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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탐지를 위해 변형된 배열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였다. 전극을 수면

에 설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새로운 전기비저항 탐사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선형 전류 송

신원을 전류전극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위차를 얻는 방법에 따라 변형된 3가지 전극 배열을 제안하였고, 동일열

전위 배열(direct potential array), 평행열 전위 배열(parallel potential array), 횡단 전위 배열(cross potential array)로 명명

하였다. 변형된 전기비저항 탐사법을 수치해석, 실내 모형실험, 현장탐사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수변 콘

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탐지 기술로서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비교 분석 결과 동일열 전위 배열, 평행열 전위 배열, 횡단

전위 배열 모두 누수가 일어날 때, 누수지점에서 뚜렷한 전위차의 변화 양상을 보여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탐지

에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변형된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 탐지

Abstract: A modifie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has been suggested and applied to a leakage detection problem of

concrete barrage. We suggest the modified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s using electrodes floating on the water and apply

line current sources instead of conventional point current sources in order to facilitate simple analysis. In addition, the

study introduced the following three variations of modified electrode array: Direct potential array, Parallel potential array

and Cross potential array. These arrays were tested and investigated through numerical experiment, physical model

experiment and geophysical field exploration in order to verify their applicability to the water leakage detection of a

concrete barrage. When water leakage occurred, all kind of array operations demonstrated distinct changes of aspects of

potential difference in graphs obtained by not only the numerical and physical model experiments but also geophysical

field exploration. Therefore, this modified electrode arrays of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which has been adapted to the

concrete barrage, has been found to be a useful method to detect water leakage.

Keywords: modifie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concrete barrage, leakage detection

서 론

수변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누수 탐지

를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므로 누수탐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Oh et al. (2004)은 필댐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기비저항 탐사와 SPT자료를 복합 해석하는 연구를 하

였으며, Ahn (2010)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으로 필댐의 누수

및 파이핑을 예측하였다. 이외에도 전기비저항 탐사를 이용하

여 수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Chung et al., 1992; Yi et al., 2000; Yoo et al., 2014). 또한

방조제의 누수 탐지를 위해서는 자연전위 탐사가 많이 시도되

었다(Won et al., 1999; Song et al., 2000; Yong et al., 2013).

기존의 누수탐지 기술 연구는 그 대상이 흙이 주재료인 필댐,

방조제 또는 소규모 저수지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수변구조물 이외에도 콘크리트가 주재료인 콘크리트

댐이나 콘크리트 보 역시 존재하며,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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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수 탐지 기술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직관적인 누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비저항 탐사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콘크리트의 특성상 전기비저항 탐사를 위한 전극 설치 시,

제체에 물리적인 영향을 가하지 않고는 탐사를 수행하기 어렵

다. 하지만 제체에 물리적 영향을 가하는 것은 제체에 또 다른

결함을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댐 및 제방을 대상으로 수행

된 기존의 전기비저항 탐사와 달리, 전류 및 전위 전극을 수면

에 설치함으로써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탐사법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형된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누수 위치

탐지 해석 방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점 전류 송신원(point

source)이 아닌, 선형 전류 송신원(line source)을 전류 전극으

로 이용하였으며, 전위 전극 배열 또한 전위차를 재는 전극의

위치에 따라 3가지의 새로운 전극 배열(동일열 전위 배열, 평

행열 전위 배열, 횡단 전위 배열)을 시도하였다. 이 배열들을

수치모델링, 실내 수조실험 및 현장탐사에 적용하였고, 그 결

과로 얻은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변형된 전극 배열의

누수 위치 탐지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변형된 전극 배열

필댐 및 저수지의 누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기존에 수행되

고 있던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제체 내부에 누수로 인해 발생

되는 저비저항대를 찾을 목적으로 보통 댐 마루부에서 한 측

선 또는 두 측선을 적용하여 쌍극자 배열로 2차원 단면을 얻

어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탐사 대상인 수변 콘크

리트 구조물은 축조 재료가 콘크리트라는 특수함을 지니고 있

으므로 기존의 전기비저항 탐사법을 적용할 시 전극설치가 어

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을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보에 전극을 설치하는 대신 수면에 전극을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전류원 또한 2차원으로 해석하기 쉽도

록 점 전류 송신원이 아닌 선형 전류 송신원을 사용하였다. 전

극 배열 역시, 새로운 변형된 전극 배열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

은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에서는 변형된 전극배열로 누수지점을 파악하는 원리

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 보에 결함이 없다면 등

전위선이 Fig. 1a와 같이 선형 전류 송신원과 평행하게 나타난

다. 하지만, 콘크리트 보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면 등전위

선이 Fig. 1b와 같이 누수가 일어나는 위치를 중심으로 휘어지

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보 주변의 임의의 두 지점에서의 전

위차는 누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값을 갖게 되며, 탐사

시 정해진 지점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누수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위차를 갖는 3가지 유형을 3가

지 배열로 제시하였으며 각각 동일열 전위 배열, 평행열 전위

배열, 횡단 전위 배열 이라고 명명하였다.

변형된 전극 배열의 기본 설치 형태는 Fig. 2와 같다. 제체

의 상류에 +극 선형 전류 송신원, 하류에 −극 선형 전류 송

신원을 설치하고, 제체와 상류 및 하류 선형 전류 송신원 사이

에 전위 전극을 설치한다.

동일열 전위 배열

동일열 전위 배열은 상류와 하류에 설치된 각 전위전극들

중 동일 열의 바로 옆에 있는 전위전극끼리의 전위차를 측정

하여 제체의 누수 위치를 탐지하는 방법이다(Fig. 3a).

제체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동일열 전위 배열로 전위

차를 측정할 경우 이론적으로 선형 전류 송신원으로부터 흐르

는 전류는 제체에 평행한 등전위선을 갖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전위전극 사이의 전위차는 ‘0’이다. 하지만 제체의 임의

의 지점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면, 전류가 누수를 따라 집

중되면서 누수가 일어나는 위치에 근접한 전위전극들은 극성

Fig. 1. Deformation of equipotential lines due to the defect of

concrete barrage: (a) without and (b) with leakage zone.

Fig. 2. Configuration of the current sources and potential electrodes

for detection of leakage of a concrete barrage in this study: (a) a

floor plan and (b) a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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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전된 형태의 전위차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누수 부근을 중심으로 전류밀도가 증가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좌우의 전위차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수치모델 결과를 통해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

다. 따라서 측정된 전위차 값이 ‘0’으로 일정한 값을 갖다가 갑

자기 ‘0’이 아닌 전위차를 갖는 전위전극 근방에서 누수가 일

어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다.

평행열 전위 배열

평행열 전위 배열은 하류에만 2열의 전위전극을 설치하여

각 열의 동일 행 전위전극 간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누수 위치

를 탐지하는 방법이다(Fig. 3b).

제체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평행열 전위 배열로 전위

차를 측정할 경우 이론적으로 계산된 모든 전위차는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제체의 임의의 지점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면,

누수를 따라 전류가 이동하게 되어, 누수가 일어난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상대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이로 인해

누수 부근 지역에서 전위차가 감소하는 양상이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전위차에 변동이 일어나면 이 변동을 감지하여 누

수가 일어나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

횡단 전위 배열

횡단 전위 배열은 상류에 1열, 하류에 1열의 전위전극을 설

치하고, 상류의 전위전극에서 제체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하류

에 있는 동일 행 전위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함으로써 제

체의 누수 위치를 탐지하는 배열방법 이다(Fig. 3c).

제체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횡단 전위 배열로 전위차

를 측정할 경우 평행열 전위 배열과 같이 계산된 모든 전위차

는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제체의 임의의 지점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면, 동일한 값의 전위차 가운데 특이 값

을 갖는 전위차의 변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 변동 위치를 찾아

냄으로서 누수가 일어나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

적 용

앞에서 설명한 변형된 전극배열 방법들의 누수 탐지에 대한

적용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치모델링, 모형실험, 현

장탐사를 실시하였다. 수치모델링에서는 누수구역의 유무에

따른 등전위선 분포와, 누수가 일어날 시 변형된 전극배열로

얻은 전위차 변동 그래프의 특징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실내

모형실험에서는 누수가 일어날 때, 변형된 전극배열을 적용하

기 위한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서 주입하는 전류량, 전류 전극

의 제체와의 거리, 전위전극의 위치, 수두차를 조건으로 설정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장 탐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보를

대상으로 실제로 변형된 전극배열 방법들을 적용하여 누수 탐

지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해 보았다.

수치모델링

수치 해석을 위해서 사용한 제체의 제원은 Fig. 4와 같다. 상

류와 하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 보이며, 제체의 하

부 쪽에 유체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위치시켜 누수발생 지점

으로 가정하였다. 상류와 하류 사이의 수두차는 4 m로 설정하

였고, 전류전극은 상류에 +극, 하류에 –극 선형 전류 송신원으

로 설정하였다. 전위전극은 상류에 콘크리트 보로부터 3.5 m

떨어진 지점에 한 측선을 위치시키고, 하류에는 보로부터 각각

3.5 m, 5 m 떨어진 전위전극 한 측선씩 두 측선을 위치시켰다.

또한 제체의 전기 비저항 값은 10,000 ohm-m, 물의 전기 비

Fig. 3. Three types of modified electrode arrays suggested in this

study: (a) Direct potential array (b) Parallel potential array, and (c)

Cross potential array.

Fig. 4. A model for the numerical experiment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suggested source and electrode configurations to

water leakag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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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값은 200 ohm-m로 설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은 누수가 없을 때와, 콘크리트 보 중앙에 누수가

있을 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론적으로 누수구역이 없는 경

우에는 전류가 선형 전류 송신원으로부터 퍼져나가기 때문에

등전위선이 제체와 평행하다. 수치해석 결과 역시 이론과 일치

하게 전위분포에 따른 등전위선이 제체와 평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5a). 그러나 누수 구역이 있는 경우 선형 전류 송

신원 으로부터 퍼져나간 전류는 초기에는 제체와 평행한 등전

위선을 보이다가 제체와 만나면서 누수구역으로 설정한 콘크

리트 보 중앙을 중심으로 등전위선에 변화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다(Fig. 5b).

동일열 전위 배열에 해당하는 전위차 값 즉, 동일한 등전위

선 위에 있는 근접한 두 전위전극의 전위차는 이론적으로 ‘0’

의 값을 갖는다. 하지만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누수 구역을 중

심으로 전위값에 변화가 생기고 그만큼 전위차가 커지게 된다.

누수 진행시 동일열 전위 배열로 얻은 전위차 값을 그래프로

도시하면 Fig. 6a, b와 같다. 보이는 것과 같이 누수가 일어나

지 않는 곳에서는 전위차가 ‘0’의 값을 갖다가 누수 통로 위치

에서는 큰 전위차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a는 상

류 전위전극에서 얻은 값이고, Fig. 6b는 하류 전위전극에서

얻은 값이다. 하류에서 얻은 데이터가 누수 위치에서 더 큰 전

위차를 보이고 있다.

평행열 전위 배열로 전위차 값을 얻을 경우 Fig. 6c 그래프

를 얻을 수 있다. 평행열 전위 배열은 하류에 설치된 두 열의

Fig. 5. Equipotential lines obtained by numerical modeling (a) without and (b) with leakage zone. Equipotential lines were built in parallel

when the concrete barrage has no leakage zon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potential profile from line current source.

Fig. 6. Potential difference graphs obtained from numerical model tests with the barrage model shown in Fig. 5 using: (a) direct potential

array at upstream (b) direct potential array at downstream (c) parallel potential array and (d) cross potential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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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행 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재는 방법이므로 누수 구역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모든 전위차는 임의의 동일한

값을 갖는다. 하지만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누수 구역에서 전

위차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프에서도 역시 누수가 없는 곳에서

모든 전위차가 약 –1.5 × 10−5 mV로 일정하다가 누수 통로 위

치에서 갑자기 –3.3 × 10−5 mV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횡단 전위 배열은 콘크리트 보를 사이에 둔 두 전위 전극의

전위차를 재는 방법이므로 누수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평행열

전위 배열과 같이 이론적으로 모든 전위차는 임의의 동일한

값을 갖는다. 대신 횡단 전위 배열의 두 전극사이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평행열 전위 배열보다 큰 값을 갖는다. Fig. 6d에

서 누수가 없는 좌안부와 우안부는 4.7 × 10−4 mV의 일정한

값을 가지며, 누수가 일어나는 중앙부는 3.7 × 10−4 mV의 값으

로 급격히 낮은 전위차를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행열 전위 배열과 횡단 전위 배열은 누수가 일어나지 않

는 지점에서 임의의 일정한 전위차를 갖다가 누수가 일어나

는 지점에서 그보다 낮은 값으로 전위차가 낮아지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지만, 횡단 전위 배열이 평행열 전위 배열 보다

훨씬 큰 임의의 일정한 전위차를 가지며, 누수가 일어나는 지

점에서도 전위차가 낮아지는 양상이 훨씬 크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실내 모형실험

실내 모형실험에 사용된 대형 수조는 아크릴판으로 제작하

였으며, 제원은 1.6 m × 1.0 m × 0.5 m (가로 ×세로 ×높이)이

다. 가로 0.8 m 위치에 10 mm 두께의 아크릴판으로 제체의 역

할을 할 가로막을 설치하였으며, 가로막의 중앙에 누수 통로의

역할을 위한 지름 5 mm의 구멍을 제작하였다. 또한 아크릴판

은 전류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콘크리트의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 가로막 하부를 50 mm 정

도 공간을 띄운 후 점토 및 모래, 자갈로 메꾸어 주었다. 전류

전극은 상류에 +극, 하류에 –극의 선형 전류 송신원을 설치

하였다. 측정 장비는 스웨덴 ABEM사의 전기비저항 측정 장

비인 Terrameter LS를 사용하였다. 전류전극 및 전위전극은 모

형수조의 크기에 맞춰 제작하였으며, 전극을 수면에 띄우기 위

해 부표(스티로폼)를 사용하였다. 전위전극은 총 22개를 사용

하였다. 동일열 전위 배열은 22개의 전극을 제체에 평행하게

일렬로 설치하였으며, 평행열 전위 배열은 1번 ~ 11번 전극을

1열 12번 ~ 22번 전극을 2열로 제체와 평행하게 2열로 설치하

였다(Fig. 7).

변형된 전극배열 적용의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서 동일열

전위 배열 및 평행열 전위 배열 적용 이외에도 4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입하

Fig. 7. Pictures for barrage model and modified electrode array: (a) and (b) show the barrage model from different aspect and (c) and (d)

show direct potential array at downstream and parallel potential arra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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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류량(50 mA, 100 mA, 200 mA, 500 mA), 전류전극의

제체와의 거리(5 cm, 10 cm, 15 cm), 평행열 전위 배열 전위

전극의 위치(상류, 하류), 수두차(15 cm, 12 cm, 9 cm, 6 cm,

3 cm). 조건에 따른 실험 시 전극배열은 전위 전극의 위치(평

행열 전위 배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열 전위 배열로 실시하

였다.

먼저 누수구역이 있는 경우, 동일열 전위 배열와 평행열 전

위 배열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동일열 전위 배열은 각 전극 간

격을 2 cm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누수 구멍은

전극 10번과 11번 사이에 위치해 있다. 결과 그래프를 확인하

면, 전극 8번까지 서서히 전위차 값이 올라 가다가 최곳값을

갖고 전위차가 14번 전극까지 급강하 한 후 다시 안정적인 전

위차 값을 찾아 가고 있다. 평행열 전위 배열은 각 전극 간격

을 5 cm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누수 구멍은 1

열의 전극 7번과 8번 사이에 위치해 있다. 결과 그래프에서 전

극 7번과 8번 사이로 갈수록 전위차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7번에서 가장 낮은 전위차 값을 가진다(Fig. 8).

현장 탐사를 대비하여, 전류량에 따라 데이터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흘려주는 전류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

하기 위해 전류전극에서 흘려주는 전류량을 50 mA, 100 mA,

200 mA, 500 mA로 다르게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전류량에 따라 조금씩 값의 차이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미미

했고, 전체적인 전위차 그래프 양상은 4가지 변수 모두 유사

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전류량은 전위차 값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Fig. 9a).

현장 적용 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제체로부터 전류전극의

거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체와 전류전극 사이의 거리에

Fig. 8. Potential difference graph obtained from a laboratory experi-

ment with the barrage model shown in Fig. 7 using two types of

electrode arrays: (a) direct potential array and (b) parallel potential

array.

Fig. 9. Sensitivity analysis for various factors that can affect the potential difference measurements using the modified electrode arrays

suggested in this study: (a) current intensity, (b) distance between current source and the embankment, (c) measurement location (upsteam or

downstream), and (d) water level difference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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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위차가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류전극의 제체

와의 거리를 5 cm, 10 cm, 15 cm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5 cm, 10 cm, 15 cm 모두 누수 통로가 위치한

13번 전극 근방에서 전위차가 양수에서 음수로 급변하였으며,

그래프의 양상은 모두 유사하였다. 따라서 전류전극과 제체 사

이의 거리는 누수 탐사 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Fig. 9b).

변형된 전극배열 중 평행열 전위 배열은 하류에 2열의 전위

전극을 설치한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상류에 전위전극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위 전극의 위치(상류, 하류)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여 상류와 하류에서 나타나는 전위차 값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누수 통로인 전극 7번과 8번 사이에

서 상류는 약 0.05 mV의 전위차를 보이고 하류는 약 0.25 mV

의 전위차를 보여 하류가 상대적으로 더 큰 전위차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평행열 전위 배열을 실제 현장 탐사에 적용할 때

상류보다 하류에 설치된 전위전극이 누수 구역에 대한 반응을

더 크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현장 여건상 전위전극을

상류에 설치할 시 누수 구역 판별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Fig. 9c).

마지막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상류와 하류간의 수두차가 다

를 수 있으므로 수두차에 따른 전위차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수두차를 3 cm, 6 cm, 9 cm, 12 cm, 15 cm로 설정

하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누수 통로가 위치한 전극

12번과 13번에서 가장 큰 전위차를 보였으며, 5개 변수의 수

두차에 따른 전위차 값 역시 0.01 mV 이하의 차이를 보이며

모두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장 탐사 시 상류와 하

류간의 수두차는 누수 구역 판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9d).

현장탐사

현장탐사는 국내에 위치한 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의

형식은 개량형 전도식 가동보이며, 길이 320m, 총 저수용량

790 × 106 m3의 규모이다.

전류 전극은 선형 전류 송신원으로 상류에 +극, 하류에 –

극을 설치하였다. 전위 전극은 한 측선 당 10 m 간격으로 32

개의 전극을 설치하였으며, 상류(1번 ~ 32번) 및 하류(33번 ~

64번)에 각각 한 측선씩, 총 두 측선을 설치하였다. 배를 타고

상류 및 하류에 전극을 설치하였다. 전극 설치 및 데이터 측정

시에는 전극을 보에 평행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보의 수문을

닫아 인위적인 물의 흐름이 없게 하였고, 5 m 마다 부표를 띄

워 주었으며, 각 전극의 끝은 보의 좌안부와 우안부에 설치되

어 있는 말뚝 및 지지대에 고정하였다. 각 전극이 보로부터 떨

어진 거리는 상류 +전극, 상류 전위전극, 하류 전위전극, 하류

–전극 순으로 15 m, 24 m, 7.8 m, 71 m이다(Fig. 10).

현장 여건상 하류에 2열의 전극을 설치 할 수 없었으므로

평행열 전위 배열을 제외한 횡단 전위 배열 및 동일열 전위 배

열을 적용하였으며, 측정 장비는 ABEM사의 Terrameter-LS를

사용하였다.

먼저 탐사 결과 데이터는 해석하기 전에 고정보로 인한 전

류 차단 영향과 가동보(철문)의 영향으로 인한 전류 쏠림 현상

이 나타나는 부분을 제외한 후 해석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상

류에서는 여전히 고정보와 가동보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치모델링 및 수조 모형실험에서보다 누수의 영향을 뚜

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전극1 ~ 10번 위치에 고정보, 전

극11 ~ 14번, 19 ~ 22번 위치에 가동보 존재).

철문의 영향 범위를 제외하고, 동일열 전위 배열 결과 그래

프에서 전극 16번, 17번과 23번, 24번 주변에서 전위차가 주

변 값 보다 급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이 두 위치

에서 누수가 예상된다. 또한 횡단 전위 배열과 동일열 전위 배

열의 결과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철문의 영향범위를 제외하고

동일열 전위 배열 이상대와 일치하는 전극 16번, 17번과 23번,

24번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전위차가 큰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1). 이 두 이상대는 육안으로 확인 결과, 수

위 및 수압조절을 위해 콘크리트 벽체부에 설치한 물의 이동

통로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탐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위조절을

위해 상류의 물이 콘크리트 벽체부의 이동통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던 것을 현장 탐사를 통해 감지해 낼 수 있었음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상류 동일열 전위 배열이 하류 동일열 전위 배열

의 그래프 변화보다 작았던 수치모델링 결과와 달리 현장 탐

사 결과 에서는 상류 동일열 전위 배열의 그래프 변화가 더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고정보 및

가동보로 인한 전류의 차단 및 쏠림 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

이며, 이러한 외부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콘크리트 수변구조물

Fig. 10. Installation outline of modified electrode array and a

locations of current and potential electrodes on the water in the field

exploration.



122 이보미·오석훈·임은상

을 대상으로 탐사를 실시할 때는 상류 동일열 전위 배열 보다

는 하류 동일열 전위 배열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모델링, 모형실험, 현장탐사 결과 비교

연구한 방법을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탐지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비저항 탐사의 변형된 전극 배열

인 동일열 전위 배열, 평행열 전위 배열, 횡단 전위 배열을 수

치모델링, 모형실험, 현장탐사에 적용한 결과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먼저 동일열 전위 배열을 수치모델링, 모형실험, 현장탐사에

모두 적용해 본 결과, 수치모델링 그래프에서는 누수가 없는

구역에서 ‘0’으로 일정한 값을 갖던 전위차가 누수 구역에서

큰 폭의 전위차를 갖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Fig. 12a). 모형

실험 그래프에서는 누수가 없는 구역에서 이론적으로 ‘0’값의

전위차를 갖지는 않았지만 이는 모형실험이라는 제체 크기 제

약으로 인해 큰 누수 구역에 의한 영향이 제체의 우안부와 좌

안부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이며, 누수 구역 근방에서 가

장 급격한 변화의 전위차 양상을 보여, 수치모델링과 같은 결

과를 보였다(Fig. 12b). 마지막으로 현장탐사에서는 철문의 영

향으로, 이상대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철문의 영

향을 제외한 곳에서 발생한 이상대의 그래프 양상이 수치모델

링과 모형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였다(Fig. 12c). 이에 따

라 동일열 전위 배열은 누수 구역에서 주변과 다르게 큰 폭의

전위차를 갖고, 이러한 전위차 변화 추이로 직관적인 누수 위

치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행열 전위 배열을 수치모델링과 모형실험에 적용해

본 결과, 수치모델링 그래프에서는 약 –1.5 mV의 일정한 값

을 갖던 전위차가 누수 구역에서 약 –3.3 mV의 전위차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누수 구역을 지나 다시 약 –1.5 mV의 일정

한 값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Fig. 13a), 모형실험에서

는 누수가 없는 구역에서 일정한 값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는

동일열 전위 배열의 모형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제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며, 누수 구역 근방에서는 그래프

양상이 수치모델링 결과와 일치하였다(Fig. 13b). 현장 여건상

하류에 2열의 전위전극을 설치하지 못하여 평행열 전위 배열

에 대한 현장탐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횡단 전위 배열을 수치모델링과 현장탐사에 적용해 본 결과,

수치모델링 그래프에서는 양수의 일정한 값을 갖던 전위차가,

누수가 일어나는 위치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

며(Fig. 13c), 현장탐사 결과 역시 누수가 예상되는 부분에서

수치모델링과 동일한 그래프 양상을 보여주었다(Fig. 13d). 따

라서 횡단 전위 배열은 일정한 양의 값에서 누수 시 그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분석하여 직관적인 누수 위치 탐지

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동일열 전위 배열, 평행열 전위 배열, 횡단 전위 배열은 수

치모델링, 모형실험, 현장탐사에 걸쳐 전반적으로 동일한 양상

의 전위차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어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누수 탐지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11. Potential differences according to modified electrode arrays

from field exploration.

Fig. 12. Potential difference graphs of direct potential array (a)

from numerical modeling, (b) from laboratory model experiment

and (c) from fiel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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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토의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탐지를 위해 변형된 전기비저

항 탐사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반을 탐사하기 위한 전기비

저항 탐사법은 전극을 토양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제

체에 적용하게 되면 콘크리트 제체의 붕괴를 야기 시킨다. 따

라서 콘크리트 수변 구조물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류 전극

및 전위 전극을 수면에 설치함으로써 콘크리트 전극 설치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기 비저항값으로 제체 내의

이상대를 찾아내던 기존의 방법과 달리 전류가 이동하면서 발

생하는 전극 간의 전위차를 계산하여 누수 위치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전류 전극을 선형 전류 송신원으로 변형시

켰다.

변형된 전극 배열은 전위차 계산 방법에 따라 동일열 전위

배열, 평행열 전위 배열, 횡단 전위 배열 세 가지로 구분하였

고, 이 배열들을 수치해석, 모형실험, 현장탐사에 적용해 보았

다. 동일열 전위 배열은 ‘0’으로 일정한 전위차 값이 누수 구

역에서 주변과 다르게 큰 폭의 전위차를 갖고, 이러한 전위차

변화 추이로 직관적인 누수 위치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평행열 전위 배열과 횡단 전위 배열은 전위 전극 설치 방법은

다르지만 전위차 획득 방법이 유사해 전위차 변화 그래프가

유사하게 나타나며, 수치해석, 모형실험, 현장탐사에 적용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전위차를 갖다가 누수 위치에서

전위차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의 전위차 변화 그래프를 보

여주어 현장의 여건에 따라 평행열 전위 배열 또는 횡단 전위

배열을 적용하여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누수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누수에 의한

전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횡단 전위 배열이 누수를 예측

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며, 횡단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상류 및 하류의 전극들로, 동일열 전위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확인한다면 누수 예측 지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현장의 제약에 관계없이 최상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모형실험 시 전류량(50 mA, 100 mA, 200

mA, 500 mA), 전류전극의 제체와의 거리(5 cm, 10 cm, 15

cm), 평행열 전위 배열 전위전극의 위치(상류, 하류), 그리고

수두차(15 cm, 12 cm, 9 cm, 6 cm, 3 cm)의 4가지 조건에 대

한 추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류량, 전류전극의 제체

와의 거리, 수두차는 누수탐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평행열 전위 배열 전위전극의 위치는 상류보다 하류일

때 누수구역을 더 확실하게 구분해 낼 수 있었다.

현장 탐사 시 고정보 및 가동보(철문)의 영향으로, 수치 모

델링 및 모형실험에서 얻은 결과에 대등한 뚜렷한 이상대를

관찰 할 수 없었다. 또한 동일열 전위 배열 에서는 수치 모델

링 및 모형실험과 반대로 상류가 하류보다 더 큰 전위차를 보

이는 것처럼 측정되었다. 이 결과로, 현장 탐사 시에는 보에 의

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변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탐사

시 전류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조건을 최대한 제한시켜야 하

며, 동일열 전위 배열은 상류보다 하류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전류 흐름

의 방해조건을 제한시키기 어려울 때는 누수 위치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 탐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13. Potential difference graphs of parallel or cross potential array (a) and (b) from numerical modeling, (c) from laboratory model

experiment and (d) from fiel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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