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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Geotechnical sites in urban areas may have embedded structures such as utility lines and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s, which cause difficulties in site investigation. This study is a preliminary
research to establish knowledge base for developing an optimal technique for site investigation in urban areas.
Surface-wave method and resistivity survey, which are frequently adopted for non-destructive site-investigation
for geotechnical sites, were investigated to characterize effects of adjacent structures. In case of surface wave
method, patterns of wave propagation were investigated for typical sets of multi-layered geotechnical profiles
by numerical simulation based on forward modeling theory and field experiments for small-size model tests
and real-scale tests in the field. In case of resistivity survey, 3-D finite element analyses and field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effects of adjacent concrete structures. These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es
for surface-wave method and resistivity survey resulted in establishing physical criteria to cause interference of
adjacent structures in site investigation at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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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생체와 같은 유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경제규모의 증가 문화역량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도,

심지 재개발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성장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심지는 단순한 자연지반과는.

달리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순환계 시스템을 품고 있다 상하수도 시스템 전력 시스템. , ,

가스관 네트워크와 같은 인공구조물이 지반 하부에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도심지 재개발의.

일부가 되는 기존 구조물 증개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지력 침하 등과 같은 지반성능 평가,

를 위한 지반조사는 자연지반에서의 지반조사와는 달리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심지에 적합한 지반조사기법으로는 특수상황 때문에 비파괴 조사기법이 선호되는데 적용가능한 대,

표적인 기법으로는 표면파 기법과 전기비저항 시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연지반의 강성구조를 평가.

하기 위한 표면파 시험은 시추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파괴 기법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신뢰성과 실용

성을 겸비한 지반조사 기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에는 지반하부구조의 차원 영상화라는 기능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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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조성호 등 표면파기법의 활용영역과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도심지에서( , 2005) .

의 지반평가 영역은 이와 같은 표면파 기법의 새로운 적용영역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면파 기법의 일반적 적합 조건으로 표면파 시험측선은 반무한 지반위에 설정되어야 하고. ,

지반의 각 층은 수평으로 균질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도심지 지반의 대부분은 지반 하부에.

지하구조물 지하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표면파 시험의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접, .

구조물 지중구조물의 간섭이 가능한 도심지 지반에서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표면파 시험으로부터 신,

뢰성 있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결과해석 측면에서 도심지 환경에 적합한 시험기법 해석, ,

방법 등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기비저항 시험은 지반 하부에 존재하는 연약대 취약부 등을 조. , ,

사하는 최적의 기법으로 활용되어 왔고 도심지 지반평가에 있어서도 지층구조 기반암 상태 등을 평가, ,

하는데 적합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반매질을 통과하는 전류의 흐름을 측정.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지중에 존재하는 이상체의 간섭 전기잡음으로 인한 신호품질의 저하 등과 같은,

방해요인을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시험도 표면파 시험의 경우와도 같이 인접구조물 지중. ,

구조물의 간섭이 존재하는 도심지 지반에서 신뢰성 있는 지반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험수행 결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도심지 환경에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환경에 적합한 최적 지반조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표면파 분산

특성 전기비저항 분포특성에 대한 인접구조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동강성행렬법을 활용, .

하여 지반 강성구조에 따른 표면파 에너지의 전파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전,

기비저항 분포특성을 수치모사함으로써 인접구조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고찰하였다 또한, .

인접구조물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지반에서 표면파 시험측선위치에 따른 인접구조물의 간섭 효과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론적 이해 실험적 평가 등에 의하여 표면파 전파특성 및 전기비저. ,

항 분포특성에 대한 인접구조물의 영향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도심지 환경 최적 지반조사 기법의 개발,

에 있어 요구되는 지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인접 구조물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표면파의 전파특성2. 3-D

지반 성층구조에 따른 수직변위의 횡방향 분포2.1

표면파 시험측선에 인접하여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의 전파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구현되는 표면파의 전파특성을 선행하여 고찰하였다 이.

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면파뿐만 아니라 체적파의 효과를 비교적 충실하게 구현하는 동강성 행렬법

을 사용하였다 표면파 시험측선에 구조물이 인접하는 경우 표면파 분산특성(Kausel and Peek, 1982) . ,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를 그림 에 묘사하였다 그림 의 측선1 . 1

가운데 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차원 그림은 표면파 전파방향에 연직하는 방향으로의 입자 수직변위를2 2

차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에 도시되어 있는 경우처럼 표면파 시험 측선이 인접구조물에서 충분히. 1 ,

이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접구조물 위치에서의 수직방향 입자 진동은 여전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

게 된다 따라서 표면파 에너지는 인접구조물에서 반사 또는 굴절을 일으키게 되어 또 다른 체적파로. ,

모드 변환이 발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표면에서 측정되는 표면파는 더 이상 순수한 표면파가 아니게

된다 즉 지표면을 따라 전파했던 표면파는 인접 구조물의 벽체를 따라 전파되는 체적파 또는 벽체에서.

반사되어 지표면에 도달한 체적파로 간섭되어 복잡하게 혼합된 탄성파가 되어 버린다.

인접구조물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도심지 지반에서 고품질의 표면파 기법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하여 표면파 수직변위의 횡방향 분포에 관한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 수직변위의, .

횡방향 분포를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그림 의 균질한 반무한 지반 얕은 기반암 지반 약한 지, 2 , ,

층이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형 지반 등 세 가지 전형적인 지반구조를 설정하였다 각 경우에 대하여 동.

강성 행렬법을 적용하여 수직변위의 횡방향 분포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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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면파 전파시 발생되는 매질 입자 수직변위의 횡방향 분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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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면파 전파시의 매질 입자 수직변위를 연구하기 위한 지층구조 균질한 반무한 지반 얕은 기반암: (a) , (b)
지반 약한 지층이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형 지반, (c) .

반무한 지반 매질의 전단파 속도가 로 균질한 반무한 탄성체에 대하여 동강성 행렬법으로150 m/sec

표면파 수직변위를 계산하였다 발진원은 주파수 의 조화진동을 가하여 파장 의 표면파를. 435 Hz 0.3 m

발생시켰고 발진원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파 수직변위의 횡방향 분포를 구, 0.01, 0.05, 0.3, 0.6 m

하였다 표면파의 수직변위를 계산한 매질의 범위는 수직방향으로 표면파의 파장 에 해당되는 심. 0.3 m

도까지 횡방향으로는 측선에서 횡방향으로 떨어진 위치까지의 직사각형 영역에 해당된다, 1m . 그림

의 그림을 살펴보면 발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수직변위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3(a) ,

있으며 중심선에서 횡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수직변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 그림 3 에(a)

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깊이 방향보다는 표면파 전파방향에 대한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

로의 에너지 감쇠가 현저히 작다는 것이다 발진원에서 떨어진 곳에서 파장의 크기와 동일한 심. 0.01m

도에서의 수직변위의 크기를 로 하였을 때 동일한 크기가 관찰되는 횡방향 위치를 표 에 정리하였1 , 1

다 표 을 살펴보면 깊이방향보다 횡방향으로의 에너지 감쇠가 현저히 작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 , . ,

발진원에서 파장의 배 떨어진 경우 측선 아래 파장크기와 동일한 심도에 해당되는 수직변위의 크기는2 ,

측선에서 파장의 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의 동일한 크기의 수직변위가 관찰된다 따라서 균질한 반무4 .

한체에서 표면파가 전파하는 경우 수직방향 보다는 수평방향으로 에너지 손실이 적으며 훨씬 멀리까지, ,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해석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때 만약 반무한 지반체의 경우 인접구. , ,

조물의 영향에서 비교적 벗어난 상태에서 표면파 시험을 하고자 한다면 표면파 시험측선은 구조물 벽,

체에서 파장의 약 배 정도 거리만큼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1.5 .

기반암이 얕은 심도에 위치한 경우 균질한 반무한 지반과 전파특성이 현저히 다르게 계산되었다 그, .

림 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반암 지반의 경우 횡방향으로 매우 멀리까지 에너지 손실 없이 전3(b) ,

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향으로 전파된 파동 에너지가 기반암 표면을 따라 굴절되어 지표.

면으로 반사되어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지표면에서의 파동 에너지가 빨리 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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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균질한 반무한체 지반의 경우보다 횡방향으로의 에너지 전파가 크.

기 때문에 인접한 구조물까지 전파되어 간 표면파가 구조물 벽체에서 굴절 반사되어 다시 지표면으로, ,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만약 얕은 기반암 지반의 경우에 표면파 시험에서 인접.

구조물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표면파 시험측선은 구조물 벽체에서 파장의 약 배 이상 거리만큼, 4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 동강성 행렬법을 적용하여 구한 수직변위의 횡방향 분포 균질한 반무한 지반 얕은 기반암 지반: (a) , (b) ,
약한 지층이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형 지반(c) .

표 한 파장 심도의 수직변위와 동일한 크기의 수직변위가 발생하는 지점의 측선 이격거리1. .

발진원에서의 거리
파장으로 정규화함( )

한 파장 심도의 수직변위와 같은 수직변위가 발생하는 지점의
측선 이격거리 파장으로 정규화함( )

균질한 반무한 지반 얕은 기반암 지반 샌드위치형 지반

0.033 1.4 > 4 0.7

0.167 1.4 > 4 0.7

1 > 4 > 4 > 4

2 > 4 > 4 > 4

약한 지층이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형 지반의 경우 반무한체 지반 기반암 지반과 달리 특이한 형태의, ,

횡방향 전파특성이 나타났다 그림 살펴보면 표면파의 에너지는 횡방향으로 멀리까지 전파되지 못. 3(c) ,

하고 측선 주위로 국한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깊이 방향으로 더 많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표 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무한체 지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표면파 에너지는1 ,

거의 반 정도밖에 확산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층의 강성이 하부층의 강성보다 크기 때문에 대. ,

부분의 파동에너지가 표층에 국한되어 하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층간 강성대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층의 강성이 하부지층의 강성보다 배 정도 클 때 표면파 시험2 ,

에서 인접구조물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표면파 시험측선은 구조물 벽체에서 파장의 약 배 정0.7

도의 거리만큼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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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이 인접한 현장지반에서의 표면파 분산특성2.2

모형 인접구조물이 설치된 현장지반2.2.1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폭 길이 두께 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인접구조물의 모형4 , 5m, 20m, 0.6m

으로 설치하고 슬래브 측면에는 양질의 토사만으로 채움을 하여 슬래브 상단에서 위치까지 수평, 0.1m

층을 형성하였다 표층 부분은 특별히 잡석을 골라내고 토사만으로 다짐 성토를 하였다 표면파. 0.1m .

시험 은 콘크리트 벽체에서 떨어진 곳에 측선을 설치하여 수행하였고(CAP-SASW) 0.1m, 0.3m, 0.5m ,

감진기간 간격은 로 하였으며 표면파의 파장은 의 범위로 측정하였다 시험결과는 그림0.3m , 0.1~5m . 5

에 도시하였다 모형시험 현장의 지층구조는 성층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표층 부분이 단단하고. , 0.1m ,

하부층은 비교적 균질하지만 연약하게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인접한 곳은 약. (

내외 슬래브 하부기초로 잡석채움을 하였기 때문에 심도 하단의 매질은 비교적 큰 강0.1~0.2m ) , 0.5m

성을 가지고 있는 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격거리 의 시험 측선 하부 지반. 0.1m CAP-SASW

은 샌드위치형 지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격거리 측선하부 지반은 상부층이 단단하고 하부층, 0.3, 0.5m

이 약한 지반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샌드위치형 지반에 대한 표면파 수직변위의 횡방향 분포를 참고로 할 때 표면파의 전파는 비교적 좁,

은 범위로 국한되어 있다 즉 표면파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범위가 표면파 파장의 약 에 해당되는. 30%

범위로 되기 때문에 이격거리 의 경우 약 이하 파장의 표면파는 인접 구조물의 영향을 거의, 0.1m 0.3m

받지 않고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성층구조의 지반과 달리 발진원에서 멀어질수록 표. , ,

면파의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에서 굴절 반사되어 오는 체적파의 간,

섭도 약해져서 이상 파장의 표면파에 대해서도 비교적 온전하게 측정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 0.3m .

라서 그림 를 참고하여 보면 심도 약 까지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의 간섭없이 토사의5(a) , 0.4m~0.6m

전단파 속도가 균질하게 측정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격거리 와 에 측선을 설치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심도 약 하부 지0.3 m 0.5 m , 0.5 m

반의 전단파속도 분포가 현저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와 의 차원 전단파속도 분포. 5(b) 5(c) 2

로 판단했을 때 이격거리 측선의 경우가 이격거리 측선의 경우보다 대체적으로 더 단단, 0.3 m 0.5 m

하게 측정되었음을 볼 수 있고 각 측선 구간별로 전단파 크기를 비교하면 이격거리 측선의 경, , 0.3 m

우에 있어서 이격거리 측선의 경우보다 최소 전단파 속도는 약 최대 전단파속도는 약0.5 m 27%, 7%

정도 과다하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N

Small Aggregates
Used for 
Slab Foundation

CAP-SASW Test Arrays

0.1m
0.3m

0.5m

Offset from 
Concrete Slab

(a)

(b)

그림 4. 인접구조물이 설치된 지반 인접구조물의 시공 시험측선: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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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접구조물이 위치한 현장지반에서 시험으로 측정한 전단파속도 단면도CAP-SASW 2-D

청량리 역사 인근의 지하철 박스구조물에 인접한 지반2.2.2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험측선에 인접해 있는 경우 표면파 시험이 인접한 구조물에 의해 어떠한 영향,

을 받는지 실제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여 보았다 그림 의 표면파 시험부지는 청량리 역사 공사가 진. 6

행 중인 지역으로서 호선 지하철 박스가 인접하여 통과하는 지역이다 역사 건축물 시공을 위해 지하1 .

철 박스와 평행하게 지하연속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표면파 시험은 지하철 박스와,

지하연속벽 사이에 측선을 평행하게 설치하였다 그리고 심도 약 위치에 하수관거가 통과하는 것으. 3m

로 보고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미지인 상태이다 표면파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세. (CAP-SASW) , 2m

그먼트를 개 연속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총 의 측선을 설치하였다 또한 표면파 시험과 결과를 비교3 6m .

하기 위하여 동일한 측선 위치에 파 굴절법 탐사를 수행하여 차원 파 속도 단면도를 구하였다P- 2 P- .

CAP-SASW
6-m Measurement Array
(Three 2-m Segments)

Surface Refraction Test

Concrete Box
for Subway Train

Diaphragm Wall

Sewage
Line

7.0m
Open
Cut

Sewage
Pipeline Subway Box

D
ia

p
h
ra

g
m

 W
al

l

Center of 
CAP-SASW
Measurement Array

CL

~7.0m

3.
5m

9.
5m

그림 표면파 시험과 굴절법 시험이 수행된 현장위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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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시험으로 구한 개의 세그먼트에 대한 전단파 속도 단면도를 도시하였다7(a) CAP-SASW 3 .

그리고 표면파 시험 측선 인근에서 수행한 표준관입시험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그래프에 전

단파 속도와 치를 같이 도시하였다 시추 주상도에 의하면 약 위치에서 풍화암이 발견되고 있N . 8 m

고 토사지반은 주로 의 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의 세그먼트 의 전단파 속도 주, 4~8 N . 7(a) 1, 2

상도를 살펴보면 심도 까지는 약 의 분포를 보이지만 심도 아래 매질의, 1.5m 120~180 m/sec , 1.5m

경우는 약 의 범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동일 심도에서 측정한 치를 염두에 둘200~400 m/sec . N

때 의 전단파 속도는 분명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단파 속도 과, 200~400 m/sec .

다평가는 분명 측면에 위치한 지하철 박스구조물이나 지하연속벽의 영향으로 직접 표면으로 전파된 표

면파 보다는 측벽으로 굴절 반사되어 온 체적파의 영향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세, .

그먼트 의 경우는 심도 까지는 전단파 속도가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3 3~6 m 600 m/sec ,

히 측선 하부에 하수관거가 존재하여 이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표면파 시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간격의 지오폰을 개 설치하여 굴절법 탐사를 수행하였다 체적파를 직접 사용1 m 20 , .

하는 굴절법 탐사의 경우도 그림 파 속도를 전단파 속도로 환산하였을 때 약 심도에( 7(b)), P- 3~10m

서 의 전단파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굴절법 탐사의 경우는 표면파시험의 경우보다 더 과400~700 m/sec .

장되게 지반의 강성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파를 활용하는 시험의 경우나 압축파를. CAP-SASW ,

활용하는 굴절법 탐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험측선 인근에 존재하는 인접구조물 벽체로 인하여 실제 지

반의 강성보다 배 과장되게 측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2~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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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004000

Shear-Wave Velocity, m/sec

140120100806040200

SPT-N Value

CAP-S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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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Value

(a)

그림 7. 시험 시험 굴절법 시험 결과의 비교 시험의 전단파속도와CAP-SASW , SPT , : (a) CAP-SASW SPT
시험의 치와의 비교 굴절법 시험으로부터의 파 속도 단면도N , (b) P-

구조물이 인접한 자연지반에서의 전기비저항 분포특성3.

전기비저항 시험은 지반 내 매질의 겉보기 비저항을 측정하여 지층구조를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지반,

내 전류흐름에 변화를 초래하는 이상체의 존재는 전기비저항 시험에 있어서 탐사목적인 동시에 방해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류 흐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즉 전류장내에 인접 또는 지중 구조물이. ,

존재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전기비저항 시험의 결과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절에서는 전기비저, .

항 시험에 있어서 인접 또는 지중구조물의 영향이 어떠한지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치해,

석 현장시험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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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에 의한 인접구조물의 영향3.1

전기비저항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상체와 배경값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수치해석을3-D FEM

수행하였다 모델링 배열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표탐사에 널리 사용되는 쌍극자 배열을 사용하였다 이상. .

체와 측선의 이격거리에 따른 결과 양상을 파악하여 건축구조물에 따른 이상적인 측선 거리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수치 해석모델에 설치된 이상체 위치 및 형태는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다. 8 .

그림 는 고비저항 이상체 모델링 결과이다 그림 에서 천부 부분의 저비항은 배경값 반9(a) . 9(a) 2 m

응이며 심도 까지 이상체의 고비저항 반응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이상체 반응이 직상부가 아니라, 10 m .

도 주변까지 차원 반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치해석 결과에 의하면 계산된 비저항치는 실3 . ,

제 이상체 비저항 의 정도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체에서 이격된 측선의 경1000 ohm-m 1/3 . 6m

우 이상체 반응이 비교적 미약하게 나타났다 이격거리가 인 경우는 이상체와의 거리 때문에 이상, . 10m

체가 심부에 있는 것처럼 영상화 되었다 이격거리가 인 경우는 이상체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20m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는 저비저항 이상체 모델링 결과로서 전반적인 형태는 고비저항 이상대와. 9(b) ,

유사하나 이상체의 비저항 반응이 반전되어 나타났다 고비저항 이상체의 모델링은 동일 거리에서. 1/3

크기의 비저항 값을 나타내었으나 저비저항 이상체는 거의 유사한 비저항값을 나타내었다.

고비저항의 이상체 저비저항의 이상체 고비저항과 저비저항이 혼재하는 이상체(a) (b) (C)

그림 8. 이상체의 위치와 쌍극자 측선배열

이상체 이격거리: 2m

이상체 이격거리: 6m

이상체 이격거리: 10m

이상체 이격거리: 20m

이상체 이격거리: 2m

이상체 이격거리: 6m

이상체 이격거리: 10m

이상체 이격거리: 20m

이상체 이격거리: 2m

이상체 이격거리: 6m

이상체 이격거리: 10m

이상체 이격거리: 20m

고비저항의 이상체 저비저항의 이상체 고비저항과 저비저항이 혼재하는 이상체(a) (b) (C)

그림 9. 이상체의 위치와 쌍극자 측선배열에 따른 전기비저항 모델링 결과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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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혼합배경체의 지반 모델링 결과이다 혼합 비저항 모델은 일반적인 현장 탐사 측정시 상9(c) .

부에 비해 하부가 비저항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착안하여 모델을 만들었다 이격된 경우는 저비. 2m

저항체의 결과와 유사하나 이격된 경우의 반응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표, 6, 10m . 4m

심도의 반응과 이상체 의 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격거200 ohm-m 50 ohm-m .

리 경우의 반응은 이상체 반응을 벗어나 적용된 모델의 비저항 값을 나타내고 있다20m .

현장시험에 의한 인접구조물의 영향3.2

모형 인접구조물이 설치된 현장지반3.2.1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기비저항 반응 양상을 파악하기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옆 지반을 층다짐 형태로

균질하게 다진 지반에 일련의 전기비저항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지반은 중앙대학교 야외시험장의 폭.

길이 깊이 크기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인접하여 조성된 지반으로 표면파 시험이 수행된5m, 20m, 0.5m ,

동일한 부지이다 전기 비저항 시험을 위해서 쌍극자 배열법을 사용하였으며 탐사 전극간격을 로. , 0.2m

설정하였고 점전원을 모사하기 위하여 크기의 나사 전극을 이용하였다 그림 에 도시한 바와 같, 1cm . 4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등으로 이격하여 개의 측선에 대해 시험하였, 0.1 m, 0.3 m, 0.5 m, 1.0 m 4

다 측정간격 로 설정하여 얕은 지층의 미세한 비저항 반응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수. 0.2 m .

행하였던 유한요소해석의 전기비저항 모델링과 비교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에 사용한 시험제원으로3-D ,

측선간격 모형크기 전극간격 등에 있어서 의 축소 스케일을 적용하였다 그림 의 측선은 상, , 1/20 . 10(a)

부 고비저항 반응을 보이며 하부는 저비저항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저비저항 형태, .

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도의 이 구조물 심도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는 당초. 0.5 m .

이상체 현장 타설시 이상체 하부에 크기의 거력을 매설하였고 이 공극 사이에 지하수가 존0.2~0.3 m ,

재 하여 나타나는 반응으로 예상된다 그림 또는 그림 측선은 지반 반응과 이상체 반응이. 10(b), 10(c)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림 측선은 원지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d) .

(a) 이상체 이격거리: 10cm

(b) 30cm

(c) 50cm

(d) 100cm

그림 10. 인접구조물에서의 측선 이격거리에 따른 전기비저항 시험결과의 비교

요약과 결론4.

지중구조물 지중 매설물 등의 인접구조물이 존재하는 도심지 지반에서 표면파 분산특성과 전기비저,

항 분포특성에 미치는 인접구조물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표면파 전파의 정모델링 해석 인접구조물. ,

모형이 설치된 현장지반에서의 표면파 시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는 실제 현장지반에서의 표,

면파 시험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지반의 강성구조에 따라 표면파 에너지의 횡방향 확산범위가 달라진다.

• 기반암과 같이 강성이 큰 지층이 얕은 심도에 존재할 때 표면파의 횡방향 확산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다짐지반과 같이 표층이 하부층보다 단단할 경우 표면파의 횡방향 확산 효과는 최소화되어 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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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간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접구조물이 존재할 때 표면파로 측정한 전단파속도는 지표면에서 특정심도까지의 지층으로 국한

되는데 신뢰가능 심도는 표면파 시험측선이 인접구조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하부지층, ,

에 대한 표층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깊어진다.

• 인접구조물의 간섭으로 인한 지반 강성증가 효과는 표면파 시험뿐만 아니라 압축파를 사용하는 굴

절법 탐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가장 단단한 매질을 타고 전파하는 탄성파의 전파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시추공을 사용하는 탄성파 기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비저항 시험측선 바로 아래 매질뿐만 아니라 측선 인근의 이상체도 전기비저항 측정결과에 영

향인자로 작용한다.

• 이상체의 크기와 위치 비저항 분포에 따라 다소 다른 반응이 나타나지만 이상체 심도의 이내, , 1/2

에서 비저항 변화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났다 이상체 심도의 배 측선이 이격되면 이상체 반응이. 4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비저항 모델보다 저비저항 모델이 원래 모델에 가까운 비저항값을 나타냈다.

• 모형 현장시험과 유한요소해석 전기비저항 모델링을 비교결과 혼합체 지반 모델이 현장시험3-D ,

과 매우 유사한 상관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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