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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Analysis of a Weak Zone in Embankment Close to a 

Drainage using Resistivity Monitoring Data

Sung Keun Lim*

Rural Research Institute KRC

요 약: 저수지 제체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수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계측기와 재해예방 전

기비저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저수지는 농업용 관개에 따른 구

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계측 및 모니터링 목적은 저수지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전기비저항탐사

는 결함 부위, 침투수 이상대 및 제체 내 세굴현상 등과 같은 잠재적인 취약성 파악이 가능하다. 국내 한 저수지 제체 댐

마루에 설치된 전기비저항 자동계측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6시간 간격으로 저장된 연간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제체

내 침투수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간 저수위 변화는 10m 정도인데, 영농기 취수에 따른 저수위 변화는 제체 내 물성변화

를 야기한다. 모니터링 자료 해석 결과, 비저항 값은 연간 저수위 및 계절영향 이외에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또한, 제체

내 취수시설 주변의 취약성 고찰을 위해서 단순화된 모델을 구성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기비저항 모델 반

응 계산을 통한 복통구조물 주변 침투수 구간의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모니터링, 전기비저항, 침투수, 취약성, 취수시설

Abstract: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and prevention of earth fill dams against damage from natural hazards,

automatic monitoring through various measuring instruments and resistivity survey has been carried out. Reservoirs and

embankments have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n the agricultural usages since most of them were built more than thirty

years ago. The main aim to use monitoring method is to verify the safety and integrity of the dam. Resistivity survey

can detect potential weaknesses, such as defective zones, anomalous seepages or internal erosion processes. Permanent

resistivity monitoring systems were installed at a reservoir, which daily measurements have been taken every 6 hour. Using

monitoring data for one year, anomalous seepage and structural defects were clarified for dam safety. Annual water level

fluctuations are around 10 m. During their operation, reservoir dams are subject to a never-ending hydraulic load from

the reservoir, which over the years may cause changes in the properties of the inner parts of the dam construction.

Detailed analysis of the monitoring results was performed and showed that resistivities at most locations have been very

stable over the full monitoring period excluding the effects of water fluctuation and seasons. To investigate the

detectability of weak zone using the DC resistivity monitoring, numerical modeling with a simplified model for the

drainage at a reservoir dam was also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epage zone near drainage in a reservoir

dam could be detected by resistivity respons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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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리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

수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물 내 재해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공사관리 저수지 3,3379개소 중 2,959개소(87.6%)가 30

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D등급은

273개소 나타났다(한국농어촌공사, 2016). 계측 및 모니터링

목적은 저수지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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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 특성상 대부분 노후화로 누수에 취약하고, 매년 정기적으

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국으로 산재한 진단대

상은 양적으로 많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지질조사에 취약구

간을 규명하는데, 경제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

려한다면 물리탐사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농업용 저수지 특

성상, 흙댐은 영농 관개에 따른 저수위 변화 영향을 반복적으

로 받게 된다. 이러한 저수위의 주기적인 변화는 계절적인 영

향과 더불어서 제체 성토재 및 중심점토재 변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체 누수, 세굴현상,

침투수 구간 파악 및 구조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유지·관

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

제체 물리탐사 방법으로는 전기비저항탐사 방법을 주로 이용

하여 해석하고 있다. 전기비저항탐사는 흙댐 안전성 조사와 관

련하여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결함 부위, 침투수 이상대 및 제

체 내 세굴현상 등과 같은 잠재적인 취약성 파악이 가능하다

(이명종 등, 2000; Song et al., 2005). 최근에는 수리시설물 유

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체 내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주

기적으로 전기비저항, 수위, 간극수압 및 지중변위량의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침투수 등을 해석하였

다(박삼규 등, 2005; Sjöahl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축

조 이후에 오랜 기간 운영해온 저수지 제체의 침투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취약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 한 저수지에 설치된 장기간 계측모니터링 탐사자료를 이

용하였는데, 현재 제체 댐마루에 설치된 계측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6시간 간격으로 자동 측정되어 자료축적 및 전송하고 있

다. 따라서 매일 축적된 많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

한 분석 툴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타

분석에 많이 이용되는 파이썬 판다스(Python Pandas)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장기간 모니터링 계측자료의 분석 툴을 개발하

였고, 계측탐사와 동시에 수행되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링 계측

자료를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넣어 자료처리 및 분석하였다. 또

한 농업용 저수지 구조물 특성상 전기비저항탐사 시 전극전개

수 증가에 따른 S/N비가 크게 감소하고 제체 내 복통구조물과

그 주변 재료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누수 발생으로 인한 저수

지 안전성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

이 취수시설과 그 주변 구간의 누수 취약성을 해석하고자

SimPEG 패키지(Rowan Cockett et al., 2015)를 이용한 모델링

및 역산을 수행하여 고찰하였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동계측시스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주요 농업기반시설물(저수지·방조제)

에 계측기 및 전기비저항 탐사측선을 설치하여 장기계측을 통

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로 효율

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가 30만 m3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

라서 재해예방 자동계측시스템 설치대상 시설도 증가하고 있

다. 현재 공사관리 자동계측시스템은 저수지 제체 댐마루에 깊

이 30 cm 이상 굴착하여 그 바닥에 전극을 5 m 간격으로 설

치하고, 각 전극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선보호관을 통하여 중앙

에 위치한 터미널보드로 접지시켜 자동적으로 6시간 간격으로

측정 및 저장된 후에 본사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Fig. 1). 또한

제체 중에서 누수가능성이 높거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판단

된 지점에 침윤선 파악을 위한 수위계 및 사면의 슬라이딩에

의한 지중변위 계측을 위한 지중경사계를 설치했다.

저수지 제원은 제체 길이가 306 m, 높이가 23 m인 중심부에

불투수층 필터를 가진 필댐이며, 총탐사 측선길이는 265 m이

고, 5 m 측정간격으로 계측시스템이 반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연간 저수위변화는 10 m 정도인데, 이러한 수위변화율

은 기온변화와 함께 모니터링 계측자료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

드는 주요 원인이다. 본 댐의 저수량은 이른 봄에 최고에 이르

고, 초여름에 최저가 되었다. 연간 저수위 변화는 10 m 정도인

데, 이러한 저수위 변화율은 연간 계절적인 기온변화와 함께

모니터링 계측자료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보통 저수위는 이른 봄에 최고에 이르고, 초여름에 최저 수위

가 된다.

Fig. 1. (a) Plane view, (b) sectional view of a reservoir and (c)

location map of the installed automatic resistivity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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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된 저수지 제체 댐마루에 설

치된 전기비저항 자동계측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6시간 간격으

로 저장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모니

터링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였다(Fig. 1). 연간 전기비저항 모니

터링 계측자료를 살펴보면,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대체로 높았

으며, 이른 봄에 비저항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

났다. 또한, 연중 저수위 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 양상도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장기간 계측된 전기비저항 자료는 앞

서 언급한 SimPEG 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처리 및 해석을 수

행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 분석

모니터링 계측자료 중에서 연중 온도변화에 따른 비저항 변

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절별 전기비저항탐사 자료를 함

께 도시하여 Fig. 2에 나타냈다. Fig. 2(a)는 1년간 저수위 변

화 및 온도변화를 나타냈고, 연중 모니터링 자료 중 하나의 전

기비저항 가단면도를 Fig. 2(b)에 나타냈다. Fig. 2(c)는 연중

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그래프

는 전기비저항 가단면도(Fig. 2(b)) 내 측점(P15, P55, P105,

P155, P205, P265, P295, P345로 표기)에서의 1년간 계측된

전기비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도에 따른 비저

항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단면도에서 N = 1 ~ N = 8에 해

당되는 측점 중 각각 하나씩 선정하였다. 그래프 상에서 모니

터링 자료 중 일부(Fig. 2(c)의 T1 부근)은 계측장비 이상으로

인하여 누락이 있었지만, 대체로 연중 안정적으로 비저항 모니

터링 계측되었다. 특징적으로, 다른 측점과 달리 깊은 심도인

P265와 P345의 모니터링 자료는 연중 비저항 변화가 일정하

게 나타났다. 이 측점은 상대적으로 깊은 제체 하부 측정값으

로 계절적인 온도변화에 의해 비저항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지역기상대 관측자료에 의하

면, 저수지 주변 온도는 최저 영하 5도이고, 최고 영상 35도

였다.

Fig. 2에서 비저항 모니터링 결과(Fig. 2(c)) 및 온도변화

(Fig. 2(a)의 붉은색 실선)와 함께 살펴보면, 늦은 겨울철(Fig.

2(c)의 T1) 기준으로 모니터링 결과 중 제체 상부에 해당하는

측정값(P15, P55, P105)은 대체로 비저항이 기준값에 비해 증

가하지만 하부에 해당하는 측정값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반면에, 이른 가을(Fig. 2(c)의 T2)에는 이와 반대로 제

체 하부가 상부에 비해서 오히려 비저항 값이 증가하였다. 그

러다가 초겨울(Fig. 2(c)의 T3)에 다시 계절변화로 비저항 값

Fig. 2. (a) Annual water level, upper water level and temperature in reservoir, (b) a pseudo-section of apparent resistivity and (c) eight annual

monitor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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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초기 관측값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겨

울철 결빙 영향으로 제체 내 비저항 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Fig. 2(c) 그래프에

나타낸 연중 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기온이

점차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3월 초까지는 전기비저항이 증가한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Fig.

2(a)에 나타낸 제체 댐마루 내 상류부 지하수위를 살펴보면(파

란색 실선), 제체 중심부 불투수층인 점토필터가 없는 상류부

지하수위는 저수위 변화와 연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

이한 점은 2차년도 계측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분

명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변화에 따른 제체 내 전반적인 전기비저항 분포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저항 모니터링 자료 중 Fig. 2의 T0(기준

값)에서의 역산 단면 및 Fig. 2의 T1, T2와 T3에서의 전기비

저항 상대 변화율(Relative Percent, RP)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여 구한 후, 이를 Fig. 3에 나타냈다. 

(1)

여기서, 특정 시점의 상대 변화율은 보통 일정하거나 혹은 평

균된 배경값과의 차이로 정의되며, ρ1은 기준값이고, ρ2는 알

고자 하는 새로운 값이다. 그리고 음의 값은 기준값에 비해 비

저항의 감소를 양의 값은 반대로 증가를 의미한다. 

Fig. 3(b)는 늦은 겨울철(Fig. 2(c)의 T1)에서의 전체적인 비

저항 상대 변화율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체 상부인 지

표에서 하부 10 m 구간은 전반적으로 비저항이 기준값에 비해

증가하지만 하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른 가을(Fig.

2(c)의 T2)에서의 모니터링 자료의 상대 변화율인 Fig. 3(c)를

살펴보면, 제체 댐마루에서 깊이 7 m에서 20 m 사이 구간은

오히려 비저항이 증가하였다. Fig. 3(d)는 초겨울(Fig. 2(c)의

T3)에서의 비저항 상대 변화율인데, 전체적으로 기준값에 비해

서 비저항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계절변화로

비저항 값이 점차 초기 관측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수위 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 분석

Fig. 4는 연중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역산 결과 중 일

부를 나타낸 것으로, 기준 시점인 2015-01-01 (Fig. 2(c)의 T0)

에 측정된 비저항 역산 자료를 기준으로 저수위 변화에 따른

비저항 변화 비(식 (1)을 이용하여 구함)를 나타낸 것이다. 전

기비저항 계측은 댐 운영에 따른 저수위의 변화가 발생하는

동안 계속 이루어지므로, 높은 수위변화는 댐마루에서 측정하

는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앞서 살펴본

온도변화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저수위 변화(Fig. 2(a)의 검은

실선)가 제체 내 모니터링 비저항탐사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7월 22일부터 12월 28까

지의 저수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전기비저항 변화율을 구한

것은 Fig. 4와 같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영농기 및 건조한 기

후 영향으로 최저 저수위(Fig. 2(a)의 T2)가 된 9월 중순 전·후

에 일부 구간에서 제체 10 ~ 20 m 하부에 비저항 증가가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저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제체 내 성토재

가 건조해져서 비저항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RP %( ) = 
ρ2 ρ1–

ρ1

-------------- 100×

Fig. 3. (a) Inversion results of monitoring data at reference T0 and

relative percent difference at T1 (b), T2 (c) and T3 (d) on Fig. 2(c),

respectively.

Fig. 4. Relative percent differences between some inversion results

of the annual monitoring data and a reference in resis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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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구간에서는 비저항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본

저수지의 제체 안전성 및 침투수율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취수시설인 복통 구조물 인근에서 낮은 전기비저항 분포

가 나타났다(Fig. 4의 “Drainage”로 표기 부분). 또한 저수위

변화와 무관하게 일부 잡음 영향으로 인한 비저항 변화도 나

타나는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매년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연중 저수위 변화(Fig. 2(a)의 검은 실선)에서, 영농 배

수시기와 겹쳐서 저수위가 다소 낮아진 2015-5-24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비저항자료를 Fig. 5(a)에 나타내었고, Fig. 5(b)는 이

에 대한 역산 해석 결과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상부는 대

부분 저비저항 분포를 보인 반면에 하부는 상대적으로 고비저

항 분포를 분포가 나타났다. 이것은 배수시기이지만 여전히 높

은 저수위와 앞서 살펴본 계절적 영향을 반영하여 상부가 상

대적으로 낮은 비저항 분포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체 내 취수시설 주변의 취약성 해석

국내 저수지 대부분은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서,

취수시설인 복통구조물(Fig. 1(a)의 ‘복통’)이 제체 내 설계되

어있다. 복통은 취수시설에 속한 시설물로 제체하류로 도수하

기 위하여 제체내부를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다. 국

내 공사관리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14,000여개 저수지 중

대부분이 제체를 관통하는 복통을 갖고 있다(장봉석 등,

2008). 하지만 복통시설물과 제체 성토재의 매질의 차이가 크

기 때문에 접촉 부분이 침투수에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발생한 경북 내 한 저수지 제체 붕괴원인은 복통과 흙 접

속부 누수가 장기화되어 토사유출 현상이 심화되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으로는 매년 영농시기에 따라

저수위 조정 및 중단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부근이 특히 누수

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의 Fig. 5에서 취수시설이 위치한(그림에서 표시한 사

각형지점) 주변은 제체 깊이 방향으로 저비저항대가 넓게 나

타나는데, 이 부근의 제체 취약성 고찰을 위해서 단순화된 모

델을 구성하였다. Fig. 6과 같이 저수지 댐마루에서 20 m 하

부에 위치한 복통구조물을 단순화시켰는데. 보통 복통시설물

은 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구조물 안은 빈 공간 혹은 계절에 따

라서는 물로 채워진다(즉, 영농시기 및 장마철에 지역적으로

배수 시행함). 복통구조물은 저수지 재료(점토 혹은 성토재)와

비교하여 매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취약한 구

간이며, 이것은 제체 내 침투수가 쉽게 일어날 가능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체, 취약구간, 복통구조물 그리고 저수지 물

에 대한 전기비저항 물성은 Fig. 6과 같이 설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후에, 제체 취약한 구간을 전기비저항 모니터링방법으

로 어느 정도 해석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델 내 취

약구간(r)의 반경을 2 m에서 8 m 까지 변화를 주면서 모델링

을 수행하였는데, 취약구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계(Phase)

0에서 비저항분포를 보여준다. 또한, 복통구조물은 제체 구조

물에 비해서 현저히 작고(탐사 측선길이는 300 m이고 측점간

격은 5 m로 가정함), 이로 인하여 모델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

기 위해서 복통구조물 주변 계산영역은 미세하게 나누었다

(Fig. 7). 저수지에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에 사용한 쌍극자배

Fig. 5. (a) Measured data and (b) inverted data of the annual monitoring data.

Fig. 6. A seepage model close to a concrete drainage. Radius of

the weak zone varies from 2 ~ 8 m along three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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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법을 가정하여, 4단계로 나누어서 모델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8의 (a)에서 (d)는 설정한 4단계 모델에 대한 겉보기 전기

비저항의 단면도이다. 각 단계별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 절의 식(1)에서 비저항 값 대신 단계별 모델링을 통해 계산

된 겉보기 전기비저항 값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변화율 차이를

계산한 후, 이를 Fig. 9에 나타냈다. 단계 2와 단계 3의 겉보기

전기비저항으로부터 이상대 반응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반면

에 단계 0과 단계 1의 전기비저항 이상대는 구별하기 쉽지 않

다. 잡음 5%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에, 단계 1에서 전기비저

항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복통시설물 주위의 취약구간을 조사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계 2와 단계

3에서는 보다 큰 이상대 차이를 구할 수 있었다. 단계 1에서

나타나는 이상대 반응은 구별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 때의 취

약구간의 반경은 2 m였다. 본 모델 계산에 의하면 전기비저

항탐사를 이용하여 복통구조물 주변 침투수 구간이 크게 발달

해야 탐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년 반복적인 측

정에 의한 모니터링 탐사결과 및 본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축

조 이후에 오랜 기간 운영해온 저수지 제체의 침투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취약성을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개발된

Fig. 7. (a) A resistivity model for the Phase 0. (b) Enlarged section

of limited region in the resistivity model close to the drainage with

the refined mesh.

Fig. 8. Pseudo-sections of apparent resistivity at each phase. (a) Phase 0, (b) phase 1, (c) phase 2 and (d) ph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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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자료 분석툴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저수지 계측모

니터링 자료 해석 결과, 기준값에 비해서 늦은 겨울철 모니터

링 자료는 대체로 제체 상부는 비저항이 증가하지만 하부는

감소하였다. 반면에, 이른 가을에는 이와 반대로 제체 하부가

상부에 비해서 오히려 비저항 값이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초겨

울에 다시 계절변화로 비저항이 점차 초기 관측값으로 수렴하

였다. 저수위 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율을 살펴보면, 대

부분 구간에서 비저항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 댐의 안전성 및 제체 내 침투수율은 양호한 것

으로 생각된다. 다만 저수위 변화와 무관하게 일부 잡음 영향

으로 인한 비저항 변화도 나타나는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

해서 매년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취수시설 주변 취약성 모델을 이용한 단

계별 해석 결과, 단계 2와 단계 3에서는 주변 매질과 구별 가

능한 이상대 반응을 구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 사용된 단순화된 모델을 구체화 할 뿐만 아

니라 역산에 의한 전기비저항 단면을 현장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고찰하다면, 제체 취수시설 주변 취약성 해석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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