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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resisitivity tomography adopting the pole-pole array has some 

great merits , for example, to enable us to measure the field data with high S/N 

ratio, the resulting image has the lowest resolving power, comparing those 

adopting other electrode configurations, especially the arrays measuring the 

potential difference. Moreover, it is impossible to predict at field measurement 

stage whether the anomalous body will be conductive or resistive. This kind of 

difficulties may arise also in the tomographic measurements adopting other 

electrode arrays , such as pole-dipole or dipole-dipole. The methods measuring 

potential difference could promise much higher resolution on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 but they have very great problems on the practical point of view, 

because the measured value will be very low down to the level of the hardware 

limit, and moreover the negative apparent resistivity can be recorded very often 

* 자원 탐사연 구부 (Geophysical Research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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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odify pole-dipole array to fix the negative current electrode at surface 

between the two boreholes, intead to earth it at remote site. The modified 

pole-dipole array proposed in this study can solve the above problems. The 

resulting tomographic image has higher resolution in some extent, which is 

comparable with the image from the pole-dipole data. 

Another attempt to enhance the resolution of resistivity tomographic image 

was focused to the inversion method. We developed the new algorithm to 

determine Lagrangian multiplier automatically which varies smoothly in space 

domain and could give optimal resolution of inverted model. The criteria of 

Lagrangian multiplier determination is the Backus-Gilbert spread function of 

pararneter resolution matrix. Because the pararneter resolution matrix is derived 

from the partial derivatives of forward modeling data to the model parameters, 

we can caIculate the Lagrangian multiplier adaptively to give optimal resolution 

as well as stability of inversion , as the inversion model and the data acquisition 

method would change. The new algorithm can be applied to the any other 

inversion of geophysical data which adopts nonlinear least-squared error method. 

Several inversion tests with the synthetic data from three dimensional 

numerical modeling confirms that the new methods of electrode array and of 

inversion can enhance the resolving power of tomographic image drarnatically , 

comparing the results adopting conventional array and inversion method. The 

inversion tests were also done with the synthetic data contaminated with 

borehole effect. The resulting tomographic images were distorted in some extent 

but less than the those adopting the pole-pol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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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쩨 1 

그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 일반적으로 토모그래피라 함은 의학의 CT 촬영에서 

스캐닝 (scanning)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파동의 전파 로 시추공과 시추공 사이의 

직접적인 전파현상을 이용 현상을 이용하는 탄성파나 레이다 토모그래피는 파동의 

비저항 그러나 전기 갖는다 CT 촬영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의학의 하기 때문에 

스케 측정이 시추공과 시추공 사이 혹은 시추공과 지표 사이의 토모그래피는 단지 

동일할 뿐， 영상을 

전파 현상을 이용하는 탐사법과는 전혀 다르다. 전기 비저항 

측면에서 방법론적인 자료획득의 기본으로 하는 그 자료를 1-1 
。

구하는 방법은 파동의 

주로 의존한다 이 배열에 전극 분해능은 근본적으로 채택되는 영상의 토모그래피 

는 전기 비저항 탐사 자체가 전류전극과 전위전극 간의 기하학적인 배열 방법에 의 

존하기 때문이다， 

작년도의 본연구에 있어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힘입어 정호 등， 1996; 이 명종 등 1996), 이에 

토모그래피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 있으며(김 

근본적인 토모그래피의 그러나 비저항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 전 고분해능 영상의 획득에 있는 만큼， 전기 목적이 지하의 

낮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 극배열로 주로 채용되는 단극배열법은 분해능이 대단히 

주목하고， 작년도에 

탐사법의 기술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분 

전기 시작되었던 이와 같은 점에 연구에서는 점을 지닌다 본 

비저항 토모그래피 

1::3 .;..11 L • 。;;<.

τ!:" 0" τS--c T 해능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법 단극-쌍극자 보다 aπay) 의존하며， 단극법 (pole-pole 

(pole-dipole array) , 혹은 쌍극자 법 (dipole array) 이 

전극배열법에 로
 

알려져 것으로 은
 

노
 
끄
 

분해능이 

음의 등， 1997) 그러나 쌍극자법은 시추공간 탐사에서 있다(Sas와<:i， 1992; 조 인기 

겉보기 비저항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측 

차이가 있을 정도의 있어서도 단극-쌍극자 전극배열법에 값이 나타나며， 이는 정 

겉보기 비저항 

u l- 。
~τ: 즈

 
<
]뿐만 아니라， 측정된 값들 

등， 1997). 이 와 같은 음의 

이나 낮은 측정치는， 낮은 S/N 비라는 문제점 

부분을 버려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 그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조 인기 

낮은 분해능을 극복하면서， 단극-쌍극자 또는 쌍극자 

그
 
「 , 처

」
 

。

τ
 

로
 

새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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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장 측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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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극법의 

배열법의 



이상 중의 하나는 또 다른 문제점 전극 배열의 배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느二 rl 느: 
l.:õ'-~'-경향이 서로 일치하지 분포 비저항의 비저항과 측정된 겉보기 체의 전기 

문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전극 배열에 의한 겉보기 비저항은 이상체 

경우에는 항상 고비저항이 측정된 가 전도체일 경우， 항상 저비저항이， 비저항체일 

다는 또 다른 이점이 있으며， 이를 다음에서 확인하게 모델링 결과에서 논할 수치 

될 것이다 

이루는 기본을 탐사 해상도의 전기 분해능은 영상의 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기 

근본 문제에 기초할 수 있다. 전기 전극 배열법 뿐만 아니라， 전기 비저항 역산법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 

있다. 평활화 제한 역산법은 해의 안정성을 위하여， 구하고 

공간적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는 데에 그 기본 원리 

본 것은 평활화 제한 역산법이며 현재 

고
 

두
 
’ 을

 쁜
 

비저항 역산에서 

또한 이에 

자하는 모형에 

변화가 물성의 공간적으로 사실은 높다는 분해능이 반해 해의 가 존재한다. 이에 

동원되는 역산법의 제 심하다는 점과 등가이다. 이러한 점은 해의 안정성을 위하여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하며， 나아 

가해지는 

분해능과는 정반대의 한 방법과 역산 결과의 

안정성을 위하여 역산의 위해서는 획득하기 고분해능 지하 영상을 가서 

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한 양과 높은 분해능 확보 사이에서 최적화를 제한의 
A 

h 라그랑지 ‘ ... ->- 、
τ:!.TL 느

 」
하
 

역할을 균형 사이의 분해능 안정성과 역산의 다 

승수는 공간적으로 라그랑지 (Lagrangian multiplier) 이 다. 제 한을 가한 역 산법 에 서 

대부분이었으며， 꽁간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미 변화하지 않은 상수를 취함이 

리 결정된 값에 따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승수를 주어진 자 위하여 ， 라그랑지 7 1 하기 최적화를 본 연구에서는 분해능의 

변화하는 라그랑지 분해능 갖을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최적 대하여 모텔에 ql 
^ 료 

역산 방법은 본 고안하였다. 여샤버으 
「니닙 E 새로운 。1 ~二

M '--결정할 수 자동적으로 승수를 

분해능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변수 분해행열(parameter resolution matrix)의 모형의 

의거하여 변화에 값의 spread function) 분산함수(Backus-Gilbert Backus-Gilburt 

승수의 최적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이러한 라그랑지 값을 결정함에 가- 가-

01 라그랑지 

가한 뿐만 아니라， 제한을 토모그래피 비저항 전기 다루는 연구에서 본 결정법은 

또 다른 연구 결과인 적용 가능하며， 본 연구의 역산법에는 모두 비선형 최소자승 

지표 전기 비저항 탐사자료의 3 차원 역산법에서 성 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이 명 

m 

종등. 1997). 



쩨 2 장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전극배열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분해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역산 알고 

리듬과 전극 배열의 두 인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는 DC 

전류원에 대한 공간적인 전위 분포를 측정함을 그 기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류의 역산법을 선택하는가 또한 분해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가 

장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극의 배열 방법이다. 작년도의 본연구에 

의해서 개발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영상화 기법은 단극 배열 

(po!e-po!e array)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단극 배열법은 현장측정의 안정성과， 높은 

Sß애 비를 자랑하고 있지만， 분해능이 가장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장에서 

는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전극 배열법에 대 

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새로운 전극배열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존 전극배 열의 문제점 

현재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전극배열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들면 단극， 단 

극-쌍극자(po!e-dipo!e) ， 쌍극자(dipo!e- dipo!e) 등이 다. 조 인 기 등(1996， 1997)은 이 

들 전극 배열법에 대하여 수치 모델링 결과 및 감도분석 등을 이용하여 비교한 바 

가 있다. 

이들 기존의 전극 배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단극 배열법이다. 단 

극 배열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분해능이다. Fig. 1은 두 개의 분 

리된 전도체에 대하여 단극 배열법을 채용하였을 때의 수치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 

여 전기비저항 토모그램을 구성하여 본 것이다. Fig. 1 의 (a)는 전도체 모형을 나타 

낸 것이며 (b)는 역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수치 모델링 알고리듬으로는 3 차원 

적분방정식법을 이용하였으며， 주향방향으로의 전도체 연장은 60 m, 그림에 나찍/난 

바와 같이 각 전도체의 너비는 20 m, 폭은 4 rr'í, 두 전도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두 전도체 간의 거리는 10m 이다. 영상의 구성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시추공간 

탐사 뿐만 아니라， 단일 시추공 탐사(inline survey) , 그리고 시추공-지표간 탐사 

1 
l 
4 

1 
l 
4 



(hole-to-surface)의 자료가 모두 이용되었으며， 측정 간격은 2 m이다. 토모그래피 

영상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두 전도체는 마치 하나의 큰 전도체처럼 나타난 

다. 

BH-l BH-2 BH-1 BH-2 

~ 
30m 

~ 0 

t-. • -10 -10 

20 83 

20m E 
• ’’ 

-20 -20 E 
100hm-m 67 5‘-“ -

50mll 10 
〉、

52 
“>

-30 -30 
‘“」”10 0hm-m 
“@’ 
。t

3& 

1000hm-m -40 

- 20 

」

(a) 비
 

Fig. 1. (a) Twin conductor model and (b) its resistivity tomographic image, 

when adopting pole-pole array 

Fig. 1 (b)는 단극 전극 배열법에서 낮은 분해능이라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토모그래피피 영상의 낮은 분해능은 바로 탐사자료에서 

쉽게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Fig.2는 Fig. 1 (a) 모델에 대하여 단극 배열법을 

채용하였을 경우， 시추공간 탐사자료를 검층기록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류전극 

과 전위전극이 동일한 심도차를 가지고 하강하였을 때의 겉보기 비저항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개의 이상체가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 

을 조금이나마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의 심도 차이가 0인 경우 

뿐이며， 나머지 곡선들， 즉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이 위치한 심도에 일정한 차이를 두 

고 하강시켰을 경우에는 단일의 이상체가 존재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뿐 만 아니 

라 이상체와 주변 모암의 전기전도도의 비가 10 배임에도 불구하고， 겉보기 비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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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서 시추공간 탐사 불과하다. 토모그래피 영상의 최대 5% 내외에 변화는 의 

자료가 가장 중요함을 감안할 때에， 단극 배열에 대한 영상인 Fig. 1 (b)와 같은 결 

과가 나타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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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sshole apparent resistivity curves of pole-pole data for the model 

shown in Fig 1 (a) , when lowering down the current and potential 

electrodes simultaneously. Depth is referenced to the current electrode 

posltlOn. 

존재하 있다. 시추공 사이에 점이 나타나고 다른 특이할 만한 Fig.2에서는 또 

겉보기 

분포와는 

것처럼 

지하 전기전도도 

고비저항체가 존재하는 

실제의 그것이다. 

η
 ω 

이상체가 전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점이 높게 나타난다는 비저항이 

」-'-



동(997)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전도체 주변에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조 인기 

집적되는 전하 분포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상체의 경사， 모양 등과 같은 공 

간적인 배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전도체 이상체가 존재할 경우에도 

있다. 이러한 특 겉보기 비저항이 저비저항으로도 고비저항 이상으로도 나타날 수 

또는 저항체인지의 겉보기 비저항으로부터 이상체가 전도체인지 성은 현장 측정시 

구별을 어렵게하며， 나아가서 양질의 자료의 획득을 어렵게할 가능성이 높다. 

지표탐사의 경우， 단극 배열법보다， 단극-쌍극자 배열 (pole-dipole array) 이， 그 

있다. 알려져 잘 높음이 분해능이 보다 쌍극자 배열 (dipole-dipole array)이 더욱 

Fig. 1 (a) 모텔에 대하여 단극-쌍극자 배열법을 채용하였을 경우. Fig. 1 Fig. 3은 

과 같이 시추공간 탐사자료를 검층기록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전류전극과 전 

나타낸 비저항 변화를 겉보기 때의 위전극이 동일한 심도차를 가지고 하강하였을 

쌍극자 간격 측정간격은 2 m 이며， 전위전극의 것이다 Fig. 3에 나타낸 자료에서 

매우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ig. 2와는 또한 2 m이다. Fig. 3는 동일한 모형에 

비저항 값 겉보기 경우에 비하여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단극배열법의 

의 변화가 매우 크다는 점이 뚜렷이 나타난다. 전도체의 심도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 부근에서 매우 극심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극 배열법과는 다른， 이러한 

의미한다. 

그러나 곡선의 경향을 보아서는 전도체가 고비저항인지， 저비저항체인지， 또는 1 개 

의 이상체인지. 2 개의 이상체인지를 구별하기 힘들다. 

츠o!.."，u 느=.SL 
1.!... VIJ 0 '2. 

iε 。
nτ: 배열법의 대한 단극 쌍극자 전극 단극법에 바로 경향은 

분해능 영상의 변화가 심하기 빼문에， 토모그래피 겉보기 비저항의 Fig. 3에서 

낮은 전위차가 상당히 있으나， 측정되는 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유추할 수 

값이 되기 때문에 측정시에 높은 Sη애 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부호를 갖는 겉보기 비저항 값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 아니라， 음의 

수천 낮아서 전위차가 너무 아니라， 뿐만 값 비저항 겉보기 음의 Fig. 3는 제 

ohm-m 정도의 전혀 믿을 수 없는 계산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 

문제 점 을 가시 화하기 위 하여 100 ohm- m Fig. 4는 이러한 단극-쌍극자 배열의 

전위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위차 측정을 위한 쌍극자 간격은 Fig.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 m 이다. Fig. 4 

Fig. 4의 

M 

있어서 비저항을 갖는 반무한 공간에 의 



측정 전위 급격히 부분에서부터 떨어진 수평거리로 30 m 이상 전류전극에서 에서 

차가 감소됨을 알 수 있으며 ， 특히 지표 천부로 갈수록 낮은 전위차를 보이는 부분 

유지하기 힘 높은 S!N 비를 측정에서 현장 ^~드L u '-있다. 이러한 알수 확대됨을 이 

비저항 값이 계산될 겉보기 음의 이상체가 존재할 경우에 들다는 문제점과 아울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능성이 

Resistivity Cohm-m) 
100 

Apparent 
500 10 

10 

30 

40 

20 

( 
」
ψ
 」
ψ
 
E 
) 
Fi 

“i a 
ω
 。

0
4
8

끄
뻐
 

---
-

Fig. 3. Crosshole apparent resistivity curves of pole-dipole data for the model 

shown in Fig 1 (a) , when lowering down the current and potential 

electrodes simultaneously . Depth is referenced to the current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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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tential difference pattem of pole-dipole array in the 100 ohm-m 

half-space, when dipole spacing of potential electrodes is 2 m (after Cho 

et. al., 1997). 

지표 탐사나 혹은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분해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전극배열은 쌍극자 배열이다. 그러나 쌍극자 전극 배열은 전류 및 

전위 측정을 위하여 모두 쌍극자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가장 측정값이 낮다는 문 

제점을 갖고 있다. Fig. 5는 Fig. 3, 4와 마찬가지로 100 ohm-m 반무한 공간에서 

쌍극자 전류원이 존재할 경우의 전위측정 쌍극자에서 측정이 되는 전위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쌍극자 간격은 2m이다. 그림에 나타내어 있는 바와 같이 전류 쌍 

극자 위치 부근에만 높은 측정치가 분포할 뿐， 그 외의 부분에는 측정치가 매우 낮 

을 뿐만 아니라 쌍극자 전류원을 중심으로 45 도 방향으로 전위차 0에 가까운 영역 

이 넓게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상체가 존재할 경우， 단극-쌍극자 배열법 

의 경우보다 음의 겉보기 비저항 값이 나타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으며， 현장측정 

값의 S!N 비가 대단히 낮기 빼문에 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 

m 

ω
 



츠느 -, 이하의 넓게하고， 설정된 배경치 능할 정도이다. Sasaki(992)는 쌍극자 간격을 

효과가 만큼의 원하는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안을 배제하는 값은 정 

측정값이 사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전도도가 어느 정도 높은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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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tential difference pattem of dipole-dipole array in the 100 ohm-m 

half-space, when dipole spacing is 2 m (after Cho et. aI., 1997). 

전극 위한 새로운 토모그래피를 벼저항 전가 절 2 제 

변형된 단극-쌍극자 배열법. 배열법의 제안 

분해능이 가장 딪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연구에 전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단극 배열법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와 같은 단극-쌍극자 또는 쌍극자 배열법 

목적이 탐사의 토모그래피 그러나 직시한 때문이다. 

η
 

문제점을 현장측정에서의 

서 

의 



지하 고분해능 영상의 획득에 있음을 생각할 빼에 단극 배열법의 낮은 분해능은 치 

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조 인기 등(1997)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위한 전극배열의 비교에 관한 연 

구에서， 단극 배열법에서 나타나는 이상체의 전기전도도와 측정치의 겉보기 비저항 

배열법 양극자 대안으로써 고
 

하
 

모
 
「주

 
! 불일치를 경향의 야

 
다
 

나타나는 사이에 

(bipole-bipole 따Tay)를 제안하였다. 양극자 배열법은 동일한 부호의 전류 및 전위 

못지 않게 안정적이라는 장점뿐 전극이 각각 쌍을 이루기 때문에 측정값이 단극법 

만 아니라， 전도체가 존재하면 항상 겉보기 비저항이 낮은 값으로， 저항체가 위치하 

면 항상 높은 값으로 나타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바， 단극 배열법과 비슷한 수준의 단점이 있는 그러나 양극자 배열법이 갖는 

변화 폭이 너무 작다는 점이다. Fig. 6은 Fig. 1 값의 낮은 분해능， 그리고 측정치 

경우， 전절의 Fig. 2 및 3과 같은 양극자 배열법을 채용하였을 대하여 (a) 모델에 

방법으로 시추공간 탐사에서 측정된 겉보기 비저항을 도시한 것이다. Fig. 2와 Fig. 

단극 배열법 6을 비교할 때에 주목할 만한 점은 모두 전도체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반해， 의 Fig. 2에서는 이상체의 전기전도도와는 반대로 고비저항이 나타나는 데에 

Fig. 6에서는 이상체의 비저항 경향과 동일한 저비저항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러한 특성은 분명히 양극자 배열법의 

낮을 뿐만 아니라 두 양극자 사이 값의 대비가 단극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의 심도 차이가 Om일 경우에만 미약하게나마 두 개의 전도체가 존재함을 지시할 

전도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 뿐， 다른 경우는 모두 두 전도체 사이에 1 개의 

낮은 분해능으로 직결된다. 양극자 배 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바로 양극자 배열법의 

둥(1997) 또한 감도 분석 을 통하여 , 양극자 배 열 법 이 갖는 열법을 제안한 조 인기 

낮은 분해능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낮은 분해능을 극복하기 위한 전극 배열법으로 단극-쌍극자 배열법 

낮 과 쌍극자 배열법을 생각할 때에， 쌍극자 배열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생각할 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때문에， 단극-쌍극자 배열법이 은 측정치 

또한 쌍극자의 경우보다는 덜하기는 하지만 역시 

낮은 측정값이라는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측정값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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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단극-쌍극자 배열법 



계산 있어서도 모델.링에 수치 있는 이루고 골격을 주요 역산의 뿐만 아니라 흐느 ;셔 
「 。

역산 결과 얻어지는 토모그래피 영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결과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상에 치명적인 오류가 혼유될 수 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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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rosshole apparent resistivity curves of bipole- bipole array for the model 

shown in Fig 1 (a) , when lowering down the bipole electrodes in source 

and measuring boreholes simultaneously. Depth is referenced to the 

bipole electrode position in source hole. 

발달하는 부분은 Fig. 4에 낮은 측정값이 문제가 되는 단극-쌍극자 배 열법에서 

부분이다.실제 

시추공간 보면， 

넓어지는 

실험하여 

방향으로 

역산을 ,,-1 
^ 

지표 

모델링 

m m 

중심으로 

수치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류원을 

이용하여 단극-쌍극자 배열법을 



탐사자료에서 전위 쌍극자의 위치가 전류 전극의 심도보다 얄은 심도에 위치하는 

경우， 계산된 전위차가 상당히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수치 모델링의 오차가 다 

른 경우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부분은 

바로 시추공간 탐사에 있어서， 전위측정 쌍극자의 위치 심도가 전류 전극의 위치 

심도보다 얄게 있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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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presentation of modified pole-dipole array for resistivity 

tomography measurement.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극 쌍극자 전극 배열에서 

음의 전류전극을 무한대로 보내는 대신에， Fig.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위차 측정 

시추공에 가까운 지표에 고정시키는 전극배열법을 고안하였다， 측정 시추공에 가까 

운 위치에 음의 전류전극을 위치시킴은 측정되는 전위차 값을 매우 높여주는 효과 

와 아울러， 측정은 쌍극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극-쌍극자 배열의 상대적으로 높은 

갱
 



효과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Fig. 7에 나타낸 새로 분해능의 

대신 원거리 접지한 음의 전류전극 단극 쌍극자 법에서의 고안된 전극배열법은 이 

단극-쌍극자 배열법과 점 외에는 고정시켰다는 부근 지표변에 에 전위측정 시추공 

다를 것이 없으므로 변형된 단극-쌍극자 배열법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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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8. Crosshole apparent resistivity curves of modified pole-dipole array for 

the model shown in Fig 1 (a) , when lowering down the current and 

potential electrodes in source and measuring boreholes simultaneously. 

Depth is referenced to the current electrode pÐsition in source hole. 

혀 
。

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이 동일한 심도차를 가지고 하강하였을 

이
 깃

 

변형된 단극-쌍극자 배열법에 의한 시추공간 탐사자료를 검층기록 Fig. 8은 



전절의 모형은 사용된 것이다. 수치실험에 나타낸 변화를 비저항의 겉보기 때의 

Fig. 1 (a) 이다.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쌍극자 간격은 2m이며， 지표에 고정된 음 

의 전류전극은 전위차 측정 쌍극자가 위치한 시추공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다. 

전위측정 전류전극을 접지 원거리 단지 단극-쌍극자 배열이 변형된 Fig. 8은 

시추공 부근에 옮긴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극 배열법 

과 비교할 때에 큰 장점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새로운 전극배열법이 단극 

법과 비교할 때에 매우 탁월한 분해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곡선에 

전극 배 전도체가 존재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기존의 두 개의 서 

열법에서 문제가 되던 이상체의 전기 비저항과 시추공간 탐사자료에서의 겉보기 비 

저항 변화 경향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도체가 존재하면 낮은 

겉보기 비저항이， 저항체가 존재하면 높은 겉보기 비저항이 나타난다. 겉보기 비저 

항 이상치 또한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된 전위차는 

높은 SIN 비를 높게 나타나므로 현장측정시 

M 
X 

단극-쌍극자 배열법에 비하여 상당히 

유지할 수 있다. 



쩨 3 장 분해능 향상을 위한 역산법의 개선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영상 구성에 기본이 되는 역산법은 비선형 최소자승법 

이다. 각종의 비선형 최소자숭법의 차이는 최소자승법에 가하는 제한의 종류에 차 

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산 결과의 분해능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자가 예측 

오차의 최소화와， 모텔에 가하는 제한 정도를 조절하는 라그랑지 승수에 있음을 주 

목하고， 이를 지하 구조 모델과 측정자료의 특성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역산 결과의 분해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 1 절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역산법 

논의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 사업의 작년도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이 명종， 1997)을 다시 따라가 보자.M개의 겉보기 전기비저항 측정값으로 구성된 

측정자료 벡터를 d , 구하고자 하는 N개 블록의 전기전도도로 구성된 매개변수 벡 

터를 P'* 하고 p에 대한 이론값을 g로 나타내면 g는 p에 대한 비선형 벡터함수로 
서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g = {gj(p) , g2(P) , gS(p)}T (1) 

역산을 위해 가정된 전기전도도 분포를 P) 이라 하고 이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최적 

화된 전기전도도 분포(optimized parameter vector)를 P 2라고 하면， 대부분의 비선 

형 역산문제의 출발점은 비선형 문제의 선형화에 있으며 P\으로부터 최적화된 변 

수벡터 P2에 의거한 모형의 이론 겉보기 전기비 저항 g(P2)가 측정 겉보기 전기 

비저항 d에 근접하도록 P2를 계산하여 이를 반복 수행함에 근간을 두고 있다. 

먼저 가정된 초기 변수 벡터 Pl 에 의한 이론자료 g(Pl) 와 측정자료 벡터 

d 사이의 오차를 벡터 e)으로， 새로운 변수벡터 P2로부터의 이론값 g(P2)와 측 

정자료 d사이의 오차를 벡터 e2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l 

e2 

d - g(Pl) 

d - g( 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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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평활화 제한을 가한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역산법의 

최소화 대상이 되는 목적함수(object function)를 일반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S(m) ef e2 + A[ a nmT a nm ] (3) 

상기식에서 m은 구하고자 하는 모델 변수 벡터를 의미하며 ， p로 표시하지 않은 이 

유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변수 벡터 P 2일수도 있으며 변수벡터의 증분 벡터 

ßp=P2-Pl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m으로 표시한 것뿐이다. 상기 목적 

함수에서 eJe2는 최소자승 오차에 역산법이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오차의 자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이며， 두번째 a nmT a nm 항은 구하고자 하는 모델에 제한 

(constraint) 혹은 규칙성 (regularization)을 부과 시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의 모델 

편미분 항에서 n를 제로로 한 경우는 재래적인 감쇠최소자승법이 되며， 1 또는 2로 

한 경우는 평활화 제한을 가한 최소자숭역산이 된다. 감쇠최소자승법 보다 부드러 

운 모델을 구하기 위한 평활화 제한을 가한 역산법이 전기 비저항 탐사자료의 역산 

에서 안정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해진 지하구조가 더욱 의미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본 연구사업에서 개발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역산법도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n=l 또는 2인 경우만 논하기로 한다. 

k는 라그랑지 승수로써 오차의 최소화와 모델의 규칙성의 최대화로 요약되는 

역산 대상함수의 두 목적에 균형을 주는 효과를 갖는다. 즉 라그랑지 승수를 O로 

한 경우 오차 만을 최소화시키는 재래적인 최소자승 역산법이된다 한편 라그랑지 

승수를 무한대로 한 경우는 오차항을 무시하고 지하구조가 최대로 부드러운 해를 

구하는 결과가 되며， 라그랑지 승수가 클수록 부드러운 구조， 즉 인접한 모델 변수 

들의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며， 따라서 분해능이 저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 

서 라그랑지 승수의 적절한 선택이 안정적인 해와 아울러 분해능이 높은 해를 구하 

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그랑지 승수를 작게 하면 분해능은 증가되지만 해를 구함에 있어서 안정성 

을 상실할 우려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오차의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수 

의 효과가 크게 증폭되어 의미없는 해를 구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어진 자료 

의 특성과 변수 벡터를 구성하는 각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라그랑지 승수를 달리 

” 
앙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역산 프로그램 들 

은 안정적인 해에 역점을 두어， 해가 발산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델 전체에 걸쳐 동 

일한 승수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Constable 등(1987)은 1 차원 MT 탐 

사자료의 역산에 있어서 라그랑지 승수 값을 변화시켜 오차가 낮은 승수를 채택하 

는 방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변수 개개의 분해 가능성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2 차원 전기 탐사의 수치 모댈령이 1 차원 전기 탐사의 수치 모델링 

에 비하여 대단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지 위하여 변수 각각이 자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수 각각에 대해 라 

그랑지 승수를 달리할 뿐 만 아니라 그 계산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비선형 최소자승역산의 해에 대하여 기술한 

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변수의 증분 벡터 !J.p를 구하는 경우로 국한하기로 하 

자.변수벡터 P2에 의한 예측오차벡터 e2는 비선형 벡터함수 g의 1차항 까지의 

Taylor 급수전개 근사식을 1 차항까지 이용하여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2 ::::; d - g(Pl) - 1/1p el - l/j.p (4) 

여기서 1\ 은 P\ 에 대한 Jacobian행렬로써 다음과 같다. 

11 = [뽑팝] p;p , (5) 

목적함수 S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변수를 구함은 I1p에 대한 목적함수의 편미분 

을 제로로 하는 다음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으로 귀착이된다 

òS VS V'--" 

Òðp 

(3) , (4) 식을 (6)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정규방정식을 얻는다. 

(6) 

[li1l + À( a n )T a n J!1p f[el (7) 

(7) 식 으로 부터 구하고자 하는 해 !J.p는 다음과 같이 표시 된 다. 

!J. p 1 ’ e\ (8) 

% 

ω
 



(9) k( a n) T a n] ljT [Jf J1 + J+ 여기서 

H 
T 

수
 

’ 스
。
 

행열 

도입하여 이를 제한 연산자 행열이라고 

연구에서 새로이 고안한 라그랑지 

변수분해 절 제한 연산자 행렬로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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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자 하는 제한 연산자 행열이라고 를

 

C 
행열 

일반화 되 는 Jacobian 행 열 11 의 정의 다음 식으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으로 

이용하면， 1;1를 역행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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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의 가한 제한을 식의 (8) 따라서 

(3) C /1 Pg C jil el /1 p 

의해 C에 

최소자 재래적인 。L 。

"" τr 가하지 제한을 해는 역산의 가한 제한을 결국 가 되어 

결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산의 하
」
 

고
 
닙
 

행열 C를 해에 역산의 /-。

차 방법의 재래적인 。L 。

"" τ 가한 경우와 가하지 목적함수에서，제한을 출발점인 

항이 함수 제한 이 있으며，따라서 유무에 항의 anmTanm 함수인 제한 이 는 

가시화 됨을 알 수 있다. 제한연산자 행열 C 바로 제한 연산자 행열 C에 의하여 

변 수 분 해 행 열 (parameter 

。L ι

'" T 
으
 
근
 

。-n 이
 샤
 

갖고 서켜으 
。--， 2-

곱임으로 

resolution matrix)(Jackson , 1972; Menke , 198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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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변수는 제한을 가하지 않은 역 식 (1 3)에 의해 제한을 가한 역산의 개개의 

벡 터 에 의 한 가중합(weighted sum)과 행 변수 벡터의 제한연산자 행열의 산의 

중요한 매우 우리에게 트프 λd .Q. , 0 '--행열의 있다. 이러한 제한연산자 。l- '"느 
e ’ 같음을 

제한연산 분해가능하다면 변수가 완전.하게 만약 어느 준다. 즉 제공해 의미를 

대응되는 부분은 1에 되고 나머지는 제로가 되어야 벡터는 그에 자 행열의 

불가능하다면 제한 연산 분해 변수가 완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것이다. 그러므로 수(random number)로 구성 될 벡터는 완전한 무작위 자의 

높고 낮음을 가시화 어떠한 변수가 분해능이 우리는 제한 연산자 행열로 부터 

있다. 할 수 있음을 알 수 

제거 만을 전도체 Fig. 1 의 (a) 에 서 가시화하기 위하여 를
 

이
 「논

 
이와 같은 

100 비저항이 30 m이며 간격 50 m , 시추공 깊이 모형인， 시추공의 지하 한 

제안한 변형 연구에서 대하여， 본 ohm-m~ 반무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모텔에 

된 단극 쌍극자 전극 배열법을 채용하여， 시추공간 탐사， 단일 시추공 탐사， 시 

식 (1 0)으로 정의되는 제한 연 대하여 추공-지표간 탐사를 모두 수행한 경우에 

변형 탐사는 시추공-지표간 탐사 및 시추공 계산하였다. 단일 C를 산자 행열 

채용하였 단극-쌍극자 법을 못하므로， 재래의 갖지 의미를 큰 쌍극자 법이 된 

이용한 경우에는 상반성의 쌍극자 배열법을 t:.r: 느: 
~ L. 단극 탐사에서 다.시추공간 

한 시추공，다른 

되 나， 단극-쌍륙좌J 혹은 

못하므로，전원 

전원 시추공을 한쪽 원 리 (reciprocity principle) 가 성 립 하 므 로 

한번만 측정하여도 하여 시추공으로 걷츠;져 
「 。전위 쪽을 

시추공과 원리가 성 립하지 상반성의 법은 단극-쌍극자 변형된 

필요 측정하여야 한다. 역산에 더 한번 반대로 하여 시추공을 서로 드츠 A~ -, 。전위 

한 지하 블록 분할은 측정간격과 통일한 가로， 세로 각각 2 m로 하였다. 

행열의 제한연산자 계산된 하여 기본으로 모댈을 같은 이와 Fig. 9는 

표시한 것이다. 제한 연산자 형태로 등고선도 단면상에 시추공 사이의 벡터를 

대한 가중 해에 재래적인 최소자승법의 。L 。

"õ τ 벡터는 제한을 가하지 행열의 

갖는다. 만약 Fig. 9 

높은 값을 갖고 블록 위치에 대응되는 위치에 

낌
 

공간적인 의미를 있으므로 이와 같이 

등고선이 와 같은 등고선도에서 

성격을 갖고 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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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divided Block at 0 ,2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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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bdivided Block at (13 ,49) m. 

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row vector of the parameter resolution matrix 

C defined by the equation (0) , when the data from crosshole, 

hole-to-surface , and inline surveys , i.e. , full scanned data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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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적으로 모여 있다면 그 블록의 전기전도도능 탐사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따라서 분해능이 높은 블록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동고선 

도가 흩어져 그 값이 넓게 분포한다면 그 블록의 전기전도도의 변화는 탐사자 

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따라서 분해능이 매우 낮은 블록임을 알 수 있 

다. 그림의 (a)는 시추공 사이의 중앙 위치에 가까운 심도 23 m , Fig. 1 (a) 의 

좌측 시추공 BH-1로 부터 13 m 떨어진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에 대응되 

며， (b)는 (a)와는 동일한 심도이나 시추공에 가까운 경우를 보기 위하여 

BH-1으로부터 1 m 떨어진 블록에 대응되는 제한 연산자의 행 벡터 값 공간 

분포도이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a)는 중앙 부위에 위치하여 각 

종의 탐사가 겹치는 부분이 되므로 가장 분해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될 수 。1 。
<‘-

나， 기대에 비하여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시추공 주변에 인접 

한 블록에 대응되는 그림 (b)는 블록 위치에 국부적으로 높은 값이 몰려 있으 

며， 따라서 그 블록은 분해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만약 전기 비저항 탐 

사법이 아닌 파동의 전파현상을 이용하는 탄성파나 레이다 파 토모그래피인 

경우에는， 파선이 중앙 부위에 가장 많이 집중되므로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 

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가 파동의 직접 전파를 이용하 

는 토모그래피 법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분해능이 낮은 방법임을 암시한다 

Fig. 9의 (c) 및 (d)는 모델의 상부 및 하부 경 계면 부、근의 블록에 대한 것 

으로， (c)는 심도 3 m , 좌측 시추공으로부터의 거리 13 m에 위치한 블록에 대 

응되며， (d)는 시추공 바닥 심도 부근인， 심도 49 m , 시추공으로부터의 거리 

13 m에 위치한 블록에 대응되는 제한 연산자 행열의 행 벡터 값의 공간 분포 

도이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표천부의 블록은 분해능이 높은 것으 

로， 가장 하부의 블록은 분해능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c) 

에서 분해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추공-지표간 탐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 

며， 그림 (d)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그 부근에 전극이 위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주변부에 해당되므로 그 블록의 전기전도도 변화가 측정 

자료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Fig. 10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한 연산자 행열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 

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림의 (a)는 Fig. 9의 (c)와 동일한 위치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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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한 연산자 행열 행 벡터 값의 공간 분포이나， Fig. 9와 다른 것은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를 제외한 경우에 해당된다. Fig. 9 (c)에서는 매우 훌 

륭하게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추공-지표간 자료를 제외한 경우 

인 Fig . 10 (a)에서는 분해 능이 현저하게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 

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블록의 전기전도도 변화가 측정된 탐사자료에 미치는 영향 

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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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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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Spatial distribution of row vector of the parameter resolution 

matrix C defined by the equation (0) , when the different data 

sets are used. (a) Subdivided block located at (13, 3) m , when 

hole-to surface data excluded, and (b) subdivided block located at 

(3 , 23) m , when inline survey data excluded from full scanned 

data sets. 

Fig . 10 (b)는 Fig. 9 (b) 와 동일한 블록에 대응되는 제한 연산자 행열의 

행벡터 값 공간분포이나， 계산에 사용된 자료는 시추공간 탐사，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이며，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는 제외한 경우이다. Fig. 9 (b)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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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있으나， 어느 연장되어 약간 더 방향으로 수평 모양이 투 7 서의 
ι) -,• 면 

전극 인접한 위치에 그 블록에 있다. 이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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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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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 이
 샤
 

수
 
’ 해능은 유지될 

있기 중첩되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추공간 자료， 시추공-지표간 자료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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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자동 수
 
’ 승

 
라그랑지 공간함수로서의 절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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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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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시화할 분해능을 블록의 각 포함하여 특성까지도 자료의 

편 대한 측정자료의 벡터에 ‘.H ->
긴 1 출발이 행열의 제한 연산자 이유는 있다. 그 

二l특성이 미분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변수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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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탐사자료의 모델의 역산 물론 때문이다 있기 함유되어 자체에 

-"" 1 정성적으로 정도 어느 분해능을 각 블록의 잘 고찰하면， 상기한 바와 같은 

통하여 행열을 역산자 제한 중요한 것은 하나，무엇보다도 가능하기는 정함이 

것이다. 있다는 정량화 할 수 

출발하여 Backus-Gilbert 분산함수 행열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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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되어 탐사 자료가 종류의 경우， 여러 토모그래피의 있다. 그러나 

있거나， 일부 뼈
 

등이 탐사자료 시추공 지표간 따라서는 만 아니라， 경우에 

여 
--, 있으므로， 분해능을 고려하여 획 득 이 불가능한 경우도 구간에는 탐사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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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 즉 부드러운 모델의 계산에 역점 을 둔다는 점과 등가이다. 

이와 같은 방법의 출발점은 지금까지 논한 제한 연산자 행열에 있다. 제한 

연산자 행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친 것은 목적함수의 제한 항이 바로 제한 

연산자 행열로 구체화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변수분해 행 열 (parameter resolution matrix) (Jackson , 1972; Menke , 1984) 

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 . 또한 이를 변수의 분해능을 가늠하는 데에 사용할 것 

이므로 변수 분해 행열이라고 부르자. Fig. 9 및 10의 예와 같이 변수 분해 행 

열의 각 행 벡터는 그에 대응되는 변수의 분해능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이 를 

정 량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김 정호 둥(1989)과 같이 

Backus-Gilbert 분산함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토모그래피 문제 

는 2 차원 평면상의 문제이므로， 완전 분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산함수의 값 

이 2 차원 평면상에서 델타함수 (delta function)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Backus-Gilbert 분산함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평활화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변수의 공간증분항의 효과 또한 

살려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델타 함수의 형태를 벗어나는 정도를 정 

량화하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간의 거리의 제곱을 가중인자로 주었다. 또한 모 

든 변수에 대해서 평활화 제한의 효과를 살리기 위하여 분산함수가 계산되는 

블록에 대해 인접한 블록에 대응되는 변수분해행렬 값은 분산함수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Fig . 11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분산함수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었 

으며， (a) , (b) , (c) 3 그림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역산 모댈은 통일하다 단지 

입력자료의 종류만을 달리한 것으로， (a)는 시추공간 탐사자료， 단일 시추공 탐 

사자료，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를 모두 사용한 것이며， (b)는 시추공간 탐사자 

료， 단일시추공 탐사자료 ， (c)는 시추공간 탐사자료와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 

를 사용한 것이다. 

Fig. 11 의 분산함수 공간 분포는 역산 모형 이 동일한 데도 불구하고 입 력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현저히 달라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분산함수 값이 클수 

록 그에 해당되는 변수는 분해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흑색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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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가장 (a)가 그림에서 3 있다. 말해주고 부분임을 낮은 분해능이 울수록 

결 당연한 동원하였기 때문에 D 즈三 
-'- I 탐사자료를 각종 나타나며，이는 높게 능이 

것으므로， 지표 제외한 탐사자료를 시추공-지표간 (b)는 한편 생각된다. 과로 

사용 탐사자료를 시추공-지표간 있다 (c)는 보여주고 분해능을 1.-l- 。
~ "c" 부근에서 

그러 나타난다. 높게 분해능은 ‘.>> .À 
긴. 지표부근에서의 비하여 하였으므로， (b)에 

부근에는 시추공 비하여 (b) 에 제외하였기 때문에 탐사자료를 시추공 단일 나 

(a) 등F 료르 
"" '-

비교하면 그림을 있 다. (a) , (b) , (c) 3 알수 나타남을 낮게 분해능이 

탐사， 시추공-지표간 뿐만 아니라， 단일 시추공 나타날 게
 

노
 
끄
 

분해능이 가 가장 

또한 t킹L 二l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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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위하여 

이러한 접근은 

안정성을 

그러나 

해의 

없다.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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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높은 값을 적용하게 되어， 그 변수 자체가 충분히 분해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그 분해능을 낮추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분해능이 낮 

은 부분은， 그 분해능에 비하여 낮은 라그랑지 승수를 사용하므로， 의미없는 

값이 계산될 가능성 이 많다.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한 접근방법은 이와 같은 분산함수의 공간 분포 

를 기준으로 하여 라그랑지 숭수를 자동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분산함 

수의 값이 지수함수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라그랑지 승수의 로그 값이 

분산함수의 로그 값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도록 라그랑지 승수를 계산하였다. 

분산함수에서 가능한 최소값은 완전분해가능한 경우로써 O 값을 갖으나， 완전 

분해 불가능한 경우는 변수의 개수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그랑지 승수의 최 

대값은 1로 하고， 최소값은 사용자가 측정 자료의 S/ N 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값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라그랑지 승수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완전분해 가능한 

분산함수 값이 0인 경우에 대해서는 라그랑지 승수를 주어진 최소값으로 하고， 

분산함수 값이 20이상인 경우에는 라그랑지 승수를 1로 하였으며 ， 분산함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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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patial distribution of LagrangiaFl. multiplier derived from the 

spread function distribution shown in Fig . 11. (a) Crosshole, inline 

and hole-to-surface data , (b) Crosshole and inline data, and (c) 

crosshole and hole-to-surfa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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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와 20 사이에 대해서는 라그랑지 승수가 주어진 최소값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Fig. 12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Fig. 11 에 대응되는 라그랑지 승수의 

분포도이다. 라그랑지 승수의 최소값은 0.005로 한 것이다. 입력자료의 

coverage가 높아서 역산 모델의 분해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Fig. 12 (a)는 

단면의 하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정된 라그랑지 승수의 값이 거의 대부분 

0.02 이하이다.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가 데외된 (b)는 분해능이 낮게 나타나 

는 단면 상부 및 하부에서 모두 0.05 이상의 높은 라그랑지 승수 값이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c) 의 경우에서도 분해능이 낮은 단변의 중앙부이하 하부까 

지 매우 높은 라그랑지 승수가 결정되어 있다 . 

Input field data and 
establish initial model 

(half space) 

Calculate theoretical data 
(2.5-0 FOM modeling) 

Update model 
(Smoothness constrained 

least-square inversion) 

Calculate spread function 
and determine Lagrangian 

multiplier distribution 

Resistivity tomogram 

No 

Calculate parameter 
resolution matrix 

Fig . 13. Flow chart of the inversion of resistivity tomography data by 

optimizing the Lagrangian multiplier distribution.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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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입력자료 ql 
^ 

;z. -Z~ 
=수 / δ 변수 등에 따라서 

로 라그랑지 승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면 상에서 자료 

능동적으 

ql l:ll 거~ 
^ τ~I 

의 분해능에 따라 라그랑지 /-- /-‘ '" 
01능;f 변화시켜 분해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된다. 

Fig. 12는 효￡ 
'--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상에서 변화하는 라그랑지 승수의 

정법을 이용한 역산 과정의 흐름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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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실험 토모그래피 비저항 장 전기 4 제 

변형된 단극-쌍극자법 배열， 그리고 

라그랑지 숭수의 최적화법을 이용하여 수치 모델링 자료를 이용한 역산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2 장과 3 장에서 제안되었던 

논한다. 토모그래피에서 사용되는 두 시추공을 편의상 시추공간 탐사를 에 대하여 

단극 전류원이 위치하는 시추공율 전류원 시추공， 전위차 측정을 위 

하여 쌍극자 전위차 측정 전극이 위치하는 시추공을 전위측정 시추공이라고 하자 

기준으로하여 

이용한 전기벼저 변형된 단극-쌍극자 배열법을 절 1 제 

토모그래피 항 

Fig. 14는 Fig. 1 (a) 의 두 전도체 모형에 대하여 3 차원 수치 모댈 실험 자료 

역산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된 자료는 시추공 

간 탐사， 단일 시추공 탐사， 시추공-지표간 탐사 모두 이용되었다. 한편 전극 배열 

은 시추공간 탐사는 2 장에서 

를 입력으로 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는 모 논한 변형된 단극 쌍극자 법이며， 나머지 

단극 쌍극자 법을 이용한 것이다. 쌍극자 간격은 2 m , 측정간격 또한 2 두 재래의 

m이다. 지표에 고정시키는 C2 전극의 위치는 전위차 측정 시추공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 위치시켰다. Fig. 14 (a)는 3 장에서 제안된 라그랑지 승수의 최적화법을 이 

승수 값을 사용하는 재래적인 방법에 라그랑지 결정된 용한 결과이며， (b)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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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이다. Fig. 14 (b)에서 사용된 라그랑지 

단극법에 의한 영상 Fig. 1 (b)에 비하여서는 두 전도체의 

단극법에 비하여 훨씬 분해능이 높음을 잘 말 변형된 단극 쌍극자 법이 

주고 있다. (a) , (b) 두 그림을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라그랑지 

최적화법을 이용한 결과가 재래적인 방법에 비하여， 전도체의 위치， 모양 등이 주어 

진 모형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분해능이 낮은 부분에 속하는 단면 

승수의 

고 있어서 

해 

의 바닥 부분에 나타나는 거짓 저비저항 이상 또한 재래적인 방법에 비하여 그 정 

최적화법의 승수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새로운 접근 방법인 라그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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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도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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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omographic images (a) by the full optimization of Lagrangian 

multiplier distribution , and (b) by fixed Lagrangian multiplier, a 

conventional approach 

변형된 단극-쌍극자 법은 음의 전류전극인 C2 전극을 원거리 접지시키는 대신 

에 두 시추공 사이에 위치시킴이 다르다. 이와 같은 C2 전극의 위치에 따라 얻어지 

는 토모그래피 영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어， 전극을 전위차 측정 시추공을 기준 

으로 전류원 시추공 방향으로 2 m. 10 m. 16 m 떨어뜨려 위치시키고 이에 대하여 

수행한 수치모델링 자료를 이용하여 역산실험을 수행하였다. C2 전극이 전류원 시 

추공에 아주 가까이 위치할 경우에는 측정되는 전위차가 매우 낮으며， 따라서 그 

의미가 없으므로， 실험에 포함하지 않았다 

Fig. 15의 (a) , (b) , (c)는 이와 같은 C2 전극의 위치 변화에 따른 토모그래피 

영상을 나타낸 것으로 모두 라그랑지 승수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결과이 

다. 3 영상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나 가운데 (b)가 주어진 모텔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여진다 측정 전위차는 (a)가 전위차 측정 시추공에 가장 가까이 C2 전극 

이 위치하므로 측정 값이 가장 크고， (c)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에 두 시추공 사이의 1/3 정도 되는 위치에 음의 전류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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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함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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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sisitivity tomograms adopting modified pole- dipole array , when 

varying the surface position of the negative current electrode. (a) 2 

m, (b) 10 m, and (C) 16 m apart from the borehole for potentiaI 

measur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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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모그래피에서는 수직적인 구조가 수평적인 구조보다 영상화하기 

힘들며， 분해능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토모그래피에서 시추공간 탐사 

가 주를 이루는 송신원-수신원 사이의 배열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분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16 (a) 

와 같이 수직 전도체 구조에 대하여 토모그래피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6에서 (b)는 시추공간， 단일 시추공， 시추공 지표간 탐사를 모두 동원한 

자료에 대한 토모그램이며， (c)는 시추공간，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만 이용하였으며，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는 제외한 경우이다. 사용한 전극배열은 위에서와 같이 시 

추공간 탐사는 변형된 단극-쌍극자법， 나머지 탐사는 단극-쌍극자 법으로 측정 간 

격 및 쌍극자 간격은 공히 2m 이다. (c)보다 (b)에서 전도체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상 (b)에서는 전도체의 상부면 심도가 5m임이 잘 

나타나 있으나， (c)에서는 약 10m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시추공-지 

표간 탐사자료의 효과이다 그러나 전도체의 하부면은 두 영상에서 공히 약 40 m 

정도로 나타나며， 이는 토모그래피 단면의 하부면에서의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지 

하를 탐사하는 지오 토모그래피의 투사각의 한계를 뜻한다. 파동의 전파를 이용하 

는 레이다나 혹은 탄성파 토모그래피에서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가 없을 경우 

Fig. 16의 모형과 같은 수직 이상체의 형상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경우， 영상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시추 

공-지표간 탐사자료가 없어도， 정확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가 파동의 전파 현상을 이용하는 토 

모그래피 방법에 비하여 분해능이 떨어지기는 하나， 이와 같이 수직 이상체의 형상 

을 보여줄 수 있음은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이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토모그래피는 투사각의 한계에 의해 수평 방향의 이상 

체에 대한 분해능은 높으나 수직 방향의 이상체에 대한 분해능은 낮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에 대하여 실험해 보기 위하여 Fig. 17 (a)와 같은 모형을 상정하고 수 

치 모댈링 자료를 이용하여 역산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극배열은 위의 역산 실험에 

서와 같이 변형된 단극-쌍극자 법과 단극-쌍극자 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림의 

(b)는 본연구에서 제안된 라그랑지 승수의 최적화법을 이용한 결과이며， (c)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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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어l 승수 값을 사용하는 재래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다. 결정된 라그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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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 Vertical conductor model. (b) Resistivity tomograms using the data 

(c) whereas surveys, 

using the data sets from crosshole and inline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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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된 라그랑지 숭수 값은 0.05이다. 두 토모그래피 영상 (b) 및 (c)는 수평 방 

향으로 분리된 구 수직 이상체로 구성된 모형이 토모그래피로서는 영상화가 상당히 

어려운 모형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영상 공히 지표 천부에서는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에 의하여 두 개의 전도체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하부로 내려갈수록 거의 

분해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영상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라그랑 

지 승수의 최적화법을 사용한 영상 (b)가 (c) 보다는 좀 더 분해능이 높은 결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지오 토모그래피의 투사각의 한계에 의하여 상당히 분해되기 

어려운 모형에 대해서도 라그랑지 승수의 최적화법을 이용함이 더 나은 결과를 보 

여주는 것은 새로운 알고리듬의 높은 분해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 2 절 시추공 효과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전도성 공내수에 의한 

시추공 효과이다. 이미 작년도의 본 연구에서(김 정호 등， 1996) 이에 대한 심도있 

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며， 시추공 효과는 주로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에 나타 

나고， 시추공간 탐사자료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을 밝힌 바가 있다. 그 

러나 이는 단극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것이며， 단극-쌍극자 법이나， 쌍극자 

법에서 또한 그대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시추공간 탐사에서 단극법 

의 경우에는 전류원이나 전위측정 전극이 동일 시추공 내에 존재하지 않으나， 단극 

-쌍극자 법에서는 전위측정 시추공 내에 두 전위측정 전극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이 경우， 전도성 공내수 때문에 두 전위전극 간의 전위차가 낮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겉보기 비저항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일 시추공 탐사 

(inline survey)에서 전류집중현상(current channeling) 때문에 겉보기 비저항이 높 

아짐과는 정반대의 효과이다 한편 단일 시추공 탐사에서， 단극-쌍극자 법은 전위차 

의 측정을 기본으로 하므로， 단극법보다 시추공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며， 

쌍극자 법은 이보다 더욱 커지게 된다. Fig. 18은 Zianzero and Anderson(l982) 이 

유도한 이론해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일 시추공 탐사의 겉보기 비저항 곡선으로， 

이와 같이 단극법보다는 단극-쌍극자 법이， 또한 이들 두 전극 배열법 보다 쌍 

극자 법이 더욱 더 시추공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계산에 사용된 시 

섭
 



추공의 크기는 3 인치 공이며， 모암 및 공내수의 비저항은 각각 1,000 및 10 

ohm-m이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시추공 효과는 단극법 보다， 단극-쌍극자 법이 ， 

이보다 쌍극자 법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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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pparent resistivity curve vs offset distance between current and 

potential electrodes. The resistivity of half-space and borehole fluid is 

1,000 and 10 ohm-m, respectively , and the diameter of borehole is 3 

inches (NX size borehole) 

그러나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영상의 구성에서 단극-쌍극자법이 단극법 보 

다 시추공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물론 단극법보 

다 전위차를 측정하는 전극배열이 시추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나， 이상대에 의한 

측정값의 대비 또한 단극법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 

점에서 시추공 효과가 전기 비저항 토모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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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논한 Fig. 1 (a)의 모형에 2ohm-m의 물이 시추공:에 차있는 경우에 대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역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추공 

은 그 단면적이 NX 크기 시추공과 동일한 정사각형 모양을 가정하였으며， 시추공 

깊이는 52 m이다. 

Fig. 19는 시추공 효과를 가미한 수치 모델링 결과로서 얻어낸 토모그래피 영 

상으로， (a)는 시추공간 탐사자료로서 변형된 단극-쌍극자 법을 이용하였으며， 단일 

시추공 탐사 및 시추공 지표간 탐사는 단극-쌍극자 법을 이용한 것으로， Fig. 15 

(b)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편 (b)는 시추공간， 단일 시추공， 시추공 지표간 탐사 모 

두 단극법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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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Resisitivity tomograms calculated from the 3-D modeling data 

incorporated with borehole effect, adopting different electrode 

configurations. The resistivity of borehole fluid is 2 ohm-m, whereas 

that of surrounding medium is 100 ohm-m. 

Fig. 19 (a)와 시추공 효과를 가미하지 않고 같은 전극 배열을 사용한 Fig. 15 

(b)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 단지 전도체의 모양이 약간 넓어졌으 

F b 4 
‘ 



며， 하부에 약하게 나타나는 거짓 저비저항이 약간 그 정도가 커졌을 뿐이다. 이러 

한 사실은 시추공 효과가 비록 단극-쌍극자 법에서 크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상대 

에 의한 측정 겉보기 비저항의 대비가 매우 커서 어느 정도는 이상대 영상을 재현 

해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극법을 채용한 영상의 경우， 시추공 효과를 가미한 영상 Fig. 19 (b) 

와 시추공 효과를 가미하지 않은 Fig. 1 (b)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추공 효과를 가미한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전도체의 모양이 축소되어 

있고， 그 하부에 거짓 저비저항 이상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단극법이 시추공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측정치의 대비가 그에 못지 않 

게 작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토모그램에서 오히려 시추공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ig. 19의 모형 실험에서 변형된 단극-쌍극자법， 그리고 단일 시추공 탐사에서 

단극-쌍극자 법의 결과 영상이 단극법의 경우보다 오히려 시추공 효과에 의한 영 

상의 찌그러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추공 효과는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따라서 시추공 인근의 전기 비저항 값이 

매우 크게 계산됨이 특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Fig. 20과 같이 

시추공 바로 옆에 소규모의 수직 전도체가 위치하는 모델을 상정하고， 수치 모델링 

을 수행， 그 자료를 이용하여 역산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록 변형된 단극-쌍극자 법 자료에서 시추공 효과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시추공 효과가 토모그래피 영 

상에 미치는 것은 주로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에 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일 시 

추공 탐사자료를 달리 하여 토모그래피 영상을 구성하여 보았으며 이를 Fig. 21 에 

나타낸다. Fig. 21의 4 종류의 토모그램에서 시추공간 탐사자료 및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는 모두 지금까지 주로 논의하였던 변형된 단극-쌍극자 법， 그리고 단극

쌍극자 법을 이용한 것이다. 

Fig. 20의 (a)는 단일 시추공 탐사의 전극배열로써 단극-쌍극자 법을 이용한 

경우이며， 시추공 효과에 의한 영상의 찌그러짐이 상당히 큰 경우에 속한다. 시추공 

에 인접한 전도체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전도체 모양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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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져 나타난다. 한편 (b)는 시추공 효과가 심하게 나타나는 단일 시추공 탐사 

자료는 제외하고 역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중앙의 전도체는 찌그러짐이 덜하나， 그 

비저항이 약간 높게 계산되어 있으며， 특히 시추공 인접하여 위치하는 전도체의 모 

양은 약간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는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추공 

인근의 모텔에 대한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BH-l 30m 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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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 1~ 20m 

’ 152m ~ ... lI 
1l O 。hm/ -rn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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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α1m-m --‘ 
Fig. 20. Two isolated conductors model to test borehole effect. 

조 인기등(997)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위한 전극배열의 비교에 관한 연 

구에서， 단극 배열법에서 나타나는 이상체의 전기전도도와 측정치의 겉보기 비저항 

사이에 나타나는 분포 경향의 불일치를 주목하고， 대안으로써 양극자 배열법 

(bipole-bipole 따Tay)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양극자 배열법은 그 분해능이 단극 배 

열법에 못지 않게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양극자 배열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겉 

보기 비저항의 감도(sensitivity)가 시추공을 중심으로 거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으 

며， 따라서 시추공 주변에 대단히 감도가 높게 나타난다， 양극자 배열의 특정 중의 

하나는，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의 간격이 일정하므로 겉보기 비저항에 나타나는 시추 

공 효과가 전 자료에 걸쳐 거의 일정하며， 따라서 시추공 효과의 보정이 매우 간단 

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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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esistivity tomograms from the numerical data based the model shown 

in Fig. 20" when different inline data are used. (a) Pole-dipole inline 

data. (b) Without inline data. (c) Bipole-bipole data instead of inline 

survey data. (d) Bipole-bipole data after correction of borehol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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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단일 시추공 특정에 자료의 양극자 배열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는 

접근 방법을 실험하였다. Fig 이용하는 탐사자료를 양극자 배열 대신에 탐사자료 

21의 (c)가 바로 양극자 배열법 탐사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양극자 

뇨=- 0 t:J .,---해당되나， 그 감도가 시추공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열법은 시추공간 탐사에 

영상 생각한 것이다. 영상 (c)에는 대치가 가능할 것으로 탐사로 단일 시추공 로
 
(a)와 비슷한 형태로 시추공 효과에 의한 영상의 찌그러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앙 

의 전도체의 형상은 영상 (a)보다 약간 더 나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추공 효과는 탐사자료의 양극자 배열 서술한 바와 같이 위에서 

겉보기 비저항이 일정 수준 증가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양극자 배열 

탐사자료의 겉보기 비저항에서 일정한 값을 전체적으로 감하여 주면 시추공 효과에 

탐사자료 단극-쌍극자 배열법 단극법이나 있으며， 따라서 ~ 

T 달성될 대한 보정이 

보다 시추공 효과에 대한 보정이 훨씬 간단하다. Fig. 21 의 (d)는 이와 같은 방법으 

탐사자료를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로 간주하 로 시추공 효과를 보정한 양극자 배열 

탐사자료의 시추공 효과 보정올 위해 사용된 보정 여 사용한 것이다. 양극자 배열 

값은 9ohm-m이다. Fig. 21 의 4 종류 영상을 비교하면 시추공 효과를 보정한 양극 

자 탐사자료를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로 간주한 영상 (d)가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역산 결과에서는， 작년 지금까지 논한 두 모댈에 대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도 연구 결과 영상에 비하여 시추공 효과에 대한 찌그러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요인이 가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2 가지 

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일 시추공 탐사 배열법으로 사용된 단극 쌍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나， 새로운 배열법 시추공 효과가 단극법 극자 법 자료에서 

변화 폭이 이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시추공 효과가 영상의 에서의 겉보기 비저항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작 

년도의 연구에서는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금년도의 연구에 

서는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추공 지표간 탐사자료 

매우 낮게 나타나므 에서는 시추공 효과가 단일 시추공 탐사 자료와 비교할 때에 

로， 단일 시추공 탐사자료의 시추공 효과에 의한 영상의 왜콕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추공-지표간 탐사자료는 토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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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의 투사각을 증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추공 효과를 줄이는 측면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므로 토모그래피 영상의 획득에서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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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5 ^~ C그 결 트료 
L-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극 배열법은 단극 배 

열이다. 단극 배열법은 형장 측정에 있어서 높은 S/N 비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이에 반해 분해능이 낮다는 문제점 또한 갖고 있다. 그러나 토모그래피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하의 고분해능 영상의 획득에 있는 만큼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 

피에서 전극배열로 주로 채용되는 단극배열법의 낮은 분해능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 

닐 수 없다.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분해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역산 알고 

리듬과 전극 배열의 두 인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의 두 요인에 대한 방법론적 

인 개선을 통하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법의 분해능 향상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 

었다. 이를 위하여 전극 배열법의 경우에는 변형된 단극-쌍극자 법이라는 새로운 

배열법이 제안되었다. 또한 역산 알고리듬의 측면에서는 분해능의 최적화를 기하기 

위하여， 라그랑지 숭수를 주어진 자료 및 모텔에 대하여 최적 분해능을 가질 수 있 

도록，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라그랑지 승수를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역 

산법을 고안하였다. 

변형된 단극-쌍극자 배열법은 재래의 단극-쌍극자법에서 무한대에 위치시키는 

음의 전류전극을 두 시추공 사이 지표의 한 점에 

배열법은 재래의 단극-쌍극자 법에 못지 않은 

고정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본 전 

흐!.*U 느=-~ 
1.!... VJI 0 t즈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시추공 사이에 위치시키는 음의 전류전극의 효과 때문에 단극 쌍극자 

법이 갖는 낮은 Sη4 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높은 전위차 측정이 가능하 

다. 기존의 전극 배열의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상체의 전기 비저항과 측정 

된 겉보기 비저항의 분포 경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그러나 변형된 

단극-쌍극자 배열법은 두 시추공 사이 지표면에 음의 전류전극을 위치시킴으로 인 

하여 측정된 겉보기 비저항은 이상체가 전도체일 경우， 항상 저비저항이， 비저항체 

일 경우에는 항상 고비저항이 측정된다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변수분해 행 열 (parameter resolution matrix)의 

산 모형을 이루는 각 변수의 분해능을 정량화해 

분산함수(spread function)는 여 -, 

줄 수 있다. 한편 변수분해행열은 

모델 변수에 대한 모델링 값의 편미분치， 즉 Jacobian 행열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51-



변수분해행열로 계산되는 분산함수는 역산 모형 뿐만 아니라 측정변수에 대한 함수 

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분산함수 값으로부터 라그랑지 

승수 값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방법은 공간적으로 변화하 

분해능을 갖도록 계산할 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이 

에 따라 능동적으로 라그랑지 승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법에 비하 

변함 승수를 최적 는 라그랑지 

여 분해능이 높으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해를 구할 수 있는 원리적인 이점이 있다. 

및 자료처리 두 측면에서 새로이 제안된 방법의 효용성을 수치 

모델링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역산법이 기존의 접근 방법에 

비하여 항상 높은 분해능을 갖는 영상을 제공하여 

이와 같은 측정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변형 

된 쌍극자 법을 이용한 시추공간 탐사자료 역시 상당히 높은 분해능을 갖는 영상을 

방법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획득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대한 실험도 수행되었으며， 새로운 

단극법보다 시추공 효과가 측정치에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영 

걷츠 À~ -, 。효과에 시추공 이와 아울러 

기존의 

적게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단극법보 상은 오히려 시추공 효과에 의한 찌그러짐이 

대비가 매우 높다는 점과 아울러 시추공 지표간 탐사자료에 힘입 

m 
4 

다 측정 자료의 

은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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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벼저항 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 

이 명종* 김 정호， 조 성준， 정 승환， 송 윤호 

* 자원탐사연구부(Geophysical Research Division) 

Three dimensional inversion of the dipole- dipole 

resistivity data 

* Myeong- Jong Yi, Jung- Ho Kim, Seong-Jun Cho, 

Seung-Hwan Chung , Yoon-Ho Song 

ABSTRACT 

Resistivity survey is widely used as fundamental tools for imaging the 

earth. And Its interpretation is mainly due to two dimensional inversion which 

assumes two dimensional earth structure. Because real earth is fully three 

dimensional and very complex in nature, assumption of two dimensional 

structure can lead to misinterpretation. 1n such situations , three dimensional 

inversion is the best answer to get correct image of the earth. 

1n this study three dimensional inversion method using the finite difference 

solution for the forward problem have been developed. Forward modeling 

algorithm were refined through singularity removal , so that modeling accuracy 

was increased to a maximum error of 2 percent for the two layered earth 

model. 1nverse problem were solved iteratively in a least-square sense with 

smoothness constraint. And reciprocity was used in Jacobian calculation. 

1n this study three dimensional integral equation solutions were us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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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data sets for the three dimensional inversion. Three dimensional 

inversion algorithm were applied to synthetic data sets from three dimensional 

models to illustrate its effectiveness. Comparison of the inversion results with 

existing two dimensional inversion algorithm showed much better resolving 

power of the earth especially for three dimensional structure. By applying the 

active constraint balancing technique through parameter resolution and 

Backus-Gilbert spread function analysis , inversion results were further enhanced. 

So three dimensional inversion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attained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Furthermore inversion of the real field data sets 

from Skarn mine area showed the resolving power of three dimensional 

inver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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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료 
L-서 ^~ c> • 저| 

최근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기존의 지하자원조사， 온천 및 지하수 조사， 지질조 

확대일로를 걷고 있으며 그 개념 목적을 넘어서서 환경 및 토목분야에까지 사 등의 

에 있어서도 전기비저항 영상법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 및 변화 

분해능 및 현장자료 획득기술의 발전을 요 양상은 필연적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법의 

이루어져 맥락에서 이와 같은 대한 연구는 전기비저항 영상법에 구하는바 최근의 

왔다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분해능 향상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전기비저항 영상법의 

도입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구조를 업체적으로 조명하고 와 같은 최신기술이 

해석은 지하구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있다. 일반적인 이루어지고 자 하는 노력이 

출발하고 있으며， 이미 이에 대 조를 단순화 시켜 1차원이나 2차원으로 가정함에서 

역산뿐만 아니라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 탐사자료의 지표전기비저항 한 연구는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하여 지하 이르기까지 

대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하구조가 엄밀히 1차원이 구조에 

나 2차원으로 가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특성을 가지므로 많은 경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해석은 지하구조가 가지는 특성 

보여줄 수 결과를 올바른 가장 적합한 해석이 구조-에 또는 2차원 조
 

구
 

1 차원 

가
 

。-E 9
。

드
 「지하구조가 3차원적인 있어서 경우에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많은 

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3차원 역산과 같은 방식을 통한 탐사자료의 해석이 필수적이 

다. 

대한 연구가 최근에 역산에 이와 같은 취지에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유한차분법이나， 유한요소법 대님님 
T긴r 있으며， 이들은 방식으로 수행되고 가지 여러 

등을 이용한 기존의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을 비선형 최소자승 역산 알고리듬에 결 

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행되어，알파센터 최근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역산 이용한 유한요소법을 1992) , 1981;Shima, al, et. 역산(Petrick 이용한 E프 -E즈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기비저항 3차원 역산에서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을 사용하는 완 

마
 

이 용 한 역 산(Li and Oldenburg , 1992)등 이 (Sasaki , 1994) , Bom 근사를 



속하는 것은 그 계산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시도된 범주에 전 역산의 

바 있다.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급속한 전산환경의 발전에 힘입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발된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 알고리듬은 크게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3차원 모델링과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역산 알고리듬으로 구성된다. 먼저 평활화제한을 가한 비선형 

특이성분 제 있어서는 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에 

정확도 줄이면서도 필요한 격자수를 모델링에 통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를 거법을 

높은 모델링 알고리듬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의미를 있어서 역산에 부가하여 역산 알고리듬에 한편， 기존의 비선형 

가지는 감도에 대한 고찰로서 매개변수 분해능 분석 및 분산함수에 대한 고찰을 통 

분해능으로서 지하구조를 역산의 제한조건을 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최적의 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3차원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효￡ 
'--자료를 및 수치실험시， 이론 모델링 주

 
u 

‘ 

건
 

u 역산 알고리듬의 한펀 

중 가장 정확한 결과를 모델링 방법 사용된 유한차분법에 의한 결과가 아닌 수치 

역산 알고리 내는 것으로 알려진 적분방정식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듬의 정밀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얻어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듬을 실제 현장에서 격자화된 측선상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장적용성을 확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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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 2 장.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 

제 1 절.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 

점전원에 의한 매질 내에서의 전위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Poisson 방정식으로 

표시된다 

- 'ïl • [o( x , y , z)v l/>(x , y , z)] Iô(x-x s) 

여기서 (J: 전기전도도(conductivity) 

ify: 전 위 (Electric potentia]) 

1 : 전류 

L1 V : 전원이 가해지는 점의 체적 

이와 같은 Poisson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차분식 

으로 전개하고 지표 및 인공적인 경계면에 대하여 경계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 

은 행렬식을 유도할 수 있다(Dey and Morrison, 1979) 

[ C][ 1/>] = [s] (2 

여기서 [ C] : Capacitance 행렬 또는 결합계수 

[ify] : 전위벡터 

[ s] 전원벡터 

이때 Capacitance 행렬 [ C]는 차분화된 요소의 형상과 전기전도도만의 함수 

로 표시되게 되며 위의 행렬식을 계산함으로써 임의의 위치에 위치한 점전원에 의 

한 전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행렬식의 계산에 반복적 

인 방법인 ICCG(Incomplete Cholesky-Conjugate Gradient)법을 이용함으로써 행렬 

식의 계산에 필요한 기억용량을 줄임과 아울러 일반적인 행렬역산에 이용되는 LU 

분해법에 비하여 계산속도의 향상을 기하였다. (김학수， 1988) 

위와 같이 계산된 포텐셜은 사용되는 전극배열에 따라 겉보기비저항으로 변환 

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현장적용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극배열인 쌍극자배열을 택하였다. 

% 

ω
 



제 2 절. 모델링의 정확도 향상 - 포텐셜의 특이성분 제거 

식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점전원에 의한 포텐셜의 계산은 전원항이 댈 

타함수(delta function)로 주어 짐 으로 인하여 특이 성 분(singularity)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이성분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원 주위의 격자요소 

를 츰츰히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나 이와 같은 접근은 유한차분법에서 사용되 

는 격자의 수가 크게 증가되고 임의의 위치에 전류원을 위치시키는데 매우 큰 어려 

움을 수반하게 된다. 전기비저항 모델링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이 성분이 모델링 

오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Lowry (1 989) 등에 의한 특이성분 제거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특이성분 제거는 식 (1)의 포텐셜을 특이성분(singular component) 

과 정규성분(reg비ar component)으로 다음과 같이 분리함으로써 시작된다. 

rþ rþy + rþs 

여기서 ， rþ s는 특이성분을 rþy 은 특이점(즉 전원)에 상관없는 정규성분을 각각 나타 

낸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전체 모댈링 영역 Q에 대한 평균 전기전도도를 정의하면 

급 L o( x)dx/ Ldx= 휠o;/N N: 전체 격자수 

특이성분 포텐셜 rþs 는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고 

요V' 2rþs -!å(x-xs) 

전류원이 지표에 위치하는 경우의 해는 다음과 같게 된다 

rþ , ----1 
2πoy 

(6 

여기서 r ‘ 전류원으로부터의 거리 

모댈링에 있어서 특이성분에 의한 오차는 위에서 정의한 특이성분에 포함되게 

되며 이와 같은 특이성분을 이용하여 식 (1)을 다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v' . {o( x) V' rþ/x)+[ o( x)- 에 V' rþs(x)} = 0 

여기서 앞의 rþs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므로 이를 우변으로 이동시키면 

- v' . {o( x) V' rþ rC x)} = ([o( x)- 에v' rþ sC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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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유한차분 전개하면 

[C][ C/>r] = -[ C][ c/>s]+[C'][ c/> s] 

와 같다. 여기서 [ C]는 주어진 전기전도도 및 요소분할에 따른 결합계수 행렬이 

고 [ C']은 전기전도도가 0로 일정한 경우의 결합계수를 나타낸다. 이 식에서 우 

측 항은 이미 알고 있는 값으로서 식 (2)와 비교할 때 전원항으로 생각할 수 있으 

며， 그 계산 또한 식 (2)의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규성분 포텐셜은 특 

이성분 포텐셜에 더해져서 각 접전원에 대한 전위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제 3 절. 모델링의 타당성 검증 

앞에서 설명한 유한차분법에 의한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전산프로 

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모델링 알고리듬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석 

적인 해가 존재하는 2차원 층서구조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다음 Fig. 1은 천부의 

전기비저항이 lOOQm이고 그 하부가 lO Qm인 2차원 층서구조 모형으로 쌍극자 간 

격 a의 심도에 경계면이 위치하고 있다. 

Fig. 1 의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 중 특이성분 제거가 이 

루어지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와 특이성분 제거가 이루어진 경우의 유한차분해를 함 

께 도시한 것이다. 이때 두가지의 경우에 사용된 쌍극자 간격당 격자수는 3개로 동 

일하다. 특이성분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극전개수 N이 증가함에 따라 

해석적인 해와 일치하고 있으나 전극전개수가 작은 경우에 는 상당한 오차를 나타내 

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쌍극자 간격당 격자수를 늘려야하며 이는 계산시간 및 기 

억용량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한편 동일한 쌍극자 간격당 격자수를 사용하고 특 

이성분 제거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N=l에서부터 해석적 해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때 최대 오차는 2%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이성분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쌍극자 간격당 격자수를 4로 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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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 Comparison of the analytic and numerical solutions over a two-layered 

removal when singularity accuracy is very high Modeling model. earth 

algorithm was used. 

고정하였 위에서와 같이 3개로 쌍극자 간격당 격자수를 연구에서는 보 
'-따라서 

알고리듬에서 모델링 전기비저항 3차원 기존의 쌍극자당 격자수는 같은 이와 다 

것으로서， 이 가져온 비하여 획기적인 격자수 감소를 사용된 격자수가 4개이상임에 

수 있게 되 대폭 줄일 로부터 전기 비저항 모델링에 필요한 기억용량 및 계산시간을 

역산에 

알고리듬과 같이 

rl 。
' dT 역산 문제의 

보 감안하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3차원 전기비저항 

소요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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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모델링 시간이 필요한 대부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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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계산속도가 빠른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의 확보는 역 

산의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로 

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 알고리듬이 매우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기↑ 
‘←-를 
10m 

r 100Qm 1 10Qm 

Fig. 2. 3D block model embedded in the homogeneous half space. 

한편 이와 같은 층서구조의 반응을 이용한 검증 외에 수치 모델링 기법 가운데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탁월하여 준 해석적 해 (Semi-analytic solution)로 생각할 수 

있는 적분방정식법에 의한 해(조인기， 1989)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Fig . 2는 이와 같 

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3차원 모형으로서 측선의 중앙 하부 10m에 수 

직으로 20m 측선방향으로 20m 주향방향으로 20m의 3차원 전도체가 존재하는 경 

우이다 이때 모암의 전기비저항은 100Qm , 전도체의 전기비저항은 lO Qm 이다 

원
 



이 모형에 대한 적분방정식해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 

으로부터 계산된 결과 가단면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적분방정식 

에 의한 해와 본 연구의 유한차분해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며 적분방정식법 

에 비하여 최대 약 4%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eld Data Pseudosection 

o ~ w m ~ ~ ~ ro 00 ~ m m120 

m m m % ~ ~ % m m m 

~9 109 

Line No. TEST Area TEST 
Dipole Spacing 10 meter 

(a) 

Field Data Pseudosection 

o ~ w m ~ ~ w ro 00 ~ m ro 120 

~ m ~ ~ M M ~ ~ m m 

109 109 

Line No. TEST Area TEST 
Dip이e Spacing 10 meter 

비
 

( 

Fig. 3. Comparison of the 3D resistivity modeling results for the 3D model in 

the Fig. 2. 

(a) Integral equation solution (b) FDM solution(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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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기비저항 3차원 모댈링 알고리듬은 정확도 

가 상당히 높고 모델링 수행시 필요한 기억용량 및 계산시간이 작은 장점을 가지므 

로 이후의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을 위한 모델링 알고리듬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 

었다고 할 수 있다. 

재
 



제 3 ;자 o.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으I 3차원 역산 

제 1 절. 반복적 비선형 역산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은 다음 식과 같이 초기 모델변수 벡터 Po에 

대한 3차원 모델링으로부터 계산된 이론 모댈반응과 현장 측정자료와의 차이를 나 

타내는 오차벡터 L1d 및 구하고자하는 모댈변수의 증분벡터 L1p, 그리고 모델변수 

에 대한 모델반응의 편미분으로 정의되는 자코비안(Jacobian) 행렬 I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김 정 호， 1987). 

L1 d = JL1p 00 

Line 1 

Line 2 

3 -1 

Fig. 4 3D inversion block division used in this study. As a example, two 

dipole-dipole survey lines were shown. inter-line spacing is 5 unit and 

line lengths are 12 units respectively.Ounit dipole spacing) 

이와 같은 역산을 수행하는데 가장 먼저 수행해야할 것은 역산모형의 설정으로 

서 여기에서 는 Fig. 4와 같이 지하매질을 수개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그 블록내에서 

는 전기비저항의 변화가 없는 역산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역산모형의 설정 

% 



에 있어서 각 역산블록의 크기는 심부에 존재하는 블록의 경우에는 감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블록의 크기를 크게 그리고 천부의 경우는 감도가 높으므로 조 

밀하게 분할하였다(김정호， 1987). 또한 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자코비 

안의 계산은 상반성을 이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측정자료 및 모델변수는 모두 자연대수를 취함으로써 역산의 안정을 기하였다. 

한편 식 (0)을 매 반복단계 마다 계산하게 되는 최소자숭 역산은 매우 불안정 

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고，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부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한조건의 부가는 수많은 해 가운데 원하 

는 해를 추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감쇠최 

소자승법 및 평활화제한법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평 활화제 한(smoothness constraint)을 가함으로써 좀 더 지 질 학적 으로 의 미 있 

는 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평활화제한법의 제한조건은 모델변수벡터의 

공간적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모델변수의 공간에 

대한 l차미분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유한차분 전 

개에 의하여 평활화 연산자(smoothing operator)를 구하였으며 이를 라그랑지 

(Lagrange multiplier)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설정하였다. 

二요 A‘ 
님 T 

s = l L1 d - JL1뼈 2+ 씨 CL1뼈 2 

여 기 서 C 2nd difference smoothing operator 

À Lagrange multiplier 

위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평활화제한을 가한 최소자승역산 

의 기본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 J TJ + }. C TC)LlP = J TLld 02 

이로부터 매 반복단계에서의 변수 증분벡터 L1p는 다음과 같이 의사역행렬(pseudo 

inverse) r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게 된다 

L1p = rL1 d = ( J TJ + ÀC TC)-IJTL1 d 

까
 



제 2 절. 역산 알고리듬의 타당성 검증 

앞에서 설명한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 및 역산 알고리듬을 결합하여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 알고리듭을 작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개발된 알고리듬을 간단한 

모형에 대한 이론자료에 적용하여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의 알고리듬의 타당성 검증 및 이후의 이론자료에 대한 3차원 역산에서는 

해의 정확도 면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적분방정식법에 의한 3차원 모델 

링에 의한 자료를 측정자료로 하여 역산을 수행함으로써 역산의 효율성 및 정확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Line 5 

“ • -_._- ... “-‘ ~ ’‘ ’ “._. __ . ~ 

Line 4 
*3@숭n륙 

!싫 Line 31 

Line 2 

Line 11 샤‘ :;-Ì 

Line 3 

l 100 ‘Qm í 10Qm 

Fig. 5. 3D block model embedded in the homogeneous hal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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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ata Pseudosection 

P ~~?O ~20~ 빼o ~10 ~~ FO 뼈o ~30 ￥0 

m m m m m m m m m m 
m m m 99 ι!l9 99 m m m 

1안fd혔쫓훌좋흘뿔풍풍 
ζE쨌薰뤘옳 

안정79윌r97 

line No. 1 Area TEST 
Dipole Spacing 30 meter 

(a) 

Field Data Pseudosection 

o ~~?O ~20~ 때o 710 ~~ FO 뼈o ~O ~ 

m m m 99 ~ ~ 99 m m m 
~얘 

101 

Line No. 2 Area TEST 
Dipole Spacing 30 meter 

(b) 

Field Data Pseudosection 

o ~ w ~ w 00 ~ ~ 
_ = _ = 360 

m m m % M M % m m m 

m1?!變驚혔:m3m1 
켰짧J뼈짧w 

m m 

line No. 3 Area TEST 
Dipole Spacing 30 meter 

(c) 

Fig. 6 Synthetic data sets for the model in Fig. 3. These data were obtained 

from 3D resistivity modeling using Integral equation method. 

(a) Line 1 (b) Line 2 (c)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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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ig. 5와 같은 3차원 모댈에 대한 역 

산을 수행하였다. Fig. 5의 모형은 가장 단순한 3차원 모형으로서 3차원 영역의 중 

앙 하부 30m (1 unit)에 60m X 60m x 40m(2unit X 2unit x 4/3unit) 크기 의 전도성 이 

상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0m(2unit)씩 떨어진 5 

개의 측선에 걸쳐서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가 수행된 경우를 상정하였다. 여 

기서 쌍극자 간격 a는 모든 측선에서 30m로 균일하다. 

Fig. 6은 Fig. 5의 모형에 대한 적분방정식을 이용한 3차원 모델령 결과를 가단 

면도로 작성한 것으로 측선 1과 측선 5 측선 2와 측선 4는 이상체에 대하여 대칭 

인 위치에 존재하므로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측선 1 

에서는 이상체에 의한 효과가 거의 보이지 않고 측선 2에서는 약간의 전도성 이상 

체에 의한 영향이 보이고 있으며， 측선 3에서는 전도성 이상체의 직상부에 측선이 

위치함으로 인하여 그 반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록 국지적 

인 3차원 이상체이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 

터 전기비저항 탐사의 감도분포는 단순히 측선 하부뿐만 아니라 측선을 벗어난 지 

역에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따라서 단순히 지하구조를 2차원이나 1차원으로 해석하 

는 경우 이와 같은 효과에 의하여 천부의 국지적 이상체에 의한 반응을 지하의 이 

상대로 파악할 소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Fig. 7은 Fig. 6의 자료를 사용하여 3차원 역산을 수행한 전기비저항 영상 

을 3개의 측선 직하부의 전기비저항 영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맨 위로부터 측선1-

측선3을 보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측선 3의 직하부에 전도 

성 이상체가 정확히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전기비저항값 또한 참값에 접근 

하고 있다. 또한 이상체로부터 멀어지는 측선에 있어서는 이상체의 반응이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부언할 것은 이 그림들에서 보여지는 전 

기비저항 단면은 실제 측선의 직하부는 아니고 측선으로부터 측선 5방향으로 

15m (o.5unit) 떨어진 지점의 전기비저항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도시한 역산 모형의 설정에서 측선을 경계로 역산 블록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측선 2에서는 약간의 3차원 이상체에 의한 

효과가 보이고 있으나 측선 1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측선 3에서 보 

74-



범위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Y축 방향으로의 이는 이상체의 

역산 결과를 심도에 따른 동일심도 단면으로 구성한 Fig.8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이상체가 잘 있는바 심도 50m의 위치에 전도성 수
 
’ 볼

 
의 결과에서 더욱 극명하게 

이상체의 규모가 명확히 잘 나타나고 있다. 있고 수평방향의 보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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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urface map of the resistivity distribution with increasing depth. 

(e) 150m (d) 95m (c) 50m (b) 10m (a) 5m 

역산 알고리듬이 3차원 이 

연구에서 개발된 3차 본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기비저항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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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λL 
。 。3차원 구조를 있으며 지하의 알수 역산 알고리듬이 타당함을 원 전기비저항 

역산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 

역산과 2차원 3 절 . 3차원 

화하는데 

제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비하여 역산에 역산이 2차원 본 절에서는 3차원 

여 

「역산 알고리듬과 3차원 는 3차원 모형에 대한 이론 모델링 자료에 대하여 2차원 

비교하고 효과를 가지는 역산이 공간차원이 다른 두 적용하여 산 알고리듬을 각각 

모 이론 계산된 사용된 Fig.6의 적분방정식법으로 앞절에서 위하여 자 한다. 이를 

측선 1, 이를 Fig. 9 - Fig. 11 에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이용하여 2차원 델링 자료를 

측선 2, 측선 3에 대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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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2D inversion result of synthetic data in Fig. 6. This result is for the 

survey line l. The forward model is shown in Fig. 5. 

예측되 도시한 것으로 역산 결과를 Fig.9의 전기비저항 영상은 측선 1에 대한 

아무런 

100 

거의 

전기비저항값인 

단면상에 

공간의 

거리가 상당하여 

반무한 전기비저항값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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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앞절의 3차원 결과를 도시한 Fig. 7의 최상단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측선이 이상체에 점점 근접하는 측선 2 

및 측선 3의 결과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Fig. 10의 측선 

2에서는 중앙에 전도체에 의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다 이 

는 전기비저항 탐사의 감도분포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측선 직 

하부의 이상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측선 주위의 영향이 포함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Fig. 2의 영상만으로는 중앙의 전도체 형상을 

가진 영상을 측선주변 보다는 측선 직하부의 구조로 파악할 소지가 많으며 이를 2 

차원적인 구조로 해석할 경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측선 3에 대한 2차원 역산결과인 Fig. 11을 살펴보면 중앙의 전도체 

의 영상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차원 전도체의 중심이 이 

측선에 위치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 측선과 측선 2의 결과를 2차원 역산 결과 

만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3차원 이상체의 주향방향으로의 연장성 및 연장범위를 

명확히 추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단면에서 3차원 역산 

결과인 Fig.7의 중앙의 영상과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모암의 전기비저항이 실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도체의 전기비저항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3차원 전도체의 반응이 2차원 전도체의 경우보다 큼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2차원 전기 비저항 역산을 3차원 모형에 적용하 

는데는 분해능 면에서도 차이가 남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탐사 

의 분해능을 높이는 측면에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가 수행됨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도 3차원 역산을 수행함이 바람직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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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매개변수 분해능 분석을 통한 분해능 향상 

1. 매개변수 분해능 분석 (Active constraint balancing) 

본 절에서는 비선형 역산에서 문제가 되는 해의 비유일성 (nonuniqueness)이라 

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해의 비유일성은 역산자체에 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 

산에 포함되는 역산모형의 설정 및 제한조건에 의해서도 유발되게 된다. 이때 역산 

의 시작은 자연계를 인위적으로 매개변수화하는데 있으므로 역산의 유일성 문제는 

설정된 매개변수에 대한 유일성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 분해능 분석을 통하여 역산의 분해능 향상을 기하고자 

한다. 이때 매개변수 분해능 분석에는 변수분해행렬(Parameter resolution matrix) 

및 분산함수(spread function)를 이 용하고자 한다. 

먼저 변수분해행렬은 식 (3)의 의사역행렬 r 와 자코비안 행렬 I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김정호， 1987; Menke, 1984). 

R= rJ (4) 

이 변수분해행렬은 단위행렬에 가까운 경우 각 변수에 대한 유일성이 증가됨을 

의미하게 되며 단위행렬에서 멀어질수록 계산 결과 얻어진 변수는 참 매개변수의 

가중평균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역산문제는 가능한 한 단위행렬 

에 가까운 변수분해행렬을 얻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변수분해행렬은 식 (4)와 같이 순수히 자코비안행렬로부터 구 

해지며， 역산모형과 자료획득방법에만 의존하고 획득된 자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매개변수 분해행렬의 단위행렬에 대한 유사도는 자료획득 방법에 따른 설정된 역산 

모형의 분해능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수분해행렬의 단위행렬에의 유사성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Backus and Gilbert의 분산함수(spread function)를 사용하 

였다 

뽀( R) = l철(Rjj(l- Cjj))2 κl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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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ll 는 평활화제한 연산자로서. 분산함수의 계산에 있어서 평활화제한 

의 효과를 감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κl는 블록 l와 블록j사이의 거리의 제 

곱으로서 이와 같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변수분해행렬의 비대각 요소에 값을 가 

지더라도 그것이 변수 i에 인접하는 경우에 더욱 분산정도가 적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산함수를 분해능의 척도로 사용하여 제한조건의 크 

기를 능동적으로 변화(Active constraint balancing)시키고자 한다. 즉 분산함수가 

큰， 즉 분해능이 낮은 블록에 대해서는 제한의 크기를 크게， 분해능이 좋은 블록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에 대하여 제한조 

건의 효과가 균일하고 분산함수의 분포도 균일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분산함수 

의 크기가 가장 작은 블록에 대해서는 라그랑지 곱수의 크기를 0.01 로 threshold이 

상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블록에 대해서는 1로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소 

와 최대의 분산함수값에 대한 자연대수를 사용한 선형보간을 통해 라그랑지 곱수를 

능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위와 같은 매개변수 분해능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앞에서 설정된 역산 

모형은 비교적 역산모형의 분해능을 임의로 높이고자 하부의 블록은 그 크기를 크 

게 한 경우로서 이미 어느 정도 적용된 제한조건의 크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분산함수를 이용한 능동적 제한조건 부가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제한조건의 부가가 나타내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역산모형을 다음의 Fig. 12 와 같이 평면상에서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수직적으로만 블록의 크기가 변화하는 역산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지하구조 

의 균일한 분할은 역산결과 얻어지는 해가 역산모형에 의해 지배받게 되는 특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역산 결과 얻어지는 지하구조의 분해능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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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3D inversion block division used in this study. As a example, two 

dipole-dipole survey Iines were shown. inter- Iine spacing is 5 unit and 

line lengths are 12 units respectively.Ounit dipole spacing) 

2. 수치모형 실험 

먼저 앞절에서 논의된 Fig. 5의 3차원 전도체 모형에 대한 모델링 자료 중 측 

선 1, 3, 5의 3개 측선만을 사용한 경우의 분산함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Fig. 13에 

도시하였다. 분산함수를 심도별 2차원 평면도로서 작성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천부의 분산함수는 적게 그리고 심부의 분산함수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산함수의 분포가 천부의 경우 측선 

주변에서는 작게 그리고 측선에서 멀어지면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과 심도가 증가하 

면서 측선과 측선 사이의 가장자리로부터 분산함수가 커지다가 최심부에 이르게 되 

면 분산함수가 전체 탐사영역의 중앙부를 연결하는 지역에서는 작게 그리고 주변부 

에서는 매우 큰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개변수 분해행렬 자체가 

역산모형 설정과 자료획득 방법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역산의 

분해 능 분석 을 일 반적 인 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에 의 존하는 경 우에 서 보다 

역산모형의 특성 및 자료획득 방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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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urface map of the Backus-Gilbert spread function with constant 

Lagrange multiplier of 0.001. This spread function is calculated for the 

homogeneous half space with 3 survey lines shown in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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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산함수의 특성이 자료획득 방법과 관련된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5의 5개 측선에 대한 자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대한 분산함수를 도시하면 

Fig. 14와 같다. Fig. 13과 Fig. 14를 비 교해 보면 천부의 분산함수는 Fig. 14의 경 

우 거의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Fig. 13에 비하여 훨씬 

낮은 분산함수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측선의 공간적 밀도가 증가함 

으로 인하여 전체 3차원 역산의 분해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분산함수 분석을 통한 탐사 측선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와 같은 점은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에 있어서 유용한 현장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 13과 같은 분산함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평활화제한 라그랑지 곱수를 

도시 한 Fig. 15를 살펴 보면 앞의 분산함수의 효과가 잘 반영 되 어 분산함수의 크기 

에 따라 제한조건의 크기가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라그랑지 곱수 

를 사용하여 변수 분해행렬을 다시 계산하고 이로부터 분산함수를 재계산한 결과인 

Fig. 16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분산함수의 크기가 균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심부에서조차 분산함수의 크기가 Fig. 13의 중간정도 심도와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산함수를 분해능의 척도로 삼을 때 전체적으로 분해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이와 같은 효과를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함으로써 훨씬 좋은 

전기비저항 영상을 획 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 역산의 효과를 역산 결과 얻어진 전기비저항 영상에 

서 확인하고자 두 가지의 방식의 역산 즉 동일한 라그랑지 곱수를 사용한 역산과 

분산함수 분석에 의하여 능통적인 라그랑지 곱수설정을 사용한 역산을 각각 수행하 

였다. 

먼저 동일한 라그랑지 곱수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역산 결과를 동일심도 단면 

및 측선별 심도단면으로 도시한 Fig. 17 및 Fig. 18을 살펴보면 동일한 모형에 대한 

결과인 Fig. 7 및 Fig. 8에 비하여 중앙의 전도체에 대한 분해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이 앞절의 경우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충분 

한 분해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분해능의 부족에도 불구하 

고 중앙의 전도체에 대한 영상은 잘 나타나고 있으나 이상체 주위에 생기는 왜곡현 

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은 분해능의 부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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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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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5 Surface maps of Lagrange multiplier obtained from Backus-Gilbert 

spread function shown in Fig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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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lot of the resistivity distribution below the survey line l(a) and 2(b). 

This figure is rearranged plot of the Fig. 17 

계산된 Fig. 15와 같 의하여 분산함수에 및 Fig. 20은 Fig. 13의 Fig. 19 한편 

역산 결과에 부가한 경우의 차등적으로 제한조건을 사용하여 곱수를 라그랑지 
。

τ 

1:1.1 
^ 대한 영상은 Fig. 17 전도체에 심도단면으로서 측선별 1:1.1 

^ 단면 통일심도 대한 

이 발생되는 역산에 의해 있으나， 전반적으로 Fig. 18과 통일한 정도로서 나타나고 

좋 분해능이 역산시에 있다. 이는 。1- /-
"" T 

왜곡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주변의 상체 

묘
 

조
 
「부

 
’ 분해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함으로써 않은 지역의 평활화제한의 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있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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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왜곡현상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제한조건부가 알고리듬이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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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urface maps of the resistivity distribution with increasing depth. This 

images were derived with balanced Lagrange multipliers from 

Backus-Gilbert spread fun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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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lot of the resistivity clistribution below the survey line l(a) and 2(b). 

This figure is rearranged plot of the Fig. 19. 

전기비저 Fig. 8의 Fig. 7 및 부언할 것은 앞의 그러나，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측선을 사용한 경 우가 Fig. 13의 높음과 Fig. 14의 5개의 분해능이 훨씬 항 영상의 

역 작음을 감안할 때 3차원 분산함수가 전체적으로 측선을 사용한 경우보다 3개의 

획득하여 측정자료를 량의 가능한 한 많은 tiJ 납1 。
。t;iL"

。 1 ~二
M '-할수 최대로 。i 

t 꿇
 

산의 

가능한 한 많은 측선 만큼 있는 r
T 것이다 즉， 충분한 분해능이 확보될 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높임으로써 커버리지를 대한 일종의 

분해능을 

수행하여 지하에 탐사를 걸쳐 에 

바람직하다 할 수 있 함이 최대로 

m m 

측정방법에 좌우되는 지하구조에 대한 

다 



제 5 절. 현장 자료의 3차원 역산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수치모형 실험을 통하여 그 효율성이 입증된 3차 

원 전기비저항 역산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격자망의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얻어 

진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Fig. 21은 Skarn 광산지역에 대한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도로서 5개의 측선이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측선간의 거리는 60m로 일정하고 쌍극자간격 또한 40m 

로 통일하다. 또한 측선 F-2, F-4, F-5는 측선의 총연장이 640m에 달하고， 측선 

F-3은 600m 측선 F-6은 560m의 측선길 이 를 가진 다. 물론 3차원 구조를 매 우 정 확 

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3차원 탐사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하지만 이와 같은 일 

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탐사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지므로 탐사대상 지역에 수개의 측선을 격자망으로 선정함이 일반적이라 생각된다. 

F-2 

F-3 

F-4 

F-5 

F-6 

‘ 1 -

+ • 1 

i •-
4(kn 

I 

v 
t-'-

‘-
60m 

Fig. 21 Field Survey line configuration used. Dipole Spacing is 40m and 

inter-line spacing is 60m 

이 지역에 대한 전기비저항 탐사는 대상지역을 가로지른 Skam광맥의 연장성 

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연장성 있는 광맥은 2차원 구조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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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물론 2차원 역산에 의한 결과만으로도 어는 정도 연장성의 규명이 가 

능하지만 대상지역의 구조를 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3차원 역산이 수행되었 

다. 

먼저 Fig. 22는 이 지역에서 얻어진 5개 측선의 전기비저항 탐사자료를 도시한 

현장자료의 가단면도로서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전기비저항값을 보이고 있으며 각 

측선의 중앙부위에는 상당히 낮은 겉보기비저항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S!N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겉보기비저항값의 분포는 상당히 큰 

대비를 보여주연서 각 단면의 중앙에 저비저항대가 발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저 

비저항대가 Skam광맥의 발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eld Data Pseudosection 

6 ~ ~끼 P )3}4)S)6)7 

Line No. F-2 Area TEST 
Dipole Spacing 40 meter 

(a) 

Field Data Pseudosection 

~~ 
6 
‘ 

?O "11 P )3}4)S 16 

7Tl 200 855 425 1285 3754 5918 4825 

Line No. F-3 Area TEST 
Dipole Spacing 40 meter 

비
 

( 

Fig. 22 Field data pseudosections for each survey lines shown in Fig. 20 

(a) F - 2 (b) F - 3 (c) F-4 (d) F-5 (e)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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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ata Pseudosection 

a ? ~11?2~μ ?s ?6 V 

1472 3098 1492 1900 419 836 733 321 714 437 

Line No. F-4 Area TEST 
Dipole Spacing 40 meter 

(c) 

Field Data Pseudosection 

6 ~ ? ~ 11 ~ ~ ~ ?s ?6 V 

1140 2163 948 1016 610 573 468 516 544 623 1454 4953 4n2 7079 

Line No. F-5 Area TEST 
Dipole Spacing 40 meter 

(d ) 

Field Data Pseudosection 

6 89101112131415 

Line No. F-6 Area TEST 
Dipole Spacing 40 meter 

(e) 

Fig . 22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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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Depth section from 3D inversion for the field data shown in Fig. 21. 

Fig. 22와 같은 전기비저항 탐사자료를 사용하여 3차원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3 및 Fig. 24에 각 측선별 섬도단면 및 동일심도 단면을 업체적으 

로 나타내었다. Fig. 23의 각 측선별 섬도단면을 살펴보면 중앙의 매우 낮은 저비저 

항대가 연속성을 가지고 잘 발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탐사의 목적이 되 

는 Skarn광맥의 발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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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광맥의 발달 상황이 측선 F-6에서 F-2로 가면서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측선 F-3의 저비저항대는 그 폭이 상당히 넓어져서 단면 전체를 

좌측의 고비저항대와 우측의 저비저항대로 양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비저항 

영상은 다른 단변에서는 보이지 않는 양상으로 현장 가단면도인 Fig. 22에서 유추 

할 수 있는 바와 동일하다. 

위와 같은 측선별 양상을 전체단면상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Fig. 24와 같이 탐 

사지역의 전기비저항 영상을 동일심도 단면으로 구성하였다. Fig. 24를 살펴보면 심 

도 약 150m이상까지 저비저항대가 탐사지역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며 측선 F-6에서 F-2쪽으로 진행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또한 저비저항대의 분포가 천부에서는 그 폭이 상당히 넓게 그리고 심부 

에서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비저항 영상은 

이 지역에서의 Skarn광맥의 발달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그 발달은 탐사단변을 상 

하로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측선 F-6에서 F-2로 진행하면서 그 심 

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앞의 Fig. 23의 측선 F-3에 대한 전기비저항 영상에서 저비저항대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바 Fig. 24에는 이와 동일한 영상으로서 단면의 우측에서 중 

앙으로 향하는 저비저항대가 상당히 깊은 심도까지 발달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조로서 추후 이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한가지 여기서 부언할 것은 이와 같은 전기비저항 분포는 기존의 2차원 전기비 

저항 역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로서 본 연구의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의 적용 

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실제 지하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특성을 가짐으 

로 인하여 이를 잘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이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기비저항 3차원 역산 알고리듬이 현장 적용 

에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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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67m 

Z=120m 

Z=200m 

1빼 1100 2100 3100 4100 5100 6100 7100 8100 9100 

Fig. 24 Surface map of the resistivity distribution with depth from 3D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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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역산 알고리듬이 본 연구를 통하여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알고리듬과 평 

활화제한을 가한 비선형 최소자승역산 알고리듬으로 구성되며， 역산 알고라듬의 정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듬은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3차원 모델링 

정확도를 모델령의 위 하여 Singularity 제 거 법 을 적 용하여 3차원 확도를 보장하기 

제고하였다. 또한 개발된 알고리듬의 검증을 위하여 수치 모델링 기법 가운데 가장 

역산의 외한 해와 비교하고， 3차원 적분방정식법에 알려진 것으로 정확도가 높은 

역산의 신뢰도를 검 얻어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측정자료를 적분방정식법에 의해 

각 반복단계에 효율적으로 역산의 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분해능 분석을 통하여 

서 적용되는 평활화 제한조건을 각 역산블록의 분해능 정도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알고리듬을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하여 

같다 

1) 전기비저항 3차원 모델링에 있어서 모델링 오차의 큰 원인인 Singularity를 제거 

함으로써 모델링 정확도의 향상을 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델링에 필요한 

격자수를 줄임으로서 모델링에 펼요한 계산시간 및 기억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모델링을 수행한 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적분방정식법을 이용하여 2) 3차원 이상체 

본 연구에서 개발된 3차원 역산 알고리듬을 적용한 결과 이상체 자료에 대하여 

범위， 전기비저항값 등을 정확하게 영상화 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2차원 역산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3차원 역산의 비교우위를 확인할 수 

의 심도， 공간적 

크기를 능동적으로 부가시에 제한의 

있었다 

3) 매개변수 분해능분석을 통하여 제한조건의 

조정하는 방법을 능동적 제한조건 조정법을 사용함으로써 반복단계에서 역산의 

균등하게 작용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적용이 전체적으로 제한조건의 

역산 결과 또한 안정성이 뛰어나고 분해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분 

산함수 분석을 통하여 현장자료 획득시의 측선설정 등에 대한 지침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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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현장자료에 대하여 3차원 역산을 수행하여 지하구조를 해석하고 이로부터 

현장에의 적용이 매우 타당성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앞으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극배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듬의 능동적인 현장적용이 기대 

된다. 

m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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