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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의의 전기 이방성을 갖는 지하 층상 구조에 유입되는 전류에 의한 전위와 전기장의 계산을 위하여, Das (1995)에 의해 연구되었던 해석
해 알고리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였다. 모든 이론 전개를 단계별로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류 전극에 의한 전위 및 전류를 구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전위와 전기장의 계산을 통해 이방성 층상구조에 대한 전기 비저항 탐사 겉보기 비저항 변화를 전
극 간격과 전극 운영 방향에 따라 계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예시로 도시화함으로써 전기적 이방성 매체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주요어
이방성, 층상 구조, 전위, 전류, 전기 비저항 탐사

ABSTRACT
We followed and extended the algorithm originally made by Das (1995) to calculate the electric potential and field induced by electric
current in arbitrary anisotropic layered structure. We confirmed all the theoretical contents and coded the corresponding program to
acquire the electric potential and field. Further we extended to forward estimation of apparent resistivity to be attained by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on anisotropic layered structure with differing the electrode spacing and azimuth of anisotropy. The effects of
anisotropy were reviewed by considering som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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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기적으로 이방성을 가지는 매질에 대하여 등방성을 가정

하는 이론만을 적용한다면, 탐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지층이 전기적이방성을 띠는 예로는,

암상이 내재적으로 이방성을 가지는 경우와 절리 등에 의하여

지질구조적 이방성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방적 지하구조에서의 전기탐사 이론은 수십 년 전부터 발

전되어 왔다(Asten, 1974, Pal and Dasgupta, 1985, Li and

Pederson, 1991, Das, 1995, Pervago et al., 2006). 그런데 이

들은 수직축에 대한 회전대칭성을 설정하는 등 부분적으로만

이방성을 고려하였으며, Das와 Pervago 등의 두 연구만이 임

의의 이방성을 고려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모든 연구를 검토하여 비교하고 더욱 진전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Pervago 등의 논문내용에서는 수학적 부

분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전위의 점화식 계수가 발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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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적 문제점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여, 본 단보에서는 일단

Das의 연구에만 의거하였다. 다음 절에 그 기본원리를 요약하

였고, 이후 계산의 예를 들었다. Das의 본래 연구에는 전기장

의 계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는 이 내용이 추

가되었다. 전기장의 정보는 전위의 내삽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개략적 기본이론

 전기적으로 이방성을 가지는 매질 내에서의 전기장 E와 전

류밀도 J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는 또한 [J] = [][E]로도 나타낼 수 있다.

전위를 V라고 하면, 이와 전기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전하보존의 법칙으로부터 정상상태(steady state)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3)

한편 식 (1)의 역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 = [][J] (4)

여기의 []과 []은 각각 전기전도도 텐서와 전기비저항 텐서

들인데, 이들은 서로 역행렬의 관계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1]  (5)

두 좌표축 x1과 x2에 대한 푸리에변환을 아래 과정에서 사

용한다. 한편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리스 지수 , , 는 모두

1 혹은 2이다. x3축은 지표면에서 아래쪽을 향한다. 

F(x1, x2, x3)의 푸리에 변환을 (1, 2, 3)로 정의하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1, 2, 3)= F(x1, x2, x3) dx1dx2 (6)

그리고 이의 역변환은 다음과 같다.

F(x1, x2, x3) = (1, 2, 3) d1d2  (7)

변환된 파수영역에서는 공간미분 이 i로 바

뀌게 된다. 또한 ,  및 연속방정식 

= 은 각각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 , (8)

한편 전기장의 푸리에변환은 식 (4)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  (9)

이로부터 다음의 관계들을 얻는다.

,  (10)

여기에서 는 x1과 x2축방향의 전기전도도 텐서(2 × 2)이다.

다시 식 (10)의 두 번째 관계의 에 식 (9)의 표현을 대입

하면 다음과 같다.

 (11)

그런데 식 (8), (9)로부터 다음이 성립한다.

 (12)

여기서 에 식 (11)의 표현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13)

다시 식 (8)의 세 번째 관계의 를 식 (11)의 표현으로 바

꾸면 다음과 같다.

(14)

식 (13)의 우변의 항들을 좌변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식 (14)의 항들의 위치를 바꾸면 다음과 같다.

이 두 식들을 행렬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식 (15)가 이방적 매질에서의 전위와 전류밀도에 대한 궁극

적인 관계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풀이가 용이한 형

태로 아래에서 바꾸게 되는데, 먼저 다음과 같이 와 을

정의한다. 

 (16)

여기에서 이며, 는 식 (15) 중의 행렬요소이

다. 그리하면 식 (15)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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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 = 3– J̃33 J̃3 = i– 3  ||

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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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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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의 두 개의 고유값 와 위의 Y로써 와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아래의 식이 성립하게 된다.

 (17)

또한 으로 하여, 식 (15-17)으로부터 다

음을 얻게 된다.

 (18)

식 (18)은 식 (15)와 달리 와 에 대하여 분리된 2개

의 미분방정식이므로, 그 해를 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층상지하구조에 대하여 식 (18)을 푸는 데 있

어, 각층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변수들을 구할 수 있도록 전개

한다. 이에 관련된 점화식들에 대하여는 Das의 원문에 소상하

게 기술되어 있다. 식 (15)에서 식 (18)로 바뀌는 과정을 여기

의 부록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식 (18)의 해를 순차적으로

구하는 점화식의 보다 상세한 유도 그리고 전기장을 FFT로써

구하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부록에 각각 기술하였다. 점화식

유도 중에 Das의 원문에 발견되는 약간의 조판인쇄과정의 오

류들을 수정하였다. 

와 을 구한 다음 곧바로 로서 전기퍼텐

셜 V의 푸리에 변환을 구하게 되는데 이는 위의 식 (7)과 같다.

V(x1, x2, x3) = (1, 2, x3) d1d2  (19)

여기에서 식 (19)를 약간 변환하면 전기장 를 곧바로 구

할 수 있다. 

 (20a)

 (20b)

또한 실공간의 격자내의 임의지점에서의 전위를 내삽으로

구하는 데에 있어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식 (20a-b)과

함께 다음의 2계 도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21)

전위와 전기장 그리고 겉보기비저항 계산예

 앞 절에서 요약-기술된 방법에 의거하여, 임의의 깊이에서

가해지는 전류에 의하여 이방적 층상구조 내에 형성되는 전위

를 임의의 위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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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electric potential at surface due to a unit

current into an isotropic half space, of which the conductivity is

given by Eq. (22). The calculation was performed using a FORTRAN

code developed in this study. Unit of electric potential - [volt]. 

Fig. 2. Illustration of electric potential at surface due to a unit

current into an anisotropic half space, of which the conductivity is

given by Eq. (22). The calculation was performed using a FORTRAN

code developed in this study. Unit of electric potential - [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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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RAN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다음의 두 경우 즉 등방

적인 지층구조와 이방적인 지층구조에 대하여 지표면에 1 암

페어의 전류를 투입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지표면의 전위와 전

류를 Figs. 1, 2에 각각 나타내었다(단위는 [Sm1]).

, 

 (2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임의의 이방적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층을 10개까지 읽어 들여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2차원 푸리에변환에서는 격자망을 128 × 128

으로 하였다. 또한 5개의 층에 대한 256 × 256의 격자망의 계

산수행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그런데 Fig. 1과 Fig. 2에서는

식 (22)의 두 가지 다른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1개의 층으로만

각각 계산하되, 1A(암페어)의 전류가 유입되는 경우 지표면에

형성되는 전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얻어진 전위 값들로부터 웨너 전극배열로써 지전

기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되,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전극간격을 a= 10, 20, 30, 40미터의 네 가지 경우로 하

여 수평면(x1x2 평면)에서 측선방향을 x1축 방향에서부터 10

도씩 바꾸어가며 얻어지게 되는 겉보기비저항 
a
을 구하여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다른 예로서, 기본적으로는 등방적 지하구조이나(식 (22)의

전기전도도 텐서), 깊이 10미터에서 30미터 사이에는 전기전

도도가 다른 층이 삽입되어 있는 구조를 고려하되, 22 = 0.01

으로 작거나 22 = 1.0으로 큰 경우의 두 가지를 가정하였다.

즉 삽입되는 층의 전기전도도 텐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단

위는 [Sm1]).

, (23)

이 두 경우의 지하구조들에 대하여 계산되는 지표면에서의

전위를 Fig. 5와 Fig. 6에 각각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얻어진

전위 값으로부터 웨너 전극배열의 지전기탐사에 해당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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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llustration of apparent resistivity attained by hypothetical survey

of Wenner configuration on a half space, of which the conductivity is

given by Eq. (22) (isotropic). Electrode distance a = 10, 20, 30, and 40

m, and each azimuthal angle are as shown. Electric potentials from Fig.

1 were used. Unit of resistivity - [m]. 

Fig. 4. Illustration of apparent resistivity attained by hypothetical

survey of Wenner configuration on a half space, of which the

conductivity is given by Eq. (22) (anisotropic). Electrode distance

a = 10, 20, 30, and 40 m, and each azimuthal angle are as shown.

Electric potentials from Fig. 2 were used. Unit of resistivity - [m]. 

Fig. 5. Electric potential at surface due to a unit current into the

Earth, of which the conductivity of the second layer conductivity is

given as the first one in Eq. (23) (22 = 0.01 Sm1). The calculation

was performed using a FORTRAN code developed in this study.

Unit of electric potential - [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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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산을 수행하되, 22 = 0.01인 경우에는 전극간격을 a =

10, 20, 30, 40미터로 그리고 22 = 1.0인 경우에는 a = 15, 20,

25, 30으로 하고 측선방향을 모두 10 도씩 바꾸어가며 얻어지

는 겉보기비저항 
a
을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웨너 전극배열 지전기탐사에 해당하는 결과들에 대하여 잠

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Fig. 3과 4에서 각각 등방적 그

리고 이방적 지하구조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

적으로 얻어진 전기비저항값이 무한 반지하공간에 해당하는

수치와 약간 다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a = 40미터인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이는 FFT를 적용하는 정사각형의 변들이 유한

하기 때문이며(여기에서는 200 미터), 또한 원점에서의 전위가

매우 크기는 하지만 무한대로 증가하는 특이점의 성질을 온전

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Fig. 4에서 비저항값이 측선방향

약 140도 부근에서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식 (22)

의 이방적 전기전도도 텐서의 고유벡터의 방향 (0.756,

0.526, 0.382)와 관련이 있다. Fig. 7과 Fig. 8은 지하의 10 미

터에서 30 미터 사이의 지층이 전기전도도가 x2 방향으로 작

거나 큰 경우로서, 역시 그에 해당하는 특성이 표면에서의 겉

보기비저항값들의 전극간격 및 측선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

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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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ectric potential at surface due to a unit current into the

Earth, of which the conductivity of the second layer conductivity is

given as the second one in Eq. (23) (22 = 1.0 Sm1). The

calculation was performed using a FORTRAN code developed in

this study. Unit of electric potential - [volt]. 

Fig. 7. Apparent resistivity attained by hypothetical survey of

Wenner configuration on half space, of which the conductivity is

given as the first one in Eq. (23) (22 = 0.01 Sm1). Electrode

distance a = 10, 20, 30, and 40 m and each azimuthal angle are as

shown. Electric potential from Fig. 5 were used. Unit of resistivity

- [m]. 

Fig. 8. Apparent resistivity attained by hypothetical survey of

Wenner configuration on half space, of which the conductivity is

given as the second one in Eq. (23) (22 = 1.0 Sm1). Electrode

distance a = 15, 20, 25, and 30 m and each azimuthal angle are as

shown. Electric potential from Fig. 5 were used. Unit of resistivity

- [m]. 



이방성 층상구조에 대한 전위와 전기장 및 전기비저항탐사 계산 연구 103

References

Asten, M. W., 1974, The Influence of Electrical Anisotropy on

Mise A La Masse Surveys, Geophys. Pros., 22(2), 238-245,

doi:10.1111/j.1365-2478.1974.tb00082.x

Das, U. C., 1995, Direct current electric potential computation

in an inhomogeneous and arbitrarily anisotropic earth,

Geophys. Pros., 43(3), 417-432, doi:10.1111/j.1365-2478.

1995.tb00260x 

Li, X., and Pederson, L. B., 1991, The electromagnetic response

of an azimuthally anisotropic half-space, Geophys., 56(9),

1462-1473, doi:10.1190/1.1443166

Pal, B. P., and Dasgupta, S. P., 1985, Electrical Potential due to

a Point Current Source over an Anisotropic Earth with a

Linear Variation of Conductivity in Transverse and Vertical

Directions, Geoexploration, 23(2), 275-278, (republished:

Geophys. Pros., 32, 943-954, 2006. doi:10.1111/j.1365-2478.

1984.tb00748.x)

Pervago, E., Mousatov., A., and Shevnin, V., 2006, Analytical

solution for the electric potential in arbitrary anisotropic

media applying set of Hankel transform of integer order,

Geophys. Pros., 54(5), 651-661, doi:10.1111/j.1365-2478.

2006.00555.x

부록 A. 와 에 대한 조건식의 상세유도W̃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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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임의의 깊이에서 를  및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구하는 점화식Ṽ W̃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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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로부터 전위 와 그의 1계도함수 및 2계도함수를 구하는 부분의 상세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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