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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안전 및 환경 등이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지반 침하 등에 따른 피해를 막

기 위해 지하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는 등 안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환경 오염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상 지역의 지중유체 이동경로 파악 등을 통해 가능한 환경 오염 영역을 특성화 하고 지중에서 오염의 처리 및 모니터

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주로 자원 탐사, 지질 특성 파악, 지반 탐사 등에 이

용되었던 물리탐사 기법이 환경 오염 영역 파악에 적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 오염 지역 특성화를 위한 물리탐

사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유류, 침출수, 중금속 및 질소산화물 등 여러 오염원의 특성에 따른 오염지역의 전기적 물성

변화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물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물리탐사 기법들 즉, 전기비저항 탐사, 유도분극 탐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의 오염 탐사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다양한 오염지역에서의 실제 수행된 물리탐사 사례

들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물리탐사, 오염, 유류, 침출수, 중금속

Abstract: Recently, safety and environmental concerns have become major social issues. Especially, a special underground-

safety law has been made and enacted to prevent ground subsidence around construction sites. For environmental

problems, several researches have started or will start on characterization of contaminated sites, in-situ environmental

remediation in subsurface, and monitoring of remediation results. As a part of the researches, geophysical surveys, which

have been mainly applied to explore mineral resources, geological features or ground, are used to characterize not only

contaminated areas but also fluid flow paths in subsurface environments. As a basic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geophysical surveys to detect contamination in subsurface, this paper analyzes previous researches to understand changes

in geophysical properties of contaminated zones by various contaminants such as leachate, heavy metals, and non-adequate

phase liquid (NAPL). Furthermore,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how geophysical surveys like direct-current electrical

resistivity, induced polarization and ground penetration radar surveys can be applied to detect each contamination, before

analyzing case studies of the applications in contaminated areas by NAPL, leachate, heavy metal or nitrogen oxides. 

Keywords: geophysical surveys, contamination, NAPL, leachate, heavy metal

서 론

최근 들어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을 위한 오염원

처리와 지속적 관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오염에는

유류 방출에 의한 오염, 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에

의한 오염, 금속 오염, 비료 사용에 따른 질소 산화물에 의한

오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Kim et al., 1998; Rubin et al.,

1998; Sililo, 1999; Yaylalı-Abanuz, 2011; Naidu, 2013;

Kanmani et al., 2013). 유류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 직접적으

로는 물리적 질식, 화학적 독성 방출, 생태계 변화를 야기시키

고, 오염된 상태가 지속되면 수질, 토양 내 미생물의 변화와 그

로 인해 식생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Luo and

Rimmer, 1995). 중금속은 체내 축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독성이 나타나며 공해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

으로 수은(Hg)에 의해 오염된 해조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발생하는 미나마타 병과 카드뮴(Cd)에 오염된 쌀을 장기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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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난 이따이-이따이(Itai-Itai) 병 등이 발병한다는 보고

가 있다(Tsuchiya, 1969). 이러한 오염들이 자체 정화하기 위

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 정화작

업을 수행하거나 오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오염 부지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오염부지 토양 및 지하수

자료 취득을 통한 수리지질학적 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조사방

법과 유류 오염원으로 인한 지하 매질의 전기적 물성(전기비

저항, 투자율, 유전율 등) 반응을 조사하는 물리탐사기법 등이

있다. 특히 물리탐사기법은 관심 지역에 지표 탐사 혹은 시추

공 탐사를 수행하여 물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

간에 광역적으로 오염 영역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Vanhala et

al., 1992; Matias et al., 1994; Benson, 1995; Santos et al.,

2006; Zelt et al., 2006; Allen et al., 2007; Atekwana and

Atekwana, 2010). 

물리탐사에 기초하여 오염물질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오염물이 토양 내에서 야기하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염물질은 공극 내에 주로

분포하므로 공극수와 오염물질의 물리적 특성 혹은 오염물이

포함되면서 공극수에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해

야 한다. 탄성파 탐사는 속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발생하

는 반사 또는 굴절파를 이용하는데 오염원의 크기가 크지 않

거나 지층과 비슷하거나 지층보다 낮은 속도를 가진 오염원에

서는 임계 굴절파 혹은 반사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Coulouma et al., 2012).

하지만 오염원의 전기적 물성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

문에 전자기학에 기초한 탐사를 이용하면 오염영역을 탐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초로 하는 탐사법으로는 직류 전기

비저항(direct current electrical resistivity, DC), 유도분극

(induced polarization; IP), 전자(electromagnetic; EM), 지표투

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GPR) 탐사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다양한 오염원들의 분포 특성 및 이로

인한 물성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염원 탐사에 적용성이

높은 DC, IP 그리고 GPR 탐사 등의 현장 적용 특성 및 현황

등에 대해서 먼저 기술하였다. 이후 다양한 오염원, 유류, 침출

수, 중금속 그리고 질소산화물에 의한 실제 오염 지역 탐사를

수행된 물리탐사 사례들을 오염원 별로 정리하여 논의함으로

써 향후 오염 지역에 대한 물리 탐사 적용 연구 및 실용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양한 오염원의 거동 특성 및 전기적 물성 변화

환경 오염의 범주는 토양, 대기, 물 등에서 인간이 생활하면

서 배출하는 물질이 자연 정화되지 않고 축적되었을 때 발생

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물보다 비중이 낮은 대부분의 오

염물질은 주로 천부 토양층의 토양이나 지하수 내에 존재하지

만, 높은 비중을 가지는 유류나 중금속 등은 파쇄대를 통해 심

부 기반암층까지 이동할 수 있다(Longina and Kueper, 1999). 

다양한 종류의 오염원들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오염 빈도

가 가장 높은 유류의 유출로 인한 오염, 쓰레기 매립에 혹은

가축 폐사물 주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 의한 오염, 농업에서

과용되는 질소 비료로 인한 오염, 공장지역 주변에서 종종 발

생하는 중금속 유출에 의한 오염 등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유류 오염

 유류의 이동

유류는 토양 내에서 주로 비수용성 액체(non-aqueous phase

liquid; NAPL)로 존재하며, 이러한 NAPL에는 물의 밀도보다

큰 NAPL (dense NAPL; DNAPL)과 물의 밀도보다 작은

NAPL (light NAPL; LNAPL)이 있다. 두 NAPL의 전기적 성

질은 비슷하나, LNAPL의 오염 빈도가 DNAPL 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DNAPL은 기반암의 파쇄대 영역까지 오염 범위

가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Longina and Kueper, 1999).

주로 지하수면 상부에 존재하게 되는 LNAPL은 강수를 비

롯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이동에 영향을 받게 되며 지하수의

흐름과 같은 수리지질학적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다(Win et

al., 2011). 지하수면 상부의 모세관수대(capillary fringe zone)

에 LNAPL이 위치하는 경우 비혼합 용액 영역(immiscible

phase liquid zone)을 형성하는데, 일부 용해도(solubility)가 높

은 LNAPL의 경우 지하수에 용해되어 지하수층 하부까지 침

투하기도 한다. 반면 DNAPL은 물에 비해 밀도가 크기 때문

에 지하수층 아래까지 하강한다. DNAPL의 양이 많다면 기반

암 상부에서 고인 영역(pooled zone)을 형성하고 균열

(fracture)이 많이 존재하는 풍화암이 기반암인 경우 균열 내부

까지 이동하기도 한다(Jol, 2008; Fig. 1).

Fig. 1. Distribution of NAPL spill at the subsurface (Modified from

Jo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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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 오염에 따른 전기적 물성 변화

NAPL은 전기비저항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류로 오염된 지

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초기에는 고비저항 이상대가

확연히 나타난다. 즉, NAPL은 공극수(~ 0.01 ~ 0.2 mS/m)보

다 낮은 전기전도도 (~ 0.001 mS/m)를 가지기 때문에, NAPL

이 토양에 유출되는 경우, 공극수를 밀어내거나 토양 내 기체

(gas)가 있는 빈 공간이 NAPL에 의해 대체되어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이 높아진다. 

비록 오염 초기의 전기비저항은 유출된 NAPL에 의해 높아

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NAPL이 토양 내 유기물과 화학

적 반응을 하여 주변 지역의 전기적 물성이 변화한다. 이러한

반응을 생분해(biodegradation)이라고 하며, 이 반응에 의해 탄

산 이온이 발생되고, 이 이온은 지하 매질의 입자 표면에 전기

적 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 EDL)을 형성한다(Atekwana

et al., 2000). EDL이 유기산을 발생시켜 화학적 풍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기비저항이 낮아지며 이러한 변화가 나타

나는데는 약 12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이 실험을 통해 알려

졌다(Atekwana et al., 2001; Fig. 2). 전기비저항 감소 특성은

토양층의 포화도나 온도, 압력에 의존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변화율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분해의 화학적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생분해 외에도 토양 내 유기물과 NAPL의 화학작용으

로 생물계 계면활성제(biosurfactant)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발생한 계면활성제로 인해 유화작용이 촉진되어 지하수

면을 따라 이동하거나 포화대 내에 위치했던 NAPL과 물과의

접촉면적이 넓어지면서 전기비저항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다. 이와 같이 전기비저항이 감소하는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침출수 오염

쓰레기 매립지에서 침출수의 유출, 가축 축사에서의 폐사물,

해수가 역류되어 토양 내 염분 함량이 높아지는 등의 오염이

발생한다. 유기물과 비유기물 그리고 중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침출수는 일반적인 지하수와 밀도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

하수와 동일하게 대수층으로 이동한다. 

대개 이온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비저항이 낮아지므

로 전기적 물성 분석을 통해 오염지역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충전율(chargeability)이 있을 경우 매질의 분극 현상을 발생시

켜 DC 탐사 시 과전압 현상을 야기하게 되는데, 다양한 이온

이 많이 포함된 침출수로 인해 충전율 값이 높아지기므로 충

전율 분포를 측정하는 IP 탐사에 기초하여 침출수 오염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Seigel, 1959; Johansson et al., 2007; Leroux

et al., 2010; Gazoty et al., 2012). 충전율은 매질 표면이 특정

극성으로 대전되었을 때 공극 유체에 형성되는 EDL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극 유체에 침출수로 인하여 이온이 증

가할수록 EDL의 영향이 강해져 충전율이 증가하게 된다.

침출수는 지하수에 섞여 이동하면서 이온 농도의 증가로 지

하수의 산성도가 낮아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

는 토양뿐 아니라 암석 혹은 암반까지도 이동하게 되기 때문

에 암석의 풍화작용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은 매커니즘으로 풍

화된 암석은 일반적인 풍화작용과 달리 복잡하게 변화하게 된

다. 풍화작용에 의한 암반의 특성을 찾는 방식으로 오염지를

탐사할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

함수량이 증가하면 쓰레기의 분해 속도가 증가하여 침출수

가 발생하므로 침출수 발생은 함수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Grellier et al., 2008). 따라서 침출수는 주로 우기 시 발

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폐기물 분해에 따른 수분 생성량, 폐기

물 혹은 복토의 수분 보유 능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매

립물이 분해되면서 이온이 증가하게 되어 저비저항대의 오염

영역을 형성하며 오염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 분해, 변환, 합

성 등으로 생물반응기(bioreactor)에서 생분해가 되면서 정화된

다. 침출수의 생분해 작용의 속도에 따라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는데 이 때 발생한 오염영역의 분해 속도를 조절하기

Fig. 2. (a) Distribution of NAPL and (b) changes in electric conductivity (Atekwana et al., 2001).



오염원에 따른 오염지역 물성 변화 및 물리탐사 적용 사례 소개 135

위해 물을 주입한다. 이러한 생분해 작용은 함수량(water

content)이 클수록 가속화되는데 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함

수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DC탐사를 주로

이용한다. 이 때 주입한 물의 온도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침

출수의 온도가 1oC 증가하면 전기비저항이 2 ~ 2.4 % 감소한

다(Grellier et al., 2008).

 가축 폐사물

일반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산성 이온농도의

증가로 pH가 감소하는 반면 가축 폐기물의 경우 시간에 따라

세균이 증가하여 pH가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또한 온도의 영

향으로 인해 하절기에는 온도가 상승하여 미생물의 증식이 왕

성지고, pH의 변화폭이 커지며(Kang et al., 2012) 이온의 농

도가 증가인해 전기비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앞선 쓰레기

매립지와 비슷한 양상으로 매립된 지역에 강수가 발생하는 경

우, 함수량이 증가에 따라 생물학적 분해가 활발해지기도 한다.

금속 오염

공업지역 폐기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지하수 토양

오염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립지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

의 중금속들이 침출수와 섞여 토양과 지하수로 유출되기도 한

다. 매립지에서 유출되는 금속으로는 마그네슘, 아연, 철 같은

금속 등이 있는데, 이들의 농도는 매립지의 분해 정도에 따라

종류나 농도가 달라진다. 금속은 산의 상태일 때 용해도가 높

아지는 반면, 메탄 생성 미생물상(methanogenic phase)이 되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 안정화된(stable)

매립지에서는 금속 농도는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Chu et al.,

1994). 충전율은 황화광물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금속이

황화(광)물과 결합해 있는 경우 금속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비

교적 높은 IP 반응이 나타난다(Wardlaw and Wagner, 1994).

질소 산화물(NOx) 오염

토양내의 질소 산화물 오염은 식물의 생장을 위해 살포되는

비료나 암모니아 가스 공장의 폐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질산

의 누출, 매립지의 침출수 등에 의해 발생한다(Atekwana et

al., 2006; Islami, 2017; Doherty et al., 2010; Revil et al.,

2013). 이렇게 누출된 여러 종류의 오염원은 암모니아를 포함

하고 있는데, 산소가 충분한 환경(aerobic environment)에서 호

기성균에 의하여 암모니아가 아질산이온(NO2)과 질산이온

(NO3
) 등으로 분해되고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야기시

킨다(Doherty et al., 2010). 호기성균에 의해 생성된 이온들은

토양에 이온농도를 증가시키며, 호기성균 활동의 부산물인 유

기산과 이산화탄소가 토양 수분에 용해되어 산성도(pH)를 감

소시킨다. 

특히, 농업에서 식물의 생장에 필수 원소인 질소(N)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인공 화학 질소 비료 또는 퇴비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토양 내 미생물의 영양분 및 수분이 충분하면 미생물

이 증식하여 토양의 공극을 채우고 그로 인해 토양의 알갱이

가 커진다. 또한, 토양 미생물 활동의 부산물로 유기산과 이산

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유기산과 이산화탄소가 토양 수분에 용

해되어 pH를 낮추게 된다. 따라서 토양의 산성도가 증가하고

토양 내 광물질을 용해시킨다. 이는 토양의 이온 농도를 증가

시켜 매질의 전기비저항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2.1절의 생분해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질의 전기비저항을 낮추게 된다.

물리탐사별 오염지 탐사 적용성

DC 탐사

DC 탐사는 지구물리탐사 방법 중 널리 활용되고 있는 탐사

법 중에 하나로 환경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Ahmed and Sulaiman, 2001).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오염원으

로 오염된 지역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한 침출수 유동 및 분포

를 전기비저항 탐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화 과정에서 부지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Daily and Ramirez, 1995). 부지

특성에 따라 지표 DC 탐사 혹은 시추공 사이 전기비저항 토

모그래피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DC 탐사에서는

전극 정보에 따라 2차원 및 3차원 또는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

한 4차원 시간 경과 해석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되고 있다(e.g., Goes and Meekes, 2004; Abdullahi et al.,

2011; Naudet et al., 2011; Rucker et al., 2011; Belmonte-

Jimenez et al., 2012; Gazoty et al., 2012; Jegede et al., 2012;

Saad et al., 2013; Maurya et al., 2017; Power et al., 2018).

쓰레기 매립지에서의 침출수, 탄화수소 오염원, 광산 폐기물

내 중금속에 의한 오염원과 같은 전기적 특성을 보이는 오염

원에서 전기비저항 탐사가 수행되었으며 침출수에 의한 오염

지역 해석뿐 아니라 오염원 자체의 두께나 분포에 대한 해석

에도 활용되었다(Soupious et al., 2007; Naudet et al., 2011;

Maurya et al., 2017; Power et al., 2018). 매립지 침출수 및 광

산 폐기물에 의한 오염은 각각 높은 이온 농도(Maurya et al.,

2017) 및 높은 중금속 함량에 의해(Wang et al., 2015) 낮은 전

기비저항 이상대를 보이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해석 시에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로부터 오염원에 의한 영향

을 파악할 수 있다(Addulahi et al., 2011; Maurya et al.,

2017). 그러나 지하 매질의 점토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강우

시 저비저항 이상대가 나타나는 경우 오염원 분포 해석에 신

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IP 탐사 등의 다른 탐사법과 함께

해석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높인다(Cardare and Filippo, 2009;

Jegede et al., 2012; Park et al., 2016). DC 탐사와 시간영역

IP 탐사 모두 직류 송신원을 사용하는 공통점을 활용하여 두

탐사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탐사법을 DC-IP 탐사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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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탐사

IP 탐사법은 크게 시간영역에서 충전율을 측정하는 시간영

역 IP (time domain IP; TDIP) 탐사와 진동수 영역에서 여러

진동수(103 ~ 103 Hz)에 대한 복소 전기비저항의 크기와 위

상 측정하는 광대역 유도분극(spectral IP; SIP) 탐사로 나눌 수

있다(Kim et al., 2017). IP 탐사는 DC 탐사와 같은 전극 배열

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비저항 자료에 추가적인 전기

적 물성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vil et al., 2012).

이 탐사법은 이온 농도가 높아질수록 충전율 및 IP효과가 크

게 나타나는데(Aristodemou et al., 2000; Buselli et al., 2001;

Bavusi, 2006; Martinho and Almeida et al., 2006; Johnson et

al., 2010; Gazoty et al., 2012) 이 점을 활용하여 이온 농도가

높아지는 오염지역에서 탐지 및 정화 작업의 모니터링에 활용

도가 높아지고 있다. SIP 탐사의 경우 입자의 크기, 형태, 표

면의 화학적 특성 및 공극 통로의 크기와 같은 물성에 민감하

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Binley et al., 2005a; Binley et al., 2005b; Titov et

al., 2010; Johansson et al., 2015). 침출수로 오염된 지역은 일

반적으로 낮은 전기비저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DC 탐사 자료

가 오염지역을 규명을 하는 데 많이 쓰인다. 그러나 오염물 이

외의 다른 저비저항 이상체에 의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다

소 넓은 지역에 나타나는 오염지역을 특정 짓기 어려울 수 있

다. 반면, IP 탐사는 이온 농도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에 전기

비저항에 비해 비교적 오염 범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GPR 탐사

GPR 탐사는 DC 및 EM 탐사법에 비해 비교적 높은 주파수

(> 100 MHz)을 이용하기 때문에 깊은 깊이까지 탐사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다른 탐사법보다 높은 해상도를 보이기 때문에

얕은 심도에서의 반응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전자기파의 거

동은 전파되는 매질의 전기비저항과 유전율, 투자율과 같은 물

성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물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니

터링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GPR의 경우 전기비저항이 낮

아지면 신호 감쇠가 빠르게 일어나고, 반대로 높은 경우 감쇠

가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호가 강하게 나타난다(Schneider

and Greenhouse, 1992; DeRyck et al., 1993; Benson, 1995).

또한 유전율이 높은 경우(e.g., water = 81)에는 전자기파의 속

도가 느려지는 반면, 낮은 유전율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따라

서 GPR은 시간영역 뿐만 아니라 오염지역에서 주파수 영역으

로 바꿔서도 탐사,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탐사 기술들은 탐사 심도나 민감한 물성이 다르

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한 탐사보다는 여러 탐사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각 탐사법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각 탐사법의 특징을 이용하여 더

정확하고 해상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염지역 물리탐사

유류, 침출수, 중금속 그리고 질소산화물 오염지역에서의 실

제 수행된 물리탐사 사례들을 소개하고 탐사 결과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류 오염 지역 물리탐사

NAPL오염 지역은 전기비저항 이상대의 전기비저항 특성에

의해 이상대가 확연하게 나타나며 유체의 흐름에 따라 이동

가능성 혹은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추공과 함

께 토모그래피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이 수행되었다(Goes and

Meekes, 2004; Naudet et al., 2011). 유류 오염대는 시간에 따

른 오염물질의 분해 작용으로 인해 지하의 전기적 물성 변화

가 복잡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유류가 유출된 직후 DC 탐사

결과에서는 고비저항의 이상대를 보이며, GPR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불연속적인 약한 반사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음

영대(shadow zone)라고 한다(Hamzah et al., 2009; Win et al.,

2011; Babcock and Bradford, 2013; Ch and Chandrashekhar,

2014; Johansson et al., 2015; Liu et al., 2016). IP 반응은

NAPL 오염지역에서 매질의 구성물질, 공극의 포화 상태, 유

류의 소수성 및 친수성 여부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

기 때문에, NAPL에 의해 IP 반응의 매커니즘을 특정 짓기 쉽

지 않다. 하지만 IP 반응이 오염물질이나 미생물의 활동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Schmutz et al., 2010; Revil et al., 2011;

Schmutz et al., 2012; Doetsch et al., 2015). SIP 탐사 역시

NAPL에 의한 위상 변화를 특정짓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

다(Kemna et al., 2004; Orozco et al., 2012; Castelluccio et

al., 2018). 

유류가 유출되었을 때 지하 매질의 물성이 바뀌게 되고 이

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유출된 유류를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과

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지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찾는 방식으

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탐사 사례

오염 영역을 직접적으로 탐사하는 법에는 자연 전위(self-/

spontaneous potential; SP) 탐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주로 DC 탐사와 같은 다른 물리탐사 방법과 함께 수행되어 해

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쓰인다. 자연 전위 탐사법은 인공 송

신원이 없는 탐사법으로 지하 다공질 매질 내의 유체 흐름이

나 자연 전류원의 유동에 의해 발생한다(Song and Nam,

2018). 유류 오염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 전위는 유체 유

동, 화학종 활동, 산화환원반응, 유류 유출에 의한 풍부한 유기

물질 분포에 의한 땅전지(geobatteries) 현상 등에 의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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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생 원인에 따라 특정한 자연 전위 특성을 보인다

(Atekwana and Atekwana, 2010; Giampaolo et al., 2014). 호

기성 환경인 불포화대에서 유출된 유류 물질의 수직적 유동

및 생분해가 발생한 경우, 토양의 공극 및 수리전도도 감소

(Atekwana and Atekwana, 2010; Revil et al., 2011), 토양 전

기비저항 감소(Titov et al., 2012)와 같은 변화를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동역학 결합 계수의 감소(Bolève et al., 2007;

Song and Nam, 2018)를 야기하여 양의 SP 이상 반응을 보인

다(Atekwana and Atekwana, 2010; Giampaolo et al., 2014).

또한 유기물이 풍부한 오염 구역에서 산화 환원 현상 차이로

인해 SP 양 및 음의 이상대, 즉 양극의 이상대가 동시에 나타

나는 특성도 관측 가능하다(Naudet et al., 2004; Giampaolo et

Fig. 3. (a) Geological log from cores and occurrence by chemical sample analysis, and IP image from the contaminated by Kerosene, showing

(b) real component, (c) imaginary component and (d) phase anomaly coincides with residual hydrocarbon contamination zone (Kemna et al.,

2004).

Fig. 4. (a) Blueprint of study area, (b) 2D resistivity inverted section and (c) GPR section (Wi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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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IP 역시 오염지를 직접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데 프랑스 비

행장 근처에서 등유(Kerosene)가 유출된 오염지를 찾기 위해

IP 시추공 탐사를 수행한 바 있다(Kemna et al., 2004). 전기전

도도 위상은 점토질 실트층 위에 약 1 m 두께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코어 화학 분석 시, 위상이 높게 나타난 구간과 잔

류 탄화수소 오염영역이 일치하였다. 같은 오염 지역의 상류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전기전도도에서는 오염에 의한 반응을

볼 수 없었지만 위상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2차원 DC 탐사와 GPR 탐사를 복합하여 자료 해석에 대한

확실성을 판단하기도 한다(Win et al., 2011). 전기비저항 역산

결과에서 얕은 심도에 위치한 고비저항 이상대를 찾을 수 있

는데, 250 MHz의 안테나를 사용한 GPR 탐사 결과에서도 DC

탐사 결과와 비슷한 영역에서 고비저항 이상대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지표면에서부터 심도 0.9 m 깊이

의 모래와 실트층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가 증가함을 보여 1 ~

1.5 m에 기름이 유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유류 오염지 탐사에서 가장 많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탐사

법은 DC-IP 탐사이다. 고농도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

chloroethylene/Perchloroethylene; PCE) 또는 트리클로로에틸

렌(Trichloroethylene; TCE)로 오염된 지역에서 DC-IP 탐사를

수행하고, DC-IP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추공 탐사 자

료를 이용하였다(Johansson et al., 2015). 심도가 얕아질수록

점토층이 낮은 비저항 값이 나타나고, 위상은 더 명확하게 구

별된다. 유기 물질과 점토의 차이는 정규화 위상에서 잘 보이

지만 높은 정규화 위상 값은 토탄(peat)의 유무와 관련이 있으

며 이는 시추공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중간 심도는 전반적

으로 낮은 비저항 값이 나타났으나 PCE 유출지에 높은 값의

전기비저항 값이 이상대로 나타났다. 위상과 정규화된 위상은

PCE가 존재하는 중간영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한 분해지역으로 해석하였다. 시추공과

DC-IP 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높은 비저항이 나타나는 지

역은 PCE 유출지와 관련이 있으며 위상 이상 지역은 분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였다(Fig. 5).

 간접적 탐사 사례

프랑스에서 주거지역의 지하수가 타르(DNAPL의 종류 중

하나)로 오염되었는데, DC 탐사로 유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점에 기초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다(Naudet et

al., 2011). 오염된 지역에서 지하수 흐름으로부터 타르가 주택

단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지하수와 달리 2차원 및 3차원 탐사 결과 모두

에서 20 ohm-m 이하의 낮은 전기비저항이 나타났으며 3D 역

산 결과를 통해 지하수의 흐름과 주거지 방향으로의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NAPL 오염지를 추정하기 위한 지시자로 라돈을 활용할 수

있다. 불포화대에서 NAPL은 주로 비교적 넓은 영역에 고인

웅덩이(pool) 형태나 방울진(blob) 형태로 나타나는데 라돈은

NAPL에 용해성이 매우 높다. 토양에 유출된 NAPL이 토양 입

자를 코팅하여 전기적으로 격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오염 지역에서 라돈 함유량이 감소하게 되며 IP 충전율은 낮

게 나타난다. 

이탈리아 Latium에서 등유 유출 발생 지역에서 라돈의 감소

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Castelluccio et al., 2018). IP 탐사와 지표 DC 탐사를 복합적

으로 탐사하였으며 병렬전극 시퀀스를 결합해 Syscal Pro를

사용하고 시추공 탐사로 3 m 깊이까지 수행하였다. 오염된 지

오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높은 전기비저항이 지하수 상

Fig. 5. Inverted sections black dashed line represents the border

between clay layer and the sandy till and red dashed line represent

anomaly in each figure. (a) resistivity, (b) phase angle, (c)

normalized phase angle and (d) superposed geological reference

data (a-c) at NAPL contaminated site (Johansso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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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분포함을 확인하였으며, 전기비저항 단면에서 부분적으

로 저비저항대(10 ~ 80 ohm-m)가 나타나는데 이는 강수 기간

동안 강수로 인해 자연정화가 되거나 상승수에 의해 세척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돈 함유량이 주변보다 감소한 지

역은 충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표면에서 충전율이 비교적 높

게 나온 지점에서는 NAPL 잔여물이 발견되지 않았다(Fig. 7).

Fig. 6. Electrical resistivity outline and results of (a) a 3D interpolation of 2D inverted data and (b) 3D inverted data at 20-30 m (Naudet et

al., 2011).

Fig. 7. Maps of (a) VOC, (b) concentration of NAPL, (c) radon content at NAPL contaminated zone and (d) 3D maps of resistivity and

chargeability. Higher resistivity in the western side of the investigated area and larger chargeability under a depth of 2 m are corresponds to

the soil radon-deficit segment due to the presence of residual NAPL (Castellucci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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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역산 단면 좌측에는 IP 효과가 주변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

분적으로 등유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오염지를 확인하기 위한 코어를 채취할 때 GPR 탐사 결과

를 바탕으로 샘플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지

하 가솔린 탱크에서 유출된 유류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Arizona 근처의 Tuba에서 토양과 지하수 샘플을 채취하고, 지

하수위를 측정하여 수리학적 그래디언트와 지하수의 흐름을

관측하는 것과 더불어 GPR 탐사를 실시하였다(Benson,

1993). 복합 분석하여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GPR 탐

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취된 샘플에서 비오염 지역보다 약 5

ppm이상의 벤젠, 80 ppm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 TPH)가 분석되었으며 토양에서는

170 ppm 이상의 TPH가 측정되었다. 또한 관측정을 통해 채취

한 샘플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냈다.

침출수 오염 지역 물리탐사

침출수로 오염된 지역은 일반적으로 낮은 전기비저항이 나

타나기 때문에 전기비저항 자료를 통해 오염지역을 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침출수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다른

저비저항 이상대가 나타나 자료 분석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전기비저항 이상대는 다소 넓은 지역에 나타나 침출수 오염지

Fig. 8. (a) 2D inversion of monitoring resistivity data on the same field, and (b) the resulting of 3D prospective views of recovered model

with same data for each time phases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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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특정 짓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이온 농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충전율 및 IP 효과가 크게 나는 IP

탐사를 이용하면 전기비저항에 비해 비교적 침출수 유출 범위

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DC 탐사를 단일로 사용하는 사례로는 침출수의 대수층 유

동 방지하는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거용 쓰레기 매

립지에서 장마로 인한 침출수의 유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Park et al., 2016). AGI SuperSting R8 장

비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복잡한 지형 또는 작은 지형학적

변형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dipole-dipole 배열법 적용하여 탐

사하였다. 역산은 Kim et al. (2009)의 DC 2D Pro 및 DC 3D

P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역산 결과, 2차원에서

는 지표면 부근에서 오염 지역으로 해석되는 저비저항 구역이

관찰되며 장마철에 측정된 자료의 경우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이는 이상영역이 더 넓게 관측되는데 이는 강우에 따른 침

출수 누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차원 역산 결과는 2차

원 역산 결과에서 나타났던 이상영역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이상대 영역에서 더 뚜렷한 값의 차이를 보여주며 해당 오염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2차원 역산 결과 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8). 

DC 탐사만으로 정확한 오염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덴마크 Aarhus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 지역에서 침출수

유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DC-IP 탐사가 수행되었다(Gazoty,

2012). 1차원 역산과 시추공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침출수 위

치는 3 ~ 7 m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전기비저항은 낮고 충전

율은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2차원 역산 단면에서 역시 쓰레

기 매립지 영역에서 전기비저항은 낮게 나오고 충전율 및 IP

변수(시간 상수, 진동수 지수)들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전기

비저항에 비해 IP 변수들이 좀 더 국부적으로 침출수 지역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Fig. 9). 

Soupios et al. (2007)은 DC 탐사를 통해 침출수가 발생하여

낮은 전기비저항을 띠는 폐기물층과 그 아래 기반암의 높은

비저항 사이의 경계를 이용하여 두께를 추정하고 탄성파 굴절

법 탐사를 이용하여 폐기물이 매몰된 구조를 해석하였다. 추가

로 EM 탐사를 한 결과 침출수로 인해 낮은 전기비저항 영역

이 DC 탐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Fig. 10).

멕시코의 경우 탄성파 굴절법 탐사, DC 탐사, EM 탐사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침출수의 이동 경로를 탐사하였다

(Belmonte-Jimenez et al., 2012). 탄성파 굴절법 탐사를 통해

두 층 사이의 속도를 분석하고(상부 층은 390 m/s로 속도가

낮은 퇴적층, 하부 층은 2,800 m/s로 높은 속도의 셰일층) 균

열이 일어난 셰일에서는 낮은 속도가 측정되었다. 침출수가 유

출되는 경우, 심토는 낮은 비저항 값이 나타나며 균열이 발생

한 셰일층에서는 전기비저항이 높게 나타난다. EM 탐사 결과,

10 ~ 30 ohm-m의 비저항 값을 가지는 최상부 층은 퇴적층과

점토질과 연관되어 있고, 70 ohm-m 이상의 값을 가지는 두 번

째 층은 균열이 발생한 셰일을 나타내며 10 ohm-m 이하의 비

정상적으로 높은 전도성을 가지는 마지막 층은 침출수와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1).

Fig. 9. Inverted sections of (a) resistivity, (b) chargeability and (c) obtained data with el-log drilling of resistivity (black line) and IP (grey

lines) (Gazot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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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지역 물리탐사

유출된 중금속은 토양 내 유기물과 화학적 반응하여 전기비

저항의 변화를 야기하거나 지하수를 따라 균열대로 침투한다.

전기비저항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DC 탐사는 물론 황화

광물 탐사에 많이 쓰이던 IP 탐사도 1990년대부터 금속 오염

환경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Frangos, 1994; Draskovits,

1994; Arizona et al., 1996). 황화물 함량이 충전율과 비례관계

라는 점을 이용하여 Wardlaw and Wagner (1994)은 고함량 황

화물이 포함된 암석더미(rockpile)에서 IP 탐사를 하여 광물 매

립지에서의 IP 탐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Arizona et

al.(1996)가 구리(copper) 광미장에서 쓰레기 매립지 탐사 자료

를 역산하여 분석한 결과, 광미장의 황화광물 함량이 낮을 경

우 IP 반응과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얻기 힘들 수 있다는 결론

을 지었다. 

DC 탐사에서는 건조하고 깨끗한 미사질에서는 높은 전기비

저항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전기

비저항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Wang, 2015). 폐광산에서

방출된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탐지하기 위해 시행된

Benyassine et al. (2017)가 수행한 DC 탐사 결과에서 균열대

를 따라 저비저항대 영역이 확산되는 것이 나타났다. DC 탐사

자료 해석 결과, 균열대에 따라 지표에서부터 50 m 깊이까지

오염 물질의 유동에 따른 저비저항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12).

금속의 전기비저항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GPR 탐사를 이

용해 오염지를 탐사할 수 있다. 광산으로부터 버려진 납이 도

시 도로, 학교 운동장, 정원 등을 건축하기 위해 슬래그로 사

용되어 오염이 발생하였다. 250 MHz의 주파수로 전기비저항

이 낮은 슬래그의 두께를 조사하고, 5 개의 시추공을 통해 지

하수와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결

Fig. 10. Comparison between (a) EM and (b) DC results at the same line in which shows reciprocal condition between high conductivity and

low resistivity value (blue color) due to the existence of leachate. (c) Seismic fraction and (d) DC survey results show good agreement of

subsurface structures which high resistivity resistive zone corresponds to low velocity layer and vice versa. The cause of higher velocity zone

is inferred to be caused by saturated waste layer (Soupios et al., 2007).

Fig. 11. Landfill contaminated area results from integrated

exploration (Seismic refraction, EM, DC) exploration. (a) seismic

results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existence of faults using

velocity, (b) low resistivity zone (≤ 100 ohm-m) with the fractured
shales and (c) very conductive anomaly (< 10 ohm-m) corresponds

to the leachate contamination (Belmonte-Jimenez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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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당 지역은 Vertissolo 토양으로 투과율이 낮고, 금속 점유

율이 낮아 오염지역이 많이 퍼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PR 탐사를 통해 슬래그층과 점토층을 구별하여, 슬래그가 있

는 깊이까지 시추하여 시료를 획득하였다. 시추 결과 슬래그

반응이 나타난 영역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의 위치가 GPR 결

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Lago et al., 2018; Fig. 13).

중금속 오염지는 다른 오염물에 비해 이동성이 적기 때문에

오염 지역에 대한 파악 후 정화작업 시,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물리탐사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DC 탐사와 주파수 영역 EM 탐사 그리고 GPR 탐사를 복합적

Fig. 12. (a) Tailing site contaminated by heavy metal and DC inversion results at (b) line P1 and (c) line P2, respectively (Benyassine et al.,

2017).

Fig. 13. (a) GPR section of the contaminated by Lead through slag, (b) overlapped with interpretation superimposed on (a) and (c) is

concentration of lead through the drilling result (Lago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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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여 정화작업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였다(Wang et

al., 2015). 오염지를 정화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이 지역은 얕은 깊이는 중금속 오염지로 저비저항대가

구성되며, 정화가 수행된 후에는 실트가 건조하고 깨끗해 비저

항 값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파수 영역 EM 탐사는

정화 작업 전에는 낮은 전기비저항을 보이지만 정화 작업 후

에 높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였으며 이는 DC 탐사 결과와 일

치함을 보였다. GPR 탐사는 중금속 오염도가 높으면 신호 감

쇠가 심해지므로 제거 과정 후에 탱크 바닥에 해당하는 명확

한 신호를 보였다(Fig. 14). 

질소 산화물 오염지역 물리탐사

암모니아를 포함한 토양내 오염원은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

서 호기성균에 의하여 분해가 일어나고 그 결과 매질의 전기

비저항을 낮춘다. 따라서 낮아진 전기비저항 이상대를 DC 탐

사와 주파수영역 EM 탐사, SP 탐사, IP 탐사, SIP 탐사로 연

구가 진행된 바 있다(Islami et al., 2011; Doherty et al., 2010;

Revil et al., 2013).

말레이시아의 담배 재배 농장에서 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

한 매질의 전기비저항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시간경과 DC 탐

사가 수행되었다(Islami et al., 2017).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극

Fig. 14. Results from integrated geophysical method during remedi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Taiwan; (a) pre remediation results

from DC, GPR and FDEM. Serious signal attenuation in GPR is caused by sludge and low resistivity is shown. (b) After the remediation

resistivity value has decreased and GPR signal from tank bottom is seen clearly (Wang et al., 2015).

Fig. 15. The electric resistivity survey results of the tobacco farm (Islami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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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5 m, NW-SE 측선 3개, NE-SW 측선 2개로 5개 측선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시기는 비료 살포 전을 탐사

(M1)을 기준으로 M2는 21일 후, M3는 49일 후, M4는 103일

후에 수행되었다. 먼저, M1과 M2를 비교하면 비료가 살포된

지표에 가까운 천부 영역에서 저비저항 이상대가 나타났으며,

M3에서는 저비저항 이상대가 지표로부터 점차 하부로 이동되

는 지점으로 보이는 수직방향의 저비저항 이상대가 나타났고,

M4에서는 남서(SW)방향으로의 저비저항 이상대 이동이 관찰

되었다(Fig. 1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오염원들

중 가장 빈번하게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류 오염, 침출수 유

출,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해 초점을 두어 오염원에 따른 물성의

변화 및 탐사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먼저, 유류는 다른 오염

물에 비해 누출 후 시간경과에 따른 미생물과의 반응으로 복

잡한 반응 매커니즘을 보이며, 전기적 물성변화도 크게 나타나

기 때문에 DC, IP 탐사 등을 통해 정확한 위치나 범위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침출수는 대개 낮은 전기비저항을

띠지만 우기에 따라 희석되거나, 이 우기에 의해 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누출 전 후 모니터링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중

금속 오염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DC과 EM 탐사에서 전기

비저항이 낮게 나타나는 영역을 파악하는 방법 외에도, 금속과

잘 결합하는 황화광물이 충전율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IP 탐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여

러 오염원에 의한 개략적인 물리탐사관련 물성의 변화 및 물

리탐사 적용사례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 분석에서는 특정 오염

원이나 특정 탐사법의 적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수

행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유도분극 탐사는 오염 지대에서 탐

사 적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염원 탐사 적용에 대해

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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