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하레이더 탐사 (GP R , Grou nd P e netrat ing Radar )

GPR탐사는 전자파를 콘크리트 또는 지반에 방사시킨 후 반사체에서 되돌아온 반사파를 이용

하는 탐사법으로써 주로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및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탐사하고자

하는 심도에 따라 주파수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공단에서는 100MHz 이하의 저주파수를 사용

하는 지반조사용 pulse EKKO 100 system과 100M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비파괴 조사

용 pulse EKKO 1000 syst em을 보유하고 있다. GPR탐사법은 적용범위가 다양하며 탐사대상

체의 형상과 재질에 관계없이 탐사가 가능하므로 매우 효과적인 탐사법이다.

<그림 1> 비파괴 조사용 pulse EKKO 1000 <그림 2> 지반조사용 pulse EKKO 100

▷ 탐사목적

본 탐사법은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를 목적으로 철근 피복두께, 내부공동, 라이닝 강지보재, 라

이닝 두께, 라이닝 배면공동 등을 탐사하며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지하공동, 지하매설물, 기반암

선, 암반내 절리방향과 단층 및 단층 파쇄대, 지하수위 등을 탐사하기 위해 활용된다. 탐사결과

는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적용분야

- 콘크리트 비파괴조사

- 기반암 조사

- 지하공동 조사

- 지하 매설물 조사

- 지하수위 조사

-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 조사

- 하상 profiling 등
<그림 3> GPR 탐사 모식도



▷ 탐사방법 및 절차

탐사측선 설정 ·탐사목적에 적합한 측선설정

탐사변수 결정

·탐사심도

·탐사지속시간(T ime W in dow )

·사용주파수 (F requ ency )

·샘플링 간격(Samplin g Interv al)

·측점간격 (T race Int erv al) 등

시험탐사 실시 ·필요에 따라 CMP탐사 실시

탐사변수 보정 ·탐사변수의 적정성 평가

탐사자료 획득
·탐사측선을 따라 탐사실시

·획득자료의 저장

자료처리

·자료처리용 P C로 자료전송

·자료편집

·각종 필터링을 통한 획득자료

질 (Quality )의 개선 등

자료해석 ·심도=(전파속도×0.3)/ 2 (m/ n s )

탐사목적 달성 ·영상화자료 출력 및 상태평가

▷ 분석 및 평가방법

GPR탐사자료는 반사파의 발생여부와 발생심도를 분석함으로써 매질 내부의 구조에 관한 정보

를 획득한다. 탐사대상체에 따라 해석방법이 상이하므로 비파괴 조사와 지반조사로 분리하여

해석방법을 설명하였다.

○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 반사체 심도결정



수신되는 반사파의 도달시간은 반사면까지의 왕복주행시간(T w o- W ay T ravel T ime)이며 다음

식과 같이 전자파의 매질내 속도를 이용하여 왕복주행시간을 심도(Depth )로 전환하면 반사면

의 심도(깊이)를 알 수 있다.

D = 1
2 · V · T

V = c
ε r

여기서, D = 심도, T = 반사파 도달시간, c = 빛의 속도(0.3m/ n sec),εr = 매질의 상대유전율

- 반사체 위치결정

콘크리트내부 철근, 터널 라이닝 강지보재 및 지하매설물과 같이 인위적으로 매질내에 설치된

대상체의 표면에서는 반사파가 발생되고 획득된 반사파의 영상(Image)은 대체적으로 아래그림

과 같이 포물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철근과 같이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반사원은 포물선

의 형태 역시 일정간격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영상(Im age)형태를 분석하면 반사원을 조사할

수 있다.

< 그림 4> 철근 탐사자료 <그림 5> 터널 라이닝 강지보재 탐사자료

○ 지반조사 및 지하매설물 탐사

라이닝 배면공동, 지하공동, 기반암선, 지하수위, 및 강바닥과 같은 반사체는 반사파를 일으키

강지보재



는 표면이 연속적이므로 이를 탐사하여 획득한 영상(Im age)에서도 반사신호가 연속되는 면으

로 나타나게 된다. 반사체의 심도 및 위치는 비파괴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6> 지하 매설관 탐사사례 <그림 7> 지하공동 탐사사례

<그림 8> 지반함몰 탐사사례 <그림 9> 기반암선 탐사사례

<그림 10> 지반오염범위 탐사사례 <그림 11> 강바닥 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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