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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댐구조가 전기비저항 자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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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저수지 누수구간 탐지에 매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물리탐사법이다. 일반적으로 저수지 제

체의 마루에서 수행되는 전기비저항 탐사는 저수지가 2차원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저수지 제체에서 얻어

지는 전기비저항 탐사자료는 저수지의 3차원 지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는 3

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수지의 3차원 구조와 저수지 수위의 변화가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측선의 위치에 따른 전기비저항 탐사자료를 비교하였으며, 지형보정 기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누수구간이 존재하는 제체에 대한 3차원 모델링 자료에 대하여 2.5차원 역산을 수행하여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법을 이용한 누수구간 탐지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전기비저항 탐사, 저수지, 3차원 효과, 수위, 누수구간

Abstract: Resistivity method is a practical and effective geophysical technique to detect leakage zones in embankment

dams. Generally, resistivity survey conducted along the crest assumes that the embankment dam has a 2D structure.

However, the 3D topography of the embankment distorts significantly resistivity data measured on anywhere of the dam.

This study evaluates the influence from 3D effects created by specific dam geometry and effects of water level

fluctuations through the 3D finite element modeling technique. Also, a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locations of survey

line are carried out, and topographic correction technique is developed for the resistivity data obtained along the

embankment dam. Furthermore, using synthetic resistivity data for an embankment dam model with leakage zone,

detectability of leakage zones is estimated through 2.5D inversion.

Keywords: resistivity method, embankment dam, 3D effect, water level, leakage zone

서 론

국내에 널리 분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과반수 이상이 6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로 누수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

다(박삼규 등, 2002). 이들 노후 저수지의 제체는 안정성 확보

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삼규 등, 2005). 저수

지 제체의 안전진단을 위하여 수위, 수온, 간극수압, 변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밀계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제체의 누수

구간 탐지를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저수지 제체의 누수구간 탐지를 위해서는 전기비저항법, 자

연전위법, 지온측정법 등 다양한 물리탐사법이 적용된 바 있다

(Ogilvy et al., 1969; Butler and Llopis, 1990; Johansson,

1997; Kim et al., 2001; Salmon and Johansson, 2003; Song et

al., 2005; Cho and Yeom, 2007; Sjödahl et al., 2008; 정승환

등, 1992). 이들 물리탐사법 중 누수구간의 탐지에는 전기비저

항법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

수지 조사에 사용되는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주로 제체의 마루

부에 수행되는 2차원 탐사인 반면, 제체는 3차원 구조물이다.

또한 2차원 탐사자료의 역산에서는 주향방향으로 전기비저항

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2.5차원 모델링 및 역산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체에서 수행되는 전기비저

항 탐사의 측선방향은 제체와 평행한 종방향이며, 이에 수직한

횡방향으로 물성 및 지형적인 변화가 크므로 해석에 사용되는

2.5차원 가정에 위배된다(조인기 등, 2006). 즉 2.5차원 해석결

과는 저수지의 3차원 지형영향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왜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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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다. 이미 저수지의 3차원 지형이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

다(이명종 등, 2000; Sjödahl et al., 2002; 오석훈과 김형수,

2005; Sjödahl et al., 2006; 조인기 등, 2006) 

본 논문에서는 지형을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 모델링을

통하여 저수지의 3차원적 형상이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재분석하였다. 또한 지형영향을 보정하는 방법론

을 제시하고, 이를 이론자료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의 설계지침 및 해

석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법의 누수구간 탐지

능력을 분석하고, 그 한계 및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3차원 모델링

전기비저항법의 3차원 모델링에는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적분방정식법 등 다양한 수치 모델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유한차분법은 복잡한 지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저수지와 같은 3차원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에 적합하다. 유한요소법 이론에 관한 연구(Coggon,

1971; Pridmore et al., 1981; 박권규, 1994)는 이미 널리 알려

져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기술한다. 

3차원 매질에서 전기비저항 모델링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1)

(1)식에서 σ는 전기전도도(conductivity), φ는 전위(electri-

cal potential), δ는 Dirac delta function, I는 주입된 전류의 크

기, 는 점전원의 좌표이다. 유한요소법에서 포텐셜은

다음의 근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φi는 각 절점에서의 전위이며, Ni는 형상함수(shape

function)이다. 이때 잔여값은

 (3)

로 주어진다. 이제 가중함수 w와 잔여값의 내적 

 (4)

을 만족시키는 전위가 (1)식의 해가 된다. (4)식에 (3)식을 대

입하면 

 (5)

한편 Green의 정리를 이용하면 (5)식은 

 (6)

이 된다. 

(6)식에서 두 번째 적분항은 다음의 혼합경계조건을 이용하

여 간단하게 계산된다. 

 (7)

(7)식에서 r은 방사거리, 경계면에 수직인 벡터와 방사벡터

사이의 각도를 θ라 할 때, α = cosθ로 주어진다. 이제 (7)식

을 (6)식에 대입하면 

 (8)

유한요소법에 의하여 (8)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N = w인

Galerkin 법을 적용하면 

(i = 1, 2,... N)  (9)

이 된다. (9)식에 주어진 선형방정식을 풀면 (1)식의 해를 얻을

수 있다. 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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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ypical example of 3D FEM mesh used for 3D resistivity modeling of the embankment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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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는 물, 상류사면, 마루, 중심점토, 하류사면, 기반암 등

으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요소를 적절히 요소분할해야 효과적

으로 전기비저항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 Fig. 1은 저

수지 전기비저항 탐사 3차원 모델링에서 요소분할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요소는 각 물성경계면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

으며, 저수지 제고, 마루의 너비, 수위, 상·하류사면의 경사,

중심점토의 너비 및 경사 등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분할되도록

하였다. 또한 제체와 평행한 x−방향으로는 측점간격 당 4개의

요소로 분할하였으며, 이에 수직한 y 및 z−방향으로도 적어도

측점간격 당 4개 이상의 요소로 분할하였다. 모델링 결과는 적

분방정식법 및 기존 유한요소법 3차원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

여 1%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저수지 기본모델을 요약한 것

이다. 국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중간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를 기본모델로 가정하였으며, 최대수위는 17 m로 가정하였다.

물론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은 이들 변수와 수위 및 측점간격

을 입력변수로 설정하여, 기본 모델 이외의 일반적인 저수지

모델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3차원 지형영향

모든 저수지는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비저항 탐

사자료는 제체의 기하학적 특징 때문에 자료의 왜곡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는 저수지의 기하학적 특성에 기인한 전기비저

항 탐사자료의 왜곡만을 알아보기 위하여 저수지를 구성하는

저수지 물, 상류사면, 중심점토, 하류사면, 기반암 등 모든 요

소들의 전기비저항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3차원 모델링을 수

행하였다. Fig. 2는 단일 전류원과 쌍극자 전류원이 제체 마루

중앙에 위치할 경우 표면 및 단면에서의 전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전위는 일차전위에 대한 백분율

Table 1. Dam geometry parameters. 

Dam height 20 m

Crest width 6 m 

Upstream and Downstream slopes 0.5:1

Depth to the core top 1 m

Core width at top/bottom 1 m/4 m

Fig. 2. Distribution of total potential normalized by the primary

potential excited by a pole(a) and dipole(b) source at the center of

the crest.

Fig. 3. Purely geometrical 3D effects of the reservoir model with the increase of n-spacing and water level (h) at the five different sounding

points. (a) A reservoir model, (b) h = 17 m, (c) h = 13.5 m and (d) h = 10 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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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였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위의 왜곡은 지형변화가 심한

제체에 수직한 방향(y−방향)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하류사면

쪽에서 지형영향이 가장 크다. 절대적인 크기에서는 단극 전류

원보다 쌍극자 전류원의 경우가 지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수지 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전기비저항

탐사의 측선은 제체의 방향(x−방향)과 평행하다. 비록 x−방

향은 y−방향에 비하여 지형영향이 작은 편이지만, 왜곡의 크

기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저수지에서 수행

되는 전기비저항 탐사는 측정방향에 관계없이 지형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저수지는 수위에 따라 지형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즉 수위의 고저에 따라 지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전기비저항

탐사에 나타나는 지형영향은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측선,

즉 전류원의 위치에 따라 지형영향은 달라진다. Fig. 3은 쌍극

자 배열 수직탐사를 가정하고 저수지의 수위변화와 측선의 위

치에 따른 측정전위를 일차전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다. 이 때 쌍극자 간격은 5 m로 가정하였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선의 위치에 관계없이 저수지

수위가 낮을수록 지형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수위가 낮을

수록 지형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영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측선이 마루부(상류사면 쪽, 마루 중앙 및 하류

사면 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형영향은 수위변화

에 덜 민감하며, 측선이 상류사면에 위치할 경우 수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마루부에 측선이 위치할 경우에는

n = 1에서 2로 증가하면 지형영향이 감소하다가 n = 2 이상에

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상·하류사면 측선에서는

n = 1일 경우 가장 큰 지형영향을 보이며, n = 3 ~ 4에서 극소값

을 보이고 그 이상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

지막으로 n = 3 이상인 경우 지형영향은 수위에 관계없이 측선

이 상·하류사면에 위치할 경우가 마루부에 위치할 경우보다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Fig. 4는 수위변화에 따른 지형영향을 측선의 위치별로 정리

하여 나타낸 것이다. 측선의 위치 및 n에 관계없이 수위가 낮

을수록 지형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상류사면에 측선이 위치할 경우 수위에 따라 지형영

향이 크게 변화하며, 하류사면에 측선이 위치할 경우 n = 1일

때를 제외하면 지형영향은 수위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마루부에 위치한 측선들은 수위가 변해도 매

우 유사한 지형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형영향은 저수지의 사면의 경사, 마루부

의 너비, 높이, 수위 등에 의해 좌우된다. 물론 이러한 변수들

은 측점간격이라는 탐사변수와 관련되므로 해석을 더욱 어렵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저수지에서 얻어진 전

기비저항 탐사자료는 지형영향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왜곡

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물성

우선 저수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저수지 물, 상류사면, 중심

점토, 필터, 하류사면, 기반암 등이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지며, 그 대비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Fig. 4. The curves showing purely 3D effects with the increase of n-spacing at five different sounding points of a homogeneous reservoir

model. (a) A homogeneous reservoir model, (b) upstream slope, (c) upstream edge, (d) crest center. (e) downstream edge and (f) downstream

slop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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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저수지 구성요소의 정확한 물성을 측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저수지마다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여

기서는 국내 저수지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토사, 점토의 물성을

경험적으로 추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물의 전기비저항은 비교

적 깨끗한 담수를 가정하였다. Table 2는 모델링에 사용된 저

수지 구성요소의 물성을 정리한 것이다. 

Fig. 5는 Table 2에 주어진 물성을 사용한 3차원 모델링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n값이 작을 경우 겉보기 비저항은 측선

의 위치에 따라 근접한 구성요소의 물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반면 n이 클 경우에는 전기비저항이 낮은 물과 가까운 거

리에 위치한 측선에서의 겉보기 비저항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위가 증가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겉보기 비저항은 송수신 전극 사이의 거리만을 사용하여

계산된 값이므로 지형영향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왜곡이 나

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위가 낮을 경우 마루 중앙에서 측정

된 겉보기 비저항은 n = 1에서 거의 표토층의 전기비저항인

300 ohm-m에 근접해야 하지만 지형영향으로 인하여 그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하류사면에서 계산된 겉보기

비저항도 n = 1에서 800 ohm-m 부근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하류사면의 전기비저항 값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값이다. 특히 측선이 상류사면에 위치할 경우, 수위변화에 따

라 상당한 겉보기 비저항의 변화가 나타난다. 한 가지 다행스

러운 점은 상류사면을 제외한 나머지 측선의 위치에서는 수위

가 변화해도 전반적인 수직탐사곡선은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

인다는 점이다. 물론 그 절대적인 값은 수위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저수지에서 얻어지는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는 지형영향, 저수지 구성요소의 전기비저항, 측선의 위치,

수위에 따라 변화가 상당함을 의미한다.

지형보정

일반적으로 저수지 전기비저항 탐사는 제체에 평행한 방향,

즉 종방향 측선에 대하여 수행되며, 획득된 자료는 대개 제체

에 수직한 횡방향으로 물성과 지형변화가 없다는 2차원 구조

를 가정한 2.5차원 역산법에 의하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는 오히려 측선방향으로 2차원 구조를 보이지만

이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물성 및 지형의 변화가 매우 크다. 이

러한 가정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제체에 평행한 측선에서 수

행되는 전기비저항 탐사는 실제 누수구간 탐지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는 저수지의 구조상 겉보기 비저항이 누수구간에서

이상을 나타내며, 현장 탐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Fig. 5. A healthy reservoir model and dipole-dipole sounding curves with the increase of the water level (h) at five different sounding points

of the reservoir model. (a) A reservoir model, (b) h = 10 m, (c) h = 13.5 m, and (d) h = 17 m, respectively. 

Table 2. Electrical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Resistivity (ohm-m)

Top soil 300

Dry core 80 

Saturated core 50

Dry upstream shell 500

Saturated upstream shell 200

Downstream shell 500

Reservoir water 100 

Foundation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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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dipole-dipole sounding curves before (left) and after (right) the topographic correction at five different sounding points.

(a) Upstream slope, (b) upstream edge, (c) crest center, (d) downstream edge, and (e) downstream slop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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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론적인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역산에서 얻어진

결과는 저수지 하부의 물성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유한요소법에 근거한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자

료 역산 프로그램은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측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지형이 변

하며, 측선방향으로는 평탄하다. 따라서 2.5차원 역산을 수행

하게 되면 지형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형보정 방법을 제안한다. 지형보정법

은 이미 2.5차원 역산에 지형을 포함시키기 이전 단계에서 이

미 발표된 바 있다(Fox et al., 1980). 저수지의 경우에는 측선

에 수직한 방향으로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2차원 지

형보정과는 차이가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동일하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겉보기 비저항은 다음과 같은 일반식

으로 정의된다. 

 (11)

 

(11)식에서 ρb는 배경매질의 전기비저항, ΔVp는 전위전극

사이의 일차 전위차, ΔV는 측정 전위차이다. 저수지의 모든 구

성요소의 전기비저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측정 전위차는

 (12)

가 되며, 여기서 ΔVT는 저수지의 지형영향에 의한 전위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형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11)식에 사

용되는 일차 전위차를 (12)식으로 대체하면 된다. 즉 보정된

겉보기 비저항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3)

(13)식에서 는 지형영향만을 고려한 겉보기 비저항으로

전기비저항 로 균질한 저수지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통하

여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겉보기 비저항의 지형보정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균질한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3차원 구조의 저

수지를 가정하고 3차원 모델링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는 번거

로움이 있지만, 적어도 지형영향을 보정하면 보다 실제에 가까

운 전기비저항 분포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해석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6은 정상적인 저수지에서 지형보정 이전과 이후의 쌍극

자 배열 수직탐사 곡선을 도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형보정

이후의 겉보기 비저항 값이 이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Fig. 3의 지형효과만을 나타낸 백분율 곡선에서 이

미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적어도 가탐심

도가 낮은 n = 1일 경우 측선 부근의 참 비저항 값을 반영하는

겉보기 비저항 값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수위가 낮을 경

우 마루 중앙부나 하류사면에 위치한 측선에서는 지표면 부근

의 참 전기비저항에 근접한 겉보기 비저항 값을 보이며, 상·

하류쪽 마루부에 위치한 측선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

형보정 이전보다는 훨씬 참 비저항 값에 접근한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수위가 높은 경우 상류사면이나 상류사면쪽 마루부에

위치한 측선에서는 저비저항인 물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

다. n이 증가함에 따라 저비저항대인 물과 중심점토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겉보기 비저항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상대

적 고비저항대인 하류사면과 기반암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보정 전후의 수직탐사곡선에

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지형보정은 겉보

기 비저항 자료에서 지형영향을 어느 정도 제거함으로써 보다

저수지의 참 비저항 값에 접근한 값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2.5차원 역산에서 추정되는 전기비저항이 겉보기

비저항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지형보정은 나

름대로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누수모델

저수지의 제체는 세굴현상에 의해 차수를 담당하는 중심점

토 내의 점토입자가 하류사면 쪽으로 유동하고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 대규모 누수 및 제체의 파괴로 이어진

다. 이 경우 훼손된 중심점토의 전기비저항은 증가하고, 하류

사면은 침윤으로 인하여 전기비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증가한

중심점토의 전기비저항과 감소한 하류사면의 전기비저항은 전

기비저항 탐사자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겉보기

비저항 이상의 크기는 훼손된 중심점토와 침윤된 하류사면의

규모와, 측선으로부터 이들 이상대까지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

다. 일반적으로 누수는 중심점토를 통과하게 되면, 투수율이

높은 하류사면에서는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며, 그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류사면을 따라 일정거리를 이

동하게 되면, 그 너비는 일정값에 수렴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하류사면의 수리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예측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

급을 피한다. 따라서 훼손된 중심점토의 규모는 침윤된 하류사

면에 비하여 매우 작은 반면, 훼손된 중심점토로부터 측선까지

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누수구간의 특성으로 인하

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이용한 누수구간의 탐지는 매우 복잡하

고 어려운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위에서 가정한 누수모델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훼손된 중심점토와 침윤된 하류사면의 전기비저항의

정확한 계측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토사,

ρa = ρb

ΔV

ΔVp

---------

ΔV = ΔVp + ΔVT

ρa
c

ρa
c
 = ρb

ΔV

ΔVp ΔVT+
------------------------ = ρb

ΔV/ΔVp

ΔVp ΔVT+( )/ΔVp
----------------------------------------- = 

ρb

ρa
T

-------ρa

ρa
T

ρb

Table 2. Electrical properties of leaking zone. 

Material  Resistivity (ohm-m)

Damaged core 150

Saturated downstream shell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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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의 물성을 경험적으로 추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물의 전기

비저항은 비교적 깨끗한 담수를 가정하였다. Table 2는 누수구

간의 물성을, Table 3은 누수구간의 위치를 정리한 것이며,

Fig. 7은 누수구간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8은 건전한 저수지와 훼손된 저수지의 물성을 Table 2

와 3과 같이 가정하고 3차원 모델링과 지형보정을 통하여 얻

어진 겉보기 비저항 이론자료에 대한 2.5차원 역산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측선의 위치는 마루 중앙부로, 수위는 17 m인 경

우를 가정하였다. 2.5차원 역산은 DcPro(김정호, 2009)를 사용

하였으며, 역산 시 rms 오차는 1% 미만으로 매우 작았다. Fig.

8(a)는 정상적인 댐에 대한 전기비저항 분포단면을 나타낸 것

이다. 지형보정을 수행한 결과이므로 천부에서는 마루부 표토

층의 참 전기비저항인 300 ohm-m 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대

략 심도 10 m까지는 심도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비저항대인 물과 중심점토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10 m 이상의 심도에서는 고비저항대인 하류사

면과 기반암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전기비저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기반암인 20 m 이상의 심부에서는 700~800

ohm-m의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건전한 댐에 대한 전

기비저항 역산단면은 층서구조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결과

는 Fig. 6에 나타낸 수직탐사 곡선에서 예측할 수 있다. 

Fig. 8(b)는 측선방향 45~55 m 구간, 심도 10~15 m 구간에

중심점토가 훼손되어 누수가 일어나는 누수모델에 대한 역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Fig. 7). 건전한 댐과 동일한 방법으로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역산오차는 1% 미만으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역산 결과를 보면 건전한 저수지의 경우

Table 3. Leaking zone parameters (see also Figure 7). 

Depth to the top/bottom of damaged core 9.5/14.8 m

Damaged core width 10.0 m

Depth to the top/bottom of saturated downstream shell 18.7/20.0 m

Fig. 7. Schematic diagram of a leaking model in the embankment

dam.

Fig. 8. Inverted resistivity and normalized variation sections. The survey line along the embankment dam is located at the center of crest.

(a) Healthy dam, (b) damaged dam and (c) normalized variation expressed as the ratio of damaged and healthy dam.



3차원 댐구조가 전기비저항 자료에 미치는 영향 405

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누수구간에서 약간

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 결과만으로 누수구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Fig. 8(c)는 훼손된 저수지와 건전한 저수지의 역산결과 얻

어진 전기비저항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전기비저항이 높아진

중심점토 훼손부에 의한 이상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부에는 물로 포화되어 전기비저항이 낮아진 하류사면의 영

향으로 전기비저항이 감소한 영역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

다. 그러나 그 변화량은 훼손된 중심점토부가 약 10% 정도이

며, 포화된 하류사면부에서는 약 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는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을 수행할 경우 누수구간에 의해 발생

하는 전기비저항 변화량이 별로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잡음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이론자료에 대한 역산

결과이며, 실제 현장자료의 경우에는 잡음이 포함될 것이며,

역산오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역산오차도 최

소화해야만 누수구간을 탐지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효과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하여 건설된 저수지의 상당수는

노후화되어 누수의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정밀 안전진단과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

비저항 탐사법은 세계적으로 저수지 누수구간의 탐지에 널리

사용되는 효과적인 물리탐사법으로, 주로 제체에 평행한 방향

으로 마루부에서 수행되는 2차원 탐사이며, 이의 해석은 2차

원 지하구조를 가정한 2.5차원 역산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저수지는 기하학적으로 3차원 구조이므로, 획득된 전기

비저항 탐사자료는 지형영향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측선방향으

로 지형과 물성이 일정하다는 2차원 가정에 위배되므로 저수

지 제체에서 획득된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2.5차원 역산결과

는 측선하부의 정확한 물성분포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3차원 구조와 수위변화 등이 전기

비저항 탐사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3차원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형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보정방법을 제시

하고 그 적용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한 누

수구간의 탐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저수지의 3차원 구조에

의한 지형영향은 측선의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존재하며, 대개 겉보기 비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저수지 수위가 낮을수록 지형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전

기비저항 탐사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지형영향

은 측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측선이 마루에서 가까운 하

류사면에 위치하면, 수위에 관계없이 n = 1, 2에서 매우 큰 지

형영향이 나타나며, 상류사면에서는 수위가 낮으면 지형영향

이 커지고, 수위가 높으면 지형영향이 작아진다. 측선이 마루

부에 위치할 경우 작은 n에서는 측선이 사면에 위치하는 경

우보다 지형영향이 작지만, n이 커지면 오히려 사면의 경우보

다 더 큰 지형영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형보정법

은 균질 모델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이 요구되지만, 측정된 겉

보기 비저항 값을 참 전기비저항 값에 접근시키는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수지 제체에서 얻어지는 전기비저항

탐사자료 해석을 조금이나마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한 누수구간의 효과적인 탐지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는 누수구간에 의한 전기비

저항 이상의 크기가 작아 1회성 탐사의 역산 단면에 누수구간

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건전한 저수지와 누수가

일어나는 저수지에 대한 전기비저항 탐사 이론자료의 역산결

과 얻어진 전기비저항 비 단면(resistivity ratio section)인 Fig.

8은 누수구간 탐지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다. 물론 모니터링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탐

사자료의 정밀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역산기법의 개

발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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