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Geophysics and Geophysical Exploration ISSN 1229-1064 (Print)

Vol. 22, No. 2, 2019, p. 62~71 https://doi.org/10.7582/GGE.2019.22.2.062 ISSN 2384-051X (Online)

전기비저항 탐사와 자기지전류 탐사 자료를 이용한 

미얀마 중앙분지 전기비저항 구조 연구

노명근1
*
·이희순1

·안태규1
·장성형2

·황인걸2
·이동훈2

·황세호3

1(주)지오룩스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3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연구본부

A Study on the Resistivity Structure in Central Myanmar Basin using 
DC Resistivity and Magnetotellurics

Myounggun Noh1
*, Heuisoon Lee1, Taegyu Ahn1, Seonghyung Jang2, 

InGul Hwang2, Donghoon Lee2, and Seho Hwang3

1GEOLUX, Co. Ltd.
2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Petroleum and Marine Division
3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Geologic Environment Division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와 자기지전류(magnetotellurics, MT) 탐사를 이용하여 미얀마 중앙분지에 대한

탐사를 수행하였다. 미얀마에서는 지하구조의 전기비저항 구조로 해석한 연구가 미흡하여 심부까지 전기비저항을 제공해

주는 대표적인 탐사를 활용하여 지하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지역 지질은 셰일층과 사암층으로 구성된 해성퇴적층으로 지

하의 전기비저항 값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연구는 ㈜지오룩스에서 자체 개발한 전기비저항 탐사 장비(SmartRho)

와 Phoenix사의 MTU-5A를 사용하여 연구지역에 대한 전기비저항 구조를 영상화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는

지하 100 m까지는 수십ohm-m 미만의 전기비저항 구조를 보였다. 특히 MT 탐사 자료에서는 1 Hz 까지 TM, TE 모드

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MT 탐사 2차원 역산 결과 150 ohm-m 이하의 낮은 전기비저항 구조를 나타냈고, 동서

방향으로 전기비저항 구조가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T 탐사를 전기비저항 탐사와 인접한 위치에서 수행한 결

과, 2차원 역산 결과가 유사한 전기비저항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미얀마 중앙분지의 전기비저항 구조 연

구를 위해서는 높은 전기전도도를 고려하여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를 동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전기비저항 탐사, 자기지전류 탐사, 미얀마 중앙분지, 전기비저항 구조, 2차원 역산 

Abstract: We conducted DC resistivity and MT survey to obtain the resistivity structure of the central Myanmar basin.

We tried to analyze the underground structure through the resistivity variation of Myanmar by performing representative

geophysical survey methods because researches on the electrical resistivity structure are insufficient in Myanmar. The

electrical resistivity is expected to be low considering the marine sedimentary rocks composed of shale and sandstone

in this area. The DC resistivity and MT survey were carried out using SmartRho of Geolux Co., Ltd. and MTU-5A of

Phoenix geophysics Ltd., respectively, to visualize the electrical resistivity structure of study area. DC resistivity and MT

survey showed an electrical resistivity less than dozens of ohm-m within the depth of 100 m. In particular, MT survey

data were almost similar to TM and TE modes in the frequency range above 1 Hz. The two-dimensional inversion of

MT data showed a subsurface structure with low resistivity below 150 ohm-m divided into east-west direction. We

confirmed that the inversions of DC resisitivity and MT data along an overlapped survey line represented similar result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it would be effective to perform DC

resistivity and MT survey simultaneously to study the

electrical resistivity structure of the central Myanmar

basin.

Keywords: DC resistivity, MT, central Myanmar basin,

electrical resistivity structure, two-d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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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얀마는 북쪽에서 발원하여 중심을 관통하고 남부 해안으

로 흐르는 이라와디 강을 중심으로 광대한 퇴적층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다.

그래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석유 및 천연가

스 생산국으로서 에너지 자급을 실현하고 있다(Go, 2013;

Cho, 2015; IEA, 2014).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종류가 다

양하여 외국인 투자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산업개방으로

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자원 탐사개발 기술 교류를 통하여 공동 자원탐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원 및 기업들도 국내

자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미얀마와의 공동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미얀마 광업부

산하의 지질조사광물탐사국(DGSE)과 공동으로 희유광물에

대한 자력탐사와 무선탄성파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얀마 지역

의 석유탐사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다(Park and Heo, 2014;

Lee et al., 2017). 

일반적으로 자원개발은 광물 및 석유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탐사를 수행하여 부존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광물 및 석유 자원의 부

존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부 구성물질의 물리적인 성

질 차이(탄성파, 밀도, 전기전도도)를 이용하는 지구물리탐사

법을 활용한다. 특히 자원개발이 가능한 심도가 천부에서 지하

수km로 변화함에 따라 지하의 심부 구조를 밝히기 위한 방법

으로 물리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 중앙분지에 대한 전기비저항 탐사와

자기지전류 탐사(Magnetotellurics, MT)를 수행하고, 탐사자료

를 역산하여 지하의 전기비저항 구조 양상을 파악하였다. 전기

비저항 탐사와 MT 탐사는 지하 매질의 전기전도도에 따른 변

화 양상을 확인하는 물리탐사 기법이다. 연속적인 지하의 전기

비저항 분포를 제공하는 탐사법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지하구

조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얀마 중앙

분지에서는 주로 탄성파 탐사와 시추자료를 활용한 석유 탐사

가 진행되었고,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충상단층(Trust belt) 지역에서 전기비저항 탐

사와 MT 탐사로 획득한 자료를 2차원 역산을 수행하여 미얀

마 중앙분지 지하 전기비저항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미얀마 중앙분지에 대한 전기비저항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 앞으로 자원 탐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연구지역 및 지질개요

미얀마는 지체 구조적으로 크게 서부습곡대, 중앙부 저지대,

동부고원지대 등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Thien, 1993). 원시 동

남아시아 반도는 백악기초에 곤드와나(Gondwana) 대륙으로부

터 분리된 시노부르말라야(Sinoburmalaya) 지괴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난 충돌대를 따라서 인도차이나 대륙지괴와 충돌

하여 유라시아 대륙지괴의 남동부에서 형성되었다(Chhibber,

1934; Ir et al., 2010). 

미얀마 중앙분지 저류층은 폰다웅 사암층(Pondaung Sand-

stone Fm., PO)이고 근원암은 요 셰일층(Yaw Shale Fm., YA)

이다. 지리상 소규모의 배사구조가 많다. 폰다웅 사암층은 하

Fig. 1. Tectonic structure of central basin (Rangin, 2017) and DC resistivity measurement line (white dotted line) and MT measurement station

(yellow circle). Red dotted box shows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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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라충쉐층(Laungshe Fm) 및 상부의 요셰일층(Yaw Shale

Fm.)과 정합적 관계를 가지며, 층의 두께는 1,000 ~ 2,000 m

에 달한다. 조간대 또는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세립 내지 조립

의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괴상 혹은 사층리를 보이는 녹

색의 사암이 특징이다. 이 지역은 남북방향의 트러스트를 중심

으로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이고, 동쪽으로는 경사진 습곡으

로 습곡의 축은 남쪽으로 굽어져 있다. 연구지역의 남측은 중

앙 소분지의 최상부 플라이오세에 퇴적된 이라와디 층군이 분

포하며, 북측에는 가장 중요한 근원암 역할을 하는 에오세의

요 셰일층과 폰다웅 층이 육상에 나타나는 형태이다(Khin,

1991; Nyein et al., 1996). 

연구지역은 미얀마 중앙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각주 지

질 기반으로 전기전도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Fig. 1).

또한 이 지역은 트러스트 벨트 지역으로 관목이 우거진 산악

지역이며 소규모 석유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획득 및 처리

미얀마 중앙분지에 대한 전기비저항 및 MT 탐사는 Fig. 1

과 같은 탐사 측선 및 측점을 설정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연

구 지역은 기존에 탄성파 탐사가 수행되고, 시추자료가 존재하

는 지역으로 측정된 전기비저항 및 MT 탐사 자료와 탄성파

자료의 복합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미얀마

현지의 기후 사정 및 제한된 탐사 기간으로 인해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 모두 주향(strike)인 북서-남동에 수직한 방향

으로 일자형 측선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지역은 밀림, 습지, 관목 등이 우거진 숲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Fig. 2(a)), 8월에는 집중강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

반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쌍극자

배열법을 사용하였는데, 신속하게 수직 및 수평 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전기비저항 탐

사는 ㈜지오룩스에서 자체 개발한 장비 SmartRh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ig. 2(b)). SmartRho는 윈도우 기반 임베디드 컴

퓨터를 장착하여 전기비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최대

출력 120W로 자동측정이 가능하다. 장비 중량은 5 kg으로 미

얀마와 같은 산간지역에서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총 36

개 전극을 활용하고, 전극 간격은 가탐심도를 고려하여 47 m

간격으로 설정하여 측선은 약 1.7 km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

다. 입력전류는 600 mA이고, 중첩횟수(stack)는 2회로 설정하

여 측정하였다. 

MT 탐사의 측선은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 상에서 최대한 가

까우면서도 전기적 잡음이 최소인 지역을 선정하였다. MT 탐

사 측점은 Fig. 1과 같이 총 12개의 측점에 대한 탐사를 진행

하였다(Fig. 2(c)). 탐사지역 대부분이 관목으로 우거진 지역으

로 일상의 전기적 잡음은 거의 없는 지역이지만 P1 ~ P5 지

역은 Fig. 2(d)와 같이 석유를 생산하는 장비(Sucker rod

Fig. 2. Pictures of study area. (a) view of MT survey site (b) picture of DC resistivity site (c) view of non-polarizable electrode installed (d)

view of sucker rod pump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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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와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어 인공 잡음원과 최대한 이격

된 곳을 선정하여 측정 자료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MT 탐

사는 4 km에 대한 가상의 측선을 설정하여 측정을 수행하였

다. 측점에 대한 위치 좌표는 MTU-5A에 내장된 GPS를 통해

획득하였고, 각 위치와 전기장 측정을 위한 전극의 길이는

Table 1과 같다. 

MT 탐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캐나다 Pheonix

사의 MTU-5A 시스템 3세트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MTU-5A 시스템은 지표에서 전기장 2성분, 자기장 3성분의

텐서 측정이 가능하며 GPS를 이용하여 측정점과 원거리 기준

점간의 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자기장 센서만 교체하

여 사용하면 AMT (10,400 ~ 0.35 Hz) 및 MT (317.6 ~

0.00034 Hz) 주파수 대역의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Lee et al., 2008). 연구지역은 민간

인 및 차량이 통제된 지역이고 주변의 전기적인 잡음이 적은

지역으로 본 MT 탐사에서는 별도의 원거리 기준점은 운영하

지 않고, 현장자료만으로도 2차원 해석을 실시하였다. 현장탐

사 기간은 미얀마 우기로 몹시 높은 기온 및 비가 내린 습한

기후로 낮 시간에는 설치가 어려워 온도가 낮은 새벽에 MT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측정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5시부

터 다음날 오전 05시까지 14시간 동안 통상적인 MT와 AMT

탐사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였고, 이후 오전 06시부터 1 ~ 2시

간 동안 AMT 탐사를 실시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전기비저항 탐사는 연구지역내의 측선 1.7 km에 대한 탐사

를 수행하였다. 탐사 측선은 Fig. 3과 같이 Line 1, 2, 3의 측

선이 겹치도록 탐사 설계하였다. 3개의 측선은 측정결과를 중

첩하여 하나의 단면으로 만들어 2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2

차원 역산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DIPROfWIN (Kim, 1996)

을 이용하였으며, 역산내의 순방향모델링은 FEM (Finite

Element Method)으로 하였다. 역산방법은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 Yi et al., 2003)를 사용하고, 라그랑지

곱수는 0.01 ~ 0.5, 반복 계산은 5회로 고정하였다. 지형의 효

과도 고려하기 위해 Assen사의 GNSS 안테나를 이용하여 태

블릿 컴퓨터에 측정된 좌표 및 고도 자료를 저장하여 사용하

였다.

Table 1. Location and length of electrode field of MT stations.

Station number Latitude Longitude Elevation (m) N-S dipole length (m) E-W dipole length (m)

P1 21o36′763″N 094°34′581″E 300 m 56 56

P2 21o36′850″N 094°34′808″E 294 m 60 100

P3 21o36′968″N 094°35′048″E 304 m 77 53

P4 21o36′945″N 094°35′281″E 308 m 66 100

P5 21o37′132″N 094°35′541″E 307 m 71 60

P6 21o37′167″N 094°35′596″E 309 m 45 31

P7 21o37′241″N 094°35′820″E 298 m 15 57

P8 21o37′277″N 094°35′923″E 323 m 64 50

P9 21o37′306″N 094°36′048″E 320 m 61 41

P10 21o37′347″N 094°36′158″E 321 m 50 50

P11 21o37′347″N 094°36′472″E 320 m 81 55

P12 21o37′544″N 094°34′746″E 294 m 64 59

Fig. 3. Electrode elevation measured by GPS.



66 노명근·이희순·안태규·장성형·황인걸·이동훈·황세호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채택한 쌍극자 배

열법은 지하 심부까지의 전기비저항 구조를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극전개수를 N=8로 측정하였지만, 분해능

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어 N=4까지 자료 편집하여 2차원

역산을 수행하여 Fig.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4의 2차원

역산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십ohm-m 대의 낮은 전기비

저항 값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연구지역은 해

성퇴적층으로 지반이 매우 낮은 전기비저항을 나타내는 지역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의 전기비저항보다 낮은 구간은

심도 100 m, 전극 16번과 17번 사이에서 전기비저항 3.08

ohm-m가 확인되었다. 

지형효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GPS를 통해 획

득한 고도 자료를 입력하여 Fig.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

하 100 m까지는 전체적으로 150 ohm-m 이하의 전기비저항

값을 보이고 있지만, 100 ohm-m보다 높은 구역이 전극 19 ~

25번에 걸쳐 지하심도 100 m 이하에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지하 100 m 심도까지는 100 ohm-m 이하의 전기비저항 값을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미얀마 중앙분지 지역의 천부는 전기

비저항 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탐사기간이 우기

임을 고려하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T 탐사 결과

미얀마 중앙분지의 심부 전기비저항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과 인접한 위치에서 MT 탐사를 실시하

Fig. 4. Inversion result of DC resistivity survey.

Fig. 5. Inversion result of DC resistivity survey considering topograph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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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AMT와 MT 대역대에서 측정된 자료는 Pheonix 사의 자

료처리 소프트웨어인 SSMT2000을 이용하여 각 측점에 대한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료처리 이후 겉보기 비

저항과 위상을 얻을 수 있는데, 주변의 잡음으로 인해 자료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 자료 편집을 수행하여 자료의 질을 높여

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Fig. 6(a)와 같이 겉보기 비저항과

위상 값의 연속성을 판단하여 자료의 질을 확인하였고, 0.1 Hz

아래 주파수 대역에서 자료의 질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탐사 현장은 전기적 잡음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송유관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잡음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측정된 겉보기 비저항 및 위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료편집 소프트웨어인 MT-editor를 이용하여 0.1

Fig. 6. Result of data editing and coherency analysis using P8 data. (a) Data editing and (b) cohe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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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 이하의 자료를 제거하였고, 10 ~ 0.1 Hz는 자료 오차와 상

관관계를 고려하여 자료 편집을 수행하였다. 이후 자료의 상관

성을 분석한 결과 Fig. 6(b)와 같이 0.85 이상의 상관성을 보

여 편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2차원 역산을 실시하였다.

자기장이 가상의 측선에 직교하게 또는 주향에 평행하게 분

극되어 전파하는 전자기파 형태인 TM 모드와 전기장이 측선

에 직교하게 또는 주향에 평행하게 분극되어 전파하는 전자기

파 형태를 TE 모드라고 한다. 측정한 자료의 차원성과 주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Fig. 7과 같이 P7에 대한 Polar diagram을

통해 주방향을 주파수대역별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70 ~

80° 구간에서 우세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질의

주향방향이 북서~남동 방향에 수직 방향이 빈도수가 우세한

결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Polar Diagram은 그 특성상 90° 모

호성(ambiguity)을 가지고 있어서, 주향은 N70E 혹은 N20W

방향으로 추정하였다. 현장 자료측정 시 북쪽 방향을 X로 동

쪽 방향을 Y로 가정하였으며, YX모드가 TM 모드, XY 모드

가 TE 모드로 설정되었다. 

Fig. 8은 P6, P11에 대한 겉보기 비저항 및 위상을 나타낸

결과이다. 고주파수 대역의 겉보기 전기비저항 값은 P6과 P7

은 10 ohm-m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P11에서는 10 ohm-

m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파수 대역 전체적으로 10

ohm-m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위상의 값은 45°를 유지하고 있

어 지하구조의 균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천부의 전기비저항이 수십 ohm-m 정도 값을 보인 결과

와 비슷하게 수십 ohm-m의 전기비저항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a), (b)의 결과를 보면 TE 모드와 TM 모드

의 뚜렷한 변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아 지질 구조가 균질한 1

차원 구조를 보인다. Fig. 8(c), (d)의 결과도 동일하게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아 지질 구조가 균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심도 전기비저항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2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는데 TM 모드와 TE 모드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TM 모드를 이용하였다.

미얀마 지역에서 획득한 AMT와 MT 자료 편집 결과를 이

용하여 2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2차원 역산 알고리듬은 평

활화 상수를 이용하는 최소제곱 방법(Lee et al., 2008)을 적용

하고, TM 모드를 활용하여 2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지형효

Fig. 7. Polar diagrams of principal direction estimated with MT and AMT data at P7 according to frequency intervals. (a) 0.1 ~ 1 Hz, (b)

1 ~ 10 Hz, (c) 10 ~ 100 Hz and (d) 100 ~ 10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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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고려하여 각 위치 좌표는 MTU-5A에 이용되는 GPS 좌

표를 활용하여 지형 고도를 입력하였다. 

이 탐사에서 실시한 자료의 2차원 역산 결과는 Fig. 9와 같

다. 결과를 살펴보면, 천부의 전기비저항 값은 전기비저항 탐

사와 같이 수십ohm-m의 값을 보이지만, P1 ~ P5까지 구간에

서 지하 300 m 하부의 전기비저항 값은 수백ohm-m를 나타내

고 있다. P2의 하부(흰색 원) 전기비저항 값이 주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생산정이 밀집한 지역으로 석유 생산으

Fig. 8. Results of MT survey. (a) Apparent resistivity of P6, (b) phase of P6, (c) apparent resistivity of P11 and (d) phase of P11.

Fig. 9. Two-dimensional inversion result of MT survey. White dotted line indicates a fault.



70 노명근·이희순·안태규·장성형·황인걸·이동훈·황세호

로 인한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해성

퇴적층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기 비저항이 낮은 값을 보이지

만, P7을 기준으로 전기비저항 구조가 나누어지는 것이 보인

다. 전기비저항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는 경우는 단층으로

인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P6 ~ P12까지 구간의 지하 300 m

하부에서부터 수ohm-m의 낮은 전기비저항 값이 수직방향으

로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P1 ~ P5 구간은 지표에서 300 m

하부까지 전기비저항 값이 낮고, 심부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P6 ~ P12구간은 P1 ~ P5까지 전기비저항 구

조 양상이 상부가 높고, 하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탐사 시 주변의 생산정으로 인한 변화로 추측할 수 있지

만,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는 지질자료와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 비교

전기비저항 탐사는 천부의 전기비저항 구조의 신뢰성이 높

고, MT 탐사는 심부에 대한 전기비저항 구조를 알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정확한 전기비저항 구조를 얻기 위해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와 MT 탐사 자료를 인접한 구간에 대한 2차원 역산

결과로 비교 분석하였다(Fig. 10). 인접한 위치에서 수행된 전

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기비저항 값

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MT 탐사의 P3 부근 전기비

저항 값이 전기비저항 탐사의 전기비저항 값보다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의 측정시기에 차이가 있

어 탐사시기에 따른 지표의 변화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수십m 정도의 측정위치 오차가 발생한 측점이

있어 변화양상만 분석하였다. MT 탐사의 측점 위치 변화로 지

형 및 전기비저항 양상이 변화하였지만 유사한 위치에서 수백

ohm-m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MT 탐

사는 미얀마 중앙분지의 지하 심도에 대한 전기비저항 변화양

상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미얀마 중앙분지의 전기비저항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

비저항 탐사 및 MT 탐사를 수행하였다. 이 지역의 지질구조

가 셰일층과 사암층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의 해성퇴적

층으로 수분함유량이 높은 특징이 있어 낮은 전기비저항 구조

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 결

과 전체적으로 150 ohm-m 이하의 전기비저항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천부 전기비저항 값이

수십 ohm-m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MT 탐사 결과

TM 모드와 TE 모드가 유사한 겉보기 비저항 연속성을 0.1 Hz

까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육안으로는 잡음원이 보이지

않았지만 송유관과 같은 인공잡음원이 설치가 되어 낮은 주파

수 대역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였다. 이를 통해 미얀마 중앙분

지는 1 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1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MT 탐사 역산결과를 통해 심도

1.5 km 하부까지의 전기비저항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P5

~ P7 사이의 지하 심부에서 전기비저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동-남서 방향으로 수백ohm-m 전기

비저항 값의 차이가 나타나 지질구조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

었다.

2차원 역산 결과를 통해 지하의 전기비저항 구조를 파악하

기 전 인접한 위치에서 측정한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의

2차원 역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기비저항 구조가 유사한 양

상을 보이고 있음을 통해 MT 탐사를 통한 심부탐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 중앙부지에 대한 전기비저항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미얀마 정부로부터 지질자료 획득이 어려

워 추후에 지질구조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미얀마 전기비저항 구조 연구를 위해서는 높은 전기전도

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비저항 탐사와 MT 탐사를 동

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Fig. 10. Comparison of 2D inversion results of DC resistivity and M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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