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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 in the undersaturated zone is defined as the uppermost layer of the water table at which the 

groundwater is unsaturated or saturated discontinuously. The properties of the unsaturated zone can 

affect the reduction of contaminants that flow from the lower part of soil to the water table. In recent, 

there have been problems in evaluating groundwater contaminations vulnerability because weighted 

value for permeability is given, regardless of anisotropy and heterogeneity in the unsaturated media. 

Geological media have various ranges of permeability. When applying the weighted value, representative 

of permeability for grain sizes standardized, to construction of contamination vulnerability, it will 

produce more exaggerated result than the case that considers unsaturated geological properties. In this 

study, we performed laboratory column tests considering two sets of the unsaturated layer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ermeability in anisotropic unsaturated zone with anisotropy. On the basis of the tests, 

average permeability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unsaturated media 

obtained from drill cores in the field. The final contamination vulnerability map constructed shows 

that the contamination vulnerability map applying the properties of geological media of the 

unsaturated zone coincides much better with the results measured in the field, compared to the case of 

contamination vulnerability considering the weighted value in the unsatur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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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불포화대 매질은 지하수면 상부층으로서 지하수에 의해 포화되어 있지 않거나 불연속적으로 포화되어 

있는 층으로 정의된다. 불포화대의 특성은 토양층 하부로부터 지하수면까지 유동하는 오염물질의 저감

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지하수오염도 평가에서는 불포화대 매질의 이방성 및 불균질성을 고려하지 않

고 투수성을 나타내는 가중치를 주는 문제점이 있다. 지질학적 매질들은 다양한 범위의 투수성을 갖는

다. 표준화된 입도를 대상으로 투수성을 나타내는 가중치로 오염취약도 작성에 적용한다면 불포화대 지

질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오염취약도보다 과대하게 작성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방성의 불균질 불

포화대의 투수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복수의 불포화층을 고려한 실내 칼럼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시추자료에서 얻어진 불포화대 매질의 특성에 의한 평균 투수계수로 환산하여 기존의 불

포화대의 가중치를 적용한 지하수오염취약도와 불포화대 매질특성을 고려한 지하수오염취약도를 비교

한 결과 불포화대 매질특성을 고려한 지하수오염취약도가 현장의 수질 측정결과와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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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지하 오염원 관리는 잠재오염원조사의 형태로 오염원의 현황파악 수준에 머물러 왔고, 조사된 잠재오염원

의 오염부하량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적 노력은 매우 미미하였다(Lee et al., 2015). 지하수 오염과 

오염원의 정량적 관리에는 대상 오염원 관리 문제에 부합하는 최선의 모형을 선정하고 최소한의 필요 모듈을 개발하여 연

계시키는 실용적 정량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지하수 오염은 지하 불포화대 매질과의 상호 작용이므로, 지하수 환경과 

지질 특성과의 오염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Kang and Park, 2010; 

Kim, 2004;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지반은 부분적으로 포화상태인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지질공학은 포화도에 따른 흙의 거동을 분석하는 관점에

서 포화토를 다루는 분야와 불포화토를 다루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불포화와 포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극수압으로 간

극수압이 음(-)이면 불포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불포화토는 음의 간극수압으로 묘사되는 흡수력(suction)의 차이에 따라

서 불포화 지반의 거동이 특성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불포화토 이론은 포화토의 이론을 바탕으로 확장되었으며, 불포화토

의 물성값을 추정하기 위한 실험 기법의 개발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포화토의 거동에 대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

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하 불포화대-포화대 모형을 검토하고 지하의 지하수유동 분석 및 유출수문 곡선 민감도 분석

을 통해 기존의 오염취약성 평가기법의 단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지하수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

는 DRASTIC(Aller et al., 1987; Barry and Wayne. 1990; Merchant, 1994;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0) 인자 중 불포화 토양에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는 토양 매질 인자를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오염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평과 결과를 일반적인 지하수오염취약도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연구지역의 

환경계획 및 지하수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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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토에서 강우에 의한 침투속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칼럼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칼럼실험장치는 인공강

우발생장치, 칼럼, 센서, 데이터 처리장치로 이루어져 있다(Fig. 1).

칼럼은 내경 20cm, 높이 20cm의 원기둥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복수의 칼럼으로 제작하여 실험의 필요에 따라 깊이

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단일 칼럼의 중앙부에는 TDR 센서와 간극수압센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개폐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총 4개의 칼럼을 이용하였는데 3개의 칼럼에는 표준사를 투입하였으며, 상부 1개

층은 인공강우로 인한 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각각의 칼럼에 TDR 센서와 간극수압계를 설치하여 표

준사의 투수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TDR센서(TDR senser, Time Domain Reflectometry sensor)

는 IMKO사의 PICO32모델을 사용하였다. 간극수압계의 경우 Sensys사의 PMSA시리즈를 이용하였다.

TDR과 간극수압계로부터 측정된 토양의 함수율과 온도 그리고 간극수압은 data logger를 통하여 10초에 1회씩 자동

으로 측정되며, 측정된 자료는 연결된 노트북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도록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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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은 기상청에서 관측한 기상자료 중 7월의 일강우량 극값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여 370mm/day로 산정하였다. 인

공적으로 발생된 강우는 칼럼을 통과하여 토출관으로 유동되는 구조로 제작되었는데 유출관에서 유입된 유량과 비등한 

유량을 일정하게 보일 때 강우로 인하여 칼럼이 포화되었다고 간주하여 강우를 종료하였다(Fig. 2). 전체 실험에서 강우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 ������������ �������
���
��

���������
���
����	����������������������������

점토광물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벤토나이트가 각각 5, 10, 20%의 비율로 표준사와 혼합된 시료를 

이용하였다. 혼합된 시료를 칼럼의 하부부터 적치하고, 상부는 표준사로 덮어 실험을 준비하였다. 사용된 표준사의 물성

치는 Table 1과 같다. 각 TDR은 Fig. 3에서와 같이 TDR-1은 표준사, TDR-2는 표준사와 벤토나이트+표준사의 경계, 

TDR-3은 표준사+벤토나이트 혼합재에 위치하여 각각의 TDR이 시료의 투수계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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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도유지가 가능한 실내에서 진행하였으며, 25°C의 온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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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analysis

Results Notes

weight of unit volume, kg/L 1.58

Density of surface dry saturated condition, g/cm3 2.59

Density of absolutely dried condition, g/cm3 2.57

Chloride content, % 0.02

pH 7.70

Grain Size
Standard (%) Results

Mesh µm

20 850 0 0

30 500 1 of less 0

50 300 95 or than 99.0

PAN 4 of less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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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은 상부의 표준사층과 하부의 표준사+벤토나이트 혼합층으로 구분하였다. 투수계수의 측정은 강우시작 후 TDR

의 변화가 최초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침투깊이는 각 TDR간의 깊이로 산정하였다. 아래 표는 각 TDR에서의 

최초변화시간과 침투거리를 고려한 단순한 속도개념의 투수계수를 산정한 식이다. 강우의 침투시간과 침투깊이는 각각

의 TDR 사이의 거리와 침투하는 시간을 이용하였다(Table 2).

이때, 

: 강우 시작시간, 


: TDR-1 최초변화 측정시간, 


: TDR-2 최초변화 측정시간, 


: TDR-3 최초변화 측정

시간, 

: 시료표면의 높이, 


: 시료표면에서 TDR-1까지의 깊이, 


: TDR-1에서 TDR-2까지의 깊이, 


: TDR-2에서 

TDR-3까지의 깊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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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Equation Note

TDR-1 















Permeability coefficient of standard sand

TDR-2 















Permeability coefficient of standard sand

TDR-3 















Permeability coefficient of standard sand+bentonite

TDR-1의 투수계수는 0.35×10-3∼5.08×10-3 cm/sec의 투수계수를 보였으며, TDR-2의 투수계수는 0.93×10-3∼

4.71×10-3 cm/sec의 투수계수를 보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주문진 표준사의 투수계수는 0.93×10-3∼5.08×10-3 cm/sec사

이의 넓은 범위의 투수계수를 보인다(Table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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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R-1 (cm/sec) TDR-2 (cm/sec)

Bentonite 5% 1.77×10-3 4.71×10-3

Bentonite 10% 5.08×10-3 4.09×10-3

Bentonite 20% 0.35×10-3 0.93×10-3

실험에서 표준사+벤토나이트 혼합재의 투수계수 또한 TDR-3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TDR-3의 투수계수 변화를 살

펴보면 벤토나이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수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는 함량의 증가에 따라 투수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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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나이트 함량 5%의 실험에서 TDR-1과 2의 함수율이 TDR-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일정하게 나타낸다

(Fig. 5). 이는 TDR-1과 2가 설치된 모래의 투수계수가 높으며, 벤토나이트 함량이 적은 혼합재에서 유동이 빠르게 일어

나 실제 TDR-1과 2의 완전한 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벤토나이트 함량 10%인 실험에서는 TDR-2가 TDR-1에 비하여 더 빠르게 포화상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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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침투 시 TDR-2의 위치와 관련하여 균일한 침투·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Fig. 6).

벤토나이트 함량 20%인 실험에서 TDR-2가 TDR-1에 비하여 더 빠르게 포화상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토나

이트 함량이 10%일 때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Fig. 7). 다만 침투시간이 벤토나이트 10% 경우에 비하여 보다 많

은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에서 100hr 전후의 결측치는 전기적인 영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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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US-1D는 불포화대 영역에서 지하수유동 모사는 일차원 리차드방정식을 기반으로 강우, 침투, 증발, 재순환, 모

세관 상승, 식물 물 흡수, 표면 물 축적, 표면 유출 및 토양 수분 저장을 고려하며, 토양특성에 따른 투수성은 Table 4와 같

다(Šimunek et al., 2005). Hydrus-1D는 1998년에 개발되어 물의 이동, 열, 복합적인 용질 등을 1차원적으로 모의하는 프

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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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Ks (cm/day) Ks (cm/sec)

Sand 2.68 712.80 8.25 × 10-3

Loamy Sand 2.28 350.20 4.05 × 10-3

Sandy Loam 1.89 106.10 1.22 × 10-3

Loam 1.56 24.96 2.88 × 10-4

Silt 1.37 6.00 6.94 × 10-5

Silt Loam 1.41 10.80 1.25 × 10-4

Sandy Clay Loam 1.48 31.44 3.63 × 10-4

Clay Loam 1.31 6.24 7.22 × 10-5

Silty Clay Loam 1.23 1.68 1.94 × 10-5

Sand Clay 1.23 2.88 3.33 × 10-5

Silty Clay 1.09 0.48 5.55 × 10-6

Clay 1.09 4.80 5.55 × 10-5

연구지역의 UG-1의 지층분포 현황은 상부로부터 자갈질 모래, 점토질 실트, 실트질 모래, 자갈질 모래, 사암으로 나타

났다. 자갈질 모래는 심도 1.8 m까지 분포하고, 점토질 모래는 6.7 m까지 분포한다. 그리고 실트질 모래는 심도 7.9 m까지 

분포하고, 자갈질 모래는 심도 9.4 m, 사암의 심도는 10 m까지 분포한다. 투수계수의 범위는 8.25×10-3∼2.88×10-4 

cm/sec의 범위로 나타났다. 투수계수는 지표면의 매질인 자갈질 모래일 경우보다는 심도 1.8 m 지점인 점토질 실트 구간

에서 투수계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도가 깊어질수록 점토질 보다는 모래양이 많아지는 구간에서 투수계

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UG-2의 지층분포 현황은 상부로부터 자갈질 모래, 실트질 모래, 점토질 모래, 사암

으로 나타났다. 자갈질 모래는 심도 3.4 m까지 분포하고, 실트질 모래는 6.0 m까지 분포한다. 사암의 심도는 75.6 m까지 

분포한다. 투수계수의 범위는 8.25×10-3∼2.88×10-4 cm/sec의 범위를 나타났다. UG-3의 지층분포 현황은 상부로부터 실

트질 모래, 자갈질 모래로 나타났다. 실트질 모래는 6.0 m까지 분포하고, 자갈질 모래는 10.0 m 분포하고, 10.5 m에서 실

트질 모래가 분포하고 있다. 투수계수의 범위는 8.25×10-3∼4.05×10-3 cm/sec의 범위를 나타났다. 지표면의 투수계수는 

4.05×10-4 cm/sec로 나타났으며, 수직 평균 투수계수는 7.00×10-4 cm/sec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투수계수는 실트질 모래

일 경우보다는 심도 6.0 m 지점인 실트질 점토 구간에서 투수계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도가 깊어질수록 

매질의 특성이 자갈질 모래로 변경되어 지표면 보다는 투수계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UG-4의 지층분포 현

황은 상부로부터 자갈질 모래, 모래질 점토, 실트질 모래, 사암으로 나타났다. 자갈질 모래는 2.50m까지 분포하고, 모래질 

점토는 4.0 m 분포하고, 4.50 m에서 실트질 모래가 분포하고 6.0 m까지 사암이 분포하고 있다. 투수계수의 범위는 

8.25×10-3∼1.22×10-3 cm/sec의 범위를 나타났다. 투수계수는 자갈질 모래일 경우보다는 심도 4.0 m 지점인 모래질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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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투수계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도가 깊어질수록 매질의 특성이 실트질 모래로 변경되어 지표면 보

다 투수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UG-5의 지층분포 현황은 상부로부터 자갈질 모래, 실트질 모래, 자갈질 모래, 

실트질 모래로 나타났다. 자갈질 모래는 1.0 m까지 분포하고, 실트질 모래는 6.0 m 분포하고, 6.8 m에서 자갈질 모래가 분포

하고 8.0 m까지 실트질 모래가 분포하고 있다. 투수계수의 범위는 8.25×10-3∼4.05×10-3 cm/sec의 범위를 나타났다. 지표면

의 투수계수는 8.25×10-3 cm/sec로 나타났으며, 수직평균투수계수는 4.57×10-3 cm/sec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UG-6에서는 실

트질 모래, 자갈질 모래 사암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면의 투수계수는 4.05×10-4 cm/sec로 나타났다(Figs. 8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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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기존의 불포화대 가중치를 적용한 DRASTIC 지수를 이용한 지하수 오염취약도로 DRASTIC 지수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취약성과 민감성을 상대 평가하는 것으로 지하수의 오염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평가방법에서 DRASTIC 지수는 75~175의 범위에 있으며, 농업지역에서 농약에 의한 오염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DRASTIC 지수는 79~204의 범위를 갖는다. DRASTIC 지수는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지하수오염가능성이 높고, 작으

면 지하수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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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매질들은 다양한 범위의 투수계수를 갖기 때문에 기존 방법에 의한 지하수오염취약성도는 불포화토대의 매질특

성 및 불균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수성을 산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인 의성지역은 퇴적암지역으로 6

개 공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추작업(Fig. 8)을 통해 전체면적에서 6개 공에 포함된 면지역을 동일한 불포화대 분포지역으

로 보고 불포화대 매질의 특성 분석 및 평균투수계수를 산정하여 기존의 등급을 적용한 오염취약도와 비교하였다. 

기존 DRASTIC 모델의 6가지 인자에 불포화대 매질특성을 고려한 인자를 추가하여 중첩 분석한 결과(Fig. 11) 연구지

역의 오염취약성 지수는 75~170의 범위를 보였다. 기존 DRASTIC 모델과는 다르게 풍천면, 단밀면 및 안사면 지역의 오

염지수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다인면 지역의 오염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되었다.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오염 가능성

을 나타내는 지역은 풍천면, 구천면, 단북면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오염지수만으로 고려한 경우 기존 지하수오염 취약도

와 달리 개선된 지하수 오염취약성도의 오염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오염지수가 낮게 나타난 부분은 Fig. 10과 

11에서와 같이 직사각형 점선 지역을 보면 기존 DRASTIC 결과에서는 오염지수가 높음(high)으로 나타나나 개선된 

DRASTIC 결과에서는 오염지수가 보통(normal)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포화대 매질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 매질 인자를 

산정함으로써 표준화된 불포화대를 대상으로 투수성을 산정한 것보다는 지역 지질특성을 반영한 복수의 불균질한 불포

화대로부터 포화대까지의 오염물질의 확산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높은 오염 가능성을 보이는 곳이 보다 정확하게 도

시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지역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오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급경

사 지역인 산지보다 완경사를 이루는 평탄부나 하천 또는 시가지 지역에서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

기존의 불포화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와 달리 불포화대 매질의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투수성을 반영한 지하수오염 취

약도를 현장 수질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불포화대 매질을 고려한 수정된 DRASTIC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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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Anion

Ion Min. Max. Ave. Med.
Std.

dev. 
Ion Min. Max. Ave. Med.

Std.

dev.  

Na 27.29 30.79 29.04 29.04 1.7 Cl 2.78 3.61 3.20 3.195 0.41

K 0.81 1.06 0.40 0.94 0.13 HCO3 143.96 174.46 159.21 159.21 15.25

Ca 46.76 216.28 105.28 52.39 78.81 SO4 20.0 55.0 29.89 25 10.73

Mg 2.96 8.45 5.71 5.71 2.75 NO3 1.96 5.35 3.66 3.66 1.70

CO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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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Anion

Ion Min. Max. Ave. Med.
Std.

dev. 
Ion Min. Max. Ave. Med.

Std.

dev. 

Na 7.73 43.24 21.07 12.24 15.78 Cl 4.56 21.40 11.64 10.29 6.78

K 1.23 1.63 1.38 1.28 0.18 HCO3 137.86 210.45 183.81 203.13 32.63

Ca 46.75 139.80 78.16 47.94 43.59 SO4 22.14 80.06 51.10 51.10 28.96

Mg 4.41 21.28 13.65 15.26 6.98 NO3 3.25 20.90 13.17 15.35 7.37

CO3 - - - - -



738 ∙ 정교철

지하수 수질조사는 연구지역을 등분포로 설정하여 현장 간이수질특정과 채취한 시료의 실내 수질분석 자료(Tables 5

와 6)를 이용하여 불포화토 매질을 고려한 DRASTIC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신뢰성을 평가해 보았다.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Fig. 12에서와 같이 붉은 점으로 점시하였다. 기존 DRASTIC 

결과에서는 관정 점시 부분이 오염지수가 매우 높음(very high) 지역에 점시되었다. 반면 개선된 DRASTIC 결과에서는 

관정 점시 부분이 오염지수가 높음(high) 지역에 점시되었다. 이 사실의 의미는 불포화대 매질특성을 고려한 개선된 지하

수오염취약도에서 오염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에 점시된 것으로 보아 관정의 오염 정도를 현실적으로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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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오염취약성 평가 방법 중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국 환경청에서 개발한 DRASTIC 모델인자 

중 불포화대 지하수유동성과 관련이 있는 토양매질 인자를 투수성 관점으로 오염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기존의 DRASTIC 모델의 토양 매질 인자가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서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다음 불포화대 매

질특성 및 불균질성을 고려한 지하수유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DRASTIC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

와 개선된 DRASTIC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 오염취약도의 변화를 비교하고 현장의 수질자료로 검증해 

보았다.

불포화대의 지질특성에 따른 투수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벤토나이트가 각각 5, 10, 20%의 비율로 표준사와 혼합된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혼합된 시료를 칼럼의 하부부터 적치하고, 상부는 표준사로 덮어 실험한 결과, 벤토나이트 함량이 

5%의 실험에서 TDR-1과 2의 함수율이 TDR-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일정하게 나타낸다. 이는 TDR-1과 2가 

설치된 모래에서 투수계수가 높으며, 벤토나이트 함량이 적은 혼합재에서 배수가 빠르게 일어나 실제 TDR-1과 2의 완전

한 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벤토나이트 함량이 10%인 실험에서는 TDR-2가 TDR-1에 비하여 더 빠르게 포화상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강우침투 시 균질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벤토나이트 함량이 20%인 실험에서 역시 TDR-2가 

TDR-1에 비하여 더 빠르게 포화상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토나이트 함량이 10%일 때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침투시간이 벤토나이트 함량 10%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복수의 

불포화대 지질 매질에 따라 투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DRASTIC에 의한 일률적인 불포화대 가중치로는 지하수오

염취약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지역에서 기존 DRASTIC 모델의 6가지의 인자 중 불포화대 매질특성에 투수성 인자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지역의 오염취약성 지수는 75~170의 범위를 보였으며, 기존의 DRASTIC 모델과는 다르게 풍천면, 단밀면 및 안사

면 지역의 오염지수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다인면 지역의 오염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되었고 현장의 지하수 수질자료

와도 잘 일치한다.

.�.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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