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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비저항은 땅의 여러 물리적 특성 중의 하나로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비저항 검층과 실내시험 등을 통해 측

정된다. 최근에 전기비저항은 도로나 철도터널의 지보형식 설계에서 미시추구간의 암반등급을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비저항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암반등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장시험과 함께 전기

비저항과 암반분류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암석시료에 대해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일축

압축강도 등의 암석물성시험과 전기비저항 코어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로부터 획득된 전기비저항과 암석물성의 상

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비저항이 암석물성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지반조사에

비해 현저히 많은 12개의 시추공에서 전기비저항 검층을 실시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및 전기비저항 검층에 의한 전기비

저항과 RMR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전기비저항 검층은 RMR과 80% 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여 전기비저항을 이

용하여 암반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전기비저항 탐사는 RMR과 20%

내외의 낮은 상관성을 가지는데 이는 단층파쇄대와 같은 저비저항 이상대가 역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상관관계 분

석시 신선한 암반, 절리파쇄대, 단층파쇄대로 그룹을 분리하여 상관성을 분석하면 신뢰성 있는 상관식을 도출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전기비저항, 암반등급, 지반조사, 지보형식, RMR

Abstract: Electrical resistivity is one of physical property of the earth and measured by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electrical resistivity logging and laboratory test. Recently, electrical resistivity is widely used in determination of rock

quality in support pattern design of road and railway tunnel construction sites. To get more reliable rock quality data

from electrical resistivity, it needs a lot of test and study on correlation of resistivity and rock quality. Firstly, we did

rock property test in laboratory, such as P wave velocity, Young's modulu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CS) and

electrical resistivity. We correlate each test results and we found out that electrical resistivity has highly related to P

wave velocity, Young's modulus and UCS. Next, we accomplishe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in field site and carried

out electrical resistivity logging at in-situ area. We also performed rock classification, such as RQD, RMR and Q-system

and we correlate electrical resistivity to RMR data. We found out that electrical resistivity logging data are highly correlate

to RMR. Also we found out that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data are lower than electrical resistivity logging data when

there are faults or fractures. And it caus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data to lowly correlate to R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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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도로 및 철도터널 등의 설계에서 터널구간에 대한 암반등급

은 지보형식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터널구간

에서의 암반등급은 시추조사를 통해 획득된 시추코어에 대한

육안관찰 및 계측, 점하중강도 등의 암석물성시험, 시추공 영

상촬영(BIPS) 등의 원위치시험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

로 RQD, RMR 및 Q 값을 산정하여 결정된다.

한편, 미시추구간에서의 암반등급은 시추공에서의 암반등급

을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조사지역의 지질구조가 복잡하거나

시추공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암

반등급의 결정이다. 전기비저항은 탄성파속도와 함께 대표적

인 지반의 물리적인 물성으로, 시추코어에 대한 실내실험, 시

추공에서의 전기비저항 검층, 지표에서의 전기비저항 및 전자

탐사를 통해 획득된다. 특히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는 단층탐지

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탐사방법으로 터널 전구간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도로 및 철도터널의 지반조

사에서 지보형식의 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기석 등,

2000, 김정호 등, 2001).

미시추구간에서의 암반등급은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획득된 전기비저항과 RMR 등의 암반분류의 상관관계로부터

상관관계식을 산출하여 해당 구간에서의 전기비저항을 기반으

로 결정된다. 선우춘 등(2001)은 RQD, Q, RMR과 같은 암반

분류간의 상관관계와 탄성파속도와 암반분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하였으며, 박삼규 등(2003)은 탄성파속도 및 전기비

저항을 이용한 터널암반의 정량적 평가수법에 대해 고찰하였

다. 하지만, 전기비저항과 암반분류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성

이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내 및 현장시험 등을 통

해 상관성이 낮은 이유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이 RMR과 같은 암반분류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고찰과 함께, 전기

비저항 탐사가 암반분류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에 대

해 고찰하였다. 전기비저항이 RQD 및 Q와 가지는 상관성도

분석하였는데, RMR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RMR과의 상관성만 고찰하였다. 먼저, 시추코어에 대해 탄성

파속도, 탄성계수, 일축압축강도와 전기비저항 등의 물성을 측

정하여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수의

시추공에서 전기비저항 검층을 실시하여 전기비저항 검층과

RMR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획

득된 전기비저항 단면에서 시추공 위치에서의 전기비저항을

산출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가 전기비저항 검층 및 암반분류와

가지는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

으로 최종적으로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한 전기비저항이 암반

등급과 현저하게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기비저항과 암반분류

전기비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전기비저항은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에는 관계없는 물체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비례상수로서 단위는 ohm-m이다. 전

기비저항 탐사는 지반의 전기적 성질인 전기비저항 분포에 의

해 지반상황을 파악하는 탐사방법이다. Fig. 1은 토질과 암석

종류별 전기비저항 분포를 나타낸 도표이다(한국지구물리탐사

학회, 2002). 지반의 전기비저항은 암석의 종류, 공극률과 포

Table 1. The relation between rock and soil conditions and resistivity.

Conditions
Changes of rock & soil resistivity

 Remarks
Low ⇒ High

 Resistivity of groundwater and pore water Low ⇒ High  Salinity, salt water wedge

 Degree of water saturation High ⇒ Low  Groundwater

 Porosity (saturated) Large ⇒ Small

 Clay fraction Many ⇒ Few  Soil type

 Degree of weathering and alteration Strong ⇒ Slight  Strength

 Temperature High ⇒ Low  Geothermal

Fig. 1. The ranges of resistivity at various rocks and soils (KSE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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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지하수의 전기비저항, 풍화나 변질에 수반되는 점토 광

물의 함유량, 온도 등에 의해 변화한다(Table 1 참조). 일반적

으로 점토 광물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체적 함수율(포화

도 ×공극률)이 높을수록 전기비저항은 낮아진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이러한 지반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반상황을 파악

한다.

최근에는 전기비저항 값을 이용하여 암반등급을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구해진

전기비저항 값이 주변잡음, 자연전위, 지형효과, 역산시 2차원

가정 등에 의해 그 값이 왜곡되어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 다

음은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획득되는 전기비저항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오차를 정리한 것이다. 

 

① 지하매질을 2차원 구조로 가정함에 따른 오차

② 3차원적인 지형에 의한 오차

③ 역산시 지하매질을 일정 크기의 셀로 구성함에 따른 오차

④ 측정시 주변에 존재하는 전기적인 잡음에 의한 오차

⑤ 지하매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전위(SP)에 의한

오차

암반분류

암반분류는 암반의 역학적인 특성에 관한 항목이나 안정성

에 관한 요인 등에 대하여 육안관찰과 원위치시험 등에 의해

그 값을 산출하고 경험적·통계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구분

하여 평점하는 것이다. 즉 암반사면이나 터널에 있어서는 암반

분류 결과로부터 사면의 절토구배나 터널의 지보형식 등이 직

접 결정되며, 안정해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암반분류 등급

별로 설계정수를 설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반분류법은 국내외에서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으나,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Deere 등(1967)에 의해 제안된

RQD (Rock Quality Designation) 분류법, Bieniawski (1974)에

의해 제안된 RMR (Rock Mass Rating) 분류법과 Barton 등

(1974)에 의해 제안된 Q-System이 있다.

먼저, RQD는 시추조사시 회수된 시추코어 중 길이가 10 cm

이상인 코어편의 길이의 합을 시추길이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

시한 값으로서 암질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RQD = 10 cm 이상 코어의 총길이/시추길이 × 100 (%) (1)

다음으로 RMR 분류법은 일축압축강도(15점), RQD(20점),

불연속면의 간격(20점) 및 상태(30점), 지하수 상태(15점) 등

현장이나 시추자료로부터 구할 수 있는 5가지 변수에 점수를

주어 암반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RMR 분류법은 초기에는 터

널과 광산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응용을 거쳐 개념의 변

화 없이 사면 안정, 댐 기초, 경암 광산, 석탄광, 굴착난이도

(Rippability) 등에까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특

히, RMR 분류법은 각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쉬우며,

조사 암반에 대한 암반등급 뿐만 아니라 터널의 유지시간, 최

대 무지보 폭과 변형계수, 점착력, 내부마찰각 등 암반의 물리

적 성질의 값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Q-System은 RQD, 절리군의 수(Jn), 절리면의

거칠기(Jr), 절리면의 변질정도(Ja), 지하수의 상태(Jw), 응력저

감계수(SRF)와 같은 6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암반의 암질을 정

량적인 수치로 평가한 것으로 다음 식에 의해 구하게 된다.

(2)

Q 값은 각 요소의 최대 및 최소값을 조합했을 때 10−3~ 103

(0.001 ~ 1,00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며, 산출된 값을 기준으

로 9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터널의 경우 터널폭과

Q값에 따라 지보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실내시험 및 현장탐사 결과

본 조사대상 지역은 중앙선 덕소-양수간 철도터널 예정지역

으로 터널구간에서의 암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지질조

사, 시추조사, 전기비저항 탐사를 비롯한 다양한 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미시추구간의 암반등급 산정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전기비저항 값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다

수의 시추공에서 전기비저항 검층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시

추코어에 대해 암석물성시험을 실시할 때 일축압축시험 전에

전기비저항 코어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암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시험과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탐사에

서 전기비저항과 암석 및 암반물성의 상관성을 검토하고자 하

였다.

조사지역 지질

조사대상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양평군 일대로 광역적

으로 보면 한반도의 기반암체로 일컫는 경기육괴의 중앙부에

속하며, 조구조적인 규모의 대단층으로 알려져 있는 3등급의

심부 단열대인 경강단층이 통과한다. 분포암종은 시생대 −원

생대의 퇴적기원인 호상편마암(Banded Gneiss)과 이를 관입

또는 주입한 규장질편마암(Quartzofeldspathic Gneiss)과 화강

편마암(Granite Gneiss)이 기반암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 편마

암체를 부정합으로 하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분지가 소분지로

발달하고 있다. Fig. 2는 조사지역의 지질평면도로 지질계통도

함께 도시하였다. Fig. 2에서 Site A와 Site B는 전기비저항 탐

사와 전기비저항 검층이 주로 실시된 지역이며, Fig. 3은 두 지

역에 대한 확대된 지질평면도로 시추공 위치 및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도 함께 도시하였다.

Site A 지역의 8개 시추공 TB-1 ~ TB-8에서의 시추조사 결

과를 보면, 충적층은 약 1 ~ 6 m이며 TB-8에서 예외적으로 약

9.7 m의 충적층이 두껍게 발달하고 있다. 조사지역 인근의 도

Q=
RQD

Jn
------------

Jr

Ja
------

Jw

SR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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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개면에 나타나는 대규모 단층대는 주향방향이 터널예정

지역으로 연장되며 폭이 100 m 이상으로 위성사진에서도 그

존재가 뚜렷하게 인지된다. 이 단층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암은

주로 호상흑운모편마암이며 북동(N50°E ~ N70°E) 주향에 남

동으로 경사하는 단층이 우세하다. 이 단층대는 주단층과 이에

수반되는 이차적인 단층들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단층대와는

달리, 수십조의 비슷한 방향의 단층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갈라

지면서 큰 단층대를 구성하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18 km + 120 지점에서는 약 15 m 두께의 산성암맥이 나

타나는데 암맥의 좌우경계는 단층에 의하여 호상편마암과 접

촉하고 있으며 남쪽 접촉부에는 1 m 두께의 단층파쇄대(또는

각력대)가 존재한다.

Fig. 2. Geological plane map of the surveyed area.

Fig. 3. Geological plane map of the two adjacent tunnel construction sites (site A(a) and site B(b)).

Fig. 4. Geological sections and electrical resistivity sections acquired at the two adjacent tunnel construction sites (site A(a) and site B(b)) of

crystalline rock formation with fault zone. Geologic structures including fault (red line) and dyke (yellow rectangle) are marked on the images.

The proposed route of the tunnel and low resistivity anomalies are also superimposed on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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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B 지역에서는 계곡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 양측의 산사

면에 박층의 충적층이 발달하고 있다. 시추공 TB-15, TB-16,

TB-16-1에서는 엽리와 평행한 절리가 발달하거나 절리발달이

미약하다. 그러나 시추공 TB-16-2와 TB-16-3에서는 단층각력

대의 폭이 약 10 m인 단층대가 발달하고 있다. 시추공 TB-16-

2에서는 심도 40.3 ~ 49.9 m 구간이 단층대로 1 ~ 2 mm 직경의

각력과 주향이동성의 단층조선이 발달하고 있다. 시추공 TB-

16-3에서는 심도 33.05 ~ 44.20 m 구간이 단층대로 단층각력대

에는 방해석이 망상으로 충진되어 있으며, 전 심도구간에서 심

한 절리파쇄대가 발달하고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 

조사지역에 측선을 설정하여 전극간격을 10 m (Site A) 또

는 20 m (Site B)로 하는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4의 전기비저

항 단면에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터널 및 단층, 파쇄대, 시추

공 위치, 암반상태 등을 함께 나타내었으며, 지질단면도도 전

기비저항 단면 상부에 도시하였다. 또한, 터널구간에서의 전기

비저항 값에 따라 7개의 구간으로 영역을 나누어 구간별로 해

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지역은 30 m 내외의 심도에 신선한

암반상태를 보이는 기반암이 분포하며, 여러 조의 단층이 광범

위하게 발달하고 있다.

Fig. 4(a)는 Site A에 대한 탐사결과로 터널 시점부에 단층에

의한 수십 m 폭의 대규모 파쇄대가 분포하며, 전기비저항 분

포는 기반암에서는 1,000 ohm-m 이상의 값을 보이며 단층구

간에서는 500 ohm-m 이하의 낮은 값을 보인다. 이를 구간별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터널 시점부인 구간에서는 지표지질

에서 나타나는 약 100 m 폭의 단층파쇄대와 화강암질 암맥의

영향으로 500 ohm-m 이하의 매우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인

다. II, IV, VI구간에서는 1000 ohm-m 이상의 높은 전기비저

항 값을 보이며, 대체적으로 신선한 암반상태를 보인다. 터널

계곡부와 종점부 등이 위치한 III, V, VII구간에서는 500

~ 1,000 ohm-m 범위의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이는데, 이는

절리 파쇄대로 인해 전기비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III구간은 지형고도가 높음에도 단층과 암맥의 영향으로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인다.

Fig. 4(b)는 Site B에 대한 탐사결과로 계곡부에 위치하여 다

수의 단층이 터널노선과 교차하여 3개의 지역에서 1,000 ohm-

m 이하의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인다. 산마루 측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3,000 ohm-m 이상의 매우 높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이며, III, V, VII구간에서도 1,000 ~ 3,000 ohm-m 범위의 높

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여 신선한 암반이 분포할 것으로 예측

된다. 이에 반해, 계곡부에 위치한 II, IV, VI구간은 지표지질

조사에서 단층파쇄대가 발견된 구간으로 단층의 영향으로 500

ohm-m 이하의 매운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인다.

전기비저항 검층

전기비저항 검층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노말 전기비저항 검

층을 적용하였으며, 분해능이 좋은 단노말(short normal)과 투

과심도가 평균 3 ~ 4 m로 깊은 장노말(long normal) 검층 자료

를 획득하였다.

터널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에서 전기비저항 검층은 통상 터

널 당 1개소 정도만 수행되지만, 본 조사에서는 전기비저항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Site A에서 4개소(TB-1, TB-4, TB-6, TB-

Fig 5. Comprehensive column of electrical resistivity logging obtained at the borehole TB-1(a) and TB-6(b). Caliper, short and long normal

resistivity, natural gamma, density and flow rate logging data are displayed in a sequential manner. Gray ellipses and black arrows denote

anomalous region identified in caliper, resistivity and density logg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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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ite B에서 3개소(TB-15, TB-16-2, TB-17), 기타 지역에서

5개소(TB-12, TB-13, TB-18, TB-18-1, TB-20)로 총 12개의

시추공에서 전기비저항을 측정하였다. Fig. 5는 Site A의 시추

공 TB-1과 TB-6에서의 물리검층 결과로 심도, 공경검층, 전기

비저항 검층, 자연감마 검층, 밀도검층, 지하수유동 검층 결과

를 순서대로 도시한 것이다. 전기비저항 검층 결과에서 실선은

전반적인 전기비저항의 양상을 보여주는 장노말 검층 결과이

며, 점선은 국부적인 전기비저항 양상을 보여주는 단노말 검층

결과이다. TB-1에서의 전기비저항 검층 결과를 보면 장노말

검층에서는 20 ~ 23 m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1000

ohm-m 내외의 값을 가지며, 단노말 검층에서는 15.5 m와 18.3

m 구간에 파쇄대로 인한 저비저항대가 분포한다. 본 조사에서

는 터널 주변 암반의 수 m 구간에서의 전기비저항 분포가 중

요하므로 단노말 검층에 의한 전기비저항을 이용하여 암반상

태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에서도 단노말 검층

자료를 이용하였다.

암석물성 및 전기비저항 코어시험

본 조사지역 암석의 전기비저항이 탄성파속도와 같은 물리

적 특성이나 일축압축강도와 같은 역학적 특성과 가지는 상관

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에서 회수된 코어를 성형하여

암석물성 및 전기비저항 코어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수

십 cm 크기의 암석물성과 수 m 크기의 암반물성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찰하기 위하여 시추코어에 대한 암반분류를

통해 산출된 해당 심도구간의 RMR 값과의 상관성도 고찰하

였다. Table 2는 Site A에서의 시험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탄성

계수는 일축압축시험에서 응력과 변형률로부터 산출하였으며,

RMR 값은 암반등급과 무관한 터널선형과 절리방향과의 관계

가 반영되지 않은 기본 RMR 값이다.

암석코어에 대한 전기비저항의 측정 원리와 영향요소에 대

해서는 김영화, 최예권(1999)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많은 현장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ABEM

Terrameter SAS 4000을 사용하여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측정하였다. 사용되는 코어 시험편은 물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

이며, 전류 및 전위전극은 제작된 구리판으로써 코어 시험편

표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두 개의 구리판에 코어 시험

편을 접지시킨다. 장비에서 최초 10 mA의 전류를 흘려주며,

차례로 5 mA, 2 mA, 1 mA의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코어 시험

편에 대한 전기저항 값을 측정한다. 측정된 전기저항 값을 (3)

식에 적용하여 최종적인 전기비저항 값을 획득하였다.

(3)

여기서 R은 전기저항(ohm), L은 시추코어 길이(m), A는 시추

코어 단면적(m2)이며, ρ는 전기비저항(ohm-m)이다.

상관관계 분석

시추조사에서 회수된 시추코어를 이용하여 수십 cm 크기의

암석상태에서 전기비저항이 탄성파속도, 일축압축강도 등의

암석물성과 가지는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비저

항을 이용한 미시추구간 암반등급 산정의 타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비저항 검층 및 암반분류를

실시하여 수 m 내외의 암반에서의 전기비저항과 암반물성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암석에서의 전기비저항과 암석물성의 상관관계

코어시험에 의한 전기비저항이 암석물성시험을 통해 산출된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일축압축강도와 같은 암석물성과 가지

는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Fig. 6은 전기비저항과 암석물성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원(●)은 Site A, 마름모(◇)는 Site

B에서의 결과이다. Fig. 6을 보면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일축

압축강도는 낮은 값에서 높은 값까지 골고루 분포하며 전기비

저항과 45° 경사의 직선에 가까운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 반면,

전기비저항과 RMR의 상관성을 보면, 전기비저항이 낮은 값

에서 높은 값까지 골고루 분포하는데 반해 RMR은 30 ~ 90 범

R=ρ
L

A
---

Table 2. Laboratory rock property test results for core specimens at

Site A.

Hole
No.

Depth
Electrical
resistivity

P-wave
velocity

Young's
modulus

UCS

RMR

(m) (ohm-m) (m/sec)
(× 105 

kgf/cm2)
(kgf/cm2)

TB-1

5.8-5.9  817 1387 3.80 1275 49

9.0-9.2  364 1407 1.04  469 53

13.4-13.6 1245 3559 5.12 1633 66

17.8-18.0 1596 2937 5.54  986 66

20.3-20.6 1041 4906 6.38 1779 73

22.7-22.9 2180 4731 6.43 2595 73

27.8-28.0 1873 4939 7.54 1585 54

TB-4
14.0-14.1  788 3542 5.99 2103 59

20.4-20.5  165 − 1.60  174 66

TB-6

3.0-3.2  155 − 0.27  83 48

10.2-10.4  246 4750 4.29  675 52

13.7-13.9 1170 5300 6.20 3232 72

21.0-21.2  933 4995 6.30 1720 63

24.5-24.8  865 4891 6.93 2347 66

28.1-28.3  787 4458 4.00 1564 55

32.2-32.4 1323 4627 6.36 1514 65

34.8-35.0 1596 4447 5.87 2682 62

TB-7

10.8-11.0  162  700 0.62  155 46

14.7-14.9  464 3474 0.96  243 46

21.6-21.7  20 − 1.95  51 44

TB-8

7.5-7.7  317 1194 0.79  353 32

14.2-14.3  124  811 0.24  191 44

17.2-17.3  618 4458 2.42  757 35

22.7-22.8  401 1391 2.13  79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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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만 분포하여 수직에 가까운 직선의 상관성을 보여 상관성

이 떨어지고 있다. Fig. 6에서 전기비저항은 로그 스케일로 도

시하였으며, 암석물성은 모두 선형 스케일로 도시하였다. 전기

비저항(ρ)과 탄성파속도(Vp)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Meju (2003)는 지표에서 획득된 전기비저항 탐사와 탄성

파 탐사 자료에 대해 Log10ρ = mLog10Vp+ c의 상관식을 사용

하였으며, 황세호(2001)는 음파검층과 전기비저항 검층 자료

로부터 ρ = exp(0.981 × Vp) × 33.463의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전기비저항과 암석물성의 상관성을 고찰할 때 암석물

성에 로그를 취하는 사례도 있고 취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에 대해서는 로그를 취하였으며,

암석물성에 대해서는 로그를 취한 경우와 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각각 상관성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정리

하였다. Table 3을 보면 암석물성에 로그를 취한 경우와 취하

지 않는 경우에 대해 상관계수는 큰 차이가 없다.

Table 3의 상관계수를 보면 암석시료의 전기비저항은 Site B

에서 일축압축강도와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암

석물성과 50 ~ 80%의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일축압축

강도 < 탄성파속도 < 탄성계수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다. 이에 반해, RMR과는 10 ~ 35%의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코어시험이 10 cm 내외의 암석에 대한 물성인데 반

해 RMR은 3 m 내외의 암반에 대한 물성으로 시추코어에는

없는 절리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암반에서의 전기비저항과 암반분류의 상관관계

전기비저항에 의한 미시추구간 암반등급 결정의 타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및 전기비저항 검층에 의한

전기비저항이 RMR과 같은 암반분류와 가지는 상관성을 고찰

하였다.

 Fig. 7은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한 전기비저항과 RMR의 상

관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상관계수가 Site A와 Site B에서 각

각 12%와 25%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전기비저항에서 산

Fig. 6. Correlation between electrical resistivity and P-wave velocity (a), elastic modulus (b),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c) and RMR (d).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lectrical resistivity and

rock properties for core specimens.

구 분

Correlation function

Ln(ρ) = A × X + B Ln(ρ) = A × Ln(X) + B

Site A Site B Site A Site B

P-wave velocity 46% 52% 54% 52%

Young's modulus 75% 62% 75% 70%

UCS 70% 14% 79% 20%

RMR 34% 11% 3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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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암반등급과 시추코어에 대한 암반분류로부터 산출된 암

반등급을 비교하면 동일한 위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터널 지보형식 설계시 전기비저항으로부터 미시추구간의

암반등급을 산정하지만 그 신뢰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

추조사와 지표지질조사 자료만으로는 미시추구간의 암반상태

를 예측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 여전히 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암반상태를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비저항의

낮은 상관관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굴절법 탄성파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미시추구간의 암반등급을 수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하지만, 굴절법 탄성파탐사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해머 또는 소량의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므로 50 m 이상 심도

에 위치하는 터널 예정구간의 암반물성을 구하는데는 많은 어

려움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이 실제로 암반분류와 상관

성이 낮은지 고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터널설계 지반조사에

비해 현저히 많은 12개의 시추공에서 전기비저항 검층을 실시

하여 암반분류와의 상관성을 고찰하였으며, Fig. 8에 그 결과

를 도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에서는 국부적인 이상치

가 정상적인 값보다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관관계 고찰시 전

체적인 자료로부터 크게 벗어난 이상치는 배제하였다. Fig. 8

에서 내부가 채워진 원(●)과 마름모(◆)는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자료이며, 내부가 빈 원(○)과 마름모(◇)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외된 자료이다. 전기비저항 검층과 RMR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관계수가 Site A와 Site B에서

각각 83%와 86%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전기비저항

이 기본적으로 암반분류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전기비저항

을 이용하여 암반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조사지역은 호상흑운모편마암과

화강편마암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암종

이 전기비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작다.

Fig. 9는 전기비저항 탐사와 전기비저항 검층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30% 미만의 낮은 상관계수를 보

이고 있다. 이는 Fig. 8에 나타낸 전기비저항 검층에서 얻어진

전기비저항과 암반분류의 상관계수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나는 것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전

기비저항 탐사와 검층에서 얻어진 전기비저항 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Fig. 9를 보면 상관관

계를 3개의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다. Fig. 4에 나타낸 전기비

저항 탐사 결과 중 검층자료가 획득된 시추공 주변의 전기비

Fig. 7. Correlation between RMR and electrical resistivity obtained by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t site A (a) and site B (b).

Fig. 8. Correlation between RMR and electrical resistivity obtained by electrical resistivity logging at site A (a) and site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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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분포를 살펴보면, 전기비저항이 높은 그룹은 비교적 신선

한 암반이 분포하는 지역, 중간인 그룹은 주위에 절리에 의한

파쇄대가 분포하는 지역, 낮은 그룹은 단층파쇄대가 광범위하

게 발달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Fig. 9에서 붉은 원(●)은

신선한 암반(Fresh rock), 파란 마름모(◆)는 절리파쇄대

(Fractured rock), 검은 삼각형(▲)은 단층파쇄대(Fault rock)를

나타낸다. 본 조사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한 전기비저항

분포에서 1,000 ohm-m 이상은 신선한 암반, 500 ~ 1,000 ohm-

m 범위는 절리파쇄대, 500 ohm-m 이하는 단층파쇄대로 구분

하였으며, 시추 위치에서의 전기비저항을 기준으로 각 시추공

에서의 자료를 3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Site A에서는 신

선한 암반은 시추공 TB-6, 절리파쇄대는 TB-2, 3, 5, 6, 8, 단

층파쇄대는 TB-1과 TB-4로 분류하였으며, Site B에서는 신선

한 암반은 TB-18과 TB-18-1, 절리파쇄대는 TB-15, 16, 16-1,

16-2, 17, 19, 20, 21, 단층파쇄대는 TB-16-3으로 분류하였다.

Fig. 9(b)를 보면 단층파쇄대(▲)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Site B에서 단층파쇄대에 위치하는 시추공은 TB-16-3

하나뿐인데(Fig. 4 참조), 전기비저항 검층은 TB-15, TB-16-2

와 TB-17에서 실시하여 단층파쇄대 구간에서 획득된 전기비

저항 검층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Fig. 9에서 전기비저항 탐사

와 전기비저항 검층의 상관계수는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기

전에는 Site A와 Site B에서 각각 8%와 35%로 전기비저항 탐

사와 RMR의 상관관계에서처럼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면 Site A에서는 자료수가 적지만

신선한 암반과 절리파쇄대의 상관계수가 90% 이상이며, Site

B에서는 신선한 암반이 82%, 절리파쇄대가 76%로 전기비저

항 검층과 RMR의 상관관계에서처럼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전기비저항이 기본적으로

RMR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지만,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역

산시 절리파쇄대나 단층파쇄대와 같은 주변 저비저항 이상대

의 영향으로 전기비저항이 낮아져서 상관성이 떨어진다. Fig.

9에서 전기비저항 탐사와 전기비저항 검층에 의한 전기비저항

Fig. 9. Correlation between electrical resistivity obtained by electrical resistivity logging and electrical resistivity obtained by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t site A (a) and site B (b).

Fig. 10. Correlation between RMR and electrical resistivity obtained by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t site A (a) and site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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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신선한 암반에서는 거의 일대일로 비슷한 값을 보이는데

반해, 절리파쇄대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한 전기비저항

값이 1/2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Fig. 7의 전기비저항 탐사와

RMR의 상관관계를 3가지의 암반상태로 구분하여 다시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10은 그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Fig. 7

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관성이 그룹별로 나타난다. 각 그룹별로

상관계수는 Site A의 신선한 암반이 74%, 절리파쇄대가 68%

이며, Site B의 신선한 암반이 84%, 절리파쇄대가 66%로 상

관관계가 그룹별 상관관계 분석 전의 12%와 25%에 비해 현

저히 향상되었다. 따라서 전기비저항을 이용하여 미시추구간

의 암반등급을 산정할 때에는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없이 하나

의 상관식 만을 이용하면 많은 시추공에서 RMR과 상당한 차

이를 가지는 암반등급을 보여주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신선

한 암반과 절리파쇄대를 구분하여 상관식을 이용하면 RMR과

매우 유사한 암반등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비저항 검층은 시추공 주변의 좁은 영역의 전기비저항

분포에 의해 전기비저항이 결정되므로 시추결과나 시추조사에

서 얻어진 코어시료의 계측 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한

편, 지표에서 얻어지는 전기비저항 탐사는 측선 상에서 자료가

얻어지며, 주로 2차원 가정을 통한 해석이 수행된다. 전기비저

항 탐사에서 획득된 전기비저항 분포는 측선 하부뿐만 아니라

측선 주변의 3차원적인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전기비저항 값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투과심도가 수 m 이내인 전기비저항

검층은 특정 단층대 위치에서만 매우 큰 저비저항 이상대가

나타나는데 반해, 전기비저항 탐사는 단층대 주변에서 저비저

항대가 폭넓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전기비저항 탐사가 단층파

쇄대에서 암반분류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역으로 절리

파쇄대나 터널 설계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단층파쇄대를 효

과적으로 인지한다. 만약 전기비저항 탐사를 3차원 탐사로 수

행한다면 상관관계 분석 시 지표탐사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터널 지보형식 설계시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획득되는 전기비저항 분포로부터 미시추구간의 암반등급을 산

정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지반조사

보다 많은 12개의 시추공에서 전기비저항 검층을 실시하여 전

기비저항과 RMR과 같은 암반분류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변 지질이나 역산에 의한 영향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상관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암석시료를 성형하여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일축압축강도 등의 암석물성시험과 전기비저항 코

어시험을 수행하였다.

시추코어에서 측정된 전기비저항과 암석물성의 상관성을 분

석한 결과, 암석시료의 전기비저항은 Site B의 일축압축강도를

제외하면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일축압축강도와 50 ~ 80%의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전기비저항이

RMR과는 10 ~ 35%의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데, 이는 코어시

험이 10 cm 내외의 암석에 대한 물성인데 반해 RMR은 3 m

내외의 암반에 대한 물성으로 시추코어에는 없는 절리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암석과 암반의 물성을 직접적으로 비

교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미시추구간 암반등급 산정의 타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조사지역의 12개 시추공에서 실시된 전기비

저항 검층, 전기비저항 탐사 그리고 RMR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RMR과 Site A와 Site B에서 각각

12%와 25%의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데 반해, 전기비저항

검층은 RMR과 83%와 86%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따

라서 전기비저항이 기본적으로 암반분류와 높은 상관성을 가

지며 전기비저항을 이용하여 암반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과

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와 전기비저항 검층이 RMR과 현저히 다른

상관성을 가지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와

전기비저항 검층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가

신선한 암반, 절리파쇄대, 단층파쇄대에서 3개의 그룹으로 분

리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기비저항 탐사와 전기비저항 검

층에 의한 전기비저항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기 전에는 8%

와 35%의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데 반해, 3개의 그룹으

로 구분하면 Site A에서는 90% 이상, Site B의 신선한 암반은

82%, 절리파쇄대는 76%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전기비저항 탐사와 RMR의 상관성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

면 Site A의 신선한 암반이 74%, 절리파쇄대가 68%, Site B

의 신선한 암반이 84%, 절리파쇄대가 66%로 매우 높은 상관

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한 전기비저항

이 전기비저항 검층이나 RMR과 3개의 그룹으로 분리되는 이

유는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역산시 단층파쇄대와 같은 주변

저비저항 이상대의 영향으로 전기비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상관성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전기비저항을 바탕으로 암반등급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하나의 직선만으로 전기비저항과 RMR

의 상관성을 고찰하지 말고, 상관관계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통해 2 ~ 3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암반등급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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