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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nvestigation used two different geophysical logging techniques to confirm the depth to which a 

sheet pile was driven. Depth was estimated through analysis of the movement speed and three-component 

movement directions of a P-wave transmitted through the ground. It was also estimated by pole-pole 

and pole-dipole methods using electrical data logging to measure apparent resistivity. The two methods’ 

respective results were 9.0 m (±1.5 m) and 7.5 m. As field ground conditions will include mixtures of 

various materials, electrical data logging is judged to be suitable for assessing depth due to its low 

signal-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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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반 내부에 설치된 시트파일(sheet pile)의 근입 심도 확인을 위해 두 종류의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조사

를 수행하였다. 탄성파탐사 원리를 활용하여 지반을 통해 전달되는 P파의 이동 속도 및 3성분 운동방향 

분석을 통해 근입 심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시추공내의 전극배열에 따른 겉보기 비저항을 측정하는 전

기 검층의 원리를 활용하여 단극-단극(pole-pole) 방법과 단극-쌍극(pole-dipole) 방법으로 각각 분석하

여 근입 심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P파 검층에서 근입 심도는 9.0 m (±1.5 m), 전기검층에서 근입 심도

는 7.5 m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물질들이 지반 내부에 존재하는 현장의 특성 상 전기탐사의 노이즈가 적

어 탐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탄성파탐사, P파, 전기검층, 파일근입 심도, 물리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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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인간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조물들을 구축하고 

있다. 그 구조물들의 하중을 지지하는 지반이 연약한 경우 지반을 치환 또는 보강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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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발생되는 비탈면 등에 대한 보강으로 파일(pile)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지반 내부에 

설치되는 파일(pile)의 특성 상 설치 후 그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앵커의 경우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발시험 등을 

수행하고 성능이 설계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적인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일(pile)의 경우 인발 등을 할 경

우 시설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비파괴 형태의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 

지반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물리탐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물리탐사는 지표면에

서 수행하는 지표탐사법과 시추공 등을 활용한 공내 탐사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표탐사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

표면에서 인력, 발진장비 또는 발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진동을 발생시킨 후 지표면에 설치된 수진 장치에 도달하는 진

동파장의 속도를 분석하여 지반 내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탄성파탐사가 있다. 또한 사용하는 파장의 종류에 따라 음파탐

사, 전기탐사 등 다양한 지표탐사법이 있다. 공내 탐사법은 지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 에서 굴착된 시추공 또는 

시험을 위해 굴착된 시험공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 내부 혹은 지표에서 탄성파, 전기 등으로 발진을 하고 지표 혹은 또 

다른 공 내부에 수진 장치를 설치한 후 도달하는 신호를 분석하여 지반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Im, 2011).

지반 내부에 설치된 파일(pile)의 근입 깊이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탐사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일례로 해저 지반

에 설치된 시트파일(sheet pile)의 근입 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력탐사가 사용된 적이 있다(Kim et al., 2007). 지구 물

리적인 성질 중 하나인 지자기장을 이용한 자력탐사를 활용하였고, 유한 선형 자기 쌍극자 모델을 활용하여 폭이 좁고 길

이가 유한한 자기 이상체에 대한 설치 깊이를 확인하였다. 다만, 실제 현장에는 다양한 철재 구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른 구조물에 의한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물질로 제작된 시트파일(sheet pile)의 지반내 근입된 깊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내탐사법을 이용하

였다.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중 구조물에 의한 노이즈 제거 및 검증을 위해 P파를 이용한 P파 검층과 전기비저항을 이

용한 전기검층 두 가지 검층을 활용하였다. 파일(pile)의 상부에 해머를 이용한 타격에너지를 발생시켜 전달되는 P파를 분

석하는 P파 검층과, 전기비저항탐사의 단극-단극(pole-pole) 및 단극-쌍극(pole-dipole) 탐사 방법을 응용한 전기검층으

로 시트파일(sheet pile)의 근입 깊이를 분석하였다.

������	
�����������

��������	

탄성파탐사에서 사용되는 P파의 지반내부 이동속도를 이용한 탐사방법으로 Fig. 1과 같이 시트파일(sheet pile)에 최대

한 가깝게 시추공을 굴착한 후 시트파일(sheet pile) 상부를 해머로 타격하여 탄성파를 발생시킨다(Fig. 2a). 시추공 내부

에는 3성분 지오폰을 수진기로 배치하여 해머타격으로 발생된 P파를 수진하여 그 도달 시간을 분석하여 근입 깊이를 추정

하였다(Fig. 2b). 물리검층의 원리 상 시추공과 기초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시트파일(sheet pile)과 지반의 유효한 속도

차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추공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시켜야 한다(Kim and Jang, 1998; Jo et al., 

2006). 일반적인 탄성파 탐사의 경우 지반과 기초의 속도차이를 이용하게 된다. 본 현장에서는 탐사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

해 3성분 지오폰(수진기)를 사용하여 시트파일(sheet pile)로부터 전달되는 운동방향을 함께 분석하였다(Hong et al., 

2005). 또한, 지반에서 전달되는 P파와 시트파일(sheet pile)에서 전달되는 P파를 구분하기 위하여 시트파일(sheet pile)을 

타격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표면을 타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타격에너지 수진을 시추공 깊이 1 m단위로 나누

어 1~26 m까지 1 m간격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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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층은 시추공내의 전극배열에 따른 겉보기 비저항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전기비저항은 전류의 흐름에 저항하는 

물질의 특성으로 지층의 공극률과 수분의 함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ho, 2020). 일반적으로 매우 건조한 모

래의 비저항치는 매우 높지만, 포화된 상태에서의 비저항치는 현저히 낮아진다. 즉 양질의 전도체인 물이 건조 상태의 모

래나 점토를 포화시키게 되면, 물이 입자의 공극에 충전되어 공극과 공극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Le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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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사층에 굴착된 시추공의 붕괴 방지를 위해 지반에 케이싱을 설치한다. 시추공에 설치된 케이싱은 전류 흐

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시트파일(sheet pile)의 근입 깊이를 확인하는 전기검층을 위해서는 케이싱 내외부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공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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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근입 심도 탐지를 위한 전기검층은 전기비저항탐사의 단극-단극(pole-pole) 및 단극-쌍극(pole-dipole) 탐사 방법

을 응용한 방법으로 Fig. 4와 같이 시트파일(sheet pile)에 근접한 시추공에 측정 전극을 설치하고 시트파일(sheet pile)에 

전류를 주입하여 전위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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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는 단극-단극(pole-pole) 방법으로 한쌍의 전류전극 C1을 시트파일(sheet pile)에 접촉시키고, C2를 충분히 떨어

진 원거리에 접지시킨 후, 한쌍의 전위전극 P1을 시추공에 설치하고 P2를 충분히 떨어진 곳에 접지시켜 P1-P2의 전위차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전류전극 C1에 의해 발생한 전류는 금속체인 시트파일(sheet pile)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전파

한다. 시트파일(sheet pile) 구간에서의 전류는 평면장의 등전위선을 발생시킨다. 시트파일(sheet pile)과 일정간격 떨어진 

시추공은 등전위선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추공 내의 각 지점에서의 전위차는 일정하게 가장 큰 값을 보이게 된다.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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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이 시트파일(sheet pile) 선단을 벗어나면서 측정되는 전위차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 단극-단극(pole-pole) 방법에서 파

일근입 심도 탐지 지점은 전위차가 일정하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이 시트파일(sheet pile) 선단 부분에 해당한다(Hong 

et al., 2019).

Fig. 4b는 단극-쌍극(pole-dipole) 방법으로 한쌍의 전류전극 C1을 시트파일(sheet pile)에 접촉시키고, C2를 충분히 떨

어진 원거리에 접지시킨 후, 한쌍의 전위전극 P1, P2를 시추공에 설치하여 P1-P2의 전위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전류전

극 C1에 의해 발생한 전류는 금속체인 시트파일(sheet pile)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전파한다. 시트파일(sheet pile) 구

간에서의 전류는 평면장의 등전위선을 발생시킨다. 시트파일(sheet pile)과 일정간격 떨어진 시추공은 등전위선 상에 위

치하기 때문에 시추공 내의 P1-P2의 전위차는 0에 수렴하게 된다. 전위전극 P1-P2가 시트파일(sheet pile) 선단을 벗어나

는 순간 등전위선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 지점에서 측정되는 전위차는 가장 큰 전위차를 갖는다. 전위전극 P1-P2

가 시트파일(sheet pile)에서 멀어질수록 측정되는 전위차는 점점 작아진다. 단극-쌍극(pole-dipole) 방법에서 파일 근입 

심도 탐지 지점은 전위차가 0에 수렴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이 시트파일(sheet pile) 선단 부분에 해당한다(Park et 

al., 2006).

����������

본 연구를 위해 시트파일(sheet pile)이 설치된 지역(Fig. 5)의 지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위한 시험공 굴착 시 

시추조사 및 표준관입시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지역은 매립층으로 자갈 섞인 실트질 모래와 모래질 점토가 나타났으며, 

풍화토는 점토질 실트, 연암은 이암의 연암으로 조사되었다(Fig. 6). 1 m단위로 표준관입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해당 지역은 대부분 미고결 퇴적층이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21). 특히, 

연구를 위해 수행한 시험 현장의 경우는 풍화된 이암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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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N-value 

15 14 14 13 11 

10 10 7 6 8 

8 10 11 12 14 

15 16 17 16 15 

15 15 14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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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타격 시 결과

시추공 주변 지반속도 산출을 위해 심도 26 m 깊이까지 P파 검층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지층 속도

분포는 3개 층으로 분류되며, 심도 5 m 깊이까지 380 m/s, 심도 5~13 m 구간은 930 m/s, 심도 13 m 이상 깊이에서는 

1,600 m/s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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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파일(Sheet Pile) 타격 시 결과

시트파일(sheet pile) 타격 시의 속도 산출을 위해 시트파일(sheet pile) 상단에서 타격에너지를 발생시켜 시추공 심도 

26 m 깊이까지 P파 검층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Fig. 8과 같으며, 지층 속도분포는 3개 층으로 분류되며, 심도 2 m 깊이

까지 280 m/s, 심도 2~9 m 구간은 600 m/s, 심도 9 m 이상 깊이에서는 1,600 m/s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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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파 검층 결과 분석

원지반과 파일기초 상단에서 타격에너지를 송신하여 시추공내 지오폰에서 파형을 기록하고 도달시간을 계산하여 주

시곡선과 지반속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파일 기초 상단에서 시추공 내 3성분 지오폰에 기록

된 수직-수평성분의 파형을 통해 운동방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Fig.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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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과 파일기초 거리가 8 m 이격되어 있으며, 신뢰성 있는 자료산출을 위해 시추공과 파일 기초 거리를 1.0~2.0 m

로 보정한 파일기초 송신 주시곡선 분석결과는 4,000~5,000 m/s 범위의 속도값으로 분석되었다.

지표에서 시추공과 파일기초까지의 거리는 8.0 m, 지하수위는 GL.-1.5 m로 측정되었으며, 시추공과 파일기초의 거리

가 멀어질수록 근입 심도 해석에 오차가 좀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오빗(orbit)의 운동방향 분석을 수행하고 

속도분석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파일근입심도 해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오빗(orbit)의 운동방향 분석결과 심도 1.0~8.0 m 구간에서는 수평성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였으나, 심도 약 

8.0~10.0 m 구간부터 수직성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반과 파일의 속도분석 및 오빗(orbit) 

수직-수평 운동방향 분석 결과 파일근입 심도는 Fig. 10과 같이 약 9.0 m (GL.-9.0 m, ±1.5 m)로 판단되었다.

���������!����	����������������
������� �
��


���

단극-단극 법(Pole-Pole Method) 결과 분석

지표면 부근에서 가장 전 전위차를 보이는 곡선이 심도 7.5 m 깊이까지 일정하게 감소한다(Fig. 11). 파일 기초가 건전

한 상태일 경우 이 구간의 전위 값은 일정하거나 매우 작게 감소하게 된다. 측정 결과와 같이 감소 값이 비교적 큰 이유는 

지층이 불균질하거나 파일 기초 주변에 불순물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위 곡선은 심도 약 7.5 m 깊이에서 급격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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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 이 지점이 파일 기초 선단으로 추정되며, 파일 기초 끝에서 멀어질수록 측정되는 전위 값은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

는 측정 전위전극이 신호 전류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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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극-쌍극 법(Pole-Dipole Method) 결과 분석

지표면에서 심도 7 m 깊이까지 일정한 크기의 전위차가 측정되었다(Fig. 12). 이 구간은 시추공을 따라 등전위선이 분

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0에 수렴하는 값을 가져야 하나 지층의 불균질성과 파일 기초의 건전성 여부에 따라 미세한 전

위차 떨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전위 곡선은 심도 약 7.5 m 깊이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이 지점이 파일 기초를 벗어나

는 지점으로 추정되며, 파일 기초 끝에서 멀어질수록 측정되는 전위 값은 크게 감소한다.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전위전극 

간격이 0.5 m로 짧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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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에서 지반 내부에 설치된 시트파일(sheet pile)의 근입 깊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P파 검층과 전기검층을 수행하였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지반과 파일기초 상단에서 타격에너지를 송신하여 시추공내 지오폰으로 수신하였다. 시추공 내 3성분 지오폰에 

기록된 수직-수평성분의 파형을 통해 운동방향을 분석한 결과 파일근입 심도는 약 9.0 m (GL.-9.0 m, ±1.5 m)로 판

단되었다.

(2) 전기탐사의 단극-단극 법(pole-pole method)을 적용한 결과 전위 곡선은 심도 약 7.5 m 깊이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말뚝의 근입 심도는 약 7.5 m로 확인되었다.

(3) 전기탐사의 단극-쌍극 법(pole-dipole method)을 적용한 결과 전위 곡선은 심도 약 7.5 m 깊이에서 급격히 증가하

여, 말뚝의 근입 심도는 약 7.5 m로 확인되었다.

(4)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트파일(sheet pile)의 근입 깊이는 약 7.5 m이며, 현장의 특성 상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고, 차

량 진동 등 여러 탄성파가 공존하는 경우 P파 탐사 대비 전기탐사에서 노이즈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지반 내부 및 지상의 장비 등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고 시추공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등 현장 조건에 따른 노이즈 등

으로 인해 P파 검층의 오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탐사 등 다종분석을 통해 파일의 근입 심도 추정의 신

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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