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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T 모델링에서는 송신원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평면파에 대한 배경 매질의 반응을 경계값으로 설정하는 Dirichlet

경계조건을 이용할 때에 그 경계값의 정확한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원 배경 매질만을 가정하던 기존

의 모델링 알고리듬을 2차원 배경 매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1차원 배경매질의 경우 경계값은 해석적으로 계

산할 수 있으나, 2차원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2차원 모델링을 통해 경계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2차원 모델링의 TM

(transverse magnetic) 및 TE (transverse electric) 모드는 3차원 모델링의 입사 전기장의 분극 방향과 2차원 구조의 주향

에 따라서 결정된다. 전기장을 셀 모서리에 정의하는 기존의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과 잘 부합하도록 2차원 모델링에서

도 모서리에서 전기장을 계산하였다. 2차원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값을 3차원 모델링의 경계값으로 활용한 결과, 단층 모

형 혹은 한 면에 바다를 포함한 모형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겉보기비저항 및 위상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3D, MT, 모델링, 경계조건

Abstract: Assigning an exact boundary condition is of great importance in three-dimensional (3D) magnetotelluric (MT)

modeling, in which no source is considered in a computing domain. This paper presents a 3D MT modeling algorithm

utilizing a Dirichlet condition for a 2D host. To compute boundary values for a model with a 2D host, we need to

conduct additional 2D MT modeling. The 2D modeling consists of transverse magnetic and electric modes, which are

determin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arization of plane wave and the strike direction of the 2D structure.

Since the 3D MT modeling algorithm solves Maxwell’s equations for electric fields using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with a staggered grid that defines electric fields along cell edges, electric fields are calculated at the same place in the

2D modeling. The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produce reliable MT responses for a 3D model with a 2D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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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기지전류(magnetotelluric; MT) 탐사는 대략 0.0001 Hz에

서 수십 kHz 범위의 자연 전자기장을 송신원으로 하여 지하

매질의 전기적 구조를 규명하는 탐사 방법이다. 특정 지하 구

조에 대한 MT 반응을 이해하고, 탐사 결과로부터 지하 매질

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MT 탐사에 대한 3차원 모델링

이 선행되어야 한다. MT 탐사는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자연

전자기장을 송신원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링 영역에서 송신원

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연 전자기장은 공기와 지구의 엄청난

전기전도도 차이로 인해 입사각에 관계없이 지하에서는 수직

으로 전파되므로, 모델링에서는 크기와 위상이 동일한 평면파

가 탐사 영역에 수직 입사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McNeill

and Labson, 1991). 대부분의 3차원 MT 모델링에서는 평면파

에 의한 배경매질에서의 전기장 혹은 자기장을 계산하여

Dirichlet 경계조건으로 이용한다(e.g., Mackie et al., 1994;

Sasaki, 1999; Newman and Alumbaugh, 2000; Siripunvaraporn

et al., 2005; Nam et al., 2007). 이 논문에서는 3차원 모형의

여섯 개 경계면에 모두 Dirichlet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모델링

에 한정하여 보다 정확한 경계값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정확한 Dirichlet 경계조건의 적용을 위해서는 계산 영역의

경계를 내부의 이상체로부터 충분히 멀리하여 이상체가 경계

에서의 전자기장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경

계값을 계산한다. 경계값을 계산하는 배경매질은 보통 1차원

혹은 2차원 매질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수평 층서구조가 우

세한 지역에 대한 모델링에서는 배경매질을 층서구조로 설정

하여 1차원 해석해를 경계값으로 대입한다. 한편, 지질 특성상

배경매질에 뚜렷한 2차원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경매질

을 2차원 구조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MT 반응을 경계값으로

이용해야 보다 정확한 3차원 모델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임의의 2차원 모형에 대해서 해석해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2차원 모델링을 이용하여 경계값을 계산한다. 한 예로, 포항과

같이 동쪽에 바다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MT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전도도가 매우 높은 바닷물이 저주파수의 자료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모델

링을 수행할 때 동쪽에 바다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처럼 배경

매질에 명백한 2차원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계값도 2차

원 MT 모델링으로 계산한 값을 대입해야 보다 정확한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에서 MT 탐사 자료의 역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Lee et al., 2007a, 2007b) Sasaki (2004)의 3차원 역산 알고리

듬은 전기장에 대한 3차원 모델링(Sasaki, 1999)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Dirichlet 경계조건의 적용을 위해서 1차원 배경

매질을 가정한다. 앞서 언급한 포항과 같은 곳에서 획득한 MT

자료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Sasaki

(1999)의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을 2차원 배경매질에 대해 계

산한 값을 경계조건으로 활용하도록 발전시키고자 한다. 

3차원 MT 모델링의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

시간 의존성을 exp(iω t)로 가정하고 송신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 영역에서 Maxwell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1)

, (2)

여기서 E는 전기장, H는 자기장, σ는 매질의 전기전도도, ω

는 각주파수, μ는 매질의 투자율로 보통 진공에 대한 값 μ0 =

4π × 10−7
 H/m를 사용한다. (1)식과 (2)식을 전기장 혹은 자기

장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벡터 Helmholtz 방정식을 얻

을 수 있다. 

, (3)

. (4)

대부분의 MT 모델링에서 Dirichlet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경계

면에서의 전기장 혹은 자기장을 고정시킨다. 이 때 경계값은

내부의 이상체로부터 경계면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가

정하에 간단한 배경매질에 대한 평면파 반응을 계산하여 이용

한다. 송신원 없이 경계조건만으로 수치해를 구하게 되므로,

MT 모델링에서는 정확한 경계값의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Sasaki (1999)는 (3)식을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풀기 위해

서 전기장을 모서리에 정의하고 자기장을 면에 수직한 방향에

정의하는 staggered grid (Yee, 1966)를 이용하였으므로,

Dirichlet 경계조건에서 전기장을 경계값으로 할당한다. 이 연

구는 Sasaki (1999)의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므로 앞으로 경

계값의 계산은 전기장에 대해서만 고려하도록 한다. 

3차원 모델링에서 경계에서의 전기장은 입사 평면파의 분극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입사 평면파의 전기장이 x 방향으로 분

극된 경우를 xy 분극, y 방향으로 분극된 경우를 yx 분극이라

하자. 각각의 분극에서 전자기장의 전파방향이 심도방향(z 방

향)이 되도록 전기장 및 자기장을 할당한다. 배경매질이 1차원

인 경우에 xy 분극에서는 Ex만 발생하는데, Ex는 xy 경계면과

xz 경계면에서 정의되고(Fig. 1a), 이와 반대로 yx 분극에서는

Ey만이 발생하는데 이 값은 xy 경계면과 yz 경계면에서 정의된

다(Fig. 1b).

이 연구에서는 모델링 영역의 한쪽 면에 바다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배경매질에 2차원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확

한 경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계면에서 2차원 모델링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3차원 모델링의 Dirichlet 경계값으로 활용

하고자 한다. MT 탐사에서 2차원 모델링은 전자기장의 분극

방향에 따라 전기장이 주향에 수직한 TM (transverse magnetic)

모드와 전기장이 주향에 평행한 TE (transverse electric) 모드

∇ E× = i– ωμH

∇ H× =σE

∇ ∇× E× +iωμ0σE=0

∇
1
σ
---× ∇ H× +iωμ0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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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McNeill and Labson, 1991). 배경매

질의 주향이 y 방향일 때 xz 경계면을 생각해보면, xy 분극에

서는 전기장이 주향을 가로지르므로 TM 모드가 되고(Fig.

2a), yx 분극에서는 전기장이 주향에 평행하므로 TE 모드가 된

다(Fig. 2b). TM 모드에는 두 성분의 전기장(Ex, Ez)이 존재하

는데, 3차원 모형의 xz 경계면에서 2차원 TM 모드 모델링을

통해 이들을 계산한다. 계산된 Ex는 3차원 모형의 xz 경계면과

xy 경계면에 경계값으로 할당하고, Ez는 3차원 모형의 xz 경계

면과 yz 경계면에 경계값으로 할당한다(Fig. 2a). 한편 TE 모

드에는 전기장이 Ey만 존재하므로, xz 경계면에서 2차원 TE

모드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Ey를 yz 경계면과 xy 경계면에 경

계값으로 할당한다(Fig. 2b). 

2차원 MT 모델링을 이용한 경계값의 계산

2차원 MT 모델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e.g., Swift, 1971; Rody, 1976; Wannamaker et al., 1986; 신

동훈, 2000), 여기서는 Sasaki (1999)의 3차원 모델링 알고리

듬에 2차원 경계조건 적용하기 위해서 유한차분법에 기초한 2

차원 TM 및 TE 모드 모델링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2차원 모델링으로 계산한 값

을 3차원 모형의 경계값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3차원 모델

링에서의 xy 분극과 yx 분극을 기준으로 2차원 경계값 모델링

을 설명한다. 또한, 주향이 각각 x, y 방향인 경우에 반응은 서

로 대칭이 되므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주향이 y 방향인 경

우만 고려한다. 

xy 분극에서의 경계값 계산

먼저 입사 평면파의 전기장이 x 방향으로 분극된 xy 분극의

경우를 살펴본다. 주향이 y 방향이므로 xy 분극에서는 전기장

이 주향을 가로지르게 되어 2차원 TM 모드에 해당하므로(Fig.

2a), 경계면에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xz 평면에서

TM 모드 모델링을 수행한다. 

xz 경계면: y축에 수직한 경계면

TM 모드에서는 전기장이 주향에 수직으로 입사하므로 2차

원 매질의 경계면에서 불균형적 전하축적에 의해 Ez가 발생하

며, Hz는 발생하지 않는다(McNeill and Labson, 1991). 따라서

TM 모드에서는 Ex, Ez, Hy 성분만 존재하고, 전기장 Ex와 Ez가

3차원 모델링에서 경계값이 된다(Fig. 2a). (1)식과 (2)식을 이

세 가지 성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

TM 모드에서 전기장은 두 성분, 자기장은 한 성분이 존재하

므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보통 (5)식은 자기장에 대해 푼

다. (5)식을 자기장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

(6)식을 staggered grid를 이용하여 유한차분법으로 풀기 위해

서 자기장은 격자의 중앙에, 전기장은 모서리에 정의하였다

(Fig. 3). 이와 같은 전자기장의 배치는 3차원 모델링에서 전기

∂Ex

∂z
--------−

∂Ez

∂x
--------=−iωμHy

∂Hy

∂z
---------=−σEx

∂Hy

∂x
---------=σEz

∂
∂z
-----

1

σ
---
∂Hy

∂z
---------

⎝ ⎠
⎛ ⎞+

∂
∂x
-----

1

σ
---
∂Hy

∂x
---------

⎝ ⎠
⎛ ⎞=iωμHy

Fig. 1. Boundary values for a 1D model. Electric fields obtained

analytically for the model are assigned to the xy and xz boundary

planes as Ex in the xy polarization (a), while to the xy and yz

boundary planes as Ey in the yx polarization. 

Fig. 2. A 2D model whose strike direction is parallel to the y axis. The xy polarization is equivalent to TM mode (a) while the yx polar-

ization to TE mode (b). In TM mode (a), Ex is assigned to the xy and xz planes as boundary values (left) and Ez to the xz and yz planes

(center), while in TE mode (b), Ey is assigned to the xy and yz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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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모서리에, 자기장을 면에 수직한 방향에 정의한 것과 같

은 개념이다. 이와 같은 전자기장의 배치를 이용해서 (6)식을

차분식으로 전개하면 아래와 같다. 

(7)

여기서 Δx, Δz는 각각 x 방향, z 방향 격자의 길이이고 아래첨

자는 격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σL, σR, σT, σB는 Hy(i, k)가 정의

된 격자의 좌(L), 우(R), 위(T), 아래(B)의 네 모서리에서 정의된

평균 전기전도도로서(Fig. 3), 인접한 두 격자의 전기전도도의

조화평균으로 계산한다. 한 예로 σL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8)

(7)식의 우변 네 개 항은 차례로 Hy(i,k)가 정의된 격자의 x =

i (좌), x = i + 1 (우), z = k (위), z = k + 1 (아래)의 네 모서

리에서 정의된 자기장의 미분을 차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

라서 모형의 경계에 접한 격자에서 자기장 계산 시에는 경계

에 해당하는 모서리에서의 미분을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적절

한 값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

히 알아본다. 

− 2차원 TM 모드 모델링의 경계조건

일반적으로 TM 모드의 모델링에서는 모델링 영역에 공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공기중에서 전기전도도가 0 이므로

자기장이 지하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는 3차원 모델링에서는 공기중에서의

전기장도 경계값으로 필요하므로 TM 모드 모델링에서도 TE

모드와 마찬가지로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Fig. 3). 이 때 공

기층의 전기전도도는 일반적인 3차원 모델링에서와 같이 매우

작은 값(σ = 10−10 S/m)을 가정한다.

2차원 TM모드 모델링에서, 영역의 상부 경계에서 자기장이

(1, 0) A/m가 되는 Dirichlet 조건을 적용한다(Fig. 3). TM 모

드에서 자기장은 격자의 중앙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

해서 모형 상부로부터 Δz1/2 만큼 아래의 자기장을 (1, 0)

A/m로 정의한 것이지만, TM 모드에서 공기중의 자기장은 거

의 변화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형 상부에서 자기장 값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따라서 k = 2에서 자기장을 계산 시에는 식이 다

음과 같이 바뀐다. 

(9)

.

한편 2차원 영역의 좌, 우 경계에서 경계조건은 자기장에 대

해 Neumann 조건을 적용하였다(Fig. 3). 즉, 두 매질의 경계로

부터 모형이 좌, 우로 충분히 확장되어 있다면 경계면은 1차

원이 되어 Ez= 0이 되므로, (5)식으로부터 = 0을 경

계조건으로 이용하였다. 이 조건에 따라 모형의 왼쪽 모서리에

인접한 격자에서 자기장 계산 시에는 (7)식의 우변 첫 번째 항

이 0이 되고, 오른쪽 모서리에 인접한 격자에서 자기장 계산

시에는 (7)식의 우변 두 번째 항이 0이 된다. 

모델링 영역의 하부에는 전기비저항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

계가 있어서 Dirichlet나 Neumann 조건으로 경계조건을 설정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mpedance boundary condition

(IBC; Smith and Booker, 1991)을 이용한다(Fig. 3). 모델링 영

역이 심부로 충분히 연장되었다면 모형의 심부에서 전자기장

은 반무한 공간에서와 같이 반응할 것이고, 모형 아래로 무한

히 연장된 반무한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

라서 모형의 하부 경계에서 자기장은 심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쇠하는 다음의 식을 따른다.

, (10)

여기서 A는 임의의 상수, k는 전파상수이다. (10)식을 z 방향

으로 미분하면, 

. (11)

(11)식에서 자기장은 모형의 하부 경계에 정의된 값이지만 격

자의 중앙에서 자기장을 정의하는 지금의 전자기장 배치에는

모형 하부 경계에 정의된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형의 심부에서 전자기장이 반무한 공간에서와 같이 반응한

다는 가정 하에 모형의 가장 하부 격자의 중앙에 정의된 자기

장으로부터 경계에서의 자기장을 근사하다. 

iωμHy i,k( )

=−
1

Δxi

-------
1

σL

-----
Hy i,k( )−Hy i 1– ,k( )

1

2
--- Δxi Δxi 1–+( )

------------------------------------------------+
1

Δxi

-------
1

σ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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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i+1,k( )−Hy i,k( )

1

2
--- Δxi Δxi+1+( )

----------------------------------------------

−
1

Δzk
--------

1

σ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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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i,k( )−Hy i,k 1–( )

1

2
--- Δzk Δzk 1–+( )

----------------------------------------------+
1

Δzk
--------

1

σ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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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i,k+1( )−Hy i,k( )

1

2
--- Δzk Δzk+1+( )

----------------------------------------------

σL=
Δxi 1– +Δxi

Δxi

σ i,k( )
---------------

Δxi 1–

σ i 1– ,k( )
---------------------+

--------------------------------------------=
Δxi 1– Δxi+( )σ i 1– ,k( )σ i,k( )

Δxi 1– σ i,k( )+Δxi i 1– ,k( )
---------------------------------------------------------------------

iωμHy i,k( )

= −
1

Δxi

-------
1

σL

-----
Hy i,k( )−Hy i 1– ,k( )

1

2
--- Δxi Δxi 1–+( )

------------------------------------------------+
1

Δxi

-------
1

σ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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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i+1,k( )−Hy i,k( )

1

2
--- Δxi Δxi+1+( )

----------------------------------------------

−
1

Δzk
--------

1

σT

-----
Hy i,k( )−1

1

2
--- Δzk Δzk 1–+( )
----------------------------------+

1

Δzk
--------

1

σB

-----
Hy i,k+1( )−Hy i,k( )

1

2
--- Δzk Δzk+1+( )

----------------------------------------------

∂Hy/∂x

Hy=A exp⋅ ikz–( )

∂Hy

∂z
---------=−ikHy

Fig. 3. Two-dimensional model for TM mode modeling. Electric

fields are defined along cell edges while magnetic fields at the

centers of cell faces in staggered grid. Positions of average con-

ductivities, σL, σR, σT, and σB, surrounding Hy(i,k) are presented,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four boundary edges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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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모형의 하부 격자에서 자기장 계산 시에는 (12)식을 (7)식의

우변 네 번째 항에 대입한다. 

(13)

.

2차원 모형의 네 귀퉁이에서와 같이(Fig. 3에 점선으로 표시)

두 개의 경계에 인접한 격자에서 자기장 계산 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 하, 좌, 우의 네 가지 경계에 대한 설명 중 해당하

는 경계에서의 경계조건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7)의 차분식을 풀면 2차원

TM 모드에서의 격자 중앙에 정의된 자기장이 얻어진다. 이 자

기장을 (5)식에 대입하면 모서리에서 정의된 Ex와 Ez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을 3차원 모형의 xz 경계면에 경계값으로 대

입한다. 한편, xz 경계면에서 Ey는 (0, 0) V/m가 된다. 

yz 경계면: x축에 수직한 경계면

3차원 xy 분극은 주향이 y 방향인 2차원 구조가 존재할 때

의 TM 모드에 해당하게 되고, 그 결과 두 성분의 전기장(Ex,

Ez)이 존재한다. 따라서, 3차원 모형의 두 개의 yz 경계면에는

경계값으로 Ez만 필요하고, Ey = (0, 0) V/m가 된다. 이미 xz 경

계면에서 2차원 TM 모드 모델링을 통해 Ez를 계산하였으므로,

yz 경계면에서는 xz 경계면과 인접한 두 개의 모서리에 정의된

Ez 값으로부터 전체 경계면에서의 값을 보간법을 통해 계산하

고 이 값을 경계값으로 할당한다. 

xy 경계면: z축에 수직한 경계면

앞서 설명한 yz 경계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xy 경계면에는

경계값으로 Ex만 필요하고, Ey = (0, 0) V/m가 된다. 여기서도

xz 경계면에서 TM 모드 모델링을 통해 Ex를 계산하였으므로,

xy 경계면에서는 xz 경계면과 인접한 두 개의 모서리에 정의된

Ex 값을 기준으로 전체 평면에서의 값을 보간법을 통해 계산

하고, 이를 경계값으로 한다. 

yx 분극에서의 경계값 계산

입사 평면파의 전기장이 y 방향으로 분극된 yx 분극은 주향

이 y 방향인 경우 전기장이 주향에 평행하므로 2차원 TE 모

드가 된다(Fig. 2b). 따라서, 경계면에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

는 두 개의 xz 경계면에서 TE 모드 모델링을 수행한다. 

xz 경계면: y축에 수직한 경계면

TE 모드에서는 2차원 매질의 경계면에서 Hz가 발생한다

(McNeill and Labson, 1991). 그 결과 TE 모드에서는 Ey, Hx,

Hz 성분만 존재하고, 이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1)식과 (2)식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14)

TE 모드에서는 전기장이 한 개 성분만 존재하므로 (14)식을

Ey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5)

TM 모드와는 달리 TE 모드에서는 전기장을 계산하므로 (15)

식을 유한차분법으로 풀기 위해 staggered grid를 설정할 때 전

기장을 격자점에 정의하고, 자기장은 모서리에 수직한 방향으

로 정의한다(Fig. 4). 

TE 모드에서 공기중의 전기장은 지하 매질의 영향을 받으므

로 지하 매질의 영향이 감쇠될 만큼 공기층을 충분히 두껍게

설정하고, 그 상부에서 자기장이 (1, 0) A/m가 되도록 하는

Neumann 경계조건을 적용한다. 즉, (14)식에서 전기장의 z 방

향 미분이 다음과 같이 되므로 

, (16)

(15)식을 차분식으로 전개할 때에 적절한 위치에 (16)식을 대

입한다. 한편, 2차원 모형의 좌, 우 경계에는 TM 모드에서와

마찬가지로 Neumann 조건을 적용하고, 모형의 하부에서는

TM 모드에서와 같은 이유로 전기장에 대한 IBC를 적용한다.

TE 모드에서 전기장은 격자점에 정의되기 때문에 TM 모드와

는 경계조건의 적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원리는 동

일하므로 자세한 전개는 생략한다. 이렇게 두 개의 xz 경계면

∂Hy i,k+1

2
---( )

∂z
---------------------------=−ikHy i,k+1

2
---( )

=−ikHy i,k( )exp −ikΔzk/2( )

iωμHy i,k( )

= −
1

Δxi

-------
1

σL

-----
Hy i,k( )−Hy i 1– ,k( )

1

2
--- Δxi Δxi 1–+( )

------------------------------------------------+
1

Δxi

-------
1

σR

-----
Hy i+1,k( )−Hy i,k( )

1

2
--- Δxi Δxi+1+( )

----------------------------------------------

−
1

Δzk
-------

1

σT

-----
Hy i,k( )−Hy i,k 1–( )

1

2
--- Δzk Δzk 1–+( )

------------------------------------------+
1

Δzk
-------

1

σB

----- −ikHy i,k( )exp −ikΔzk/2( )( )

∂Hx

∂z
---------−

∂Hz

∂x
---------=σEy

∂Ey

∂z
--------=iωμHx

∂Ey

∂x
--------= i– ωμHz

∂
∂z
-----

∂Ey

∂z
--------⎝ ⎠

⎛ ⎞+
∂
∂x
-----

∂Ey

∂x
--------⎝ ⎠

⎛ ⎞=iωμσEy

∂Ey

∂z
--------=iωμ

Fig. 4. Two-dimensional model for TE mode modeling and stag-

gered grid where electric fields are defined at nodes while mag-

netic fields across cell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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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TE 모드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Ey는 xy 경계면 및 yz 경

계면에 경계값으로 대입된다. xz 경계면에서는 Ey가 존재하지

않으며, Ex= Ez = (0, 0) V/m가 된다. 

yz 경계면: x축에 수직한 경계면

xz 경계면에서 TE 모드 모델링으로 계산된 Ey로부터 yz 경

계면에서의 값을 계산한다. xz 경계면과 인접한 두 개의 모서

리에 정의된 Ey 값으로부터 yz 경계면 전체에서의 Ey 값을 거

리에 따른 내분을 통해 계산하고 이를 경계값으로 한다. 한편,

yz 경계면에서 Ez = (0, 0) V/m가 된다. 

xy 경계면: z축에 수직한 경계면

yz 경계면에서와 마찬가지로 xy 경계면에서의 Ey도 xz 경계

면과 인접한 모서리에서의 Ey로부터 거리에 따른 내분을 통해

계산하고, Ex = (0, 0) V/m가 된다. 

이상에서 배경매질에 주향이 y 방향인 2차원 구조가 있는 3

차원 모형의 경계값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편, 배경매질

에 주향이 x 방향인 2차원 구조와 주향이 y 방향인 2차원 구

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3차원 xy 분극과 yx 분극을 단

순히 2차원 TM 모드, TE모드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없다. 즉,

xy 분극에서 3차원 모형의 xz 경계면에서는 TM 모드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yz 경계면에서는 TE 모드와 같은 반응

이 일어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x 방향

과 y 방향의 2차원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

산을 TE 모드로 한정시켰다. 즉, xy 분극에서는 두 개의 yz 경

계면에서 TE 모드 모델링을 통해 계산한 Ex를 경계값으로 이

용하고 Ey= Ez = (0, 0) V/m가 되고, yx 분극에서는 두 개의 xz

경계면에서 TE 모델링을 통해 계산한 Ey를 경계값으로 이용

하고 Ex = Ez = (0, 0) V/m로 한다. 

수치 실험

알고리듬 검증

2차원 배경 매질을 고려한 3차원 MT 모델링 알고리듬을 확

인하기 위해서 좌측은 1,000 ohm-m, 우측은 10 ohm-m 매질로

이루어진 단층 모형(Fig. 5)에 대해 모형의 중앙을 지나며 x 축

에 평행한 측선에서 1 Hz에서의 반응을 계산한다. 계산 결과

는 이 연구에서 설명한 방법과 유사하게 2차원 모델링을 통해

계산한 값을 경계값으로 설정하는 Mackie et al. (1994)의 결

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측선에서 xy 분극과 yx 분극에서의 전자기장을 Fig. 6

에 나타내었다. xy 분극에서 경계값은 2차원 TM 모드 모델링

을 통해 계산하고, yx 분극에서는 2차원 TE 모드 모델링을 통

해 계산한다. 여기서는 전자기장의 시간의존성을 exp(iω t)로

하고, Mackie et al. (1994)는 이를 exp(−iω t)로 하므로 전자기

장의 허수 성분은 부호가 반대가 되지만 그 절대값은 잘 일치

한다. xy 분극에서 전기장은 두 매질의 경계에서 급격한 변화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차원 TM 모드에서의 반응과 매우 유

Fig. 6. Comparisons o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in the xy (a) and yx (b) polarizations along a center line parallel to the x-axis at 1

Hz. Pluses (+) represent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calculated in this study while crosses (×) from Mackie et al. (1994). 

Fig. 5. A 3D model having the y-directional vertical contact of

1,000 ohm-m and 10 ohm-m. MT responses are calculated along

the profile line across the center of the vertical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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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Fig. 6a). 반면 yx 분극에서 전기장은 매질의 경계에서

비교적 부드럽게 변화하며 이는 2차원 TE 모드의 반응과 매

우 유사하다(Fig. 6b). TM 모드에서 자기장은 이론적으로는

모형 상부에 설정한 값인 (1, 0) A/m가 되어야 하지만, 공기에

매우 작은 전기전도도 값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알고리듬으로

계산한 값은 엄밀히 (1, 0) A/m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프 상

에서는 육안으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1, 0) A/m

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알고리듬이 충분히 정확하다고 판단

된다(Fig. 6a). 

Zxy 모드와 Zyx 모드에서 겉보기비저항과 위상은 모두

Mackie et al. (1994)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Fig. 7). Fig. 5와

같이 2차원 구조만 존재하는 3차원 모형은 실질적으로 2차원

모형과 동일한데, Zxy 모드는 2차원의 TM 모드에 해당하고

Zyx 모드는 2차원의 TE 모드에 해당한다. Zxy 모드의 경우 두

매질의 경계에서 겉보기비저항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TM

모드의 반응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Zyx 모드에서 변화가 완만

한 것은 TE 모드의 반응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2차원

경계조건이 3차원 모델링에 잘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원 경계조건과의 비교

이 연구에서 적용한 2차원 경계조건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모형(Fig. 5)에 대해 1차원 경계조건을 적용한 경

우와 2차원 경계조건을 적용한 경우의 겉보기비저항과 위상을

Zxy 모드에서 비교하였다(Fig. 8). 0.1, 1, 10 Hz의 세 개 주파

수에서 비교 결과, 10 Hz에서는 경계값에 관계없이 해가 잘 일

치하였으나, 1 Hz에서는 1,000 ohm-m 매질에 해당하는 부분

에서 위상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0.1 Hz에서는 위

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은 물론 겉보기비저항에도 1000 ohm-m

매질에서 차이가 보인다. 즉, 주파수의 감소에 따라 경계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주파수 및 매질의

전기비저항에 따라 달라지는 skin depth (Vozoff, 1991)로 설명

할 수 있다. 주파수가 감소하면 skin depth가 증가하므로, 동일

한 모델링 영역을 사용하면 측선과 경계면 사이의 거리가 상

대적으로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skin depth가 큰 0.1 Hz에서

는 경계면이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되어 경계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모델링이 불가하다. 하지만 skin

depth가 작은 10 Hz에서는 경계면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

므로 경계값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모형 중앙의 측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1 Hz에서는 1,000 ohm-m

Fig. 8. Comparisons of apparent resistivities (upper) and phases (lower) along a center line parallel to the x-axis at 0.1 (a), 1 (b), and 10 Hz

(c) in the Zxy mode. Pluses (+) represent when 2D boundary condition is employed while crosses (×) when 1D boundary condition is employed.

Fig. 7. Comparisons of apparent resistivities (upper) and phases

(lower) along a center line parallel to the x-axis at 1 Hz in the

Zxy (a) and Zyx (b) modes. Pluses (+) represent MT responses cal-

culated in this study while crosses (×) from Mackie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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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에서 skin depth 가 10 ohm-m 매질에서보다 10배만큼 크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계값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위상

에 차이가 생긴다. Zyx 모드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므로

그림은 생략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배경매질에 2차원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3차원 모델링을 위해서 2차원 모

델링을 통한 정확한 경계값의 계산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결 론

2차원 구조를 포함하는 모형에 대해 보다 정확한 3차원 모

델링을 위해, Sasaki (1999)의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에서

Dirichlet 경계조건 적용 시 경계값을 2차원 모델링을 통해 계

산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이

전기장을 변수로 하고 있으므로 2차원 모델링에서도 경계에서

의 전기장 계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3차원 모델링의 입사 전

기장의 분극 방향과 2차원 구조의 주향에 따라 2차원 모델링

의 TM 모드 및 TE 모드 모델링이 결정된다. TM 모드 모델

링에서는 격자 중앙에 정의된 자기장을 변수로 하여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상부 경계에는 Dirichlet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자

기장을 1로 고정하고, 좌, 우 경계에는 Neumann 경계조건을,

하부 경계에는 IBC를 적용하였다. 계산된 자기장으로부터

Maxwell 방정식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정의된 전기장을 도출

하고, 이 값을 3차원 모형의 경계값으로 할당한다. TE 모드 모

델링에서는 격자점에 정의된 전기장을 변수로 하므로 2차원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값을 바로 3차원 모형의 경계값으로 할

당한다. 이 때, 2차원 모형의 상부 경계에는 자기장이 (1, 0)

A/m가 되도록 하는 Neumann 경계조건을 이용하고, 좌, 우 경

계에는 Neumann 경계조건을, 하부에는 IBC를 이용한다. 3차

원 단층모형에서 두 매질의 경계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측선

에서 전자기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겉보기비저항 및 위상을 계

산하여 Mackie et al. (1994)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 계산한 전자기장과 겉보기비저항, 위상이 Mackie et

al. (1994)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2차원 배경

매질을 고려한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이 매우 정확한 해를 제

공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1차원 경계값을 이용한 경우와의 비

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3차원 모델링을 위해서 2차원 배경 매

질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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