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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델변수의 증감 및 분해능을 고려하는 새로운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경과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는 같은 변화비를 갖는 모델변수에 같은 제한을 가한다. 이 교차모델 제한자는 모델변수

의 증감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모델변수들을 강조할 수 있다.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에 작은 제한을 가하는 반면, 분해능이 높은 모델변수에는 큰 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도

시간 경과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일 경우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3차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수치실험

을 통하여 이들 두 교차모델 제한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방조제의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서해안에 위치

한 방조제에서 얻은 3 차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처리에 개발된 시간경과 역산법을 적용하였다. 시간경과 역산의

결과 모니터링이 수행된 기간 동안 방조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어: 3차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시간경과 역산, 교차모델 제한자

Abstract: We developed a time-lapse inversion using new cross-model constraints based on change ratio and resolution

of model parameters. The cross-model constraint based on change ratio imposes the same penalty on the model parameters

with equal change ratio. This constraint can emphasize the model parameters with significant change regardless of their

increase or decrease. The resolution cross-model constraint imposes a small penalty on the model parameters with poor

resolution, but a large penalty on the model parameters with good resolution. Thus, the model parameter with poor

resolution can be effectively identified in the inversion result if they are significantly changed with time. Through the

numerical tests for 3D resistivity monitoring data sets, the performance of these two cross-model constraints was

confirmed. Finally, for the safety estimation of a sea dyke, we applied the developed time-lapse inversion to the 3D

resistivity monitoring data that were acquired at a sea dike located in western coastal area of Korea. The result of time-

lapse inversion suggest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at the sea dike during the monitoring period.

Keywords: 3D resistivity monitoring, time-lapse inversion, cross-model constraint

서 론

전기비저항 탐사는 비파괴적인 물리탐사법으로 적용성이 뛰

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왔다(Chung et al., 1992;

Yi et al., 2000; Park et al., 2002; Song et al., 2003). 일반적

으로 현장 탐사 및 해석상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2차원 전기비

저항 탐사가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

과는 3차원적인 지하의 물성 분포와 지형에 의한 3차원 효과

로 인해 왜곡된다(Cho et al., 2006, 2010). 그러므로 지하의 정

밀한 물성 분포를 영상화하기위해서는 3차원 탐사가 요구된다.

최근 전기비저항 탐사는 급속하게 발달된 측정기기 및 해석

기술에 힘입어 3차원 탐사 및 모니터링 등으로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다(Slater and Sandberg, 2000; Papadopoulos et al.,

2006; Mitchell and Knight, 2011). 기존의 모니터링 자료에 대

한 해석은 주로 단독 역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

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Ahn et al., 2008; Park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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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변화량이 작은 이상대의 탐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Daily et al., 2004; Day-Lewis et al., 2005), 역산의 비유일해

특성에 기인한 다른 모델을 추정할 우려도 있다(Loke, 1999).

시간경과 역산을 수행하면 단독 역산의 단점을 개선(Nguyen

and Kemna, 2005)할 수 있지만 기존의 시간경과 역산 역시 변

화량이 가장 큰 변화대만 강조하여 영상화 하거나, 같은 변화

량을 보이는 이상대에 대해 전기전도도가 감소한 이상대가 증

가한 이상대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Kim

et al., 2008). 이에 따라 3차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를 보

다 정밀하게 분석할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3차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정밀 분

석을 위해서, 증감을 고려하는 교차모델 제한자와 분해능 교차

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경과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간경과 역산에 사용되는 교차모델 제한자는 전기전

도도의 증감에 상관없이 같은 변화비를 보이는 모델변수에 대

해 같은 제한을 가하도록 하여 전기비저항이 증가한 이상대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

자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역산 수행

시 깊은 곳에 위치한 이상체는 낮은 분해능으로 인해 영상화

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시간경과 역산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간단한 모델에 대한 수치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방조제에서 얻은 3차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역산에 적용하였다.

시간경과 역산 이론

장주기 모니터링 자료의 시간경과 역산은 지하 모델이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며, 시간 경과에 따

른 물성 분포의 변화대를 효과적으로 영상화 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간경과 역산은 일반적인 전기비저항 역

산에 추가적으로 시간 제한자를 사용하여 변화가 미미한 모델

변수에는 큰 제한을 가해 기준 모델에 근접시키는 반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모델변수에는 작은 제한을 가하여 자료에

근거한 모델을 추정하도록 한다(Oldenborger et al., 2007). 모

델변수로 기준 자료와 시간경과 자료의 차 또는 비를 사용하

는 시간경과 역산(LaBrecque and Yang, 2001; Kemna et al.,

2002; Cassiani et al., 2006), 기준 모델과 추정 모델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차모델 제한자(cross-model constraint)를 사용하

는 시간경과 역산(Loke, 1999; Oldenborger et al., 2007;

Miller et al., 2008; Kim and Cho, 2011) 등의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의 시간경과 역산은 주로 현장 자료와의 오

차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델변수를 추정하도록 다음의 목적

함수

(1)

를 최소화 시키는 모델변수를 추정한다. 여기서 e는 측정 자

료와 이론 자료 사이의 자료 오차, J는 감도행렬(Jacobian

matrix), Δp는 모델변수 증분 벡터(perturbation vector), δp는

시간 경과에 의한 모델변수의 변화, Wd는 자료가중 행렬, Wm

은 모델 제한자, Wτ는 교차모델 제한자이다.

모델변수의 변화비에 따라 제한을 가하는 시간경과 역산에

서 δp는

(2)

로 주어진다.

(1)식에 주어진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모델증분 벡터 Δp는

(3)

와 같다. 시간경과 역산에서 시간 제한자는 역산 결과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시간 제한자의 개발은 시간경과

역산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 중의 하나이다.

교차모델 제한자

시간경과 역산은 기준 모델에 근접한 모델을 추정하면서 물

성 변화대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 제한

자를 사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모델변수의 변화에 제한을 가

한다. 이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간 제한자가 교차모델 제한

자이다(Loke, 1999). 변화량이 서로 다른 여러 이상대들이 분

포하고 있는 장주기 모니터링 자료의 시간경과 역산 시 일률

적인 제한을 가하는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변화

량이 크지 않은 변화대의 탐지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ACB

법(Yi et al., 2003)과 유사하게 모델변수의 시간적 변화량에

따라 공간적으로 다른 크기의 제한을 가하는 교차모델 제한자

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Kim and Cho (2011)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중함수로

(4)

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τ는 매우 작은 양수이며, j = 1, 2,..., N

이다. 이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면 비록 변화량이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내는 모델변수도 역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델변수의 변화량을 

로 정의하므로 모델변수가 증가한 모델에 비해 감소한 모

델변수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델변수의 증감에 관계없는 변화비에 따라

모델변수에 제한을 가하고자 δp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 하

여, 이에 따라 결정되는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는 시간경과

역산법을 개발하였다.S = Wd e JΔP–( ) 2
 + WmΔp 2

 + W
τ
δ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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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식 (5)에 의해 결정된 δp를 (4)식에 대입하여 구한 교차모

델 제한자는 모델변수의 증감을 고려하여 같은 비율로 변화한

모델변수에 같은 제한을 가한다.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

자는 기존의 변화비만을 고려하는 교차모델 제한자가 같은 비

율로 변화한 모델변수 중 증가한 모델변수보다 감소한 모델변

수에 큰 제한을 가하여 역산 결과에 감소한 모델변수가 증가

한 모델변수보다 강조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모

델변수에 로그를 취하면 증감에 관계없이 변화비에 따라 같은

교차모델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증감을 고려한 (5)식을 사용

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한 모델변수에 더 작은 교차모델제한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미세한 변화대도 잘

영상화 하고자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였다.

한편, 전기비저항 탐사는 일반적으로 분해능이 낮은 깊은 곳

에 위치한 이상대의 영상화에 어려움이 있다. 깊은 곳에 위치

한 이상대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자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

를 사용하는 시간경과 역산법을 개발하였다.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다음과 같이 모델변수의 분해능

에 따라 변화량에 가중을 가한다.

(6)

여기서, R은 모델변수 분해행렬(parameter resolution matrix)

(Menke, 1984)과 분산함수(spread function)를 사용하여 ACB

법과 같이 각각의 모델변수 마다 분해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

였다.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위의 (6)식에 의해 계산된 가중

변화량 ωδp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7)

이와 같이 결정된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시간 경과에 따

른 모델변수의 변화비는 물론 분해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해

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는 모델변수에 대

해 분해능이 작을수록 큰 가중값을 모델변수의 변화량에 부여

한다. 이와 같은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깊은 곳에 위치하

여 분해능이 작은 모델변수와 얕은 곳에 위치하여 분해능이

큰 모델변수에 같은 제한을 가하여 역산 결과에 얕은 곳에 위

치한 모델변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똑같은 수준으로 깊은 곳에

위치한 모델변수의 변화도 나타나도록 한다.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경과 역산을 제안하여 기존의 전기비저

항 역산 방법으로는 깊은 곳에 위치한 모델변수의 변화 감지

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단, (7)식에 의해 결정된

교차모델 제한자는 1보다 큰 값을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모

델 제한자와의 균형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0 ≤ Wτ ≤ 1의

범위를 갖도록 선형적으로 변환해주어야 한다.

수치 실험

개발된 시간경과 역산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간단한 단층

모델에 대한 수치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래 Fig. 1(a)와 같이

100 ohm-m의 균질 반무한 매질의 왼쪽 하부에 500 ohm-m의

고비저항대가 발달한 간단한 단층 모델을 기본 모델(base

model)로 설정하였다. 고비저항대는 x ≤ 50m, z ≤ −10m,

−∞ ≤ y ≤ ∞에 위치한다. 200 m 길이의 가로 측선 6개를 20

m 간격으로 x-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하였고, 100 m 길이

의 세로 측선 7개를 30 m 간격으로 y-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Fig. 1(b)와 같이 설치하였다. 측점 간격은 10 m로 설정하였으

며, 전극배열은 분해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쌍극자 배열로

설정하였다. 모델링 요소는 한 측점 간격을 4개의 요소로 분할

하였으며 심도 방향으로는 요소의 크기를 증가시켰다. 역산 블

록은 4개의 모델링 요소를 하나의 역산 블록으로 설정하였다.

수치 실험에 사용한 기본 모델의 단독 역산 결과는 다음

Fig. 2와 같이 물성 분포가 공간적으로 급변하지 않게 제한을

가하는 역산 기법의 특성 때문에 단층대가 기본 모델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역산 잡음(artifact)이 포함되어 기본 모델과 다

르다. 대개 현장에서 얻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시간경

과 역산의 경우 지하의 참 모델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시간

에 얻은 자료를 단독 역산하여 얻은 겉보기비저항 자료를 시

간경과 역산의 기준 자료(reference data)로 사용하고, 기준 자

δp = 
p pref– /pref    if pref p≤ ,

p pref– /p otherwise.⎩
⎨
⎧

ω = 
1 if δp averege of δp≤ ,

1 R
2–
    + otherwise.⎩

⎨
⎧

W
τj
 = 

τ

ω jδpj( )2
τ+

-----------------------------

Fig. 1. (a) Base model and (b) survey lines on the surface.

Fig. 2. Reference model obtained from the independent inversion of

reference data. The reference data was calculated from the 3D

modeling for the base model shown in Fig.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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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단독 역산 결과를 기준 모델(reference model)로 사용한

다. 이 연구에서도 기본 모델을 그대로 기준 모델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 모델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여 얻은 겉보기 비저

항 자료를 기준 자료로 사용하고, 기준 자료를 단독 역산한 결

과 얻은 지하 모델을 기준 모델 및 초기 모델(initial model)로

설정하였다.

시간경과 모델은 Fig. 3과 같이 기본 모델에 x-축 방향으로

100 ~ 110 m, y-축 방향으로 40 ~ 50 m, 심도 10 ~ 20 m 구

간에 10 ohm-m의 저비저항 이상체를 추가하였고, x-축 방향

으로 150 ~ 160 m, y-축 방향으로 50 ~ 60 m, 심도 10 ~ 20 m

구간에 1000 ohm-m의 고비저항 이상체를 추가하였다. 두 이

상체의 크기는 모두 10 m × 10 m × 10 m 이다. 기본 모델에

추가한 이상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기비저항이 감소한

영역과 증가한 영역을 의미한다.

Fig. 3의 시간경과 모델을 이용한 시간경과 자료에 대해 (a)

단독 역산, (b) 상수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는 시간경과 역

산, (c) 변화비만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는 시간

경과 역산, (d)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는 시

간경과 역산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역산 결과를 Fig. 4의 왼쪽

열에 나타내었으며, 잡음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경

과 겉보기 비저항 자료에 2%의 무작위 잡음을 추가한 후 그

결과를 Fig. 4의 오른쪽 열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저비저항 이

상체는 모든 역산 결과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반면 고비저항

이상체는 변화비만을 고려하는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

간경과 역산 결과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난다.

잡음이 포함된 자료의 역산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Fig. 5에 잡음을 더한 자료에 대해 (a) 단독 역산, (b)

상수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는 시간경과 역산, (c) 변화비

만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는 시간경과 역산, (d)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는 시간경과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이상체가 위치한 15 m 깊이에서의 평면도이다.

단독 역산과 상수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경과 역산

결과에는 다수의 이상대가 분포하며, 추가한 이상체에 의한 이

상대 이외의 이상대들은 잡음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되어 이

두 역산법은 잡음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변화비와

Fig. 3. Time-lapse model. (a) 3D model, (b) plan at z = 15 m and

(c) section at y = 50 m.

Fig. 4. Distribution of resistivity. (a) Independent inversion, (b)

time-lapse inversion with a constant cross-model constraint, (c)

time-lapse inversion with the cross-model constraint based on the

conductivity change and (d) time-lapse inversion with the cross-

model constraint based on the change ratio. Left column show

inversion result of data, right column show inversion result of data

with 2% noise.

Fig. 5. Resistivity distribution at z = 15 m plane when inversions

are performed for the data with 2% noise. (a) Independent

inversion, (b) time-lapse inversion with a constant cross-model

constraint, (c) time-lapse inversion with the cross-model constraint

based on the conductivity change and (d) time-lapse inversion with

the cross-model constraint based on the chang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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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경과 역산의 결

과에서는 추가된 이상체가 위치하는 곳 이외의 영역들은 기준

모델과 매우 유사하여 이 두 역산법은 잡음을 효과적으로 억

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기존의 역산 방법들보다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경과 역산 결과

에서 두 이상체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는 개발된 증감

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경과 역산이 전기전

도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같은 변화비의 변화대를 뚜렷이 영상

화하며 잡음 억제에도 효과가 좋아 기존의 역산 방법들보다

효과적으로 지하모델을 영상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차모델 제한자와 역산 결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Fig. 6

에 반복 계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의 값이 작은 영역을 역산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이

상체가 추가되지 않은 영역에는 매우 큰 제한이 가해지지만

추가된 두 이상체가 위치하는 곳에는 반복 계산 횟수가 증가

할수록 비슷한 수준의 작은 제한이 가해진다. 추가된 이상체가

위치하지 않는 곳에는 큰 제한이 가해져 기준 모델과 근접한

모델을 추정하는 반면, 이상체가 추가된 곳에는 작은 제한이

가해져 자료에 근거한 모델을 추정하여 개발된 시간경과 역산

이 모델변수의 증감에 상관없이 이상체의 영상화에 효과적임

을 알 수 있다.

개발된 시간경과 역산이 깊은 곳에 위치하여 분해능이 낮은

이상체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상

체의 깊이를 달리한 시간경과 모델에 대한 역산을 실시하였다.

시간경과 모델은 Fig. 7과 같이 기본 모델에 x-축 방향으로 90

~ 110 m, y-축 방향으로 40 ~ 50 m, 심도 10 ~ 20 m 구간에

10 ohm-m의 저비저항 이상체를 추가하였고, x-축 방향으로

150 ~ 170 m, y-축 방향으로 50 ~ 60 m, 심도 20 ~ 30 m 구

간에 1000 ohm-m의 고비저항 이상체를 추가하였다. 두 이상

체의 크기는 모두 20 m × 10 m × 10 m 이다.

시간경과 역산에는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와 분해

능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였으며, 역산 결과 전기비저항의

분포와 교차모델 제한자가 작은 영역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는 얕은 이상체에는 작은 제

한을 가하여 역산 결과에 얕은 이상체를 뚜렷이 영상화한 반

면 깊은 이상체에는 큰 제한을 가하여 기준 모델에 근접한 모

델을 추정함으로써 역산 결과로부터 깊은 이상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깊은 이상체에도 작

은 제한을 가하여 깊은 곳에 위치한 이상체를 효과적으로 영

Fig. 6. Distribution of resistivity (left column) and iso-surface of

low cross-model constraint based on the change ratio of model

parameters (right column) in the inversion of the noise-free data,

when iteration number is (a) 1, (b) 3 and (c) 5, respectively.

Fig. 7. Time-lapse model. (a) 3D model, (b) plan at z = 20 m and

(c) section at y = 50 m.

Fig. 8. Distribution of resistivity (left column) and iso-surface of

low cross-model constraint (right column) in the inversion of the

noise-free data using cross-model constraint based on the (a) change

ratio and (b) resolution of mode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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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하고 있다. 즉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분해능이 낮은

이상체의 영상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해능 교

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여도 이상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깊은 곳에 위치한 이상체의 탐지에 실패하였으며, 분해능 교차

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경과 역산은 잡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잡음이 포함된 현장 자료의 역산에 적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자료의 역산

모델변수의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간

경과 역산을 사용하여 방조제에서 얻은 3차원 전기비저항 모

니터링 자료에 대한 역산을 수행하였다. 해당 방조제는 서해안

에 위치하며 안정성과 그라우팅 효과의 평가를 위해 3차원 전

기비저항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해당 방조제는 해사를 사용

해 축조된 방조제이므로 전반적으로 전기비저항이 매우 낮으

며, 내사면의 얕은 곳에는 식생분포를 위한 성토로 인해 염분

함량이 낮다. 사면의 마루부쪽 20 m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그 이후 구간은 평지를 이루어 지형의 굴곡이 있는 영역에서

조사가 수행되었다. 1차 탐사는 2012년 7월 12일, 2차 탐사는

2012년 8월 23일, 3차 탐사는 2012년 9월 26일에 수행되었으

며,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이 실시되기 이전에 조사영역의 일부

구간에 그라우팅이 시공되었다. 마루부와 해측 사면에는 사석

및 포장도로가 시공되어있어 전극 설치가 쉬운 호측 사면에서

자료를 획득하였다. 조사지역의 전기비저항이 매우 낮으므로

쌍극자 배열은 신호의 크기가 작아 적용이 어려우며, 단극배열

은 원거리 접지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

하여 이 조사에서는 변형된 단극 배열을 사용해 모니터링 자

료를 획득하였다. 측선은 Fig. 9의 측선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길이 275 m의 가로측선 4개를 15 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며,

길이 55 m의 세로 측선 10개를 25 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측점간격은 모두 5 m로 하였다. 조사영역 내에서 그라우팅은

Fig. 8의 측선도에 표시된 직선을 따라 시공되었다.

자료처리는 각 측선별로 얻은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

들을 편집한 후 모든 자료를 모아 3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1차 탐사 자료의 역산에 사용한 자료의 개수는 2,088개이며, 2

차 탐사의 경우 2,105개, 3차 탐사의 경우 2,049개의 자료를

역산에 사용하였다. 모델링 요소는 측점 간격을 4개의 요소로

분할하였으며, 심도 방향으로는 깊이가 증가할수록 요소의 크

기를 증가시켰다. 역산블록은 4개의 모델링 요소를 한 블록으

로 설정하였다. 탐사 자료의 역산에 사용된 모델링 요소는

283,200개이며, 역산블록의 수는 5,310개이다. 라그랑지 곱수

는 ACB법에 근거하여 0.01 ~ 1.0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

간경과 역산에 사용한 교차모델 제한자의 범위도 0.01 ~ 1.0

으로 설정하여 제한자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다. 반복 계산

횟수는 7회로 고정하였다.

Fig. 10은 모니터링 자료의 단독 역산 및 시간경과 역산을

통하여 추정된 전기비저항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a)는 1차

탐사 자료의 단독 역산 결과이며, (b)는 2차, (c)는 3차 탐사 자

료의 시간경과 역산 결과이다. 시간경과 역산의 기준모델로 1

차 탐사 자료의 단독 역산 결과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전기비저항이 낮으며, 얕은 곳에 얇은 층의 높은

전기비저항대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세 결과 모두 비슷하여

육안으로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렵다. 방조제는 전반적으로 전

기비저항이 매우 낮다. 또한 축조 당시 다량의 해수를 포획하

여 저비저항대 임에도 안정화 된 구간은 방조제의 안정성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조제의 안정성 및 그라우

팅 시공 효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히 저비저항대를 파악하

기보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비저항대 영역이 확장되거

나 전기비저항이 감소하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차 및 3차 탐사의 역산 결과에서 3 ohm-m 이하의 저비저항

대 중 기준모델과 비교하여 전기비저항이 3% 이상 감소한 영

역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깊은 곳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는 전기비저항 감소영역 및 그 연결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그라우팅 시공구간에서 전기비저항

Fig. 9. Survey lines for 3D resistivity monitoring at a sea dike.

Fig. 10. Distribution of resistivity from the inversion of apparent resistivity data set measured at (a) July 12, (b) August 23, and (c) September

26, 2012, respectively. The model shown in (a) was obtained from the independent inversion of the data measured at July 12, 2012 and the

model was used as a reference model in the time-lapse inversion of data set measured at August 23 and September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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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영역이 확장된 것이 관찰되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라우팅 효과가 감소한 구간으로 해석되므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요구된다.

결 론

3차원 전기비저항 및 모니터링 자료의 정밀한 영상화를 위

한 시간경과 역산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간경과 역산은 증감

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여 모델변수의 증감에 관

계없이 변화비에 따라 제한을 가하도록 하였다. 증감을 고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여 기존의 변화비를 고려한 시간경

과 역산에서 같은 변화비를 보이는 저비저항대보다 고비저항

대가 저평가되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전기비저

항 탐사의 역산 시 분해능이 낮은 이상체의 영상화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해능 교차모

델 제한자를 사용하는 시간경과 역산법을 개발하였다.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는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에 작은 가중을 가

하여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고자 하

였다.

수치 실험을 통해 개발된 두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한 시

간경과 역산이 기존의 해석 방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3차

원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변화대를 효과적으로 영상화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분해능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

한 시간경과 역산을 수행하더라도 깊은 곳에 위치한 이상체의

규모가 작을 경우 이상체의 영상화에 실패하였으며, 잡음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 자료의 해석에 적용할 경우 주의

가 필요하다. 

방조제의 안정성 및 그라우팅 효과의 평가를 위해 3차원 전

기비저항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개발된 증감을 고

려한 교차모델 제한자를 사용하여 시간경과 역산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해당 방조제에는 모니터링이 수행된 기간 동안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일부 깊은 구간에서 누수 우

려가 있는 저비저항대가 확장되는 영역이 관찰되므로 방조제

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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