암 상부층은 대부분 매립시설에서

유출된 침출수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5

ohm-m (흰색 점선) 이하의 영역은 침출수 유출 지점으로 추정

된다. 한편, Zone-1, Zone-2, Zone-3 영역은 5 ohm-m 이하의

전기비저항이 깊은 심도까지 연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단층 및 파쇄대의 발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

나, 연구지역의 전기적 잡음, 인공구조물, 높은 전기전도도에

의한 낮은 신호대 잡음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판단하기 어려

운 문제이다. 

Fig. 5는 Line-2에 대한 역산결과이며, rms 오차는 약 6%이

다. 측선 중앙에서 우측으로는 전반적으로 Line-1과 비슷한 양

상을 보이나, 좌측의 경우는 농작물 경작지로 상대적으로 침출

수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Line-2에서도 침출

수 유출이 의심되는 5 ohm-m 이하의 영역이 분포하며, Zone-

4 영역에서는 5 ohm-m 이하의 저비저항대가 기반암 하부의

깊은 심도까지 발달하고 있다. 이력조사 결과, 과거 양어장이

운영되었던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침출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는 없다. 

Fig. 6은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위성영상에 도시한

것으로 5 ohm-m 이하의 낮은 전기비저항 영역(흰색 점선)은

서남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는 지하수 흐름방향, 수질분

석 결과와 매우 높게 일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반암 위의

충적층은 매립장의 침출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

히, 5 ohm-m 이하의 영역은 HDPE sheet pile 손상 및 침출수

유출이 심한 지점(침출수 유출경로)으로 판단된다. Zone-5 지

역은 원지반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Zone-1, 2, 3, 4 영역은 단

층 및 파쇄대의 발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시추공 BH-0

은 매립장 건설 이전에 15 m 깊이까지 굴착되었다. 당시 시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심도 5.5 ~ 13 m 구간은 시추코어의 회

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파쇄대가 발달된 것으로 해석되었

다. 따라서 Zone-2 지역에 대한 저비저항 이상대의 연장성 확

인 및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추공 BH-1과 BH-2를 이

용하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행하였다.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기술은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가 가

지는 분해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극들을 시추공 내에도 설

치함으로써 정밀한 지하 전기비저항 영상을 획득하는 탐사법

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법 가운데 분해능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Yi et al., 2002). 여기서는 Zone-2 영역의 저비저항 이상대를

규명하는 한편, 전반적인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추공

BH-1과 BH-2를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

행하였다. Fig.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시추공 사이의 거

리는 30 m, 굴착심도는 50 m이며, 연약지반인 11 m까지 철

제 케이싱이 설치되어 있다.

전극배열은 기본적으로 변형된 단극-쌍극자 배열을 사용하

였으며, 동일 시추공, 시추공대 시추공, 시추공대 지표, 지표대

시추공에 대한 모든 측정 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케이싱으로

인하여 전극이 미설치된 천부 구간의 영역을 보완하고자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를 포함시켰다. 기본 측점 간격은 2 m
Fig. 5. The inversion result of the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or Line-2.

Fig. 6. The resistivity distribution around the landfill. The locations of boreholes for tomography survey are show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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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조사 반경을 늘리기 위하여 4 m 자료도 획득하였다. 한

편, 철제 케이싱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C2 전극은 케이싱으

로부터 2 m 이격하여 설치하였다(Fig. 7). 공내 수위는 지표로

부터 약 3.5 m이며, 공내수의 전기전도도는 약 50,000 µS/cm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측정 시 전류는 수 백 mA ~ 2

A까지 주입되었다. 측정 장비는 10 채널 자동측정이 가능한

Iris사의 Syscal Pro를 사용하였으며, 역산 시 순차모델링에는

FEM, 역산에는 ACB 법을 사용하였다. 라그랑지 곱수는 0.01

~ 0.5, 반복계산은 7회로 설정하였다. 

Fig. 8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역산 결과이며, rms 오차는

약 9% 이다. 전기비저항은 약 0.1 ~ 20,000 ohm-m 정도로 2

차원 역산 결과와 거의 비슷한 전기비저항분포 범위를 보인

다. 심도 약 4 ~ 17 m에서 나타나는 10 ohm-m 이하의 낮은

전기비저항 영역은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와 매우 유사

하며, 약 5 ohm-m (약 Log(0.7) ohm-m) 이하의 낮은 전기비

저항을 나타내는 영역은 침출수의 유출경로로 판단된다. 하지

만 심도 약 17 m 하부에서는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와

는 반대로 상당히 높은 전기비저항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Fig. 7. Electrode configurations used in the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survey. (a) Inline and crosshole measurement, (b) hole to surface

measurement, (c) surface to hole measurement, and (d) surface measurement. 

Fig. 8. Resistivity distribution obtained from the inversion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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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전기비저항 탐사의 가탐심도 한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즉, 쌍극자 배열을 사용하는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가탐심도는 일반적으로 전극간격의 5배 정도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는 2 m 및 4 m 측점간격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지만 그

가탐심도는 20 m를 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토모그래피 탐사

를 통하여,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Zone-2 이상대의 하부 연장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토모그래피 역산결과, 심도 약 17 m

하부에서는 높은 전기비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침출수의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해석되며, 침출수의 영향범위는

심도 약 4 ~ 17 m로 판단된다. 따라서 Zone-1, 3, 4의 낮은 전

기비저항 영역의 하부 연장성 파악에는 보다 넓은 전극간격을

사용하는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또는 시추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 폐기물들은

주로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상

의 문제점, 특히 침출수의 유출과 처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침출수는 대부분 매우 낮은 전기

비저항 값을 보이며,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이상대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탐사는 다양한 매립지의 침출수

조사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 폐기

물매립장에서 주변의 침출수에 의한 오염정도를 파악하고자 2

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행

하였다.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침출수 유출 위치, 오염범위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였다. 지하수면 하부부터 기반암 위의

영역은 대부분 침출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영역에서 깊은 심도까지 침출수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수행한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는 좁

은 전극간격 설정으로 인하여 가탐심도의 한계가 있었으며, 따

라서 보다 정밀한 해석을 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중 분

해능이 가장 뛰어난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Zone-2 저비저항 이상대의 하부 연장성 및 오염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한편, BH-0 시추공에서 확인된 대규모의 파쇄대 및 절리는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Zone-2 영역까지 연장된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러나 현재 이 파쇄대의 수평적인 연장성은 조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복원 사업이

수행될 경우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동

원하여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가 환경오염부지 조사에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고해상도의 3·4차원

조사 및 해석의 적용, 현장 매질에 대한 물성실험 그리고 오염

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량적인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어 환경오염 물리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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