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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최초로 적용된 물리탐사 기술은 전기비저항 수직탐사로, 1970년대 농업용 지하수 탐지 목

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농업활동이 다변화된 199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전기비저항 탐사 이외에 유도 전자기 탐사,

자연전위 탐사 등을 이용하여 대규모 간척지 염분 집적 등 토양 특성 파악, 농업현장을 포함한 지하수 공급의 최말단부

인 해안지역 소유역의 해수침투 범위 탐지, 저수지 및 방조제 안전진단을 위한 물리탐사, 과잉양수에 의한 지반침하 탐

지, 쓰레기 매립장 또는 가축 매몰지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 누출 범위 추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농업부문에서의 물리탐사 기술 적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농업에서 추구하는 정

밀농업 현장에 필요한 물리탐사 기술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농업 물리탐사, 지하수 탐지, 전기비저항 탐사, 유도 전자기 탐사, 자연전위 탐사

Abstract: The first geophysical technique appli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in Korea was electrical resistivity sounding

and conducted in purpose of groundwater exploitation in the 1970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agricultural activities

since the 1990s, various geophysical methods including electrical resistivity, electromagnetic induction, and self-potential

method were applied to several agricultural fields such as soil characterization with saline concentration in vast reclaimed

area, delineation of seawater intrusion regions in costal aquifer, safety inspection of embankment dikes with leakage

problem, detection of ground subsidence from overpumping and tracing of groundwater aquifer contamination by leachate

from livestock mortality burial or waste burial site. This paper introduces representative geophysical techniques that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agricultural fields and suggests several ways to develop the geophysical methods required for

the precision agriculture field in the near future based on the past achievements.

Keywords: agricultural geophysics, groundwater exploitation,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electromagnetic induction survey,

self-potential survey

서 론

일반적으로 농업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생태계와 밀접한 연

관이 있으므로, 물리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활동에 필수적

인 토양 특성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농업 생태계(agroeco-

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

되어 왔다(Allred et al., 2010). 농업 물리탐사의 적용 범위는

규모 측면에서 기존의 물리탐사 대상에 비해 매우 작고, 대상

심도 역시 수 cm ~ 수 m 범위로 매우 얕은 특징이 있다. 따

라서 대부분의 경우 가탐 심도(penetration depth)가 비교적 얕

은 전기비저항(electrical resistivity, ER) 탐사, 유도 전자기

(electromagnetic induction, EMI) 탐사 및 지표 투과 레이더

(ground penetration radar, GPR) 탐사가 이용된다. 

그러나 토양층 내부에는 수분 및 염분(salinity) 분포 등의 시

공간적(spatio-temporal)인 다양성과 더불어 토양층의 수평 및

수직방향에 따른 불균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농업

지역에 대하여 ER 탐사를 포함한 물리탐사 기술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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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토양

내의 온도와 수분의 영향을 받아 해석의 어려움을 주는 대표

적인 토양 특성인 토양의 겉보기 전기전도도(apparent soil

electrical conductivity, ECa)를 토양 염분으로 단순화시켜 정량

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왔다(Rhoades and

Ingvalson, 1971; Lesch et al., 1992). 그러나 농지 내부에서 공

간적인 토양 염분의 분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ECa와 다양한

토양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해석을 하는 사례도 있다

(Johnson et al., 2001; Carroll and Oliver, 2005; Allred et al.,

2009).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물리탐사 기술은 지하수 개발의 일환

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암반대수층

지하수 탐사용 물리탐사(전기비저항 수직탐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후 농어촌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의 충적층 및 암반층을 대상으로

총 74,708점의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와 더불어 344,699점의 극

저주파(very low frequency, VLF) 탐사를 수행한 바 있다

(MAFRA and KRC, 2007). 

당시의 농업용 지하수조사 사업은 지하수 탐사, 시추조사 및

검층조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지하수 탐사 과정은

예비조사, 지표 지질조사, 광역지역 탐사 및 소유역 탐사의 단

계로 진행되었다. 광역지역 탐사의 일환으로 적용된 물리탐사

기술은 원격 탐사, 중력 탐사, 자력 탐사, 방사능 탐사 및 MT

(Magneto-Telluric) 탐사 등이었으며, 소유역 탐사를 위해 전기,

탄성파 및 극저주파 탐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당시의 자료를

기초로 물리탐사 적용 이전의 지하수 탐사 성공률이 30 % 전

후에서 63 %로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et

al., 2011a). 최근 농업현장에서의 물리탐사 기술은 지하수 공

급의 최말단부인 해안지역 소유역의 해수침투 범위 탐지, 저수

지 및 방조제 안전진단을 위한 제체 물리탐사(모니터링 포함),

농업현장의 과잉양수에 의한 지반침하 탐지, 담수호 바닥 준설

토 탐지를 위한 스트리머 ER 탐사, 쓰레기 매립장 또는 가축

매몰지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 누출 범위 추적 등 이 논문에

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지금까지 활용되어온

물리탐사 기술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현장에

필요한 물리탐사 기술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농업 물리탐사(agricultural geophysics)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에서의 물리탐사는 농작물 생산에 필요

한 토양층 중 뿌리 깊이인 약 2 m 이내 심도를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들 위주로 적용되어 왔다. 이때 이용된 대표적인 물

리탐사 방법은 ER 탐사와 EMI 탐사로, 측정 대상은 농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겉보기 전기전도도이

다. 그러나 토양의 겉보기 전기전도도는 수 시간 또는 하루 사

이에도 토양 내의 수분 함량과 더불어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농업활동에 필요한 비료 살포에 따

른 영양분의 변화 및 토양 내의 염분 변화 또한 토양의 겉보

기 전기전도도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농업 물

리탐사의 대상인 토양의 조건이나 특징은 시공간적으로 물리

탐사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와 더불어 토양 내의 수분

함량 변화는 토양의 유전상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PR

탐사 자료 해석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부문에서 이용된 물리탐사 기술은 1930

년대부터 ER 탐사, EMI 탐사, GPR 탐사 자료를 TDR (time

domain reflectometry)로 측정된 토양 수분 함량 변화와 상관

분석 등을 통한 관개용수 공급 시기 결정에 주로 이용된 후,

1970년대 이후에는 ER 탐사를 이용한 토양 염분 측정이 가능

해짐에 따라 토양 내의 염분 제거를 위한 다양한 방법 적용을

위한 예비단계로 물리탐사 기술의 적용이 급속도록 확대되었

다(Allred et al., 2010). 1990년대 이후에는 정밀 농업의 확대

와 더불어 토양특성의 공간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

으로 EMI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기후변화 가속화와

관련하여 집중 호우 및 가뭄 빈도 증가로 인한 수문순환

(hydrological cycle)의 급변 및 토양 유실, 지하수위의 급격한

하강, 토양 염류화 등 농업 생태계에 위협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 물리탐사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밀 농업과 관련하여 시비량 및 농약 살포 위치

결정, 토양 개량에 필요한 위치 정보 결정을 목적으로, GPS 기

반의 공간정보를 GIS와 연계하여 지구통계학(geostatistics) 방

법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물리탐사 기술의 현장 적용이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 물리탐사의 적용 사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농업 물리탐사는 Table 1과

같이 초기 지하수 탐사에 활용된 이후 수리시설물(저수지 및

방조제 제체) 누수 탐지, 그라우팅 효과 검증, 해안 대수층을

통한 해수침투 범위 탐지, 토양 특성 분석, 침출수 누출 경로

탐지, 과잉양수에 의한 지반침하 및 기수호 바닥 퇴적물 평가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 

지하수 조사를 위한 물리탐사 사례

일반적으로 유역단위의 대수층 특성 등과 연관된 수리지질

학적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관정 자료를 기

초하여 기반암 심도, 대수층 심도 및 지하수 유동 방향 등을

추정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를 이

용하여 대수층의 수리상수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수층이 불규칙한 파쇄대로 구성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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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하수 물수지 분석을 위한 수리지질학적 수치모델을 구축

하는데 기반암 심도 및 대수층의 구조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수리지질 특성 중 투

수량계수와 저류계수 등 수리상수 추정, 이방성(anisotropy) 등

의 공간적 특성 파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수층 시험과 물리탐사 기술의 복합적 적용은 일정 규모의

소유역에 대한 수리상수 및 이방성 등 수리지질 특성을 규명

하는데 필수적이다. 

Lee et al. (1995)은 1983년 농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한 83지

점의 Wenner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와 10개의 시추공 자료를

기반으로, 충적층 지하수 탐지를 위하여 대수층의 전기적 특성

과 수리적 특성의 관계를 토대로 지하수 부존 특성을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하여 양수시험 자료로 얻어지는 투수량 계수

(transmissivity)와 1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로 얻어지는 수

평 단위 컨덕턴스(longitudinal unit conductance)의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Song et al. (2000a)은 기반암과 천부 대수층의 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와 슐럼버

저(Schlumberger) 배열의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결과를 토대로,

시추공 대한 정규 비저항 검층(normal resistivity logging)과 온

도검층을 상관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대수층 심도별 전기비

저항 값을 추출하여,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을 이용한 기반

암과 천부대수층의 추정 등고선을 작성하여 분석한 바 있다.

Song and Yong (2003)은 대수층의 이방성 파악을 위하여 양

수시험 자료와 지표 전기비저항탐사, 정규 비저항 검층 및 자

연전위 탐사 자료를 복합 해석하여 현장 적용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자연전위법을 이용한 대수층의 수평적 이방성 분석을 위

하여 양수시험에 의한 각 시험정의 수위강하량과 이로부터 발

생되는 유동전위(streaming potential)를 측정한 결과 피압대수

층에서의 대수층 이방성을 정확하게 구현함에 따라, 관측정이

없는 단공양수시험에 적용하면 대수층의 수평적인 이방성 등

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제시하였다(Fig. 1). 이는 관측공

이 없이 수행하는 양수시험 시 수위강하에 따른 대수층의 공

간적인 이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수지 제체를 통한 누수유로 탐지 사례

저수지 제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중의 작용, 시설물의

구조변경 및 주변환경의 여건 변화 등으로 구조가 취약해지거

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러

한 수리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유지·보수까지 체계적

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1990년대 중

반 이후부터 체계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Song et

al., 2002a). 

Chung et al. (1992)은 국내 최초로 농업용 저수지 제체에

대한 비파괴적 탐지 방법의 일환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를 제안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평-수직탐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2차원 쌍극자배열 탐사 자료의 정량적 해석용으로 유한

차분법을 이용한 자동 역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한 바 있다. 

Park and Kim (1999)은 노후 저수지를 대상으로 제체 표면

Table 1. Potential geophysical survey methods associated with hydrogeological survey for agricultural application.

Application for agriculture Geophysical survey Hydrogeological survey

Groundwater exploitation ER, EMI, VLF, SP Aquifer test (pumping test and slug test)

Leakage pathway through reservoir dike ER, EMI, SP Aquifer test (recovery test), time-series data analysis (groundwater level)

Grouting reinforcement area in reservoir dike ER, EMI Well logging, ERT

Leakage pathway through sea dike ER, EMI, SP Time-series data analysis (groundwater level and tidal fluctuation)

Influence area of coastal aquifer by seawater intrusion ER, EMI ERT, time-series data analysis (groundwater level and tidal fluctuation)

Soil characteristics ER, EMI, TDR Soil properties analysis

Leakage pathway from contaminated burial area ER, EMI, SP Groundwater quality analysis

Land subsidence due to the over-pumpage ER ERT, Soil properties analysis, Groundwater modeling

Amount of dredged sand in brackish reservoir ER, EMI Streamer ER, echo sounding, water quality analysis

ER: electrical resistivity, EMI: electromagnetic induction, SP: self-potential, VLF: very low frequency, TDR: time domain reflectometry, ERT: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Fig. 1. Equi-potential lines during pumping test at test site. (a) 10

min, (b) 60 min, (c) 120 min (pumping stop), and (d) 150 min

(Song and Yo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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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1 m 심도에 설치한 온도센서의 측정 결과와 시추공을 대

상으로 한 10 cm 간격의 다점 온도검층 결과를 토대로 누수

지점의 깊이와 규모를 제시한 사례가 있다. 

수리시설물의 누수 문제에 대한 자연전위법의 적용성을 규

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Song et al. (2002a)은 일반적인 흙 댐

의 손상 형태 중 제체 양안 접합부를 통한 누수, 파이핑 형태

의 제체를 통한 누수, 사면의 활동파괴와 다짐불량에 의한 구

조물 자체 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누수에 대한 수치모델

링을 수행하였다(Fig. 2). 이 결과 저수지의 경우 누수 유형을

구분한 후 자연전위 모델링을 수행하면 누수 구간 및 누수 유

로에 대한 효과적인 규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Song et al. (2005)은 저수지 제체를 통한 누수 탐지를 위하

여 각종 수리지질 및 지구물리 방법의 적용성을 규명하기 위

하여, 흙댐(earth-fill dam)으로 구성된 저수지에 대하여 쌍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 추적자 시험, 순간수위변화 시험, 시추

공을 이용한 온도 검층, 배수에 따른 시추공의 수위 변화 및

누수량 변화 측정 및 자연전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적용 결과 제체 측벽부(abutment)를 통한 누수구간 및

유로가 확인되었다. 특히 유동전위를 대상으로 한 자연전위법

의 적용 결과 누수 지점 및 누수 유로 확인에 매우 높은 적용

성을 확인하였으며, 누수가 합쳐져 유출되는 지점 근처에서 측

정된 자연전위가 상대적으로 강한 음의 값을 나타냄에 따라

누수량의 증가와 자연전위값의 변화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Park et al. (2005)은 저수지의 효율적 유지·관리 목적으로 제

체에 계측 시스템 설치 후 전기비저항, 지하수위, 간극수압 및

지중변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종래에 일시적인 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를 기초로 한 누수현상을 다양한 계측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으

로 제시하였다. 

Cho et al. (2006)은 흙댐에서의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3

차원 지형에 의한 왜곡현상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법

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Cho et al. (2014)은 제체 상부

에서 수행된 2차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3차

원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Cho and Yeom

(2007)은 저수지 제체를 통한 누수유로 탐지 방법으로 제체와

평행하게 배열된 2차원 탐사 측선을 이용하여 전위전극과 전

류전극을 각각 배치하는 전개방식을 활용한 crossline

resistivity tomography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사례를 기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

재해예방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제체 안전진단을

위한 인터넷 기반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

하수위, 지중온도 등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

험적으로 9개 저수지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

6시간 마다 전기비저항 자료를 측정하여 축적하고 있다. 또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진관측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지진

발생 전후의 저수지 손상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고, 보다 효과적인 시간경과역산

법이 개발되면 저수지의 누수구간 사전탐지는 물론 제체의 시

간적 변화양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해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수지 제체 그라우팅 보강 구간 탐지 사례

흙댐 형태의 저수지 제체를 통한 누수 방지 및 제체 보강을

목적으로 한 그라우팅(grouting)은 일반화된 방법으로, 시공 구

간의 지반개선 효과를 규명하는 방법은 그라우팅 시공 전후의

현장 투수시험을 통한 투수계수 비교 방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검사공의 위치, 시험시기 선정, 검사공의 시추 비

용 증가 및 검사공 시추에 의한 제체의 안정성 문제 등 다양

한 제약 조건으로 투수시험 적용에 한계가 있다. Song et al.

(2002b)은 시멘트 배합비별 재령(elapsed time)에 따른 전기비

저항 변화 실내시험과 투수시험 이외에 그라우트 주입 지점에

대하여 주입 전후에 전기비저항 수직탐사를 이용한 현장 겉보

기 비저항의 변화 측정으로, 저수지 제체에 대한 그라우팅 주

입 구간 확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Song et al. (2003a)은 구간별로 입자의 분말도가 다른 콜로

이드 시멘트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보강된 저수지 제체에

대한 그라우팅 효과 검증을 위하여, 1년간의 전기비저항 수직

탐사를 이용하여 겉보기 비저항이 주입 이전에 비해 낮아지는

구간을 주입 구간으로 제시하였다(Fig. 3). 또한 Song et al.

(2009a)은 기존의 전기비저항탐사법과 더불어 검사공을 이용

한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법을 추가하여 정량

적인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기존의 검사공을 이용한

그라우팅 효과 판정 시 지표 및 시추공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탐사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제체의 그라우팅 효과에 대한 공

간적인 검증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Fig. 2. Comparing result between observed data and calculated data

by 2-D SP forward modeling for reservoir dike with the pattern of

leakage due to the composite effects of landslide and distortion of

the dike (Song et al., 2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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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를 통한 해수 유입 구간 탐지 사례

우리나라의 방조제는 약 1,650개로 약 90 %가 1980년대 이

전에 준공되었으며, 약 82 %가 조석의 영향이 큰 서해와 남해

에 분포하고 있다(Song et al., 2002a). 이러한 조석의 지속적

인 영향으로 만조 시 방조제 제체를 통한 해수의 유입 가능성

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수적

이다(Song et al., 2000b). 

Cho et al. (1996)은 방조제를 통한 누수 탐지를 위한 방법

으로 자연전위와 극저주파(very low frequency, VLF) 탐사 방

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28채널의 SP 연속관측 시스

템을 개발하여 조위 변화에 따른 누수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탐지한 바 있다. 

Song et al. (2007a)은 방조제 제체를 통한 해수 유입 구간

확인은 물리탐사(소형루프 전자탐사와 전기비저항 탐사)와 함

께, 방조제에 설치된 지하수위 관측공에 대한 수위와 전기전도

도 변화를 모니터링 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체에

대해 해석한 전기비저항값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토

재를 채취하여 건조상태, 담수호 및 해수로 포화된 상태별로

Fig. 3. Apparent resistivity profiles from vertical electric sounding at three points over a year (Song et al., 2003a).

Fig. 4. Flow chart for sea dike maintenance using geophysical methods (EM: small-loop electromagnetic survey, ER: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MASW: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survey, SP: self-potential survey) (Yo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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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전기비저항을 측정하여 탐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해수

유입 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Lim et al. (2010)은 방조제에 대

한 소형루프 전자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해수 유입 구간을 확

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기 및 전자탐사에서 나타난 구간

과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et al. (2014)은 방조제를 통한 해수 유입에 의해 발생

되는 유동전위를 대상으로 자연전위(self-potential, SP) 모니터

링 자료와 조석변화를 비교한 결과, SP값의 변화가 조위 변화

와 일치되어 나타남에 따라 SP탐사가 누수지점의 탐지와 더불

어 누수 추세를 밝히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방조

제에 대한 누수조사 시에는 단극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한

누수지점 확인과 병행하여 SP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누수

상황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시도함이 추천된다.

Yong et al. (2013)은 효율적인 방조제 관리를 위한 방안으

로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이용한 방조제 유지·관리 흐름도를 제

시하였으며, 취약 구간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흐름도를 이용한

반복적인 순환 시스템으로 방조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

한 조사와 평가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4). 

해수침투로 인한 해안 대수층 오염 지역 탐지 사례

해안 및 도서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수공급

시설의 부족한 반면 지하수 이용이 많기 때문에, 가뭄이 심한

경우 지하수 이용 증가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지하수 대수

층을 따라 해수가 침투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지하수 관정이 파쇄암반 대수층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어,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지하수 확보는 가능하지만 해수침투에

의한 염해에 대한 대비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 운영 중이지만, 대수층

을 통한 해수침투의 공간적인 범위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Song (2006)은 남해안지역 소유역에 대한 해수침투 범위의

공간적 분포 파악을 목적으로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수행한 후

베리오그램 분석(variogram analysis)을 통한 심도별 겉보기 전

도도 변화를 제시하였으며(Fig. 5), Song et al. (2007b)은 서해

안지역 소유역을 대상으로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에서 해석된

겉보기 비저항의 심도별 분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Song (2007)은 해수침투 관측을 목적으로 설치된 해수

침투 관측공을 이용하여 시추공-지표간 전기비저항 토모그래

피 탐사를 수행하여, 관측공 주변 대수층에 대한 해수침투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탐사자료를 이용한 역산 결과는 관측공

의 시추 주상도, 전기전도도 검층 및 노말 전기비저항 검층 자

료를 이용하여 관측공 주변의 파쇄구간과 비교하여 검증하였

다. 또한 동일한 탐사 방법을 이용하여 간조와 만조 시에 각각

탐사를 실시한 결과 관측정 주변 대수층에 대하여 높은 해상

도의 전기비저항 분포 단면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조석에 의

한 대수층을 통한 해수침투와 관련된 수리특성 파악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토양 특성 탐지 사례

토양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인 토양 수분 함량(soil water

content)은 토양시료 중 물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토양의

종류에 따라 토양의 수분 보유능력이 달라진다. 농업분야에서

는 토양 특성에 따라 농업활동이 결정됨에 따라, 토양의 전기

전도도를 포함한 이화학적 특성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기 및 저자탐사 방법을 적

용하는데, 이때 심도별 토양의 입도, 수분 함량, 산도(pH), 유기

물과 이온 함량 및 공극수의 전기전도도 등이 매우 중요하다.

Bae et al. (2003)은 TDR 신호의 감쇄정도를 이용하여 염분

농도가 낮은 일반 농경지에 대해 기존에 사용되던 토양 겉보

기 전기전도도(ECa)와 토양 층 내 공극수의 전기전도도(ECw)

와의 최적의 관계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두 인자들의 상관관

계식의 상수들은 간단한 실내 시험을 통하여 구하였다.

Yong et al. (2003)은 토양의 전기전도도 분포를 파악을 위

한 방법으로 논 토양에 대한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적용하여

심도별 토양 수분 함량과 일치하는 전기비저항 분포 영상을

Fig. 5. Contour maps of apparent conductivity drawn by

semivariogram analysis. (a) 20,010 Hz; (b) 14,610 Hz; (c) 10,350

Hz; (d) 6,810 Hz; (e) 4,650 Hz; and (f) 3,150 Hz (So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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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였다. 이를 통하여 토양 간극수의 전기비저항을 추출하

는 경우 토양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양특성 분석

은 물론 천부 토양의 토양특성과 염류집적에 관한 정보를 신

속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Yong and Song (2004)은 토양층의 불포화대를 대상으로 한

고해상도 영상획득을 목적으로, 소규모 시추공을 이용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 자료를 이용한 2차원 역산을 수행하

였다. 이 결과 불포화대 토양분포별 전기비저항과 심도별 토양

시료의 수분함량, 산도(pH), 유기물, 이온함량, 공극수의 전기

전도도 및 입도분석을 통한 토성별 전기비저항의 상관성을 각

각 분석하였다(Fig. 6). 따라서 불포화 토양층을 대상으로 시추

공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이용하는 경우, 심도별 토양의 산

도, 유기물 함량 등의 간접적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

였다.

한편 Jung and Yoo (2007)은 간척지에서 토양 문제와 농업

용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위 변동을 지시하는 대수층

의 수리특성과 염류토 제어 기작을 비교한 바 있다. 이를 위하

여 GPS와 연계된 단일 주파수 전자기 탐사 장비인 EM38 (캐

나다 Geonics사)을 이용하여 대규모 간척지 토양의 제염

(desalination) 효과를 평가하여, 간척지 내의 작물 생육 관리에

필요한 배수 개선 및 비료 시비 등의 종합적인 농업용수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오염부지의 침출수 누수 경로 탐지 사례

지반환경문제 중 지하에 매몰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이 지하수면 상부의 천부 지하환경을 통해 유출

되는 경우에는 오염 범위 및 오염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

히 농촌지역은 오염원 매몰지점에 대한 위치정보가 부족한 경

우가 대부분으로 오염원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 및 오염원으로

부터 발생되는 침출수의 오염 영역의 효과적인 탐지가 필요하

다. 따라서 공간적인 범위의 오염원 탐지에 적합한 전기 및 전

자탐사 등 다양한 지구물리학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Song et al. (2003b)은 농업지역의 비위생매립지를 대상으로

전기비저항 탐사와 더불어 매립장 경계부와 토양층을 통한 침

출수 누출 영역을 효율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2차원 전기비

저항 탐사와 함께 다중주파수를 이용한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오염지역의 천부 지하수 유동 방향을 추

정하기 위하여 침출수의 유동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자연전

위 모니터링으로 침출수의 누수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Song et al. (2015)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소형루프 전자탐사 결

과를 매몰지 하류지역의 지하수질 관측 결과와 상관분석 후 3

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추가하여 매몰지로부터 발생된 침출

수 확산 범위 및 하류부로의 침출수 유로에 대한 정량적인 분

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Fig. 7).

과잉양수에 의한 지반침하 탐지 사례

지반 내에 존재하는 지하수는 비압축적인 특성으로 인해 장

기간에 걸쳐 지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하중을 지지하지만, 급

격한 지하수위의 저하로 인해 이러한 균형이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적정개발 가능량에 비해 과도한 취수에

Fig. 6. Correlation of conductivities obtained from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method and water contents by soil analysis

(Yong and Song, 2004).

Fig. 7. (a) 3D resistivity structures and (b) a schematic diagram of leachate flow superimposed on the iso-surface map of 30 ohm-m,

respectively. Arrows indicate the expected direction of leachate flow (So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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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인위적인 변화는 지반침

하 및 함몰 등의 재해와 연결된다. 지하수의 과잉양수와 관련

되어 지반의 미세한 변위가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토양 공극

사이의 물이 배수됨에 따라 미세한 토양입자 들이 공극을 충

전하는 원인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상 소유역내의 물수지 불균

형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물수지 측정과 연결된 침하량의 장기 모니터링

방법이 효율적이다. 석회암 공동이 발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

하수위 강하에 따른 상부 미고결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하수에 의한 부력 감소, 지하수 유속 증가에 따른 동수구배

의 증가, 수위 변동폭 증가 및 이에 따른 지하수 함양 조건 변

화 등으로 급격한 지반침하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된다.

Song et al. (2004)은 롬(loam)층과 모래층으로 구성된 지반

에 대하여 시추를 이용한 토양 단면도를 작성한 후, 전극간격

을 짧게 배열한 고해상도 전기비저항 탐사로부터 얻어진 수리

지질구조를 기초로 지반침하 모델링을 위한 개념모델을 구성

하였다(Fig. 8). 이를 토대로 수리지질 개념모델과 다양한 수리

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침하 계측기 설치 및 지반침하 모델

링을 수행하여 개념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전기비

저항 탐사 결과의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다.

Song et al. (2011b)은 도로 및 가옥에 의해 지반의 표면이

피복되어 있어 지표탐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석회암

지역에 대한 공동 탐사의 목적으로, 전극간격 2 × 2 m의 격자

형태의 시추공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를 이용한 지반특

성 영상화(imaging) 방법을 이용하여 단층 파쇄대와 석회암 지

하 공동의 규모를 파악한 바 있다. 이때 탐사 이전 단계로 지

반 침하의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하수 수리 특성 파악

을 위한 시추 코아(core) 검층 및 비저항 측정, 지하수위 측정,

순간수위 변화시험(slug test), GPS 측위 등을 병행하였다.

기수호에 대한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 사례

방조제에 의해 형성되는 기수호(blackish water reservoir)는

농업용수 공급 목적 이외에도 농업 수리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수호 하부 준설토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

나 준설토 매장량 평가를 위한 조사는 제한된 시추 작업과 이

와 연계한 다중빔 정밀 수심 측량(multi-beam echo sounding

survey) 방법을 이용하여 퇴적물의 준설 계획량을 추정하는 방

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퇴적물이 입자 크기가 상대

적으로 큰 사암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준설토 매장량 추정에

필수적인 심도 증가에 따른 퇴적물의 종류 및 환경 등에 대한

Fig. 8. Evaluation of conceptual model using the results of settlement at each extensometer points (Son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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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포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Song and Cho (2009)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수호인 새만

금호를 대상으로 스트리머(streamer) 전극을 이용한 수상 전기

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여, 담수호 하부 퇴적물의 종류 및 특성

파악을 통한 준설토 매장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추

정 기법은 심도별로 해석된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와 100지점

의 시추공으로부터 채취한 심도별 입도 분포 곡선을 이용하여

지구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한 베리오그램 방법으로 분석한 후,

대상지역의 탐사 간격을 고려한 격자망을 생성하여 준설토의

매장량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

한 Song et al. (2011c)은 소형루프 전자탐사 방법의 현장 적

용성 검증을 목적으로, 1차원 모델링 및 역산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얕은 심도의 기수호에서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의 반

응양상을 분석하였다(Fig. 9). 이를 통하여 소형루프 전자탐사

의 이론 및 현장자료에 대한 수심을 고려한 1차원 역산을 수

행하는 경우, 기수호 하부 지층의 전기비저항 분포에 관한 정

보를 보다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농업 물리탐사는 토양 특성이나 농업활동이 선

진국들과 다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나 탐사 방법이 일정부분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대규모 농지에 적합한 토양 수분 및 염류 집적 등 토양자체 특

성에 중점을 둔 물리탐사 기술 위주로 발전된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초기 지하수 조사 목적의 물리탐사 기

술 적용 이후에는 다양한 농업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물

리탐사(environmental geophysics) 기술 위주로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미래 농업환경 변화를 대비한 선도적인 기술 개발 측

면에서, 핵심적인 기반 기술의 발굴 및 적용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래 농업 물리탐사 방향을 기존의 전통

적인(traditional) 방식을 탈피하여 실시간 이동 측위(real-time

kinematic GPS)와 연동된 다양한 물리탐사 방법 적용과 함께

다중센서 기반의 측정 장치(multi-sensor geophysical equipment)

와 연계한 복합 역산(joint inversion modeling) 기술 개발에 주

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의 지하수

조사를 위한 물리탐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업활동에 필수적

으로 수반되는 농업 생태계 보전 및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

하는 방향으로 미래 농업 물리탐사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농업활동에 따른 오염원의 배출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적고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스

마트팜(SMART farm)에 필요한 토양 내 수분 및 시설농업 단

지 내부의 온도 및 습도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

는 장치 및 해석 기술에 적용 가능한 물리탐사 기술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빈발하는 지진 등 자

연재해에 따른 수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보급형 실

시간 원격 모니터링 장치 및 이와 연동된 실시간 역산 해석 기

술 개발도 미래 농업 물리탐사의 주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또

한 간척지를 이용한 농업활동 확대를 대비한 GPS 기반의 드

론(drone) 및 이와 연계한 EMI 탐사 장치를 개발하여, 광범위

한 지역에 대한 실시간 시공간적인 토양 수분 및 염분 농도 분

포 파악 기술도 대안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미래 농업의 변화

를 대비한 농업 물리탐사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학계 및

연구계와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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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1D Inversion results of small-loop EM data with varying depths to the brackish water reservoir bottom, (a) 1 m and (b) 2 m,

respectively (Song et al., 20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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