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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리탐사 자료의 역산 해를 찾는데 흔히 이용되는 결정론적 해법은 지역 최소점에 빠져 적절한 해에 수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확률론적 접근법에 기반한 전역 최적

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며, 여러 방법들 중에서 입자 군집 최적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법의 적용사례가

많이 소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PSO법을 이용한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의 층서 구조 전기비저항 역해석 알고리즘을 개

발하고 합성자료를 이용하여 역산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기존의 Gauss-Newton 알고리즘으로는 최적의 역산해를 찾

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의 역산 시도에 PSO 방법을 적용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입자 군집 최적화, 1차원 역산, 소형루프 전자탐사, 확률론적 해법

Abstract: Deterministic optimization, commonly used to find the geophysical inverse solutions, have its limitation that

it cannot find the proper solution since it might converge into the local minimum. One of the solutions to this problem

is to use global optimization based on a stochastic approach, among which a large number of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applica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this paper, I developed a geophysical inversion algorithm applying PSO

method for the layered-earth resistivity inversion of the small-loop electromagnetic (EM) survey data and carried out

numerical inversion experiments on synthetic datasets. From the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the PSO inversion algorithm

could increase the inversion success rate even when attempting the inversion of small-loop EM survey data from which

it might be difficult to find a best solution by applying the Gauss-Newton inversion algorithm.

Keywords: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1D inversion, small-loop EM, stochastic method

서 론

전자탐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선형 물리탐사 역산문제에는

Newton이나 Conjugate Gradient법과 같은 변수의 기울기에 기

반한 결정론적 해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결정

론적 해법을 이용하여 역산 해를 찾는데 가장 큰 문제는 초기

모델에 따라 반복 풀이과정 중 지역 최소점에 빠져 적절한 해

에 수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 최소

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확률론적 접근법

(stochastic approach)에 기반한 전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확률론적 접근법의 근본개념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대상의

존재성을 평가할 때, 먼저 주어진 대상들의 확률적 공간을 정

의하고 그 내부에서 선택된 대상들이 임의의 성질을 만족할

확률이 0 보다 큼을 보임으로써 대상을 직접적으로 찾지 않고

존재성을 확인한다는 개념이다(Koh and Ree, 2005). 확률론적

접근법의 소분류 중 지구물리 역해석 문제에 적용하기 유용한

방법으로는 메타휴리스틱(metaheuristic)법이 있다. 메타휴리스

틱이란 제한된 정보와 시간 내에서 경험이나 직관을 사용하거

나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해 대신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해답

이나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하는 휴리스틱 개념을 특정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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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지 않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범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뼈대를 말하며, 진화와 같

이 자연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반복을 통해 안정성이나 적응

도를 높여가는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현상을 모방하여

반복적으로 해를 개선시켜 나가되 확률적인 이동을 통해 지역

최적점을 벗어나 전역 최적점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잘 알려진 메타휴리스틱 전역 최적화법에는 담금질 모

사(Kirkpatrick et al., 1983), 타부 탐색(Glover, 1986), 유전 알

고리즘(Goldberg, 1989) 등이 있으며, 최근에 입자 군집

(Kennedy and Eberhart, 1995), 하모니 탐색(Geem et al., 2001),

뻐꾸기 탐색(Yang and Deb, 2010), 지능적 물방울 알고리즘

(Shah-Hosseini, 2009) 등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물리탐사 자

료해석 연구에 메타휴리스틱법을 비롯한 확률론적 해법을 적

용한 사례가 국내에도 발표되었다(Choi et al., 2010; Kim,

1995a, b; Oh et al., 1997; Park and Hwang, 2012; Park and

Kim, 2015). 

메타휴리스틱 역산해법은 기존의 결정론적 해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역산해로 수렴하기 위해 수 십 ~ 수 백번 이

상의 반복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계산시간이 부담이다. 최근에

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이 좀 더 단순하여 계산시

간의 큰 부담이 없는 최적화법들을 지구물리 연구에 적용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입자 군집 최적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법을 들 수 있다. PSO는

1995년에 Kennedy와 Eberhart에 의해 제안된 비교적 새로운

최적화 방법으로, 생체 군집(swarm)의 집단행동 특성에서 최

적화 해법의 아이디어를 착안하였다. 군집을 이루어 이동하는

철새나 곤충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의 모사가 PSO 알고리즘의 주요 근간이다. PSO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지만,

GA에서 중요한 개념인 교차와 변이, 그리고 선택과 대치 등의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개체 간의 정보교환에 집중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구성이 단순하여 병렬화 등을 통한 반복계산의 효

율성을 최대화하여 광역 해에 도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PSO법을 지구물리 역해석에 적용한 사례들이 꾸준히 소

개되었다(Shaw and Srivastava, 2007; Fernández Martínez et

al., 2010; Wilken and Rabbel, 2012; Cui et al., 2017; Singh

and Singh, 2017; Essa and Elhussein, 2018; Santilano et al.,

2018; Santilano et al., 2019; Li et al., 2019; Pace et al.,

2019).

이 논문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PSO법을

적용한 물리탐사 역해석 문제의 풀이를 소개하고자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의 PSO 역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2층과 3

층구조 모델에 대한 수평 동일면과 수직 동일면 배열의 실수

부와 허수부 합성자료들의 Gauss-Newton 역산해의 오차정도

를 확인한 뒤, PSO 역산을 100번 시도한 결과 값들의 빈도수

와 재구성 정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입자 군집 최적화

PSO는 생태계 모방 기법으로 자연의 새 떼나 물고기 무리

등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기반으로 한다. PSO에서 군집의 각

입자(particle)는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해 공간의 탐색

을 통해 구한 자신의 최적의 위치를 기억하고 또한 다수의 입

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를 찾는 사회적인 행동을

모방한다. GA와 PSO 알고리즘은 군집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GA는 PSO 알고리즘과 달리 교

차(crossover)와 돌연변이(mutation) 연산자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된 두 염색체의 일부를 서로 교환하고 새로운 형질을 가

진 염색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해를 찾는다. 반면 PSO 알고

리즘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같은 연산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웃들의 최적점 정보를 바탕으로 해에서 다른 해로 이동하며

최적의 해를 찾는다(Fig. 1).

PSO에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방법을 살펴보면, 단순한 개

체들(entities)인 입자들이 주어진 문제의 다차원 탐색 공간에

놓여 지고, k + 1번째 반복에서의 i번째 입자의 속도 v는 다

음과 같이 갱신된다(Kennedy and Eberhart, 1995; 2001).

, (1)

여기서 는 이전 속도에 대한 관성하중, a는 가속계수이다.

는 현재시점의 속도에 대한 기존 속도의 영향을 조절하는 가

중치로 값을 크게 하면 전역탐색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작

게 하면 국부적인 탐색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가속계수의

결정은 아래와 같다.

, (2)

여기서 c1 와 c2는 지식계수와 사회계수로 속도의 값이 너무 클

때는 입자가 최적해의 위치를 지나칠 수 있고, 속도가 너무 작

을 때는 해공간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값의 선택이 요구된다. c1 와 c2와 더불어

값들의 결정은 문제마다 달라지게 되며 경험적으로 선택된

다. pi와 g는 각각 개인최고와 전역최고, R1i 와 R2i 확률적 행

동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0, 1)의 난수이다. 각 입자는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최적 위치와 적합치 대한 정보(개인 경험)

vi k 1+  =  k  vi k  + ai k 

ai k  = c1R1i pi k  xi k –  c2R2i g k  xi k – +

Fig. 1. Illustration of the particle movements in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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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고 이웃이 알고 있는 최적의 위치와 적합치 정보(사회적

경험)를 조합하여 탐색공간에서 이동하게 된다. 와 v가 계

산되면 입자들의 위치 이동은 아래와 같이 갱신된다.

. (3)

식 (1) ~ (3)를 이용한 PSO 역해석의 흐름도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PSO 역해석의 목적함수는 아래와 구성된다.

, (4)

여기서 m은 군집의 입자들로 형성된 모델 변수, 함수 F는 전

자탐사 자료의 모델링 연산자, dobs는 합성자료이다. 일반적으

로 전자탐사 자료의 역해석은 평활화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목

적함수를 구성하는 것이 유용하나, 소형루프를 이용하여 지하

를 조사하는 경우는 조사심도가 5 m 이내로 제한되므로 역해

석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지하구조의 층 두께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역산 하도록 한다.

소형루프 전자탐사 모델링

소형루프 시스템의 전자탐사 모델링을 위해서는 수평 동일

면(horizontal coplanar, HCP)과 수직 동일면(vertical coplanar,

VCP) 배열에서의 자기장 반응계산이 필요하다(Fig. 3). 소형루

프 시스템은 코일 간격이 송신 루프의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

에 코일 송신원은 점 송신원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HCP와

VCP 배열에서의 자기장 반응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된다(Ward

and Hohmann, 1988).

, (5)

, (6)

여기서 r은 송수신 거리, z는 송신원 중심에서 부터의 심도,

m은 자기쌍극자 모멘트, RTE는 TE 모드에서의 반사 계수, 

 , h는 지표면에서 부터의 송신원 고도, J0과 J1는

각각 0과 1 차수의 Bessel 함수들이다. 식 (5)와 (6)의 Hankel

적분은 수치필터를 이용하여 계산 가능하다(Kim et al., 2009).

역해석 수치 실험

PSO를 이용하여 2층구조 모델(Fig. 4a)과 3층구조 모델(Fig.

4b)에서의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의 역산실험을 수행하였다.

xi k 1+  = xi k  + vi k 1+ 

 = log F m   log– d
obs

  2

HHCP = 
m

4
------  

0



 RTEe
 2h z– –


2
J0 r d

HVCP = 
m

4r
--------  

0



 RTEe
 2h z– –

 J1 r d

kx

2
ky

2
+ 

1/2

Fig. 2. Flowchart of PSO algorithm.

Fig. 3. Two coil configurations: the horizontal coplanar (HCP) and

the vertical coplanar (VCP) systems. Tx and Rx denote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respectively.

Fig. 4. 2-layered (a) and 3-layered (b) test models. The Tx-Rx offset

is 2.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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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한 2층구조 모델은 지표 아래 2 m (t1)까지 100

ohm-m (1)와 반무한 매질의 1000 ohm-m (2)으로 이루어져

있고, 3층구조 모델은 지표 아래 2 m (t1)까지 50 ohm-m (1),

그 아래 1 m (t2)까지 10 ohm-m (2) 그리고 나머지 반무한

매질의 100 ohm-m (3)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모델에

대하여 2790, 3870, 5370, 7470, 10410, 14430 Hz 6개의 주파

수를 이용하여 HCP와 VCP 배열의 합성자료를 만들고 역산

실험을 위해 실수부와 허수부에 각각 3% 정규분포 잡음을 추

가하였다. PSO 역산에서 모든 층들의 두께의 탐색범위는 107

~ 5 m, 전기비저항은 10 ~ 1000 ohm-m 영역 내에서 해를 찾

도록 설정하였고, c1 = 0.9, c2 =  = 0.5, 한번 역산을 시도

할 때 전역 최소점으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반복 탐색 횟

수는 80번으로 설정하고 100번 역산을 시도한 결과를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2층구조 전기전도도 역산

먼저 Fig. 4a의 2층구조 모델에 대한 합성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모델은 t1 = 1 m, 1 = 2 = 10 ohm-m로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고, Gauss-Newton 해법의 역산을 Jang and Kim (2015)

이 개발한 시간영역 전자탐사 역해석 알고리즘을 주파수 영역

전자탐사 문제에 적용하여 역산결과를 얻었다. 합성자료와 최

종 역산 모델의 자료는 잘 일치하며(Fig. 5a), 역산해는 모두

RMS 오차값 0.03 이하로 수렴하지만(Fig. 5b), 모델 RMS 오

차 값이 0.01인 VCP의 실수부를 제외한 HCP의 실수, HCP의

허수 그리고 VCP의 허수부 모델 RMS 오차 값은 각각 0.35,

0.51, 0.31 이다(Fig. 5c).

Fig. 6은 Fig. 4a의 2층구조 모델에 대한 HCP와 VCP의 실

수부와 허수부의 PSO 역해석 결과이다. 합성자료와 최종 역

산 모델의 자료는 잘 일치하며(Fig. 6a), 약 20번의 반복 후에

4개의 성분 모두 RMS 값 0.03(합성자료의 잡음 수준인 3%)

이하에 도달한 뒤 이후 반복과정에서는 역산의 미세조정이 이

루어진다(Fig. 6b). Fig. 6c ~ f에서는 2층구조 모델에 대한

HCP와 VCP의 실수부와 허수부 자료의 100번 역산 시도한 결

과와 최적해를 보여준다. 역산시도 결과 최종적으로 HCP 실

수부와 허수부, VCP 실수부와 허수부의 모델 RMS 오차 값은

각각 0.02, 0.06, 0.01, 0.03으로 모두 정답모델과 거의 완벽하

게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 Gauss-Newton 법의 추정 모델보다

정답 모델 대비 일치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100번 시

도한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실수부의 역산시도 에서는 마지

막층의 전기비저항 값이 매번 정답과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

주는 반면에 허수부는 역산시도마다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PSO 역산에서도 허수부 자료의 역산은

하부층의 전기비저항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Fig. 7은 Fig. 5의 100번의 반복 역산 결과들의 히스토그램

이다. 역산으로 추정된 t1의 결과는 Fig. 7a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정답 값(2 m)의 75% (0.5 m) ~ 37.5% (1.25 m) 사이

에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며(Fig. 7a), T-equivalence를 만족하

기 위해서 t1의 결과에 따라 1의 역산결과도 정답 값(100

ohm-m)의 90% (10 ohm-m) ~ +10% (110 ohm-m) 사이에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Fig. 7b). Fig. 6d와 f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HCP와 VCP의 실수부는 2의 값을 매번 정확하게 재구

Fig. 5. The results of Gauss-Newton inversions of the small-loop

EM data for the 2-layered test model (Fig. 4a), at 6 frequencies

from HCP and VCP arrays when the in-phase or quadrature data is

used. Panel (a) plots the corresponding predicted data (cross

symbols) and synthetic data (lines). Panel (b) shows the RMS with

iterations for the Gauss-Newton inversions with HCP and VCP

data. Panel (c) shows the recovered models (black lines) and true

model (gray line) from the inversion of the HCP and VC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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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내지만 허수부의 역산결과는 정답 값(1000 ohm-m)의

50% (500 ohm-m) ~ +50% (1500 ohm-m)사이에 분포한다

(Fig. 7c).

3층구조 전기전도도 역산

Fig. 8에서는 Fig. 4b의 3층구조 모델에 대한 합성자료를

Gauss-Newton 해법으로 역산시도 하였다. 초기 모델은 t1 = t2

= 1 m, 1 = 2 = 3 = 10 ohm-m로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

다. 2층구조 모델 실험과 동일하게 합성자료와 최종 역산 모

델의 자료는 잘 일치하며(Fig. 8a), RMS 오차 값도 0.03 이하

의 값으로 빠르게 도달하지만(Fig. 8b), 4개의 성분 모두 심도

에 따라 저항성-전도성-저항성으로 전개되는 양상만 동일할

뿐 HCP 실수부와 허수부, VCP 실수부와 허수부의 모델 RMS

오차값은 각각 0.47, 0.6, 0.43, 0.57이다(Fig. 8c).

Fig. 9는 Fig. 4b의 3층구조 모델에 대한 HCP와 VCP의 실

수부와 허수부의 PSO 역해석 결과이다. 합성자료와 최종 역

Fig. 6. The results of PSO inversions of the small-loop EM data for the 2-layered test model (Fig. 4a), at 6 frequencies from HCP and VCP

arrays when the in-phase or quadrature data is used. Panel (a) plots the corresponding predicted data (cross symbols) and synthetic data (lines).

Panel (b) shows the RMS with iterations for the PSO inversions with HCP and VCP data. Panels (c) ~ (f) show the recovered models (black

lines) and true model (gray line) from the inversion of the HCP in-phase, quadrature, VCP in-phase and quadrature dat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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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모델의 자료는 잘 일치하며(Fig. 9a), HCP의 실수부는 약

70번 반복 후, 나머지 성분들은 약 20번 반복 후에 RMS 오차

값이 잡음수준인 0.03 이하에 도달한다(Fig. 9b). Fig. 9c ~ f

에서는 3층구조 모델에 대한 HCP와 VCP의 실수부와 허수부

자료의 100번 역산 시도한 결과와 최적해를 보여준다. HCP는

t2가 정답모델 대비 3 ~ 41% 크게, VCP는 t2가 정답모델 대비

10 ~ 28% 작게 재구성되나(Fig. 9c), Gauss-Newton 역산해의

모델 RMS 오차 값이 4성분 모두 0.43 이상의 값을 보였던 반

면에 HCP 실수부와 허수부, VCP 실수부와 허수부의 모델

RMS 오차값은 각각 0.11, 0.26, 0.21, 0.12 이므로 3층구조 모

델에 대한 역산결과도 PSO법이 정답 모델 대비 일치도가 높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Fig. 9의 100번의 반복 역산 시도의 결과들의 히

Fig. 7. The histogram of the 100 PSO inversion results of the small-

loop EM data for the 2-layered test model (Fig. 4a). Panels (a) ~

(c) show the thickness and resistivity of the layer 1 and the

resistivity of the layer 2, respectively.

Fig. 8. The results of Gauss-Newton inversions of the small-loop

EM data for the 3-layered test model (Fig. 4b), at 6 frequencies

from HCP and VCP arrays when the in-phase or quadrature data is

used. Panel (a) plots the corresponding predicted data (cross

symbols) and synthetic data (lines). Panel (b) shows the RMS with

iterations for the Gauss-Newton inversions with HCP and VCP

data. Panel (c) shows the recovered models (black lines) and true

model (gray line) from the inversion of the HCP and VC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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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그램이다. 재구성 빈도를 정답 모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t1 = 75% (0.5 m) ~ 12.5% (1.75 m) (Fig. 10a), t2 = 50%

(0.5 m) ~ 0% (1.0 m) (Fig. 10b), 1 = 80% (10 ohm-m) ~

0% (50 ohm-m) (Fig. 10c), 2 = 0% (10 ohm-m) ~ +200%

(30 ohm-m) (Fig. 10d) 영역 내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3 의 값은 30% (70 ohm-m) ~ +40% (140 ohm-m) 사이에

분포한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의 PSO 역해석 알고

리듬을 개발하고, 2층과 3층구조 모델에 대한 HCP와 VCP 배

열의 실수부와 허수부 합성자료들의 Gauss-Newton 역산해의

오차정도를 확인한 뒤, PSO 역산을 100번 시도한 결과 값들

의 빈도수와 재구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역산실험에서 Gauss-

Fig. 9. The results of PSO inversions of the small-loop EM data for the 3-layered test model (Fig. 4b), at 6 frequencies from HCP and VCP

arrays when the in-phase or quadrature data is used. Panel (a) plots the corresponding predicted data (cross symbols) and synthetic data (lines).

Panel (b) shows the RMS with iterations for the PSO inversions with HCP and VCP data. Panels (c) ~ (f) show the recovered models (black

lines) and true model (gray line) from the inversion of the HCP in-phase, quadrature, VCP in-phase and quadrature dat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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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on의 역산해는 초기 모델을 제한적으로 제시했을 때 실

수 성분의 역산시도에서만 정답모델에 근접한 반면에, PSO의

최적 역산해는 실수와 허수 모두에서 정답모델을 거의 정확하

게 재구성해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형루프 탐사에서 실수

성분은 크기가 작아 측정이 어려워 허수 성분만으로 역산을

시도하는 경우가 현실적이므로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를 해

석할 때 PSO 역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탐사해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역해석 알고리즘에는 기본적

인 PSO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다양한 PSO 개선 알고리즘이

현재 많이 소개되었으며, 또한 목적함수에 다중 물리탐사자료

오차항의 추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종 물리탐사 자료의 복합

역산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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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histogram of the 100 PSO inversion results of the small-loop EM data for the 3-layered test model (Fig. 4b). Panels (a) ~ (e)

show the thicknesses of the layers 1 and 2 and the resistivities of the layers 1 ~ 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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