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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자료 역산과정에서 반복적인 Tensor Stripping을 통한 해양효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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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magnetotelluric (MT) data are obtained in vicinity of the coast, the sea can distort observed MT

responses, especially those of deep part of subsurface. We introduce an iterative method to correct the sea effect, based

on the previous topographic correction method which removes the distortions due to topographic changes in seafloor MT

data. The method first corrects the sea effect in observed MT impedance, and then inverts corrected responses in a model

space without the sea. Due to mutual coupling between sea and subsurface structure, the correction and inversion steps

are iterated until changes in each result become negligible. The method is validated for 1-D and 2-D structure using

synthetic MT data produced by 3-D forward modeling including surrounding seas. In all cases, the method closely

recovers the given structure after a few iteration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to field data, we

generate synthetic MT data for the Jeju Island whose 1-D conductivity structure is well known, using 3-D forward

modeling. The distortions due to the surrounding sea start to appear below the frequency about 1 Hz, and are relatively

severe in the electrical field perpendicular to the coastline because of the location of the observation sites. The proposed

method successfully eliminates the sea effect after three iterations, and both 1-D and 2-D inversion of corrected responses

closely recover the given subsurface structure of the Jeju Isla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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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과 인접한 지역에서 MT탐사 자료를 해석하는 경우, 해양은 심부 구조의 반응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면 MT탐사에서 해저 지형의 영향을 제거하는 지형보정 기법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해양효과를 보정하

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우선 관측 MT 반응에서 주변 해양의 영향을 보정하고, 그 후 해양이 없는 모델공

간에서 역산을 수행한다. 주변 해양과 지하구조와의 상호결합 때문에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보정 결과의 변화

가 미미할 때 반복과정이 종료된다.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해 해양을 포함하는 3차원 순산 모델링을 통하여 합성 자료

를 생성하였고, 1차원 및 2차원 구조에서 보정기법을 적용하였다. 대체적으로 제안된 해양효과 보정 기법은 2 ~ 3회의 반

복단계를 거친 후 해양이 없는 경우의 지하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실제 MT 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

해 1차원 구조로 잘 알려져 있는 제주도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여 유사 현장 자료를 생성하였다. 제주도 모델의

경우, 해양효과는 약 1 Hz 이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측선의 위치 때문에 해안선과 수직한 전기장 성분에서 상대

적으로 왜곡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왜곡은 3회의 해양효과 보정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며, 1차원 및 2

차원 역산은 모델링 시 가정한 제주도의 지하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주요어: MT 탐사, 해양효과, 반복적 보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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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지체구조에서 다수의 MT 탐사가 활

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MT탐사 영역이 대륙 연변부 분

지, 일반 해저 분지, 중앙 해령 등 해저면 하부 지질구조 조사

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심해저에 존재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Filloux, 1977; Wannermaker

et al., 1989; Nolasco et al., 1998; Evans et al., 1999; Santos

et al., 2001; Koyama, 2002; Baba et al., 2006). 국내에서는

199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MT 탐사 장비를 도입한 이

후로 다수의 탐사가 수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로 제주도에

대한 MT 탐사가 수행되었으며(송윤호 등, 1992; 이상규 등,

1995), 정승환 등(1993)은 경상분지에 대한 MT 탐사를 수행하

여 분지 내 지열 자원 및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에 대해 연구

하였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도 GPS 동기화가 가능한 캐나

다 Phoenix사의 MTU5-A 시스템(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유)이

도입됨에 양질의 MT 자료획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포항

과 제주도 지역의 심부지열자원 개발을 위한 2차원 및 3차원

MT 자료가 획득되었으며,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활발하게 발

표되고 있다(Lee et al., 2004; 이태종 등, 2005; 송윤호 등,

2006; Lee et al., 2007; 최지향 등, 2007). 최근에는 한반도를

가로지는 심부 MT 탐사(이춘기 등, 2007a, b)가 수행되어, 한

반도의 지각구조를 광역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

고 있다. 현재 측정 장비 및 신호처리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MT 자료의 질은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T 탐사

의 주 관심사는 복잡한 지질학적 환경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

뢰성 있는 지하구조를 도출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통상, MT 탐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주로 광역적인

지질구조 및 전도성 이상체이다. 이들 구조의 반응을 왜곡시키

는 주된 요인은 측점 주변의 인공잡음, 천부의 소규모 불균질

대, 복잡한 지형의 영향, 주변의 해양 등으로 볼 수 있다. 인공

잡음의 영향은 원거리 기준점 기법(Gamble et al., 1979) 및 다

양한 통계적 처리 기법(Egbert and Booker, 1986; Chave and

Thomson, 1989; Egbert, 1997; Chave and Thomson, 2004)의

개발에 힘입어 그 영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천부의

소규모 불균질대의 영향은 GB 텐서분해(Groom and Bailey,

1989) 및 확장된 GB 텐서 분해기법(Mcneice and Jones, 2001)

등이 개발되어 성공적으로 현장 자료에 적용되고 있다. 복잡한

지형의 영향은 Wannamaker et al. (1986)이 2차원 구조에서

지형효과를 보정한 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남명진(2006)은 3차원 구조에서 지형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해양 MT탐사가 다수 수행되면서 주변 섬, 육지, 수심 변

화에 의한 왜곡효과를 보정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

다(Nolasco et al., 1998; Koyama, 2002; Baba and Chave,

2005).

한편, 주변 해양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자기수직 탐

사(Geomagnetic Depth Sounding)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MT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로 1차원 지하모델을 가

정한 후 주변의 3차원 해양을 순산 모델링하여 보정을 수행하

였다(Weaver and Agarwal, 1991; Bapat et al., 1993; Dosso et

al., 1996; Shimoizumi et al., 1997; Pringle et al., 2000; 양준

모, 2006).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관측 유도 지시자

(induction arrow)에서 해양에 의한 효과를 비교하거나 제거하

는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MT 탐사자료의 경우, 주변

해양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

졌다. 첫 번째는 역산 수행 전에 주변 해양의 영향을 보정하는

것이다. Nolasco et al. (1998)는 해저면 MT 자료의 해석을 위

해 주변 섬들 및 해양의 효과를 보정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는

데, 3-D 판상 모델링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지하구조는 1차원

이라는 제한조건이 존재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Santos et al.

(2001) 등도 유한차분법 기반의 3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육상

MT 자료에서 주변 해양의 효과를 제거하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사전에 연구지역의 전기전도도 구조

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주변

해양을 역산 블록에 포함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는 방법이다.

Lee et al. (2007)은 포항 지역에서 획득한 격자형 MT 자료에

대해 3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는데, 주변 해양을 일직선으로 단

순화시켜 모델에 포함하였다. Unsworth et al. (2007)도 2차원

역산 시 주변 해양을 역산 블록에 포함시켜 해석을 시도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해양과 육지의 급격한 전기비저항

차이에 기인하는 역산상의 불안정성, 주변 해양의 묘사하기 위

한 격자수의 증가, 단순화된 해안선에 기인하는 계산상의 오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Baba and Chave

(2005)가 제안한 반복적인 지형효과 보정기법에 착안하여, 반

복적인 해양효과 보정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Baba and

Chave (2005)는 해저면 MT 자료에서 지형변화에 의한 MT 자

료의 왜곡을 보정하고자 보정과 역산이라는 단계를 반복적으

로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지형보정과 보정된 자료의 역산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므로, 지하구조와 지형과의 상호 결합문제

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초기에 지하구조에 대한 가정만

을 요구하므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객관적이며, 지하구조의 차

원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을 포함한 3

차원 모델링 통해 합성 MT 자료를 생성하고, Baba and Chave

(2005)의 지형보정 방법이 1차원 및 2차원 지하구조에서 해양

효과를 제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또한 일

차원 전기전도도 구조가 잘 알려져 있는 제주도에 대해 3차원

순산 모델링을 수행하여 가상의 MT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통

해 제안된 방법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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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효과 보정

육지와 해양의 매우 큰 전기전도도 대비 때문에 해양으로부

터 멀리 이격된 지역에서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반적

으로 이를 해양효과(sea effect)라 하며(Rikitake and Honkura,

1985), 이 효과는 특히 심부구조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해양효과가 시작되는 주파수 및 해양과의 이격거리

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지하구조

에 의존적이다(Bailey, 1977; Weaver and Dawson, 1992). 따

라서 해양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하구조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정확한 지하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해양효과

가 정확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Baba and Chave (2005)의 반복적인

지형보정 연구에 착안하여, 해양효과 보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시된 방법은 Baba and Chave (2005)가 제안한 보정 및 역

산 과정의 반복에 바탕을 두며, 차이점은 지형변화에 의한 왜

곡이 주변 해양에 의한 왜곡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정단계: 3차원 해양이 포함된 모델과 포함되지 않은 모

델의 반응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주변 해양의 영향을 평가하

고, 관측 MT 반응에서 해양효과를 보정

2) 역산단계: 보정된 MT 반응을 이용하여 적당한 초기 모델

을 가정한 후 1차원 또는 2차원 역산을 수행(전 단계에서 해

양효과가 보정된 상태이므로 역산 과정에서의 모델 공간은 해

양을 포함하지 않음)

해양효과 보정 단계에서는 지하구조에 대한 가정을 요구하

므로, 해양효과 보정은 기본적으로 역산 결과에 의존적이다.

이러한 의존성은 반복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즉, 전

단계의 역산 결과로부터 획득된 지하구조를 이용하여 보정을

수행하여 해양효과나 지하구조 모델의 변화가 미미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최종 결과는 일반적으로 초기 지

하구조 모델에 민감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Baba and Chave,

2005). 보다 복잡한 초기 모델을 가정해도 무리는 없지만 가장

간단하고 객관적인 초기 모델은 반무한 공간이다.

MT 임피던스 텐서에서 해양효과 보정은 다음과 같은 이론

적 관계를 가정함으로써 수행된다.

 (1)

여기서 Z는 해양을 포함한 MT 반응이고, Zt는 해양효과를 기

술하는 왜곡텐서, Zm은 해양이 없을 때 MT 반응이다. 이 관

계식은 Heison and Lilley (1993)에 의해 소개되었고, 그들은

Zm이 1차원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 (1)의 모든

요소가 2×2 텐서이고, Zm 또한 2차원 또는 3차원 지하구조의

반응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어떤 지체구조에도

적용가능하다. 이 곱관계는 Zt가 복소수라는 점을 제외하면 텐

서 분해에서의 곱관계와 유사하며, 결국 이는 Groom and

Bahr (1992)와 Chave and Smith (1994)에 의해 유도된 전자기

장 왜곡의 적분 형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Zt는 Z와 Zm의 3차

원 순산 모델링으로부터 계산되며, 지하구조는 첫 단계에서 사

전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단 Zt가 획득되면, 관측 MT 반

응 Zo를 보정할 수 있다. 식 (1)에 Zo를 적용하고 재배열하면

 (2)

이고, 여기서 Zc는 해양효과가 보정된 Zm에 대응하는 반응이

다. 실제적으로 Zc는 Zt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모델링 결과인

Z 및 Zm과 관측 MT 반응인 Zo로부터 계산된다.

 (3)

그 후, Zc는 해양이 포함되지 않은 모델공간에서 역산된다. 그

다음 과정으로 Zc의 역산결과로부터 획득된 모델은 Zo를 다시

보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반복적인 과정은 어떤 적당한 기

준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되며, 관측 자료로부터 반복적으로 해

양효과를 벗겨낸다는 의미에서 tensor stripping이라 불리기도

한다. 반복과정이 종료되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반복과정이 진행되면서 1) 왜곡텐서 Zt의 변화가 미미

하거나 2) Z와 Zo의 차이가 미미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Z와 Zo에 해당되는 로그 전기비저항과 위상의 RMS misfit을

도입하여, 반복과정의 종료기준으로 사용하였다. 

RMS misfit=  (4)

여기서 δ logρ0 및 δφo는 통상적인 관측 오차이고, N은 자료

의 개수이다. 반복과정이 진행되면서 각 반복 단계별 RMS

misfit의 변화가 기준치(본 연구에서는 5%) 이하이면, 반복과

정은 종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지하구조

는 1차원 및 2차원이고, 3차원 순산 모델링 시 MT 임피던스

텐서의 대각성분이 매우 작다는 점을 이용하면 식 (3)은 보다

간단한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부록 A).

합성자료를 통한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효과 보정 기법을 검증하고자 3차

원 해양과 균질한 지하구조를 가진 모델을 설정하였다(Model

A). 3차원 순산 모델링을 위해 유한차분법 기반의 Mackie et

al. (1993)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구성된 모델은 국내에서

MT 탐사가 많이 수행되었고 해양효과가 뚜렷한 지역인 제주

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섬의 수평적 크기는 72 km (X,

EW)× 30 km (Y, NS)로서, 해양은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 균

일하게 그 두께를 100 m로 가정하였다. Model A의 총 격자수

는 78 (X, EW)× 64 (Y, NS)× 49 (Z, 공기층 12개 포함)개로

서, 모델 코어는 64 (X, EW)× 50 (Y, NS)개의 격자로 구성되

었으며 그 외부는 경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수평 방향

Z=ZtZm

Zc=Zt

1–
Zo

Zc=Zt

1–
Zo= ZZm

1–( )
1–

Zo=ZmZ
1–
Zo

1

2N
-------  

i=1

N

∑
log ρoi/ρ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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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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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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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7개의 격자를 추가하였다. 

1차원 역산(Model A)

해양에 의한 왜곡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측점 JMT04,

JMT11, JMTC에서 획득된 모델링 자료를 이용하여 1차원 역

산을 수행하였다. 모델링을 위해 사용된 주파수 범위는

102 ~ 10−3 Hz로서, 한 decade 당 4개씩 총 20개의 주파수에서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모델의 지하구조는 해양을 제외하고

100 ohm-m의 전기비저항을 갖는 등방성 균질공간이며, 해양

의 전기비저항은 0.33 ohm-m로 가정하였다. 모델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Fig. 1에 도시하였다. 일반적으로 1차원 역산에서

는 지하구조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

효 임피던스(effective impedance)를 계산하여 역산에 사용한

다(Likelybrooks. 1986; Berdichevsky et al., 1989).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효 임피던스에는 임피던스 텐서의 행렬식(deter-

minant), 비대각성분의 기하평균(geometric average), 산술평균

(arithmetic average)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 (5)와 같이

회전불변량인 임피던스의 행렬식을 계산하여 1차원 역산을 수

행하였다.

 (5)

1차원 역산은 Occam 1차원 역산(Constable et al., 1987) 기

법을 이용하였고, 겉보기 전기비저항과 위상에 대한 관측 오차

는 3%로 가정하였다.

역산 초기모델은 100 ohm-m의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균질

공간이다. Fig. 2는 측점 JMT04, JMT11, JMTC에서의 획득된

임피던스의 행렬식을 이용하여 1차원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변 해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주파수 대역에서

전기비저항은 100 ohm-m, 위상은 45o 이어야 한다. 그러나 획

득된 MT 반응은 주변 해양의 영향으로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

며, 균질한 층 하부에 저비저항층, 그 하부에 고비저항층이 존

재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섬 중앙에 위치한 측점 JMTC에서도

해양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해양 인근 측점들보다 저주파

수 대역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차원 역산 결과

를 보면, 깊이 약 5 ~ 10 km 부근과 30 ~ 40 km 부근에 층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특

징은 지하구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각 측점

에서 획득된 자료에서 해양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였다. 

(1) 모델링을 통하여 계산한 Zdet에 3% 무작위 잡음을 추가

하고, 이를 관측 임피던스(Z
o
)로 설정

(2) 보정되지 않은 관측 임피던스의 1차원 역산결과를 이용

하여 Z
m
 및 계산

(3) 식 3)을 이용, Z
o
를 보정하여 Z

c
 계산

(4) 해양이 없는 모델 공간에서 Z
c
의 1차원 역산 수행

(5) (4)의 역산결과를 이용하여 Z
m
 및 Z 계산

(6) (3) ~ (5)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과정에서 RMS

mistfit의 변화가 기준값 이하일 때 보정 종료

Fig. 3은 해양효과 보정 결과의 한 예로서, 측점 JMT04에서

Zdet=ZxxZyy−ZxyZyx

Fig. 1. (a) Plan view and (b) vertical cross section of 3-D model

(Model A) core for correction of sea effect. In (a), the spacing of

horizontal grid is set to 3 km and total nodes of the land are 24

(X) × 10 (Y) grids.

Fig. 2. (a) Apparent resistivity and phase for the square root of the

determinant of the MT tensor (circles, diamonds, and triangles for

sites JMT04, JMT11, and JMTC, respectively), along with the fit

of a 1-D model to them (solid, dashed, and dotted lines,

respectively). (b) 1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Occam inversion

of the determinant of impedance tensor at ea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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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반복단계 별 역산결과와 RMS misfit을 보여준다. 보정

전 mifit은 약 2.4로서, 3회의 반복단계를 거쳐 약 0.3으로 수

렴하였다. 2번째와 3번째 반복단계에서 역산결과 상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역산결과는 미세한 값의 변동은 있지만 약

104 ohm-m의 전기비저항을 가진 균질공간으로서 본래의 지하

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하지는 않았

지만, 다른 측점들도 측점 A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본래의

지하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2차원 역산(Model B)

2차원 지하구조에서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하에 매몰된 2차원 이상체를 가정한 상황에서 해양효과 보

정을 수행하였다. 매몰된 이상체는 총 2개로서 모두 깊이 4

km에 위치하며, 두께와 폭은 모두 12 km로 설정하였다. 배경

매질의 전기비저항은 100 ohm-m, 전도성 이상체는 10 ohm-

m, 저항성 이상체는 1000 ohm-m로 가정하였다(Fig. 4). 모델

링을 위해 사용된 주파수 범위는 103 ~ 10−3 Hz로서, 한 decade

당 4개씩 총 24개의 주파수에서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이를 제

외한 다른 모델링 조건은 Model A와 동일하다. 

2차원 측선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측선 A를 따라 22개의 측

점에서 MT 반응을 계산하였다. 주향은 y방향으로 가정하였으

며, 가장 왼쪽 측점부터 JMT01, JMT02 순으로서 제일 마지

막 측점은 JMT22 이다. 각 측점 간 간격은 3 km인데, 측선 끝

의 양쪽 측점은 해양으로부터 4.5 km, 측선 자체도 가장 가까

운 해양으로부터 4.5 km 떨어져 있다. 또한 생성된 합성자료

의 겉보기 비저항과 위상에 각각 3%의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

Fig. 3. (a) 1-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Occam inversion at each iteration stage for the site JMT04. (b) Observed (circle), calculated (solid

line), corrected (dotted line) apparent resistivity and phase at the 3rd iteration, respectively. (c) RMS misfit between  and Z at each iteration

stage. The model at the initial iteration is the model without sea effect correction.

Fig. 4. Plan view and vertical cross section of 3-D model including

two anomalous bodies (Mod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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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2차원 역산 기법은 Rodi and Mackie

(2001)의 Non-Linear Conjugate Gradient (NLCG) 기법이며,

초기 모델로서 100 ohm-m의 균질공간을 가정하였다. 또한 자

료 잔차(data misfit)와 모델 파라미터의 평활도(smoothness)의

균형을 조절하는 제한자 τ는 수차례의 사전 실험을 통하여

10으로 결정하였다. 역산 수행 시 가정한 전기비저항과 위상에

대한 관측 오차는 3%이다.

Fig. 5는 측선 A에서 획득된 전기비저항과 위상의 가단면도

및 각 모드별 역산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획득된 MT 반응을

살펴보자. TM(XY) 모드의 경우, 전기장(Ex)이 가장 가까운 해

안선과 평행하므로 광역적으로는 TE 모드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전기장의 경계조건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즉, 경계

면에서 접선 전기장이 연속이므로 상대적으로 전기비저항이

높은 매질에서는 전기장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0.2 Hz 이하에서 전도성 이상체가 퍼져 나타나며 저항성 이상

체의 반응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다. TE(YX) 모드의 경우 반

대의 현상이 관찰되는데, 전기장(Ey)이 가장 가까운 해안선과

수직이므로 광역적으로는 TM 모드의 특성이 보인다. 즉, 경계

면에서 전류밀도의 법선 성분이 연속이므로 필연적으로 전기

장은 불연속이며, 상대적으로 전기비저항이 높은 매질에서는

전기장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도성 이상체의 반응은 감소

하였고 저항성 이상체는 해양이 없을 경우보다 과장되어 나타

난다. 역산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TM 모드에

서는 전도성 이상체가 넓게 퍼져 영상화되었으며, 저항성 이상

체는 희미하게 나타났다. TE 모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기비

저항이 높게 영상화되었으며 저항성 이상체가 상당히 과장되

어 넓은 범위 걸쳐 퍼진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시하

지는 않았지만, 두 모드의 자료를 모두 이용한 역산 결과는 각

모드의 이상체가 조합된 형태로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보여

주었다. 

측선 A에 대한 MT 반응에서 해양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1

차원 역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차원 역산에서는 어떤 모드의 역산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역산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 모드별 특징은 1) TM 모드의 경우, 수평 감도가 양

호하며 고비저항체 및 층서 구조를 영상화하는데 보다 우수하

고 2) TE 모드의 경우 수직 감도가 양호하며 주향을 따라 발

달한 저비저항체를 영상화하는데 보다 우수하다(Berdichevsky

et al., 1998; Perdensen and Engels, 2005). 따라서 두 모드 자

료를 사용하여 동시역산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러나 TE 모드 자료는 측선 외부의 3차원 구조에 보다 많은 영

향을 받으며, 모드 특성상 급격한 전기비저항 변화를 생성하기

Fig. 5. (a) Pseudo-sections of observed MT responses for the Model B. (b) 2-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NLCG inversion for TM (XY)

and TE (YX) mode prior to correcting sea effect. In Fig. 4(b), two rectangular boxes indicate the true locations of conductor and resistor,

respectively. Note that the RMS error in Fig. 4 (b) indicates the misfit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responses in the 2-D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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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 때문에 원하는 수준까지 rms error가 감소하기 않

거나 수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두 모드를 이용

한 동시역산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제공한다. 

결국 이 문제는 3차원 환경에서 2차원 역산을 수행할 때 어

떤 모드의 역산이 보다 신뢰성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

다. 이 문제 대한 해결책은 TM 모드의 이용을 주장하는 서구

권 학자들(Wannamaker et al., 1984; Boerner et al., 1999)과

두 모드를 동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구권 학자들

(Berdichevsky et al., 1998; Berdichevsky, 1999)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 Siripunvaraporn et al. (2005)의 연구에 따르면 3

차원 환경에서 2차원 역산을 수행할 때 특히 TE 모드 자료의

포함이 역산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3

차원 환경에서 어떤 모드가 보다 신뢰성 있느냐하는 문제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rms error와 대체적으로 양호한 역산결과를 제공하는 TM 모드

역산 결과를 이용하여 해양효과 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6은 각 반복단계에 따른 모드 별 역산 결과와 RMS

mifit의 변화를 보여준다. 해양효과 보정 전 misfit은 약 1.9이

며, 2회의 반복단계를 거쳐 약 0.95로 수렴하였다. 각 모드별

misfit의 변화도 유사하나, TE 모드의 경우 2번째 반복단계이

후 misfit이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번째 해양효과

보정 후 역산 결과는 모델링 시 가정한 지하구조를 성공적으

Fig. 6. (a) 2-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NLCG inversion at each iteration stage for the Model B. (b) RMS misfit between  and Z at each

iteration stage. Two rectangular boxes indicate the true locations of conductor and resistor, respectively. Note that the RMS error in Fig. 6 (a)

indicates the misfit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responses in the 2-D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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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원하였고, Berdichevsky et al. (1998)와 Pedersen and

Engels (2005)가 지적했듯이, TM 모드는 저항성 이상체에 TE

모드는 전도성 이상체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감도를 보여주

었다. 

 유사현장 자료(제주도 모델, Model C)

앞 장의 합성 자료 검증에서 확인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제

안한 해양효과 보정기법은 2 ~ 3회의 반복단계를 거쳐 본래의

지하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본 절에서는 실제 현장자

료에 대한 적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1차원 전기전도도 구조

가 잘 알려져 있는 제주도에 대해 보정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순산 모델링을 통하여 실제 제주도의 MT

자료를 매우 정확히 모사한 남명진(2006)의 연구 결과를 이용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제주도의 1차원 전기전도도 모

Fig. 7. (a) Plan view and (b) vertical cross section of Jeju Island

model (Model C) core for correction of sea effect. In the plan view,

the spacing of horizontal grid is set to 3 km and total nodes of the

land are 24 (X) × 10 (Y) grids.

Table 1. One-dimensional resistivity model of the Jeju Island used

in generating MT responses for the Model C (modified from Nam

(2006)).

Layer  Depth range (thickness)
 Resistivity 

(ohm-m)
Lithology

1st layer  0 ~ 0.4 km (0.4 km) 500 Basaltic rock

2nd layer  0.4 ~ 0.6 km (0.2 km) 10 Uncemented sediment 
formation (U formation)

3rd layer  0.6 ~ 22 km (21.4 km) 2000 Basement rock

4th layer  22 ~ infinite (infinite) 100 Upper mantle

Fig. 8. (a) Apparent resistivity and phase for the determinant of MT impedance tensor (circles and triangle are for sites JMT04 and JMT11,

respectively), with the fit of a 1-D model to them for the Model B (solid and dashed lines, respectively). (b) The 1-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Occam inversion of the determinant of impedance tensor (solid, dashed lines are for sites JMT04 and JMT11, respectively). Note that long

dashed-line in Fig. 8 (b) describes 1-D resistivity structure used in generating synthetic MT responses of the Mode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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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1-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Occam inversion at each iteration stage for the site JMT11. (b) Observed (circle), calculated (solid

line), and corrected (dotted line) MT responses at the 3rd iteration stage, respectively. (c) RMS misfit between  and Z at each iteration stage.

The model at the initial iteration is the model without sea effect correction.

Fig. 10. (a) Pseudo-sections of observed MT responses and 2-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NLCG inversion for the Model C prior to

correcting sea effect. (b) Pseudo-sections of observed MT responses and 2-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NLCG inversion for the Model B

without surrounding sea. Note that the RMS error in the inverted section indicates the misfit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responses in

the 2-D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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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Fig. 7과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모델링의 편의

를 위하여 제주도 주변해양은 균일하게 100 m의 두께를 가진

다고 가정하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가정은 제주도 주변 해저지

형이 평균 수심 90 ~ 100 m 내외로 매우 완만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양 하부의 지

각구조는 이용 가능한 해저면 MT 자료가 없어 육지와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다. 모델링을 위해 사용된 주파수 범위는

103~ 10−3 Hz로서, 한 decade 당 4개씩 총 24개의 주파수에서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MT 자료에는

3%의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였고, 그 이외 모델링 시 이용한

다른 조건은 앞 절과 동일하다. 

일차원 역산

우선, 제주도 주변 해양에 의한 MT 반응의 왜곡을 조사하

기 위해 측점 JMT04와 JMT11에서 획득된 모델링 자료를 이

용하여 1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3.1절과 동일하게, 임피던스

텐서의 행렬식을 이용하여 Occam 1차원 역산을 수행하였고,

행렬식에 3%의 무작위 잡음이 추가되었다. 겉보기 전기비저

항과 위상에 대한 관측 오차는 3%로, 역산 초기 모델은 100

ohm-m의 균질 공간을 가정하였다.

Fig. 8은 측점 JMT04와 JMT11에서의 획득된 MT 반응 및

1차원 역산결과를 보여주는데, 해양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해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1차원 반응과 역산

결과를 함께 도시하였다. Fig. 7을 살펴보면, 두 측점의 관측

전기비저항 및 위상 곡선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위상 및

전기비저항 곡선에서 해양효과가 나타나는 주파수를 살펴보

면, 위상의 경우 보다 고주파수에서 해양효과가 나타난다. 전

기비저항 값은 1 ~ 0.1 Hz 정도까지 해양이 없는 경우보다 상

대적으로 낮게, 0.1 Hz 이하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위상 값의

경우 수 Hz부터 0.5 Hz 정도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그 이하에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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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낮게 나타났다. 각 측점별 1차원 역산 결과는 관측 반응

에서 예상했던 바와 유사하다. 깊이 약 3 km 이하에서는 해양

효과가 미미하며, 깊이 약 3 ~ 20 km 까지는 해양이 없는 경

우에 비해 전기비저항이 상대적으로 낮게, 깊이 약 20 km 이

상에서는 전기비저항이 높게 역산되었다.

앞 장에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제주도 모델에 대한 해

양효과를 보정하였다. Fig. 9는 해양효과 보정 결과의 한 예로

서, 측점 JMT11에서의 각 반복단계 별 역산결과와 RMS

misfit을 보여준다. 보정 전 mifit은 약 3.2로서, 3회의 반복단

계를 거쳐 약 0.5로 수렴하였다. 3번째와 4번째 반복단계에서

역산결과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순산 모델링 수행 시

가정한 본래의 1차원 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지면 관

Fig. 11. (a) 2-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NLCG inversion at each iteration  stage for the Model C. (b) RMS misfit between  and Z at

each iteration stage. (c) 2-D inverted models showing shallower part (from the surface to a depth of 3 km) at each iteration stage. Note that

the RMS error in Fig. 11 (a) indicates the misfit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responses in the 2-D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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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측점들도 측점 JMT11과 유

사한 양상을 보였고 성공적으로 본래의 지하구조를 복원하

였다.

이차원 역산

제주도 모델에 대한 이차원 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측선

A에 위치한 22개의 측점에서 MT 반응을 획득하였다. 획득된

MT 임피던스 각 성분에 3%의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였고, 이

를 관측 MT 반응으로 이용하였다. 2차원 역산 기법 및 파라

미터들은 앞 절과 동일하다. 

 Fig. 10 (a)는 측선 A에서 획득된 전기비저항과 위상의 가

단면도 및 각 모드별 역산 결과를 보여준다. TM 모드의 경우

전기장(Ex)이 가장 가까운 해안선과 평행하여 전기장이 상대적

으로 감소하므로, 해양효과가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에서는 전

기비저항은 감소, 위상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TE(YX)

모드의 경우, 전기장(Ey)이 가장 가까운 해안선과 수직하여 전

기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해양효과가 나타나는 주파수 대

역에서는 전기비저항은 증가, 위상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다. 이러한 현상은 Fig. 10 (b)에 나타난 해양의 존재하지 않을

때의 각 모드별 전기비저항과 위상의 가단면도와의 비교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2차원 역산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TM 모드

에서는 깊이 약 10 km 부근에 전도성 이상체(conductive

body)가 영상화되었으며, TE 모드에서는 깊이 약 3 km 이하

Fig.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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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 만 ohm-m에 이르는 저항성 이상체(resistive body)가

매우 폭넓게 영상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하지는 않았지

만, 두 모드를 모두 이용한 역산 결과는 각 모드의 이상체가

조합된 형태로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U

층(Uncement sedimentary formation)이 존재하는 깊이 1 km

이하는 주변 해양의 영향이 미미하다. 그 이하 깊이 1 ~ 3 km

구간은 모드 별로 살펴보았을 때, TM 모드는 주변에 해양이

없는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TE 모드는 전기비저항이

상당히 높게 영상화되어 TM 모드보다 해양의 영향이 더 강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측선과 해안선과의 거리가 불과 4.5

k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안선과 수직한 전기장의 변화가 보

다 급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은 각 반복단계에 따른 모드 별 역산 결과와 RMS

mifit의 변화를 보여준다. 해양효과 보정 전 misfit은 약 4.6이

며, 3회의 반복단계를 거쳐 약 1.3으로 수렴하였다. 각 모드별

misfit의 변화도 이와 유사하다. 3회의 해양효과 보정 후 역산

결과는 모델링 시 가정한 1차원 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

다. 또한 깊이 0 ~ 3 km 구간의 경우, Fig. 10에서 예상했듯이

TM 모드는 보정단계 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해양효과가 강

하게 나타났던 TE 모드의 경우 1회의 보정단계를 거쳐 본래

의 구조를 복원하였다. 

제주도 모델에 대해 왜곡텐서 Zt의 주파수 및 공간적 위치

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3번째 해양효과 보정 단계에서

Zt의 각 성분별 단면도를 도시하였다(Fig. 12). 해양의 영향이

미미하다면, Zt의 대각 성분은 실수 성분이 1이고 허수 성분

은 0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실수 성분의 경우 1, 허수 성분

의 경우 0으로부터의 이격 정도가 해양효과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전반적으로 실수 성분의 왜곡이 허수 성

분의 2 ~ 3배이고, 주파수로 보았을 때 약 1 Hz 부근 이하에

서 왜곡현상이 나타난다. 모드별로 보았을 때 TM 모드는 실

수 성분의 최대 이격 정도가 0.5, 허수 성분이 0.2 정도이나

TE 모드는 실수 성분이 1.3, 허수 성분이 0.3에 이른다. 결국

측선 A의 위치를 고려할 때 가장 가까운 동서방향의 해안선이

MT 반응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안선과 수평인 전기장

Ex 보다는 수직인 전기장 Ey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양에 의한 왜곡 정도도 Ey가 포함된

TE(YX) 모드에서 MT 반응의 왜곡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Fig. 13은 2차원 역산 시 측선 방향(X 방향)으로 주변 해양

을 역산 블록에 포함한 후, 초기에 설정된 전기비저항 값(0.33

ohm-m)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고정제한조건을 가하여 역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TM(YX) 모드 역산결과는

TE(YX) 모드 역산결과보다는 왜곡현상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측선 위치 상 해양에 의한 영

향이 Ey 성분에서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기 때문이다. 따라

서 X 방향으로 해양 블록을 포함하여 역산하여도 그 결과에는

여전히 왜곡이 존재한다. 이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

정방법은 3차원 해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본래의 지하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논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의 왜

곡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해양효과를 보정하는 Nolasco et

Fig. 12. Real and imaginary components of distortion tensor Zt at each site for the Model C.



MT 자료 역산과정에서 반복적인 Tensor Stripping을 통한 해양효과 보정 299

al. (1998)의 방법도 반복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과 결과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차이점은 본 연

구에서 제안한 기법에 비해 1 ~ 2회의 보정과정이 더 필요했다

는 것과 지자기 수직 탐사(geomagnetic detph sounding)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aba and Chave (2005)의 반복적인 지형보

정 방법에 착안하여, MT 자료에서 주변 해양의 영향을 보정

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해양효과 보정은 보정 전에

지하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제시된 보

정 방법은 반복적으로 지하구조를 추정하므로 해양과 지하구

조와의 상호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 기

법을 균질 반무한 공간 및 2차원 모델에 대한 합성 자료에 적

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2 ~ 3회의 반복적

인 보정과정을 거쳐 모델링 시 가정한 지하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보정기법의 적용성을 검

토하기 위해, 일차원 전기전도도 구조가 비교적 정확히 알려진

제주도에 대해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여 가상의 관측 MT 반

응을 획득하였다. 제주도 모델의 경우, 해양효과는 약 1 Hz 이

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측선의 위치 때문에 해안선과

수직한 전기장 성분에서 상대적으로 왜곡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왜곡은 3회의 해양효과 보정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며, 1차원 및 2차원 역산을 통해 모델링 시 가정한

지하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해저면 하부의 지하구조가 육지와 동일

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현재까지 발표된 해저면 MT 자

Fig. 13. Pseudo-sections of observed MT responses and 2-D inverted models obtained by NLCG inversion including sea blocks along with

a direction of the profile A. Note that the RMS error in the inverted section indicates the misfit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responses

in the 2-D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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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보았을 때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해저면 하

부는 지역에 따라 두께 수백 m에서 수 km에 이르는 해저퇴적

층이 존재하며 전기비저항은 약 1 ohm-m 정도로 알려져 있다

(Heison and Constable, 1992). 이러한 해저퇴적층의 존재 및

분포는 주변 해양과 더불어 MT 자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저면 하부 지하구조에 대한 정보가 획득된

다면 보다 정확한 해양효과 보정이 수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정기법은 주변 해양에 의

한 왜곡이 의심되는 MT 자료에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히 지하구조, 특히 심부구조 추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안된 보정기법은 3차

원 지하구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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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해양효과 보정기법

본 연구에서는 지하구조가 1차원 또는 2차원이므로 

이다. 따라서 식 (3)을 자세히 전개하면, 

 (A-1)

이고, 여기서 D=ZxxZyy−ZyxZxy이다. 만약 해양을 포함한 3차원

순산 모델링의 MT 반응에서 임피던스 텐서의 대각 성분이 매

우 작다면, 이므로 식 (A-1)는 다음과 같이 간단

히 정리될 수 있다.

 (A-2)

여기서, 이고 라 놓으면,

 (A-3)

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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