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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제주도 서부 중산간(해발고도 400 ~ 900 m) 지역에서 획득된 자기지전류(MT) 탐사자료와 제주도 중산간
전역에서 획득되었던 기존 MT 탐사 자료의 1차원 역산을 통하여 서귀포층과 U층으로 대표되는 퇴적층에 해당하는 저비
저항층의 분포형태를 살펴보았다. 저비저항층의 상부경계는 제주도 표고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
부경계는 표고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저비저항층은 제주도 중앙부에서 두꺼운 렌즈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하
부의 기반암은 중앙부에서 오목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표고와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크리깅을 수행하여 제주도
의 지전기 구조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라산의 화도를 따라 3차원 형태의 저비저항 이상체가 존재할 가능성과 시
추공 자료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3차원 모델링과 다른 지구물리탐사나 물리검층 자료와의 복합
해석이 요구된다.

주요어: 자기지전류, 전도성 퇴적층, 화산섬

Abstract: We investigat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ighly conductive layer using the one-dimensional inversions of the
new magnetotelluric (MT) measurements obtained at the mid-mountain (400 ~ 900 m in elevation) western area of Jeju
Island and the previous MT data over Jeju Island, Korea. The conductive layer indicates the sedimentary layer comprised
of Seoguipo Fomation and U Formation. There is a definit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op of conductive layer and
the earth surface in elevation. On the contrary, the bottom of conductive layer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urface
elevation. In other words, the conductive layer has a shape of convex lens, which is thickest in the central part. The
basement beneath the conductive layer could be concave in the central part of Jeju Island. A kriging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ayer boundary and the surface elevation provides a reliable geoelectric structure model of Jeju
Island. However, further studies, i.e. three-dimensional modeling and interpretation integrated with other geophysical or
logging data, are required to reveal the possible presence of three-dimensional conductive body near the subsurface vent
of Mt. Halla and the causes of the bias in the depths of layer estimated from MT and core log data. 

Keywords: magnetotelluric, conductive sedimentary
layer, volcanic island2013년 12월 13일 접수; 2014년 2월 5일 수정; 2014년 2월 10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E-mail: cklee92@kopri.re.kr
Address: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213-3 Songdo-dong, Yeonsu-gu,
Incheon
ⓒ2014,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해 설



MT 탐사자료를 이용한 제주도 지역의 전도성 퇴적층 분포 연구 29

서 론

제주도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화산섬으로 많은 지질학적, 지

구물리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제주도의 저지대에서는

지하수 개발 시추공의 시추코아에 대한 지질 검층을 통해 서

귀포층의 분포 상태가 파악되었으며 몇몇의 온천탐사 심부시

추공의 시추코아로부터 U층의 깊이와 두께가 산출되었다

(Koh, 1997).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행된 해수 침투 감시 심

부 관측정의 설치에 따라 서귀포층의 분포가 보다 명확히 알

려지게 되었다(Koh et al., 2013). 그러나, 제주도의 거의 모든

시추공들은 해발 600 m 이하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U층을

관통하여 기반암 깊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시추공들은 몇몇

온천탐사용 심부시추공뿐이어서 제주도 기반암의 분포 상태는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제주도의 심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지구물리 탐사도 많이

수행되었는데, 중·자력탐사(Lee, 1994; Kwon et al., 1995)

외에도 자기지전류(MagnetoTelluric, MT) 탐사가 수행되어 왔

다(Lee et al., 2008; Lee et al., 2009; Nam et al., 2009; Yang

et al., 2010; Yang et al., 2012). 최근에 수행된 제주도의 MT

탐사는 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열관련 사업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제주도의 지하구조를 이해하는 좋은 단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면적이 매우 넓은 섬이어서 많은 측점

의 분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층상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주도 서부는 비교적 많은 MT 측점이

분포하여 자세한 심부구조 연구에 효과적이어서 본 연구에서

는 제주도 서부의 중산간 지역에 집중적으로 MT 탐사를 수행

하고, 기존의 제주도 MT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제주도의 층

상구조를 자세히 밝히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주도는

화강암 및 응회암으로 구성된 기반암 위에 해성퇴적층인 U층

이 피복하고 있다(Koh, 1997). U층은 다시 이암과 사암으로

구성된 서귀포층이 피복하고 있으며 그 위를 화산암류가 피복

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는 U층과 서귀포층은 성인과 특성이

다르지만, 두 층 모두 전기전도도가 높아서 전기탐사나 MT 탐

사처럼 매질의 전기비저항의 분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두

층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한다(Lee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도도가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U층과 서귀

포층을 합친 전도성 퇴적층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U층과 서귀

포층을 포함한 전도성 퇴적층의 분포는 제주도 기반암의 형태

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해침

등 수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지하단면의 영상화를 위하

여 일반적으로 MT 탐사는 측선의 형태로 수행되어왔는데 측

선 형태의 MT 자료로부터 제주도 전역에 걸친 전도성 퇴적층

분포 추정하기 위하여 표고를 이용한 지구통계학적 방법을 적

용하였다. 

제주도의 층서 개요

제주도의 기반암은 화산성 사암 및 이암, 석영조면암질 응회

암, 화산력응회암 등으로 이루어진 화산쇄설암류와 제3기 초

혹은 백악기 말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Oh et al., 2000).

심부 시추공의 지질 검층에 따르면 기반암은 해수면 하부(아

래) 155 m부터 최대 312 m까지 분포하고 있다(Koh, 1997).

기반암을 피복하고 있는 U층은 점토광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

고 석영과 장석이 주를 이루는 미교결층으로서 심부시추공 자

료에 의하면 70 ~ 250 m의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U층은 서귀포층과 달리 연체동물화석이나 유공충의 화석

이 발견되지 않으나 해성퇴적층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지전기

학적으로도 전기전도도가 해성층인 서귀포층과 비슷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북촌-표선 선의 동쪽을 제외하고 제주도 전역에서

U층을 피복하고 있는 서귀포층은 주로 역질사암, 이암, 사질이

암, 이암 및 유리질 쇄설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약 100

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Oh et al., 2000). 서귀포층은 연

체동물화석을 비롯하여 석회질 초미화석, 유공충, 완족류, 성

게, 개형충 등 다량의 화석을 포함하고 있어 해안~외대륙붕의

천해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et al., 2000). 서

귀포층과 U층은 제주도의 화산 층서의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된 해석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Oh et al., 2000). 또한 U층과 기반암의 분포 형

태는 과거 제주도의 화산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뿐만 아

니라 현실적으로는 제주도 지하수의 해침을 수문학적으로 이

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MT 탐사 및 자료 처리

자료획득

제주도 심부 지열 자원의 부존 가능성 탐지를 위하여 2004

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도 중산간 및 한라산 지역(해발 고도

100 ~ 1700 m)에서 여러 측선을 따라 MT 탐사가 이루어졌다

(Lee et al., 2008; Le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서

쪽 중산간 지역에서 추가로 12측점의 MT 탐사를 수행하여 해

발 고도 400 ~ 900 m 지역의 자료를 보강하였다(Fig. 1). 이전

탐사와 마찬가지로 Phoenix Geophysics사의 MTU-5A를 이용

하여 MT(0.00034 ~ 317.6 Hz) 및 AMT(0.35 ~ 10400 Hz) 대

역의 자료를 획득하였다(Lee et al., 2008). MT 탐사자료부터

천부 저비저항층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탐사자료 중

잡음이 심한 측점들을 제외한 87개 측점과 추가적으로 획득한

12측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차원 역산

제주도 하부 기반암까지의 지하 층서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 측점에서 1차원 지하구조를 가정하고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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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지하 모델을 도출하였다(Weaver and Agarwal,

1993). MT 탐사자료에서 주된 전기적 특성을 보이는 서귀포

층과 U층으로 대표되는 퇴적층은 경사가 매우 완만한 층상구

조를 가지고 있다(Koh, 1997). 또한 한라산의 지형효과나 주

변 바다에 의한 해양효과는 약 10 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

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Nam et al., 2009; Yang et al., 2012),

1 Hz 이상의 대역에서는 MT 자료의 차원성을 지시하는 Swift

skew 값이 대부분 0.2 이하를 가지고 있어 1 ~ 1000 Hz대역에

서는 1차원 구조로 해석이 가능하다. MT자료의 1차원 역산을

위해서는 TE 혹은 TM모드 임피던스를 사용하기 보다는 수식

(1)과 같이 행렬식 임피던스(determinant average of impedance

tensor) 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Livelybrooks, 1986;
Berdichevsky et al., 1989).

det(Z) = ZxxZyy  ZxyZyx (1)

제주도에서 획득되어진 MT 자료들은 거의 모두 4층 구조의

형태를 가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Lee et al., 2008; Yang et

al., 2012). Fig. 2는 행렬식 임피던스와 4층 구조 모델을 이용

하여 1차원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설명의 편의를 위

해 각 층의 전기비저항을 R1, R2, R3, R4, 각 층 경계의 깊이

를 D1, D2, D3이라고 하자(Fig. 2). 첫번째 층은 상대적으로

고비저항이고 두께는 100 ~ 1000 m 범위에서 다양하게 나타

나며, 주로 한라산을 형성하고 있는 화산암층에 해당한다. 두

번째 층은 10 ~ 100 ohm-m 범위의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저비

저항층이다. 두번째 층의 상부 경계(D1)가 서귀포층의 깊이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저비저항층은 서귀포층, U층

등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도 전역에 발달한 퇴적층으로 생각된

다. 세번째 층은 수 백 ohm-m 이상의 높은 전기비저항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응회암 혹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주도 하부 기반암에 해당한다. 세번째 층의 전기비

저항(R3)은 1차원 역산 과정에서 민감도가 매우 약해 매우 큰

분산을 보이지만 세번째 층 상부 경계(D2)는 해석가능한 정도

의 분해능을 가진다. 지하 약 10 km 이상에서는 세번째 층보

다 낮은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층이 나타난다. 이 층의 깊이는

제주도 주변 해양의 해양효과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효

과가 보정된 1차원 역산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약 20 km 내

외의 깊이를 가지며 제주도의 하부지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인다(Yang et al., 2012). 해양을 포함한 3차원 모델링에 의하

면 해양효과는 두번째 층의 두께와 깊이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기 때문에(Ya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해양효과의

보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보정(static correction)

Fig. 2에 도시된 역산 모델은 MT자료의 정적 효과(static

shift effect)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층의 형태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보정(static correc-

tion)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제주도와 같은 완만한 층서 구조에

서는 Jones (1988)에 의해 제시된 공간 필터링 방법이 효과적

이다. Jones (1988)의 정보정 방법은 1차원 역산을 통해 얻어

진 모델 파라미터 중 특정 층서의 전기비저항 분포가 공간상

에서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특정 층서의 전기

비저항 분포를 다항식 등의 방법으로 근사하여 각 측점의 정

보정 계수(static factor, S)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산출된 정보

정 계수 S를 모든 층의 전기비저항에 곱하고 모든 층의 두께

에는 를 곱하므로써 정보정이 이루어진다. 제주도 1차원

역산 파라미터 중 네번째층의 전기비저항(R4) 역산에 대한 민

감도가 높아 역산 과정에서의 오차가 작은 편이며 하부지각

혹은 상부맨틀에 해당하는 층이므로 위치에 따라 전기적 물성

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R4를 평활화하여 적당한 전기비저항 분포를 만들고 이를 기준

으로 산출된 정보정 값 S를 이용하여 모든 역산 파라미터를

S

Fig. 1. Locations of MT sites on the DEM map of Jeju Island. The
crosses indicate the location of core log data (Koh, 1997). The line
AB is a sample line for the cross section in Fig. 7. Fig. 2. One-dimensional subsurface models with 4 layers inverted

from the MT measurements (gray lines). The black dash line
indicates the averaged 1-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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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였다. Fig. 3은 R4의 공간적 분포와 이들을 LOWESS

(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 방법(Cleveland, 1979)

으로 평활화하여 얻어진 제주도 전역에 걸친 R4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R4의 평활화된 추정치는 제주도의 중심으로부

터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지역에서 가장 낮으며(약 160 ohm-

m), 해안 지역으로 갈수록 전기비저항이 다소 증가하는(약

300 ohm-m) 양상을 보인다. 제주도 중심의 심부에서 주변에

비해 낮은 전기비저항을 보인다는 사실은 제주도 심부에 아직

열적 이상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고와 저비저항층의 상관관계

정보정을 수행한 역산 파라미터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제주도의 지형과 역산 파라미터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이 연구는 제주도 기반암 위에 위치한 퇴적층의 형

상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첫번째 층과 두번

째 층의 파라미터들과 표고(E1)와의 상관관계를 Fig. 4에 도시

하였다. 역산으로부터 얻어진 깊이(D1과 D2)와 표고(E1)를 이

용하여 실제 경계면의 해발고도(각각 E2=E1-D1, E3=E1-D2)

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두번째 층의 상부 경계(E2)는 표고

(E1)와 0.81이상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Fig. 4a). 측선별로는 제주도 동쪽 지역의 남북으

로 종단하는 측선에서 가장 낮은 0.63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나머지 측선에서는 보다 높은 0.7 ~ 0.9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다. 이 경계는 제주도 전역에 발달한 서귀포층의 상부 경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주도 시추공 자료에서 획득한 서귀포층

의 깊이(Koh, 1997)에서도 약 0.71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상관

관계가 나타난다(Fig. 4a). 시추공 자료는 주로 고도가 낮은 해

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지만 MT 측점은 중산간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서 중산간에서도 서귀포층

의 깊이가 표고와의 밀접한 상관관계 하에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번째 층의 상부 경계인 E3는 기반암의 해

발고도를 의미하며 E2에 비하여 큰 분산을 가진다(Fig. 4b).

또한, 이 경계면의 깊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파수 대역

(0.1 ~ 1 Hz)이 dead band(자연적인 전자기 신호가 매우 약한

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산 오차도 E2에 비하여 높은 편이

다. Fig. 4b는 E3와 함께 시추공 자료에서 얻어진 제주도 U층

의 하부 경계(Koh, 1997)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시추공에서

얻어진 U층의 하부 경계(기반암의 깊이)와 표고와의 상관관계

는 매우 낮으나 MT 탐사에서 확인되는 기반암의 해발고도는

표고와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2)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높은 고도 지역(> 500 m)에서 화산암층의 전기비저항

(R1)은 대체로 높은 편이며 표고 500 m이하 지역에서는 고도

가 낮아질수록 R1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약 500 m

표고를 기준으로 천부 화산암층의 수리적인 특성에 따라 고지

대와 저지대에서 전기비저항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

다. 화산암 하부 저비저항층의 전기비저항(R2)은 표고와 상관

관계가 매우 낮다.

제주도의 전기적 층서 구조 모델

제주도 전역에 대하여 전기적 층서 구조 모델을 제시하기

Fig. 3. Distribution of 4th layer resistivity (upper) and the regional
trend smoothed by LOWESS method for the static correction
(lower). Fig. 4. Correlations between the site elevation and the model

parameters: (a) top of 2nd layer in elevation, (b) bottom of 2nd layer
in elevation, (c) resistivity of 1st layer, and (d) resistivity of 2nd

layer. The red crosses in (a) and (b) indicate the top of Seoguipo
Formation and the bottom of U-formation measured from core log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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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차원 역산 결과를 Ordinary Kriging 기법(Goovaerts,

1997)을 이용하여 내삽하였다(Fig. 5). Fig. 4의 결과에서 유추

할 수 있듯이 퇴적층의 상부경계는 표고에 비례하면서 해발고

도 150 ~ 700 m 범위 내에 분포한다. 반면, 기반암의 해발고

도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특히, 서귀포시 부근으로부터 한라산 중심부와 한라산 서측

‘1100고지’에 이르는 지역에서 기반암이 가장 깊다. Fig. 5의

결과로도 전반적인 층서 구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MT

측점들이 제주도 전역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하지 못하기 때문

에 해안지역이나 측선들 사이 간격이 넓은 지역에서는 다소

부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Ordinary Kriging (OK)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Fig. 4에서

얻어진 표고와 파라미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Simple

Kriging with varying Local Means (SKLM) 기법(Goovaerts,

1997)을 적용하였다. 즉, Fig. 4에 보이는 표고와 역산파라미터

사이의 추세선과 제주도의 수치지형모델(DEM)을 이용하여

측점 고도에 해당하는 국지 평균을 정하고 국지 평균값을 제

거한 잔차를 Simple Kriging을 통하여 내삽한 후 국지 평균값

에 합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타당한 층서 분포를 추정

하였다(Fig. 6). 측점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Fig. 5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지지만 해안가나 측점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제

주도의 지형이 고려되어 보다 타당한 형태의 결과를 도출하였

다. SKLM 기법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추공이 존재하

는 위치에서 값을 추출하여 실제 시추공 자료에서 결정된 서

귀포층의 깊이와 비교하였을 때 바이어스를 제외한 표준편차

가 약 26 m 정도이다. 같은 방법으로 OK 기법에 의한 표준편

차는 약 36 m로 SKLM 기법이 보다 정확한 서귀포층의 분포

를 추정함을 알 수 있다. Fig. 6의 결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보

기 위하여 Fig. 1에 도시된 선 AB를 따른 수직 단면을 Fig. 7

에 도시하였다. 요컨대, 퇴적층으로 추정되는 전도성 퇴적층의

상부 경계는 제주도 중심부에서 위로 솟아 있는 형태이며 전

도성 퇴적층의 하부 경계는 반대로 제주도 중심부에서 보다

깊은 분지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토의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획득되었던 기존 MT 탐사자료와

Fig. 5. Elevations of the layer boundaries interpolated by Ordinary
Kriging (OK) method: (a) top of 2nd layer and (b) bottom of 2nd

layer.

Fig. 6. Elevations of the layer boundaries interpolated by Simple
Kriging with Local Mean (SKLM) method: (a) top of 2nd layer and
(b) bottom of 2nd layer.

Fig. 7. Electrical stratigraphy of Jeju Island along the line AB in
Fig. 1. The layer boundaries were extracted from the results in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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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롭게 얻어진 MT 탐사자료로부터 1차원 역산을 통하여

제주도 하부 퇴적층의 형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귀포층과

U층이 주를 이루는 퇴적층에 해당하는 저비저항층의 상부경계

는 표고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분포하고 있다. 완

만하게 퇴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퇴적환경을 고려할 때 화

산암의 분출 등에 동반된 제주도 중심부의 국지적인 융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라산 중심부의 융기에도 불구

하고 저비저항층의 하부경계는 제주도 중심부에서 더 깊은 분

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 중력자료의 역산을 통하여 기

반암의 깊이를 추정한 Kwon et al. (1995)의 연구에서도 제주

도 중심부에서 기반암이 깊은 형태가 제시되었고 깊이의 차이

는 있으나 분포 형태가 Fig. 6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1차원

전도층의 분포 형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U층과

서귀포층이 퇴적되기전 고제주화산암체의 함몰로 생성된 퇴적

분지의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제주도

중앙부의 기반암내의 화도(vent) 부근을 따라 전도성 이상체가

존재할 경우 전도성 이상체의 3차원 효과에 의해 이와 같은 1

차원 역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Fig. 7). 

한편, MT 역산 결과와 시추공 자료의 비교에서는 그 경향

성이 유사하나 깊이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전도성 퇴적층의

상부경계는 시추공에서 확인된 서귀포층의 깊이보다 대체로

수십 m 가량 더 낮고 층의 하부경계는 U층의 하부경계보다

수십 ~수백 m 이상 더 깊다(Fig. 4).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자료간의 차이가 MT 탐사의 정적효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MT 탐사자료에 0.5의 정보

정 계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각 층의 두께가 약 70%로 줄어들

경우, MT 역산 결과와 시추공 자료가 매우 잘 일치하게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향후 MT 탐사와

병행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시간영역 전자탐사, 물리검층, 전

기비저항 물성 시험 등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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