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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모델제한을 적용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4차원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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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Inversion of the Resistivity Monitoring Data with Focusing Model Constraint

In-Ky Cho* and Da-Bhin Jeong

Division of Geology and Geophys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은 지하 매질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물리탐사법이다. 전기비저항 모니터

링은 최근 정교한 자동측정 장비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하의 시공간적 물성변화의 탐지를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 매질의 의미있는 시공간적 변화대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4차원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

하였다. 4차원 역산의 문제점인 시간축을 따른 지나친 평활화 제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오차에 대한 시공간 모

델제한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라그랑지 곱수를 자동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강조 모델제한자를 도입하여 보다 선명하게

지하의 시공간 변화대를 영상화하고자 하였다. 시간경과 모델에 대한 수치자료에 대하여 개발된 4차원 역산을 수행하여

개발된 역산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4차원 역산, 강조 모델제한

Abstract: The resistivity monitoring is a practical method to resolve changes in resistivity of underground structures over

time. With the advance of sophisticated automatic data acquisition system and rapid data communication technology,

resistivity monitoring has been widely applied to understand spatio-temporal changes of subsurface. In this study, a new

4D inversion algorithm is developed, which can effectively emphasize significant changes of underground resistivity with

time. To overcome the overly smoothing problem in 4D inversion, the Lagrangian multipliers in the space-domain and

time-domain are determined automatically so that the proportion of the model constraints to the misfit roughness remains

constant throughout entire inversion process. Furthermore, a focusing model constraint is added to emphasize significant

spatio-temporal changes.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algorithm is demonstrated by the numerical experiments using

the synthetic data set for a time-lapse model. 

Keywords: Resistivity monitoring, 4D inversion, focusing model constraint

서 론

물리탐사는 연속적인 지하의 물성분포에 관한 영상을 제공

해주는 효과적인 비파괴 조사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Slater et al., 2000; Yaramanci,

2000; Park et al., 2005; Jayawickreme et al., 2010; , Kim et

al., 2010; Rucker et al., 2011). 전통적으로 물리탐사는 지하

매질의 시간적 물성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상대의 공간적

위치, 형태 및 물성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탐사 위주로 수행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하의 시간적 물성변화 또한 중요

한 정보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모니터링 기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신속한 다중채널(multi-channel) 자동 측정장

비의 개발과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모니터링 기법은 지

하 매질의 시간적 물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물리

탐사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기비저항 탐사는 송

신 및 수신기로 금속봉 전극을 사용하며, 매 측정 자료의 크

기가 작아 모니터링으로의 확장이 용이하다. 또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잡음수준이 높은 인공시설물 주변에

서도 적용 가능하므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는 지하 매질의 미세한 변

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정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독립역산(independent inversion) 결과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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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하는 방법 보다는 교차모델 역산법(cross-model

inversion)이나 4차원 역산법(4D inversion)이 사용된다. 여기

서 4차원은 공간의 차원에 관계없이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방법을 의미한다. 교차모델 역산법은 기준모델과 추정모델 사

이의 차를 최소화하는 역산방법으로, 시간에 따른 기준모델의

변화량을 추정하는 효과적인 해석기법이다. 기준자료와 시간

경과 자료의 차나, 혹은 그 비를 모델변수로 사용하는 시간경

과 역산(LaBrecque and Yang, 2001; Kemna et al., 2002;

Cassiani et al., 2006), 기준모델과 추정모델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교차모델 제한자(cross-model constraint) (Loke, 1999;

Oldenborger et al., 2007; Miller et al., 2008; Kim and Cho,

2011; Cho et al., 2013)를 사용하는 교차모델 역산 등의 연

구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교차모델 역산법은 기준모델의

설정이 모호하며,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Hayley et al. (2011)은 두 개의 시간 경과자료를 동시에 역산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여러 시간에서의 자료를 한 번에

역산하는 4차원 역산법이 도입되었다(Day-Lewis et al.,

2002; Kim et al., 2009, Karaoulis et al., 2011, Karaoulis et

al., 2014; Loke et al., 2014). 4차원 역산은 여러 개의 시간

경과 자료를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고, 이 통합자료를 함께 역

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4차원 역산은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단독역산이나 교차모델 역산에 비하여

지하 매질의 시간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산

방법이다. 

그러나 4차원 역산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이

남아 있다. 특히 미세한 시간적 변화대를 정밀하고 선명하게

영상화하기 위한 시공간 모델제한자의 최적화는 4차원 역산

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물

성 변화대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제한자

의 개발이나 새로운 역산 알고리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

구에서는 가역산(pseudo-inversion)에서 얻어진 모델변수를

사용하여 자료오차의 크기에 비례하는 시공간 모델제한자의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조 모델제한자(focusing

model constraint)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시간적 변화대를 보

다 선명하게 영상화할 수 있는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수

치자료에 대한 역산 실험을 통하여 개발된 역산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4차원 역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세한 전기비저항의 시간적 변화는

독립역산을 통해서는 해석이 쉽지 않다. 4차원 역산법은 지하

매질의 시간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산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복적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는 역산에서는 오차의 크기에 무관하게 동일

한 크기의 모델제한을 가한다. 특히 4차원 역산에서는 지나친

평활화 제한으로 인하여 역산결과 영상이 시공간적으로 너무

부드럽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공간적 변

화대를 강조해야 하는 4차원 역산의 목적에 위배된다. 이 연

구에서는 자료오차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모델제한자의 크

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모델제한자가 역산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모델제한자의 최적화를 꾀하였다.

또한 강조 모델제한을 도입하여 보다 선명한 역산영상을 추

정하고자 하였다. 

목적함수

일반적인 4차원 역산에서 목적함수(object function)는 자료

오차(data misfits)와 공간영역 모델제한(space-domain model

constraint) 및 시간영역 모델제한(time-domain model con-

straint)의 합으로 주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 강조 모델

제한(focusing model constraint)을 추가하여 (1)식과 같이 목

적함수를 정의한다. 

(1)

즉 (1)식에 주어진 목적함수는 이론자료와 현장자료간의 자

료오차의 크기 Φd, 공간 모델제한 Φm, 시간 모델제한 Φτ, 강

조 모델제한 Φf의 합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and . (2)

(2)식에서 e는 현장자료와 모델링 자료간의 오차(data misfit),

J는 감도행렬(sensitivity matrix), Wd는 자료가중(data weight-

ing), Wm은 공간영역 모델제한자(space-domain model con-

straint), Wτ은 시간영역 모델제한자(time-domain model

constraint), Wf는 강조 모델제한자(focusing model constraint)

행렬이다. p는 초기 모델벡터, Δp는 모델증분벡터(model

perturbation)이다. (1)식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모델증분벡

터는

 (3)

로 주어진다.

모델제한

감쇠 최소제곱 역산에서 공간영역 모델제한자로 평활화 제

한자가 널리 사용된다. 평활화 제한(smoothness constraint)은

모델변수가 공간적으로 부드럽게 변화하도록 강요하며, 수학

적으로 모델의 공간적 1차 혹은 2차미분 즉 거칠기(rough-

ness)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Constable et al., 1987). 따라서

S = Φd + Φm + Φ
τ
 + Φf

Φd = Wd e JΔp–( )
2
, Φm = WmΔp

2
,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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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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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영역 평활화 모델제한자는 

(4)

로 주어진다. 최소제곱 역산은 공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행렬

Λ의 설정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이 연구

에서는 ACB 법에 근거한 평활화 제한법(Yi et al., 2003)을 적

용하였다. ACB 법에서 Λ는 모델분해행렬(model resolution

matrix)과 분산함수(spread function)에 의해 구해지는 분해능

을 고려한 대각행렬이며, 로 주어지는 n차 공간 미분

연산자로 거칠기 행렬에 해당한다. α는 자료오차의 크기에 따

라 공간 모델제한의 크기를 조정하는 가중값이다. 

한편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도 공간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료오차에 따른 시간영역 모델제한자의 크기를 조정하는 가

중값 β, 시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행렬 A 및 평활화 제한을

위한 시간축에 대한 거칠기 행렬 Ct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

다. 즉 

. (5)

(5)식에서 시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행렬은 시간제한자의 역할

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산 변수이다. 4차원 역산은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부드러운 결과를 추정하며,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

는 역산잡음에 의해 쉽게 왜곡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Kim

et al. (2013)은 자료의 시간적 변화(data roughness)와 자료오

차를 비교하여 시간제한자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

반적으로 분해능이 낮은 심부의 모델변수는 그 변화량이 커도

자료의 변화량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방법은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예를 들어 깊은 곳에 위치한 모델변수)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시간적 변화를 보여도 자료의 변화량이 크지 않아

강한 시간제한이 가해지므로, 역산영상에서 심부 변화대가 미

약하게 나타나거나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시간적 변화량이 크고

오히려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에 작은 제한을 가하는 시간영

역 모델제한자를 도입하였다. 즉 모델변수의 시간적 변화량과

공간영역 라그랑지 곱수를 사용하여 시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를 계산하였다. 이제 i번째 경과 시간에서 j번째 공간영역 모

델변수의 시간적 변화량에 라그랑지 곱수 를 곱한 양

, i = 2,..., ntime and j = 1,..., n (6)

이라 하면, 대각행렬 A의 대각성분은 

 × (7)

로 정의된다. 여기서 amin= 0.01, amax= 1.0으로 설정하였다.

시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A는 시간적 변화가 큰 모델변수

에 작은 모델제한을 가하여 시간적 변화대를 강조하며, 반대

로 변화가 작은 모델변수에는 큰 모델제한을 가하여 시간적

으로 부드럽게 변화하는 영상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분해능

이 낮은 모델변수도 시간적 변화량이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작은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에 너무 작은 모델제한이 가해져 역산이 불안

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4)식에 주어진 공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Λ가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에 강한 제한을

가하므로 역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6)식을 사용하

여 δpi,j를 계산한다. 4차원 역산에서 모든 모델변수는 시간경

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시간 경과 역산

에서는 뚜렷한 시간적 변화대를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1차

적 목표이므로 미미한 시간적 변화대를 억제하고 시간적 변

화가 큰 모델변수를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δpi의

평균(mi) 및 표준편차(σi)를 계산하고, 인 모델

변수는 무의미한 시간적 변화대로 간주하여 시간영역 모델제

한자에 최댓값을 부여하였다. 이 때 k값이 너무 크면 모든 모

델변수에 너무 강한 시간제한이 가해져 시간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역산결과를 보인다. 반면 k값이 너무 작을 경우에

는 평균 이상의 변화량을 보이는 모델변수에 상대적으로 작

은 시간제한이 가해지므로 역산 잡음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분해능이 낮은 심부의 모델변수라 해도 시간적 변화량이 크

면 작은 제한을 가해지므로 역산 잡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역산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k값은 강조하고

싶은 변화량의 최소값을 예측하여 적정하게 설정해야 원하는

역산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수의 수치 실험을 통하여 k값

을 0.5 ~ 3.0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

었다.

강조 모델제한

강조 모델제한자는 시공간적 변화대를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한 모델제한자이다. 선명한 역산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시공

간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모델변수에는 작은 모델제한을,

반대로 작은 혹은 무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모델변수에는 강

한 모델제한을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강조 모델제한자를 도입하였다.

. (8)

(8)식에서 와 는 대각행렬로, 행렬의 각 요소는 모델증

분벡터, 모델변수의 시공간적 변화량과 분해능에 의해 결정된

다. 모델증분벡터와 공간영역 라그랑지 곱수에 의해 결정되는

대각행렬 의 각 요소는 

  × , (9)

Wm = αΛC
s

C
s
 = ∂

n

W
τ
 = βAC

t

λ i 1–( )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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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amax( ) ln a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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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δpi max( ) ln δpi,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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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 = F
 Δ
F

t

F
 Δ

F
t

F
 Δ

ln f i 1–( )n j+

 Δ
( ) = ln f min

 Δ
( ) + 

ln f max

 Δ
( ) ln f min

 Δ
( )–

ln δi max( ) ln δi 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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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i = 2,..., ntime and j = 1,..., n.

(9)식에서 는 ACB법에서 계산된 모델분해능 과

모델증분벡터 의 곱 를 공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λ의

범위와 같게 조정한 것으로 

  × , (10)

where , i = 2,..., ntime and j = 1,..., n.

로 주어진다. (10)식을 통하여 Δq의 범위를 조정하면 모델제

한과 증분벡터의 영향을 강조 모델제한자에 동일하게 반영할

수 있다.

시간적 변화량과 공간 모델제한에 의해 결정되는 대각행렬

Ft의 각 요소는 

  × , (11)

where , i = 2,..., ntime and j = 1,..., n

로 주어진다. (11)식에서 는 시간적 변화량과 공간영역 라

그랑지 곱수 의 곱인 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시

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a와 같은 범위의 값을 갖도록 조정한

값이다.

× , (12)

i = 2,..., ntime and j = 1,..., n.

(9)식에서 은 공간적 변화가 크고 분해능이 높은 모델변수

에 작은 제한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강한 제한을 가하여 역산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역산 잡음을 억제하게 된다. 한편 (11)

식에 주어진 Ft는 시간적 변화량이 크지만 분해능이 낮은 모

델변수에 작은 제한을 가하여 심부의 의미있는 시간적 변화대

를 강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강조 모델제한자는 시공간적으

로 변화량이 큰 모델변수에 작은 제한을 가하여 시공간적 변

화대를 강조하게 된다. 또한 공간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에는

강한 제한을 가하여 역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간 분

해능이 낮은 모델변수라 해도 유의미한 시간적 변화를 보일

경우 작은 제한을 가하여 시간적 변화대를 강조하게 된다.

모델 제한자의 최적화 

일반적으로 반복적 최소제곱법을 사용하는 4차원 역산에서

는 오차의 크기에 무관하게 공간 모델제한 및 시간 모델제한

(혹은 교차 모델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 경우 초기 반복계산

에서는 오차가 크기 때문에 각 제한자는 상대적으로 오차에

비하여 작은 값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반복계산횟수가 증가

하면 오차는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제

한자의 변화량은 크지 않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간경과 역

산의 후기 반복계산에서 시간 모델제한자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축을

따라 변화대가 지나치게 평활화되는 문제점을 일으킨다

(Karaoulis et al., 2011). 시간경과 역산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

간에 따른 미세한 변화대를 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시간제한은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대를 소멸시키게 되

며, 이는 시간 경과 역산의 원래 목적에 위배된다. 이러한 문

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Kim et al. (2013)은 오차의 크기를 반

영한 공간 모델제한 및 시간 모델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즉 (4)식과 (5)식에 주어진 제한자의 가중값 α와 β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시공간 모델제한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시간축을 따른 모델의 지나친 평활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4)식과 (5)식에 주어진 가중값 α와 β를 사

용하여 자료오차에 대한 모델제한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

는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즉 α와 β값을 조정하여 자

료오차의 크기에 따른 적절한 공간적, 시간적 모델제한을 가

할 수 있다. 이제 (2)식에 주어진 자료오차 Φd에 대한 공간

영역 모델제한의 크기 Φm, 시간영역 모델제한의 크기 Φτ의

비를 각각 μ 및 τ로 설정하면, 가중값 α와 β는 다음의 관계

식을 만족한다. 

 and . (13)

(13)식에 주어진 가중값 α와 β는 매 반복계산에서 오차의 크

기에 비례하여 모델제한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

며, 너무 작은 모델제한에서 발생하는 역산의 불안정성 문제나,

지나친 모델제한에 의한 역산 결과의 왜곡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다. (13)식에서 μ는 대개 1.0 보다 매우 작은 값으로

설정되며, τ값은 주어진 문제에 따라 적정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 아직까지 적정 τ의 선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τ값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너무 커져 시

간적 변화대가 선명하게 영상화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지나치

게 작을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너무 작아 역산잡음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모델제한자와 (13)식에 주어진 매 반복계산에서의 가

중값 α와 β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반복계산에서의 모델

변수 p 혹은 그 증분벡터 Δp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역산

법에서는 이전 반복계산에서의 모델변수를 사용하여 공간영

역 및 시간영역 모델제한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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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Kim et al., 2013). 그러나 (2)식에 주어진 바와 같이

자료오차 및 모델제한의 크기는 해당 반복계산에서의 Δp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CB법

을 사용하는 최소제곱역산에서는 가역산(pseudo-inversion)을

통하여 모델분해행렬(parameter resolution matrix)을 계산하

고 공간영역 모델제한의 라그랑지 곱수를 결정한다. 이 연구

에서는 가역산에서 얻어지는 Δp를 사용하여 시공간 모델제

한자와 α와 β를 산출하였다. 즉 개발된 역산 알고리듬에서

는 해당 반복계산에서의 Δp를 사용하여 자료오차에 대한 모

델제한의 비가 계산된다. 

결과 및 고찰

시간경과 모델

이상에서 설명한 4D 역산 알고리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수치자료에 대한 역산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8개의 시간경과 모델

(Kim et al., 2013)에 대하여 수치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자료

를 생성하였다. 주어진 모델은 100 ohm-m의 균질 반무한 공

간에 20 ohm-m의 저비저항 이상대가 시간 T1에서부터 T5까

지 수평방향으로 형태가 확장하다가, T6에서는 이상대의 형

태 및 전기비저항 변화가 없다. T7에서는 이상대의 형태는 변

화가 없지만 전기비저항이 50 ohm-m로 증가하고, 마지막 T8

에서는 이상대가 심부로 침투하는 모델이다. 주어진 시간경과

모델은 지하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전기비저항 변화 양

상을 포함하고 있어 4차원 역산 알고리듬의 성능 시험에 효

과적이다. 

2차원 수치 모델링은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으며, 쌍극자

간격은 5 m, 측점 수는 33개, 측선의 총 길이는 160 m, 최대

전극전개수는 10으로 설정하였다. 4차원 역산은 최대 반복계

산횟수 5회, 공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Λ의 범위는 0.01 ~ 1.0

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알고리듬과 개발된 알고리듬의 비교 

4차원 역산에서 공간영역 모델제한자 및 시간영역 모델제

한자는 역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공간영

역 모델제한자는 특정 시간에서 모델이 공간적으로 부드럽게

변화하도록 제한을 가하게 되며,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는 시간

Fig. 1. Time-lapse models (left column) and ratio sections (right column) at 8 time-steps (Kim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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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따라 모델이 부드럽게 변화하도록 제한을 가한다. 그러

나 Karaoulis et al. (2011)에 의해 제기된 바와 같이 4차원 역

산에서 시간영역 모델제한자의 영향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과도한 시간영역 모델제한은 모델의

시간적 변화를 억제하고 지나치게 부드러운 역산결과로 이어

진다.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물성변화의 정밀 파악을 최우선

으로 하는 모니터링의 근본 목적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 연

구에서는 자료오차와 시공간적 모델제한자의 크기에 따라 라

그랑지 곱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시공간 모델제한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4차원 역산에서는 강조 모델제한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공간 모델제한자에 가중값을 부여하지 않는다. 즉

(2)식과 (3)식에서 Wf = 0이며, (4)식과 (5)식에 주어진 가중값

α = β = 1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반복계산에서 모델

변수와 그 증분벡터는 모르는 값이므로 이전 반복계산에서의

값을 사용하여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를 산출한다.

Fig. 2는 기존의 4차원 역산법을 통하여 획득된 역산영상이

다. Fig. 2의 전기비저항 분포 단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상

대의 위치 및 크기를 비교적 잘 영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심

부에서는 낮은 분해능으로 인하여 하부에 역산잡음이 나타나

고 있으며, 특히 시간 T8의 경우에는 심부의 이상대가 상당

히 흐려져 있다. 오른쪽의 전기비저항 비(resistivity ratio) 단

면에서 얕은 곳에 위치한 시간적 변화대는 매우 정확하게 영

상화고 있으나, T8/T7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깊은 곳에 위

치한 변화대는 실제보다 그 크기도 작으며, 심부에서는 소멸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심부의 낮은

분해능과 과도한 시간영역 모델제한자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과도한 시간영역 모델제한은 모델의 시간적 변화

를 억제하고 지나치게 부드러운 역산결과로 이어진다

(Karaoulis et al., 2011).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물성변화의 정

밀 파악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니터링의 근본 목적에 정면으

로 대치된다.

한편 통상적인 4차원 역산에서는 시간영역 모델제한자의

계산을 위하여 이전 반복계산에서의 모델변수와 그 증분벡터

를 사용한다. 그러나 (2)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영역 모

델제한자는 현재 반복계산에서의 모델증분벡터 Δp의 함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정확한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당연히 현재 반복계산에서의 Δp를 사용해야 한다. 그

러나 Δp는 역산에서 추정해야 하는 모르는 값이므로 이전 반

복계산에서의 값을 사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한편 이 연구에

서 사용된 ACB법을 적용한 최소제곱역산에서는 가역산을 통

하여 공간영역 모델제한자를 결정한다. 비록 가역산을 통하여

계산된 Δp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반복계산에

서의 Δp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역산에서 얻어진

Δp를 사용하여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를 계산하였다.

Fig. 3은 가역산을 통하여 얻어진, 즉 현재 반복계산에서의

Δp를 사용하여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얻어진 4차원 역산 영상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전

반복계산에서의 Δp를 사용한 역산영상(Fig. 2)에 비하여 역

산영상이 더 향상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비록 시간 T5와

T7의 경우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 하부에 나타나는 역산잡

음이 Fig. 2에 비하여 약간 줄어들었지만, 시간 T8 경우에는

심부의 이상대를 거의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른쪽의

전기비저항 비 단면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간 T7과 T8의 경우 얕은 곳에 위치한 낮은 전기비저항 이

상대가 T5에 비하여 더 높은 전기비저항을 보여야 하지만 거

의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나친 시간영역 모델제한자의 영향으로 해

석된다. (5)식에 주어진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는 근본적으로

시간축에 대한 평활화 제한자이다. 따라서 시간영역 모델제한

자는 시간경과에 따른 모델의 변화를 억제하여 부드럽게 변

화하는 모델을 추정하도록 강요한다. 이 역산 실험에서는 현

재 반복계산의 모델변수를 사용하여 시간영역 모델제한자를

산출한다. 모델변수의 시간적 변화량은 대개 반복계산이 진행

Fig. 2. Resistivity and its ratio sections obtained from the conventional 4D inversion at time-step (a) T5, (b) T7 and (c) T8, where Ti/Ti−1

is the resistivity ratio of the ith time-step to the (i − 1)th time-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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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초기 모델을 균질 반

무한 공간으로 설정할 경우, 최초 반복계산에서 모델변수의

시간적 변화량은 매우 작게 나타나지만, 반복계산이 진행되면

서 추정 모델이 참 모델에 접근하게 되면 시간적 변화량은 증

가하다가 일정 값에 수렴하게 된다. 대개 최소제곱역산에서

반복계산횟수 2 내지 3 이상이 되면 모델의 시간적 변화량은

거의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반복계산

이 진행되면 오차(e)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는 반복계산이

증가하면 시간영역 모델제한(Φτ)은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는

데 반하여, 자료오차(Φd)는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역산에서 Φτ의 영향이 Φd가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시간

축을 따라 과도한 평활화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Fig. 3은 이

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나친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시간 T7과 T8의 상부 이상대의 전기비저항(50 ohm-

m)이 실제보다 낮게, 즉 시간 T1부터 T6까지의 낮은 전기비

저항(20 ohm-m)과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간 T9

의 경우에도 새로이 형성된 깊은 곳의 전기비저항 이상대(50

ohm-m)도 지나친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배경 매질의 전기비

저항(100 ohm-m)과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심부

의 이상대가 소멸된 이유는 분해능이 낮다는 문제도 크게 작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동일한 수치 모델링 자료에 대하여 자료오차에 비

례하는 시공간 모델제한을 가한 역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다

수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역산변수는 μ = 0.1, τ = 10으로 설

정하였다. 역산결과를 살펴보면 Fig. 2의 일반적 4차원 역산

단면이나 Fig. 3의 역산단면과 거의 유사하며, 획기적인 역산

영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 4차원 역산 결

과에 비하여 이상체 하부에 나타나는 역산잡음은 상당히 제

거되었으며, Fig. 3에 나타나는 지나친 시간제한에 의해 심부

의 이상대가 소멸되는 현상과 시간 T7과 T8에서 이상대의 전

기비저항이 너무 작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미한 역산영상의 변화만으

로 일반적인 4차원 역산법에 비하여 개발된 역산법이 더 좋

Fig. 3. Resistivity and ratio sections obtained from a 4D inversion at time-step (a) T5, (b) T7 and (c) T8. The regularization parameters are

derived from the model parameters at a present iteration calculated in the pseudo-inversion.

Fig. 4. Resistivity and ratio sections obtained from a 4D inversion at time-step (a) T5, (b) T7 and (c) T8. The space-domain and time-domain

model constraint at a present iteration are adjusted so that their proportions to the data-misfit are constant throughout the entire inver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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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렵다. 

Fig. 4의 역산실험에서 시공간 모델제한자의 크기를 자료오

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산결과 영상에

는 시간적 변화대가 뚜렷하지 못하며, 상당 수준의 역산잡음

이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강조 모델제한자를 도입하였다. (8)식에 주어진 바와 같이 강

조 모델제한자는 공간영역과 시간영역 강조 모델제한자의 곱

으로 주어진다. 공간영역 강조 모델제한자는 분해능과 모델증

분의 곱이 작은 모델변수에는 강한 제한을, 큰 모델변수에는

약한 제한을 가하여 공간적으로 선명한 영상과 동시에 역산

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시간영역 강조 모델제한자는 공간 모

델제한과 시간적 변화량의 곱이 작은 모델변수에는 큰 제한

을, 큰 변수에는 작은 제한을 가하여 분해능이 낮은 심부의

모델변수도 시간적 변화가 클 경우 작은 제한을 가하여 시간

적 변화대를 강조하게 된다. 

Fig. 5는 강조 모델제한자를 적용한 4차원 역산결과 영상이

다. 이 역산실험에서도 앞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μ = 0.1, τ =

10로 설정하여 자료오차에 대한 모델제한자의 크기를 자동으

로 조정하였다. Fig. 5에서 좌측의 전기비저항 단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상대의 전기비저항값도 참 모델과 거의 유사하

며, 역산단면의 하부에 나타나던 역산잡음도 효과적으로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간 T8에서 심부에 발달

한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가 비교적 선명하게 영상화되어

있다. 일반적인 4차원 역산의 경우 심부의 시간적 변화대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도 낮은 분해능으로 인하여 흐릿하게

나타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조 모델제한자는 분해

능이 낮은 모델변수에도 시간적 변화량이 클 경우 약한 제한

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강조 모델제한은 심부의 시간적 변화

대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림 우측의 전기비저항 비 단면에서도 시간적 전기비저

항 변화대를 매우 뚜렷하게 영상화하고 있으며, 역산잡음도

거의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조 모델제한의 효과는 반복계산에 따른 강조

모델제한자의 변화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시간

T8에서의 반복계산횟수 증가에 따른 강조 모델제한의 분포양

상을 나타낸 것이다. 강조 모델제한자는 공간적 모델증분과

Fig. 5. Resistivity and ratio sections obtained from a 4D inversion with a focusing model constraint at time-step (a) T5, (b) T7 and (c) T8,

respectively.

Fig. 6. Distribution of (a) resistivity, (b) model perturbation (Δp), (c) time domain roughness of the model perturbation and (d) focusing model

constraints at the time-step T8 from the iteration number 1 (top) to 5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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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증분의 시간적 변화량이 클수록 작은 값이 부여된다. 최

초 반복계산에서는 초기모델을 균질 반무한 공간으로 설정하

였으므로 모든 전기비저항 이상대에서 공간적 모델증분이 상

대적으로 큰 값을 갖게 되며, 시간적 변화량은 심부의 변화대

에서 큰 값을 보인다. 따라서 강조 모델제한자는 모든 이상대

에서 작은 값을 갖는다. 그러나 다음 반복계산에서는 상부 이

상대의 시간적 변화가 거의 소멸되기 때문에 상부 이상대에

는 제한이 강해지며, 약한 모델제한은 주로 심부의 이상대에

집중된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계산횟수 2에서 가장 두드러지

며, 이미 반복계산횟수 2에서 심부의 시간적 변화대가 참 모

델에 상당히 근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반복계산횟수가

증가하면 역산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변수의 미세한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모델증분벡터는 물론 그

시간적 변화량은 크기가 작고 공간적으로 불규칙한 분포양상

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강조 모델제한자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한편 강조 모델제한자는 전반적으로 천부보다는 심부에서

큰 값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후기 반복계산에서 지배적이

다. 이는 공간영역 강조 모델제한 의 값이 천부에서 큰 값

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후기 반복계산에서는 모델증분이 매

우 작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분해능과

모델증분의 곱이 클수록 작은 값을 보이는 은 분해능이 높

은 천부에서 작은 값을, 심부에서는 큰 값을 보이게 된다. 결

과적으로 강조 모델제한자는 천부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제한

을, 심부에 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강조 모델

제한자의 거동 특성은 역산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특히 심부

의 시간적 변화대를 강조하기 위하여 분해능(공간적 모델제

한의 역수)이 작은 모델변수에도 작은 제한을 가하는 역산법

에서는 역산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모델제한의 최적화 방안 고찰

이 연구에서는 (4)식과 (5)식에 주어진 가중값 α와 β를 사

용하여 자료오차 Φd에 대한 모델제한의 크기 Φm과 Φτ의 비

인 μ와 τ를 전 역산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산 알고

리듬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μ와 τ를 최적화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공간역역 모델제한과 관련된 μ는 5% 내지 10%가 적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im et al., 2013), 이 역산실험에

서는 μ = 0.1로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시간영역 모델제한과

관련하여 각 역산실험에서 반복계산횟수 증가에 따른 Φd,

Φτ, τ 및 β의 거동특성과 역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7은 현재 반복계산에서의 Δp를 사용하여 시간영역 모

델제한자를 계산하는 역산실험(Fig. 3)에서 반복계산횟수에

따른 자료오차의 크기 Φd, 시간영역 모델제한자의 크기 Φ
τ0

=  및 τ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역

산실험에서는 β = 1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3)식에서 τ =

Φτ0/Φd이며, τ는 매 반복계산에서 자료오차와 시간제한자의

비를 의미한다. Fig. 7에서 Φd는 반복계산횟수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Φτ0는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τ는 반복계산횟수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역산에서 시간제한자가 자료오차

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4차원 역산에서는 시간제

한자의 영향이 과도하여 시간축을 따라 너무 부드러운 영상

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료오차에 대한 시공간 모델제

한자의 크기를 모든 반복계산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13)식에 의해 가중값 α와 β를 산출하고, 매

반복계산에서 자료오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시공간적 모델제

한을 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자료오차(Φd)에 대한 모델제한자(Φm와 Φ
τ
)의 비를 일정하

게 유지하는 역산실험(Fig. 4)에서는 μ = 0.1, τ = 10으로 설

정하였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영역 모델제한(Φ
τ
)

는 반복계산횟수가 증가해도 최초 반복계산에서의 값에서 크

게 변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복계산이 진행

됨에 따라 Φd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후기 반복계산에

서 Φτ가 역산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커짐을 의미한다. 따

라서 Φ
τ
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12)식에 주어진 가중값

β에 초기 반복계산에서는 큰 값을, 후기 반복계산에서는 작

은 값을 부여해야 한다. 이 역산실험에서 최초 반복계산에서

의 β = 1.018, 마지막 반복계산에서의 β = 0.014로 시간영역

모델제한자에 가해지는 가중값 β가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시간적 변화가 큰 모델일 경우에는 Φτ가 커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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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s of the data misfit Φd, the time-dom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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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적으로 τ 및 β가 큰 값을 갖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

는 오히려 너무 작은 시간제한이 가해져 시간제한자의 역할

이 약화된다. 즉 τ값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너

무 커져 시간적 변화대가 선명하게 영상화하기 어려우며, 반

대로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너무 작아 역산잡

음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τ값은 주어진 시간경과 모델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적정 τ값의 선정

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지하 모델의 시간적 변화량은

역산 이후에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자료의 시간적 변화량을 이용하여 모델의 시간

적 변화량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적정 τ값을 산출하는 방법

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료에서 모델을 추정

하는 역산의 의미를 가지므로 정량화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최초 반복계산에서의 추정모델을 사용하여 산출

된 β값이 1.0 부근의 값을 가질 때 좋은 역산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및 토의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은 지하 매질의 시간적 전기비저항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물리탐사 방법이며, 전기비저

항 모니터링 자료의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정밀한 4차원

역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장주기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을 위하여 4차원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역산법에서는 우선 현재 반복계산에서의 모델

변수 및 그 증분벡터를 사용하여 시공간 모델제한을 계산하

였다. 또한 시공간 라그랑지 곱수에 가중값을 도입하여 자료

오차에 대한 시공간 모델제한의 크기의 비를 전 역산과정에

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조 모델제한을 통하여

시간적 변화대를 보다 선명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4차원 역산은 지나친 시공간

모델제한으로 인하여 너무 부드러운 역산영상을 추정한다는

문제점과 심부의 분해능이 낮아 역산잡음이 발생하며, 심부의

시간적 변화대를 강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자료오차에

대한 시공간 모델제한자의 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지나친

모델제한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해능이 낮지만 유의미

한 시간적 변화를 보이는 모델변수에 작은 시간영역 모델제

한을 가하여 심부의 시간적 변화대를 보다 선명하게 영상화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공간 변화량이 큰 모델변수에

작은 제한을 가하는 강조 모델제한을 통하여 시공간적 변화

대를 뚜렷하게 영상화하고 역산잡음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4차원 역산법에서는 자료오차에 대한 모델제한자의

비인 μ와 τ값을 전 역산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한다. 4차원

역산 결과는 μ와 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 값을 적

정하게 설정해야 하다. 그러나 개발된 역산법에서는 μ와

τ의 값은 경험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다. 따라서 μ와 τ를

자동으로 적정하게 설정하는 알고리듬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τ값은 4차원 역산의 주된 목표인 시간적 변

화대의 영상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적정 τ값의 자동 설정을

위하여 자료의 시간적 변화량을 고려하는 알고리듬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역산법의 효용성 검토를 위하

여 수치모델링 자료에 대하여 역산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자료에 잡음을 추가하지 않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잡음은

역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역산에서 잡음의

억제는 일차적으로 자료가중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료가중

은 모델제한과 함께 역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가중 보다는 모델제한의 최적화에 집중하기

위하여 잡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잡음은 모델제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자료가중과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2018020806)

입니다.

References

Cassiani, G., Bruno, V., Villa, A., Fusi, N., and Binley, A. M.,

2006, A saline trace test monitored via time-lapse surface

Fig. 8. Variations of data misfit Φd, time-domain model constraint

Φ
τ
, ratio of data misfit to time-domain model constraint Φd/Φτ

and β with iteration number.



강조 모델제한을 적용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4차원 역산 149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 J. Appl. Geophys., 59(3),

244-259.

Cho, I. K., Ha, M. J., and Yong, H. S., 2013, Effective data

weighting and cross-model constraint in time-lapse inversion

of resistivity monitoring data, J. Korea Inst. Mineral Mining

Eng., 50(2), 264-277.

Constable, S. C., Parker, R. L., and Constable, C. G., 1987,

Occam's inversion: a practical algorithm for generating smooth

models from EM sounding data, Geophysics, 52(3), 289-300.

Day-Lewis, F. D., Harris, J. M., and Gorelick, S. M., 2002,

Time-lapse inversion of crosswell radar data, Geophysics,

67(6), 1740-1752.

Hayley, K., Pidlisecky, A., and Bentley, L. R., 2011, Simultaneous

time-lapse electrical resistivity inversion, J. Appl. Geophys.,

75(2), 401-411. 

Jayawickreme, D. H., Van Dam, R. L., and Hyndman, D. W.,

2010. Hydrological consequences of land-cover change:

quantifying the influence of plants on soil moisture with time-

lapse electrical resistivity, Geophysics, 75(4), WA43-A50.

Karaoulis, M., Kim, J. H., and Tsourlos, P. I., 2011, 4D active

time constrained inversion, J. Appl. Geophys., 73(1), 25-34. 

Karaoulis, M., Tsourlos, P. I., Kim, J. H., and Revil, A., 2014,

4D time-lapse ERT inversion: introducing combined time and

space constraints, Near Surf. Geophys., 12(1), 25-34.

Kemna, A., Vanderborght, J., Kulessa, B., and Vereecken, H.,

2002, Imaging and characterization of subsurface solute

transport using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ERT) and

equivalent transport models, J. Hydrol., 267(3-4), 125-146.

Kim, J. G., Park, S. G., Yi, M. J., and Kim, J. H., 2010, Tracing

solute infiltration using a combined method of dye tracer test

and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in an undisturbed forest

soil profile, Hydrol. Process., 24(21), 2977-2982.

Kim, K. J., and Cho, I. K., 2011, Time-lapse inversion of 2D

resistivity monitoring data with spatially varying cross-model

constraint, J. Appl. Geophys., 72(2-3), 114-122.

Kim, J. H., Yi, M. J., Park, S. G., and Kim, J. G., 2009, 4-D

inversion of DC resistivity monitoring data acquired over a

dynamically changing earth model, J. Appl. Geophys., 68(4),

522-532.

Kim, J. H., Supper, R., Tsourlos, P., and Yi, M. J., 2013, Four-

dimensional inversion of resistivity monitoring data through

Lp norm minimizations, Geophys. J. Int., 195(3), 1640-1656.

LaBrecque, D. J., and Yang, X., 2001, Difference inversion of

ERT data, A fast inversion method for 3-D in-situ monitoring,

J. Environ. and Engin. Geophys., 6(2), 83-89.

Loke, M. H., Dahlin, T., and Rucker, D. F., 2014, Smoothness-

constrained time-lapse inversion of data from 3D resistivity

surveys, Near Surf. Geophys., 12(1), 5-24.

Loke, M. H., 1999. Time-lapse resistivity imaging inversion,

Proceedings of the 5th Meeting of the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European Section, Em1.

Miller, C. R., Routh, P. S., Brosten, T. R., and McNamara, J. P.,

2008, Application of time-lapse ERT imaging to watershed

characterization, Geophysics, 73(3), G7-G17.

Oldenborger, G. A., Knoll, M. D., Routh, P. S., and LaBrecque,

D. J., 2007, Time-lapse ERT monitoring of an injection/

withdrawal experiment in a shallow unconfined aquifer,

Geophysics, 72(4), F177-F187.

Park, S. G., Kim, J. H., and Seo, G. W., 2005, Application of

electrical resistivity monitoring technique to maintenance of

embankments, Geophys. and Geophys. Explor., 8(2), 177-18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later, L., Binley, A. M., Daily, W., and Johnson, R., 2000,

Cross-hole electrical imaging of a controlled saline tracer

injection, J. Appl. Geophys., 44(2-3), 85-102.

Yaramanci, Y., 2000, Geoelectric exploration and monitoring in

rock salt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underground waste

disposal sites, J. Appl. Geophys., 44(2-3), 181-196.

Yi, M. J., Kim, J. H., and Chung, S. H., 2003, Enhancing the

resolving power of least-squares inversion with active con-

straint balancing, Geophysics, 68(3), 93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