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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a DC resistivity inversion method that incorporates structural and inequality 

constraints to enhance the resolution of resistivity inversions, and presents sample inversion results 

with these constraints. In the constrained inversions, a base model is constructed from a layered model 

through interpretation of other geophysical data. Inversion tests establish that both the structural and 

inequality constraints produce better resistivity models than the unconstrained inversion. However, 

the inequality inversion not only reproduces the exact layered structure of the background, it 

reproduces conductive anomalies at a depth of ~ 10 m when an inexact base model of electrical 

resistivity is used.

Keywords: land subsidence, resistivity inversion, base model, structural constraint, inequality 

constraint

초 록

이 연구는 전기비저항 역산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제약과 부등식 제약조건을 적용한 전기비저항 

역산법을 소개하고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역산에서는 지하투과레이다와 표면파 탐사자료로부

터 사전 해석된 층서구조를 전기비저항 참조모델로 도입하고 구조제약과 부등식 제약의 유용성을 합성

모델을 이용한 역산실험으로 확인하였다. 연약지반 조건을 가정한 실험모델에 대한 구조제약과 부등식

제약 역산실험 모두 일반적인 전기비저항 역산보다 향상된 역산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부등식제약 역산

에서는 참조모델이 다소 부정확한 경우에도 배경층서구조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동시에 천부(약 10 m 

심도)의 전도성 이상체들도 정확히 나타내는 역산결과를 보여주었다.

주요어: 지반침하, 전기비저항 역산, 참조모델, 구조제약, 부등식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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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급격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도심지에서 도로나 지반이 급속하게 함몰되는 현상이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는 점토질 토양의 분포뿐 아니라 토양 내 지하수의 변동과 연계되어 

일어나게 되므로(Kim et al., 2007; Cha et al., 2017), 도심지 지반함몰의 위험성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유동

의 파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반에서의 지하수 분포 특성은 매질의 전기비저항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도

심지 지반함몰 탐지에 전기비저항 탐사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Song et al. (2004)은 지하수 과잉양수에 따른 지반변형 조사를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Park et al. (2006)은 석회규산염암의 공동탐지를 위한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연구를, Kim et al. (2007)은 지반함몰 탐지

를 위한 복합물리탐사법을 소개하였으며, Hong et al. (2015)은 석회석 광산지역의 지반함몰 분석을 위한 물리탐사법들을 

소개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해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역산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역산은 불안정성과 비유일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한을 적용하여 해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자 노력한다(Yi et 

al., 1999). 전기비저항 역산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제약들 중에서 구조제약(structural constraint)이나 부등식제약

(inequality constraint)을 이용한다면 역산의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Saunders et al., 2005; Kim and Kim, 2011), 

이들 역산에 필요한 참조모델(base model)의 구성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행한 지질 조사나, 이종 물리탐사자료, 시추

공 자료 등의 사전정보들을 필요로 한다(Li and Oldenburg, 2000; Sun and Li, 2015).

최근까지 국내 지반조사 분야에서는 단일 물리탐사법을 이용한 해석이 대부분 이였기 때문에, 사전정보들로부터 구성

된 참조모델을 필요로 하는 구조제약이나 부등식제약 전기비저항 역산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

밀한 지반함몰의 탐지를 위해서 여러 물리탐사법들을 동시에 적용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Han, 2017). 지하투과

레이다(Ground Penetrating Radar; GPR)은 천부층 구조의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다중채널 표면파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MASW) 탐사는 GPR 탐사에 비해 해상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기전단파속도

(Vs)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기본적인 층서 정보를 추정하는데 활용 가능하다(Reynolds, 2011). 따라서 지반함몰 탐사에

서 전기비저항 탐사 뿐만 아니라 GPR과 MASW 탐사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 탐사자료를 이용하여 전기비저

항 참조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전기비저항 역산의 해상도 향상을 위해 구조제약과 부등식제약을 적용한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

였다. 이 알고리듬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심지 연약지반 모델에 대한 GPR과 MASW 자료를 활용하여 전기비저항 

역산의 참조모델을 구성하고 구조제약 및 부등식제약 역산실험을 수행하였다. 도심지 연약지반 모델에 대한 구조제약과 

부등식제약 전기비저항 역산결과들을 전통적인 역산결과와 상호 비교한 결과, 구조제약이나 부등식제약 모두 역산 해상

도가 향상됨을 보여주었고, 특히 부등식제약조건은 참조모델의 전기비저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답모델을 정확

하게 재구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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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리탐사의 비선형 역해석 문제는 반복 선형화 역산에 기초한다. 즉,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자료 역산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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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 반복(k)에서,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mk)에 대한 모델링 반응과 현장 측정 자료와의 차이 즉, 오차벡터 d
k와 모델 증

분벡터 m
k(=m

k+1–m
k)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 Φ를 구성하여 해를 구하게 된다(Sasaki, 2004; Han et al., 

2008).

  ∆d
  J


∆m

  R , (1)

여기서, Jk는 k번째 모델변수에 대한 전기비저항 반응의 편미분으로 정의되는 감도행렬, λ는 라그랑지 곱수, R은 평활화

제약을 적용하기 위한 모델변수 행렬이다(Sasaki, 1994; 2004).

식 (1)은 지층 구조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이 없을 때,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일반적 역산법(이하 ‘단순 역산’이라 함)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부지반 평가를 위한 탐사를 수행할 때는 기타 다른 물리탐사법들을 (예들 들면 탄성파, GPR 탐

사 등)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 탐사 자료들을 이용한다면 전기비저항 해석의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MASW 탐사 자료로부터 Vs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기본적인 층서 정보(예를 들면 토양과 기반암)를 획득할 수 

있고, GPR 자료는 천부의 구조에 대해 높은 해상도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탐사 자료를 이용하면 대상 

지역의 층서구조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시추공에서 측정한 전기비저항 검층 값이 있다면 심도에 따른 전기비저항 

값 정보를 포함한 보다 정확한 층서구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전 정보를 전기비저항 역산에서 제약조건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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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층의 전기비저항 구조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이 사전정보 모델과 가장 가까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MASW와 GPR 탐사뿐만 아니라 시추공에서 측정한 전기비저항 검층 값이 있다면 대상 지역의 층서의 

전기비저항 모델을 구성하여 이에 가장 가까운 해를 얻도록 전기비저항 역산을 수행한다면 역산의 해상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층서 전기비저항 모델을 구조제약조건으로 적용한 전기비저항 역산의 목적함수는 아래와 같다(Han et al., 

2008; Jang et al., 2014)

  ∆d
  J


∆m

  R  m mref

, (2)

여기서, α는 구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곱수, mref는 구조제약을 위한 참조모델이다. 식 (2)의 최소화 문제를 관측방정식

으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J


 C

 I
∆m

  
∆d




mref

 . (3)

식 (3)을 푼다는 것은, 측정 자료에 가까운 반응을 주면서도 모델 변수가 부드럽게 변화하는 단순역산의 해 특성에 추가

적으로 참조모델 mref에도 가까운 해를 구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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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모델에서 결정한 전기비저항 값이 항상 실제 지층의 전기비저항 값과 가까울 수는 없으므로, MASW와 GPR 

탐사자료 그리고 시추공 자료를 활용하여 층서구조를 결정하고 각 층서들이 가질 수 있는 전기비저항 값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부등식제약(inequality constraint)을 적용할 수 있다. 

역산의 모델 매개변수들 값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하부경계값(a)과와 상부경계값(b)을 정한 뒤, 이 범위에서만 모델 

매개변수 값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환함수는 아래와 같다(Kim and Kim, 2011)

x



ln 
bm

m a
a m b, (4)

여기서, p는 변환된 공간의 기울기를 조정하는 변수이며, p가 커질수록 기울기는 커지게 된다. 변환된 모델변수벡터는 아

래와 같이 얻어진다.

m


 e
x

a be
x

, (5)

모든 역산 블럭들에 동일한 경계를 적용한다면 a와 b는 스칼라 값으로 간단해진다. 변환된 공간 내에서 역산을 행하기 

위해서 변환변수를 이용하여 감도행렬 J를 Jʹ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Commer and Newman, 2008).

J
′
x

d

m

d
x

m
, (6)

x

m

b a

bmm a
, (7)

식 (7)을 식 (3)에 적용하여 모델변수를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제약을 가한 역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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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역산에서 구조제약과 부등식제약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토질 이상체가 지반 내에 존

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먼저 실험모델의 배경 지반은 토양과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2층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토양층

에서는 지하수면의 심도가 2 m에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포화토와 불포화토로 구분하였다(Fig. 1a). 이때, 토양의 공

극률은 25%, 점토함유량은 10%, 포화토의 수포화도는 100%, 불포화토의 수포화도는 20%로 가정함으로써 전기비저항 

물성 측면에서는 불포화토, 포화토, 기반암의 3층이 되도록 가정하였다. 점토질 이상체는 공극률 5%, 점토함유량은 60%

로 가정하였으며, 크기는 4 m × 4 m × 4 m, 윗면 심도는 8 m에 있다고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층서구조 내의 이상체에 대해 전기비저항 탐사, GPR 탐사 및 MASW 탐사 수치모델링을 수행하기 



��������	
������������������������������� ∙ 371

위해서는 배경 지반 및 이상체의 전기비저항, 유전율 및 탄성계수와 밀도 값을 추정하여 개별 탐사법에 대한 모델들을 구

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암석물리모델에 기초하여 개별 탐사들의 수치모델들을 구하였다. GPR 탐사 모델링을 위

한 유전율 계산에는 복소굴절률(Complex Refractive Index Model, CRIM) 식을(Cassidy, 2009),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

링을 위한 전기비저항 값 계산에는 Archie 식 등을 이용하는 전기비저항 암석물리모델(Archie, 1942; Park et al., 2014)

을, MASW 탐사 모델링을 위한 탄성계수와 밀도의 계산을 위해서는 Gassmann 식 등을 이용한 탄성파 암석물리모델

(Gassmann, 1951; Park and Nam, 2014)을 이용하였다.

CRIM식에 기초하여 계산한 불포화토, 포화토, 점토질 이상체 그리고 기반암의 상대유전율은 각각 5, 23, 30, 6 이며, 전

기비저항 암석물리모델에 기초하여 계산한 불포화토, 포화토, 점토질 이상체 그리고 기반암의 전기비저항 값은 각각 198, 

112, 20, 1000 ohm-m이다. MASW 탐사 모델링을 위해 이용한 탄성파암석물리모델에서 계산한 불포화토, 포화토, 점토

질 이상체 그리고 기반암의 밀도는 2000, 2000, 2500, 1800 kg/m3, P파 속도는 800, 1700, 4000, 1600 m/s이고 S파 속도

는 500, 500, 400, 1000 m/s 이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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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Unsaturated Soil Saturated Soil Anomaly Bed Rock

Dielectric Constant 5 23 30 6

Resistivity (ohm-m) 198 112 20 1000

Density (kg/m3) 2000 2000 1800 2500

P-wave Velocity (m/s) 800 1700 1600 4000

S-wave Velocity (m/s) 500 500 400 1000

&'(���)*+,�� �-./��01�23�4��45�6#

전기비저항 역산에 앞서 참조모델 구성을 위해 GPR과 MASW 자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GPR과 MASW 

모두 측선이 이상체의 직상부에 위치할 때(Fig. 1b의 Line 2), 각각 3차원 GPR 모델링 알고리듬(Jang et al., 2016)과 2차

원 탄성파 모델링 알고리듬(Phung et al., 2014)을 이용하여 반응을 모사하였다. GPR 반응을 살펴보면(Fig. 2a), 약 110 ns

에서 뚜렷한 지하수위 경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심도로 환산하면 모델에서 설정한 2 m의 지하수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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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uha, et al., 2017). 지하수층에서의 전자기파의 급격한 감쇠로 인하여 2 m 아래의 지하구조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

다. 반면 모델링 표면파 반응을 Parkseis라는 상용 알고리듬(Park, 2011)을 이용하여 MASW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Fig. 2b), 심도 14 m 에서 모델자료(Fig. 1a)와 같이 기반암층의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MASW 탐사로는 이 논문

에서 설정한 수치모델의 포화토와 불포화토 그리고 점토질 이상체를 구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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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Fig. 1a)에 대한 단순 전기비저항 역산과 구조제약, 부등식제약 조건을 적용한 역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

하고자 한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측선은 총 6개의 측선을 이용하였으며(Fig. 1b), 사전 모델링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배열은 쌍극자-쌍극자 배열, 전극간격은 3 m, N은 10으로 결정하였으며, 역산에서 사용한 블록의 개수는 경계면을 포함

하여 4 m 크기의 수평 블럭 12개, 2 m 크기의 수직 블럭 9개 이다.

단순 역산

전도성 이상체가 8 m 심도에 위치할 때(Fig. 3a), 역산의 λ는 0.1, 초기모델은 100 ohm-m의 균질모델로 설정한 뒤 일

반적인 전기비저항 역산을 수행한 심도별 평면도를 나타냈다(Fig. 3b). 재구성된 이상체의 두께는 실제 두께인 4 m 보다 2

배 작은 2 m로, 위치는 실제 심도인 8 m 보다 4 m 상부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역산상의 왜곡은 3 m 전극간격을 이용한 쌍

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 시 심도 약 8 m 부근에서 수직해상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며, 포화토의 전기비저항 값은 약 

160 ohm로 정답인 112 ohm-m 보다 다소 높게 재구성된다. 기반암의 심도는 실제 심도인 14 m 에서 재구성되나, 전기비

저항 값의 민감도 한계로 인해 너무 높은 전기비저항 값은 재구성 될 수 없어 정답인 1000 ohm-m 보다 낮은 300 ohm-m으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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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제약 적용 역산

구조제약 전기비저항 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참조모델의 구성이 중요하다. 앞서의 GPR과 MASW 자

료 해석에서 대상 지역이 3층 구조임을 파악하였지만 각 층의 정확한 전기비저항 값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실제 

탐사에서 전기비저항 물리검층 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3층 구조의 전기비저항 값 또한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구조제약 역

산을 위한 참조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구조제약 역산에서 물리검층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실제 실험모델의 배경 전기비저항에 가까운 불포화토, 포

화토, 기반암의 전기비저항값을 각각 250, 80, 500 ohm-m로 설정하고, λ는 0.1, 는 0.01, 초기모델은 참조모델과 동일

한 모델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조모델에 기초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구조제약 역산 결과(Fig. 3c)는 심도 

10 m 부근의 전기비저항 정보가 단순역산 결과(Fig. 3a)와 비슷하게 약간 왜곡되어 나타나지만, 포화토와 기반암의 심도

와 전기비저항 값은 비교적 정확하게 재구성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등식제약 적용 역산

GPR과 MASW 자료가 있다고 해도 위의 구조제약 적용 역산에서처럼 각 층의 정확한 전기비저항 값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층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경우에는 부등식제약을 적용한 전기비저항 역산을 수행할 수 있다(Fig. 3d). 

즉, 비록 각 층의 정확한 물성 정보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지반 구조에 기초하여 불포화토, 포화토, 기반암 등의 전기

비저항 값의 범위는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각 층의 전기비저항 값의 변화 범위를 사전 정보로 주고 역산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불포화토는 150~350 ohm-m, 포화토는 10~150 ohm-m, 기반암은 250~1500 ohm-m 범위의 전기비저항을 

가지므로(Cassiday, 2009), 이러한 사전 정보에 기초하여 각 층의 전기비저항 값의 범위 정하고, 부등식제약 역산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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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역산의 초기모델은 구조제약 적용 역산과 동일한 모델을 이용하였다. 부등식제약 역산 결과(Fig. 3d)는 지층과 전

도성 이상체에 대한 전기비저항 값과 심도 등이 정확하게 재구성된다.

?�@9�:�4��;<=A;�BC���

두 개의 이상체 A와 B가 각각 4 m와 8 m 심도에 존재할 경우(Fig. 4a)에 대해 앞서 분석했던 하나의 이상체 모델과 동일

하게 단순, 부등식제약 전기비저항 역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 한다. 또한 하나의 이상체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와 

달리, 측선 설정에 있어서 측선이 이상체들 상부를 지낼 때(Fig. 4b)와 측선이 이상체 직상부에 있지 않을 때(Fig. 4c)로 나

누어 분석 한다. 이상체의 개수와 위치를 제외한 탐사배열과 자료의 수 등은 모두 하나의 이상체 모델에 대한 실험과 동일

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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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이 이상체들 상부를 지나는 경우

두 개의 이상체가 6개의 전기비저항 측선에 포함되는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에 대한 역산실험을 수행하였다. x방향과 y

방향으로 각각 놓여진 6개의 탐사측선 중 4 m 심도의 이상체는 3번과 4번 측선에, 8 m 심도의 이상체는 1번과 6번 측선 내

에 포함된다(Fig. 5a). 단순 전기비저항 역산 수행 결과(Fig. 5b)와 정답 합성모델(Fig. 5a)을 비교해보면 앞서 분석했던 하

나의 이상체에 대한 실험에서와 동일하게 4 m 심도의 이상체 A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만, 8 m 심도의 이상체 B에 대

해서는 왜곡된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기반암의 경우는 실제 심도인 14 m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재구성된 전기비

저항 값은 하나의 이상체 모델과 동일하게 실제 전기비저항 값인 1000 ohm-m보다 낮게 추정된다.

한편 부등식제약 역산의 결과를 보면(Fig. 5c), 단순 역산 결과(Fig. 5b)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8 m 심도의 이상체가 명확

히 영상화 되어 역산의 해상도가 향상되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측선이 이상체 직상부에 있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이상체가 측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등식제약 적용 역산을 수행한 결과(Fig. 6c)를 정답 합성모델

(Fig. 6a), 단순 역산결과(Fig. 6b)들과 비교해보면, 측선이 이상체 상부에 존재하는 경우(Fig. 5c)와 유사하게 8 m 심도의 

이상체를 추정 가능하나, 두 개의 이상체의 수평 거리가 멀지 않아 8 m 심도의 이상체의 수평적인 크기가 정답인 4 m 보다 

약 2배 정도 크게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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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 역산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제약 및 부등식제약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합성

자료에 적용하여 역산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일한 지반에 GPR과 MASW 탐사를 수행하면 지하수위와 기반암

의 심도를 쉽게 유추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사전정보를 토대로 층서구조와 전기비저항 범위를 결정하여 전기비저항 역산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참조모델로 활용할 수 있었다. 구성한 참조모델에 기초하여 구조제약조건을 적용한 3차원 전기비

저항 역산결과는 일반적인 전기비저항 역산에서는 영상화가 불가능하였던 전극간격 대비 깊은 심도에 위치한 이상체가 

영상화 되어 역산의 해상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등식제약을 적용한 역산은 참조모델의 전기비저항 값의 

범위만을 지반 특성에 따라 파악하면 되므로, 정확한 전기비저항 값을 알아야 하는 구조제약 역산에 비해 장점이 있다. 한

편 시추공 자료 등이 있어 배경 층서 전기비저항 구조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구조제약 역산만으로도 정확하고 안정

적으로 역산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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