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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지하 전기비저항의 3차원적 분포 영상을 제공해 주므로 매우 효과적인 지반조사 방

법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붕락이 발생한 터널에 대하여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여 붕락의 원인으로 보

이는 터널 주변의 파쇄대 및 석탄층의 발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터널에 평행한 5개의 측선과, 수직

한 11개의 측선에 대하여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고, 이들 자료를 통합하여 3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역산 결

과 얻어진 3차원 역산결과와 시추 자료를 종합하여 터널 붕락의 원인으로 해석되는 단층 파쇄대 및 탄층의 3차원적 분

포 양상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붕락터널, 3차원 역산 

Abstract: Three-dimensional (3D) resistivity method is an effective tool in the engineering site survey because it can

provide a 3D resistivity distribution of the sit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faults, fractures and coal seams that

can cause the collapse of the tunnel. We carried out 2D resistivity survey along 5 parallel lines and 11 cross lines and

merged all the apparent resistivity data for 3D inversion. Finally, from the 3D resistivity image and drilling data we

presented the 3D distribution of faults, fractures and coal seams that are considered the main cause of the tunnel collapse. 

Keywords: 3D resistivity method, collapsed tunnel, 3D inversion. 

서 론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비파괴 검사법으로서 연속적인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 양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적용성이 뛰어나 지하 광물 및 지하

수 자원 탐사는 물론 지질 조사, 터널, 교량 등 대형 구조물의

건설을 위한 부지 특성 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

으며, 쓰레기 매립장 오염 조사, 폐광 지역의 광해 방지 조사

(Park et al., 2006) 등 환경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또

한 지반 침하, 터널 붕락, 사면 안정성 조사 등의 지반 안정성

평가에도 전기비저항 탐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터널 예정 선형에 대한 기본 조사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전

기비저항 탐사는 터널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공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터널 예정 선형을

따라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여 미시추 구간에 대한

암반 등급을 판정하고 취약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그러나 터널 굴착이 진행되면 기본 조사에서 발견하

지 못한 취약 구간이 발견되기도 하며, 이 경우 공기 지연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반의 변형으로 과다 변위가 발생하고 이후 붕락 사고가 일

어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붕락 사고가 발생한 터널에서 붕락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해석하였다. 해당 터널은 수차례 국부적인 터널 붕락과 과

다한 변위 발생으로 설계 이외의 보강 공법 적용과 굴착 작업

중지, 반복 등의 굴착 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밀 조사

및 계측을 통하여 터널의 붕락 및 과다 변위의 근본적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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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신속한 보강이 요구되고 있

다. 이 논문에서는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하여 붕락이 발

생한 터널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구조를 규명하고, 터널

붕락 및 과다 변위의 원인으로 해석되는 단층-파쇄대 및 탄층

대의 정밀 분포 양상을 3차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형 및 지질

조사 대상 터널 주변의 지형은 화산암류로 구성되는 동부

지역에서 비교적 험준한 산계가 발달하고 있으며, 편암류 지역

으로 지형이 약간 험한 산계를 나타내고 있다. 산계는 장평면

배동리 서남쪽에 있는 가지산에서, 용두산, 제암산을 연결하는

산계와 남단에 있는 화방산을 기점으로 그 북쪽의 병점면의

별낙산과 성자산 및 유치면 조양리 서남쪽에 있는 354 m 고

지를 연결하는 선에 평행하는 산계로 나누어진다. 이들 산계는

N30oW 방향의 산계나 NS 방향의 산계가 모두 습곡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NS 방향의 산계에 있어서는 습

곡과의 관련이 더욱 뚜렷하다. 화방산, 별락산, 성자산 일대에

발달된 중생대의 분포상태는 NS 방향의 축을 갖는 향사 구조

임을 말해 준다. 수계의 발달은 각 산계에서 수지상으로 흘러

나오는 하천 및 저수지가 발달하고 있으며, 남단에서 남서쪽으

로 흘러 남해로 유입되는 탐진강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Fig. 1은 터널 주변의 지질도를 도시한 것으로 고생대 편암

류인 설옥리층이 우세하며, 국부적으로 탄층을 함유한 명봉층

이 출현하고 있다. 설옥리층은 사질편암과 운모편암이 교호하

며, 엽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단층-

파쇄대를 통한 지하수 유입에 의하여 극심한 풍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단층-파쇄대는 본 지역의 대표적인 파괴 활동면

으로 해석된다. 한편 터널 중앙부에 분포하는 명봉층은 변성

퇴적암인 설옥리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고생대 퇴적암으로

주로 사암, 세일, 탄질세일 및 탄층이 교호하는 특성을 보인

다. 또한 시기적으로 후기에 생성된 명봉층이 설옥리층의 하

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극심한 습곡 작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명봉층에 분포하고 있는 탄층 혹은 탄질세일층

이 지하수에 포화될 경우 공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연약대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제시된 지질 단면은 지질조사, 시추조사 및 터널 굴

착 과정에서 얻어진 암상 변화 조사는 물론 다양한 물리탐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매우 복잡한 횡

와 습곡 구조를 포함하여 다수의 단층-파쇄대가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어 제시된 지질 모델은 단순화 된 것이며 이 지역

의 정밀한 모델 제시는 쉽지 않다. 

자료 획득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조사 목적 및 주변 여건에 따라 다

양한 전극 배열 및 측점간격이 적용된다. 본 조사에서는 분해

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쌍극자 배열을 사용하였으며, 터

널 심도가 깊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측점 간격은 10 m로 설

정하였다. 3차원 해석을 위하여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터

널과 평행한 5개의 가로 측선과 터널에 수직한 11개의 세로

측선을 설정하고 자료를 획득하였다. 특히 터널 주변의 상세

Fig. 1. Geologic map at a collapsed tunnel site; (a) Plan view. (b) S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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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획득을 위하여 터널 상부에 위치한 C2, C3, C4 측선

은 20 m 간격으로 조밀하게 설정하였으며, 터널에서 거리가

먼 C1 및 C5 측선은 인접 측선과의 간격을 40 m로 설정하

였다. 가로 방향 측선은 터널 시점부에서 터널 방향으로 100

m 안쪽에서 시작하여 터널 종점부에서 100 m 이전의 지점까

지로 측선의 길이는 500 m이다. 따라서 Fig. 1의 지질도와는

전기비저항 단면의 x-좌표는 100 m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세로 측선은 길이 200 m이며, 측선 간격은 모두 40 m로 설

정하였다.

자료 획득은 전기비저항 자동 측정 장치인 미국 AGI사의

Super Sting R8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전선은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중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부층의 전

기비저항이 높고, 테일러스 지형이 많아 전류 주입량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측점에 두 개의

스테인레스 전극봉을 설치하고 다량의 소금물을 주입하여 접

지 저항이 10,000 ohm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자료 획득은 쌍

극자 배열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전개수는 12를 적용하여 심부

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잡음의 억제를 위하여 순

(forward)방향과 역(reverse)방향으로 2회의 측정을 수행하였

다. 자료 처리 과정에서 상반성 시험에서 얻어진 두 개의 자료

중 반복성 오차가 작고 전류 주입량이 큰 자료를 선택하여 신

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An and Cho, 2009). 

계측 조사 결과 Fig. 2에 주어진 측선도에서 A-A' 구간은 터

널 붕락이 발생한 구간이며, B-B' 및 C-C' 구간은 과다 변위가

발생한 구간으로 조사되었다. 터널 붕락 후 붕락 구간과 근접

한 NTB-3 시추공에서 얻어진 시추 결과에서도 평균 RQD는

10%로 파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터널 붕락이

공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연약대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터널 시공 전에 굴착된 T-3 및 T-4 시추 결과에서

도 이 구간의 RQD는 30%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들 연약대는

터널 시공 과정이나 그 이후에 급속히 확대 발달된 것으로 추

정된다. 

3차원 역산

지하의 지질 구조는 3차원이므로 정밀 조사를 위해서는 3차

원 자료 획득이 요구되며, 해석 또한 3차원 해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는 2차원 탐사를 수행할 경우 지하지질과 지형을

모두 2차원으로 가정하는데서 발생되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Cho et al., 2014). 그러나 시간과 경

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특별히 정밀 조사가 요

구되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

한 의미의 3차원 조사를 위해서는 격자망으로 측점을 설정해

야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3차원 탐사는 서로 평행한 가로

측선 및 세로 측선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각 측선에서 2차원

탐사를 수행한 다음, 이들 자료를 병합하여 3차원적 자료 처

리가 이루어진다(Yi et al., 2001).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3차원 역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하를 3차원적으로 요소 분할해야 하므로 방대한 기억 용량

과 계산 시간이 소요된다. 요소의 크기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모델링의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

는 것은 물론 컴퓨터의 기억 용량 부족으로 역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요소의 크기를 너무 크게 설정하게 되면 모델

링의 정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역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모델링 및 역산 요소의 크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역산에서 모델링 요소의 크기는 측점 간격 당 4개 정도이면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2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i et al., 2001). 본

조사 자료의 역산에서는 측정 간격당 4개의 모델링 요소로 분

할하였다. 

3차원 역산은 유한 요소법(FEM)을 모델링 알고리듬으로 사

용하며,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 제한을 가한 반복

적 최소자승 역산법(Yi et al., 2001; Yi et al., 2003)을 채택한

Fig. 2. Location of survey lines and drill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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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차원 역산에서 반복계산 횟수

는 7회, 라그랑지 곱수는 0.02 ~ 1.0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요소 분할은 본 지역의 10 m 간격 격자망 지형 자료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7회의 반복계산 결과 최종 오차는 대략

16% 정도로 나타났다. 

Fig. 3(a)는 3차원 역산 결과로부터 얻어진 전기비저항 분포

를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천부에 높은 전기비저항 이

상대가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하부에 낮은 전기비저항

대가 매우 넓은 영역에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b)는 500 ohm-m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비저항을 보

이는 영역의 분포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탄층과

단층-파쇄대는 낮은 전기비저항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는 이 지역에 발달한 취약구간과 큰 관련성

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 절에서 기

술하기로 한다. 

해 석

본 지역에서 터널의 붕락이나 과다 변위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지질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단층-파쇄

대이며, 나머지 하나는 탄층 혹은 탄질세일 층이다. 이들은 기

본적으로 매우 취약한 공학적 특성을 보이며, 특히 지하수에

포화될 경우 극심한 강도 저하를 유발하게 되어 파괴 활동면

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은 주로 약선대인 단

층-파쇄대와 탄층대의 분포 양상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일

반적으로 단층-파쇄대는 신선한 암반에 비하여 점토 및 지하

수 함량이 높아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

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국내의 탄층은 대개 무연탄이여, 거의

흑연에 가까운 전기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탄층은 그 함량

이 낮다고 해도 상당히 낮은 전기비저항을 보인다. 따라서 단

층-파쇄대와 탄층대는 모두 낮은 전기비저항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물론 그 정도에 있어 단층-파쇄대보다는 탄층대의 전기

비저항이 현저히 낮다. 그러나 본 지역에 분포하는 탄층은 박

층이며 품위가 매우 낮은 탄질세일로 편암류와 호층을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탄층의 전기비저항보다는 높은 값을 보이는 것

으로 해석된다. 전기비저항 값을 시추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함탄층은 대략 10 ~ 500 ohm-m 값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운모편암은 700 ~ 2000 ohm-m, 사질편암은

1000 ~ 10,000 ohm-m, 마지막으로 규암은 수 1000 ~ 수

10,000 ohm-m로 매우 높은 전기비저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준을 지질 경계선을 구분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Fig. 4는 목포 방향 터널에 대한 전기비저항 단면도를 나타

낸 것으로 y = 110 m 지점에서의 가로 방향 단면도이다. 단면

도상에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시추공 T-4, T-6, HTB-1, NTB-

1의 주상도를 함께 도시하였다. 천부에는 높은 전기비저항대가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천부에 존재하는 다량의 각

력암으로 이루어진 붕적층과 편암류 및 규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 ~ 30 m 구간에 나타나는 천부의 높은 전

기비저항 이상대는 터널 붕락에 따른 지하수 함량이 매우 낮

은 파쇄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하부의 터널심도 주

변 지반은 전기비저항 값을 기준으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x = 0 ~ 150 m 구간에서는 수 100 ohm-m의 저

비항대가, x = 150 ~ 330 m 지점까지는 1000 ohm-m 내외의

고비저항 이상대가, 그 이후의 구간에서는 다시 수 100 ohm-

m의 저비저항 이상대가 발달하고 있다. 터널 고도(약 105 m)

Fig. 3. 3D inversion result at a collapsed tunnel site; (a) Volume-

rendered 3D resistivity distribution. (b) Iso-surface map of 500

o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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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x = 50 ~ 100 m 구간의 저비저항 이상대는 단층-파쇄대

의 영향으로 보이며, 그 하부에 나타나는 100 ohm-m 이하의

저비저항 이상대는 하부에 발달한 탄층을 함유한 명봉층의 영

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구간은 터널 상부는 다수의

단층-파쇄대가 발달해 있으며, 터널 하부는 연약한 탄층대가

분포하고 있어 터널의 붕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간인 것

으로 해석된다. 150 ~ 330 m 구간은 전기비저항이 상대적으

로 높기는 하지만, 이 구간 역시 단층-파쇄대가 발달하고 있으

며, 빈도가 낮긴 하지만 박층 형태의 탄층도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330

~ 500 m 구간은 하부에 취약한 탄층대가 비교적 두텁게 분포

하고 있으며, 터널이 탄층대를 통과하고 있어 과다 변위와 그

에 따른 붕락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해석된다. 

Fig. 5는 광양 방향 터널(y = 90 m)에 대한 전기비저항 가로

방향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목포 방향과 매우

유사한 전기비저항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취약 구간으로 해석

되는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발달하고

있다. 즉 터널의 중앙부에 나타나던 1000 ohm-m 이상의 상대

적으로 높은 전기비저항 이상대가 x = 190 ~ 270 m 구간으로

그 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3, NTB-4, NTB-

5, NHTB-2의 시추 결과로부터 탄질세일의 발달로 인하여 낮

은 전기비저항대가 확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터널 심도에서 x

= 270 ~ 370 m 구간에 나타나는 500 ohm-m 이하의 낮은 전

기비저항 이상대도 탄층 내지는 탄질세일의 영향으로 판단되

며, x = 370 ~ 420 m 구간에 나타나는 500 ~ 1000 ohm-m 정

도의 상대적 높은 전기비저항대는 탄층의 출현 빈도가 낮아지

는 구간으로 보인다. 반면 420 m 이후의 구간에 나타나는 매

우 강한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는 두터운 탄층에 의한 것으

로 NTB7의 시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광양 방

향 터널은 목포 방향 터널과 유사하게 x = 0 ~ 100 m 구간에

서는 다수의 단층-파쇄대가, x = 100 ~ 200 m, 370 ~ 420 m

및 420 ~ 500 m 구간은 탄질세일과 탄층의 발달이 우세한 것

으로 해석된다. 

Fig. 6은 터널 심도에서의 전기비저항 분포 양상을 시추 결

과와 함께 나타낸 것으로 흰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자료획득

과정에서 측점 간격이 10 m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전기

비저항 탐사의 가탐 심도를 벗어난 영역이다. 지질 조사 및 시

추 조사에서 탄층 혹은 탄질세일층으로 해석된 영역은 음영으

로 처리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 주된 관심

대상은 단층-파쇄대와 탄층의 분포 양상이다. Fig. 6에서 지질

조사에서 확인된 단층은 실선으로, 탐사 결과에서 추정된 단층

-파쇄대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이 지역의 명봉층에 함유된

탄층대는 북서(NW)방향의 경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옥리층에 발달한 단층-파쇄대는 그 주향 방향과 경사 방향

Fig. 4. Resistivity section along the tunnel to Mokpo. 

Fig. 5. Resistivity section along the tunnel to Gwa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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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탄층 방향과 평행한 단층-파

쇄대는 탄층과 마찬가지로 NW의 경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된다. 

Fig. 6은 Fig. 3(b)에 나타낸 500 ohm-m 이하의 저비저항대

분포 양상과 시추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터널

심도에서의 전기비저항 분포도에서 본 조사 영역내 명봉층에

는 3매의 큰 탄층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탄층은 거의 흑연질화되어 내우 낮은 전기비저항을 나

타내지만, 이 지역의 경우에는 탄 함량의 차이가 극심하여 함

탄층임에도 전기비저항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y = 100 m 지점을 기준으로 볼 때, x = 100 ~ 210 m,

280 ~ 360 m, 410 ~ 500 m 구간에서 탄층의 출현 빈도가 높

고, 그 탄폭도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x = 210 ~ 280 m,

360 ~ 410 m 구간에도 박층의 함탄층이 존재하지만 그 빈도

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터널 막장면에서의 암질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명봉층의 경우 단층-파쇄대는

설옥리층과 명봉층의 경계선과 거의 평행하게 발달하는 특성

을 보이며, 명봉층에 분포하는 탄층과 풍화된 편암류 경계면은

모두 파쇄가 극심한 단층 혹은 파쇄대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파쇄대를 따라 이동하는 지하수가 탄층대를 포화시켜 파

괴 활동면으로 작용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설

옥리층에는 다수의 단층-파쇄대가 발달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터널 하부에 발달한 함탄층도 지반의 자립 능력이

떨어지므로 터널의 과대 변위 및 붕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x = 0 ~ 200 m 구간은 터널 상부의

단층-파쇄대에 대한 보강은 물론 함탄층으로 해석되는 하부

낮은 전기비저항층에 대한 보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x = 410 ~ 480 m 구간은 터널 상부 및 하부에 매우 두꺼

운 탄층대가 발달하고 있고 그 경계면을 따라 단층-파쇄대가

발달하고 있어 철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만 터널의 안정성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토의

붕락이 발생한 터널에 대한 지반 안정성 정밀 조사의 일환

으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여 터널 주변의 3차원적

지질 구조를 규명하고, 터널 붕락의 주된 요인인 단층-파쇄대

및 탄층대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 현장 자료 획득은 터널

에 평행한 5개의 가로 측선(길이 500 m)과 수직한 11개의 세

로 측선(길이 200 m)에서 수행되었다. 전극배열법은 쌍극자

배열법, 측점 간격은 10 m로 설정하고, 획득된 전기비저항 탐

사 자료에 대하여 3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3차원 역산 결과에 근거하여 조사 지역 내에 발달한 단층-파

쇄대 및 탄층대의 분포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지

역의 대표적 함탄층인 명봉층에는 설옥리층과 명봉층의 지질

경계면과 평행한 3매의 탄층대가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며, 이들 탄층과 편암류의 경계면은 단층-파쇄대가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명봉층에 발달한 탄층과 단층-파쇄대는

대략 NW 방향의 경사를 보인다. 한편 200 m 이전의 구간에

나타나는 설옥리층에는 다수의 단층-파쇄대가 불규칙한 방향

으로 산재하여 발달하고 있으며, 터널 하부에는 함탄층(명봉

층)으로 해석되는 낮은 전기비저항대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터널 하부에는 연약 지반이, 상부에 극심한 단층-파쇄대가 존

재하므로 상부는 물론 하부 지반에 대한 보강도 필요한 것으

로 해석된다. 또한 x = 410 ~ 480 m 구간은 터널 상부 및 하

부에 매우 두꺼운 탄층대가 발달하고 있고, 그 경계면을 따라

단층-파쇄대가 발달하고 있어 철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만 터

널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해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선 이 지역

의 지질구조가 제시된 지질단면 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예

상된다. 또한 시추조사에서 단층-파쇄대나 탄층이 확인된 지점

에서도 전기비저항 값이 500 ohm-m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다

수 존재하며, 지질학적으로 연결된 지층이나 단층임에도 불구

Fig. 6. Resistivity distribution and interpreted geology at the tunnel depth from the 3D resistivity survey and drill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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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기비저항 영상에서는 그 연결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타 조사결과와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의

불일치는 자료에 포함된 잡음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다. 그러

나 이 지역의 경우에는 다수의 시추조사 및 터널 굴착과정에

서 막장 관찰을 통하여 상당히 정확한 지질 모델이 제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단층선이나 탄층대는 추정을 통하여

해석된 결과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시추조사 및 막장 관찰

만으로 조사 지역의 전반적인 지질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며, 전기비저항 탐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조사 방법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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