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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착식 굴착현장의 GPR 탐사한계 분석기법 연구

Analysis of GPR Exploration Limit of Open-Cut Type Excavation

한유식*·김우석**

Yushik Han* and Woo-Seok Kim**

요 약 지반 굴착에 따른 주변 지반의 함몰 문제를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반함몰 위험인자의 정확한 탐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반굴착현장 주변의 거동 분석을 통하여 지반이완영역 분포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GPR 탐사를 시뮬레

이션 한 결과, 함수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불포화 지반에서는 지층의 분포 및 이완영역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포화 지반에서는 GPR 탐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지반함몰, 지반이완영역, 시뮬레이션, 포화지반, 불포화지반

ABSTRACT Accurate exploration of the risk factors of the ground subsidence is needed to predict and evaluate the subsidence of

the surrounding ground due to the excavation of the groun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soil relaxation area by

analyzing the behavior around the ground excavation site and simulated the GPR exploration under various conditions. As a

result,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water content, distribution of the strata and the distribution of the

relaxation region were confirmed in the unsaturated soil,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iculty in the GPR exploration in

the saturated soil.

KEYWORDS Ground subsidence, Soil relaxation area, Simulation, Saturated soil, Unsaturated soil

1. 서 론

최근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굴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굴착공사 주변의 지반함몰을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한 위험

인자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표면 아

래를 탐사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지표투과레이더(이하,

GPR이라함) 탐사, 표면파 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GPR 탐사법은 전자기 펄스를 이용하여

천부의 지반 및 구조물을 탐사하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

로 환경오염대 조사, 지반조사 또는 구조물 비파괴 검사 분

야에 뛰어난 적용성을 가지는 탐사법이다. 최근에는 Wilson

and Garman (2002)는 템파베이의 동쪽 도로지역에서 발생

한 싱크홀을 조사하는데 GPR 탐사를 적용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GPR 탐사를 이용한 지반함몰의 위험원인 중 하

나인 지하수위 심도 및 변화 등에 관한 연구(Endres et al.,

2000; Hagrey and Müller, 2000; Lu and Sato, 2004; Pyke et al.,

2008; Kuroda et al., 2009; Kim and Kim, 2013) 등 지반함몰 및

자연적 싱크홀 등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현장 주변의 거동 분석을 통하여

지반이완영역 분포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GPR

탐사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GPR 탐사의 한계성을 분석

하고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GPR 탐사는 10 MHz - 1 GHz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 펄

스를 이용하여 천부 지하구조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이 방

법은 다른 탐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전자기

파를 사용하므로 분해능이 높으며, 매질간 유전율 차이에

의한 전자기파의 반사와 회절현상 등을 측정하고 이를 해

석하여 지질구조를 파악한다. GPR 탐사는 특히 건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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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역암 등의 구조에서는 전자기파는 쉽게 투과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탐사 적용성을 갖는 반면 점토층에서는

높은 전기전도도 때문에 전자기파의 심도에 따른 감쇠 역

시 커서 GPR 탐사의 적용이 어렵다.

GPR 탐사에서 사용하는 10MHz -1GHz의 고주파 대역은

전도전류에 비해 변위전류가 우세한 전파영역 속하게 되며,

이 경우 전자기장의 거동은 파동방정식의 지배를 받는다.

전파영역에서 GPR파의 거동특성 중에서 주된 관심은 감쇠

도와 속도이다. 평면 전자기파를 가정할 경우 전파영역에서

감쇠상수(a, [dB/m])와 위상상수(β, [rad/m])는 다음 Eq. (1),

(2)와 같다.

(1)

(2)

여기서 σ는 전기전도도(S/m), ε은 유전율(F/m), μ는 투자

율(H/m), ω는 각 주파수이다. 따라서 GPR파는 매질의 전

도도가 클수록, 유전율이 작을수록 감쇠가 심하며 주파수

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100 M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는

소위 물이완효과에 의하여 감쇠상수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100 M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GPR 탐사기기의 가

탐심도는 급격히 작아진다.

GPR 전파의 속도는 지하를 구성하는 암석의 투자율이 진

공에서의 값과 같다(μ = μ
0
)고 가정하면 GPR 전파 속도는(v,

[m/ns])을 다음 Eq.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GPR파의 전파속도는 주파수에 무관하며 단지 유전율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때 ε
r
= ε/ε

o
로 상대유전율, c는 진공

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도 0.3 m/ns이며, GPR파의 파장(λ, [m])

은 다음 Eq. (4) 같다.

(4)

여기서, f의 단위는 MHz이다. 지하를 구성하는 암석의 상

대 유전율은 3~30의 범위 내의 값을 가지므로 GPR파의

전파속도는 0.06~0.175 m/ns이며, 물의 상대유전율은 80

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지하 매질 내

에 분포하는 수분의 함량은 레이다파의 거동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친다.

GPR파의 감쇠요인은 대략 3가지가 있다. 첫째, GPR탐사

에서 사용하는 송신 안테나는 점원이므로 송신원에서 90°의

원뿔 형태로 전파된다. 따라서 송신 안테나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의 크기는 1/r의 비율로 감소한다. 둘째,

감쇠상수에 의하여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변환되면서 신호의

크기가 감쇠하며 이를 흡수라 한다. 셋째, 경계면에서 발생

하는 GPR파의 반사 및 투과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다. 수

직입사를 가정할 때 반사계수는 다음 Eq. (5)과 같다.

 (5)

여기서, ε
1
, ε

2
는 경계면 양쪽에서의 상대유전율이다. 따라서

각종 지질 잡음(미세균질포함)이 많은 지역의 경우, GPR

탐사의 가탐심도가 작아진다.

GPR의 분해능은 시간적으로 인접한 두 반사 신호를 구분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분해능은 주파수의 함수이다. GPR

탐사에서 사용되는 송수신 안테나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

내의 신호만을 방사 또는 수신하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이

러한 주파수 대역을 안테나의 대역폭이라고 한다. 또한 최

대 반응을 나타내는 주파수를 안테나의 중심주파수라 한다.

따라서 안테나마다 고유의 중심주파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GPR 탐사기기는 중심주파수와 대역폭이 같도록 설계되어

있다. 

탐지 가능한 물체의 최소크기를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토양에 따라 달라지며, 1파장 길이(λ
l
)의 절반 값을

말하며,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주파수가 커야

한다. 그러나 중심주파수가 높아지면 분해능은 향상되지만

GPR탐사에서 감쇠가 커서 가탐심도가 작아진다는 양면성

이 있어, 대상체의 개략적인 심도 및 유전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분해능보다는 가탐심도를 우선하여 안테나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GPR파의 속도는 유전율의 함수

이므로 분해능은 매질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하고, 주파수의

하한은 분해능에 의해 결정되며, 상한은 가탐심도 및 지질

잡음의 크기에 좌우 된다 (Table 1).

a
σ

2
---
μ

ε
---=

β ωμε=

v
c

ε
r

--------
0.3

ε
r

--------= =

λ
v

f
--

300

ε
r
f

---------= =

k ε
1

ε
2

ε
1

----– ε
2

+=

Table 1. Relationship with variables of undergrou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GPR Exploration and Frequency

Measurement variable
Permittivity Conductivity Frequency

low → high low → high low → high

Velocity of Electromagnetic wave fast → slow

Attenuation high → low low → high low → high

Depth of investigation Shallow → deep deep → Shallow deep → Shallow

Wavelength long → short long → short

resolution low → high low →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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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착식 굴착현장의 지반거동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지반의 거동은 Fig. 1과 같이 모식

화할 수 있다. 여기서, 노면의 균열 및 함몰 공공 매설물의

파손, 인접 구조물의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반

굴착시 주변지반 및 구조물의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Hwang, 2010). 

 ① 굴착에 의한 변위(흙막이 벽의 변형에 의한 지반변위)

 ②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변위(점성토지반 및 느슨한 사

질토지반의 변위)

 ③ 굴착저면의 변형에 의한 변위(보일링, 히빙)

 ④ 흙막이 해체에 의한 변(지보재 해체에 의한 흙막이 변

의 변형)

지하수가 분포하는 대수층에 가해지는 하중은 대수층을

구성하는 조직과 지하수가 각각 분담하며 지하수 유출입이

평형한 상태에는 조직의 체적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러나 지하수 과잉 채수로 지하수위가 하강하면 지하수에

작용하는 하중은 조직으로 전이되며 이에 따라 조직은 하

중증가로 수축한다. 이후 조직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

면 조직은 더욱 수축하며 소성변형으로 입자는 재배열하고

간극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대수층의 저장능력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지반은 영구적으로 침하가 발생된다. 또한 토사

지반에서 지하수 흐름변화에 의해 토사유출로 인한 공동이

형성되고 이러한 공동이 확장되어 지반함몰이 발생할 수

있다(Fig. 2참조). 

4. GPR 탐사 모델링 및 해석

4.1 굴착현장의 GPR 탐사 모델링

GPR탐사법에는 탐사 방법에 따라 반사법(Reflection Mode),

CMP법(Common Mid Point Mode), 투과법(Transillumination

Mode)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안테나 사용 채널에 따라

단일(Single) 채널법과 다중(Multi) 채널법이 있다. 반사법은

Fig. 3의 (a)와 같이 지반조사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

로서, 송신기와 수신기를 인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일

Fig. 1. Ground movements by excavation

Fig. 2. Ground settlement due to underground water disturbance

Fig. 3. GPR explo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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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간격(X)으로 이동 시키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CMP

법은 Fig. 3의 (b)와 같이 송신기와 수신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벌려가며 탐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쓰면 지반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까지의

길이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다. 투과법은 Fig. 3의 (c)와

같이 건물의 기둥이나 교각 내부의 균열 조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반사파가 아닌 투과파를 수신한다는

점에서 반사법과는 크게 다르다. 이 방법은 시추공을 뚫어

지하단면을 영상화하는 지오토모그래피와 원리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이완 영역을 묘사하고

GPRSIM V3.0을 이용하여 반사법(Reflection Mode)의 방법

으로 Fig. 4의 조건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4의

Case1의 경우는 지하수위가 없는 굴착배면의 이완영역을

묘사, Case 2의 경우는 지하수위가 있는 굴착배면의 이완영

역을 묘사, Case 3의 경우는 지하수위 변화에 의한 굴착배

면의 이완영역을 묘사하였다. GPRSIM V3.0는 지표투과레

이더(GPR) 탐사기로 수집 한 결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서 다

양한 GPR 탐사기 설계 기능을 지정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GPRSIM의 해석을 위한 순서는 1) 모델 그리기 및 그리드

생성, 2) 안테나 임펄스 응답 설정, 3) 안테나 방향성 응답 설

정, 4) 모델의 웨이브 타입 설정, 5) 안테나 수신 및 송신 위

치 설정, 6) 시뮬레이션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 크기는 20.0 m × 20.0 m, 유한차분 격자수는 400(개)

× 400(개) 이며, 격자크기는 5cm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으

며, 지반조건에 따른 유전상수 및 전기전도도의 값은 Table 2

를 참조하였으며, 송신원 중심주파수는 400 MHz인 직접 반

사파(direct reflected wave)를 사용하였다. 

4.2 굴착현장의 GPR 탐사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GPR 탐사 시뮬레이션 결과(Fig. 5) Case 1과 Case 2 조건에

서는 지반굴착으로 인한 굴착배면의 지반이완영역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으나, Case 3 조건에서는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굴착배면의 부분적인 지반이완영역 범위는 정확히 구

분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불포화 지반에서는 지층의 심도를

구분할 수 있으나, 포화 지반에서는 지층의 심도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는 자하수위 아래의 지역에서는 높은 유전상

수와 전기전도도에 의해 매질의 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전자기파의 감쇠가 심하게 일어나서 탐사 깊이가

아주 얕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GPR 탐사한계 분석

GPR 탐사의 한계성 분석을 위하여 Fig. 6과 같이 2가지

Fig. 4. Modeling for analysis of GPR exploration of open-cut

type excavation

Table 2.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and (Han and Yoo, 2017)

Sand condition Dielectric constant Conductivity (mS/m)

Loose sand (Dr=40%) 3.451 0.0001

Dense sand (Dr=60%) 4.245 0.0001

Saturated sand 18.690 0.0096



개착식 굴착현장의 GPR 탐사한계 분석기법 연구 51

조건에 대하여 GPRSIM V3.0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고

GPR 탐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Fig. 6(a)의 Case 4조건

에서는 모래층은 8.0 m 그 아내에는 풍화토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지하수위는 지표 1.2 m 아래에 존

재하며, 지표 1.0 m 아래에는 0.2 m 크기의 공동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6(b)의 Case 5조건에서는 모

Fig. 5. Simulation result of GPR exploration of open-cut type

excavation 

Fig. 6. Modeling for analysis of GPR exploration limit

Fig. 7. Simulation result of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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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층은 8.0 m 그 아내에는 풍화토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또한 지하수위는 지표 6.0 m 아래에 존재하며, 지

표 5.0 m 아래에는 1.0 m 크기의 공동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GPR 탐사 시뮬레이션 결과(Fig. 7 & Fig. 8), 탐사 깊이는

진동수가 낮을수록, 지반의 전기비저항이 높을수록 깊어진다.

중심 진동수가 400 MHz 정도인 높은 진동수의 안테나를 사

용할 경우에 탐사 깊이는 지하의 전기비저항에 따라 달라

지나 3.5 m의 깊이까지 탐사가 가능하였다. 또한 0.2 m 이상의

공동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a) & Fig. 8(a)).

중심 진동수가 100 MHz 이하인 진동수가 낮은 안테나를 이

용하면 10 m 이상의 깊이까지 탐사가 가능하나 분해능이 1

파장 길이(λ
l
)의 절반 값 0.7 m 이하의 이상체는 판독하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1 m 미만의 깊이에 있는 이상체를

판독하기 어려웠다(Fig. 7(b) & Fig. 8(b)). 이는 상대적으로

얕은심도에서의 반사파가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로

직접 전파된 직접파에 묻혀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지하수면 아래는 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지하수면에서 상당량의 에너지가 반사되어 수

면아래로의 전달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

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굴착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이완영역

분포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GPR 탐사를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지반굴착으로 인한 굴착배면의 지반이완영역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으나, 지하수위에 따라 수위가 굴착면보

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 굴착배면의 부분적인 지반이완영역

범위는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2) 함수율에 따라 불포화 지반에서는 지층의 심도를 구

분할 수 있으나, 포화 지반에서는 지층의 심도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3) 지하수위 아래에서는 지하수면을 전자기파가 통과함에

따라, 전자기파의 감쇠가 심하게 일어나 GPR 탐사가 어려

움이 있다.

(4) GPR 탐사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주파수가

커야하지만 탐사심도는 낮아진다.

(5) 상기에서 제시한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정하여

GPR 탐사를 시뮬레이션 하여 얻은 결과이다. 추후 실험을

통해 굴착현장의 파괴메터니즘과 다양한 지반특성에 맞는

전기적 특성(유전율, 전기전도도)값이 도출된다면 보다 정

확한 GPR 탐사의 한계성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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