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이더 토모그래피 탐사

본 탐사는 탐사모식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탐사하고자 하는 지역 양쪽에 시추공을 설치

하고 공내에서 전자파를 방사하여 지반 내부를 통과, 수신된 전자파의 투과속도와 에너지의 강

도 등을 측정한다. 측정된 자료로부터 지층의 전자파속도, 전기전도도, 공극율, 함수율 등의 물

성분포를 2차원 영상화하여 지반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탐사법이다.

<그림 1> 시추공 안테나와 레이더 토모그래피탐사 모식도

▷ 탐사목적

레이더 토모그래피 탐사는 시설물이 위치한 기초지반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지반

의 연약대, 공동 및 누수대 등을 정밀조사하기 위해 적용된다. 특히 교각기초지반과 같이 상부

구조물로 인해 타 방법으로 지반조사가 곤란한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하면 하부지반의 정밀조사

가 가능하다.

○ 적용분야

- 정밀 지반조사 : 연약대, 공동, 지하수위 등

- 댐, 제방의 누수대 조사



▷ 탐사방법 및 절차

레이더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탐사위치 선정
·지표물리탐사자료를 통해 이상대 (An om alou s Zone) 선정

- 시추공 위치, 간격, 깊이

시추공 설치 ·플라스틱 케이싱 설치, 지하수위 측정

탐사변수의 결정 ·탐사지속시간 (T im e W indow ), 사용주파수 (F requen cy ) 등

탐사자료 획득

① 송,수신기 시추공 바닥에 고정후 자료획득

② 송신기 고정상태에서 수신기를 상부방향으로 결정된 간격으로

이동후 자료획득

③ 수신기가 시추공 최 상부에 위치할때까지 ② 과정 반복

④ 송신기를 시추공 바닥으로부터 상부방향으로 결정된 간격만큼

이동, 고정하고 수신기를 시추공 바닥에 위치한 후 자료획득

⑤ 송신기 고정상태에서 수신기를 상부방향으로 결정된 간격으로

이동후 자료획득

⑥ 수신기가 시추공 최 상부에 위치할때까지 ⑤ 과정 반복

⑦ 송신기가 시추공 최상부에 위치할때까지 ④∼⑥과정 반복

자료처리
·자료처리용 PC로 자료전송

·자료편집 및 각종 필터링을 통한 획득자료 질 (Quality )의 개선 등

자료의 영상화
·속도분포, 전기전도도 분포, 함수율 분포, 공극율분포,

염분함유율 분포 영상화

탐사자료 해석 ·지반 물성분포를 통한 지반구조 해석

▷ 분석 및 평가

레이더 토모그래피 탐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두 시추공 사이의 전자파 전파속도 분포, 전기

전도도 분포, 공극율 분포, 함수율 분포에 관한 영상을 획득한다.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지반 내

부구조를 분석한다.

○ 평가기준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평가기

준이므로 모든 탐사자료에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장상황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



구 분 전파 속도 공극율 함수율

건전부위 증가 감소 감소

이 상 대 감소 증가 증가

- 연약대 탐지

< 그림 2>는 교량 건설부지의 교각 시공위치에 대한 전자파 토모그래피 탐사결과로써 두 시추

공 사이의 전자파의 전파속도분포를 영상(Image)화한 사례이다. 영상화 결과 노란색과 녹색으

로 표시되는 곳이 전자파의 투과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며 이는 지하공동 또는 연약대

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시추조사로 취득한 RQD값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교량 하부지반 탐사사례

- 단층 탐사

< 그림 3>은 두 시추공 사이의 단층구조와 연약대를 탐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레이더 토모그래

피 탐사한 사례이며, 전파속도 분포영상이다. 시추공의 간격은 40m 이고 시추공의 깊이는

65m 이다. 획득영상에서 전파속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영역이 뚜렷하며 이는 시추조사 결과 및



지표지질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두 개의 단층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오른쪽 상부의 저속도대는 연약대임을 의심할 수 있다.

<그림 3> 단층탐사 사례

- 석탄층 두께 조사

< 그림 4>는 석탄층의 지질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탐사사례로써 시초조사에서

확인된 석탄층의 두께와 경사 등이 매우 잘 파악되고 있다.

<그림 4> 석탄층 탐사사례

석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