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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IP 탐사 모델링 및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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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2차원 IP 모델링 알고리듬과 이를 이용한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IP 탐사기법은 크기인 전기비저항과 위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하의 수리지질학적인 특성 및

내부 공극수 종류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여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IP 탐사 모델링 및 역산 알고리듬은 기존

의 전기비저항 모델링 및 역산 알고리듬을 복소 연산을 포함하도록 확장함으로써 개발되었다. IP 모델링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2.5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을, 역산 알고리듬으로는 평활화 제한을 가한 감쇠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다. 모델링의

검증에는 슐럼버저 배열에 대하여 3차원 층서모형에 수치필터링을 이용한 1차원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쌍극자 배

열에 대하여 고립이상체 모형에 3차원 적분방정식 IP 모델링 알고리듬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역산의 타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및 위상 중 하나는 배경매질과 동일하고 다른 물성 하나만 차이를 가지는 모델에 대

하여 역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전기비저항 및 위상 이상체를 정확히 영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산의 실제 복잡

한 지질모델에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 층서구조 내에 두 번째 층의 일부에 위상 이상체가 존재하는 모형을 설

정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한 결과 전기비저항 단면에서는 이상체가 잘 확인되지 않으나, 위상 단면에서 그 이상체가 명확

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복소 전기비저항, IP 모델링 및 역산, 유한요소법, 감쇠최소자승 역산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2.5D induced polarization (IP) modeling and inversion algorithms using complex

resistivity. The complex resistivity method has merits for acquiring more valuable information about hydraulic parameters

and pore fluid than the conventional IP methods. The IP modeling and inversion algorithms are developed by allowing

complex arithmetic in existing DC modeling and inversion algorithms. The IP modeling and inversion algorithms use a

2.5D DC finite-element algorithm and a damped least-squares method with smoothness constraints, respectively. The

accuracy of the IP modeling algorithm is verified by comparing its responses of two synthetic models with two different

approaches: linear filtering for a three-layer model and an integral equation method for a 3D model. Results from these

methods are well matched to each other. The inversion algorithm is validated by a synthetic example which has two

anomalous bodies, one is more conductive but non-polarizable than the background, and the other is polarizable but has

the same resistivity as the background. From the inverted section, we can cleary identify each anomalous body with

different locations. Furthermore, in order to verify its efficiency to the real filed example, we apply the inversion algorithm

to another three-layer model which includes phase anomaly in the second layer.

Keywords: Complex resistivity, IP modeling and Inversion, finite element method, damped least-squares inversion

서 론

유도분극(Induced Polarization, 이하 IP) 탐사는 과거 분극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산상의 금속광물의 탐사에 주로 이

용하던 탐사기법이다(Pelton et al., 1978; Fink et al., 1990).

근래의 비금속성 광물과 연관된 IP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공학 및 환경 분야로의 적용분야가 확대되었다(Olhoeft,

1985; Vanhala and Soininen, 1995, Börner et al., 1996). IP 반

응은 암석 내의 미세구조 및 광물조성에 따라 크게 변하므로

탐사자료의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암상 또는 수리지질학적 특

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암석내부의 공극수에도 영향을 받으므

로 침출수나 유류 등으로 인한 오염조사와 같은 환경 분야로

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IP 탐사의 폭넓은 활용성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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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의 진전뿐만 아니라, 최근의 IP

탐사장비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정밀도 및 분해능의 향상으

로 암석 또는 토양층 내에서의 미세 IP 효과에 대한 측정이 가

능하였던 점에 기인한다.

탐사장비의 정밀도 향상으로 인하여 주파수 영역 IP 탐사에

서 크기뿐만 아니라 위상까지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

으며, 다수의 주파수를 사용한 IP 탐사결과를 통해 매질의 유

전적 물성을 유추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는 광대역 IP 탐사는 복소 전기비저항(Complex

resistivity) 탐사법이라고도 한다.

현재까지 유도 분극 탐사자료의 해석은 Seigel (1959)이 제

시한 충전성(chargeability)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Oldenburg

and Li, 1994),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

다. 또한, 크기와 위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광대역 IP 탐사 자

료의 해석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의 해석을 위한 노력으로 복

소 전기전도도 혹은 전기비저항을 이용하는 모델링 및 역산기

술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Weller et al., 1996; Kemna et al.,

2000; Kemna et al., 2004). 다양한 연구 성과와 적용사례가 발

표되고 있는 국외의 상황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광대

역 IP 탐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복소 전기비저항

을 이용하는 IP 해석과 관련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IP 현상을 발생시키는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여러 가

지 실험을 통하여 전하의 이동에 의한 전극분극과 전하의 분

리에 의한 막분극 현상이 그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한, 이러한 분극현상은 암석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공극

(내부의 공극수를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접촉면의 분포와 구성

에 따라 반응특성이 달라진다. 공극을 통한 전해질의 이동은

암석의 거시적인 복소 전기전도도의 동상성분과 연관되며, 입

자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면에서의 전도현상, 즉 전해액에서 암

석입자로의 전기전도 경계면으로 전류흐름의 급격한 변화는

복소 전기전도도의 이상성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Kemna

et al., 2004). 저주파수 전류원에 대한 이러한 분극현상은 복

소 전기비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주파수 변화에 따른 크

기 및 위상정보를 통하여 암석의 전기적인 성질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복소 전기비저항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암

석의 전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암석 내의 공극률, 투수율 등

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용성을 가진 광대역 IP 탐사자료의

해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암석 내의 주파수에 따른 전기적인

물성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하여,

IP 모델링 및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광대역 IP

탐사자료 해석을 위해서는 다수의 주파수 자료에 대한 역산이

필요하며, 암석 물성의 주파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수학적인

모델의 설정 및 이에 대한 역산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나, 이 연

구에서는 기초 연구에 초점을 두어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하나의 주파수 자료에 대한 광대역 IP 자료의 모델링 및 역산

알고리듬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론

복소 전기비저항

암석의 전기전도도는 분극현상을 포함하고, eiωt의 시간 의존

성을 가정하는 경우 주파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복소수 형

태로 표현된다. 실수 성분 및 허수 성분은 모두 주파수에 따라

변한다.

(1)

여기서, ω는 각주파수를 i는 복소 상수 의미한다. 위 식에서

실수 성분은 전기전도와 허수 성분은 분극효과와 연관된다

(Weller et al., 1996). 위 식의 복소 전기전도도 값은 다음식과

같이 크기와 위상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여기서, 위상은 송신 전류와 수신 전압 사이의 분극현상에 의

한 위상차를 의미하며, 크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전기전도도를

의미한다. 복소 전기비저항의 실수 및 허수 성분은 매질 내의

여러 가지 전류흐름의 경로에 따라 그 값이 변하며, 매질 내

연결된 공극간의 경로를 따르는 전류의 경우와 공극과 암석

내 입자의 경계면에서의 이중층(double layer)을 따라서 흐르

는 전류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류 흐름 경로의

가장 단순한 모델로서 두 개의 경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Marshall and Madden, 1959; Waxman

and Smits, 1968; Vinegar and Waxman, 1984) 저주파수(1000

Hz 이하)에서 복소 전기비저항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3)

여기서, σel은 주파수와 무관한 연결된 공극 사이를 흐르는 전

하의 전도를 의미하는 전기전도도이며, 과

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복소 표면 전기전도도

( )의 실수 및 허수 성분을 의미한다(Vinega and

Waxmann, 1984; Börner et al., 1993; Schön 1996; Lesmes

and Frye, 2001). 는 송신전류와 동일 위상의 경계전

류를 의미하며, 허수성분인 는 경계에서의 분극현

상을 표현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만 한 점은 측

정된 전기전도도의 허수성분은 경계면에서의 전기전도에 의한

영향만으로 주어진다는 점으로 실수 성분인 경우에는 암석내

의 공극수를 따라 흐르는 전해액 전도와 경계 전도의 영향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분극 현상이 작은 경우

에는 (비금속성 환경일 경우) IP 탐사장비에서 측정된 위상의

경우에는 식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σ ω( ) = σ ′ ω( ) + iσ ″ ω( )

σ ω( )  = σ′ ω( )2 + iσ″ ω( )2, ϕ ω( ) = arctan
σ′ ω( )
σ″ ω( )
---------------

⎝ ⎠
⎛ ⎞

σ*
 = σel + σsurf

* ω( ) = σel + σ ′surf ω( )[ ] + iσ ″surf ω( )

σ ′surf ω( )
σ ″surf ω( )
σsurf

* ω( )

σ ′surf ω( )
σ ″surf 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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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모델에서 σel는 1000 Hz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변하지 않

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는 암석 내의 공

극의 형상, 분포 및 공극수에 따라 차이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해석함으로써 공극률, 투수율 등의 수리지질학적인 정보를 추

출할 수 있다. 각각의 성분에 관련된 의미 및 계산 관련 식들

은 이 연구의 목적인 해석기본 도구 개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세히 수록하지 않았으나, Kemna et al.

(2004)의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IP 수치모델링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IP 탐사를 모델링하고 역산하는

알고리듬은 기존의 전기비저항 알고리듬을 복소수 연산을 포

함하도록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기비저항 모델링 알고

리듬으로는 2차원 혹은 3차원 모델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많

은 연구가 발표되었다(Dey and Morrison, 1976; Dey and

Morrison, 1979; Pridmore, 1981; 오석훈, 1994; 박권규, 1994).

전기비저항 3차원 탐사의 경우에는 조사 및 해석에서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비교적 손쉬운 2차원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차원 해석 만

을 고려하였다.

비교적 낮은 주파수(예를 들어 10 Hz 이하)에서는 전자기유

도 현상에 의한 영향이 미약하므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 전류

송신원에 의한 전위분포를 계산하는 것은 식 (6)과 같이 표현

된다. 식 (5)의 미분방정식은 모델링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주

향방향(y)으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주향방향에 대한 푸리

에 변환한 공간주파수 k에 대한 2차원의 지배방정식이다.

(5)

여기서, φ*는 푸리에 영역에서의 복소 전위를 의미한다. 수치

모델링에서의 인위적 경계면 처리를 위한 경계조건으로는 다

음과 같은 혼합경계조건(Dey and Morrison, 1979)을 적용하

였다. 

(6)

여기서, n은 경계에 수직인 벡터를 의미하며, β*는 경계의 형

태를 의미하는 상수이다. (5)식의 미분방정식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풀며, 선택된 몇 개의 공간주파수 k에 대해 계산된

복소 전위를 푸리에 변환을 통해 공간상의 복소 전위로 변환

하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기존의 전기비저항 모델링과 동일한

과정으로 IP 모델링 과정이 수행되며, 단지 전기전도도 및 전

위가 복소수이므로 계산과정에 복소 연산이 필요하다는 차이

점만 있다. 실제 모델링은 기존의 유한요소 알고리듬을 복소수

로 단순 확장하는 것으로 모델링 알고리듬을 완성하였다.

2.5차원 모델링에서는 공간주파수의 개수 및 범위의 선택에

따라 계산된 해의 정확도에 차이가 있게 된다. Weller et al.

(1996)는 전위전극과 전류전극의 차이에 따라 가변적으로 공

간주파수의 최대 및 최소값을 정하였으며, 공간주파수의 개수

는 10의 배수(decade)당 4개 정도가 계산시간과 정확도면을

고려하는 경우에 바람직할 것이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모델링의 검증을 위해서 공간주파수 선택을 제시된 기준에 따

라 선택하였다. 계산된 복소 전위는 전류 및 전위 전극의 기하

학적 전극배열에 따라 계산되는 거리계수를 곱하여, 복소 임피

던스 로 변환된다. 복소 임피던스 로부터 겉보기 비저항

과 위상이 (2)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겉보기 위상의 경우에

는 매우 미약한 값이므로 milli-radian 형태의 값으로 표현한다.

역산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IP 역산도 모델링에서와 마찬가

지로 기존의 전기비저항 역산문제를 복소 연산을 포함하도록

확장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기존의 전기비저

항 역산은 모델변수인 전기비저항 및 역산변수인 겉보기 비저

항이 모두 실수인 반면에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IP 문제

의 경우에는 두 변수가 모두 복소수인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역산 변수 및 목적함수의 정의에서 복

소 연산이 필요하다. 역산이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Kemna et al. (2004)의 연구를 참조).

모델 벡터 m*과 데이터 벡터 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면,

, (7)

여기서, 는 분할된 역산 블록의 복소 전기비저항을 의미하

며, 는 측정된 복소 임피던스 값이며, M과 N은 각각 역산

블록과 측정 자료의 개수이다. 모델과 자료 벡터 모두 복소수

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로 나타내었다. 역산변수로서 모델과

자료벡터는 모두 로그 변환된 값을 이용하였다. 

역산은 측정된 자료와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자료 사이의

복소 L2 norm으로 정의되는 목적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루

어지며, 역산의 안정성 및 유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약조건으로 역산된 모델의 급격한 변화를 제한하는 평활화 제

한 조건을 가하였다. 평활화 제한 조건을 가한 역산의 목적함

수는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Φ(m*) = ||d*−f *(m*)||2 + α ||WmΔm*|| (8)

여기서, f *는 모델링 연산자이며, Wm는 실수 행렬로서 모델

벡터 m*의 roughness를 의미한다. 위의 목적함수를 모델벡터

의 증분벡터에 대한 편미분을 0으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

래와 같은 정규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φ 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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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J는 자코비안 행렬이며, Wm는 평활화 제한 연산자이

며, f *는 수치모델링 연산자이다. 자코비안 행력이 복소수이므

로 일반적인 Transpose 연산이 아닌 Hermitian 연산이 사용되

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역산은 복소 L2 norm의 크기가 정해진

레벨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자코비안

행렬의 각각의 성분들은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10)

여기서 는 감도행렬로서, 모델변화에 대한 임피던스의 변

화량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1)

역산모형의 설정으로는 2차원 지하구조를 유한한 개수의 블

록으로 구성하였으며, 지표 탐사의 경우 심도가 깊어질수록 감

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므로 수평방향의 블록은 일정하

게, 수직방향의 블록은 심도가 깊어질수록 증가하도록 설정하

였다.

한편, 역산의 초기 지하구조의 모형은 균질 반무한 공간을

이용하였으며, 전기비저항 값은 측정된 겉보기 비저항 및 위상

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론 모델링 반응과 측정자료

사이의 오차벡터는 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정규화 하는 방법을

통해 역산의 안정성을 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역산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전에 개발된 수치 모델링 알고리

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3층 층서모델에 대하여 수치필

터링을 이용한 1차원 모델링 결과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2.5차원 수치모델링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

를 Fig. 1에 도시하였다. 검증에 사용한 3층 모형의 모델 변수

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사용된 전극배열은 슐럼버저 배열법

으로 중앙에 전위전극을 설치하고, 전류전극을 대칭적으로 전

위전극에서 멀리 이동시킴으로써 측정되는 겉보기 비저항 및

위상을 도시하였다. 2.5차원 모델링을 통한 슐럼버저 배열의

모델링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상반성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전류전극은 모델의 중앙에 위치하고 지표면에서의 전위를 계

산하였으며, 계산된 전위의 중첩을 통하여 슐럼버저 배열의 겉

보기 비저항 및 위상을 계산하였다.

Fig. 1은 전류전극의 간격에 따라 겉보기 비저항 값과, 위상

을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

듬으로 계산한 결과와 1차원 모델링을 통한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겉보기 비저항 및 위상

의 값이 전류전극의 위치(AB/2)가 200 m 이상인 경우에 약간

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계면에서

는 해석적은 해를 크게 벋어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계

면에서 겉보기비저항 및 위상의 수치의 차이는 수치 모델링의

특성상 근사된 경계조건을 사용하므로 경계부에서의 오차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으며

역산 시 관심 영역 외부이므로 무시할 수 있다. 200 m 이상에

서 나타나는 일정한 값의 차이는 2.5차원 모델링에서 사용한

격자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격자

구조는 중앙부의 균일한 격자로 구성된 부분과 경계면 처리를

위해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격자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차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은 경계면의 처리를 위해

격자간 거리가 증가하는 부분이다. 모델링 알고리듬이 기본적

으로 역산을 고려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격자구조

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실제로 역산 시 고려하지 않아

도 되는 부분이므로 약간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경계부에서 비록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전반적으로

1차원 해석적인 해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으며, 전류 전극의

거리가 작은 경우 즉 격자의 중앙부에서는 해석적인 해와 동

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는 3차원 적분방정식을 이용한 IP 모델링 알고리듬(이

성곤, 저자교신)과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듬의 결과를 비

교하였다. 100 Ω-m, 0 mrad의 반무한 매질의 중앙부에 10 Ω-

m, 25 mrad의 이상체가 존재하는 모델로, 이상체의 크기는 15

× 5 m의 크기로 지하 2.6 m 하부에 존재한다. 적분방정식을

이용하는 IP 모델링의 경우에는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이므로

2차원 모델로 근사하기 위하여 주향방향으로 −50 m에서 50

J
*H
J
*

 +αWm

T
Wm( )Δm = J

*H
d
*

f
*

m*( )–( )

Jij
*

 = 
∂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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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σj

*

Zi

*

-----S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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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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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

*

∂σj

*

---------

Fig. 1. Apparent resistivities (a) and phases (b) for the three-layer

model listed in Table 1. Numerical results (dotted line) are well

matched with analytic solution (solid line)

Table 1. Physical properties for the three layer model.

층 전기비저항(Ω·m) 위상(millirad) 두께(m)

1 100 5 10

2 10 25 40

3 10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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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까지 이상체의 길이를 늘였으며, 측선은 모델의 중앙부를 지

나도록 설정하였다.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수치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이상체가 존재하는 부근에서의 겉보기

비저항 및 위상값 모두 거의 일치하고 있다. 각각의 방법은

2.5차원과 3차원 모델링이라는 점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보이기는 어려우나, 모델링 방법 및 모델근사의 차이점을 고려

하면 두 개의 모델링 결과는 서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체가 위치하는 중앙부에서의 겉보기 비저항은

각각 11 Ω-m로 동일한 값을 보이며, 위상은 23 mrad, 24

mrad의 값을 각각 보이므로 거의 동일한 모델링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쌍극자 송신원에서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두 개의 수치모델링 결과가 차이를 보

이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모델 근사

의 차이점에 의한 것이다. 2차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

향방향으로 무한한 모델을 설정하여야 하나 적분방정식을 이

용한 3차원 모델링에서는 계산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향방향으

로 100 m 길이정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검증된 모델링 알고리듬을 이용한 IP 역산 알고리듬의 타당

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전기비저항 및 위상 이상체가 각기 따

로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역산을 수행하여 보았다. Fig. 4

는 역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한 고립형 이상체

모델의 모식도로, 전기비저항 100 Ω·m, 위상 0인 배경 매질에

한쪽에는 10 Ω·m의 전기비저항 이상체가 존재하며, 다른 쪽

에는 30 mrad의 위상 이상체가 존재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이상체는 전기비저항 혹은 위상만 배경매질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역산 시 각각의 전기비저항 및 위상 단면

은 서로 다른 위치에 그 이상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이

상체는 지하 2.6 m의 심도에 15 × 5 m의 크기로 존재하여, 수

Fig. 2. Comparison between apparent resistivity sections obtained from the 2.5D FEM (a) and 3D integral-equation (b) algorithms.

Fig. 3. Comparison between apparent phase sections obtained from the 2.5D FEM (a) and 3D integral-equation (b)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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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방향으로 60, 120 m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역산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모델링 결과인 겉보기 비저항

및 위상 단면을 도시한 것이 Fig. 5이며, 5%의 임의잡음을 포

함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이상체는 전기비저항 혹은 위상 이상

값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상체가 존재하는 위치 부근에서 전

형적인 바짓가랑이 효과(pants-leg effect)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체가 존재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경사진

형태로 심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가단면도 상에 확인되

며, 이를 통해 이상체의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

다. 겉보기 위상 단면도 마찬가지로 겉보기 비저항 단면에서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상

체에 따라 그 영향이 나타나는 위치가 서로 다를 뿐이다.

Fig. 5의 수치모델링 결과에 대하여 역산을 적용한 결과를

Fig. 6에 도시하였다. 역산된 단면상에서 전기비저항 및 위상

모두 그 이상대의 위치를 정확히 영상화하고 있는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이상체 주변에 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보이는 인위적인 이상대가 관찰된다. 또한, 역산의 안정

성을 위하여 적용한 평활한 제한 조건에 의해 주변부로 이상

대가 확산되어 보이는 현상도 확인된다. 천부의 전도성 이상체

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이상체 하부에서 주변보다 높은 전

기비저항 값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며, 심부로 연속되어 있는

양상처럼 나타난다. 이는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기법의 특성상

심부로 갈수록 역산감도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탐사

의 특성상 이러한 인위적인 역산 이상대를 완벽히 제거하기는

힘들다. 반면에, 역산된 전기비저항 값은 비교적 실제 전기비

저항 값인 10 Ω-m를 잘 찾아가고 있어 결과의 해석에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위상의 역산결과 또한 전기비저항 역산

단면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Fig. 6(b)에서 확인된

다. 전기비저항 단면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동일하게 이상체 주

변에서 역산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가 보이며, 심부로 연장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위상 단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체

위치나 역산된 값이 전기비저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5. Modeling results for the model shown in Figure 4. (a) Apparent resistivity section, (b) apparent phase section. 

Fig. 4. A model for the verification of IP inversion algorithm. Two

anomalous bodies are located at a shallow depth of 2.6 m and each

body has the size of 15 × 5 m. The left body is more conductive

but non-polarizable than the background while the right one is more

polarizable but homogeneous in resistivity.

Fig. 6. Resistivity (a) and phase (b) sections obtained from the IP

inversion of the synthetic data in Figure 5. The inhomogeneities

which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re clearly imaged in the upper

and lower sect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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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반복에 따른 수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역산 단계별

RMS 오차를 Fig. 7에 도시하였다. 역산단계별로 매우 안정적

으로 수렴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대략 5회까지는 급

격한 오차의 감소를 보이나 그 이상의 반복단계에서는 수렴속

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시간 등을 고려할 때

대략 5회 정도의 반복단계이면 안정된 역산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비저항 및 위상 역산의 결과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

진 각각의 이상대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

아 개발된 역산 알고리듬이 매우 효과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된 역산 알고리듬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Fig. 8과 같은 층서구조 내에 이상체가 존재하는

3층 모형을 설정하였다. 미약한 IP 효과를 갖는 100 Ω-m, 500

Ω-m, 1000 Ω-m의 3층 층서구조 내 두 번째 층에 위상 이상

대가 존재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층의 두

께는 4.6 m, 5 m이며 두 번째 층 내의 이상체의 크기는 15 m

로 설정하였으며,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은 그 지층의 전기비저

항보다 조금 낮은 300 Ω-m의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위상 이

상 값은 주변매질과 차이가 나는 30 mrad의 값을 가지도록 설

정하였다. 각 층의 위상값은 5, 7, 4 mrad으로 그리 대비가 크

지 않으므로 역산된 위상단면에서 각 층을 구분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우므로 위상 이상대의 영향만이 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기비저항의 경우에는 이상체의 층서구조

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이상대의 전기비저항이 두 번째 층의

전기비저항과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그 영향이 전

기비저항 역산 단면에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
Fig. 7. RMS misfit variation with iteration count.

Fig. 8. A three-layer model. An anomalous body (300 Ohm-m and 30 mrad) exist in the middle layer.

Fig. 9. Inverted resistivity (a) and phase (b) section for the model given in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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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IP 탐사가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와 같이 얻어지며, 전기비

저항으로 확인이 어려운 이상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이러한 모델을 설정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도 이전의 역산 실험과 마찬가지로 5%의 임의잡음을 자료에

더하여 역산을 적용하였다.

Fig. 8의 모델에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Fig. 9에 도시하였다.

모델의 설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이 배

경매질과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전기비저항 역산단

면 상에서는 그 위치는 짐작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상 역산 해석단면인 Fig. 9(b)에서는 이상

체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환경오염 탐지 등의 분야에서 IP 탐사의 경우 전기비저

항 탐사기법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오염이상대의 탐지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Fig. 8의 모델과 같이 이상체의 전

기비저항이 배경매질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으나 위상에서 많

은 차이를 보이는 모델인 경우 IP 탐사를 통해서 그 위치를 정

확히 구분해낼 수 있다. 전기비저항 역산단면 하부 심도에 이

상대처럼 보이는 구조가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위상단면에서

도 이상체 주변에 낮은 위상 값의 이상대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Fig. 6의 결과단면에서와 마찬

가지로 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차로, 지표에서 자

료를 취득하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하부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

문으로 발생하는 오차이다. 천부의 역산결과의 경우에는 비교

적 수평 층서구조를 비교적 잘 영상화 하고 있으므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상의 경우에도 이상체

주변에 음의 위상 값을 보이기는 하나, 이상체의 크기 및 내부

의 이상 값을 실제 값과 유사하게 찾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이 연구를 통하여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2차원 IP 탐사

의 모델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역산 알고리듬을

완성하였다. 복소 전기비저항을 사용함으로써 주파수 영역에

서 IP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역산

알고리듬 개발에 적용하여 기존의 충전성만을 이용하는 단순

해석에 비해 보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였다. 모델링

알고리듬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모델링 알고리듬을 복소수로 확장하여 IP 계산을 가능하게 하

였으며, 역산 알고리듬 또한 복소 행렬 연산을 도입하여 개발

되었다.

모델링 알고리듬의 검증에는 슐럼버져 배열을 이용하여 3층

층서구조 모형에 1차원 해석적인 해와 이 연구에서 개발된 2

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록 경계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매우 일치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3차원 적분방정식을 이용한 모델링

알고리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겉보기 비저항 및 위상단면에서

서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역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비저항 및 위상의

각각 다른 이상체가 존재하는 모델에 대한 역산 실험 결과, 각

각의 서로 다른 이상대를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비저항 및 위상의 정확한 계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물성 중 하나만 이상 값을 주었으며, 나머지는 배경매

질과 동일한 값을 갖도록 한 모델에서, 각각의 이상체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영상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여 역산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산의 실제 현장 적용성을 확인

하기 위해 3층 층서구조의 두 번째 층 내에 전기비저항은 배

경매질과 유사하나 위상이 큰 차이를 보이는 모델을 설정하여

역산 알고리듬을 적용하였다. 전기비저항 단면에서는 그 영향

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위상 단면에서 이상체의 위치가

정확히 영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탐사기법에서 구분이 불가능한 이상체가 강한 IP 특성을 보인

다면 개발된 역산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개발된 알고리듬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

였던 주파수영역 IP 탐사자료의 해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실험을 통하여 탐사기법

의 현장적용성의 확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복소 전

기비저항과 공극률, 공극수 특성, 투수성과 같은 지하물성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된다면 지하의 수리지질 특

성 파악이나 환경오염분야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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