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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비저항 탐사는 자동측정과 정밀한 자료 획득이 가능해 지면서 토목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에 따른 지하의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기법이 도입되면서 시간경과

모니터링 자료의 보다 정확한 모델링 기법과 역산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으로 요소

의 변형을 통해 임의 형상의 이상체 및 복잡한 지형의 굴곡을 표현하기 쉬운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법에서

선형요소(1차 요소)는 시스템 방정식의 구성이 간단하고 대역폭이 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선형요소는 요소 또는 절

점의 수에 따라 해의 수렴속도가 느리며 또한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한요소법에서 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차요소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차의 Serendipity 요소를 사용하는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선형요소법과 Serendipity 요소법의 비교를 위해 직육면체의 이상체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선형요소법의 결과

에 비해 Serendipity 요소를 사용하는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의 결과에서 보다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전기비저항 탐사, 3차원 모델링, Serendipity 요소

Abstract: A resistivity method has been applied to wide range of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problems with the help

of automatic and precise data acquisition. Thus, more accurate modeling and inversion of time-lapse monitoring data are

required since resistivity monitoring has been introduced to quantitatively find out subsurface changes With respect to

time. Here, we used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for 3D resistivity modeling since the method is easy to realize

complex topography and arbitrary shaped anomalous bodies. In the FEM, the linear elements, also referred to as first

order elements, have certain advantages of simple formulation and narrow bandwidth of system equation. However, the

linear elements show the poor accuracy and slow convergence of the solution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elements

or nodes. To achieve the higher accuracy of finite element solution, high order elements are generally use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3D resistivity modeling program using high order Serendipity elements. Comparing the Serendipity

element solutions for a cube model with the linear element solutions, we assured that the Serendipity element solutions

are more accurate than the linear element solutions in the 3D resistivity modeling. 

Keywords: resistivity method, 3-D modeling, Serendipity element

서 론

전기비저항 탐사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물리탐사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매우 복잡한

지질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일

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1차원 또는 2차원적 해석방법은 국내

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지질구조 및 지형을 정확히 근사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잘못된 지하구조를 도출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원

자료획득 및 3차원 해석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에는 측정방식

의 기술적인 발달로 현장자료 획득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동일

지역의 물성변화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이 도입되어 보다

정밀한 지하 이상대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Barker and Moore, 1998). 특히 모니터링 기법은 시간에 따른

지하의 작은 전기비저항 변화양상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탐사 자료의 획득 및 해석에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한다. 또한 복잡한 지형구조 및 지질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밀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정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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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기법과 역산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 3차원 모델링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지형을 포함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링 기법인 유한요소법의 정확도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2차 형상함수를 사용하는 Serendipity 요

소 전기비저항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간

단한 모델에 적용하고, 기존의 선형요소법과 비교하여 그 정확

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

기본 이론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 기법에는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적분방정식법 등 다양한 수치 해석 기법이 사용된다. 이 중 유

한요소법은 지형의 기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역산에 효과적으

로 사용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링 기법이다. 유한

요소법에 의한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은 Coggon (1971)을

시작으로 Fox et al. (1980)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국내의 경

우에도 오석훈(1994), 박권규(1994) 등에 의하여 연구된 바 있

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의 이론과 선형요소, 고차요소의 형상함수에 대해 간단

하게 기술한다. 

3차원 매질에서 전기비저항 모델링 지배방정식은

(1)

로 주어진다. 여기서 σ는 전기전도도(conductivity), φ는 전위

(electrical potential), δ는 Dirac delta function, I는 주입된 전

류의 크기, (xs, ys, zs)는 점전원의 좌표이다. 

유한요소법에서 요소내의 전위는 다음의 근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

여기서 φi는 각 절점에서의 전위이며, Ni는 형상함수(shape

function)이다. 이때 잔여값은

(3)

로 주어진다. 이제 가중잔여법의 정의에 따라 임의의 가중함수

(weighting function) 를 도입하여, 가중함수와 잔여

값의 내적 

(4)

을 만족시키는 전위가 (1)식의 최적의 해가 된다. (4)식에 (3)

식을 대입하면,

 (5)

이 된다. 한편 Green의 정리를 이용하면 (5)식은

.  (6)

(6)식에서 두 번째 적분항은 다음의 혼합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된다.

. (7)

(7)식에서 r은 방사거리, 경계면에 수직인 벡터와 방사벡터 사

이의 각도를 θ라 할 때, α = cosθ로 주어진다. 이제 (7)식을

(6)식에 대입하면,

. (8)

유한요소법에 의하여 (8)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N = w인

Galerkin 법을 적용하면

(9)

이 된다. (9)식에 주어진 선형방정식을 풀면 (1)식의 해를 얻을

수 있다. 즉

,  (10)

여기서

,

.

3차원 선형 요소의 형상함수

3차원 유한요소법에서는 주로 사면체와 육면체 요소가 사용

된다. 사면체 요소의 경우 지형의 굴곡을 효과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요소의 절점번호 부여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절점번호 부여에 용이한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였다. 육면체 요소는 8개의 절점을 가지며, 각 절점에서

의 형상함수는 해당 절점에서는 1이 되고 나머지 절점에서는

0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가 사용된다. 여기서 형상함수를 1차

선형(linear) 함수로 설정할 경우 이를 선형요소(1차 요소)라

하며, 이 경우 시스템 방정식의 구성이 간단하다. 그러나 육면

체 요소의 경우에는 지형의 변화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에서 지형의 굴곡을 포함

한 모델을 근사시키기 위해서는 Fig. 1의 (a)와 같이 hexahedral

∇ σ x,y,z( )∇φ x,y,z( )[ ]⋅  = −Iδ x xs–( ) y ys–( ) z zs–( )

φ̃ =  

i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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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hexahedral 요소의 적분은 계산

을 복잡하게 만들므로 요소의 적분을 쉽게 수행하기 위하여

Fig. 1의 (b)와 같이 좌표계 변환을 통하여 ξηζ 좌표계상의 정

육면체 요소(cubic element)로 변환한다. 

선형 좌표계 변환은 

, ,  (12)

으로 정의되며, 이때 ξηζ 좌표계상의 형상함수는

, (13)

여기에서 는 i번째 절점의 ξηζ 좌표계상 좌표값이다.

유한요소법에서 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은 요소를 조밀하게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밀한

선형요소의 경우 기억용량의 한계와 계산시간의 증가라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요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작아지면 정확도의 향상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특성이 있

다(Kotiuga and Silvester, 1982).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의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은 선형요소를 사용하

는데 국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컴퓨터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컴퓨터 수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조

밀한 선형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단점으로 여겨지던 계산시간

및 기억용량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복잡한 지질구조 및 지형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선형요소를 사용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은 정확도 측면에

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3차원 Serendipity 요소의 형상함수

선형요소법의 정확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고차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차요

소는 Lagrange 계열과 Serendipity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들의 형상함수는 고차함수이므로 선형방정식의 구성에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지만 구하고자 하는 변수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

게 모사할 수 있어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변수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고차요소가 선형요소에 비

하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Chun and Kassegne

(2005), Horlin et al. (2001) 등의 연구에 의하면 선형요소에

비해 고차의 형상함수를 이용할 경우 수치 실험의 결과가 보

다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

는 형상함수를 2차함수로 설정하는 2차 요소법(quadratic

element)에 관하여 설명한다.

2차 요소법에서 형상함수는 다음과 같이 Lagrange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된다.

, where  (14)

하지만 3차원 모델링에서 직육면체 요소를 사용할 경우

Lagrange 다항식을 이용하게 되면 육면체 내부에 절점이 설정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

적이다(Rathod and Sridevi, 2001). 이에 비해 Ergatoudis et al.

(1968)이 제안한 Serendipity 요소는 육면체 내부에 절점을 설

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단하며, 고차의 형

상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형요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높

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육면체 내부에 절점을 설정하지 않고 각 변에 절점을 하나씩

추가하여 총 20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진 Serendipity 요소를 사

x =  
i 1=

∞

∑Ni ξ,η,ζ( )xi y =  
i 1=

∞

∑Ni ξ,η,ζ( )yi z =  
i 1=

∞

∑Ni ξ,η,ζ( )zi

Ni ξ,η,ζ( ) = 1
8
--- 1 ξiξ+( ) 1 ηiη+( ) 1 ζiζ+( ) 1– ξ,η,ζ 1≤ ≤( )

ξi,ηi,ζi( )

nK x,y,z( ) = Lk x( )Lk y( )Lk z( ) Lk x( ) =  
m 0=
m k≠

n

∏ x xm–
xk xm–
-------------

Fig. 1. Hexahedral element (a) and transformed cubic element (b).

Fig. 2. Quadratic serendipity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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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Serendipity 요소법에서도 선형요소법과 마찬가지로 지형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hexahedral 요소로 요소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적분계산을 위하여 xyz 좌표계에서의

hexahedral 요소를 ξηζ 좌표계에서의 정육면체 요소(cubic

element)로 변환시킨다. 우선 두 좌표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

을 만족한다.

, , . (15)

Fig. 2는 이차(Quadratic) Serendipity 요소의 예를 나타낸 것

으로, 이차 Serendipity 요소 에서 2차 형상함

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t the corner nodes),

 (at midside nodes 2, 6, 14, 18),

 (at midside nodes 4, 8, 16, 20),

 (at midside nodes 9, 10, 11, 12).

(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절점 Serendipity 요소의 형상함수는

비록 incomplete 다항식이지만 육면체 내부에 절점을 따로 설

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2차 다항

식이므로 변수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과 및 고찰

모델링 정확성 검토

Serendipity 요소법을 사용하여 전기비저항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3은 반무한 균질매질에서의 직육면체 전도성

이상체를 가정한 모델이다.

여기서 배경매질의 전기비저항은 1000 ohm-m로 가정하였

으며, 이상체는 1 ohm-m의 전도성 직육면체로 크기는 20 m ×

20 m × 10 m이고, 이상체 상부까지의 깊이는 10 m로 설정하

였다. 측선의 총 길이는 200 m, 측점간격은 10 m로 하였으며,

측선이 이상체 중심을 통과하도록 설정하였다. 사용된 배열은

쌍극자 배열이며, 전극전개수는 12로 설정하였다. 정확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수치 해 중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

진 적분방정식법(Hohmann, 1975; 조인기, 1989)을 통하여 얻

은 3차원 모델링 결과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선형요소법과

Serendipity 요소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3차원 모델링에서는 측점간격 당 요소수를 4개

이상으로 분할하면 적정한 정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2

개 이하의 경우에는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에 따라 Fig. 4에 나타낸 선형요소법과 Serendipity 요소

법의 가단면도는 측점간격 당 4개의 요소로 분할했을 때의 결

과를 이용하였다. 이때, 각 방법의 가단면도는 거의 동일한 영

상이 나타나며, 이상체 영향으로 八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적분방정식법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준

으로 가단면도에 오차(misfit, %)를 표현하고, 요소수의 증가에

따른 해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RMS 오차를 비교하였다.

 (17)

x =  
i 1=

20

∑Ni ξ,η,ζ( )xi y =  
i 1=

20

∑Ni ξ,η,ζ( )yi z =  
i 1=

20

∑Ni ξ,η,ζ( )zi

1– ξ,η,ζ 1≤ ≤( )

Ni = 1
8
--- 1 ξiξ+( ) 1 ηiη+( ) 1 ζiζ+( ) ξiξ ηiη ζiζ 2–+ +( )

Ni = 1
4
--- 1−ξ

2

( ) 1 ηiη+( ) 1 ζiζ+( )

Ni = 1
4
--- 1−η

2

( ) 1 ζiζ+( ) 1 ξiξ+( )

Ni = 1
4
--- 1−ζ

2

( ) 1 ξiξ+( ) 1 ηiη+( )

errori %( ) = ρF ρI–
ρI

--------------- 100×

Fig. 3. Conductive anomalous model embedded in a homogeneous

half-space of 1000 ohm-m.

Fig. 4. Apparent resistivity pseudo-sections obtained from (a)

integral equation method, (b) linear FEM, and (c) quadratic FEM

for the model given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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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Fig. 5의 오차 가단면도에서 보면, 八자 형태가 나타나는 영

역과 그 아랫부분에서 일반적인 선형요소법이 Serendipity 요

소법에 비해 오차가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6의 RMS 오차를 비교한 결과에서 두 방법

모두 요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RMS 오차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Serendipity 요소법에서 약 2배 이상의 높은 정확

도를 보여준다. 이 같이 Serendipity 요소법을 이용한 모델링

결과에서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상체 주변의

비교적 복잡한 전위분포를 2차 다항식의 형상함수를 사용하는

Serendipity 요소법에서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링 소요시간

Fig. 7은 각 방법의 모델링 소요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두 방법 모두 같은 컴퓨터와 OS를 사용하였으며, 컴퓨터 사양

과 이용한 OS는 다음과 같다.

− AMD phenom(tm) II × 4 995 processor 3.2 GHz, RAM

8.00GB. 

− win 7(64비트), VS C++ 2010(64비트).

이때, 일반적인 선형요소법은 요소 2개로 분할 시 약 8초, 5

개로 분할 시 약 4분 39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rendipity 요소법은 요소 2개로 분할 시 약 10분 33초, 5개

로 분할 시 약 14시간 37분 26초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Serendipity 요소법은 일반적인 선형요소법에 비해 정확한 모

델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모델링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Serendipity 요소법에서 계산시간의 대부

분은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할애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

형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직접해법인 LU-분해법을 이

용하였다. 따라서 선형요소법에 비하여 선형방정식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해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

렴시간이 짧은 반복적 방법이나 병렬계산을 적용하거나, 향후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향상되면 계산시간의 단축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결 론

최근 전기비저항 탐사는 다중채널 자동측정 기술이 도입되

RMS error %( ) = 1
N
----  

i 1=

N

∑ errori( )
2

Fig. 5. Misfit sections of (a) linear and (b) quadratic FEM with

respect to the integral equation method when a dipole spacing was

divided to 4 elements. 

Fig. 6. Comparison of misfit of the linear and quadratic element

method with respect to the integral equation method for the model

given in Fig. 3.

Fig. 7. Execution times of linear and quadratic FEM for the model

given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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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단시간 내에 대량의 자료획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료획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기비저항 3차원

해석 및 모니터링 기법이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면서 보다

정확한 모델링 기법과 역산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의 전기비저항 3차원 모델링 연구에는 선형요소를 이용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물성변화가 복잡할 때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물성변화가 복잡

할 때 유용한 Serendipity 요소를 사용하는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erendipity 요소는 육면체 내부에 절점을 설정하지 않고 각 변

에 절점을 하나씩 추가하여 총 20개의 절점을 사용한다. 형상

함수가 비록 incomplete 다항식이지만, Lagrange 다항식을 이

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단하고, 2차 다항식의 형

상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형요소보다 변수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Serendipity 요소법을 사용하는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링 기

법의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간단한 모델에 적용하였다. 선형요

소법과 Serendipity 요소법의 오차 수준은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2차 다항식을 이용하는 Serendipity 요소

법에서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복잡한 모델을 설정한 후 Serendipity 요소법의 정확도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복잡한

모델을 설정할 경우, 적분방정식법의 결과가 더 높은 정밀도를

나타낸다고 확신할 수 없다. 즉 비교대상이 없는 복잡한 모델

의 정확도 분석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모델에 적용하였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Serendipity 요

소법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물성의 변화가

심한 임의의 지하 구조를 가정할 경우 Serendipity 요소법을

적용하면, 보다 정확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조밀한 선형요소 분할의 단점으로 알려진 계산시간과

기억용량의 한계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어느 정도 극복하였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erendipity 요소법은 선형요소법에

비해 절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 행렬의 밴드폭이 크고,

따라서 모델링 소요시간이 선형요소법에 비해 오래 걸리는 단

점이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모델링 시간이 더 오래 걸

리는 Serendipity 요소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선형요소법을 이

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조금이라도

정확한 결과의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 Serendipity 요소법이 의

미를 갖게 된다. 또한 향후 컴퓨터의 지속적 발달로 인하여 모

델링 소요시간의 단점이 극복되면 Serendipity 요소법의 적용

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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