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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3차원 MT 역산을 위한 다양한 감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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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적효과가 포함된 MT 자료를 효율적으로 역산하기 위해 새로운 근사 감도(sensitivity)를 제시하였다. 근사 감
도를 이용하여 감도 행렬을 구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계산 시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면서 정확한 감도를 이용한 경
우와 비슷한 수준의 역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근사 감도 외에 초기 균질 모형에 대한 감도,
Broyden 법을 이용하여 업데이트한 감도, 정확한 해에 의존한 감도 등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3차원 역산을 수행할 수 있
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공합성자료 및 포항 지역에서 획득한 현장 자료에 대하여 3차원 역산한 결과, 네
가지 감도의 조합으로 성공적인 역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다양한 감도를 적용하여 역산을 수행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산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3D, MT, 역산, 근사 감도
Abstract: An efficient algorithm for inverting static-shifted magnetotelluric (MT) data has been proposed to produce a

three-dimensional (3D) resistivity model. In the Gauss-Newton approach, computational costs associated with construction
of a full sensitivity matrix usually make 3D MT inversion impractical. This computational difficulty may be overcome
by using approximate sensitivities. We use four kinds of sensitivities in particular orders in the inversion process. These
sensitivities are computed 1) analytically for an initial, homogeneous earth, 2) exactly for a current model, 3)
approximately by the Broyden method, and 4) approximately using the previous adjoint fields. Inversion experiments with
static-shifted synthetic and field MT data indicate that inversion results are highly dependent on characteristics of data
and thus applying various combinations of sensitivities is helpful in obtaining a good image of the subsurface structure
with reasonable computation time.
Keywords: 3D, MT, inversion, approximate sensitivity

서 론

파를 이용하므로 그 탐사 심도가 매우 깊어서 측정 자료는
3차원 지하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MT 탐사 자료의
1차원 및 2차원 역산 해석은 종종 왜곡된 지하 구조의 영상을
나타내며 특히 지하 구조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탐사 자료
의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등(이태종 등, 2005; Siripunvaraporn
et al., 2005), MT 탐사 자료의 정확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MT 탐사 자료로부터 지하 구조를 정확하게 영상화하
기 위해서는 3차원의 역산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MT 자료
의 3차원 역산은 막대한 계산 시간 및 컴퓨터 메모리의 문제

자연 전자기장을 송신원으로 이용하는 자기지전류(magnetotelluric; MT) 탐사는 약 0.0001 Hz에서 수백 Hz 범위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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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그 적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
한 3차원 역산에 대한 연구가 지난 십여 년 동안 다양한 방법
으로 이루어져왔다. Zhdanov et al. (2000)은 Green 함수에 대
한 준선형(quasi-linear) 근사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3차원
역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으며, Farquharson
and Oldenburg (1999)는 수반 방정식(adjoint equation)의 해를
반무한 공간이나 층서구조에 대한 값으로 근사하였다. Mackie
and Madden (1993)과 Newman and Alumbaugh (2000)는
각각 선형 및 비선형 conjugate gradient법에 기초하여 감도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역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3차원 탐사 자료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역산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MT 탐사
자료의 해석에는 2차원 역산이 더욱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MT 탐사 자료는 정적효과(static shift; deGroot-Hedlin,
1991)로 인해 쉽게 왜곡되기 때문에, 정적효과는 MT 탐사 자
료의 역산에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이다. 과거에는 정적효과를
측정 자료에서 미리 제거하고 역산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였지
만(Jones, 1988; Torres-Verdin and Bostick, 1992), deGrootHedlin (1991)이 정적효과를 역산 과정에 포함하여 모형 매개
변수와 동시에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Ogawa and
Uchida (1996)는 deGroot-Hedlin (1991)의 방법을 개량하여 정
적효과가 Gaussian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2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최근 들어 Sasaki (2004)는 Ogawa and Uchida
(1996)의 방식을 3차원 MT 역산에 도입하였고, Sasaki and
Meju (2006)는 정적효과와 자료 오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
구하는 등, 3차원 역산에서도 정적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연
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3차원 MT 역산을 위해 감도 계산
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2차 전기장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근사함으로써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산 시간을 향상
시킨 근사 감도(approximate sensitivity; A)를 도입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근사 감도 외에 초기 균질 모형에 대한
감도(initial sensitivity; I), Broyden 법을 이용하여 업데이트
한 감도(updated sensitivity; U), 현재 모형에 대한 정확한
감도(exact sensitivity; E)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그 효과를
시험하고 효율적인 조합에 대해 연구한다. 역산 시에는 Sasaki
(2004)와 같은 방식으로 정적효과를 역산 과정에 포함시킴
으로써 지하의 물성과 정적효과의 크기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합성자료에 대한 실험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
한 근사 감도와 여러 가지 감도의 조합이 3차원 MT 자료 역
산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인공합성
자료에 대한 역산 결과에 기초하여, 포항 지역에서 수행한 현
장 탐사 자료를 효율적으로 역산하여 심부 지하 구조를 영상
화한다.

이 론
비선형 최소자승 역산법
MT 탐사 자료로부터 지하 구조를 영상화하기 위한 역산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d = f (m) + Gs,

(1)

여기서 d는 관측된 MT 자료, f(m)은 모형매개변수 m에 대한
모델링 반응, s는 정적효과의 크기, G는 정적효과와 관측 자
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로 위상에 대응하는 행은 모
두 0이고, 겉보기비저항에 대응하는 행은 해당 지점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deGroot-Hedlin, 1991). 자료 d로는 Zxy와
Zyx 모드에서의 겉보기비저항 ρ 와 ρ 의 대수 값과 위상
φ 와 φ 를 이용하고, 모형매개변수 m으로는 역산 블록의 전
기비저항의 대수를 이용한다. 대수 변환을 이용함으로써 전기
비저항 및 겉보기비저항이 항상 양의 값이 되게 함과 동시에
값의 크기가 급격하게 변화하여도 안정적으로 역산을 수행할
수 있다(Mackie and Madden, 1993). (1)식에서 정적효과를 역
산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풀면 모형매개변수와 각 측점에
서 정적효과의 크기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
3차원 MT 역산 문제인 (1)식은 m 에 대해 비선형이므로 반
복 해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1)식을 k번째 반복 시의 모
형 m 에 대해서 선형화하면,
xy

xy

yx

yx

k

Δd = JΔmk + Gs,

(2)

여기서 Δd = d − f(m )는 관측자료와 모델링 반응 사이의 차이
를 나타내는 자료 오차 벡터이고, J는 감도 행렬, Δm 은 모형
의 증분 벡터이다(Sasaki, 2004). (2)식의 최소자승해는 일반적
으로 안정적으로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정보에 기초한 제
약조건을 포함하는 목적함수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Sasaki,
k

k

2004).

φ = ||Wd(JΔmk + Gs − Δd)||2 + λ2[||Rmk+1||2 + α2||mk+1 − mb||2]
(3)
+ β 2||s||2,

여기서 W 는 측정 자료의 표준편차의 역수로 이루어진 자료
가중 행렬이고, R은 모델 roughness를 정량화하기 위한 2차
미분 행렬, m 는 기준 모형으로 역산의 반복 단계에서 모형의
급작스런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의 모델 m 로 설
정하며, λ, α, β는 상수(Lagrange multiplier)들이다. (3)식의
세 개 항은 각각 자료 오차, 모형의 roughness, 정적효과의 크
기에 관련된 항들로 세 개 항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λ와
β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λ 가 큰 경우에는 역산 결과 모형
의 전기적 물성이 부드럽게 변화하며 λ가 작은 경우에는 급격
하게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β가 큰 경우에는 정적효과의 크기
가 작아져서 천부에 작은 이상체가 구현되고 β가 작은 경우에
d

b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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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적효과의 크기가 커져서 천부의 작은 이상은 정적효과로
해석되고 전체적인 구조가 드러난다.
(3)식의 목적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해는 다음 관측방정식
(observation equation)의 해와 동일하다.
Wd J Wd G
Wd ( Jmk + Δ d )
λR 0
mk +1 =
0
,
λα I 0
s
λα m b
0 βI
0

(4)

Δ dT WTd Wd Δ d ,
R = ---------------------------------N

(5)

여기서 N은 전체 자료의 개수이다. 주파수 별로 한 측점에서
의 MT 자료는 ln(ρ ), ln(ρ ), φ , φ 으로 총 4개 이므로 전
체 자료의 개수는
yx

xy

yx

N = 4 × Nsite × Nfreq,

(6)

이다. 여기서 N 는 측점의 개수, N 는 주파수의 개수이다.
3 차원 MT 모델링
역산의 각 반복 단계에서 오차 벡터 Δd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3차원 MT 반응을 계산하여야 한다. MT탐사에서는 저주파
를 이용하므로 변위전류(displacement current)는 고려하지 않
으므로, 시간의존성을 exp(iωt)라 하면 Maxwell 방정식은 아
래와 같이 표현된다.
site

freq

∇ × H = σE ,
∇ × E = –i ωμ 0 H ,

(7)
(8)

여기서 E와 H는 각각 전기장, 자기장이고 σ는 전기전도도,
ω 는 각주파수, μ 는 공기중에서의 투자율(4π × 10 H/m)이
다. (7)식과 (8)식을 벡터 항등식을 이용해서 결합하면 아래의
2차 벡터 Helmholtz 방정식이 된다.
0

−7

∇ × ∇ × E = –i ωμ0 σ E ,

(9)

∇ × --1- ∇ × H = –i ωμ 0 H .

(10)

σ

(Siripunvaraporn et al., 2002). 일반적으로 역산에서는 변화하

는 모형에 대해 다양한 주파수에서 하나의 격자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격자 의존도가 낮은 (9)
식을 이용한다.
3차원 MT 역산에서는 평면파 송신원에 대한 MT 반응의 계
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소개할 감도 계산을 위해 임의의 점 송
신원에 대한 전기장도 계산해야 한다. 점 송신원에 대한 전기
장 계산을 위해서 (9)식의 전기장을 1차장 E 와 2차장 E 로 나
누어 계산한다.
p

여기서 I는 항등 행렬이다. (4)식을 예를 들어 개량 GramSchmidt 법을 이용하여 풀면 (k + 1)번째 모형과 정적효과를
동시에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역산해가 정해진 범위 내로 수렴
할 때까지 반복하거나 혹은 정해진 수만큼 반복하여 최종 모
형을 역산해로 간주한다. 역산해의 수렴 정도는 아래 식과 같
이 정의된 자료오차 R로 판단한다.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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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식과 (10)식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식이므로 어느 것을 이용
해도 동일한 전자기장을 구할 수 있지만, 수치적인 계산에서는
(10)식보다 (9)식이 격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낮으며 성긴 격

자에서도 보다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

E = Ep + Es,

(11)

∇ × ∇ × E s + i ωμ 0 σ E s = –i ωμ0 ( σ – σ p ) E p ,

(12)

여기서 1차장은 반무한 공간이나 층서 구조와 같이 이상체가
없는 배경매질에서 점 송신원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이며, 2
차장은 이상체와 배경매질의 전기전도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
는 전기장으로 아래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σ 는 배경매질의 전기전도도이다. 전체 전기장에 대한
(9)식 대신 2차장에 대한 (12)식을 이용하면 송신원에서의 특
이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Unsworth et al.,
1993).
(9)식과 (12)식은 모두 행렬식 Ax = b의 형태로 구성되고, 이
연구에서는 Sasaki (2001)와 같은 방식의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 행렬식을 푼다. 이 모델링 알고리듬은 staggered grid (Yee,
1966)를 이용한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을 기반으
로 하며, 연립방정식의 해법으로 incomplete Cholesky decomposition을 선처리기(pre-conditioner)로 하는 biconjugate gradient법을 이용한다. 또한 저주파수에서 반복해법의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고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해를 구하기 위하여 Smith
(1996)가 제안한 발산보정(divergence correction)을 이용한다.
감도 계산
겉보기비저항 및 위상의 모형 매개변수에 대한 감도(sensitivity, Jacobian)는 전자기장의 감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기장의 감도는 수반방정식(adjoint equation)에 의해 모델
링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McGillivray et al., 1994). 한
예로 x방향 전기장 E 의 m번째 역산 블록의 전기전도도
σ 에 대한 감도는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한다.
p

x

m

∂ Ex
--------= E Jx ( r ) ⋅ E ( r ) dV ,
∂ σm ∫V

(13)

여기서 E는 평면파 송신원에 의한 전기장, E 는 측점에 존재
하는 x방향 가상 단위 전기쌍극자 송신원 J 에 의한 전기장이
고 V는 역산 블록의 부피, r은 측점으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
는 위치까지의 거리 벡터이다. (13)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장의 감도는 평면파 송신원에 대한 모델링과 임의의 점 송신
J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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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한 모델링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13)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감도 행렬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
한 모델링 횟수 N 는 다음과 같다.
fwd

Nfwd = Nsrc × Nsite × Nfreq,

(14)

여기서 N 는 임의의 점 송신원의 개수이다(김희준 등, 2004).
겉보기비저항과 위상의 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자기장의
수평 성분 E , E , H , H 에 대한 감도가 필요하며(김희준 등,
2004), (14)식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기장의 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네 개의 점 송신원 J , J , M , M 에 대한 모델링을 수
행해야 하므로, 3차원 MT 역산에서 N 는 4가 된다. 현장 자
료의 경우 측점이 30개, 사용하는 주파수가 15개라면 감도 행
렬을 한번 구성하는 데에만 1,800 회의 모델링이 필요하게 되
어서 역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계산 시간이 감도 행렬을 구성
하는데 소요된다.
이와 같이 감도행렬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계산시간
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의미 있는 역산 결과를 얻고자 Sasaki
(2004)는 역산의 반복 초기 몇 번까지는 균질 반무한 공간에
대한 감도 I를 사용하고, 중간에 정확한 감도 E를 한번만 사
용한 후, Broyden법(Lock and Barker, 1996)을 이용해서 업데
이트한 감도 U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역산을 5회 반
복한 경우에 각 단계에서 사용한 감도 행렬의 약자를 따서 위
의 방법을 IIEUU로 명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업데이트한
감도 U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매 반복단계에서 U를 이용하
는 방법, IUUUU, E를 적용하기 이전에 U를 적용하는 방법,
IUUEU, E 와 U 를 한번씩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 IUEUE, 등
을 시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모형의 영향을 보다 많이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역산이 가능한 근사 감도, A를 새로 도입한다. E의
계산에 필요한 계산 시간 중 대부분은 점 송신원에 대한 해
E 를 계산하는데 소요되며, 그 중에서도 2차장 E 을 계산하
기 위한 모델링이 차지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
는 2차장의 계산을 피하기 위해 1차장만 현재 모형에 대해 계
산하고( E ), 2차장은 이전 단계에서 계산한 값으로 근사
(E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src

x

y

x

y

x

y

x

y

src

Jx
s

Jx

Jx
p,k

Jx
s,k – 1

E Jkk = E Jpxk + E Jxs k ≈ E Jxp k + E Jxs k .
,

,

,

,

– 1

(15)

(15)식에서 1차장은 측점을 포함하는 역산 블록의 전기전도도
를 가지는 반무한 공간에 대해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런 전기전도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송신원에서의 특이치 문제
발생을 피할 수 있고, 1차장이 송신원 근처에서 가장 크고 거
리에 따라 급속하게 감소하므로 송신원 근처의 전기전도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석해의 계산에 필요한 베
셀(Bessel) 함수의 적분은 Guptasarma and Singh (1997)이 제
안한 선형 필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는 I 및 E를 계
산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5)식에서 E를 계산하기 전

Plan (a) and cross-sectional (b) views of a test model which
consists of a conductor of 5 ohm-m in a vertically contacted media
of 100 ohm-m and 10 ohm-m. The conductor with a dimension of
400 m × 800 m × 600 m is embedded at a depth of 400 m. Crosses
indicate MT stations. Solid lines indicate inversion blocks while
both of solid and dotted lines modeling meshes.
Fig. 1.

에 A를 적용할 경우는 이전 단계의 2차장은 0이며, 1차장은
초기 반무한 공간에 대한 값으로 근사한다.
E Jkk = E Jpxk + EJxs k ≈ EJxp .
,

,

,1

(16)

역산의 각 반복 단계에서 위에서 소개된 네 가지 감도, I, E,
U, A 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
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산이 가능하다.

역산 실험
위에서 소개한 네 가지 감도를 다양한 조합으로 인공합성자
료 및 현장자료의 3차원 역산에 적용하고, 자료 오차의 변화
와 계산 시간, 지하 구조 영상 등을 분석하였다. 모든 계산에
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 센터의 Hamel
cluster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이 system의 계산 노드는 Intel
Pentium IV Xeon DP 2.8 GHz 프로세서 2개를 장착한 IBM
x335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포항 지역에서 획득한 현장 자료
의 역산을 위해서는 역산 알고리듬 중 감도 계산 부분을 주파
수에 따라 병렬화하였다.
인공합성자료
Sasaki (2004)는 역산법 검증을 위해서 Fig. 1과 같이 전기
비저항이 각각 100 ohm-m와 10 ohm-m인 단층 구조 아래에
5 ohm-m의 전도성 이상체가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0.1 Hz 부터 100 Hz까지 7개 주파수에 대한 100개 측
점에서의 MT 반응을 계산하고, 임피던스에 1.5%의 잡음을 추
가하고, 겉보기비저항에 대해서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0.5인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정적효과를 추가하였다. 여기서도
이 인공합성자료를 이용하여 위에서 말한 네 가지 감도의 효
율성을 실험한다. 다섯 가지 방법, IIIII, IIEUU, IUUUU,
IAAAA, IIEAA로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IIIII 와 IIEUU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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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ge multipliers and rms data misfits during 3D inversion of synthetic MT data generated from the model shown in Fig. 1; (a)
IIIII, (b) IIEUU, (c) IUUUU, (d) IAAAA, and (e) IIEAA. Dotted lines show a noise level of 3.8% added to the synthetic data.
Fig. 2.

서 W 는 겉보기비저항에 대응하는 값은 1, 위상에 대응하는
값은 겉보기비저항과 위상 사이의 상대적인 비중을 결정하는
상수 w가 되며, 이 때 w는 0.05로 하였다.
5회의 반복 후 각각의 방법들은 자료에 포함된 오차 한계인
3.8% 근처까지 자료오차를 감소시킨다(Fig. 2). 특히 2번째 반
복 시에 I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U 또는 A를 사용하는 것이
자료오차와 λ를 동시에 감소시키므로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역산 결과 영상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방법이 모두 단
층 구조와 전도성 이상체를 잘 구현하고 있으며(Fig. 3), 그 중
에서도 특히 A를 사용한 경우에 500 m와 800 m 심도에서 인
접한 이상체와 단층 구조가 분리되어 나타나서 분해능이 뛰어
남을 확인할 수 있다(Figs. 3d and e). 이상체가 존재하지 않는
2,000 m 심도에서 여전히 이상체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IIIII 와 IIEAA 의 역산 결과에서는 이상체의 영향이 많이 사라
지고 비교적 단층 구조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Figs. 3a and
e). 심도에 따른 역산 결과 영상으로부터 여기서 시험한 다섯
가지 방법이 E를 포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포함하지 않는 경
우에도 지하 구조를 잘 영상화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E를 포
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시간도 1시간 전후로 짧아서 효율
적인 역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Table 1).
포항 지역 MT 탐사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은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2002
년과 2003년에 걸쳐 심부 지열 에너지 개발을 위해 MT 탐사
를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총 70개 지점 중 44개 지점에서
0.0159 Hz에서 60 Hz까지 13개 주파수의 자료를 3차원 MT
역산에 이용하였다(Fig. 4). MT 탐사 외에도 2개의 시추공에
서 공경 검층, 감마선 검층, 전기비저항 검층 등 다양한 검층
을 통해서 조사 지역이 대략 1.5 km 심도까지 4개 층으로 구
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Lee et al., 2007).
보다 효율적인 지하 구조의 영상화를 위해 네 가지 감도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서는 IIIIIIIIII,
IEEEEEEEEE, IUEUEUEUEU, IAEAEAEAEA, IUUEUUUUUU, IAAEAAAAAA의 여섯 가지 방법의 결과를 분석한다. 초
d

Horizontal depth slices of reconstructed images obtained
from 3D inversion of synthetic data for the model shown in Fig. 1.
Color scale represents log-resistivity in ohm-m.
Fig.

3.

Comparison of computation times of the five inversion
procedures.
Table 1.

Method
Time (min.)

IIIII

IIEUU

IUUUU

IAAAA

IIEAA

42

159

49

68

157

Sasaki (2004)가 제안한 방법이다. (4)식에서 역산 파라미터는
각각 α = 0.2, β = 0.2로 하였으며 λ는 역산의 각 반복 단계에
서 자료오차 R을 최소로 하는 값으로 결정하였다. 인공합성자
료에서는 측정자료의 표준편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4)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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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ea.

Locations of 44 MT sites and a test borehole in the Pohang

Comparison of Lagrange multipliers, rms data misfits and
computation times obtained at the 10th iteration.

rms data misfit as a function of iteration number during 3D
inversion of field data in Pohang, Korea.
Fig. 5.

Table 2.

Method
IIIIIIIIII
IEEEEEEEEE
IUEUEUEUEU
IAEAEAEAEA
IUUEUUUUUU
IAAEAAAAAA

Lagrange
multiplier
9.81
8.13
6.48
4.58
9.40
8.07

time
rms data misfit Computing
(hr : min : sec)
2.36
2.25
2.14
2.28
2.44
2.42

2 : 52 : 45
32 : 39 : 36
11 : 59 : 51
13 : 22 : 32
4 : 57 : 10
5 : 54 : 40

기 모형은 측정 자료의 평균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반무한 공
간으로 하였다. 역산 파라미터는 각각 α = 0.2, β = 8.0으로 하고
, 자료의 최소 잡음 수준(noise floor)은 3%로 가정하였다.
10회의 반복을 거친 후 모든 경우에 자료 오차는 3.0 이하로
감소했으며, 특히 IUEUEUEUEU에서는 2.14까지 감소했다
(Table 2). E를 한번이라도 사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서는 역
산 초기에 자료 오차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4번째 반복에서 이
미 자료 오차가 3.0 이하로 감소한 반면, IIIIIIIIII에서는 자료
오차가 꾸준히 조금씩 감소하였다(Fig. 5).
Gauss-Newton법에 기반한 역산에서는 IEEEEEEEEE 가 가
장 정확한 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EEEEEEEEE에
의한 역산 결과 영상에는 Fig. 7의 전기비저항 검층에서 나타
나는 포항 지역의 심부 지전기 구조가 잘 드러난다(Fig. 6b).
먼저, 천부에는 10 ohm-m 이하의 저비저항대가 남쪽에서는
400 m ~ 600 m까지, 북쪽에서는 200 m ~ 300 m까지 두껍게
발달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전기비저항이 점차 증가하는데 특
히 북쪽에서는 약 2 km 심도까지 100 ohm-m 이상의 고비저항
대가 발달되어 있다. 2 km 보다 심부에서는 지층의 전기비저항
이 다시 감소하면서 남서쪽에 저비저항대가 나타난다(Fig. 6b).
IIIIIIIIII 는 IEEEEEEEEE 와 비교했을 때 천부의 저비저항
지층의 구조는 잘 밝혀내지만, 심부에서는 고비저항 지층이라
기 보다는 거짓 영상(artifact)으로 추정되는 고비저항대가 네
귀퉁이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결과를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IUUUUUUUUU 과 IAAAAAAAAA 도 IIIIIIIIII와 비슷하게 천

부의 구조는 잘 드러내지만 심부에서는 전기비저항이 매우 높
은 거짓영상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포항 지역의 MT 탐사 자
료는 인공합성자료와는 달리 E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 비록 자료 오차는 줄일 수 있지만 지하 구조의 영상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U 또는 A와 E를 한번씩 번갈아 사용했을 때에는
(IUEUEUEUEU, IAEAEAEAEA) 천부에서 심부까지 전체적으
로 IEEEEEEEEE와 잘 일치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으며, 이 중
IAEAEAEAEA에서는 IEEEEEEEEE에 비해 전기비저항이 거
칠게 변화하는 반면 IUEUEUEUEU에서는 전기비저항이 부드
럽게 변화하였다(Figs. 6e and f). 두 가지 경우 계산 시간은
IEEEEEEEEE의 경우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E 를 4번이나 사용하므로 계산 시간이 매우 길다(Table 2). 따
라서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E를
한번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U 또는 A를 사용하는 경우를 시
험해 보았다. 몇 번째 반복에서 E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 역산
결과에 차이가 있는데, 자료 오차가 충분히 작으며 역산 결과
영상이 가장 IEEEEEEEEE와 흡사한 방법은 네 번째 반복에
서 E를 사용하는 IUUEUUUUUU와 IAAEAAAAAA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IEEEEEEEEE와 전체적인 구조가 잘 일치하
였으며, 계산시간도 IEEEEEEEEE의 약 1/7로 짧다(Table 2).
IUUEUUUUUU 는 영상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심부의 고비저
항 지층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었지만, IAAEAAAAAA
는 전반적으로 지하 구조를 잘 영상화함으로써 이 방법을 사
용하면 효율적인 역산이 가능하다(Figs. 6c and d).
여러 가지 감도의 조합 중에서 U를 사용하는 경우와 A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최종 반복 단계에서 λ값이 A를 사
용한 경우에 더 작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Table 2) 이에
따라 지하의 전기적 물성에 대한 영상도 조금 거칠게 변화하
였다. 따라서, 역산 과정에 A만을 사용하면 최종적으로 얻어
진 영상에 거짓영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E와 함께 사용
하면 이와 같은 단점이 많이 보완되어 지하 구조를 매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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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orizontal depth slices of reconstructed images derived from inversion procedures of (a) IIIIIIIIII, (b) IEEEEEEEEE, (c)
IUUEUUUUUU, (d) IAAEAAAAAA, (e) IUEUEUEUEU and (f) IAEAEAEAEA for field data obtained in Pohang. Color scale represents logFig.

resistivity in ohm-m.

적으로 영상화 할 수 있다.
한편, 전기비저항 검층 자료와의 비교 결과 여섯 가지 방법
이 모두 전체적인 전기비저항의 구조를 잘 영상화함을 알 수
있다(Fig. 7). 다만 약 500 m에서 900 m 사이에 1,000 ohm-m
에 달하는 고비저항대는 MT 자료의 역산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MT 방법 자체가 심부의 얇은 고비저
항 지층을 밝히는데 취약한 점이나(Constable and Weiss,
2006), 시추 시 해당 심도에서 시추 코아가 심하게 파쇄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시추공 주변의 단층 구조가 MT 자료에

영향을 주었거나(Lee ., 2007), 이 심도에 해당하는 주파
수인 0.1 Hz ~ 1 Hz 구간에서 잡음이 심하고 신호가 약해서
자료의 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t al

결 론
MT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3차원 역산을 위해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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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사 감
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3차원 역산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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