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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도입된 지상 송신원 항공 전자탐사 시스템(grounded electrical-source airborne transient electromagnetic,

GREATEM)은 신호가 강력하여 가탐심도 향상은 물론 잡음이 심한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비록 GREATEM은 지상

에 설치된 긴 전선을 송신원으로 사용하는 시간영역 전자탐사법이지만, 방대한 항공탐사 자료의 2차원 혹은 3차원 해석

은 계산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GREATEM 탐사 자료는 주로 1차원 해석에 의존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대한 항공 전자탐사 자료의 해석은 각 측점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1차원 역산 결과를 병합하여

전기비저항 2차원 단면을 작성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병합 단면은 전기비저항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문제점을 보인다. 횡적 제한 역산법(laterally constrained inversion, LCI)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

발되었으며, 연속성이 뛰어난 역산 단면을 제공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수치 모델링을 통하여 곡선 전류원에 대

한 GREATEM 탐사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GREATEM 탐사 자료에 대한 횡적 제한 역산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각 측점에서 획득된 모든 1차원 자료와 층서 모델을 하나의 역산 시스템에 병합하여 처리하므로 수평적 연속성

이 뛰어난 역산 단면을 제공하게 된다. 개발된 역산 알고리듬을 GREATEM 탐사 자료에 적용한 결과, 해당 지역의 층서

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산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지상 송신원 항공 전자탐사, 1차원 역산, 횡적 제한 역산 

Abstract: Recently, the grounded electrical-source airborne transient electromagnetic (GREATEM) system with high power

source was introduced to achieve deeper investigation depth and to overcome high noise level. Although the GREATEM

is a transient electromagnetic system using a long grounded wire as the transmitter, GREATEM data have been interpreted

with 1D earth models because 2D or 3D modeling and inversion of vast airborne data are complicated and expensive

to calculate. Generally, 1D inversion is subsequently applied to every survey point and combining 1D images together

forms the stitched conductivity-depth image. However, the stitched models often result in abrupt variations in neighboring

models. To overcome this problem, laterally constrained inversion (LCI) has been developed in inversion of ATEM data,

which can yield layered sections with lateral smooth transitions. In this study, we analysed the GREATEM data through

1D numerical modeling for a curved grounded wire source. Furthermore, we developed a laterally constrained inversion

scheme for continuous GREATEM data based on a layered earth model. All 1D data sets and models are inverted as

one system, producing layered sections with lateral smooth transitions. Applying the developed LCI technique to the

GREATEM data, it was confirmed that the laterally constrained inversion can provide laterally smooth model sections

that reflect the layering of the survey area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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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항공 전자탐사법은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

는 경제적인 물리탐사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열대 우림, 호수,

사막, 빙하, 극지 지역이나 지형적으로 험준한 지역의 탐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항공 전자탐사는 높은

잡음 수준, 험준한 지형 등의 이유로 적용이 미미하였으나, 해

외 자원 개발에서 항공 전자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잡음에

강한 지상 송신원 항공 전자탐사법(grounded electrical-source

airborne transient electromagnetic, GREATEM)이 도입 되면서

점차 중요한 물리탐사법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항공 전자탐사 자료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2차원 및 3차원 역산은 아직도 계산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 때문에 신속한 1차원 해석법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Macnae, 2007; Cox et al., 2010; Cox et al., 2012;

Cho et al., 2015). 항공 전자탐사 자료의 해석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주제는 수평방향의 연속성이 뛰어나고, 신속하며,

지하의 층서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횡적 제한 역

산법(Laterally constrained inversion, LCI)이며, 전기비저항 탐

사(Auken and Christiansen 2004; Auken et al., 2005; Wisén

and Christiansen, 2005; Wisén et al., 2005), 육상 및 항공 주

파수 영역 전자탐사(Monteiro Santos, 2004; Tartaras and

Beamish, 2006), 시간영역 항공 전자탐사(Auken et al., 2004)

에 도입되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보다 정밀한 3차원

해석을 위한 다양한 근사법 및 역산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Ellis, 1995; Ellis, 1998; Raiche, 1998;

Zhdanov and Tartaras, 2002; Wilson et al., 2010; Cox et al.,

2010; Cox et al., 2012; Abd Allah and Mogi, 2016).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 전자탐사 자료 해석은 겉보기비저

항이나 시간상수(time constant)를 추출하여 해석하는 정성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량적인 해석도 1차원 역산 결과를

병합한 준 2차원 역산 단면(1D stitched section)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오스트리아 지질

조사소와 함께 주파수 영역 항공 전자탐사가 수행된 바 있으

며, 최근에는 지상 송신원을 사용하는 GREATEM을 도입하여

시험탐사 및 자료 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치 모델링을 통하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영 중

인 GREATEM 탐사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자료

해석을 위한 횡적 제한 역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GREATEM 1차원 모델링

지상 송신원 항공 전자탐사에서는 강력한 1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끝이 접지된 긴 전선(long grounded-wire)을 송신원

으로 사용한다(Mogi et al., 1998; Mogi et al., 2009). 이 경우

생성되는 1차장의 계산을 위해서는 전기 쌍극자원(electric

current dipole)에 의한 1차장을 전선을 따라 선적분을 수행해

야 한다. 지상 송신원 항공 전자탐사 모델링에서는 대개 송신

전류원을 직선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지형의 굴곡이 심한 지역

에서는 송신원을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대개

는 평탄한 지형을 따라 곡선형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곡선형 지상 송신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지표면에 x축을 따라 [−ai, ai] 구간에 설치된 미소 직선 전

선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교류 전류 Ieiωt를 흘려주면 지표면

혹은 공기 중에서의 자기장의 수직 성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Ward and Hohmann, 1987; Cho et al., 2015).

.  (1-1)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평 다층 구조 모델의 지표면에

설치된 곡선형 긴 전선을 여러 개의 짧은 직선 전류원으로 분

할한 다음, 직선 전류원에 대한 자기장의 해석해를 합산하면

지상( )에서의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2)

(1)식에서 I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 2ai는 i번째 직선 쌍극자

전류원의 길이, ri는 i번째 직선 쌍극자 전류원에서 측정점까

지의 거리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여기서 는 (x, y)좌표계를 i번째 직선 전류원의 중심인

(xc, yc)로 원점 이동하고, θ만큼 회전한 좌표계상의 측정점 좌

표로 

, ,

, ,

로 표현된다. 또한 (1)식에서 J0, J1은 Bessel 함수이며, 반사 계

수 γ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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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째 층의 전기전도도, 유전율, 투자율 및 두께를 나타내며,

ΔHz x, y, z( ) = 
I

4π
------  

a
i

–

a
i

∫
y

ri
---  

0

∞

∫ 1 γTE+( )e
λz–

λJ1 λri( )dλds

z 0≥

Hz x, y, z( ) =  

i

∑
I

4π
------  

a
i

–

a
i

∫
y′

ri
----  

0

∞

∫ 1 γTE+( )e
λz–

λJ1 λri( )dλds

ri
2
 = x′ s–( )

2
 + y′2

ai = 
1

2
--- xx 1+ xi–( )

2
 + yi 1+ yi–( )

2
[ ]

1/2

x′, y′( )

xc = xi xx 1++( )/2 yc = yi yx 1++( )/2

x′ = x x
c

–( )cosθ + y y
c

–( )sinθ y′ = x x
c

–( )– sinθ + y y
c

–( )cosθ

tanθ = 
yi 1+ yi–

xi 1+ xi–
---------------

γTE = 
λ û1–

λ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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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 λ
2

kn

2
– kn

2
 = ω

2
μnεn − iωμnσn  ≈ i– ωμnσn



지상 송신원 항공 전자탐사 자료의 횡적 제한 역산 35

kn은 준정적 근사를 적용한 복소 파수이다. 

(1)식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장의 수직성분은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시간영역으로 변환한다. 시간영역 전자탐사에서 음의

계단 반응(negative step response)은

, (3-1)

충격 반응(impulse response)은 이를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Kaufman, 1994).

. (3-2)

이후 음의 계단 반응은 편의상 계단 반응으로 기술한다. 

긴 선전원에 직류 전류를 흘리다가 갑자기 차단하게 되면,

초기 시간대에는 유도전류가 송신 전선을 따라 지표 근처에

집중된다. 물론 양의 전류전극에서 음의 전류전극 방향으로 되

돌아오는 전류(return current)가 심부에 발생하지만, 이 전류는

매우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 분포한다(Gunderson et al., 1986).

초기 시간대에 지표 근처에 전선을 따라 생성된 유도전류는

시간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심부로 분산된다. 이 유도전류의

분산특성은 루프 송신원에서 나타나는 smoke ring (Nabighian,

1979) 현상과 유사하다. 이때 매질의 전기비저항이 높을수록

분산속도가 증가하여 TEM 반응은 지연시간 증가에 따라 급

격히 감소한다. 또한 유도전류에 의한 생성된 자기장의 수직성

분은 송신 전선의 좌우에서 극성을 달리한다(Gunderson et al.,

1986). 

Fig. 2는 100 ohm-m인 균질 반무한 공간의 지표면에 설치

된 직선 및 곡선형 지상 송신원에 대한 자기장의 수직성분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류 전극은 C1 (−500, 0, 0)과 C2

(500, 0, 0)에 위치하며, 측정점의 고도는 30 m이다. 초기 시

간대인 0.1 msec에서는 자기장의 수직성분이 0인 등가선이 송

신 전류원을 따라 나타나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곡선형 송신 전류원에 의한 효과는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초기 시간대에는 전류원 근처에서 곡선

전류원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연시간 10 ms

이상에서는 직선 전류원과 곡선 전류원의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후기 시간대에는 직선 전류원으로 가정해도 문제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유도전류의 분산특성 때문에 지표 혹은 공기 중

에서 측정된 자기장의 수직성분은 초기 시간대에는 송신 전류

원의 선형을 따라 0 등가선이 나타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하

여 유도전류가 심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유도전류와 측정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여 유도전류의 경로 변화가 측정값에 미

치는 영향이 작아지며, 궁극적으로는 직선 전류원의 경우와 거

의 같은 반응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곡선형 지상 송신 전류

원의 영향은 초기 시간대의 자료에 크게 나타나며, 후기 시간

대에는 그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 ohm-m 반무한 공간의 경우 지연시간 10 msec 정도에서

송신 전류원의 휘어짐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 자기장의 왜곡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GREATEM 자료 분석

GREATEM 탐사에서는 신호원으로 지상에 설치된 긴 전선

을 사용한다. 이는 루프 송신원을 항공기에 탑재하고 탐사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항공 전자탐사법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

다. 우선 GREATEM 탐사는 긴 전선 송신원을 사용하는 고정

송신원 탐사법이다. 따라서 송신원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값이 작아지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또한 루프 송신

원과는 달리 전선 직하부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수평성

분만이 존재한다(Lee and Lewis, 1981; Oristaglio, 1982;

Gunderson et al., 1986). GREATEM 현장자료의 경우 송신 전

류원의 굴곡이나 2차원 혹은 3차원 이상체에 의하여 자기장의

수직성분이 나타날 수 있으나, 수평 다층 구조를 가정하는 1

차원 해석에서 이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GREATEM 현장자료는 각 측점에서의 최댓값으로 정

규화한 자기장이다. 실제 측정은 수신코일에 유도된 유도 기전

력, 즉 충격반응을 측정하고 이를 적분하여 자기장을 산출한

다. 결과적으로 GREATEM 현장자료는 계단반응을 그 최댓값

으로 정규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규화된 자료는 일

반적인 항공 전자탐사 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시간영역

전자탐사 자료의 경우 후기 시간대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크기

가 작고, 신호대 잡음비가 낮다. 정규화 과정은 후기 시간대 자

기장의 전반적인 감쇠 양상 파악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즉

잡음에 오염된 자료의 제거가 용이하다. 반면 초기 시간대에의

자료는 최대 반응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므로 얕은 곳에

위치한 지층의 전기비저항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GREATEM 현장자료만으로는 최대 반응값의 크기는 물론, 그

시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GREATEM

모델링이 불가능하다. 

h t( ) = 
2

π
---  

0

∞

∫
Im H ω( )

ω
---------------------cosωt dω

dh t( )

dt
------------ = 

2

π
----–  

0

∞

∫ Im H ω( )sinωt dω

Fig. 1. Rotation of coordinate system to calculate the magnetic field

caused by the ith line current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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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

으로 현장자료를 변환하였다. GREATEM 원시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4)식에서 h는 각 지연시간에서의 자기장의 수직성분, hp는 해

당 측점에서의 자기장의 최댓값으로 모르는 값이다. 원시자료

의 최초 지연시간에서 측정값을 href /hp라 하자. 이제 hp의 소

거를 위하여 모든 지연시간에서의 측정자료를 최초 지연시간

에서의 자료값인 href /hp로 다시 정규화하면 

(5)

의 변환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5)식에 주어진 변환된 자료

는 거의 원시자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지연시간 즉 원

draw = 
h

hp

---- d = 
h/hp( )

href /hp( )
------------------- = 

h

href

-------

Fig. 2. Plan view showing vertical magnetic field (hz) contours around a 1 km long straight (left column) and curved (right column) grounded-

wire transmitter on a 100 ohm-m homogeneous half-space from 1 to 100 ms after the current is turned off. Solid and dashed contours indicate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respectively: (a) 0.1 ms, (b) 1 ms, (c) 10 ms and (d) 1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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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료의 최초 지연시간은 아는 값이므로 href을 계산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원시자료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며, 간단하게 계

산할 수 있다. 

Fig. 3(a)는 총 길이 3 km인 직선 전류원이 100 ohm-m 반

무한 공간의 지표면에 위치할 경우, 직선 전류원의 중심에서

수직 거리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시키면서 30 m 고도에서의

자기장의 수직성분을 계산한 결과이다. 거리가 100 m 이하인

경우에는 지연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감쇠 곡선은 모든 지연시

간에서 거리 증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며,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즉 감쇠정도가 일정하게 나

타나고 있다. 거리가 1 km 이상이 되면, 초기 시간대에서 자

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지연시간에 따른 감쇠는

매우 완만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5 k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

의 모든 지연시간에서 매우 유사한 크기의 자기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REATEM에서는 자기장의 크

기를 그 최댓값으로 정규화한 값을 제공한다. Fig. 3(b)는 동일

한 자료를 최댓값로 정규화한 값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송신 전류원으로부터 거리가 100 m 이하인 영

역에서는 정규화된 자기장이 거의 같은 감소양상을 보이므로

GREATEM 자료가 송신원으로부터의 거리에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영역에서 자기장의 수직

성분은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후기 시

간대에의 경우에는 양질의 자료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송신 전류원 직상부에서는 1차원 지하구조를 가정할

경우 이론적으로 자기장의 수직성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을 보이며, 현장자료의 경우에는 거의 잡음수준

의 값이 측정된다. 

Fig. 3. Decay curves of vertical magnetic field (a) and normalized vertical magnetic field (b), induced by a 3 km long grounded wire

transmitter located on the surface of a 100 ohm-m half-space.

Fig. 4. Decay curves of vertical magnetic field (a) and normalized vertical magnetic field (b) 100 m from the wire for a homogeneous half-

space of various resis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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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길이 3 km인 직선 전류원 중심으로부터 수직으로

100 m 떨어진 지점의 30 m 상공에서 서로 다른 전기비저항을

갖는 균질 반무한 공간에 대하여 계산된 자기장의 수직성분

및 그 최댓값으로 정규화된 자기장의 지연시간에 따른 감쇠곡

선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전기비저항이 증가할수

록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며, 초기 시간대의 경우 감쇠가 서

서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후기 시간대에서는

대부분의 TEM 반응과 같이 t −3/2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Fig. 4(b)에 나타낸 정규화된 자기장의 경우

에도 전기비저항이 증가하면 감쇠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

다. 이는 반무한 공간의 전기비저항이 높을수록 분산속도가 빨

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TEM의 경우와 같이 유도전

류의 분산속도가 전기비저항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송신 전류원으로부터 거리가

100 m 이하인 경우에는 GREATEM 측정값인 정규화된 자기

장의 수직성분은 수신점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

면,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의 변화에 따라 지연시간에 따른

감쇠 양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송신원에서 가까운 영역에서는

오히려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 추정이 단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송신원에서 가까워질수록 실제 측정되는 자기

장의 크기가 급격하게 작아지므로 양질의 자료획득이 어렵다.

또한 송신 전류원 직하부에서는 유도 자기장이 수평성분만 존

재하므로 각 층의 전기비저항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송신 전류원 근처에서 획득된 자료는 역산을 수행해도

각 층의 전기비저항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Fig. 5는 길이 3 km인 송신 전류원의 중심에서 3 km 떨어

진 지점, 30 m 상공에서의 자기장의 수직성분 및 최댓값으로

정규화된 자기장의 감쇠곡선이다. 반무한 공간의 전기비저항

이 10 ohm-m 이하일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연시간에서 동일

한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기비저항이 10 ohm-m 이상일 경

우에도 초기 시간대에서는 자기장 및 정규화된 자기장 모두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비저항이 낮은 매질에서는 분산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송신 전류원 근처 즉 얕은 곳

에 유도전류가 머무르게 되며, 송신 전류원에서 먼 지점에서는

이들 송신 전류원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유도전류에 의한 자

기장은 긴 시간 동안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송신원으로부터 거리가 먼 측점에서는 초기 시간대의 자료

가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전기비저항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후기 시간대에서 조차도

자기장의 수직성분이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에 따라 크게 변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GREATEM의 경우 송신 전류원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

어져도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을 해석하기 어려워지며, 이러

한 현상은 송신 전류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심화된

다. 물론 전기비저항이 높은 경우에는 송신 전류원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측점의 경우에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GREATEM 탐사는 송신 전류원

근처 및 매우 먼 거리의 자료는 해석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는

GREATEM 탐사는 조사 가능 영역의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하

며, 탐사 설계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GREATEM 자료의 횡적 제한 역산

시간영역 전자탐사 자료의 1차원 역산은 각 층의 두께와 전

기비저항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층의 두께를 모델변수

에 포함할 경우에는 층의 수를 고정해야 하며, 두께에 대한 감

도와 전기 비저항에 대한 감도의 단위 및 그 계산이 서로 다

Fig. 5. Decay curves of vertical magnetic field (a) and normalized vertical magnetic field (b) 3 km from the wire for a homogeneous half-

space of various resis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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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지하를 매우 얇은 여러 개의 지층으로 분할하고, 각 층에

대한 전기비저항을 추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nstable et al., 1987). 이러한 분할방법은 각 지층의 전기비

저항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평활화 제한을 가할

수 있어 1차원 역산에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지하를

여러 개의 지층으로 분할하고 각 층의 전기비저항만을 모델변

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전자탐사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도

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각 층의 두께는 깊이가 깊어질

수록 증가하도록 설정하였다(Table 1). 역산방법은 감쇠최소자

승법을 적용하였으며, 분해능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 모델 제한자를 적용하

였다(Yi et al., 2003). 

일반적으로 각 측점에서 얻어진 항공 전자탐사 자료는 1차

원 역산을 통하여 각 층의 전기비저항 및 두께를 결정하고, 이

들을 병합하여 전기비저항의 2차원 단면, 혹은 3차원 분포 양

상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1차원 역산 결과를 병합할 경우

수평적인 전기비저항의 변화가 극심하여 마치 심한 잡음에 의

해 왜곡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층서 구조가 발

달한 지역의 경우에도 1차원 역산 결과는 지층의 수평적 연속

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횡적 제한 역산은 이와

같이 1차원 역산 결과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역산 단계에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역산 방법이다.

횡적 제한 역산은 1차원 역산을 수행하면서도 수평적인 연속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산 단계에서 미리 모델 제한을 가하

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횡적 제한을 가하는 역산의 목적함수는 일반적인 최소자승

역산에 사용되는 목적함수에 횡적 제한자(lateral constraint)가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Auken and Christiansen,

2004). 

. (6)

여기서 Δp는 모델 증분벡터, e는 측정자료와 이론자료 사이

의 오차벡터(data misfit), J는 감도행렬(sensitivity, Jacobian

matrix), Wd, Wm 및 WL은 각각 자료가중(data weighting), 모

델 제한자(model constraint), 횡적 모델 제한자(lateral model

constraint)이다. 횡적 모델 제한자는 수평 방향으로 연속성이

뛰어난 역산 결과를 추정하도록 모델변수에 강한 제한을 가하

며, 수직방향으로는 Wm에 의해 평활화 제한이 가해진다. 따

라서 두 모델 제한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수평 혹은 수직 방향

으로 연속성이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통상적

인 1차원 역산결과를 병합하는 방법에 비하여 수평 다층 구조

인 1차원 모델을 효과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onteiro Santos, 2004; Auken et al., 2005; Christensen et

al., 2009; Siemon et al., 2009; Vallée and Smith, 2009a, b).

(6)식을 Δp로 미분하여 0으로 놓으면, 횡적 제한 역산에서

Δp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7)

(7)식에서 모델 제한자 Wm은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법 (Yi et al., 2003)을 적용할 경우 

 (8)

로 주어진다. 여기서 C는 거칠기 행렬, Λ는 모델분해행렬과

분산함수 분석에 의해 결정되는 라그랑지 곱수 행렬이다. 한편

자료가중 Wd는 단위행렬로 설정하였다. 

이제 측선상의 i번째 측점에 대한 각 층의 전기비저항을 모

델변수로 설정하면 

(9)

로 쓸 수 있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선상의 모든 측

S = Wd e JΔp–( )
2
 + WmΔp( )

2
 + WL p Δp+( )

2

Δp = J
T

Wd

T

WdJ Wm

T

Wm WL

T

WL+ +( )
1–

J
T

Wd

T

Wde WL

T

WLp–[ ]

Wm = ΛC

pi = pi 1, , pi 2, , …, pi nlayer,( )
T

Table 1. Layer thickness for the inversion. ztop, zbottom and zcenter
indicate the depth to the top, bottom and center of each layer,

respectively.

Layer ztop (m) zbottom (m) zcenter (m) Thickness (m)

1 0 20 10 20

2 20 60 40 40

3 60 140 100 80

4 140 280 210 140

5 280 500 390 220

6 500 820 660 320

7 820 1260 1040 440

8 1260 − − −

Fig. 6. Model setup in the laterally constrained inversion. The layer resistivities are laterally constrained between neighbor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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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역산에 사용되는 전체 모델변수는

(10)

로 나타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역산에 사용되는 모델변수의

총수는 nstation × nlayer가 된다.

일반적으로 역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감도행

렬의 계산이다. 1차원 역산의 경우 모델변수는 각 지층의 전

기비저항이므로, 감도행렬은 (1)식에 주어진 자기장의 수직성

분을 각 층의 전기비저항으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1)

여기서 반사계수 γFE의 미분은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Cho and Lim, 2003), (11)식에 주어진 감도는 주파수 영역에

서의 값이므로 (3)식을 사용하여 시간영역으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각 측점에서의 감도행렬을 조합하면 최종적인 감도행렬을

구할 수 있다. 횡적 제한 역산에서 감도행렬은 각 측점에 해당

하는 모델변수에만 좌우되며, 다른 측점에서의 모델변수와는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감도행렬의 대부분 요소는 0이 되며, 각

측점에 해당하는 모델변수에 관련된 행렬 요소만 0이 아닌 값

을 가지므로 역행렬(inverse matrix)의 계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개발된 횡적 제한 역산법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괴산 지

역에서 획득된 GREATEM 현장자료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횡

적 제한 역산을 수행하기 이전에 각 측점에 대한 1차원 역산

을 수행하였다. 이는 각 측점에 획득된 모든 지연시간의 자료

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심하게 잡음에 오염된 자료 및 음

의 값을 보이는 자료를 역산에서 배제하는 한편, 전반적인 자

료의 질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 자료처리에 해당된다.

Fig. 7은 송신 전류원의 영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 측선 즉

송신 전류원과 평행한 측선에서 획득된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

인 1차원 역산 결과를 병합하여 얻어진 단면과 횡적 제한 역

산에서 얻어진 역산 단면을 비교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1차원

역산의 경우 초기모델은 감쇠곡선의 형태를 고려하여 설정하

였으며, 횡적 제한 역산에서는 100 ohm-m의 반무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횡적 제한 역산의 경우 각 측점별로 초기모델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초기모델에 의한 작위적인 효과로 인하여

수평방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역산 영상을 산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직방향 모델 제한자의 라그랑지 곱수는 0.05 ~ 1.0, 최대

반복계산횟수는 5회로 설정하였다. 횡적 모델 제한자의 크기

를 λh, 수직방향 모델 제한자의 크기(라그랑지 곱수의 최대값)

를 λv로 하고, 두 모델 제한자의 비인 α = λh/λv를 변화시키

면서 횡적 제한 역산을 수행하였다. 이때 횡적 모델 제한자의

크기는 λv와 α값에 의해 결정된다. 사용된 측점의 수는 51

개, 총 자료의 수는 1146개이며, 최종 rms 오차는 횡적 모델

제한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5%로 나타났다. λh =

0인 Fig. 7(a)는 수직방향으로만 평활화 제한을 가한 1차원 역

산 결과이다. Fig. 7(b)는 α = 1인 경우로 수평 및 수직방향으

로 동등한 모델 제한을 가한 경우이며, (c) 및 (d)는 각각 α =

2와 α = 4로 설정한 횡적 제한 역산 영상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1차원 역산 영상에서는 각 측점별로 이상대가

수직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어, 지하의 지질구조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횡적 제한 역산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상

이 사라지고 수평방향으로의 연속성이 뛰어난 역산 영상을 보

인다. 횡적 모델 제한자가 커질수록 수평방향으로의 연속성이

더욱 강화되며, 각 지층의 전기비저항 대비로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횡적 제한 역산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1차원 역산 영상

과는 달리 최상부에 얇고 높은 전기비저항 층이 거의 모든 측

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횡적 제한 역산의 경우

동일한 전기비저항을 갖는 반무한 공간을 초기모델로 사용한

반면, 일반적인 1차원 역산에서는 측점별로 서로 다른 전기비

저항을 갖는 반무한 공간을 초기모델로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 물론 상부의 높은 전기비저항 층의 존재유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진위여부의 판단은 현 단계에서는 불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적 제한 역산은 수평적인 연

p = p1, p2, …, pnstation( )
T

Jmn = 
∂Hzm

∂ρn

----------- = 
I

4π
------  

i

∑  
a–

a

∫
y′

ri
----  

0

∞

∫
∂γTE
∂ρn

---------- e
λz–

λJ1 λri( )dλds

Fig. 7. Inverted images obtained from the laterally constrained

inversion: (a) α = 0, (b) α = 1, (c) α = 2, (d) 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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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뛰어난 역산 영상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1차원 역산 결

과를 병합할 경우 수평적인 전기비저항의 변화가 극심하여 지

질학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층서

구조가 발달한 지역의 경우에도 1차원 역산 결과는 지층의 수

평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횡적 제한 역

산은 이와 같이 1차원 역산 결과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역산 단계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

산 방법으로, 계산시간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는 1차원 역산

을 통하여 수평적인 연속성이 뛰어나고, 지질학적 층서 구조의

해석이 가능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토의

항공 전자탐사는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으

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험지의 조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높은 잡음 수준으로 인하여 루프 송신원을 탑재한 일반적인

항공 전자탐사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준 항공 전자탐사법인 지상 송신원 항공 전자탐사법이 도입되

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운용

되고 있는 GREATEM 탐사법의 특성을 고찰하고, 획득된 자

료의 해석을 위한 횡적 제한 역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 자

료에 적용하였다. 

우선 GREATEM 탐사 시스템은 일반적인 항공 전자탐사 시

스템과는 지상 송신원을 사용하며, 각 측점에서 최댓값으로 정

규화된 자기장을 측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상에 설치된

송신 전류원의 경우 전류원 직상부에서는 현재 주 해석 대상

인 자기장의 수직성분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이기 때문에

양질의 자료획득이 어려우며, 정규화된 자기장의 경우에는 송

신 전류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송신 전류원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측점에서는

신호의 크기가 작은 것은 물론, 전기비저항이 낮을 경우 정규

화된 자기장이 지연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지

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추정하기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GREATEM 탐사는 송신 전류원에 매우 가까운 영역 혹은 지

나치게 먼 거리에서는 자료획득은 물론 해석이 어려워 질 것

으로 우려되므로, 탐사 계획 수립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횡적 제한 역산은 GREATEM 탐사 자료의 해석에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역산법은 1차원 역산에 기반하고 있

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짧으면서도 2차원적 역산영상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방대한 항공 전자탐사 자료 해석에 효과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1차원 역산 결과를 병합하는

기존의 영상화 기법에 비하여 수평방향으로 연속성이 뛰어난

2차원 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층서 구조를 보이는 지역에

서 획득된 항공 전자탐사 자료 해석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 개념을 확장하면 준 3차원 지하 영상화

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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