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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구물리탐사 방법 중 전기비저항 탐사(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method)와 전자
탐사(Electromagnetic survey method) 모델링을 통하여 수중 이상체의 전기적 특성 및 수신기의 간격
에 따른 반응양상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중 이상체의 다양한 전기비저항에 따른 탐사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1. 서론

2.1. 전기비저항 탐사 이론

지구물리 탐사 방법 중 전기비저항 탐사와 전자 탐

전기비저항 탐사는 한 쌍의 전류전극을 이용하여 전

사는 전기비저항이라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

류를 흘려보낸 후 다른 한 쌍의 전위전극에서 전위

하는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일

차를 측정함으로써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파악

정한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해양 환경에서 해수의 전

하는 탐사 방법이다.

기비저항과 다른 값을 가지는 수중 이상체가 존재할

탐사에서 얻어지는 전기비저항 값은 참 값이 아닌

경우 이로 인해 전·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며 이를 기

겉보기 비저항 값으로, 저항과 거리계수의 곱으로

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수중 이상체 탐지가 가능하다.

식(1)과 같이 표현된다.

이때, 해저면에 설치된 전·자기장 수신기의 간격에

      거리계수  .

따라 수중 이상체 탐지의 정확도가 결정되며, 최적

(1)

의 수신기 간격을 설계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과적
인 수중 이상체 탐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중

여기서, 거리계수는 탐사에 사용되는 배열에 따라

이상체와 해수의 전기비저항 차이에 따라 전·자기장

다르게 표현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극배열로 일종의

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수중 이상체 탐지 가능성을

변형된 슐럼버저 배열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겉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가

보기 전기비저항 값은 식(2)와 같이 표현된다.

상 모델에 대한 전산모델링이나 축소모델링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 이상체의 전기비저항 및 수신기

(2)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수중 이
상체의 탐지 가능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m은 전류전극과 전위전극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n은 두 전위전극 사이 거리를 의미한다.

2. 이론

측선의 양 끝에 위치한 송신기를 통해 전류를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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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수신기를 통해 전
위차를 측정한다고 가정하고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2.2.1 전자 탐사 이론
인공 송신원을 이용한 전자 탐사는 인공 송신원으로
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배경 매질을 통해 전파
하면서, 수중 이상체와 배경매질의 서로 다른 전기

[그림 1] 수중 이상체 탐지 시뮬레이션을

비저항 특성으로 인해 2차 전·자기장이 유도되는 특

위한 가상 모델

성을 이용한다. 2차 전기장은 전기비저항의 차이 및
이상체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서, 이를

수심이 40 m인 해양 환경을 가정했으며, 해수의 전

분석함으로써 수중 이상체 탐사가 가능하다. 전·자

기비저항은 물의 비저항인 0.3 ohm·m로, 해저면의

기장은 식 (3)과 같은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하면 전

전기비저항은 1 ohm·m로 가정했다. 수신기가 해저

파한다.

면 상에서 x축을 따라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
며, 수진기 간격을 40, 50, 60, 70, 80 m로 변화시켰

∇ ×      
∇ ×      

.

(3)

다. 수중 이상체의 크기는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각각 5 m, 20 m, 5 m로 가정했다. 수중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을 0.001, 0.01, 0.1, 1, 10, 100, 1000

수신기에는 1차 전·자기장과 2차 전·자기장이 함께

ohm·m로 다양화 하였다.

기록되며, 식 (4)를 이용하여 2차 전·자기장만을 분
리함으로써 계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Unsworth

3.2. 전기비저항 탐사 전산모델링 결과

et al., 1993).

[그림 2]는 수중 이상체 전기비저항이 0.001 ohm·m
일 때 수신기 간격에 따른 전산모델링 결과를 보여

∇ × ∇ ×         ∆  

. (4)

준다. 이는 해수와 수중 이상체 전기비저항의 차이
가 비교적 큰 경우로, 수신기 간격이 40 m와 50 m

식 (4)는 식(3)과 다르게 인공송신원 대신 1차 전기

인 경우 수중 이상체를 중심으로 겉보기 비저항에

장이 2차 전기장을 생성하는 송신원이 됨을 알 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신기 간격

있다. 식 (4)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 변유한 요소법

이 60 m 이상인 경우 수중 이상체 탐지가 어려움을

(edge-based finite-element method)을 적용하면 식

알 수 있다.

(5)와 같은 행렬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며(정용현,
2011),

  ,

(5)

식 (5)의 행렬 방정식의 해가 2차 전기장이 된다.

3. 전산모델링 결과
3.1. 수중 이상체 모형
수중 이상체의 전기비저항과 수신기 간격에 따라 전
기비저항 탐사 및 전자 탐사 반응양상이 어떻게 달

[그림 2] 수중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이 0.001

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수중 이

ohm·m일 때, 수중 이상체의 수신기 간격에 따

상체 모형에 대해 전산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른 전기비저항 탐사 전산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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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수중 이상체의 전기비저항 값이 0.1

수중 이상체와 해수의 전기비저항의 차이가 크지 않

ohm·m인 경우로, 배경 매질과의 이상체의 전기비저

은

항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수신기 간격이

ohm·m일 때, 전기비저항 탐사에서와 다르게 수신기

40 m 일 때도 이상체에 의한 겉보기 비저항 변화를

간격이 40, 50, 60 m 일 때에도 2차 전기장의 변화

관찰할 수 없다.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신기 간격이 60 m 일

경우,

즉,

수중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이

0.1

때 기록된 2차 전기장 값이 매우 작아 현장 탐사 적
용 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5].

[그림 3] 수중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이 0.001
ohm·m일 때 수신기 간격에 따른 전기비저항
탐사 전산모델링 결과

[그림 5] 수중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이 0.1
ohm·m일 때 수신기 간격에 따른 전자 탐사

3.3. 전자탐사 전산모델링 결과

전산모델링 결과

전기비저항 탐사 전산모델링에서와 동일한 환경을
가정하고 전자 탐사 전산모델링을 수행했으며, 전기

4. 결론

장 인공송신원의 위치는 해저면 위쪽으로 25 m 떨

수중 이상체의 전기 비저항 및 수신기 간격의 다양

어진 깊이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다. 전기비저항 탐

한 조합에 대해 전기비저항 탐사 및 전자 탐사 전산

사 결과와 유사하게 수신기 간격이 40, 50, 60 m일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전산모델링 결과, 수중 이상체

때 2차전기장에서 이상체의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남

의 전기비저항이 0.001 ohm·m인 경우 수신기 간격

을 알 수 있다[그림 4].

이 40, 50, 60 m 일 때, 이상값 관측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으며, 이로부터 현장 탐사 설계 시 수중 이상
체의 전기비저항에 따른 최적의 수신기 간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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