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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횡단 전위 배열(cross potential array)과 동일열 전위배열(direct potential array) 자료를 뒷받침하여 다양한 수변

구조물의 누수 경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배열을 제시하고 이를 D-Lux array 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D-Lux array 자료

를 색으로 가시화한 하나의 행렬로 정리하여 D-Lux view라고 제시하고 D-Lux view에서 관찰되는 저 전위차 이상대의

위치로 누수 구역의 위치를 해석하였다. D-Lux view의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위해서 D-Lux array 자료와 동일열 전위

배열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각 지점들 사이의 전위차 자료를 각 지점의 전위값으로 역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전위 분

포도를 작성하였다. 등전위 분포도는 그래프나 D-Lux view에서 알 수 없었던 누수의 유입구, 유출구 뿐만 아니라 경로

까지 예측 가능하게 하였다. 수조 실험과 수치 해석으로 예비 탐사를 실시한 후 현장 탐사로 콘크리트 보와 필 댐에 대

한 적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콘크리트 보와 필 댐에 대해 누수 경로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수변구조물, 누수 경로 탐지, D-Lux array, D-Lux view, 등전위 분포도

Abstract: To support cross potential array and direct potential array, the array for leakage detection of all kinds of water

facilities is proposed and it is named as the D-Lux array. The D-Lux array data are arranged to a coloured matrix and

it is called the D-Lux view. Low potential difference of anomalous zone shown in D-Lux view implies the indication

of leakage zone. Furthermore, for an intuitive interpretation of D-Lux array, equipotential distribution map is made by

using D-Lux and direct potential array data. Equipotential distribution map makes us possible to predict import point,

export point and the path of water leakage that we could have not anticipated in D-Lux view and the graphs. The water

tank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as preparatory experiment and the field explorations were

conducted at a concrete weir and a fill dam. As a result, effective and specific detection of leakage path was possible

for the concrete weir and the fill dam.

Keywords: Water facilities, Leakage path detection, D-Lux array, D-Lux view, equipotential distribution map

서 론

국내에서 필 댐, 방조제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와 같이 흙이

주재료인 수변 구조물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기법을 활용한 누

수탐지 기술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Song et al.,

2000; Park et al., 2002; Oh et al., 2004; Yoon et al., 2005;

Ahn et al., 2010; Yong et al., 2013; Park et al., 2013a), 주로

구조물의 연약대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로서 많이 쓰이고 있으

며, 누수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보 및 대댐과 같은 콘크리트 수변구조물에 대

한 연구는 압축강도 조사(Park and Kim, 2013b), 간극수압 변

동분석(Lim et al., 1988), 지진 균열 거동에 따른 안정성 평가

연구(Lee, 2005) 등만 이루어질 뿐 누수탐지를 위한 지구물리

탐사 기법 연구는 드물다. 콘크리트 수변구조물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붕괴 시 훨씬 큰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야

기한다. 따라서 콘크리트 수변구조물에도 적용 가능한 누수탐

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Lee et al. (2015)은 콘크리트 수변구조물의 효율적인 누수탐

지를 위해 ‘횡단 전위 배열’, ‘동일열 전위 배열’, ‘평행열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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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과 같은 변형된 전기비저항 탐사 배열을 소개하면서 자

료 처리 및 해석방법으로 1차원의 그래프를 이용하였다. 하지

만 획득한 데이터로 1차원 그래프를 작성하고 누수를 예측, 해

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비실험으로 실시했던 수치 해석과

실내 수조실험 데이터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잡음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단순하게 그래프에서 관찰 할 수

있는 전위차의 특징적인 양상만으로 누수구역을 예측하고 단

정 지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누수 예측 시, 상

류부에서 누수의 유입구와 하류부에서의 누수의 유출구는 제

체 길이방향에 수직인 어떠한 수직선상의 양쪽 끝에 위치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다. 또한 유입에서

유출까지의 제체 내부 경로 또한 간단한 1차원 그래프로 해석

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Lee et

al. (2015) 연구에서 제시했던 누수 탐지 해석방법으로는 효율

적이고 신뢰성 있는 누수 탐지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

여, 본 연구에서는 누수 탐지 수준을 단순한 누수 구역 예측에

서 나아가 누수 경로까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 ‘D-Lux array’라고 명명한 배열을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배열로 획득한 자료를 콘크리트 수변구조물의 누

수 탐지 해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D-Lux view’와

‘등전위 분포도’라는 적절한 자료처리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D-Lux array’ 및 그에 따른 자료처리 방법들은 실내 수

조실험과 수치 모델링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후 국내 콘크리트 보에 D-Lux array를 적용하여, 다소 잡음이

많고 누수 지점 예측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던 횡단 전위 배

열과 동일열 전위 배열결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누수 탐지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수변 구

조물뿐만 아니라 필 댐과 같이 흙으로 축조된 구조물에 대해

서도 새로운 누수탐지 방법을 적용하여 축조 재료에 상관없이

모든 수변 구조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D-Lux array와 자료 처리

누수 구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는 공간적으로 1차원 데이터 보다는 2차원 데이터가 훨씬 유

용하다. 변형된 전기비저항 탐사 배열의 기본 설치 형태에서 2

차원 정보를 담고 있는 전위차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횡단 전위 배열’에서 발전하여 토모그래피 방법과 유사한 ‘D-

Lux array’를 사용한다. Fig. 1에서는 2차원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제안하는 배열 D-Lux array가 어떤 지점의 전위차 데이

터를 획득하는지 검은색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다. D-Lux

array는 상류의 모든 전극과 하류의 모든 전극 사이의 전위차

를 획득하게 되는데, Fig. 1과 같이 상류에 5개, 하류에 5개의

전극을 설치했다면 획득 가능한 데이터의 개수는 5 × 5인 25

개 이다.

획득한 데이터는 일차적으로 D-Lux view라고 불리는 데이

터를 가시화한 행렬로 정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 Fig. 2는 D-

Lux view의 기본 형태이다. D-Lux view의 행은 상류에 설치

한 전위 전극의 번호와 일치하고, 열은 하류에 설치한 전위 전

극의 번호와 일치한다. 따라서 1행 1열에는 상류의 1번 전극

과 하류의 1번 전극 사이에서 획득한 전위차 데이터를 저장한

다. 동일하게 4행 5열에는 상류의 4번 전극과 하류의 5번 전

극 사이에서 획득한 전위차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D-Lux

array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색으로 가시화 한 것이 바로 D-Lux view이다. Fig. 2의

왼쪽 그림은 균질하고 이상이 없는 콘크리트 제체에 D-Lux

array를 적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획득

할 수 있는 D-Lux view이며, 오른쪽 그림은 불균질하고 이상

이 있는 콘크리트 제체에 D-Lux array를 적용하여 획득한 데

이터를 이용해 이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D-Lux view중 하

나이다. 제체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D-Lux array로 획득한

모든 전위차 데이터는 이론적으로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D-Lux view는 Fig. 2(a)와 같이 하나의 색으로 표현된다. 반면

에 제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류가 누수 지점에서 누수

경로를 따라 흐르게 되고 이때 D-Lux array로 획득된 전위차

는 측정 지점에 따라 누수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된

다. 측정 지점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Fig. 1. D-Lux array which measures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all the upstream and downstream electrodes like block arrows in the

figure.

Fig. 2. Colored matrixes ‘D-Lux view’ that are created from the

data of a D-Lux array. (a) D-Lux view that displays the homo-

geneous potential difference distribution. (b) D-Lux view that

displays the heterogeneous potential difference distribution, low

potential difference anomaly zone appeared as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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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전위차 값을 획득하므로 D-Lux view 내에서 적색 계열로

나타나고, 측정 지점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전위차 값을 획득하므로 D-Lux view 내에서 청색 계열

로 나타나게 되며, 청색 계열로 나타난 부분이 누수와 관련이

있는 구역이므로 저전위차 이상대로 해석할 수 있다(Fig.

2(b)).

D-Lux array를 이용하여 획득한 2차원 행렬 D-Lux view로

부터 누수구역 및 누수 경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하

기 위하여 수조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조 실험

수조 실험에서는 D-Lux array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

고 D-Lux view로 자료 처리를 할 경우 나타나는 저전위차 이

상대의 특성과, 횡단 전위 배열 및 동일열 전위 배열 결과 그

래프를 함께 해석할 시 누수 해석에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

는지 살펴보았다.

수조 실험에 사용한 수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6 m,

1 m, 0.5 m이고, 재료는 아크릴을 사용하였다. 수조의 가로길

이인 1.6 m의 중앙을 제체의 역할을 할 아크릴 판으로 가로막

고 왼쪽을 상류, 오른쪽을 하류로 가정하였다. 아크릴판의 하

부에는 지름 0.2 cm인 구멍을 제작하여 누수 구역을 모사하였

다(Fig. 3).

누수 구역이 전위 전극 9번 하단에 위치하도록 전극을 설치

한 후 수조실험을 실시한 결과, 횡단 전위 배열과 동일열 전위

배열, D-Lux array에 대해서 Fig.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먼저 횡단 전위 배열 결과 그래프는 전극 9번에서 가장

낮은 전위차를 보이며 누수 구역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동일열

전위 배열 결과 그래프는 획득한 장소에 따라 전위차 크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9번 전극 위치에서 정확하게 전위차 부

호가 변하며 누수 구역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D-Lux view에

서는 가장 낮은 전위차는 색으로 비교하여 보아 상류 9번전극

과 하류 9번전극 사이의 전위차임을 알 수 있고, 주변으로 저

전위차 이상대가 존재하여 9번 전극 주변을 누수 예상 구역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누수구역에 대해서 포괄

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 제체 내에서 누수 유입구와 유출구

및 내부 누수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 이는

획득한 전위차 데이터를 역으로 각 위치에서의 포텐셜 분포로

역산함으로써 데이터 획득 당시의 전류의 순간적인 흐름을 가

시화 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역산 방법에 대

해 연구하였다. 

Fig. 3. A water tank to experiment the application of D-Lux array and installed currents and potential poles.

Fig. 4. The result of a water tank experiment. (a) A graph observed by cross potential array. (b) Graphs observed by direct potential array

at upstream and downstream. (c) D-Lux view observed by D-Lux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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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위 분포도 역산 방법

수조 실험을 통해 D-Lux view가 누수구역을 중심으로 저

전위차 이상대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D-Lux

view내의 저전위차 이상대 위치 또는 모양만으로 댐체 내 누

수의 유입구와 유출구 그리고 경로를 직관적으로 예측하는 것

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형태의 이상대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누수 상태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D-Lux array

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로 최소한의 오차를 갖는 등전위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 역산을 활용한다면 누수경로에 대한 예

측도 가능하다.

D-Lux array 데이터를 각각 위치의 전위값으로 역산하기 위

해서 데이터와 전위값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일차식

이 성립한다.

(1)

D-Lux array를 통해 측정한 전위차 데이터는 Fig. 5(a)와 같

이 상류와 하류에 각각 N개의 전극을 설치했을 경우 총 N2개

의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극(측선)과 댐체를 포함

하는 영역을 그림과 같이 나누고 각 cell의 중심점에서의 전위

를 m1, m2, …로 나타내었을 때 이를 모델 변수로 나타내면,

전위차 d1은 상류 1번 전위 전극의 위치에서의 전위값 m1과

하류 1번 전위 전극의 위치에서의 전위값 mM의 차가 된다.

Eq. (1)로부터 데이터와 모델 변수 간에 선형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Eq. (2)와 같은 행렬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d = Gm (2)

위 식에서 G는 데이터 d와 모델 변수 m과의 관계를 수학

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커낼이다. 가장 오차가 적은 최적의

모델 변수 값을 획득하기 위해서 최소 자승 역산법을 이용하

였다. 초기 역산 연구 시에는 D-Lux array 데이터만을 역산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더욱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

일열 전위 배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역산에 사용하였다. 따라

서 더욱 오차가 적은 해를 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위값

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면서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양상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평활화 제한자

Wm을 적용하여 모델변수간의 값의 변화가 부드럽게 변화하도

록 하였다. 

(3)

위 식을 이용하여 획득한 해에서 같은 전위값들을 갖는 지

점들을 선으로 이어 가시화 하고 등전위 분포도를 구하였다.

등전위 분포도는 탐사 대상인 수변구조물의 내부 전위분포를

알기위한 그림이므로 분포도의 중심에는 수변 구조물이 위치

해 있다. 그리고 좌측 경계는 상류에 설치한 전극측선의 위치,

우측 경계는 하류에 설치한 전극측선의 위치이다. 따라서 등전

위 분포도의 상부는 수변 구조물의 우안부, 하부는 좌안부가

된다. 새로운 자료처리 방법인 등전위 분포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임의의 전위분포를

모델링한 후 이 전위분포에서 D-Lux array 및 동일열 전위 배

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순산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역산 과정을 통해 등전위

분포도를 획득하여본 결과,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전위가 낮

아지며 좌안부에서 전류가 밀려들어와 하류부 우안부 쪽으로

흘러나가는 등전위선의 분포가 실제 모델과 예측 모델에서 굉

장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D-Lux array와

direct potential array 데이터로 등전위 분포도를 획득하는 역

d1 = m1 mM–

d2 = m1 m2M–

�     �      �  

dN = m1 mNM–

dN 1+ = mM 1+ mM–

�     �         �  

d
N

2 = m N 1–( )M 1+ mNM–

m
est

 = G
T
G Wm+[ ]

1–

G
T
d Wm m( )+[ ]

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D-Lux array data and model parameters for inversion: (a) The data numbering system that is acquired from

a D-Lux array, (b) The numbering system of the model parameters that will be the potential for eac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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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과정은 신뢰할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6).

새로운 자료 처리 방법을 통해 수변 구조물의 누수 탐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수치모델링을 통해 먼저 확

인해 보았다. 수조실험에 대하여서는 제작한 수조의 폭이 가정

한 누수구멍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게 제작되어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누수구역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수치모델링만으로 현장 탐사 전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치 모델링

수치해석에 사용한 수변 구조물 모델은 Fig. 7과 같다. 수변

구조물의 두께는 3 m로 가정하였고, 길이는 경계효과를 충분

히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길게 적용하였다. 물과 누수 구역으로

가정한 곳은 200 ohm-m, 구조물로 가정한 곳은 10,000 ohm-

m의 전기비저항 값을 입력하였다. 수치 모델링에서 사용한 배

열은 횡단 전위 배열, 동일열 전위 배열, D-Lux array 세 가지

이며, 등전위 분포도를 통해 누수 유입구와 유출구 및 누수 경

로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누수구역의

위치를 제체의 좌안부, 중앙부, 우안부에 위치시킨 후 이에 따

른 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한 코드는 Spitzer K.

의 오픈소스를 사용하였다(Spitzer, 1995).

좌안부 4번 전극, 중앙부 20번 전극, 우안부 36번 전극과 가

장 가까운 구조물 하부의 전기비저항을 변화시켜 누수 구역을

구현하고 수치 모델링을 실시해본 결과, 제체 내 누수의 위치

에 따라 횡단 전위 배열, 동일열 전위 배열, D-Lux array 모두

누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었다. 등전위 분포도를 획득

하여 다른 결과들과 비교한 결과, 등전위선의 변형을 통해 댐

체 내부로의 누수의 유입과 유출, 누수 경로를 쉽고 직관적으

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차원 평면의 등전위 분포도 내에서

수면으로부터의 누수구역이 위치한 깊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

보를 획득할 수는 없었다. 깊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서는 제체의 높이별로 다수의 전위전극 측선을 설치하여 높이

별 등전위 분포를 획득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장 적용

수치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탐사를 계획하였다. 현장

탐사에서는 이전 논문에서 소개했던 국내 콘크리트 보에 대하

여 D-Lux array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누수에 대한 좀 더 자

세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콘크리트 수변

구조물뿐만 아니라 필 댐과 같이 흙으로 축조된 구조물에 대

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국내에 위치한 사력댐에 대하여

Fig. 6. Verification of the inversion method using d-lux array and direct potential array data, (from left to right) the potential distribution

model, observed data set and predicted equipotential distribution map through inversion method.

Fig. 7. The numerical value of a water facility, piping zone and the position of the current sources and potential p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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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를 실시하였다.

콘크리트 보

국내에 위치한 보에 대하여 D-Lux array를 실시하였다. 측

선은 Fig. 9와 같이 상류에 1측선, 하류에 1측선을 설치하였

다. D-Lux array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횡단 전위 배열과 동

일열 전위 배열의 결과를 보면, 전극 31번 위치인 우안부 보

다는 전극 11번이 설치된 고정보와 가동보의 경계에서 물의

흐름이 예측되고, 11번 전극과 31번 전극 사이에서는 17번 전

극과 24번 전극의 위치에서 주변보다 전류의 흐름이 좋은 이

상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Fig. 10).

Fig. 11은 D-Lux array로 획득한 데이터의 D-Lux view와 등

전위 분포도이다. 먼저 D-Lux view를 보면 상류에 설치된

line1과 하류에 설치된 line2 사이에서 획득한 전위차는 A, B

두 구역의 저 전위차 이상대를 보인다. A구역은 상류 line1의

20 ~ 32번 전극과 하류 line2의 24 ~ 27번 전극 사이에서 획

득한 데이터이고, B구역은 상류 line1의 11 ~ 16번 전극과 하

류 line2의 24 ~ 32번 전극 사이에서 획득한 데이터이다. 따라

서 A구역과 B구역이 저 전위차를 보이는 것은 별개의 원인으

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체를 가로지르는 누

수로 예상되는 흐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D-Lux

array 데이터와 동일열 전위 배열 데이터의 역산 결과인 등전

위 분포도를 확인해 보면, 상류부에서 전류 흐름이 고정보와

가동보의 경계부인 11번 전극 쪽에서 훨씬 잘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7번, 20 ~ 22번, 27 ~ 29번 정도

에서 상대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입된 전류들은 콘크리트 보를 만나 보에 평행한 흐름으로 변

하고 콘크리트 보를 모두 빠져 나와 하류에 도달했을 때 하류

Fig. 8. The result of data processing depending on arrays and position of leakage (left side, center, right side): (a) In order from above, cross

potential array, direct potential array in upstream and downstream, (b) In order from above, D-Lux view that the leakage zone is in left side,

center and right side, (c) In order from above, equipotential distribution that the leakage zone is in left side, center and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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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전극 쪽으로 모여드는 등전위 분포 양상을 보여준다. 결

론적으로 제체의 상태는 누수 문제가 없이 안전한 것으로 판

단되고, D-Lux view에서 발견된 A, B 구역의 저 전위차 이상

대는 제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보의 다른 특성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관찰된 것으로 추측된다. 등전위 분포도를

이용하여 누수 탐지 해석을 실시한 결과, 횡단 전위 배열 또는

동일열 전위 배열 결과 그래프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뒷

받침하면서 전류의 변형된 흐름이 누수의 영향인지 외부 요인

에 의한 결과인지 보다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

었다.

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이 댐은 높이 25 m, 길이 120 m의 중앙 차수벽형 사력댐으

로 좌안부에 여수로가 위치해 있다. 사력댐은 제체에 전극봉

직접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위전극 측선을 물 위에 띄우

는 대신에 댐 사면에 설치하였고, 상류 사면에 4개, 하류 사면

에 3개의 전위 전극 측선을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누수 정보

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Fig. 12에서와 같이 전류전극 설치 시

양극이 하류, 음극이 상류에 설치되어 획득한 데이터 값들이

역전되어 획득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하류부에 전류 전극을 띄

울 수 있는 물이 흐르고 있지 않아 전류전선이 아닌 전류전극

을 설치하였는데, 점전원을 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설치함으

로서 제체 주변에 형성되는 등전위선들이 제체와 되도록 나란

하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횡단 전위 배열 그래프는 상류 사면에 4개, 하류 사면에 3

개의 전위 전극 측선 사이에서 획득한 12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상류 사면에 설치한 line1, line2, line3, line4를 기준으

로 Fig. 13의 (a), (b), (c), (d)로 나누어 나타냈다. 먼저 상류의

Fig. 9. Plan view of a concrete weir showing the installation and

the position of currents and electrodes.

Fig. 10. Potential differences graphs according to cross potential

array and direct potential array in the concrete weir. 

Fig. 11. (a) D-Lux view acquired from a D-Lux array in concrete

weir and (b) the equipotential distribution maps from the inversion

of D-Lux array data.

Fig. 12. Plan view and cross section of the rock fill dam contained

the information of current an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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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하부에 설치된 line1과 하류의 line5, line6, line7 사이의

데이터인 (a)를 보면, 전극 4번 근방에서 누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a), (b), (c), (d) 중 가장 큰 데이터 크기변

화를 보여주어 line1과 누수구역이 가장 근접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b)에서는 누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장 높

은 전위차가 line2 ~ line5는 4번 전극, line2 ~ line6은 3번 전

극, line2 ~ line7은 1번 전극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하류

쪽에서 하부로 갈수록 누수경로가 좌안부로 이동하고 있을 것

으로 예상되었다. (c)에서는 (b)와 유사하지만 전위차가 (b)보

다 줄어들었고, (d)에서는 좌안부에 약간의 전위차 이상이 관

찰되지만 대체적으로 일정한 전위차를 획득하였다. 동일열 전

위 배열 그래프는 상류 사면의 4개 측선에 대한 그래프 (e)와

하류 사면 3개 측선에 대한 그래프 (f) 로 나누어 나타냈다. 먼

저 (e)를 살펴보면 가장 하부에 설치된 line1이 가장 데이터 변

화가 심하고 line2, line3, line4로 상부로 갈수록 데이터 변화

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하부에 누수구역이 존재함을 말해준

다. 또한 데이터 변화가 가장 심한 전극 번호는 4번으로 횡단

전위 배열 결과에서 보여준 것과 일치한다. (f)에서는 (e)에서

보다 데이터 변화가 심하지 않고 대체로 일정하며 좌안부에서

약간의 전위차 상이 관찰된다. 또한 최저 전위차값이 전극 4

번이 아니라 더 좌안부로 치우친 1번 2번 전극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누수는 제체의 길이방향

에 수직으로 흐르기 보다는 좌안부로 치우쳐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Fig. 13. Graphs obtained by using cross and direct potential array from dam A: (a), (b), (c) and (d) graphs of cross potential array, (e) and

(f) graphs of direct potential array in upstream and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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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ux view로 다시 한 번 사력댐 내의 누수 특징에 대해 살

펴보면, Fig. 14의 D-Lux view는 탐사 시 전류전극의 극이 바

뀌어 설치된 관계로 데이터 값이 역전되어 적색계열의 이상대

를 누수 지시 이상대로 해석해야 한다. line1 ~ line5에서 line4

~ line7로 갈수록 이상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선대칭처럼

보이던 line1 ~ line5의 그림과 달리 line3 ~ line7의 D-Lux

view는 왼쪽으로 치우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수조실

험 및 수치 모델링에서 관찰했던 D-Lux view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D-Lux view를 획득하

여 등전위 분포도를 획득하기 위한 역산이 반드시 필요했다.

역산 결과, 등전위 분포도에서 3가지의 주요 전류 경로가 확

인되었다. 첫 번째 주요 전류 경로는 대부분의 등전위 분포도

에서 관찰되는 코어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류 좌안부에서 유입

되어 우안부로 흘러가는 적색 화살표이고, 두 번째 주요 전류

경로는 line3, line4와 같이 상류 상부 측선과 관련된 등전위

분포도에서 관찰되는 상류 전극 6번에서 유입되어 코어를 통

Fig. 14. D-Lux views of the data obtained by using D-Lux array from rock fill dam.



수변구조물의 누수 경로 탐지를 위한 변형된 전기비저항 탐사 및 자료 해석 209

과 하지 못하고 좌안부로 곧장 흘러나가는 흑색 화살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전류 경로는 상류 전극 4 ~ 7에서

유입되어 코어를 통과한 후 제체의 좌안부로 주로 흘러 나가

는 청색 화살표이다. 적색과 흑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경로는

코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댐의 안정성 문제와

직결되지 않지만, 청색 화살표는 코어를 가로 지르는 경로이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댐의 안정성 문제로 직결되는 결과이다

(Fig. 15).

종합하면, 사력댐의 상태는 우안부보다 좌안부가 연약한 상

태여서 좌안부로 흘러 나가는 누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좌안부에 위치한 여수로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댐 코어를 가로지르는 전류 경로가 발견되어 댐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누수가 의심된다. 누수의 유입구는 상류 전극 4

~ 7번 부근이고, 유출구는 하류 전극 4 ~ 8번 부근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장탐사에서 실시한 콘크리트 댐과 사력 댐에의 D-Lux

Fig. 15. Equipotential distribution maps of the data obtained by using D-Lux array from rock fill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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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적용은 횡단 전위 배열과 동일열 전위 배열만으로 누수

를 탐지할 때 보다, 누수의 시점과 경로 및 방향성 등 탐사 대

상의 누수 특성에 대해 훨씬 구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또

한 축조 재료가 다른 두 수변 구조물 모두에서 고무적인 누수

탐사 결과를 획득함으로서 새롭게 제시하는 D-Lux array에 의

한 누수 탐지법은 수변구조물의 재료에 관계없이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토의

콘크리트 수변 구조물의 효율적인 누수 탐지를 위해 제시하

였던 횡단 전위 배열, 동일열 전위 배열, 평행열 전위 배열은

누수 탐지 해석 시 누수 지점에 대한 정보만 획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누수 탐지 해석의 단순성을 발전시키고, 콘크리트 수변

구조물뿐만 아니라 필 댐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D-Lux

array라고 명명한 전기비저항 탐사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

다. 또한 이 탐사법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D-Lux view와 등전위 분포도라고 명명한 자료처리

방법 및 해석 방법을 연구하였다.

횡단 전위 배열 및 동일열 전위 배열 그래프와 D-Lux view

에 대하여 누수 조건에 따른 데이터 특징을 관찰하고자 모형

수조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Lux view에서는 저 전위

차 이상대를 통해 제체의 연약한 구역과, 누수의 가능성에 대

해 알 수 있었지만 구조물 내의 누수 입출구와 누수 경로와 같

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해석해 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D-Lux

array로 획득한 전위차 데이터를 각 지점의 전위값으로 역산하

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등전위 분포도라고 명명하였다.

등전위 분포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치 해석을 실시하였다. 수

치 해석에서는 배열별로 누수 구역이 제체의 좌안부, 중앙, 우

안부에 위치해 있을 경우 누수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알아보았다. D-Lux array 데이터로 획득한 등전위 분포도

는 횡단 전위 배열 및 동일열 전위 배열 그래프에서 피크 점

들로 예측할 수 있었던 누수지점에 대한 정보를 등전위선의

변형 지점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으며 D-Lux view에서

추측에 머물렀던 누수 경로도 가장 타당성 있는 등전위 분포

를 통해 제시해 줌으로써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누수 탐지

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현장 탐사 결과, 먼저 콘크리트 보 결과에서는 수치 모델링

이나 수조실험에 비해 다소 잡음이 많고, 누수 지점 예측에 대

한 확실성이 떨어지던 횡단 전위 배열 데이터 및 동일열 전위

배열 데이터 그래프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횡단 전위 배열 데이터에서 누수 지점으로 예측 되었

던 상류 11번, 17번, 20 ~ 22번, 27 ~ 29번 중 실제로 콘크리

트 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누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등전위 분포도로 해석해 본 결과 한 곳도 존재하지 않

았다.

또한 필 댐과 같이 흙으로 축조된 구조물에 대한 적용 가능

성을 확인하고자 국내에 위치한 사력댐에 대하여 탐사를 실시

하였다. 데이터 해석 결과, 사력댐의 상태는 우안부보다 좌안

부가 연약하여 좌안부로 흘러 나가는 누수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었는데 이는 좌안부에 위치한 여수로가 원인이 되었을 것

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댐 코어를 가로지르는 전류 경로가 발

견되어 코어 중심부에 댐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누수

가 의심되었다. 누수의 유입구는 상류 전극 4 ~ 7번 부근이고,

유출구는 하류 전극 4 ~ 8 부근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장 탐사 적용을 통하여, D-Lux array와 횡단 전위 배열 및

동일열 전위 배열을 복합적으로 누수 해석에 활용할 경우 콘

크리트와 흙 이라는 축조 재료에 관계없이 효율적이고 직관적

인 누수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력댐 적용과 같이 상류 및 하류에 다수의 전위 전극 측선

을 적용하여 제체의 높이에 따라 여러 개의 등전위 분포도 획

득이 가능할 경우, 획득한 모든 2차원 전위 분포를 이용하여

3차원 역산 또는 내삽을 통해 3차원으로 구현하여 제체내의

누수 경로를 3차원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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