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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는 토목 및 수리지질분야 등에서 매우 고분해능의 지하구조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3차원 이상대가 주탐사 대상인 경우에 대한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의 두가지 성공적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첫번째 예는 수리지질분야에의 응용을 위한 파쇄대 영상화 사례로서, 여기서는
시추공의 공곡변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추공 공곡변화를 토모그래피 역산과정에 포함함으로써 파
쇄대의 3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두번째 예에서는 크기 2 m × 2 m의 내부가 비어있는 터널의 영상화 문제를 다루
었으며, 3차원 토모그래피를 통하여 터널의 발달을 3차원 공간상에 영상화할 수 있었다. 이들 예로부터 3차원 전기비저
항 토모그래피가 3차원 지하구조 영상화에 강력한 성능을 보임과 아울러 특히 3차원 이상대인 파쇄대, 공동 또는 터널의
영상화에 더욱 향상된 영상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파쇄대, 터널, 공곡변화
Abstract: ERT imaging, especially 3-D method, is a very powerful means to obtain a very high resolution image of

the subsurface for geotechnical or hydrogeological problem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wo examples of successful case
histories, where the imaging targets were three-dimensional. First example is the case of 3-D fracture imaging for
hydrogeologic application. In this example, the borehole deviation was a critical problem in the ERT imaging and we
could obtain real 3-D attitude of fracture system by including the borehole deviation in the inversion. In the second case,
we did field experiment to image the empty tunnel with the size of 2 m × 2 m and the target was very clearly imaged
in 3-D space. In these examples, we could show that 3-D ERT imaging is a very powerful tool for the 3-D subsurface
imaging and the method can provide enhanced imaging capabilities especially for the 3-D targets such as fractures and
cavities or tunnel.
Keywords: 3-D, Resistivity tomography, fracture, tunnel, borehole deviation

서 론

해능의 전기비저항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전
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말에 기술개발
이 이루어진 이래 2차원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지하구조 영상
화 사례가 주로 보고되어 왔다(Sasaki and Matsuo, 1990;
Ohtomo
., 1990; Yi
., 2003; 김정호 등, 1999). 이후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술의 도입과 아울러 3차원 전기비
저항 토모그래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는 3차
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이용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지질
구조 상에서도 매우 정확한 지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
다(LaBrecque, 1999; Yi , 2006). 특히 국내의 경우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기술은 2000년에 기술 개발(이명종,
2000)이 이루어진 이후 기술의 적용에 있어 지표 3차원 전기
비저항 탐사 기술과 함께 궤를 같이 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이
후 몇 가지의 성공적인 응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최근 토목 및 환경 분야 응용에 있어
서 단층/파쇄대, 염수침입의 탐지 및 각종 오염원의 탐지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응용분야들을 위해
서는 고분해능의 탐사법이 요구되며,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Resistivity tomography)는 지하의 고분해능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는 시추공
을 이용하여 전극을 이상대에 가깝게 위치시킬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일반적인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에 비하여 매우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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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국내에서 지하구조의 정밀 영상화를 수행한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첫번째 예는 지하수 유동특성 평가를 위한 시
험 부지에서 획득한 3차원 파쇄대 영상화의 예이고 두번째 사
례는 인공터널 시험장에서 터널 탐지를 시도한 결과이다. 이들
현장에서 획득한 탐사자료는 모두 유한요소법에 기반한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알고리듬(Yi ., 2006)에 의해 해석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장응용 사례를 통하여 3차원 전기비저
항 토모그래피가 3차원 지하 이상대의 정밀 영상화 및 가시화
에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알고리듬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두가지 사례에 대하여 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et al

3

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기비저항 탐사의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포아송 방정
식으로 표현된다 (Dey and Morrison, 1979).
–∇ ⋅ [ σ ( , ,

)∇ φ ( , , ) ] = δ ( – s , – s , – s ) (1)
여기서, σ ( , , ) 는 전기전도도, φ ( , , ) 는 구하고자 하는
전위분포, 는 전류, ( s, s , s ) 는 전류원의 위치를 각각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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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식 (1)의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였으며, 유한요소법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서 지하를 유한개의 요소 또는 격자로 분할하고 식 (1)에 대한
유한요소 정식화를 수행한 후, 경계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최종
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렬식을 얻게 된다(Yi , 2001).
et al.

[ K ][ φ ]=[ s]
(2)
여기서, [ φ ] 는 유한요소 절점에서 구하고자 하는 전위를 나타
내는 열벡터를 나타내고, [K]와 [s]는 각각 강성행렬(stiffness
matrix)과 전원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본 연구의 요소분할에는

육면체 요소를 이용하였고 인위적인 경계면에 대해서는 혼합
경계조건(mixed boundary condition, Dey and Morrison, 1979)
을 적용하였다. 실제 탐사현장은 복잡한 지형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유한요소격자망에 포함시킴으로써 지형
효과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
한요소 격자망과 역산에 사용되는 역산 블록을 함께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역산 블록은 4 × 4 × 4개
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식 (2)의 행렬식은 반복적 행렬 풀이법의 하나인
ICCG (Incomplete Cholesky Conjugate Gradient; Dey and
Morrison, 1979) 법을 이용하여 전위분포를 획득하고 사용하
는 전극배열에 따라 겉보기비저항으로 변환한다.
한편 본 연구의 3차원 역산 알고리듬의 기본 방정식은 탐사
자료와 이론 모델링 자료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다음과 같은

3-D finite element mesh system for 3-D ERT, which
incorporates the rough terrain irregularity. 3-D inverse blocks are
shown along with mesh system. An inverse block in the right figure
consists of finite elements with mesh systems shown in the left
figure.
Fig.

1.

최소자승역산법의 목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Φ=eT e +Ψ
(3)
여기서 e는 탐사자료와 이론자료간의 오차 벡터이고 Ψ는 평

활화제한을 위한 목적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평활
화제한법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라그랑지 곱수를 이
용하여 역산의 분해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 Yi
., 2003) 법을 이용하였으며, 따
라서 평활화제한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t al

Ψ =[ ( ∂ Δ p )T Λ ( ∂ Δ p ) ]
(4)
여기서, p는 모델변수벡터로서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2

2

각 역산블록의 전기전도도에 자연대수를 취하였으며, Λ는 대
각행렬로서 Λ = (λ )와 같고 라그랑지 곱수 λ = λ( , ,
) 와 같이 공간좌표의 함수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라그랑지
곱수 행렬의 각 요소들은 변수분해행렬(Parameter Resolution
Matrix) 및 분산함수(Spread Function) 분석을 통하여 자동적
으로 계산되며 고분해능의 영역에는 작은 라그랑지 곱수를 저
분해능 영역에는 큰 값의 라그랑지 곱수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적으로 역산의 분해능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식 (3)과 같은 목적함수를 최소화 하는 최적화된 모델변화벡
터(model perturbation vector) Δp는 다음과 같은 행렬 방정식
diag

z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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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구하게 되며,
Δ p = [ JT J + CT Λ C ] JT e
–1

(5)

여기서 J는 이론모델반응의 모델변수벡터에 대한 편미분으로
정의되는 자코비안 또는 편미분 행렬을 나타내고 C는 식 (4)
의 2차 평활화 연산자를 각각 나타낸다.
3

차원 파쇄대 영상화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정밀 지하구조 영상화의
첫번째 사례는 결정질 암반내에 발달하는 파쇄대의 3차원 영
상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균열 암반 대수층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결
정질 암반내에서의 지하수 유동을 연구하고자 시험부지를 선
정한 바 있으며, 이 시험부지에서 각종 지질조사, 물리탐사 및
수리지질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시험부지에는 이
와 같은 종합적 조사를 위하여 심도 약 150 m에 이르는 총 5
개의 시추공을 설치하였고, 이들 시추공을 이용하여 다양한 현
장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사 가운데 전기비
저항 토모그래피는 조사지역의 정밀 지질구조를 파악함과 아
울러 염료주입 시험을 통하여 지하수의 유동경로 등 균열 암
반 대수층의 수리지질학적 특성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Fig. 2는 이 지역에 설치한 시추공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개의 시추공이 거의 정사각
형을 이루도록 분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중앙에 1개의 시
추공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정사각형 영역의 한 변의 크기는
약 14 m로서 시추공들의 깊이인 150 m에 비하여 시추공간 거
리가 매우 작으므로 공곡변화(borehole deviation)가 탐사자료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추가적으로 공곡변화를 측
정하였다. 공곡변화의 측정은 수직방향으로부터 90도 경사까
지 측정가능한 OWL780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각 시추공에서 측정한 공곡 변화를 시추공 위치도에 표
시하였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대 5 m 정도의
공곡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추공간 간격이 14 m임에 비하
여 이와 같은 정도의 공곡변화는 통상적인 전기비저항 토모그
래피 영상화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극위치에
대한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의 탐사
자료 획득은 심도 32 m ~ 90 m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때 사용된 전극배열은 단극-쌍극자배열(pole-dipole array)
로서 8 m의 쌍극자 간격을 사용하였다.
먼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2차원 전기비저
항 토모그래피에서 공곡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
서는 공곡변화를 무시한 경우와 3차원적으로 발달하는 공곡변
화를 유한요소격자망에 구현하여 역산하는 경우를 서로 비교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을 위하여 먼저 Fig. 2의 5개의 시
추공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2차원 단면 가운데 두 시추공의 공

Location map of boreholes and resistivity tomography
sections. Borehole deviation data are also shown.
Fig.

2.

곡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단면 4-5를 선택하여 공곡변
화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 3가지의 방법으로 토모
그래피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통상적으로 공곡변화 자료가 없
어 시추공이 수직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공곡변화 자료를 이
용하여 정확한 겉보기비저항을 계산하고 토모그래피 역산에서
는 이와 같은 공곡변화를 무시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정확한
전극위치에 기반한 겉보기비저항 계산자료에 대하여 역산 수
행시에도 유한요소격자망에 공곡변화를 구현하여 공곡변화가
완벽하게 구현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역산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는 종래의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알
고리듬이 이용되었으며, 3차원 토모그래피 프로그램에서 2차
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단면에 수직
인 방향으로는 전기비저항이 같은 2차원 역산 모형을 사용하
였다.
Fig. 3은 이와 같은 3가지 역산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영상을 나타낸다. 먼저 공곡변화를 겉보기
비저항의 계산 및 유한요소격자망에 포함한 경우 (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뚜렷하게 파쇄대의 영상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은 파쇄대는 본 조사와 아울러 수행된 각종
물리검층 및 코아 검층, 수리 실험 등에 의하여 이 지역에 발
달하는 주된 지하수의 유동 통로로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인
발달 양상은 각종 탐사자료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파
쇄대에 대한 영상은 단면 2-3 등에서와 같이 공곡변화가 미약
한 단면 등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파쇄대
의 형태 등 발달양상이 이 단면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이에 비하여 (a)에 나타낸 공곡변화자료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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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hole deviation effect in ERT. Resistivity tomograms for the section 4 ~ 5 from three different inversion approaches are shown. (a)
Borehole deviation is ignored (b) deviation corrected data were inverted (c) deviation was incorporated in the inversion.
Fig. 3.

가정하여 공곡변화를 무시한 경우에는 비록 (c)에 보이는 파쇄
대의 영상이 어느 정도 단면에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파쇄대의 연속성이 부족하게 보이고 있으며, 특히 파쇄대 하부
의 영역에는 상부의 고비저항대에 비하여 비교적 저비저항대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지질조사 결과 및 기타
물리탐사 결과에 의하면 이 저비저항 영역은 상부의 고비저항
대와 거의 비슷한 암상으로서 실제 전기비저항 또한 상부 영
역과 비슷한 신선한 결정질 암반의 전기비저항을 보임이 타당
할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a)의 전기비저항
값들은 신선한 암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낮은 전기비
저항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잘못된 전극위치 정보의
사용에 기인하는 왜곡된 영상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탐사자료
를 해석하는 경우 결정질 암반내에서 이와 같이 전기비저항이
낮은 영역은 주로 연약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잘못된 전극위치 정보에 의하여 잘못된 지하구조 해석이 이루
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탐사자료인 겉보기비저항
계산에만 올바른 전극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공곡변화에 대한
탐사자료에 보정을 가하고 역산 수행시에 공곡변화를 무시한
경우인 (b)를 보면 (a)에 비하여 파쇄대에 해당하는 부분의 영
상이 훨씬 연결성이 높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겉보기비
저항 계산시 정확한 전극위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곡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파
쇄대에 대한 영상의 하부에는 (a)의 경우보다는 높은 전기비저

항값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전기비저항값에서 상부의 고비
저항대와 같이 신선한 암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교적 풍화도
가 진행된 암반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탐사자료의 보정으로 일부 영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하 매질의 정량적 해석에는 불충분한 결
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c)의 영상
과 비교할 때 공곡변화를 역산에 포함한 경우 만이 영상의
왜곡이 없이 정확한 지하구조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예에서와 같이 이 현장에서는 시추공의 공곡변화가 최종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영상의 정확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최
종적으로 조사 지역의 3차원 지하구조 영상을 획득하고자 5개
의 시추공을 이용하여 획득한 전체 탐사자료에 대하여 3차원
토모그래피 역산을 수행하였다. 역시 Fig. 2에 나타낸 공곡변
화를 유한요소격자망에 포함함으로써 공곡변화를 포함한 3차
원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는 전체 3차원 토모그래피 영상에서 전기비저항이 2000
ohm-m 이하의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Fig. 3에서의 파쇄대 영
역을 3차원 영상화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파쇄대가 매우 뚜렷하게 잘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지
역에 Fig. 3에서와 같은 경사진 파쇄대 외에도 수직적인 파쇄
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두 파쇄대가 파쇄대 시스템 또는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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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of boreholes for the field experiment of ERT to
detect underground tunnel. Four boreholes are used to acquire ERT
data over six sections.
Fig. 5.

하는데 매우 탁월한 정밀 물리탐사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3

3-D ERT image of fracture system. Two sets of fracture
were clearly imaged and their 3-D attitude is schematically shown
on the figure.
Fig. 4.

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에서는 물리검
층, 수리지질 조사 등 기타 다양한 조사가 수행된 바 있으며,
그림에서 모든 시추공을 관통하고 있는 파쇄대의 경우 이들
조사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 시험부지에서의 각종
지하수 유동에 대한 각종 수리실험 등은 이 파쇄대를 주 대상
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한편, 이 파쇄대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파쇄대의 경우에는 기존의 2차원 토
모그래피 등에서는 도출하기 어려운 이상대이며, 따라서 수리
지질학적 해석 등 다양한 조사결과의 해석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파쇄대가 일종의
파쇄대 시스템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지하 매
질의 3차원 영상화 결과에 기반한 수리지질학적 해석이 수행
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균열 암반 대수층의 평
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제 본 조사지역에서의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적용
의 주목적은 추적자 시험(tracer test)에 의한 지하수 유동경로
의 영상화에 있었으나, 탐사자료의 획득 시간에 비하여 파쇄대
를 통한 지하수 유동이 매우 빨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그림에서와 같이 성공적으로 파쇄대의 3차원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해석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3차원 전기비저
항 토모그래피가 파쇄대와 같은 3차원 지하 이상대를 가시화

차원 터널 영상화

본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 의한 터널 탐지 가
능성을 평가하고자 인공터널 탐지를 위한 실험장에서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자료를 획득하였다. 본 실험장에
는 심도 75 m에 인공터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터널의 탐지 가
능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터널로부터 다양한 거리에 시추공들
이 위치하고 있다. 실제 이 실험장의 인공터널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서 종래의 지하공동 탐지 등에서의 주 탐지대상인
물이나 점토로 충진된 지하공동의 경우에 비하여 그 탐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내부가 비어 있는
터널에 대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응용 가능성을 현장 실
험을 통하여 평가함이 본 실험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Fig. 5는 이 지역에 존재하는 터널과 시추공들의 위치를 나타
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실험장은 터널 탐지
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토모그래피 등 다양한 시추공 물리탐
사의 적용 실험이 가능하도록 시추공 주변에 많은 시추공이
설치되어 있다.
본 지역에서의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자료 획득은 Fig.
5에서와 같이 4개의 시추공 T-1, T-3, T-8 및 DT-25을 이용하
였으며 이들 시추공 사이로 심도 75 m에 인공터널이 관통하
고 있다. 이들 4개의 시추공을 이용하여 총 6개의 단면에 대
한 탐사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전체 3차원 탐사자료를 획득하였
다. 터널의 심도가 75 m이므로 42 ~ 100 m 구간에 걸쳐 탐사
자료를 획득하였고, 전극의 설치는 각 시추공에 1 m 간격으로
하여 최대한 정밀도 높은 영상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높
은 분해능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단극-쌍극자배열을 이용
하였으며 이때 쌍극자 간격은 4 m로 하였다. 획득한 탐사자료
는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이 동일한 시추공에 위치하는 단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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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omograms obtained at the test site for the tunnel detection. 2-D ERT image (a) and radar velocity image (b) for the
section DT-25-T-3 are shown. (c) shows the ERT image for the section T-8-T-1.
Fig. 6.

추공 탐사(inline survey), 시추공간 탐사(crosshole survey) 자
료를 모두 획득하였다. 획득한 탐사자료는 우선 2.5차원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해석 소프트웨어인 TomoDC를 이용하여
자료편집 및 2.5차원 영상화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차원
토모그래피 역산을 통하여 터널의 영상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먼저 Fig. 6(a)와 6(b)는 각각 시추공 DT-25와 T-3을 연결한
단면과 T-8과 T-1을 연결한 단면들에 대한 2차원 토모그래피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영
역이 수천 ohm-m 이상의 고비저항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사지역의 기반암이 주로 화강암이라는 사실과 잘 부합
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터널이 존재하는
심도 75 m 부근에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매우 고비저항 영역
으로서, 상당히 높은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기반암 내에서 그
전기비저항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므로 그림에 나타낸 터널
의 위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내부가 비어있는 터널이 영상화
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와 같은 토모그래피 영상에 대하
여 Fig. 6(c)는 단면 DT-25와 T-1을 연결하여 실제 터널에 대
하여 거의 45도 정도로 사교하는 단면에 대한 영상이며,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터널이 존재하는 위치에 (a)
및 (b)와는 달리 매우 고비저항의 영상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두 시추공에 가까운 영역에 터널에 대응할 수 있을 정
도의 고비저항대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기
전 실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 의하여 내부가 비어있는 터
널을 탐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였으나, (a) 및 (b)
의 단면의 경우에는 탐지가 가능함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는 특히 이들 단면에서 두 시추공의 거리가 각각 14.8

3-D iso-volume ERT image of the subsurface. Very high
resistivity region is clearly defined with the similar location of the
known tunnel.
Fig. 7.

m와 14.7 m에 불과하고, 시추공으로부터 터널의 거리 또한 약
6 m 미만으로서 전체적으로 터널에 대한 탐지능이 확보되었다
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Fig. 6(c)의
DT-25와 T-1을 연결하는 단면의 경우에는 두 시추공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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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2.8 m에 달하여 주된 탐사 대상인 터널은 두 시추공으로
부터 거의 10 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특히 터널이 존재하는
중앙부에 있어서 충분한 탐지능력 또는 분해능이 확보되지 못
함에 기인하여 실제 터널의 영상획득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된다. 실제 이와 같은 2차원 토모그래피 영상들을 이용하여 탐
사자료를 해석하는 경우 Fig. 6(a)와 (b)에 나타나는 고비저항
이상대를 다른 단면에서는 영상화하지 못하였으므로 일관성있
는 지질구조 또는 이상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
서 이들 탐사자료만을 해석하여 터널의 위치 및 진행방향을
획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2차원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터널탐지를 위한 3차
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기술의 적용성을 파악하고자 4개의
시추공에서 획득한 6개 단면의 탐사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토
모그래피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7은 이로부터 획득한 3차
원 토모그래피 영상에서 매우 고비저항을 나타내는 영역만을
발췌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
우 높은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영역이 앞의 Fig. 6(a)와 (b)에
대응하는 영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그 발달양상이 터널의 발달
양상과 잘 일치하고 있다. 이는 보통의 신선한 암반에 비해서
도 매우 높은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영역이 수평 및 연속적으
로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상은
터널에 대한 영상으로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설명한 현재 통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단면
별 2차원 토모그래피 탐사자료의 해석에 기반하는 경우 이상
대의 해석은 주로 단면들간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어 정성적
인 해석에 의지하게 되며,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면들간의 분해능 또는 탐지능 차이에 의하여 이상대를 도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전체 탐사자
료를 이용하여 3차원 토모그래피를 수행함으로써 Fig. 7과 같
은 3차원적으로 발달하는 터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고, 그
영상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3차원
영상화를 통하여 해석의 신뢰도를 배가할 수 있다는 점이 3차
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서, 향후 정
밀 지하 영상화에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가 강력한 방
법으로 다양한 현장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례에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 의한 터널의 탐지능
은 조사지역의 물리적 성질, 시추공의 공간 간격 및 터널의 상
대적 위치, 터널의 크기 등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제반 조건 가운데 터널이 비어 있는가 또는 물이나 점토 등
으로 충진되어 있는가와 터널의 크기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요소이다. 불행히도 본 조사의 대상인 터널은 내부가
비어 있고 그 크기도 2 m × 2 m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터널
탐지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시추
공간 거리가 좁고 상대적으로 터널의 위치가 시추공에 가까운
조건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이 시험장에서 터널의 영상획득이

가능하였던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 예에서 터널
의 영상화가 일부 가능하였으나,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 의
한 터널탐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탐사 이전에 탐
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 실험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에는 물리탐사자료의 복합역산 또는 융합
해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자료와 레이다 토모그래피 등 타 물리탐사 자
료와의 융합 또는 복합해석에 기반한 더욱 정량적인 터널탐지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터널탐지에 대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적용성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판
단된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두가지 성공
적 응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첫번째인 파쇄대 영상화 사례에서
는 시추공의 공곡변화가 토모그래피 영상에 심각한 왜곡을 가
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공곡변화를 포함함으로써
실제 조사지역 하부에 발달하는 파쇄대를 정확하게 영상화 할
수 있었으며, 특히 3차원 영상화를 통하여 파쇄대 시스템을 규
명할 수 있었다. 한편 두번째 예인 터널의 탐지 사례에서는 내
부가 비어 있는 터널을 성공적으로 영상화하였으며, 특히 2차
원 토모그래피 해석에 그치는 경우 터널을 인지하는 것이 불
확실하였으나 3차원 토모그래피 영상화를 수행함으로써 신뢰
도 있는 터널 탐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장점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는 단층/파쇄대와 같이 수직적인 구
조의 영상화에 있어서 탄성파나 레이다 토모그래피에 비하여
강점을 가지며, 특히 탐사가 간단하고 해석기술이 고도로 발달
되어 있어 지하 하부의 3차원 영상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탐사 대상인 파쇄대나
터널과 같이 3차원 이상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대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3차원 공간상에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은 탄
성파나 레이다 방법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분해능이 낮은 단점
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매우 경쟁력 있는 지하 영상화 기술
로서 효용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3차원 전기비저항 토
모그래피 기술은 향후 지하 하부의 정밀 3차원 영상을 얻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탁월한 성과를 양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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