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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 중부에서 얻은 자기지전류(MT) 탐사 자료의 dead band 주파수에서는 극심한 인공잡음의 영향이 나타난

다. 이 연구에서는 송신원 위치 추정 기법을 MT 탐사 자료에 적용하여 인공잡음의 송신원 위치를 추정하였다. 일반적인

빔형성 기법은 전자기장 송신원 위치 추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정합장 처리 기법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자기

장 송신원의 위치와 분극 방향을 계산하였다. 강한 잡음 신호에 대한 송신원 위치 추정 해는 매우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지만 자연적인 MT 신호의 송신원 위치 추정해는 무작위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강한 잡음의 송신원은 경기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다.

주요어: 자기지전류 탐사, 인공 잡음, 송신원 위치 추정, 유전자 알고리즘

Abstract: Magnetotelluric data recorded in the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contaminated by severe noises

at dead-band frequencies.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location of noise source using a source localization method.

Since conventional beamforming techniques were not adequate for the localization of electromagnetic sources, we used

the matched field processing and a genetic algorithm. The solutions for the strong noise signals tend to be localized in

a narrow area, whereas those for natural MT signals shows randomly distributed patterns. The strong noise sources are

mainly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Kyonggi-do. 

Keywords: magnetotellurics, artificial noise, source localization, genetic algorithm

서 론

최근 한반도에서 자기지전류(MT) 탐사를 통한 심부 지전기

구조나 지열 탐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남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전기 시설물들이 산재되

어 있어 전자기적 잡음이 MT 탐사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잡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잡음 제거를 위한 통계학적 접근, 즉

원거리 기준점 기법이나 로버스트 임피던스 추정기법 등에 집

중되어 왔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Gamble et al.,

1979; Egbert and Booker, 1986). 그러나 잡음이 매우 강한 경

우, 통계학적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어 MT 탐사 자료의 해석

이 불가능해지거나 수작업으로 자료를 편집해야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한 잡음의 특성이나

원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Qian and

Pederson (1991)은 인접한 도시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적 잡

음이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MT 임피던스 추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인공송신원 기법을 적용하여 잡음으로

오염된 대역의 정확한 임피던스를 추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Iliceto and Santarato (1999)는 직류 전류를 사용하는 전기 철

도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신호가 dead band에서 심각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Egbert et al. (2000)은 샌프란

시스코 주변에서 측정된 전자기장 기록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10 - 30초 주기에서는 외부 전자기장이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는

MT 탐사의 기본 가정이 심각하게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

으며 그 원인의 하나로 역시 직류 전류를 사용하는 샌프란시

스코의 철도 시스템을 지목하였다. 국내에서도 자체 개발한 물

리탐사 측정 시스템으로 60 Hz 대역의 전자기적 잡음의 공간

적 분포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조성준 등, 2005), 한

반도에서 수행된 MT 탐사 측점 주변 인공잡음원의 공간모델

2007년 9월 22일 접수; 2007년 10월 31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E-mail: cklee92@snu.ac.kr

Address: Groundwater & Geothermal Resources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30 Gaj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350 Korea



286  이춘기·권병두·송윤호·이태종

링을 통해 잡음원 분포와 측정된 잡음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전자기 잡음을 예측하는 기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이춘기 등,

200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성적인 결과와 추정만을 제

시하고 있어 보다 정량적인 잡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측정된 전자기 신호로부터 송신원 위치와

분극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전자기장 송신원의 정확한 위치

와 분극 특성을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변의 잡음 환경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탐사 측점 선정 및 탐

사 설계 등 향후 MT 탐사 자료 획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송신원의 위치는 MT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

는 지표가 될 수 있어 통계적 기법의 적용이 어려운 극심한 잡

음 환경에서 임피던스 추정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잡음을 이용하여 지하의 전기전도도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송신원 위치 추정

기법은 한반도와 같이 인공 잡음이 MT 탐사 수행에 제한을

가하는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측선을 따라 수행된 MT 탐사자료를

살펴보면 0.1 - 1 Hz 대역의 dead band에서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전자기 신호의 특성이 변화하여 외부 전자기장의

균일 가정이 위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Lee, 2006). 이러한

특성은 주변의 강력한 인공 잡음원(특히, 직류전류를 사용하는

지하철 시스템)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되나 인공 잡음의 발생

지점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이 잡음원

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기 위하여 측점 배열을 이용하는 송신

원 위치 추정(source localiza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합

성자료에 대하여 송신원 위치 추정 기법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다중 측점에서 측정된 현장 MT 자료에 적용하여 0.1 ~ 1 Hz

대역의 dead band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인공잡음에 대하여 송

신원 위치 추정을 시도하였다. 

송신원 위치 추정 기법

정합장 처리 기법

송신원 위치 추정(source localization) 기법은 뇌우 위치 추

정, 음파의 음원 추정, 뇌파 발생 위치 추정, 무선 통신 네트워

크, 군 감시체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자료처리

기법이다(Chen et al., 2002). 일반적으로 다중 측점이나 네트

워크 형태의 측점에서 전파하는 신호를 관측하여 송신원의 방

향과 위치를 추정한다. 대기를 통해 전파하는 음향이나 고주파

전자기파의 경우, 전파매질의 물리적 특성과 전파경로가 단순

하고 송신원의 형태가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신호의 도착방향,

도착시간, 위상 속도와 군속도 차이 등을 이용하는 빔형성

(beamforming) 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층

상구조에서 다중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음향이나 전자기장 신

호를 다루는 문제는 복잡한 비선형 역산 문제의 형태를 가진

다. 해양 음향학에서는 파동 전파 방정식을 이용하여 송신원의

위치나 전파 경로 주변의 물리적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기법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정합장 처리(matched-field process-

ing) 기법이라고 부른다(Baggeroer et al., 1993). 이 방법은 측

정 자료와 파동 방정식의 해와의 차이인 오차함수를 최소화시

킴으로써 모델 변수를 추정하여 지구물리학에서 다루게 되는

일반적인 역산 문제와 유사하다. 정합장 처리 기법은 음향해양

학뿐만 아니라 전자기장 전파 문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천해의 선박 위치 추정(Birsan, 2006), 대류권 시뮬레이션

(Gingras et al., 1997), 저각 레이더를 이용한 비행기 고도 결

정(Papazoglou and Krolik, 1999) 등에 이용되어진 바 있다. 

정합장 처리 기법의 역산 문제는 순산 모델링을 이용하는

비선형 최적화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각 모델

파라미터에 범위 등의 제한조건을 가하여 보다 안정적인 해를

구하게 된다. 목적함수는 측정 자료와 순산모델링을 통해 예측

된 자료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함수로서 역산과정에서 최적화

된다. 보통 이 목적함수는 많은 국지해(local minima)를 가지

고 있어 일반적인 역산 해법인 구배하강법(gradient descent

method)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광역해(global mini-

mum)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simulated anneal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한다

(Gingras et al., 1997). 

송신원 및 전자기장 전파 모델

지하에 유도되는 임의의 전류 분포는 다극자(multipole)들에

의한 전류분포의 급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급수의 주된 항

들은 전기 쌍극자(electric dipole), 자기 쌍극자(magnetic di-

pole), 전기 4극자(electric quadrapole), 자기 4극자(magnetic

quadrapole) 등이다(Stratton, 1941). 따라서 임의로 분포하는

전자기장의 송신원을 전기 쌍극자로 가정하는 것은 유의미한

근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지표면 위에 분포하는 송신원의 경

우 기하학적인 면에서 볼 때 수평 전기쌍극자로의 근사가 타

당하다. MT 탐사의 경우 좋은 자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인

공 시설물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탐사 측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측점 간격 역시 수 km에 달하므로 이 연구

에서는 잡음원을 점원(point source)의 분포형태로 가정한다.

1차원 구조의 매질에서 전기 쌍극자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

기장의 이론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Zonge and Hughes,

1991). Fig. 1과 같이 지표에 x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수평 쌍

극자에 의한 전자기 반응을 계산하기 위하여 준정적(quasi-

static) 근사를 적용하면 원통형 좌표계에서의 전기장과 자기장

은 다음과 같다.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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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여기서, I는 전류, dl은 쌍극자 길이, ω는 각주파수, σ는 전

기전도도, μ는 투자율, k는 파수, In, Kn은 n차의 수정 베셀

(Bessel) 함수를 나타낸다. 식 (1) - (4)로부터 전기장과 자기장

은 각 측점과 송신원과의 기하학적 거리 r, 파수와 거리의 곱

kr, 방위각 φ의 함수로 주어짐을 알 수 있다. 파수는 k = (1−

i) 이므로 일반적인 지하매질의 경우 전기전도도 혹은

전기비저항과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송신원이 임의의 방향

으로 향하고 있는 경우 좌표변환에 의하여 측점에서의 전자기

장을 계산할 수 있다. 

목적 함수와 정규화된 오차 함수

목적함수는 측정자료와 예측자료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함수

로서 Bartlett 목적함수가 많이 사용된다. 측정된 신호를 적당

한 길이의 시간 윈도우 단위로 분할한 후 Fourier 변환을 수행

하여 얻어진 l번째 자료 벡터를 dl( f )라고 하자. 여기서 f는

주파수이다. 데이터 벡터의 길이는 측점의 개수와 측정성분 개

수의 곱이다. 데이터 벡터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켤레 전치(conjugate transpose)이고, L은 시간윈도

우의 개수를 의미한다.

모델 변수 벡터를 m이라고 할 때 정규화된 Bartlett 목적함

수는 

(6)

이며, w(m)은 순산 모델링을 통해 구해진 예측값이다. 다른 목

적함수도 많이 연구되었으나 Bartlett 함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

어져 왔다(Baggeroer et al., 1993). 공분산 행렬의 대각합

(trace)으로 정규화하고 최소화 과정에 적합하도록 오차함수로

변환하면 정규화된 Bartlett 오차 함수는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tr은 행렬의 대각합 연산자(trace operator)이다.

MT 인공잡음 송신원 위치 추정

합성자료의 검증

MT 탐사에서 획득되어지는 자료는 전기장 2성분과 자기장

3성분이다. 전기장의 경우 지하의 전기비저항 구조에 의해 크

게 좌우되고 국지적 이상체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신원 위치 추정에 전기장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자기장 성분은 근거리장에서 매질

의 전기전도도에 무관하며 원거리장에서도 전기장에 비해 전

기전도도에 민감하지 않다(Zonge and Hughes, 199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장 성분을 이용한 송신원 위치 추정을 시

도하였으며 바람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민감한 수직 자기장

성분을 제외하고 수평 자기장 성분만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합성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측점배열은 측점의 개수가 5개,

측점 간격이 5 km이며 측점은 일렬로 배열된 형태를 가정한

다. 지하매질의 전기비저항은 1000 ohm-m, 주파수는 0.1 Hz

를 사용하였다. 먼저 측점 배열의 중심에서 N, E 방향으로 각

각 20 km 떨어진 지점에 N60oE 방향의 분극을 가지는 전기

쌍극자 송신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 측점에서 관측되는 자기

장 성분의 크기를 Fig. 2(a)에 도시하였으며, 쌍극자의 방향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식 (7)을 이용하여 계산된 오차

함수의 공간적 분포를 Fig. 2(b)에 도시하였다. 중심에서부터

네 방향으로 함수값이 작아지는 형태를 가지며 송신원이 위치

한 (20 km, 20 km) 지점에서 오차함수 값이 최저이다. 이러한

오차함수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구배하강법을 사용하는 경

우 적절하지 못한 초기값을 사용하는 경우 국지해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값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역적 최적해를

구하기 방법으로서 몬테카를로법(Monte Carlo method), 시뮬

레이티드 어닐링(simulated annealing),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등이 있으며(Sen and Stoffa, 1995), 이 연

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한 최적화 방법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

즉 유전인자와 자연선택에 입각한 것이다. 모델변수를 유전인

자로, 모델반응을 생물 개체로 생각하고 유전인자의 조작에 의

해 개체를 진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진화는 한 개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가 모여 이루어진 집단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즉, 집단내의 개체들이 세대(generation)을

거치면서, 교배(crossover), 변이(mutation)와 유사한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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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ical setting of source and receiver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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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하여 점점 더 적합도가 높은 개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전인자, 즉 모델변수는 송신원의

위치(x, y) 좌표와 분극 방향이며, 모델반응과 측정 자료의 적

합도가 높은 개체를 선택하여 최적의 송신원 위치와 분극방향

을 구하도록 하였다. 개체 집단의 크기를 나타내는 세대 크기

(generation size)는 200, 교배 비율(crossover fraction)은 0.5를

사용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 추정 기법의 정확도를 살펴

보기 위하여 Fig. 3(a)와 같이 측점 배열을 중심으로 하여 20

km 간격으로 N60°E 방향의 분극을 가지는 100개의 송신원에

대해 각각 위치 추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Fig. 3(b)에 도시하였

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한 결과 대부분 위치오차가 1 km

이내, 분극오차는 1° 이내에서 정확하게 추정되었으나 몇몇 송

신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Fig. 3(c)와

3(d)). 이는 광역해 주변에서 오차 함수의 변화가 극히 적을 경

우 유전자 알고리즘의 수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

우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어느 정도 해를 수렴시킨 후 보다 빠

른 수렴성을 가지는 구배하강법으로 광역해를 보다 빠르고 정

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Chunduru et al., 1997). Fig. 4는 유전

자 알고리즘과 구배하강법을 결합한 방법으로 각각의 송신원

을 추정한 결과이다. 유전자 알고리즘만을 적용했을 때 큰 오

차를 보이는 몇몇 송신원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추정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상에서 위치 추정 기법

Fig. 2. (a) Calculated magnetic field components along the sensor

array. Source location: (20 km, 20 km). (b) Spatial distribution of

objective function and global minima (19.891 km, 19.943 km)

estimated using genetic algorithm.

Fig. 3. Source localization of synthetic data. (a) the locations of

synthetic sources, (b) the source locations estimated by genetic

algorithm, (c)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stimated source

polarization and the true source polarization (N60°E), (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stimated source location and the true

source location.

Fig. 4. Results from the source localization using the hybrid method

of genetic algorithm and gradient descent algorithm. The subplots

are same as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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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오차는 공간 위치와 상관성이 없으

며 무작위적 기법인 유전자 알고리즘의 특성상 오차의 분포도

무작위적으로 나타난다. 

Fig. 5는 (50 km, 50 km) 위치에 위치한 송신원으로부터 순

산모델링된 자료에 각각 1 %, 2 %, 5 %, 10 %의 무작위 잡음

을 추가하여 100개의 자료 셑을 만든 후 위치추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잡음 수준이 커짐에 따라 추정된 위치가 점점 분산

되어 나타나며 추정 위치의 분산이 커짐에 따라 쌍극자 방향

의 분산도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각

잡음 수준에서 추정된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잡

음수준이 증가할수록 추정오차가 더욱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5 %의 잡음이 포함된 경우 약 10 %의 위치 추정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MT 탐사의 경우 MT 신호와 인공잡음이 합쳐진 전자기장이

측정된다. 위치 추정의 관심은 인공잡음이므로 위치 추정에 있

어서는 MT 신호가 잡음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연 MT 신

호보다 매우 강한 인공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송신원의

위치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연 MT 신호가 매우 미약한

dead band에서는 인공잡음이 10배 이상 강력한 경우가 많으므

로 이 대역의 인공잡음은 위치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장 MT 자료에의 적용

포항에서 안산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측선을 따라 획득되

어진 MT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0.1 Hz 부근의 주파수 대

역에서 매우 강한 인공잡음의 영향이 관찰된 바 있다(Lee,

2006). 지역 시간으로 약 01시부터 05시까지(세계시간으로 16

시부터 20시까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이 인공잡음이

지속되며 파워 스펙트럼과 분극 방향이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전자기장의 공간적 변화양상을 이

해하기 위하여 송신원 위치 추정 기법을 MT 자료에 적용하였

다. 특히, 다수의 측점에서 동시에 측정이 이루어지고 인공잡

음의 영향도 극심한 경기도 지역의 MT 자료를 시험적으로 적

용하였다.

경기도 지역은 대부분 경기 육괴에 해당하며 선캠브리아 변

성암류와 쥬라기 대보화강암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지역 MT

탐사자료의 역산결과는 약 10 km 까지의 상부지각은 1,000 ~

10,000 ohm-m의 값을 보이는 반면 10 km 이하의 하부 지각

에서는 100 ~ 1,000 ohm-m의 범위를 보인다(이춘기 등,

2007). 깊이 50 km 까지의 평균적인 전기비저항은 약 1,000

ohm-m이므로 송신원 위치 추정에 있어 반무한 매질의 전기비

저항을 1,000 ohm-m로 설정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탐사는 4 ~ 5 측점에서 동시에 측정이 이루어

졌으며 측점 배열이 양호한 6일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6개의

배열 셑 (A1 ~ A6)을 구성하였다(Fig. 6). Fig. 7은 0.11 Hz의

Fourier 변환계수로부터 구해진 파워 스펙트럼의 예를 보여주

는 것으로 Fig. 6의 A2 배열에 속한 측점들의 시간에 따른 파

워의 변화를 보여준다. 측정시간 중 지역시간으로 01시부터

05시까지(세계시간으로 16시부터 20시까지)를 제외하고 강한

인공잡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잡음은 서쪽 측점에서 더욱

Table 1. Uncertainty of source localization for the synthetic data

with Gaussian noises

Noise level
Standard deviation of estimated parameters

X (km) Y (km) Direction of dipole source ( o )

1% 0.8 1.4 0.8

2% 1.7 3.0 1.8

5% 4.4 7.0 3.8

10% 11.2 16.4 16.7

Fig. 5. Source localization of the synthetic data with Gaussian

noises. (a) noise-free, (b) 3 % noise, (c) 5 % noise, (d) 10 % noise.

The dots indicate the estimated locations and the lines show the

estimated directions of dipole sources. The true source location is

(50 km, 50 km) and the true direction of dipole source is N60°E.

Y denotes the north.

Fig. 6. MT sites (rectangle) and array sets (A1 -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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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파워의 공간적 변화는 서쪽 측점에

인접한 지점에 인공잡음의 송신원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시간 윈도우에서 구해진 Fourier 변환계수는 식 (5)

와 같이 공분산 행렬로 중합된다. 공분산 행렬에 사용되는 시

간윈도우의 개수는 10개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각 배열 마

다 210개씩의 위치추정 해를 구하였다. 얻어진 위치추정 해들

을 인공잡음이 극심한 시간대(17시 ~ 24시)와 약한 시간대(01

시 ~ 05시)로 나누어 송신원 쌍극자의 위치와 방향을 도시하면

Fig. 8과 Fig. 9와 같다. A1 배열의 경우 잡음이 극심한 시간

대에는 배열의 중심으로부터 북서쪽 약 30 km 부근의 반경 약

4 km 지역 내에 해가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 강한 잡음 송

신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A2 배열에서는 배열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40 km 지점에서 해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A3 배열에서도 이와 비슷하지만 두 배열의 경우 모두

A1 배열에 비해 보다 분산된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잡음송신

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잡음의 강도가 약해지고 자연

전자기장에 비해 잡음의 강도가 충분히 크지 못하여 추정오차

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A4와 A6 배열들의 경우 잡

음원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서 송신원의 위치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A5 배열의 경우는 국지적인 잡음원의 영향

으로 다른 배열과는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잡음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송신원의 위치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리에 따른 전자기장의 감

쇠를 들 수 있다. 자기장은 송신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근거리장에서는 거리의 제곱, 원거리장에서는 거리의 세제곱

에 반비례하여 감쇠한다. A1 배열 부근에 존재하는 강한 송신

원에서 발생한 잡음은 수십 km 떨어진 A4, A5, A6 배열의 측

점에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위치 추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

하는 대신 A3, A4, A6 배열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배열들

의 북쪽 약 100 km 지역에 잡음원이 다소 집중된 형태를 보

인다. 

지하매질의 전기비저항 구조도 송신원 위치 추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근거리장에서는 자기장이 전기비저항에 무관한 함

수로 주어지지만 원거리장에서는 자기장이 전기비저항과 거리

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Zonge and Hughes, 1991). 그러므로

원거리장 지역에서는 위치 추정을 가정한 반무한 매질의 전기

비저항이 실제 지하매질의 전기비저항과 다를 경우 위치 추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하매질의 전기비저항은 균일하

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장 지역에서는 전기비저항의 오차에 의

해 발생하는 위치 추정 오차를 무시할 수 없다. 근거리장과 원

거리장의 구분은 표피심도(skin depth)에 의해 좌우되는데 연

구지역의 평균적인 전기비저항은 약 1,000 ohm-m이므로 0.11

Hz 주파수에서의 표피심도인 약 50 km이다. 따라서 배열들로

부터 약 50 km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는 잡음 송신원의 위치

가 전기비저항에 의한 오차는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멀리 떨어진 잡음 송신원들의 위치는 전기

비저항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잡음이 약한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배열에서 송신원의 위치

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그 분포도 무작위에 가깝다. 이

Fig. 7. Variations of Hx power spectral density recorded at the sites

of array A2.

Fig. 8. Estimated locations and polarized directions of EM sources

using MT data with strong noises during 17:00 ~ 24:00 (local time).

Fig. 9. Estimated locations and polarized directions of EM sources

using MT data with weak noises during 01:00 ~ 05:00 (loc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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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성은 MT 장의 무작위성과 평면파 가정을 반영하는 것

이다. 이상적인 MT 신호는 평면파에 가까우므로 무한대에 가

까운 거리에 위치추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작은 잡음이

포함될 경우는 잡음의 영향으로 위치 추정의 결과가 측점 쪽

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Fig. 10에는 추정된 모든 송신원의 위치들을 함께 도시하였

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잡음이 약한 시간대에는 자연적인

MT 신호의 송신원 위치를 추정한 것이므로 MT 신호의 무작

위성에 의해 거의 모든 방향의 약 100 km 이상의 지역에 송

신원의 위치가 분포한다. 실제 송신원의 위치는 더 멀리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측점 배열의 유한한 길이로 인해 더 먼 곳에

대한 분해능은 약하다. 잡음이 강한 시간대에는 100 km 이내

의 지역에 많은 송신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Dead band 대역의 강한 인공 잡음은

직류전류를 사용하는 철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잡음이

시작되는 시간(05시)과 끝나는 시간(01시)이 수도권 지하철의

운행시간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 잡음이 직류전류를 사용하

는 지하철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 서

부 지역에 위치한 지하철 관련 전기시설물이 이 지역의 강한

잡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 외에 강원도 지역에도 많

은 해가 분포하는데 배열로부터 100 km 이상 떨어져 있어 앞

서 언급하였듯이 위치 신뢰도가 떨어지며 자연 MT 신호에 의

한 것인지 잡음 송신원이 존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결 론

MT 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강한 인공잡음의 송신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송신원 위치 추정 기법을 적용하였다. 전기쌍

극자에 의한 자기장의 순산모델링과 목적함수의 최적화를 통

해 송신원의 위치와 분극을 추정할 수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합성 자료에 대해 위치 추정을 실시한 결과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가우시안 잡음을 포함시켰을 때는 위치 추

정의 결과가 잡음에 민감하다. 현장자료에 적용한 결과 강한

인공잡음이 존재하는 시간대에는 추정된 송신원의 위치가 특

정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공잡

음의 강도가 MT 신호보다 충분히 크다면 위치 추정 기법을

통하여 인공잡음 송신원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지하매

질의 전기전도도 구조를 포함한 위치추정, 전기장을 이용한 위

치추정, 추정 위치의 정확도 향상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전자기적 잡음환경 분석에 좋은 결과를 제공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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