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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rsion result of geophysical data given as a block type was geostatistically simulated with borehole

observation given as a point type and was applied to the rock classifying map. The geophysical data generally involved

secondary information for the target material and were obtained for overall region. In contrast, borehole data provided

direct information for the target material, but tended to be effective only for a narrow range of region and were dealt as

a point type. Integrated simulation or kriging interpolation of these two different kinds of information required the

covariance for point-point, point-block and block-block. Using the Bssim module included in SGeMS software, integrated

result of geophysical data and borehole data were obtained. The results were then compared with the method of

geostatistical inversion proposed by authors. Downscaling method used in this study showed relatively more flexible than

the geostatistical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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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럭으로 주어지는 물리탐사 자료의 역산결과를 시추공 자료와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암반등급의 분류에

적용하였다. 물리탐사의 역산결과는 해석 대상에 대한 부가적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게 되며, 전체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시추공 자료는 해석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정보의 공간적 범위가 매우 좁아 포

인트 자료로써 이용된다. 블럭으로 주어지는 물리탐사 역산결과와 포인트로 주어지는 시추공 자료를 결합하여 크리깅이

나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인트-포인트, 포인트-블럭, 블럭-포인트 간의 공분산 정보가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는 SGeMS에서 제공하는 Bssim 모듈을 이용하여, 역산 블럭과 시추공 포인트간의 복합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간적 특성이 다른 자료를 반영하는 다운스케일 된 결과를 얻었고, 이를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지구통계학적 역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방법에 의한 다운스케일링 기법이 보다 확장가능하고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주요어: 지구통계, 다운스케일링, 시뮬레이션, 공분산

서 론

물리탐사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탐사 대상에 대한

실제 물성값을 얻기 위해서는 역산 과정이 필요하다.

역산 결과는 대개 블럭의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의

발달된 컴퓨터 환경을 고려해도 3차원 자료의 역산

을 수행하는 경우 블럭의 갯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역산 블럭의 크기는 실제 해석자가

원하는 수준의 해상도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지구과

학자료의 해석에 널리 이용되는 기법이 지구통계학적

방법이다(오석훈, 2000; 박노욱, 2004; 박계순, 2008).

지구통계학적 접근은 공간상에서 측정한 자료의 확장

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해석 등에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탐사 자료의 역산결과가 낮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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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의 블록형태로 주어지고, 시추공에서 직접적으로

획득한 자료는 좁은 영향 범위의 포인트로 주어질

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스케일의 자료를 혼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간격이 큰 격자(coarse grid) 형태로 주어지는 정보

를 해석자가 원하는 수준의 높은 해상도의 정보(fine

scale)로 바꿔주는 과정을 다운스케일링(downscaling)

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운스케일링을 위해

서는 간격이 큰 격자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해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이 정보가 높은

해상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부정확하지만 넓

은 범위의 정보가 포함된 블럭 형태의 큰 격자 정보

와 정확하지만 좁은 범위에 대해서 유효한 포인트

정보를 결합하여 다운스케일링을 수행할 수 있다(Liu

and Journel, 2009). 이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3차원 블럭역산 결과와 시추공에서 획득한

암반등급 자료를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다운스

케일링된 결과를 얻었다. 이를 위해 SGeMS 프로그

램(Remy et al., 2009)이 제공하는 Bssim 모듈을 이

용하였고, 획득한 결과를 지구통계학적 역산 결과(오

석훈, 2008)와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터널 등과 같이 암반의 조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결정되는 대형 토목 공사에서 RMR

(Rock Mass Rating)은 암반의 질을 판단하는 표준적

근거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RMR은 시추

공에서 획득한 코어를 직접 분석하여 얻는 값이기

때문에 그 정보의 분포가 좁고, 제한적이어서 시추공

이외의 지역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RMR값은 일반적으로 시추공 자료를 통해 1차

원적으로 획득되지만 실질적인 RMR 정보의 이용은

2차원 이상의 영역에 대해 주어질 때 사용이 가능하

며, 기존의 경우 이를 위해 1차원적으로 편중된 시추

공 평가 자료만을 이용하거나 단순 선형 분석을 통

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상 지역의 해석

을 3차원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 시추공만의 자료는

전체적인 지구조 양상을 반영하는 RMR 분포를 추정

하기 매우 어렵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MR 측

정 자료의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미 측정지점에 대

한 대상값을 추정하는 지구통계학적 접근이 널리 이

루어지고 있다. 지구통계학은 확률함수 모델(random

function modeling)에 기반한 공간분석 기술로서, 측

정되지 않은 지점의 값들이 공간적으로 의존하는 확

률함수의 집합이라는 가정을 통해 대상 지역의 관심

변수에 대해 추정하는 방법이다(Goovaert, 1997). 지

금까지 RMR 추정과 관련한 지구통계학의 적용은 단

순히 시추공상의 1차원 RMR 정보를 크리깅 기법

(Kriging)을 통해 2차원 분포로 확장하거나 시뮬레이

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Ozturk, 2002; Ryu et al.,

2003). 그러나 공간적으로 제한된 정보에 대해 크리

깅을 적용하는 것은 오해석을 유발하거나 부족한 자

료에 근거하여 추정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상과

거리가 먼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

인 방법은 물리탐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리탐사 자료를 RMR 값의 추정을 위해

사용한 사례들은 측정한 값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최재화

외, 2001; 이광배 외, 2004).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Oh et al.(2004)은 물리탐사자료와 시추공 주변의

RMR 자료에 대한 지구통계학적 복합 해석 기술을 2

차원 MT 해석 자료에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이미 확정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기반

으로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값을 추정하는 것으로

서, 한번 추정한 값은 변하지 않는다. 최근 오석훈과

서백수(2007)는 두 가지 이상의 탐사자료가 있을 때,

확률론적 관점에서 암반등급을 추정하고, 그 신뢰도

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박계순 외(2008)는 각각의 역산된 물리탐사 자료를

지구통계학적 접근을 통해 복합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모두 지구통계학을 자료

복합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암반등급의 추정을

위해 지구통계학적 방법에 의한 다운스케일링 방식을

통해 암반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제안하

고자 한다.

다운스케일링 이론

지구통계학적 크리깅이나 시뮬레이션은 두 과정 모

두 추정하고자 하는 지점과 측정된 자료간의 공분산

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Deutsch and Journel, 1992;

Goovaerts, 1997). 즉, 측정점들의 위치를 P1, P2, ...

Pn로 나타내고, 추정하고자 점의 위치를 P0로 표현한

다면, 각 측정점들의 크리깅 가중치 λn은 다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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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Cnn은 측정점들간의 공분산을 나타내며,

Cn0은 추정하고자 하는 지점과 측정점들간의 공분산

을 의미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의 행렬에

서 각각의 공분산은 모두 거리에 관한 함수로 표현

되며, 이는 베리오그램(variogram) 분석을 통해서 획

득할 수 있다.

스케일이 다른 두 자료, 즉 블록 형태의 물리탐사

역산 자료와 포인트 형태의 시추공 측정자료를 혼합

하여 크리깅이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의 행렬식을 다시 블록-블럭, 블록-포인트, 포인트-포

인트 간의 공분산으로 구분하여 재작성해야 한다.

Liu and Journel(2009)은 이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효율적인 알고리듬을 제안하였으며, 지구통계학 분야

의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SGeMS에 이를 공개하였다.

블록과 포인트가 동시에 고려된 크리깅 시스템을 구

현하기 위해 단순 크리깅(simple Kriging: SK)하여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제 SGeMS에서는 단순

크리깅 뿐만 아니라 정규 크리깅(ordinary Kriging)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블록 자료 B(vα)는 그 블

록 vα에서의 포인트 값 Z(u')의 선형적 평균으로 정

의하게 된다. 즉,

여기서 Lα는 블록내의 선형 연산자이다.

단순크리깅 추정자, Z*SK(u)는 포인트와 블록 모두

에 관여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Z*SK(u)−m0=Λ
t
· D= (u) · [D(uα)−m0]

여기서 Λ
t
=[λP λB]로서 포인트 자료 P와 블록 자료

B에 대한 각각의 크리깅 가중치를 나타낸다. 또한

D
t
=[PB]는 각각 포인트와 블록에 대한 자료를 의미

한다. D(uα)는 위치 uα에서의 측정 자료를 의미하며,

n(u)개 만큼의 자료가 있음을 의미한다. m0는 평균을

의미한다.

식 (1)에서 주어진 크리깅을 위한 공분산 행렬은

포인트와 블록을 동시에 고려하는 크리깅 분석을 위

해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한다. 즉, 

K · Λ=k

이 되고, 여기서,

, 

로서, K는 포인트와 블록으로 구성된 측정 자료에

의한 공분산을 나타내며, k는 추정하고자 하는 지점

과 측정 자료간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또한 C는 포

인트 자료의 공분산을 나타내고, 는 블록과 포인

트가 함께 섞여 있는 자료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마

지막으로 P0는 추정하고자 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블

록에 대한 공분산 추정을 위해서는 적분과정이 필요

한데, 이의 해결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FFT방식에

의한 해결법을 사용하였다(Liu and Journel, 2009).

결국, 기존의 크리깅 시스템이 포인트 자료만에 의

한 공분산 행렬을 이용했다면, 블록과 포인트가 동시

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공분산 행렬이 새롭게 구

성된다. 이와 같은 복합적 크리깅 시스템에 기반하여

Journel(1994)이 제안한 다이렉트 시뮬레이션(DSSIM)

기법을 적용하여 블록과 포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물리탐사 역산 자료의 다운스케일링

물리탐사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처리

물리탐사 자료를 통해 획득한 물성의 공간적 특성

을 고려하여 다중 탐사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복합적

으로 해석하는 지구통계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

양한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Haas and Dubrule,

1994; Oh et al., 2004). 특히, 오석훈(2008)은 지구통

계학적 복합해석 과정에 최적화 기법에 기반한 역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구통계학적

역산(Geostatistical inversion: GI) 기법은 석유공학

분야에서 저류암의 공극률 분석을 위해 시추공에서

직접 획득한 자료와 탄성파 트레이스의 복합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1990년대에 처음 제안되었다(Bortoli

et al., 1992; Haas and Dubrule, 1994). 이 방법의 핵

심은, 시추공에서 획득한 공극률 자료의 공간적 경향

을 배리오그램 모델(Isaaks and Srivastava, 1989)을

통해 묘사하고, 배리오그램 모델을 이용하여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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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여러 개의 공극률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탄성파 트레이스와 가장 잘 부합되는 모델을 선택하

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물리탐사를 통해 취득한

탄성파 트레이스와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 결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지구통계학

적 역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직

접적으로 획득한 시추공 자료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

하면서, 조사 대상 영역 전반에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물리탐사 자료의 경향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물리탐사 역산 자료

물리탐사 자료의 역산은 측정자료와 모델 파라미터

간 민감도 행렬의 구성 및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역산 블록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개수에 많은 제한

이 생긴다. 특히, 최근 널리 수행되고 있는 3차원 역

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해서 역산 결

과를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해상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내삽 기법

을 이용하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내

삽 결과는 오히려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Fig. 1은 실제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 결과를 일체의

내삽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블록으로 나타낸 것이

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역산 결과를 그대로 이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내삽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해상도 높아 보이는 형태로 변환하게 된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 블록의 중심값을 기준으로 각종

내삽 방법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Fig. 2는 블록의 중

심값을 기준 위치로 kriging을 통해서 내삽한 결과이

다. 격자 형태의 규칙적인 점들은 원래 비저항 역산

블록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크리깅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상 지역의 시추공자료

에서 확보한 암반등급값도 함께 나타냈다. 전기비저

항 탐사 자료를 암반등급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Fig. 1. Resistivity inversion result expressed by coarse block. The unit is logarithm of Ohm-m.

Fig. 2. Interpolated section of blocky inverted section by only referencing the block resistivity value. Grid points display the

position of each inversion block and direct borehole observation is also m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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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Oh et al.(2004)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저항의 전반적

인 분포는 파악할 수 있지만, 블록 내에서의 변화를

살필 수가 없고 시추공 자료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

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크리깅 과정

의 특성상, 주변 값과 최대한 부드러운 변화가 발생

하도록 값을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질구조를 묘사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Fig. 3과 4

는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다운스케일링 기법으로

생성한 단면이다. Fig. 3은 특정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Fig. 4는 10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단순한 비저항 결

과에 대한 크리깅 결과에 비해 시추공 결과가 잘 반

영되어 우측부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보다

세밀한 스케일의 변화가 관측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Fig. 5는 시추공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도시한 그림이다.

탐사자료와 시추공 자료의 다운스케일링

물리탐사 자료와 시추공 자료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다운스케일링의 과정은 Fig. 6과 같은 개념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해석에 이용한 Bssim

모듈은 무료로 공개된 프로그램으로서 지구통계학 분

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SGeMS 프로그램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기존의 포인트 자료에 대한 지구통계학

적 처리는 EAS 형식(Deutsch and Journel, 1997)으

로 작성하면 되지만, 이 연구와 같이 블록 자료를 같

이 쓰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치의 정의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물리탐사 역산에 의해 획

득한 블록의 기하학적 위치를 파일로 작성해서

Bssim 모듈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블록은 모두 직육면체 형태의 블록으로 8개

Fig. 3. An example of downscaling for the same data but referencing blocky resistivity inversion result and point borehole data

simultaneously. Bssim based on simulation technique may make multiple simulation result to be used for uncertainty analysis.

Fig. 4. Accumulated downscaling map which averages multiple simulation results described as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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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점을 가지게 된다. Fig. 7은 그 내용의 일부

를 보여주고 있다.

다운스케일링 결과의 분석

현실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자료의 정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통계적 추정의 정확도

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정한 결

과의 히스토그램 분포가 정확한 측정값의 분포와 얼

마나 유사성을 갖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Fig. 8은 4가지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여준다. 즉, 그림 (a)는

시추공에서 직접 획득한 RMR 자료의 히스토그램 분

포를 나타낸다. 전체적인 히스토그램의 윤곽은 정규

분포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최저값과 최고값 주변에

도 비교적 많은 수의 샘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b)는 다운스케일링에 의한 결과로서 Bssim에

의한 시뮬레이션의 한 예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이

다. 시추공에서 측정한 결과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값과 최고값 주변에서도 매우 유

사하게 샘플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그림 (c)는 시추공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비

저항 역산 블록을 크리깅을 이용하여 내삽해서 얻은

결과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이다. 크리깅의 특성상

중간값의 주변에서 많은 값이 샘플링되었고, 결과적

Fig. 5. The borehole location where RMR is directly observed.

Fig. 6. The schematics of overall process of downscaling by integration of geophysical coarse data and fine scale of boreho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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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lock data file format.

Fig. 8. Comparison of each histogram: (a) RMR data directly observed at boreholes (b) a simulated result for dowscaling (c)

block kriging result (d) accumulated result of 10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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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 자료가 가지고 있는 분포 특성을 잘 반영하

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d)는

다운스케일링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다중으로 수행하

여 평균한 결과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그림 (d)와

유사하지만, 최저값과 최고값 주변의 샘플링 빈도가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검토해보면, 역산 블록과 시추공 포인트 자료

의 복합적 다운스케일링으로 추정한 결과가 매우 안

정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정확한 측정값인 시추공 자

료의 통계 패턴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통계학적 역산 결과와의 비교

오석훈(2008)은 물리탐사 자료와 시추공 자료를 동

시에 고려한 추정기법으로써 지구통계학적 역산방법

에 의한 접근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법은 시추공

자료의 다중 시뮬레이션 결과 중에서, 물리탐사 자료

와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여 추정을 수행하는 것

이다. 이 기법도 일종의 다운스케일링 기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적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9는 지구통계학적 역산 기법을 통해서 동일한

자료에 대한 수행한 결과이다. Fig. 10의 Bssim을 이

용한 다운스케일링과 비교하여 볼 때, 최고값의 분포

가 매우 적은 것을 알아볼 수 있다. 두 그림의 컬러

스케일을 모두 동일하다. 이는 Fig. 11의 지구통계학

적 역산 결과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는, 역산 기법의 적용 과정에서 시추공 자료의 다중

시뮬레이션 결과를 물리탐사 자료에 맞추는 알고리듬

이 추정값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최저값과 최고값 주

변의 샘플링이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물리탐사 자료 자체가 중심값 주변에서 부

드럽게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역산 기법의

Fig. 9. Result from geostatistical inversion (GI) proposed by Oh (2008) for same data.

Fig. 10. Result of downscaling of coarse geophysical and fine scale of boreho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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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이러한 물리탐사 자료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값들이 선택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ssim 모듈을 이용한 다운

스케일링 기법이 적용과 결과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컴퓨터 환경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물리

탐사 자료의 역산 결과는 블록의 형태를 가질 수 밖

에 없다. 이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달과 무관하게,

역산 과정에서 측정자료가 가지는 민감도(sensitivity)

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역산 블록의 크기를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최근 물

리탐사 자료의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낮은 해상도의 역산 블록

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연

구에서는 블록 형태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물리탐사

역산 자료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공간적 스케일이

다른 시추공 자료와 결합하여 다운스케일링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공개된 지구통계 관련 프로그램인 SGeMS에 포함되

어 있는 Bssim 모듈을 이용하였다. 이 모듈은 블록

및 포인트로 주어진 측정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해상도의 자료를 고해상도로 다운스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운스케일링 기법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서, 물리탐사 자료를 이용한 암반등급의 분류 문제에

본 기법을 적용하였다. 암반등급은 시추공에서 획득

한 시추 코어 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추공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이

를 추정하기 위해 물리탐사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추공

에서 취득한 암반등급 자료와 조사 대상 영역 전체

에서 측정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를 3차원 역산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운스케일링 문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다운스케일링된 전체 영역의 암반등급 분포

도는 시추공에서 직접 측정한 암반등급의 분포와 매

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추공에서 얻어진 암반등급의 통계적 특징이 전체

영역에서 물리탐사 자료와의 복합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한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는 가장

직접적인 측정자료가 시뮬레이션 자료와 좋은 일치성

을 보인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연구결

과는 물리탐사 자료의 역산 결과에 대한 다운스케일

링 문제 전반에 응용될 수 있으며, 기타 원격탐사 문

제 등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

결과는 깊이에 따른 블록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3차원 역산에서는 파라

미터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심부로 내려갈수록 블록의

크기를 크게 만들게 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Bssim 모듈은 이와 같이 블록의 크기가 변하는 상황

에서도 잘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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