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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have been great improvements in instrumentation, data acquisition and data inversion techniques for the electric 

resistivity method over the past decades. With the development of multi-electrode and multi-channel systems, two-dimensional (2D) and 

three-dimensional (3D) resistivity survey can image the complex geological structures more precisel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ic measurement system and a communication network, four-dimensional (4D) monitoring technique has been developed, 

which make it possible to image the spatiotemporal subsurface changes in electrical resistivity. In addition, the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 provides a more precise subsurface resistivity image through accurate modeling and inversion techniques. Such technological 

advances have further expanded the applicability of the resistivity method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hydrological and mining 

problems. This review introduces key research trends and field application examples of  resistivity method and presents brief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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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난 수십년간 자료획득 시스템, 자료획득 기술 및 그 처리 및 해석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전기

비저항 탐사는 다중전극, 다중채널 자료획득 시스템의 보급으로 복잡한 지하구조를 영상화하기 위한 2차원 및 3차원 탐사가 가능해 

졌다. 최근에는 자동측정 시스템의 개발과 통신망의 발전에 힘입어 4차원 모니터링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지하의 시공

간적 전기비저항 변화대 영상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정밀한 모델링 및 역산기법을 통하여 보다 정밀한 지하 전

기비저항 영상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은 전기비저항 탐사의 적용성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자원탐사, 토목, 지하수, 

환경 등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이 총설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의 핵심적인 연구 동향과 현장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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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기비저항 탐사는 다양한 물리탐사법 중 가장 널리 사

용되는 물리탐사법 중 하나로, 전통적인 지하광물자원 탐

사는 물론 토목, 지하수, 환경, 유물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표 및 시추공에서 널

리 적용되고 있으며, 육상은 물론 하상, 해상에서도 활발하

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지의 전기비저항이 

높아 양질의 자료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전기비저항 탐사

의 적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1883년 광물탐사에 최초로 적용되었

으며, 1913년에는 시추공 탐사에 적용된 바 있다(Rust, 

1938). 이후 Wenner(1912, 1915)와 Schlumberger(1920)

는 겉보기 전기비저항(apparent resistivity) 개념을 도입하

여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해석에 전환점을 마련하였으

며, Tikhonov(1943)는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법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1920년대 초 최초로 현

장 탐사가 수행된 이래 1980년대까지 1차원 탐사가 성행하

였으며, 이후 2차원 탐사가 도입되었고, 3차원 및 4차원 탐

사로 확대 발전되었다. 이러한 획기적 발전은 측정 장비의 

정밀도 향상, 자료획득 기술, 해석 이론 및 소프트 웨어의 

발달에 기인한다.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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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nductive model excited by a dipole source. The red and blue lines represent the positive and negative equipotential lines 

of the primary potential. The surface charges arise to reduce the primary electric field in the conductive body and produce the 

secondary electric field inside and outside the body.

이 총설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전기비저항 탐사 분야의 

핵심적인 발달을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간략하게 전기비

저항 탐사의 원리를 소개하고, 2~4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현장 자료획득, 자료처리 및 해석과 관련된 최근의 기술개

발과 연구동향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그 적용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의 원리 및 측정 시스템 

원리

전기비저항 탐사는 한 쌍의 전류전극을 통하여 직류전류

를 지하에 주입하고, 다른 한 쌍의 전위전극에서 전위차를 

측정하여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영상화하는 방법이다. 

Fig. 1에 주어진 바와 같이 한 쌍의 전류전극을 통하여 지하

에 전류를 주입하면 1차 전위(primary potential)를 만들어 

내며, 이 1차장에 의해 배경매질과 전기비저항이 다른 이상

체의 표면에 표면전하가 발생한다. 이 표면전하는 2차

(secondary) 전기장 및 전위를 생성한다. 전기비저항 탐사

는 한 쌍의 전위전극에서 1차장과 2차장의 합인 합성장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영상화하게 

된다. 이때 생성되는 표면전하의 양은 배경매질과 이상체

의 전기비저항 차에 비례하며, 그 분포 양상은 전류전극에 

의한 1차장과 이상체의 기하학적 특성에 좌우된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측정되는 양은 전위전극 사이의 전

위차인 반면,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하여 알아내야 하는 양

은 전기비저항이다. 또한 전위차는 전류원과 측정점 사이

의 거리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즉 균질 반무한 공간의 경우에도 측정되는 전위차는 측

정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측정된 전위차를 다음과 같이 

겉보기 전기비저항(apparent resistivity) 로 변환하여 해

석에 사용한다(Wenner, 1912, 1915).

(1)

(1)식에서 는 전기비저항 인 균질 반무한 공간에서

의 1차 전위차, ∆는 측정된 전위차를 나타낸다. 겉보기 

전기비저항은 매질이 균질한 경우에는 참 전기비저항 값과 

같지만, 대개의 경우 참 전기비저항과는 다른 값을 보인다. 

따라서 겉보기 전기비저항이 지하의 참 전기비저항을 의미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전기비저항의 단위를 가지며, 가단

면도(pseudo-section) 등으로 나타내면 지하의 전반적인 

전기비저항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측정시스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획득 시스템은 전류전극과 전위전

극, 전극과 측정 시스템을 연결하는 케이블, 그리고 측정 시

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극은 지하에 전류를 주입하거나 전

위를 측정하기 위한 송신 및 수신부에 해당하며, 일반적으

로 금속봉 전극이 널리 사용된다. 초기에는 비분극 전극

(non-polarizable electrode)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비분

극 전극은 제작 및 유지관리가 어렵고, 설치가 번거롭기 때

문에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속봉 전극의 설

치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멘트 포장된 도로의 경우에는 평판 전극

(plate electrode) 등이 사용된다. 전극은 단지 지하매질에 

전류를 주입하고, 전위를 측정하는 기능만 수행하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하매질과 전극의 접촉이 긴밀히 유지되면 

된다. 한편 최근에는 용량결합전극(capacitive electrode)

이 개발되어 비접촉식 탐사의 수행도 가능해졌다(Kura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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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ercial resistivity measuring systems

Model Manufacturer Channel Auto. IP Max. Current(mA)

Super Sting R8 AGI 8 y y 2000 

Syscal Pro Iris 10 y y 2500 

Lund system ABEM 4 y y 1000

(a) (b)

(c) (d)

(e)

Fig. 2. Typical electrode configurations used in electric resistivity measurement: (a) Wenner, (b) Schlumberger, (c) pole-pole, 

(d) pole-dipole and (e) dipole-dipole array. 

al., 2006). 그러나 이 방법은 아직까지는 양질의 자료획득

이 쉽지 않으며, 가탐심도가 수 m에 지나지 않다는 문제점

이 있다.

초기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전극과 측정기기의 연결에 

단선(single core) 케이블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측선상의 

여러 측점에서 자료를 획득하는 2차원 이상의 탐사에서는 

자료획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각 

측점에 전극을 미리 설치한 다음, 다중(multi-core) 케이블

을 사용하여 측정기기와 각각의 전극을 연결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다중 케이블은 다중채널 자동 측정기기와 함

께 최근의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

며, 자료획득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중 케이

블 도입 초기에는 유도결합(inductive coupling)에 의한 잡

음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실험을 통하여 큰 문제

가 없음이 밝혀졌다. 

전기비저항 측정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

채널(multi-channel), 자동측정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일채널, 수동측정 시스템

에 비하여 가격이 높지만, 현장 자료획득에 소요되는 시간

과 인력의 절감 효과가 뛰어나 단일채널 수동측정 시스템

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또한 보다 양질의 자료획득을 

위하여 송신원의 출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Table 1에 현

재 국내에 다수 보급된 상업용 전기비저항 측정 시스템의 

사양을 요약하였다.

전극배열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다양한 전극배열법이 사용되며, 

서로 다른 전극배열은 서로 다른 신호 크기, 가탐심도 및 분

해능을 갖는다. 따라서 조사 목적 및 탐사 대상지역의 특성

에 따라 적정한 전극배열법을 선정하는 것은 양질의 자료

획득은 물론 해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Fig. 2는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극배열법

을 나타나낸 것이며, 이들 전극배열법의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Oldenburg and Li, 1999; 

Dahlin and Zhou, 2004; Saydam and Duckworth, 1978; 

Kim et al., 2001; Zhou et al., 2002; Szalai and Szarka, 

2008). 

Table 2는 대표적인 전극배열법에 대한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Okpoli, 2013). 단극배열은 분해능은 낮지만 가탐

심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며, 슐럼버져 및 웨너 배열은 수

직분해능이 높아 수직탐사에, 단극-쌍극자 및 쌍극자 배열

은 신호대 잡음비와 가탐심도 측면에서 약점이 있으나, 수

평분해능이 높아 2차원 탐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고전적인 전극배열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Kim et al.(2006)은 변형된 단극-쌍

극자 배열 등 다양한 전극배열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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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a resistivity sounding curve and its 

inverted 1D model. 

Table 2. Characteristics of typical electrode arrays (Okpoli, 2013). Each star represents the degree of effectiveness of the array (4 

stars being most effective)

Wenner Schlumberger Pole-pole Pole-dipole Dipole-dipole

Horizontal resolution * ** ** ** ****

Vertical resolution **** *** ** * ***

Depth of investigation * ** **** *** ***

Signal strength **** *** **** ** *

탐사 방법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하의 구조에 따라 1차원, 2차원 및 

3차원 탐사로 구분된다. 또한 최근에는 시간적 변화를 고려

하여 4차원 탐사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조사 위

치에 따라 지표탐사, 시추공 탐사, 수상 탐사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표탐사를 기준으로 1차원에서 3차원 탐

사 방법을 기술하고, 토모그래피 탐사 및 모니터링 조사를 

기술한다. 

지표탐사

지하가 1차원, 즉 수평다층 구조일 경우에는 전기비저항

은 수평방향으로 변화가 없고, 수직방향으로만 변화한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수직방향으로의 전기비저

항 변화를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전기

비저항 탐사는 1차원 탐사 혹은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sounding)라 불린다.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에서는 측정점

을 중심으로 전류전극 간격을 넓혀가면서 자료를 획득하

며, 전류전극 간격이 좁은 자료는 천부, 넓은 자료는 심부의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1차원 탐사는 기하학

적 수직탐사(geometric sounding)에 해당한다. 1차원 탐사

의 목적은 전기비저항의 수직 방향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

다. 따라서 수직탐사에서는 수직분해능이 뛰어난 슐럼버져

나 웨너배열이 사용된다. 전류전극을 증가시키면서 측정된 

자료는 Fig. 3에 나타낸 것처럼 수직탐사 곡선(sounding 

curve)을 작성하고, 이를 역산하여 각 층의 두께 및 전기비

저항을 추정한다. 그러나 1차원 탐사는 전기비저항을 수평

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결정적 단점을 가지고 있어, 

특별히 층서구조를 보이지 않는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2차원 탐사는 지하의 물성(전기비저항)이 주향방향으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직선형의 측선상에서 수평탐사 

및 수직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이다. 2차원 탐사는 측

선하부의 수평 및 수직방향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영상화할 

수 있다. 2차원 탐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소위 겉보기 전기

비저항 가단면도 형태로 기록된다. 2차원 탐사에서는 주로 

수평 분해능이 뛰어난 단극, 단극-쌍극자 및 쌍극자 배열이 

적용되며, 대지의 전기비저항이 높아 신호의 크기가 큰 국

내의 경우에는 수평 분해능이 가장 뛰어난 쌍극자 배열을 

선호한다. 그러나 전기비저항이 낮은 지역, 예를 들어 석탄

층 지역, 해안지역, 폐기물 오염지역 등에서는 신호가 작을 

수 있으므로 단극 배열과 같이 신호가 큰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다중채널, 자동측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배열의 자료를 모두 얻어 해석에 사용

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2차원 탐사자료의 해석은 일반적으

로 역산을 통하여 측선하부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영상화하

는 기법이 사용된다. 전기비저항 2차원 역산 소프트웨어에

는 Dipro, GeoTomo(Loke, 2012)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

우에는 대개 Dipro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소프트 웨어는 

자료처리 및 해석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에서 매우 빠르게 수행된다. 

Fig. 4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열수광산 광화대 조사를 

위하여 수행된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얻어진 겉보기 

전기비저항 가단면도 및 그 역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KORES, 2013). 측점 간격은 20 m 이며, 측선의 총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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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xample of a 2D resistivity survey: (a) apparent resistivity pseudo-section and (b) inverted model.

(a) (b)

Fig. 5. Example of a 3D resistivity survey at an embankment dam: (a) survey lines and (b) reconstructed 3D resistivity model (after 

Cho and Yong, 2019). 

460 m이다. 수평방향 130 m 지점 하부에 단층대로 해석되

는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단층대

를 따라 열수광상의 발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효과

적인 지하 영상화기법이지만, 근본적으로 지질 및 지형이 

주향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따라서 측선을 가능하면 주향방향에 수직하게 설정해

야만 3차원적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현장 

자료획득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널리 적

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 구조 및 지형을 1차원, 2차원으로 가정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와 같이 지질구조가 

복잡하고, 지형의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1차원이나 2차원 

모델을 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3차원 탐사는 지하구조 

및 지형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지하물성이 3차원적으로 변

한다고 가정하므로 가장 정확하게 지하의 3차원 전기비저

항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 탐사법이다. 그러나 3차원 

영상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차원 해석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자료획득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

가한다. 3차원 탐사에서는 격자망(grid)으로 측점을 설정

하고 자료를 획득해야 한다(Park and Van, 1991; Li and 

Oldenburg, 1992). 그러나 이 경우 자료획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현장 탐사에서는 조사영역 내에 

평행한 여러 개의 종 측선과 횡 측선을 설정한 다음, 각 측선

에서 2차원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Rucker et al., 2009a)을 

사용한다. 이러한 자료획득 방법은 3차원 탐사의 비용 절감

에 매우 효과적이다.

3차원 탐사에는 단극배열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2차원 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목적이나 조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전극배열법을 선택할 수 있으

며, 다양한 전극배열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획득할 수도 있

다. 3차원 탐사자료의 해석도 역산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비록 계산시간이 길지만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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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Data acquisition of resistivity tomography and typical electrode configurations: (a) pole-pole, (b) pole-dipole and (c) 

modified pole-dipole.

하다. 3차원 탐사는 비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

나,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영상화할 수 있은 효

과적인 탐사법으로 점차 그 적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Fig. 5는 저수지 안전진단을 위하여 제체에서 수행된 3차

원 전기비저항 탐사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Cho and Yong, 

2019). 측점간격은 5 m 이며, 제체에 평행한 방향 8개 측선

(H1~H8)과, 수직한 방향 9개 측선(V1~V9)에서 2차원 탐

사를 수행하고, 이들 자료를 병합하여 3차원 역산을 수행하

였다. 저수지 제체의 전기비저항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조사용 시추공(S1~S6) 주변에 저비저항 이상대가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추공 토모그래피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는 투사각, 가탐심도 및 분해능의 

한계로 인하여 심부의 정밀 영상화가 쉽지 않다. 이의 극복

을 위하여 시추공내에서 자료를 획득하는 시추공 전기비저

항 토모그래피 탐사가 도입되었다. 전기비저항 토모그래

피법은 탄성파 토모그래피와 함께 국내외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지하 영상화 기법으로 지표 전기비저항 탐

사법에 비하여 분해능이 높기 때문에 정밀탐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연약대 분포 조사, 지반침하 조사, 공동조사, 환

경오염대 조사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추공내에 전극을 설치하는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

사에서 전극은 전기적으로 긴밀하게 공벽에 접지되어야 한

다. 시추공이 나공 상태이고 공내수로 채워진 경우에는 대

개 다중 전선에 전극을 연결하는 방식(suspended electrode)

이 사용되며, 이 경우 전극의 접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시추공 상부에 프라스틱 케이싱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케이싱 외부에 링 형태의 전극(ring electrode)을 설치하여 

자료를 측정한다(Wilkinson et al., 2006a; Tsokas et al., 

2011). 이때 케이싱과 공벽 사이는 모암과 비슷한 전기비저

항을 갖는 토사로 충전하여 전극을 공벽에 밀착해야 한다

(Wilkinson et al., 2010b).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토모그

래피 탐사 자료는 크게 시추공-시추공(cross-hole), 동일 시

추공(in-line) 및 시추공-지표(hole-to-surface) 자료로 구분

된다. 시추공 토모그래피 탐사의 자료획득은 전류전극을 

고정시키고 전위전극을 이동시키면서 스캐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에 비하

여 측정 자료의 수가 많으므로 자동측정이 가능한 측정 장

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표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추공 토모그래피 탐사에

서도 다양한 전극배열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배열법은 

서로 다른 분해능과 가탐반경을 가진다. 그러나 지표탐사

와는 달리 서로 다른 시추공에 전류 및 전위전극이 위치하

는 시추공-시추공 자료에서는 1차 전위차()가 0이 되

어 겉보기 전기비저항이 발산하는 무결합(null coupling) 

영역이 존재한다(Cho et al., 1997a; Nimmer et al., 2008; 

Lee et al., 2016a). 이 경우 (1)식에 주어진 겉보기 전기비저

항이 발산하므로 자료 역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무결합 문

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의 기하학적 위

치에 의해 결정되며, 단극-쌍극자 배열, 쌍극자 배열에서 

뚜렷하다. Kim et al.(2006)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

하여 변형된 단극-쌍극자 배열을 제안하였으며, 이 배열은 

단극-쌍극자 배열과 유사한 분해능을 유지하면서도 무결

합 영역을 현저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에서 동일 시추공 자료는 결과영상의 분해

능을 크게 향상시키므로 필수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

러나 시추공이 모암에 비하여 전기비저항이 매우 낮은 공

내수로 채워진 경우, 동일 시추공 자료, 특히 전류전극과 전

위전극이 가까운 경우에는 소위 공내수 효과(borehole 

effect)에 의해 동일 시추공 자료는 크게 왜곡된다(Ch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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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7b; Osiensky et al., 2004; Nimmer et al., 2008). 

Lee et al.(2016a)은 공내수 효과를 포함한 역산을 통하여 

보다 참 모델에 근접한 역산 영상을 추정함을 확인하였다.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에 

출발하여 2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Shima and Saka-

yama, 1987; Dailly and Owen, 1991; Sasaki, 1992; Daily 

and Ramirez, 1995; LaBrecque et al., 1996; Zhou and 

Greenhalgh, 2000; Deceuster et al., 2006; Tsourlos et al., 

2011),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Shima, 1992; Wilkinson 

et al., 2006b; Yi et al., 2006; Nimmer et al., 2008), 최적 탐

사 설계(Wilkinson et al., 2012), 시추공내 전극의 위치 오

차(Oldenborger et al., 2005; Wilkinson et al., 2008)와 시

추공 편향(Yi et al., 2009), 전기비저항 이방성(Kim et al., 

2006; Yi et al., 2011)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통상적인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지하의 전기비저항 구조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경우

에 따라서는 지하의 시간적 전기비저항 변화대 탐지가 주

된 탐사 목적이 될 수 있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은 일정 시

간 간격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지하의 시간에 따른 전기비

저항 변화대를 파악하는 탐사 방법이다. 이러한 전기비저

항 모니터링은 자동 측정 기술과 통신 기술 및 해석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지하수(Park, 

1998; Slater et al. 2000; Day-Lewis et al., 2002; Cassiani 

et al., 2006; Oldenborger et al., 2007; Tsourlos et al., 

2008; Kim et al., 2009; Coscia et al., 2012), 환경(Daily et 

al., 1992; Supper et al., 1997; Yaramanci, 2000; Rucker et 

al., 2011; Park et al., 2016b), 댐 안전진단 및 지반조사

(Kim et al., 2007; Yi et al., 2005; Park et al., 2002; Sjödahl 

et al., 2008), 지질재해(Supper et al., 2008, 2009; Wilkinson 

et al., 2010a; Kim et al., 2013), 자원개발(Rucker et al., 

2013)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중채널 및 자동측

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수집

하고, 인터넷 기반 통신망을 통하여 본부에 설치된 저장 장

치(data base)에 자동 저장된다. 또한 양방향 통신을 통하여 

모니터링 자료획득 변수의 조정이 가능하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은 지하에 발생하는 전기비저항의 미세한 시간적 

변화대도 탐지 가능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일회성 전기비

저항 탐사에 비하여 더 정밀한 자료가 요구된다. 또한 가능

하면 동일한 탐사변수(전극위치, 전극배열 등)를 적용하여 

일정 시간마다 자료를 수집해야 효과적인 해석이 가능하

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에서는 전극을 영

구 매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에는 

대개 2차원 탐사가 적용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3차

원 탐사 및 시추공 토모그래피 모니터링이 수행되기도 한

다(Han, 2019).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에는 시간경과 역산법

(time-lapse inversion)이 사용된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초

기에는 기준자료와 시간경과 자료를 독립역산(independent 

inversion)하고, 그 역산영상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 사용

되었다(Cassiani et al., 2006). 그러나 이 방법은 미세한 지

하의 시간적 변화대 탐지가 어려우며, 각종 역산잡음에 의

해 해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

여 시간경과 자료의 역산에 교차 모델제한자(cross-model 

constraint)를 도입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모

든 모니터링 자료를 동시에 역산하여 지하의 시·공간적 변

화를 영상화할 수 있는 4차원 역산(4D inversion)으로 발전

하였다. 

그러나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은 아직도 자료획득, 처리 

및 그 해석에 있어 개선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이 남아있다. 

우선 자료수집에서 영구 매설 전극의 부식, 측정기기와 전

극을 연결하는 전선의 내구성, 낙뢰에 의한 시스템 망실 등

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은 일정 

시간 간격마다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측정된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따라서 방대한 모니터링 자료의 처리 및 해석을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고 신속해야 한다. 특히 모

니터링에서 축적된 시계열(time-series) 자료에는 다양한 

형태의 잡음이 존재하며, 이들 잡음은 자료처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잡음제거를 위한 

필터링 기법, 적정 시간대역(time window)의 설정, 샘플링 

간격의 조정, 자료 결손 구간의 처리 등 역산 해석 이전에 선

처리(pre-processing)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

다. 또한 4차원 역산도 아직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이 

남아 있다. 특히 미세한 시간적 변화대를 정밀하고 선명하

게 영상화하기 위한 시·공간 모델제한자의 최적화는 4차원 

역산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물성 변화대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제

한자의 개발이나 새로운 역산 알고리듬의 개발도 필요하다.

모델링 및 역산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해석은 측정된 겉보기 전기비저

항 자료를 역산하여 지하의 참 전기비저항 모델을 영상화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역산에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주로 

반복적 최소제곱법이 널리 사용된다. 이 방법은 현장에서 

측정한 자료와 추정된 모델에 대한 이론자료 사이의 오차

가 최소가 되는 지하 모델을 반복적 방식에 의해 추정하는 

역산법다. 따라서 역산에서는 정확한 모델링이 요구되며, 



전기비저항 탐사의 연구동향

제57권 제5호

513

역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모델제한을 가해

야 한다. 여기서는 탐사자료의 해석을 위한 전기비저항 탐

사 모델링 및 역산에 대하여 기술한다.

모델링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은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로부

터 전류원에 의한 전위차와 겉보기 전기비저항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점 전류원(point source)에서 만큼 떨어진 점에

서의 전위는 ohm의 법칙과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2)식에서 는 전기전도도, 는 전위,  는 주입전류, 는

전류전극의 위치를 나타낸다. 

지하 매질이 수평 다층 구조일 경우, 즉 1차원 모델일 경

우에는 (2)식은 해석해(analytic solution)가 존재한다. 지

하를 개의 수평 다층 구조로 가정하면, 점 전류원에서 거

리 인 점에서의 전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Hankel 적분

식으로 계산된다.

(3)

(3)식의 Hankel 변환은 선형 필터링(Gosh, 1971)에 의해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및 는 번째 층의 전기비저항

과 두께, 는 Bessel 함수이다.

2차원 및 3차원 모델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석

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한차분법(Dey and Morrison, 

1979a,b; Spitzer, 1995; Zang, et al., 1995; Loke and Barker, 

1996a,b), 유한요소법(Coggon, 1971; Holcombe and Jiracek, 

1984; Queralt et al., 1991; Li and Spitzer, 2002) 및 적분방

정식법(Hohmann, 1975; Beasely and Ward, 1986) 등 수치

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적분방정식법은 정확성이 뛰어

나고, 이상체만을 분할하므로 단순 형태의 이상체에 대한 

모델링에 효과적이지만, 역산으로의 확장성에 제약이 따

른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차원 이상의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에는 미분방정식법인 유한차분법이나 유한요소법

이 널리 사용된다. 특이 이들 중에서도 지형의 굴곡 모사가 

용이한 유한요소법이 주로 사용된다(Sasaki, 1994; Yi et 

al., 2001; Rucker et al., 2006).

여기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전기비

저항 탐사 2차원 및 3차원 모델링에 관하여 기술한다. 2차

원 모델의 경우에는 주향방향으로 전기비저항 변화가 없다

고 가정하므로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파수영역(wavenumber 

domain)에서의 전위 를 계산한다.

(4)

(4)식을 (2)식의 지배방정식에 적용하면 

(5)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5)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를 작은 크기의 삼각형 혹은 사각형 요소로 분할

하고, Galerkin 법을 적용하면 각 절점에서에의 파수영역 

전위는 다음의 선형방정식으로 표현된다.

(6)

 

(6)식에서 는 모델링 대상 영역, 는 경계 영역, s는 신호

원 벡터, 은 각 절점에서의 형상함수(shape function), 

은 신호원으로부터 경계요소까지의 거리, 는 경계면에 수

직한 직선과 신호원-경계면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루는 각

도, , 은 제2종 Bessel 함수이다. (6)식에서 시스템 행

렬 C는 대칭 띠 행렬(banded symmetric matrix)이므로 안

정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2차원 모델링에서는 여러 개

의 파수에 대한 전위를 계산하고, 이를 역푸리에 변환하여 

공간영역에서의 전위를 계산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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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모델링의 경우에는 (2)식의 지배방정식은 

(8)

로 주어진다. 지하매질을 작은 크기의 사면체 혹은 육면체

로 요소분할하고, Galerkin 법을 적용하면 2차원에서 마찬

가지로 각 절점에서에의 전위는 다음의 선형방정식으로 표

현된다.

(9)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은 각 측점에서 계산된 전위로부

터 (1)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겉보기 전기비저항 값을 

계산한다.

역산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정량적 해석을 위해서는 반복적 

감쇠 최소제곱법(iterative damped least-squares method)

이 널리 사용되며, 이는 다음의 목적함수

(10)

를 최소화하는 모델 증분벡터 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10)식에서 d는 측정자료, f는 주어진 모델에 대한 이론자

료이며, W는 자료 가중행렬, W은 모델제한자이다. (10)

식을 p에 대하여 미분하여 0으로 하면, 목적함수를 최소

화하는 p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1)

여기서 Jfp로 주어지는 Jacobian 행렬, e d f는 

측정자료와 모델링에서 계산된 이론자료 사이의 오차를 나

타낸다.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역산은 기본적으로 비선형 문제

이므로 (11)식 우변에 주어진 역행렬이 불안정하며, 비유

일해 문제가 발생한다. 감쇠 최소제곱 역산에서는 역행렬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유일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모델제한자 W을 도입한다. 

(12)

(12)식에서 C는 모델의 거칠기 행렬(roughness matrix)

로 모델의 1차 혹은 2차 미분을 나타내며, 는 대각행렬로 

주어지는 라그랑지 곱수 행렬이다. 역산은 W의 설정방

법에 따라 Marquardt법과 Occam법(Constable et al., 1987)

으로 구분된다. Marquardt법에서는  , I로 설정

하며, Occam 법, 소위 평활화 제한법에서는   or 

I로 설정하여 추정 모델이 공간적으로 부드럽게 변하

도록 제한한다. 이때 라그랑지 곱수 (regularization 

parameter)는 작은 크기의 양의 실수로, 에 지나치게 큰 

값을 부여하면 역산의 안정화에는 기여하지만 지나친 모델

제한으로 참 모델과 동떨어진 모델을 추정하게 되며, 반대

로 너무 작은 는 발산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비선형 역산에서 라그랑지 곱수 는 역산의 성

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산변수이며, 이의 최적화를 위하여 

GCV(generalized cross-validation)법(Haber and Oldenburg, 

2000), L-curve법(Gunther et al., 2006)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특히 ACB(active constraint balancing)법(Yi 

et al., 2003)은 모델분해행렬(model resolution matrix)과 

분산함수(spread function)를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변화하

는 라그랑지 곱수 행렬 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즉 분해능

이 낮은 모델변수에는 강한 모델제한을, 큰 모델변수에는 

작은 모델제한을 가함으로써 모델이 공간적으로 부드럽게 

변하면서도 이상대를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영상화 방

법이다. 

Inman(1975)이 전기비저항 1차원 역산을 수행한 이래, 2

차원 역산(Pelton et al., 1978; Kim, 1987; Kim and Kim, 

1988; Sasaki, 1989, deGroot-Hedlin and Constable, 1990; 

Li and Oldenburg, 1992; Loke and Barker, 1996a; 

Farquharson, 2008 )과 3차원 역산(Park and Van, 1991; 

Sasaki, 1994; Zhang et al., 1995; Loke and Barker, 1996b)

에 대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는 지하 매질의 미세한 변화를 

파악해야 하므로 정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독립역

산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 보다는 교차모델 역산법

(cross-model inversion)이나 4차원 역산법 등 시간경과 역

산법이 적용된다(Loke et al., 2013). 초기 시간경과 역산은 

주로 교차모델 역산법을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4차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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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주된 해석기법으로 부각

되고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시간경과 역산에서는 다음의 목

적함수 

(13)

를 최소화하는 모델증분벡터 

(14)

를 추정하게 된다. (13)식에서 W는 시간제한자(time constraint) 

행렬, p p
p는 모델변수의 시간적 변화량이다. 시

간제한자 W는 

(15)

로 주어지며, 이때 R은 시간축을 따른 모델의 거칠기 행렬

(time domain roughness matrix)로 시간축에 대한 모델의 1

차 혹은 2차 미분으로 주어지며, A는 시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행렬이다. 시간영역 라그랑지 곱수 A는 시간적 변화

가 큰 모델변수에는 작은 모델제한을, 작은 모델변수에는 

큰 모델제한을 가하여 시간적 변화량이 큰 모델변수는 강

조하고, 시간적 변화가 작은 모델변수는 이전 시간의 모델

과 유사한 값을 추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시간경과 역산은 

시간축을 따라 부드럽게 변화하면서도, 시간적 변화대를 

강조하는 역산결과를 추정하게 된다. 

교차모델 역산법은 기준모델과 추정모델 사이의 차를 최

소화하는 역산방법으로, 시간에 따른 기준모델의 변화량

을 추정하는 해석기법이다. 기준모델과 시간경과 모델의 

차, 혹은 그 비를 모델변수로 사용하는 시간경과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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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 2006), 기준모델과 추정모델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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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모델

의 설정이 모호하며,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량을 파악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

하여 Hayley et al.(2010)은 두 개의 시간 경과 자료를 동시

에 역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여러 시간에서의 

자료를 동시에 역산하는 4차원 역산법이 도입되었다(Day- 

Lewis et al., 2002; Kim et al., 2009, 2013; Karaoulis et al., 

2011, 2014; Loke et al., 2014; Cho and Jeong, 2018). 4차

원 역산은 모든 시간경과 자료를 동시에 역산하는 방법이

다. 따라서 4차원 역산은 계산시간이 다소 증가하지만, 단

독역산이나 교차모델 역산에 비하여 지하 매질의 시공간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다. 

적용사례

광물자원탐사

전기비저항 탐사는 다른 대부분의 물리탐사와 마찬가지

로 광물자원의 탐사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전기비

저항 탐사는 전도성 광물자원의 탐사에 효과적이므로 지하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또한 측정기기, 자료획득 및 해석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심부 광체의 탐지와 방대한 지역에 대한 신속한 탐사가 가

능해 졌으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광물자원 탐사에 전기비저항 탐사의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광물자원 탐사에서 전기비저

항 탐사는 항공 자력 및 전자탐사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며, 

대개 유도분극 탐사와 함께 수행된다. 전기비저항 탐사 결

과는 광상 주변의 지질구조, 광체의 위치, 형상 및 크기에 

대한 정보는 물론 광물의 품위 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한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다양한 광물자원 탐사에 적용

되었다. 철(Butt and Flis, 1997). 금(Goldie, 2007), 우라늄

(Legault et al., 2008), 아연(Bi, 2009), 니켈(Robineau et 

al., 2007), 망간(Murthy et al., 2009), 골재자원(Beresnev 

et al., 2002; Chambers et al., 2012; Magnusson et al., 

2010) 탐사 등의 적용사례가 있으며, 석탄(Singh et al., 

2004)은 물론 오일 샌드(Bauman, 2005)의 탐사에도 적용

된 바 있다.

지하수 조사 

지하수 조사에서 전기비저항 탐사는 크게 지하수 자원 

탐사 및 수리 전도도 등의 수리상수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초기에 전기비저항 탐사는 수직탐사를 통한 지

하수 탐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Patra and Bhattacharya, 

1966; Zohdy and Jackson, 1969). 이후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질구조 파악은 물론 기반암 심도, 대수층 특성 분석, 지하

수 자원 부존량 산출 등의 목적으로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

(Zhou et al., 2000; Beauvais et al., 2004; Clifford and 

Binley, 2010; Mastrocicco et al., 2010).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농업용 암반 지하수를 개발을 

위한 전기비저항 수직탐사와 2차원 탐사가 198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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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개의 지하수 자원조사에 

전기비저항 탐사는 거의 필수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전기비저항 탐사는 수리상수의 정량적 

산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수리상수 

및 지하수 유동과 전기비저항(Cassiani et al., 2006; Coscia 

et al., 2012; Daily et al., 1992; Park, 1998; Kemna et al., 

2002; Sandberg et al., 2002; French and Binley, 2004) 수

리 및 전기비저항 복합 모델링 및 역산(Chen et al., 2006; 

Linde et al., 2006a,b; Lehikoinen et al., 2009; Rucker et 

al., 2009a; Ferré et al., 2009; Hinnell et al., 2010) 등이 시

도되고 있다. 이는 수리모델 연구에서 제한된 수의 자료만

으로 연속적인 수리상수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을 전기비저항 탐사가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환경오염대 조사

지하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지하수에 용해되면 대개 전

기비저항이 감소하며,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주

변 매질의 전기비저항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따라서 전

기비저항 탐사는 오염 범위 및 확산 영역 탐지에 효과적이

다. 최근에는 전극배열의 다양화, 사전정보를 활용한 해석

기술의 고도화, 전기비저항과 오염물질의 특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면서, 전기비저항 대비가 작은 오염대의 조

사도 가능해졌다. 

환경문제에서 전기비저항 탐사의 대표적 적용분야는 생

활 및 산업 폐기물 매립장과 같은 오염원에서 방출되는 침

출수의 확산범위 탐지로 국내외에서 다수의 적용사례가 발

표된 바 있다(Lee and Park, 2001; Chambers et al., 2006; 

Clément et al., 2010; Lee et al., 2016b; Song et al., 2020).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구제역 가축 매립지 조사(Song et 

al., 2015),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지 조사 등에 전기비저항 

탐사가 중요한 탐사방법으로 적용된 바 있다. 

산성 광산 폐수(acid mine drainage; AMD)에 의한 오염

대 조사에도 전기비저항 탐사는 효과적이다. AMD는 금속 

이온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비저항이 매우 낮아 전기비

저항 탐사의 좋은 대상체가 된다. 갱구 또는 광미 적치장에

서 유출되는 광산 폐수에 의한 오염대 조사(Yuval and 

Oldenburg, 1996; Spindler and Olyphant, 2004; Rucker et 

al., 2009b), 폐광산 갱도 조사(Maillol et al., 1999; Wilkinson 

et al., 2005, 2006a; Kim et al., 2006; Chambers et al., 

2007)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한국

광해관리공단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한편 전기비저항 탐사는 환경문제에서 한 분야를 차지하

는 유류오염대의 조사에도 적용 가능하다. 대개 유류의 전

기비저항은 매우 높기 때문에 오염 초기에는 고비저항 이상

대가 탐사 대상이지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산소와 접촉이 

가능한 불포화대(vadose zone)에서 생분해(biodegradation)

가 일어나면서 유류오염대의 전기비저항은 3배 정도 증가

하게 된다(Sauck, 2000; Atekwana and Atekwana, 2010). 

따라서 유류오염대의 조사에서 고비저항 이상대만을 주된 

탐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므

로 오염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

장 시추결과 등과 함께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국내에

서도 미군부대 부지의 유류 오염대 조사를 위하여 전기비

저항 탐사가 수행되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이외에도 해수침투 조사(Wilson et 

al., 2006; Song at al., 2007; de Franco et al., 2009), 방사능 

물질 유출대 조사(Rucker et al., 2009a), CO2 가스 저장 부

지 조사(Nakatsuka et al., 2010; Auken et al., 2014; Yang 

et al., 2015; Strazisar et al., 2009)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되었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토목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반 특성,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산

사태, 사면안정성, 터널 등 토목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

고 있으며, 도로나 교량 및 터널 선형 하부의 지질구조 파악, 

단층이나 파쇄대 및 공동과 같은 연약대 분포 조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주요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턴키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물리

탐사가 토목분야에 적용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전기비저항 

탐사는 가장 핵심적인 지반조사 기술로 부각되었다. 1990

년대 이전에는 토목 구조물 설계시 미시추 구간에 대한 지

반정수나 암반평가는 주로 지표지질조사 및 제한된 수의 

시추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비롯한 다양한 

물리탐사가 지반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전기비저항은 암반강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

는다. 그러나 암석의 공극률, 함수량, 결합계수 등은 전기비

저항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낸다(Archie, 1942). 따라서 

전기비저항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암석의 역학적 특성 사

이의 관련된다. 공극률과 탄성계수(Kahraman and Alber, 

2006),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지반강도와 전기비저항과의 

상관성 분석(Braga et al., 1999; Oh and Sun, 2008; Oh, 

2012; Sudha et al., 2009)을 통하여 전기비저항과 지반의 

역학적 특성 사이의 정량화가 시도되었으며,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전기비저항 분포 영상은 지반정수 

및 암반등급의 영상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정밀 지반 조사 

및 지반침하(Kim et al., 2005; Song et al., 2011), 교량 하부 

단층대 조사(Kwon et al., 2005), 터널 선형 하부 연약대 조

사 및 암반평가(Kwon et al., 2006), 터널 막장 전방 이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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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Park et al., 2016a; Li et al., 2017), 터널 붕락대 조사

(Cho et al., 2015) 등에 전기비저항 탐사가 적용되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산사태 및 사면 안정성 평가에도 유

용하며,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산사태가 발생

한 지역의 지질 구조의 파악 및 수리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Bekler et al., 2011; Jomard et al., 

2010; Le Roux et al., 2011; de Bari et al., 2011; Bievre et 

al., 2012),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Lebourg et al., 2005; 

Heincke et al., 2010; Udphuay et al., 2011; Chambers et 

al., 2011; Di Maio and Piegari, 2011, 2012), 산사태 조사

를 4차원 탐사(Super et al., 2008; 2009; Kim et al., 2013) 

가 적용되었다. 

지하공동은 공기로 채워진 경우 부도체이지만, 지하수, 

점토 및 암편으로 채워진 경우는 주변 매질에 비하여 오히

려 전기비저항이 매우 낮다(Smith, 1986). 원리적으로 전

기비저항 탐사는 전기비저항이 낮은 이상체의 탐지에 효과

적이지만, 고비저항 이상체의 탐지도 가능하다. 전기비저

항 탐사는 공기로 채워진 지하 공동의 탐지(Deceuster et 

al., 2006; Nyquist et al., 2007; Zhu et al., 2012), 붕락된 공

동 탐지(Ezersky, 2008; Gutiérrez et al., 2009; Valois et al., 

2011 )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한편 국내의 경우 포장 

도로 하부에 공동으로 인한 도로 함몰이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로가 부도체인 아스콘으로 포

장되어 있어 전기비저항 탐사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댐이나 방조제 같은 수리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누수

구간 탐지에도 전기비저항 탐사는 매우 효과적이다. 2차원 

혹은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법에 의한 저수지의 안정

성 평가와 누수구간 조사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Ogilvy et al., 1969; Panthulu, et al., 2001; Park 

et al., 2002; Salmon and Johansson, 2003; Song et al., 

2005; Minsley et al., 2011; Bedrosian et al., 2012; Lee and 

Oh, 2018; Cho and Yong, 2019). 또한 현장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댐 마루부에서 2차원 탐사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저수지 3차원 효과와 전극배열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

(Sjödahl et al,, 2006; Cho et al., 2014), 저수지 안전도 지수 

평가(Cho et al., 2006), 제체내 누수경로 파악을 위한 

cross-line 토모그래피(Cho and Yeom, 2007), 계절적 온도

변화가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에 미치는 영향(Kim and Cho, 

2018),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4차원 역산(Cho and 

Jeong, 2018) 등이 연구되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해상 혹은 하상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된다.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는 수면 하부 지층

의 지질구조 및 암상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경

우에는 수층의 유동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기도 한다. 수

상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전극을 수면에 위치하는 방식

(floating electrodes)(Kelly et al., 2009; Song and Cho, 

2009; Hatch et al., 2010)과 해저면(submerged electrode)

에 위치하는 방식(Toran et al., 2010)이 있다. 또한 지표 탐

사와는 달리 긴 케이블에 여러 개의 전극 연결하고 일정 속

도로 견인하면서 자료를 획득하는 streamer 방법도 가능하

다. Kim et al.(2002)은 수치모델링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극을 하저면에 고정하는 방법과 수면에서 견인하면서 자

료를 획득하는 streamer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streamer 방식 전기비저항 탐사는 매우 빠른 시간

에 넓은 지역을 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략탐사에 효과적

인 반면, 하저면 고정 방식은 전극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하저면 하부의 지질구조 파악이 가능하므로 정

밀탐사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Song and Cho(2009)

는 새만금 방조제 내수호에서 streamer 방식 전기비저항 탐

사를 수행하여 해저면 하부의 층서 구조 규명 및 골재 부존

량 산출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였다. 

유적물리탐사

지하에 매몰된 유물의 발굴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발굴 이전에 유적 혹은 유물의 분포상황을 가시화

할 수 있다면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

물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파괴 검사인 물

리탐사에 의한 지하영상화는 유물발굴에 매혹적인 방법이

다. 전기비저항 영상화는 고고학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의 대표적인 유적조사 적용사례

로는 고분발굴(Griffiths and Barker, 1994; Papadopoulos 

et al., 2010; Wake et al., 2012), 고대 주거지 조사(Berge 

and Drahor, 2011a,b), 매몰된 성곽이나 도시 및 비석 등의 

탐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서 깊은 건축물, 석탑, 성곽, 불

상 등과 같은 유적의 안전진단에도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

법이 동원될 수 있다(Dabas et al., 2000; Capizzi et al., 

2012; Di Maio et al., 2012; Tsokas et al., 2008).

농업물리탐사

토양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인 토양 수분 함량(soil 

water content)은 토양에 따라 수분 보유능력이 달라진다. 

농업분야에서는 토양 특성에 따라 농업 활동이 결정됨에 

따라, 토양의 전기전도도를 포함한 이화학적 특성을 공간

적, 시간적으로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2차원 및 3차원 전기

비저항 영상화는 심도별 토양의 입도, 수분 함량, 산도(pH), 

유기물과 이온 함량 및 공극수의 전기전도도 등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 준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근권부(root zone)의 

수분함량 조사(Schwartz et al., 2008; Nijland et al., 2010; 

Celano et al., 2011), 토양 특성 조사(Besson et al., 2004; 

Seger et al., 2009; Basso et al., 2010), 수분 결핍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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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et et al., 2010), 토양 내 생물체량(biomass) 분석(al 

Hagrey, 2007; Amato et al., 2009; Rossi et al., 2011), 농 

토양 오염대 조사(West et al., 1999; Boadu et al., 2008) 등

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국내에서도 Yong et al.(2004)

은 짧은 시추공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를 

통하여 얻어진 불포화대의 전기비저항과 토양시료에 대한 

수분함량, 산도(pH), 유기물 함량, 이온함량 및 공극수의 전

기전도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얻어진 전기비저항을 통한 불포화대내에 존재하는 토양의 

산도, 유기물 함량 등의 간접적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전망

전기비저항 탐사는 다채널 자동측정 기능이 탑재된 고성

능 정밀 탐사 시스템, 효과적 현장 자료획득 기술, 정밀한 

모델링 및 역산기법과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난 수

십년간 1차원 탐사에서 4차원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혁

신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자원탐사, 

지하수, 토목 및 환경 분야에 거의 필수 조사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점차 그 적용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지의 전기비저항이 높아 비교적 잡음이 높

은 지역에서도 안정적 자료획득이 가능하며, 비파괴, 원위

치 실험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적용성이 날로 확대되

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3차원 지질구조에 대한 정밀해석

을 위한 3차원 탐사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비저항

의 시·공간적 변화대의 영상화를 위한 4차원 탐사도 각광

을 받고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유도분극(induced polarization) 탐사

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료가 획득된다. 따라서 약간의 추가

적인 노력으로 유도분극 탐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하여 추가적인 지하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다. 유도분

극 탐사는 지하자원 조사는 물론 환경 및 토목분야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전기비저항 탐사와 유도분극 탐사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비저항 탐사자

료의 효과적인 해석을 위해 사전정보를 이용한 기존 역산

기술의 향상은 물론,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반 역산기법

(Liu et al., 2020)의 개발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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