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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수지 안전진단을 위하여 수행되는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는 대기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내와 같

이 사계절의 온도 변화가 큰 환경에서는 지중온도 변화에 의한 전기비저항의 변화를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온도효과

는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정밀한 해석을 어렵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저수지에서 획득된 다점온도 모니터링 자료

를 분석하여 시공간적 지중온도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역산 결과 얻어진 지하 전기비저항 모델에 대하여 온도보정

을 수행하였다. 온도보정 결과, 계절변화에 의한 온도 효과는 주로 상부에 국한되며, 심부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댐 제체의 온도 분포만을 가지고 온도 보정을 수행하면 그 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이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 물의 온도 변화에 의한 효과는 대기온도 변화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온도효과, 저수지

Abstract: Resistivity monitoring data at embankment dams are affected by the seasonal temperature variation. Especially

when the seasonal temperature variation is large like Korea, the temperature effects may not be ignored in the long-

term resistivity monitoring. Therefore, temperature effects can make it difficult to accurately interpret the resistivity

monitoring data. In this study, through analyzing the time series of ground temperature collected at an embankment dam,

ground temperature variations are calculated approximately. Then, based on the calculated temperature profile with depth,

the inverted resistivity model of the embankment dam is corrected to remove the temperature effects. From these

correc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temperature effects are significant in the upper, superficial part of the dam, but

can be ignored at depth. However, temperature correction based only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dam body

cannot remove the temperature effect thoroughly.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effect of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reservoir water seems to be incorporated together with the air temperature variation. 

Keywords: Resistivity monitoring, temperature effects, embankment dam

서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 기반 시설인 저수지는 전국적으

로 17,427개소가 존재하며, 이중 70% 이상이 1964년 이전에

설치된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로 누수 및 붕괴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저수

지만도 354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노후화된 저수지는 누

수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저수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

고 저수지 및 댐의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안전도 D와 E 등급 저수지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보수 및 보

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관리 주체인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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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보수 및 보강 등 저수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

하는 한편, 주민대피훈련 등의 관리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물리탐사법은 1960년대 이후에 저수지 안전진단의 한 방법

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지온 탐사, 자연전위 탐사

가 사용되었다(Ogilvy et al., 1969). 이후 누수 구간의 전기비

저항이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가 도입되어

누수 구간의 탐지에 적용되었다(Butler and Llopis, 1990;

Johansson and Dahlin, 1996; Titov et al., 2000). 그러나 2000

년대 초까지 이들 물리탐사법은 그 효용성에 비하여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1999년 CEATI (Center for Energy

Advancement through Technical Innovation)는 댐 및 저수지

안전진단에 대한 워크숍(International Diagnostics for

Embankment Dams)을 개최하고, 제체 붕괴의 원인이 되는 누

수 구간 탐지에 지온, 자연전위, 전기비저항 및 탄성파 탐사 등

각종 물리탐사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그룹 DSIG

(Dam Safety Interest Group)를 출범시켰다. DSIG에서는 제체

의 내부 침식, 세굴에 의한 누수 구간의 효과적인 탐지를 위한

각종 물리탐사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착

수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저수지 누수 구간의 조기

탐지를 위한 다양한 물리탐사 방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활

발히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5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을

통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에 미치는 저수지의 3차원 효과

와 전극배열법의 특성(Sjödahl et al., 2002), 다양한 물리탐사

법의 적용성 및 한계에 대한 연구(Salmon and Johansson,

2003), 3차원 저수지 구조가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에 미치는

영향(Sjödahl et al., 2006; Cho and Yeom, 2007; Cho et al.,

2014)가 수행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한

누수 구간 탐지(Chung et al., 1992), 전기비저항 및 자연전위

탐사, 추적자 시험, 순간 수위 변화 시험, 온도 검층, 침윤선 및

누수량 변화 계측 자료의 종합해석에 의한 누수 조사(Song et

al., 2005), 저수지의 3차원 지형효과와 저수지 제당의 구성요

소가 역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Cho et al., 2006a, 2006b; Oh

et al., 2005), 전기비저항 탐사법에 의한 저수지 누수 구간의

안전도 지수(Cho et al., 2006b), 하천 제방에서 누수 위험구간

탐지를 위한 전기비저항 탐사법(Yoon et al., 2005)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된 바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밀하고 신속한 자동측정 및 통신

시스템의 발달에 힘입어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기법이 도입되

었다. 이 방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지하 매질의 물성 분포 변

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모델 연구, 환경

오염대 확산 등 다양한 공학 및 환경문제에 활발하게 적용되

고 있다(Kemna et al., 2002; Slater et al., 2002; Singha and

Gorelick, 2005; Cassiani et al., 2006; Deiana et al., 2007;

Miller et al., 2008; Kim et al., 2009). 또한 전기비저항 모니

터링 자료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시간 경과 역산법(time-lapse

inversion)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준 모델과

추정 모델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차 모델 제한자(cross-model

constraint) (Loke, 1999; Oldenborger et al., 2007; Kim and

Cho, 2011), 기준 자료와 시간 경과 자료의 차나, 비를 모델 변

수로 사용하는 시간 경과 역산법(LaBrecque and Yang, 2001;

Daily et al., 2004), 4차원 역산법(Karaoulis et al., 2011;

Karaoulis et al., 2014), 측정시간 중에 변화하는 지하 모델에

대한 4차원 역산법(Day-Lewis et al., 2002; Kim et al., 2009),

최적 모델 제한자 및 시간 제한자를 자동으로 추정하는 4차원

역산법(Kim et al., 2013)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 저수지 안전진단을 위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이 제안되었으며(Park et al., 2002;

Park et al., 2005),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 재해

예방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중·대형 저수지를 중심

으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은

자료 획득 단계에서 해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문제점은 소위

3차원 효과(3D effect)와 온도효과(temperature effect)이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 온도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 일반

적으로 저수지 제체의 지중온도는 대기온도와 저수지 물의 온

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중온도의 일변화 및 년 변화는 깊

이에 따라 진폭이 감소하며, 대기온도 변화에 대한 시간 지연

이 발생한다. 전기비저항은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온도효과는 3차원 효과와 함께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

의 보다 정밀한 해석을 위하여 필히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

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저수지에서 획득된

제체의 지중온도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온

도효과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료획득

저수지 안전진단을 위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에 위치

한 석동 저수지에서 전기비저항, 지중온도, 수위 등에 관한 모

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대상 저수지는 2005년 준공된 중심 코

아 형 흙댐으로 길이 174 m, 제고 27.6 m, 제정폭 7 m, 유효

저수량 903,000 톤인 농업용 저수지이다. 전기비저항 모니터

링 측선은 마루부와 하류사면의 경계부에 위치한다. 측선 길이

160 m, 측점 간격 5 m로 설정하였으며, 전극전개수 8인 쌍극

자 배열법을 사용하여 매 6시간 마다 자료를 획득하였다. 금

속봉 전극을 지하 0.3 m에 영구 매설하였으며, 다중 케이블로

전기비저항 탐사기와 연결하였다. 획득된 모니터링 자료는 인

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관측센터로 전송되어 자료처리가

수행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지진관측시스템과 연동되어 일정

진도이상의 지진이 관측되면 자동으로 전기비저항 자료가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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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어 지진에 의한 저수지의 피해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제체의 지중온도는 마루부와 상류사면

과 하류사면에 굴착된 깊이 30 m 시추공에 1 m 간격으로 총

31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한 다점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동일 시추공에서 지하

수위도 함께 측정하였다. Fig. 1은 저수지에 설치된 전기비저

항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시추공 내 다점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시스템은

최대출력 400 W, 입력임피던스 20 Mohm이며, 단일 채널방식

을 채택하고 있지만 릴레이 방식을 통하여 짧은 시간 간격으

로 다수의 자료 획득이 가능하다. 측정된 자료는 인터넷(TCP/

IP 방식)을 통하여 자동 전송된다. 다점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은 31 채널 다중 케이블에 온도센서가 장착된 TLS (thermal

line sensor) 시스템으로 측정범위 −50 oC ~ +125 oC, 정밀도는

± 0.5 oC이다. 측정된 자료는 CDMA 통신을 통하여 전송된다.

지중온도

지중온도는 지하 매질의 물성과 대기온도변화에 크게 좌우

되며, 다른 기후적 요인, 예를 들어 일조량, 바람 및 강우 등도

어느 정도 지중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중온도는 대개 대기온

도의 일변화에 연동되는 표층(near surface zone), 계절적 변화

에 민감한 천부층(shallow zone)과 대기의 연평균 온도를 보이

는 심부층(deep zone)으로 나누어진다. 지중온도의 일변화 및

연변화는 깊이에 따라 진폭이 감소하며, 대기온도변화에 대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열 분산율 k인 균질 반무한 공간에 각주파수가 ω인 온도변

화가 주어질 경우 심도 및 시간에 따른 지중온도는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 (1)

(1)식에서 T0는 지표에서의 연평균 온도, ΔT는 지표온도의 변

T z, t( ) = T0 + ΔTe
α z–

 cos ωt β z–( )

Fig. 1. Layout of resistivity and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installed at an embankment dam.

Fig. 2. Temperature profiles for a homogeneous half-spa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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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폭, α는 감쇠정수, β는 위상정수로 α = β = , 분산

속도 u = 가 된다.

Fig. 2는 균질 반무한 공간에서 지중온도의 계절적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T0= 13 oC, ΔT = 18 oC이며, 분산율은 일반적

토사의 대푯값인 k = 1.0 × 10−6 m2/sec로 설정하였다(Revil et

al., 1998).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중온도는 천부의 경우

에는 대기온도의 계절적 변화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깊이에 따라 그 진폭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며, 분산속도에

의해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계절적 온도변화의 진폭이 e−1이

되는 표피심도 δ는 3.2 m로 천부에서 상당량의 감쇠가 발생

하며, 그 분산속도 u는 6.31 × 10−6 m/sec (5.6 cm/day)로 매우

서서히 분산한다.

한편 저수지는 반무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갖는 3차원 수리 구조물이다. 특히 제체에서의 지중온도는 제

체의 구조적 특성, 저수지 물의 온도는 물론 지역과 구성요소

의 지열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균질 반무한 공간과는

상당히 다른 지중온도 분포를 보이게 된다. Fig. 3(a)는 2016

년도 1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체 하류사면에 설치된 시추

공에서 측정된 지중온도 프로파일, (b)는 같은 기간 균질 반무

한 공간에 대한 이론적 지중온도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낮은 깊이에서는 계절적 온도변화에 의한 영향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자료와 이론자료가 비교적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계절적 온도변화의 영향은 약 15 m 이상의 깊이에

서 거의 소멸된다. 그러나 15 m 보다 낮은 깊이에서의 현장

지중온도는 전반적으로 이론값에 비하여 약간 더 큰 값을 보

이고 있다. 심도가 깊어지면 계절적 온도변화에 의한 지중온도

의 변화는 소멸되지만, 현장자료와 이론자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반무한 공간의 경우에는 연평균 온도에 수렴하는데

반하여, 현장자료에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중온도가 선형

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저수지 물의 온

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균질 반무

한 공간으로 가정하고 저수지에서의 지중온도를 추정하게 되

면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하여

(2)식과 같이 보정을 수행하였다.

(2)
with .

(2)식에서 zb는 시추공의 깊이, zc는 계절적 온도변화가 소멸하

는 깊이, Tb는 시추공 바닥에서의 온도를 나타낸다. (2)식의 보

정은 지중온도를 깊이 15 m를 기준으로 상부에서는 증가시키

며, 하부에서는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보정은 현장 지중온

도가 이론자료에 비하여 상부에서는 높고 하부에서는 낮은 현

상을 효과적으로 보정한다. Fig. 4는 (2)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론자료와 현장자료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비록 지표 근처에

서는 현장자료와 이론자료 사이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ω/2k

2kω

T z, t( ) = T0 + ΔTe
α z–

 cos ωt β z–( ) + F

F = 
Tb T0–

zb zc–
-------------- z zc–( ) = 

Tb T0–

zb zc–
-------------- z zc–( )

Fig. 3. Temperature profiles at downstream shell: (a) in situ and (b) analytic for a half-space model.

Fig. 4. In-situ (open circles) and analytic (solid lines) temperature

profiles at downstream shell from Jan. 01. 2016 to Jul. 08. 2016.

The analytic temperatures are calculated from equ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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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부분의 경우에 두 자료가 잘 일치하고 있어 (2)식에 주

어진 보정식이 제체에서의 지중온도 분포를 잘 근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수지의 경우, 그 구조적 특성상 상류사면과 하류사면

의 지중온도는 서로 다른 지중온도 특성을 보인다. 우선 상류

사면은 저수지 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므로 지중온도는 물

온도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 또한 저수위 하부의 상류사면은

물로 포화되어 있는 반면, 하류사면은 차수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점토에 의해 저수지 제고와 같은 깊이까지는 대개 불포화

대이다. 따라서 하류사면은 저수지 물의 온도에 덜 민감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류사면은 표면이 식재로 피복되어 있어

대기온도 변화가 일정 부분 감쇠되어 지중으로 전달되지만, 상

류사면 상부는 사석으로 피복되어 있어 대기의 온도변화가 지

중으로 직접 전달된다. 

온도보정

일반적으로 지하매질의 전기비저항은 함수율과 공극수의 이

온농도에 크게 좌우되며,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은 주로 함수율

이나 이온농도가 변화된 이상대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적

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비저항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Rein (2004)은 추적자 시험을 통하여 지하매질의 수분함량과

이온농도는 물론 온도효과도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결과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

를 제거 혹은 보정하고,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 변화만을 추

출하여 해석해야 한다. 특히 국내와 같이 계절적 온도변화가

큰 환경에서 수행되는 중장기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는

온도변화에 의한 겉보기 비저항 자료 혹은 전기비저항 분포

영상의 변화 양상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기

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에서는 온도효과를 고려하지 않

고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온도보정은 현장자료인 겉보기 비저항

을 보정하는 방법과 역산 결과인 전기비저항을 보정하는 방법

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겉보기 비저항은 송수신 전극 부근

의 비교적 넓은 영역의 전기비저항 분포에 의해 결정되며, 지

중온도는 적어도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중온도 분포

를 안다고 해도 겉보기 비저항 자료에 대한 온도보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예외적으로 조사지역의 지중온도가 균질

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에 겉보기 비저항 자료에 대한 온도보

정은 의미를 갖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전

기비저항 모니터링에서 온도보정은 역산을 통하여 얻어진

전기비저항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논문에서

는 역산 결과인 전기비저항 값을 온도보정하는 방법을 채택

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사로 구성된 지하 매질의 전기전도도(bulk

conductivity, σb)는 공극률(φ) 및 포화도(S), 공극수의 전기전

도도(fluid conductivity, σf)와 구성입자의 표면전도도(surface

conductivity, σs)에 의해 결정된다. 

. (3)

(3)식에서 m은 결합지수(cementation factor), n은 포화지수

(saturation exponent)이다. 대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사의 경

우 입자 크기가 커서 표면전도도는 매우 작은 값을 보이므로

무시할 수 있으며 (Hermans et al., 2012), 저수지 제체의 경우

완전포화(S = 1)를 가정하면 전기전도도는 

(4)

로 근사할 수 있다. 

한편 온도가 높아지면 공극수내 이온의 이동도가 커지면서

전기전도도는 증가하며, 공극수의 전기전도도와 온도는 다음

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낸다 (Hayashi, 2004).

. (5)

(5)식에서 σf,T와 는 온도 T 및 기준온도 Tref에서의 공극

수의 전기전도도이며, mf는 기준온도에서 온도에 따른 전기전

도도의 변화율이다. 이제 온도변화만에 의한 전기전도도 변화

를 구하기 위하여 φm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5)식을 (4)

식에 대입하면 

(6)

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온도 Ti에서 전기전도도가

σi라면, 특정 온도 Tstd에서의 전기전도도 σstd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Sen and Goode, 1992; Hayley et al., 2007; Hayley

et al., 2010). 

. (7)

일반적으로 Tref= 25 oC이며, 공극수의 전기전도도 변화율

mf는 0 ~ 25 oC의 구간에서 0.018 ~ 0.025의 범위내의 값을

갖는다. (7)식을 이용하면, 지중온도가 주어질 경우 측정된 전

기전도도는 원하는 특정 온도에서의 전기전도도로 변환할 수

있다. 즉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

비저항의 변화를 보정할 수 있으며, 이는 온도변화가 아닌 지

하 매질의 변화에 의한 전기비저항 변화의 파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수지에서 얻어진 장주기 전기비저항 모니

터링 자료의 경우, 온도보정 된 전기비저항의 시간적 변화는

공극률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누수구간의 발달여부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σb = φ
m
Sw

n
σf + φ

m 1–
S w

n 1–
σs

σb φ
m

≈ σf

σf T,

σf Tref,

---------- = mf T Tref–( ) + 1

σf Tref,

σb T,

σb Tref,

----------- = 
σf T,

σf Tref,

---------- = mf T Tref–( ) + 1

σstd = σi

mf Tstd Tref–( ) + 1

mf Ti Tref–(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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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전처리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는 각종 전자기적 잡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은 사

전 자료처리를 통하여 잡음을 제거한 다음 수행되어야 한다

(Kim et al., 2016). 자료처리는 겉보기 비저항의 시계열 자료

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겉보기 비저항 시계열 자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잡음은 펄스형(pulse type), 계단형(step type) 및 고

주파 잡음을 들 수 있다. 펄스형 잡음은 중앙값 필터링(median

filtering)을 통하여 용이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계단형 잡음은

계단 폭이 좁을 경우에는 중앙값 필터링을 통하여 거의 제거

가 가능하지만, 폭이 넓을 경우에는 중앙값 필터링만으로 제거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모니터링에서 측정된 겉보기 비저항

이 시간에 따라 극심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표준편차에 비하여 편차가 지나치게 큰 자료를 제거하는 방식

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의 필터링을 수행하여도 온

도의 일변화 등에 기인한 고주파 잡음이 남게 되며, 이들 잡음

은 평활화 필터인 S-Golay 필터링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

Fig. 5는 전극전개수 n = 1인 자료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원시자료는 상당수의 펄스형, 계단형 및 고주파 잡음이 나타나

고 있으나, 필터링을 거친 자료는 매우 부드럽게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필터링 후에도 계절적 온도변화에 의

한 장주기 변화는 시계열에 남아 있다. 이는 Fig. 5에서 동절

기에는 겉보기 비저항이 큰 값을 보이다가 봄이 되어 온도가

높아지면서 겉보기 비저항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극전개수가 1 이상인 경우에도 역시

잡음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모습과, 자료가 부드럽게 변화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자료처리를 통하여 잡음이 제거된 겉보기 비저항 자

료는 각 시간별로 겉보기 비저항 가단면도로 작성되며, 공간

필터링을 통하여 주변 값과 큰 차이의 변화를 보이는 자료를

제거한다. 이 필터링 과정은 가단면도 상의 겉보기 비저항 자

료가 급작스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공간적 물성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얻어진 자료의 처리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측정에 기반

한 모니터링은 자료의 수가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상의 사전 자료처리는 모두 자동화 되어야 한다. 

자료처리의 마지막 단계는 역산을 수행하여 시간별 전기비

저항 분포 단면을 얻는 과정이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역산에는 크게 시간경과 역산법과 4차원 역산법이 사용된다.

시간경과 역산법은 특정 시간에서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기준

모델로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지하모델의 변화양상을 파악하

는 교차모델 역산법을 의미한다. 반면 4차원 역산법은 시간에

따라 지하모델이 변한다는 가정 하에 지하 모델을 4차원으로

가정하여 시공간적인 전기비저항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 그러나 시간경과 역산이란 용어는 종종 4차원 역산을 포

함하는 모니터링 자료의 역산법을 지칭하기도 한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온도보정

충청남도 금산에 위치한 석동저수지에서 2016년 1월 1일부

터 4월 30일까지 얻어진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에 대하여

온도보정을 수행하였다. 온도보정 이전에 겉보기 비저항 시계

열에 대한 사전 자료처리를 수행하여 잡음을 제거하였으며, 4

차원 역산(Cho et al., 2017)을 통하여 각 시간별로 전기비저

항 분포단면을 획득하였다. 시간 간격은 15일로 설정하였으며,

자료가 얻어지는 측정시간 중에는 지하모델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Fig. 6은 석동저수지에서 획득된 모니터링 자료를 4차원 역

산하여 얻어진 결과로 (a)는 온도보정을 하지 않은 단면이며,

(b)는 온도보정을 수행한 단면이다.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지

하의 물성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전기비저항의 비를 나타

내었다. 우선 지표 근처에서는 T2/T1이 1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어, 전기비저항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즉 1월 1일(T1)에

서 1월 15일(T2)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기온도가 점차 낮아

지고, 이로 인하여 대기온도에 민감한 표토층의 전기비저항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봄철이 되면서 대기온도가 증가하는

2월 28일(T5)에는 표토층의 전기비저항이 감소하는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3월 15일(T6)에는 4월 15일(T8)

과 4월 29일(T9)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기비저항이 지속

Fig. 5. Typical example of filtering effects on apparent resistivity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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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표토층의 전기비

저항은 일변화와 같은 고주파 온도변화에도 민감하며, 강우 등

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국지적으로 대기온도변화와 다르게

거동할 수 있다. 동절기의 낮은 대기온도에 의한 영향, 즉 전

기비저항 증가 영역은 2월 28일(T5)까지 서서히 깊은 곳으로

분산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3월 15일(T6)이 되면 전기비

저항 증가 영역은 더 이상 하부로 분산하지 않고 5 ~ 10 m 깊

이에 머무르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10 m 이하의 심도에서는

전기비저항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저수지 제체

구성 요소의 전기비저항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전기

비저항의 감소양상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즉 깊이 15 m 이

상에서는 지중온도의 계절적 변화는 거의 소멸하므로 이를 지

중온도의 계절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또한 저수지 제체도 육안조사에서 아무런 누수

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제체 구성요소의 전기비저항

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제체 심부에서의 전기비저항의 특이한 시간적 변화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모니터링 자료는 제체 마루부와

하류사면 경계부에 설치된 측선에서 얻어진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이다. 또한 4차원 역산 과정에서도 저수지를 2차원

모델로 가정하고 지하 모델을 추정하므로 소위 3차원 효과에

의해 왜곡이 발생하고, 이 3차원 효과는 저수위에도 영향을 받

는다. 더욱 큰 문제는 저수지의 모든 구성요소(상·하류사면,

중심코아, 저수지 물 등)의 전기비저항이 2차원 전기비저항 자

료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3

차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저수지 물은 봄철이 되면서 대기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현상(turnover)으로 인하여 상부에 있는 고온수층과 하부

의 저온수층이 뒤섞이며, 전체 저수지 물이 거의 같은 온도를

보인다. 또한 봄철이 되면 전체적인 수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수심에 따라 하절기에는 저온수층은 하부에, 고온수층

은 상부에 발달하는 성층(stratification)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다. 동절기에는 차가운 대기의 영향으로 상부에 저온수층이 발

달하여, 저수지 표층수가 동결하면 저수지 물의 온도는 4 oC

에 수렴한다. 그러나 석동 저수지의 경우는 동절기에도 결빙되

지 않으며, 상류사면 시추공에서 획득된 30 m 깊이에서의 온

Fig. 6. Resistivity ratio sections from 4D inversion of resistivity monitoring data sets from Jan. 01. 2016 to Apr. 29. 2016: temperature

uncorrected (a) and corrected (b). Air temperature at each time-step is T1 = 0.9, T2 = −7.6, T3 = −2.6, T4 = 1.0, T5 = 2.9, T6 =
3.6, T7 = 0.9, T8 = 17.5, and T9 = 16.3 o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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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11 oC에 수렴하는 것으로 볼 때, 동절기의 수온도가 11
oC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면, T8

과 T9에서 심부 전기비저항의 전반적인 감소는 저수지 물의

온도증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저수지 마루부에서 측정된 전기비저항은 측선 하부의 제체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만, 저수지 물의 전기비저항 값에

크게 좌우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봄철 저수지 물의 온도증가에 따라

전기비저항이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기비저항 값을 감

소시키게 된다. 특히 저수지 물과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므로 전극전개수가 작은 자료보다는 큰

자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수지 물의 온

도증가에 따른 전기비저항 감소는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

특히 심부의 전기비저항을 결정하는 전극전개수가 큰 겉보기

비저항 자료를 감소시키게 되며, 최종 4차원 역산 결과는 봄

철에 낮은 전기비항대가 심부에 분포하는 결과를 추정하게 된

다. 또한 저수지 물로 포화된 상류사면도 겉보기비저항 자료에

영향을 미치며, 온도증가에 의해 겉보기비저항 자료는 물론 역

산에서 얻어진 전기비저항도 감소시키게 된다. 물론 이 전기비

저항 감소는 저수지의 누수나 구조 변화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저수지 물의 계절별 온도변화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저수지 물의 온

도자료가 확보되어야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온도보정을 위하여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중

온도의 해석적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물론 시추공에서 측정

된 지중온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러나 전기비

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7

년 4월 29일까지는 지중온도가 시스템 문제로 결측된 상황이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2)식에 주어진 해석적 지중온도를

온도보정에 사용하였으며, Fig. 7은 전기비저항 탐사가 이루어

진 시간에서의 심도에 따른 온도분포와 수평거리 57.5 m 지점

에서의 심도별 전기비저항 변화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Fig. 7(a)에 나타낸 온도 프로파일에서, T4 (2월 14일)까지는

차가운 대기온도(평균기온 1 oC)의 영향으로 표층의 온도가

매우 낮으며, 지중온도는 깊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다가 깊이

5 m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T9 (4월

29일)의 경우, 평균기온 16.3 oC로 표층에서는 높은 온도를 보

이지만 깊이가 증가하면 빠르게 감소하며 깊이 5 m 이상에서

는 다시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모든 시

간에서 깊이 15 m 이상에서는 계절적 온도변화에 의한 지중

온도 변화는 소멸되며, 깊어질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5 m 보다 깊은 곳에서의 온도보정은

시간에 무관하게 된다. 

Fig. 7(b)의 전기비저항 변화는 표층의 경우 지표온도가 높

을수록 전기비저항은 작아진다. 즉 표층의 전기비저항은 계절

적 온도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그 변화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심도가 깊어지면 전기비저항과 지중온도는 뚜렷

Fig. 7. Temperature and resistivity profiles with depth: (a) tem-

perature, (b) resistivity profile before temperature correction and
(c) resistivity profile after temperatur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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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4월 28일의 자료를 제외하

면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크기가 표층에 비하여 작아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c)는 지중온도를 사용하여 온도보정

을 수행한 결과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온도 의존성이 큰 표층

에서는 시간적 전기비저항 변화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나, z = 2.5 m 이상의 심도에서는 온도보정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8은 온도보정에 의한 전기비저항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

게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보정 전후의 전기비저항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표층(z = 1.25 m)의 경우 온도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의 영향으로 전

기비저항도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온도

보정 이전의 경우 전기비저항은 120 ~ 190 ohm-m의 값을 보

이는데 반하여, 온도보정 이후에는 120 ~ 150 ohm-m 범위내

의 값을 보인다. 비록 표층의 전기비저항은 온도 이외에도 강

우량, 저수위 등에 영향을 받지만, 온도에 의한 영향이 상당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기비저항의 온도

의존성은 깊이가 깊어지면 크게 달라진다. 깊이 z = 3.75 m의

경우에도 온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단조로운 변화양상을

보이는 반면, 전기비저항은 증가하다가 3월부터는 거의 일정

한 값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z = 7.5 m의 경우 지중온도

는 16 oC에서 13 oC로 감소하고 전기비저항은 100 ohm-m에

서 150 ohm-m로 증가한다. 이는 온도의 영향으로 해석하기에

는 그 변화가 너무 크며, 온도보정을 수행하여도 전기비저항의

변화양상은 동일하다. 또한 심도가 더 증가하면 계절적 온도변

화는 더 이상 전기비저항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깊은 심도에서는 온도보정 전후의 시간적 전기비저항 변화

양상이 거의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온도보정은 누수구간 탐지

에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0 ~ 25 m 깊이에서는 계절적 온도변화가 거의 없지

만, 전기비저항은 시간에 따라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이 구간

은 대상 저수지의 제고가 27 m인 점을 고려할 때, 누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므로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에서 주

된 대상 영역에 해당한다.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 이 구간에서

의 전기비저항 변화는 지중온도 변화와는 무관하게 수위변화

에 의한 3차원 효과의 변화와 저수지 구성요소(상류사면, 중심

Fig. 8. Temporal variations of (a) temperature, (b) resistivity without temperature correction and (c) resistivity with temperature correction at

the distance of 57.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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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등)의 전기비저항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잘 알

려진 바와 같이 수위변화에 기인한 3차원 효과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Cho et al., 2014). 수위가 증가하면 저수지의 기하학

적 형태가 변화하며, 이로 인하여 측정되는 겉보기 전기비저항

자료도 변화한다. 또한 제체 구성요소의 전기비저항 값도 수위

에 따라 달라지며 겉보기 전기비저항을 변화시킨다. 이들은 서

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체에서 수행되는 2차원 전

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정량화할 수 없다. 즉 저수지 전기비저항

2차원 탐사에서 3차원 효과의 정량적 보정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따라서 저수지 누수구간 조사를 위한 2차원 전기비저

항 탐사 및 모니터링 자료해석은 제체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록 시간경과 역

산이나 온도보정 등의 다양한 해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는 제체 즉 측선 하부의 참 전기비저항

은 아니다. 

저수지 전기비저항 탐사 혹은 모니터링의 궁극적 목적은 누

수구간의 발달여부를 탐지하는 것이다. 만약 누수가 없는 건전

한 저수지에서 제체와 평행한 측선에서 얻어지는 2차원 탐사

혹은 모니터링 자료는 측선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한 크기의 3

차원 효과와 온도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참 전기

비저항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지만, 전기비저항의 시공간적

변화대는 누수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기비저항 탐사와 모니터링은 저

수지 누수구간 탐지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으며,

현장 조사에 적용되고 있다. 

저수지 누수구간은 대개 저수위 하부에서 발생하며, 누수구

간 탐지를 위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에서 주된 관심대상은 심

부에 발달하는 전기비저항 감소대이다. 그러나 겨울에서 봄으

로 계절이 바뀌면서 전기비저항 비 단면의 심부에 나타나는

전기비저항 감소 영역을 누수구간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저수지

에서 얻어진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이러한 특성은 모니

터링 자료의 해석을 매우 복잡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

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심부에 발달하는 전기비저항 감

소 영역은 3차원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대개 단면

전체에 걸쳐 수평하게 발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초기누

수는 제체의 좁은 구간에서 시작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그 규모가 확장된다. 따라서 누수에 의한 전기비저항 감소대는

누수구간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단면 심부의 모든 영역에 나타

나는 전기비저항 감소대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물론 전기비저

항 탐사의 특성상, 심부의 감도가 낮기 때문에 변화량이 작다

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의 탐지를 위해서는 정밀한 해석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 론

전기비저항 탐사 및 모니터링은 저수지 누수구간의 탐지에

효과적인 물리탐사 기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수지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물로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

내와 같이 사계절의 온도변화가 큰 환경에서는 지중온도 변화

에 의해 전기비저항이 변화하므로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이 어

려워진다. 이 연구에서는 저수지 제체에 설치된 시추공에서 측

정된 지중온도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지중온도 근사식을 추

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온도보정을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저수지 제체의 지중온도는 표층(0 ~ 2.5 m)의 경

우 대기온도에 크게 좌우되며, 전기비저항도 대기온도에 민감

하게 반응하며, 온도보정은 일정 부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5 m 이상의 심도에서는 계절적 온도변화가

거의 소멸되며,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저수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의 목표를 누수구간 탐지로 국

한할 경우 누수발생 가능 심도, 즉 저수위 보다 깊은 심도에서

는 온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누수발생이 가능한 깊은 곳에서는 계절적 온도변화에

영향은 미미하지만 구성요소의 전기비저항 변화에 의해 전기

비저항 분포가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는 저수위 변화에 의한 3차원 효과 및 저수지 물의 온도변화

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봄철에는 물의 전도현

상(turnover)에 의해 저수지 물의 온도는 지중온도보다 빠르게

높아지며, 온도가 높아진 저수지 물 자체도 해석 단면의 전기

비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유동속도는 지중온도의 분산속도에 비하여 훨

씬 빠르기 때문에 물과 인접한 제체 상류사면의 전기비저항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봄철에는 일반적으로 물 유입

량의 증가로 인하여 저수지 수위가 증가하며, 이 저수위 증가

는 해석단면 심부의 전기비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에서 봄철로 계절이 바뀌면서 복합적으

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해석 단면 심

부에 발생하는 전기비저항 감소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저수위 변화에 의한 3차원 효과의 변화, 저수

지 물의 온도변화 등은 해석 단면 전반에 걸쳐 수평적으로 나

타나게 된다. 대개의 저수지 누수구간은 초기에는 좁은 영역

에서 발생하고 점차 확장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누수와 관련된

시공간적 전기비저항 변화대는 누수구간에 집중되어 나타나게

된다. 반면 3차원 효과 및 저수지 물의 온도변화에 의한 효과

는 해석단면 전체에 발달하므로 누수에 의한 전기비저항 감소

대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탐사 및 모니터링

은 누수구간의 탐지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누수는 전기비저항 탐사의 분해능이 낮은 심부에 발생하기 때

문에,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모델링 및 시간경

과 역산기법을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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