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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극(induced polarization, IP)법은 금속광물 표면에 축적된 전하의 방전현상으로, 이는 전류 차단 

후의 과도적인 전위를 측정하거나 대지에 교류 전류를 흘려 주파수에 따를 임피던스의 변화로 얻어진다. 
측정장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후자가 많이 이용되었지만 반도체의 발달과 더불어 측정장비가 개선

된 최근에는 시간영역에서의 측정이 주류이다. 시간영역 측정은 전류 차단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류선

에서 직접 오는 잡음이나 누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한국에는 많은 고성능 전기탐사 장비(SuperSting, Syscal Pro 등)가 도입되어 있으며, 이 장비들은 

정확한 송신전류의 제어와 정밀한 수신 전압의 표본화(sampling)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비저항 뿐만 아니

라 시간영역 IP 효과도 함께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두 종류의 송신주파수를 이용하면 주파수효과(frequency 
effect)의 측정도 가능하다. 성공적인 IP 탐사를 위해서는 비분극전극을 사용한 제대로 된 측정과 IP 자료를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산기술이 필요하다. 

IP 자료의 역산문제는 두 단계 과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먼저 겉보기비저항 자료에서부터 배경 전기전도

도 분포를 구하기 위해 역산을 시도한다. 이 전기전도도 분포는 다음 단계인 IP 역산을 위한 감도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분극률은 선형 역산 문제를 풀면 얻어진다. 그러나 겉보기비저항 자료의 역산 

단계에서 최소구조 모델을 구하게 되면 이상체를 실제보다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상체와 배경의 분극률 

차이를 적게 나타낼 우려가 있다. 

역산에서는 모델을 많은 블록으로 분할하고 각 블록의 전기비저항과 충전성(chargeability)과 같은 IP 
효과를 구해야 할 모델변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블록의 전기비저항을 ri, 참의 IP 효과를 mi로 나타내

면 지표에서 관측되는 겉보기 IP 효과 ma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Seigel,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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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a는 겉보기비저항, n은 분극성 블록의 총 개수이다. 따라서 블록의 전기비저항에 대한 겉보기비

저항의 편미분을 알면 최소자승법으로 블록의 IP효과를 구할 수 있다(Sasaki, 1992).

본 연구에서는 Han et al. (2008)의 Gauss-Newton 법을 전기비저항 역산에 응용하여 실제적인 IP 역산법

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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