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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붕락구간 보강결과에 대한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분석

Analysi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or the reinforcement after

tunnel roof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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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최근 용지보상이나 환경문제 및 도로선형 등으로 인해 도로건설 중 터널구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터널시공 중 크고 작은 붕괴 및 이에 대한 보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
터널이 지표하 수십 에서 깊게는 이상에서 건설되고 있어 지표에서 붕괴의 원인 및 보강결과에m 100m
대한 확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본 사례에서는 지표하 약 에 위치한 터널붕락 구간에 대하여 터널내에서 비파괴검사인 차원 전130m 3

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여 보강결과를 확인하였다.

Key words :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tunnel roof breakdown

서 론1.

터널 시공시 천반 붕락에 따른 보강의 경우 대부분의 터널이 지표아래 깊은 심도에서 건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에서 붕괴원인 및 보강결과에 대한 확인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사례에서도 지표아래 약 부근에서 터널 시공 중 천반의 붕락이 발생하였으며 그라. 130m ,

우팅으로 보강을 실시하였다 이에 보강후 터널내에서의 차원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여 공동의 분포. 3

여부 및 그라우팅 주입영역을 판단하고 추가보강 및 영구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붕락구간 현황1.1

표 붕락구간 및 규모1.

붕 락 구 간 규 모

STA.6+409 ~ STA.6+440 30m×12m×30m, 10,000 11,000 m≒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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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붕락직후 파악된 구간별 붕락범위 추정단면1.

그림 붕락구간 보강현황2.

지표현황1.2

그림 붕락 위치도3.

그림 지표부 전경4. 그림 춘천방향 단면5. STA.6+440

붕괴구간 직상부는 터널방향과 거의 직교하는 계곡지형으로서 지표부에는 크기의 전석이0.5 2.0m∼

수 정도의 두께로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표로부터 붕락구간까지는 개략 정도이다m Talus , 1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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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및 조사장비2.1

표 조사내용2.

구 분 수 량 비 고

차원 전기비저항탐사3 단면30m 35m (1 )☓ 공동의 분포여부 및 그라우팅 주입영역 판단

표 조사장비3.

조 사 장 비 사 진

ABEM Terrameter SAS4000∙
사 스웨덴(ABEM , )

ABEM Electrode Selector ES464∙
전선Lund CVES Cable, 2mm2∙

Steel Electrodes∙
특수 제작된 코일형 전면접지 전극

Cable Joints∙
Software : 3DINV, RockWorks2004∙

< ABEM Terrameter SAS4000 >

코일형 전면접지 전극< >

탐사방법2.

전기비저항탐사 일반2.1

전기비저항탐사의 기본원리는 지표면에서 인위적으로 방출한 전류에 의해 형성된 전위차를 측정하여

지반의 전기적 특성을 규명하는 탐사기법으로 매질의 전기전도도에 따라 전류소모량 및 전위차가 다르

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이다.

암석의 전기비저항은 암석의 공극율 공극내 유체의 성질 유체의 포화도 조암(porosity), , (saturation),

광물 의 종류 암석 구성입자 및 암석의 고화도 등 암석 자체의 성질과 파쇄대(rock forming minerals) , ,

균열대 단층 및 점토광물의 존재 여부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이러한, .

지하매질에 존재하는 전기비저항 이상대 에 의한 이상 전위차를 측정 해석하여 지질(anomalous zone) ,

구조 지하공동 및 지하수 등의 지하구조를 규명하는 탐사방법으로 각종 매질에서의 등전위 분포 및 매,

질의 비저항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균질한 매질에서의 등전위도(a) 불균질한 매질에서의 등전위도(b)

그림 각종 매질에서의 등전위 분포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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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매질별 전기비저항 분포7. (Palacky, 1987)

차원 전기비저항탐사2.2 3

차원 전기비저항탐사는 전기비저항이 수직 및 측선방향으로만 변화하고 측선에 수직인 방향으로는2 ,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탐사를 수행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차원 전기비저항탐사. 3

는 지하의 전기비저항이 임의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탐사를 수행하며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하 물성은 엄밀히 말해 차원 구조가 아닌 차원 공간좌표의 함수로 보아야 하2 3

며 따라서 차원 전기비저항탐사가 그 원리상 원지반에 가장 근접한 지하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 .

차원 탐사에 주로 쓰이는 전극 배열법은 동일 전극의 수에서 측정자료의 수가 가장 많은 단극법3

으로 본 탐사에서도 이 배열법을 적용하였으며 단극법의 겉보기비저항(pole-pole array) , ( ρ 은 다음과)

같다.

ρ
Δ

π
Δ

단극법을 통한 차원 전기비저항탐사의 자료획득에는 모든 전극이 차례대로 전류전극으로 사용되3 ①

고 나머지 모든 전극에서 전위차가 측정되는 방법과 모든 전극이 차례대로 전류전극으로 사용되고②

전위차는 전류전극의 수평 수직 및 의 대각선 방향상에 위치하는 전극에서 측정되는 방법, 45°

이 있다(cross-diagonal survey) .

전자는 측정되는 자료의 수가 방대하여 현장 적용성이 낮으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지하정보의 왜곡을,

최소화하며 측정 자료수를 감소시키는 후자의 방법이 고안되었다.

본 탐사에서는 기법을 적용하였다cross-diagonal survey .

단극법 모식도(a) 기법(b) cross-diagonal survey

그림 단극법 모식도 및 기법8. cross-diagon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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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수행 및 해석3.

전기적 간섭 배재3.1

붕락지역 전 구간에 폭 의 강지보재가 간격으로 시공되어 있어 천단부에서의 전기적인15cm 50cm

간섭으로 탐사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전극이 터널 천단에서 상부 지점에 설치 될 수 있도록1.5m

길이로 총 개소의 전극 접지공을 천공하였다1.5~10.5m 56 .

그림 전극 접지공 천공 현황도9.

코일형 전면 접지전극을 이용한 접지조건 개선3.2

일반적인 전기탐사에서 사용하는 전극봉으로는 암반이나 시멘트구간에 대한 접지가 불가능하여 접지

공내에 설치할 코일형 전면 접지전극을 특수제작 하였다

코일형 전면 접지전극은 현장에서 천공된 접지공의 공경인 보다 가 큰 로 제작되45mm 1mm 4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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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코일전면이 접지공 내부에 밀착되도록 하였으며 코일내부와 일정심도까지 벤토나이트로 충진하여,

전기전도성을 증대하였다

그림 코일형 전면 접지전극 설치 모식도10.

자료처리 및 해석4.

현장에서 획득한 자료는 전기비저항탐사 전문 해석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RES3DINV

였고 그 결과는 차원 가시화 프로그램인 로 정리하였다, 3 RockWorks2004 .

일반적으로 탐사결과의 정밀도는 준비단계 전극설치 위치 접지공 측정조건 지반상태 전기적잡음( : ), ( ),

등에 의해 결정 되는데 본 탐사에서는 지표탐사와는 달리 설치된 전극의 위치확인이 어려워 초(Nois)

기에 계획된 위치에 전극이 모두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물론 전극의 실제위치와.

해석위치의 상이한 정도에 따라 탐사의 정밀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해석된 전기비저항 차원 분포영상을 통한 현지반의 형상화를 위해 붕락초기와 보강 작업3

시 확인한 현장 현황을 기초로 현재의 터널 배면상태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각 층간의

전기비저항 범위를 역산하였다 즉 터널 배면부로부터 일정구간까지는 경량기포시멘트가 일부 채워진.

붕락 버력층과 그 이후는 붕락시 생긴 공간을 경량기포시멘트만으로 채워진 층이 분포하리라 판단된다.

그림 붕락초기 현황 그림 보강 완료후 현황11. 12.

상기모델과 보강시 주입된 경량기포시멘트량을 기초로 각 층의 전기비저항 범위를 역산한 결과 버력

경량기포시멘트 구간은 경량기포시멘트 구간은 정도로 평가되었고 각각의 볼+ 35ohm-m, 100ohm-m

륨과 분포형태를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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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5.

영상별 탐사결과 분석5.1

터널 붕락 후 보강구간에 대한 공동 존재 유무 및 지반보강 상태를 평가하기 측점간격을 로 하5.0m

고 격자수 의 측선을 설정하여 차원 전기비저항탐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7×8 grid 3 , .

그림 분석 단면 위치도13.

고도별 전기비저항 영상5.2 (EL.)

고도별 영상단면의 분석결과 경량기포시멘트 주입영역으로 추정되는 이하의 저비저(EL.) 100ohm-m

항대가 터널을 따라 터널 상부에서 표고 까지 분포하며 그 폭은 춘천방향으로 갈수록 다소 넓게153m ,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경량기포시멘트 주입영역 주변부에 붕락시 느슨해진 영역으로 추정되는 이하의 저500ohm-m

비저항대가 표고 까지 분포하나 단면 양상으로 보아 공동으로 분석되는 전기적 이상대 영역은 나160m ,

타나지 않는다.

(a) EL.(+) 175.0m (b) EL.(+) 170.0m (c) EL.(+) 16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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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L.(+) 160.0m (e) EL.(+) 155.0m (f) EL.(+) 150.0m

(g) EL.(+) 145.0m (h) EL.(+) 140.0m

그림 고도별 전기비저항 영상14. (EL.)

구간별 전기비저항 영상5.3 (STA.)

구간별 영상단면의 분석결과 경량기포시멘트 주입영역으로 추정되는 이하의 저비(STA.) 100ohm-m

저항대는 단면의 폭에서 단면에서는 의 폭으로 춘천방STA.6+415(A-A') 8m STA.6+445 (G-G') 15m

향으로 갈수록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붕락시 느슨해진 영역으로 추정되는 이하의 저비저항대는 대체로 터널 진행방향의 좌측500ohm-m

상단으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직단면 역시 공동으로 분석되는 전기적 이상대 영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a) STA.6+412(A-A') (b) STA.6+415(B-B') (c) STA.6+42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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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TA.6+425(D-D') (e) STA.6+430(E-E') (f) STA.6+4350(F-F')

(g) STA.6+440(G-G') (h) STA.6+445(H-H')

그림 구간별 전기비저항 영상15. (STA.)

터널 축방향 전기비저항 영상5.4 (X dist.)

터널 축방향 영상단면 분석결과 경량기포시멘트 주입영역으로 추정되는 이하의(X dist.) 100ohm-m

저비저항대는 터널구간인 및 단면에서 주로 분포하며 터널 측면부인X dist 12.5m(c-c') 17.5m(d-d') ,

및 단면에는 부분적으로 일부 분포한다X dist 7.5m(b-b') 22.5m(e-e') .

붕락시 느슨해진 영역으로 추정되는 이하의 저비저항대는 대체로 터널 좌측부인500ohm-m X dist

단면으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며 공동으로 분석되는 전기적 이상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2.5m(a-a') ,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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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dist 2.5m(a-a') (b) X dist 7.5m(b-b') (c) X dist 12.5m(c-c')

(d) X dist 17.5m(d-d') (e) X dist 22.5m(e-e') (f) X dist 27.5m(f-f')

그림 터널 축방향 전기비저항 영상16. (X dist.)

차원 전기비저항 영상5.5 3

버력 경략기포시멘트 구간의 비저항 범위는 경량기포시멘트 구간의 비저항 범위는+ 35ohm-m,

정도로 평가되었고 차원 탐사결과를 이용하여 각각의 볼륨과 분포형태를 형상화 하였다100ohm-m 3

그림 차원 전기비저항 영상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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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붕락버력 경량기포시멘트 주입구간18. + (504 )㎥

그림 경량기포시멘트 주입구간 현황19. (3,160 )㎥

결 론6.

터널 붕락 후 보강구간에 대한 터널 상부 배면의 공동 존재 유무 및 지반보강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

해 차원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3 , .‧

자연상태에서 매질의 전기비저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다른 관련자료 없이 측정된 전기비저1) ,

항 값을 특정 매질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본 조사 역시 암반내 경량기포시멘트의 전기적특성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경량기포시멘트

의 전기비저항 값의 추정은 어려웠다 하지만 붕락초기와 보강 작업시 확인한 현장현황을 기초로 터널.

배면부로부터 일정구간까지는 경량기포시멘트가 일부 채워진 붕락 버력층과 그 이후는 붕락시 생긴 공

간을 경량기포시멘트만으로 채워진 층으로 형성된 모델을 설정하였고 보강시 주입된 경량기포시멘트량,

을 기초로 각 층의 전기비저항 범위를 역산하였다.

계산 결과 붕락버력 경량기포시멘트 구간의 전기비저항 경계는 이고 규모는 정도+ 35ohm-m , 504㎥

로 계산 되었으며 경량기포시멘트만의 구간은 정도로서 각각의 분포형태를 형상, 100ohm-m, 3,160㎥

화 하였다.

상기 계산된 규모는 터널 상단에서 이격된 지점에서 실시한 탐사영역 내에서 산출된1.5m (El.-1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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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실제 붕락규모 산정을 위해서 탐사결과인 전기비저항값 경계를 터널까지 연장시켜 계산하였고,

그 결과 전체 붕락 규모는 버력구간 경량기포시멘트구간 정도로 계산되어 초4,557 ( 990 , 3,567 )㎥ ㎥ ㎥

기에 추정한 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분석되었다10,000 11,000∼ ㎥

붕락버력 경량기포시멘트 주입영역으로 추정되는 이하의 저비저항대 분포는2) + 35ohm-m

부터 폭으로 터널을 따라 터널 상부 까지 분포하며STA.6+424 3 7m 8.5m (EL.147m) , STA.6+430∼

구간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분포하고 있다6+435 .∼

붕락시 생긴 빈 공동을 충진하고 있는 경량기포시멘트 영역으로 추정되는 범위의3) 35 100ohm-m∼

저비저항대 분포는 탐사영역 전체인 구간에서 폭으로 터널상부STA.6+412 6+447 8 15m∼ ∼

까지 분포하며 춘천방향으로 갈수록 다소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14.5m(EL.153m) , .

또한 붕락시 공동 주변으로 느슨해진 영역으로 추정되는 범위의 비저항대는 터4) 100 500ohm-m∼

널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탐사결과 방향 및 구간별 단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공동으로 추정되는 전기적 이상대나 형상은5) 3

나타나지 않아 버력구간을 포함한 붕락 영역 전체에 대해 경량기포시멘트로 충분히 채워진 것으로 보인

다.

비파괴 조사영역인 물리탐사는 간접적인 조사방법으로서 상기 결론의 세부적인 수치나 수량보다는6)

전체적인 경향 파악이 우선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수개소의 확인공을 통해 금번 탐,

사결과를 보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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