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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반한 무인 항공 전자탐사는 효율적인 광역 탐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

양한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인 항공 전자탐사의 실제 적용을 위한 이론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서 개발된 무인 비행선 전자탐사 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항공 전자탐사 시스템

들과는 다른 송수신루프의 배치로 인해 측정되는 자기장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의의 모양

을 갖는 송신원에 의한 전자기장 반응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원형루프에 의한 이론해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3차원적으로 분포한 지하의 전도성 이상체에 의한 자기장 반응을 모사하기 위하여

변유한요소법 기반의 3차원 주파수영역 전자탐사 모델링 알고리듬과 결합하였다. 개발된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지하 이상

체에 의한 자기장 반응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항공 전자탐사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탐사고도가 높아지거나 이상체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이상체에 의한 반응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고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반응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상체의 심도 및 전기전도도와 사용 주파수에 따라 이상성분의 반응양상이 비선형적

인 경향을 나타내는 구간이 존재하여, 자료해석 시 반응의 크기를 통한 단순 해석이 어려워지며 겉보기 비저항 계산 시

에도 해의 비유일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탐사를 수행할 시, 탐사

목적 및 현장 조건을 고려한 사전 모델링을 통해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탐사고도를 설정하여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주요어: 무인 항공 전자탐사, 무인 비행선, 임의모양 송신루프, 모델링 알고리듬, 비선형적인 경향

Abstract: Recently, unmanned aircraft EM (electromagnetic) survey based o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en widely utilized because of the efficiency in regional survey. We performed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unmanned airship EM system developed by KIGA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s

part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unmanned aircraft EM survey. Since this system has different configurations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loop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aircraft EM systems, a new technique is required for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measured responses. Therefore, we proposed a method to calculate the EM field for the

arbitrary shaped transmitter and verified its validity

through the comparison with analytic solution for

circular loop. In addition, to simulate the magnetic

responses by three-dimensionally (3D) distributed

anomalies, we have adapted our algorithm to 3D

frequency-domain EM modeling algorithm based on

the edge-FEM (finite element method). Though the

analysis on magnetic field responses from a subsurface

anomaly, it was found that the response decreases as

the depth of the anomaly increases or the flight altitude

increase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ponse

became smaller as the resistivity of the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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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However, a nonlinear trend of the out-of-phase component is shown depending on the depth of the anomaly

and the used frequency, that makes it difficult to apply simple analysis based on the mapping of the magnitude of the

responses and can cause the non-uniqueness problem in calculating the apparent resistivity. Thus, it is a prerequisite to

analyze the appropriate frequency band and flight altitude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urvey and the site conditions

when conducting a survey using the unmanned aircraft EM system.

Keywords: Unmanned aircraft EM survey, Unmanned airship, Arbitrary shaped transmitter loop, Modeling algorithm,

Nonlinear trend

서 론

광역적으로 분포하는 전도성 광체 탐지에 강점이 있는 항공

전자탐사는 대부분 버드(bird)형태의 유인항공기를 활용한 항

공탐사로 수행되어 왔다(Cox et al., 2012; Fournier et al.,

2017; Smith, 2018).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악 지형이며 또한 대부분의 광물자원이 산악지형 하부에 존

재하므로 효율적인 광역 탐사를 위해서는 항공 전자탐사가 수

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헬리콥터나 소형비행기를 활용한 전자

탐사는 항공법에 의한 제약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탐사를 수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항공기술의 발달

로 각종 산업현장에서 무인 비행체의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으

며 물리탐사분야에서도 드론(drone) 및 무인 기체를 활용한 무

인 탐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Levell et al., 2018).

국외의 활발한 항공 전자탐사 연구 개발 시도에 비해 국내

에서는 항공전자탐사와 관련된 연구가 소수의 기관에 의해서

만 수행되어 왔고(Kim et al., 2015; Cho et al., 2017) 무인 항

공 전자탐사 시스템 또한 새로 개발된 만큼 이의 자료획득, 자

료처리 및 해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일반적

으로 무인 항공 전자탐사 시스템은 운용할 수 있는 장비의 모

양 및 무게 등의 제약이 있어 일반적인 항공 전자탐사 장비와

다른 형태를 가진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최근에 개발된

무인 항공 전자탐사 장비(Bang et al., 2018)도 이러한 임의의

모양의 송신기를 갖는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된 장비를 기반으로 하여 무인

Fig. 1. The Basic EM sensor configuration on the KIGAM airship. (a) The transmitter consists of irregular shaped loop surrounded by

unmanned airship. (b) The bucking coil and receiver coil are set to the upper part of gondola. (c) The schematic diagram of loops of E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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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전자탐사 시스템의 자료 해석에 필요한 기초 이론 연구

및 이를 위한 알고리듬 개발을 수행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무인 비행선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치되

는 송신루프에 의한 전자기장 계산을 위해 원형이나 사각형과

같은 정형화된 루프모양이 아닌 임의의 모양을 갖는 송신루프

에 의한 전자기장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알고리듬에 의한 자기장을 이론 해와

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탐사 시 측정하게

되는 3차원 이상체에 대한 반응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된 알고

리듬에 의해 계산된 1차창을 송신원으로 하는 2차장에 대한 3

차원 전자탐사 알고리듬(Chung et al., 2014)에 적용시켰다. 마

지막으로 3차원 전자기장 반응 계산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항

공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탐사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하의 3차원적으로 분포한 전도성 이상체에 대한 탐사고도에

따른 반응 변화를 다양한 이상체의 전기비저항 및 매설 깊이

에 대해 분석하였다.

무인 비행선 전자탐사 시스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새로 개발된 무인 비행선 전자

탐사 시스템은 기존의 항공전자탐사 장비들과는 다른 형태의

송수신 배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송신루프(Tx), 수신루프(Rx), 상쇄루프

(bucking loop, Bx)의 세 가지 루프로 구성되어 있고, 송신루

프와 수신루프의 수직 거리는 1.33 m로 이격되어 있으며 비

행선의 전체적인 길이는 약 10 m이다. 비행선을 둘러싸는 송

신루프에서 발생한 공기중에서의 1차 자기장에 의해 지하 매

질 및 광체에서 2차 자기장이 유도되고, 송신루프 하부에 존

재하는 수신루프에서는 1차 자기장과 유도되는 2차 자기장이

더해진 총 자기장이 측정된다. 이때, 수신루프 안쪽에 존재하

는 상쇄루프에 송신루프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방향의 전류를

흘려주어 1차 자기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자기장을

생성하여 수신루프에서의 1차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한다. 따

라서 1차 자기장의 영향없이 2차 자기장만을 수신루프에서 측

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헬륨가스가 주입되는 비행선의 특

성상 비행선의 모양이나 크기가 상황에 따라 변형될 수 있고

이는 송신루프의 모양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신루프에서 측정

되는 자기장의 크기 또한 변화시켜 수신루프에서 상쇄루프에

의한 1차 자기장의 불완전한 상쇄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영

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정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모양을 띠는

송신루프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듬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임의 모양의 송신루프에 의한 수직 자기장 

계산 알고리듬

무인 비행선 전자탐사 시스템의 적용성 분석 및 실제 현장

에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반응 계산

이 필수적이다. 앞서 분석한 무인 비행선 전자탐사 시스템의

경우, 송신루프가 비행선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임의의 모양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자기 쌍극자 송신원이나 원형루프 송신

원으로의 가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의 모양의 송신루프에

의한 수직 자기장 계산을 위해 먼저, 비행선의 모식도를 이용

하여 송신루프를 모사하는 근사 다항식을 계산하였다(Fig. 2).

이 때, 근사하는 다항식의 차수가 6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

합곡선의 과대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므로 6차 다항식으로

근사하였으며 다항식으로 근사한 결과 y = 0 m를 기준으로 상

반면( f (x))은 식 (1)과 같이 구성되고 하반면(g(x))은 상반면의

x축 대칭으로 나타나며(식 (2)), 그 계수들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난다.

 (1)f x( ) = a6x
6
 + a5x

5
 + a4x

4
 + a3x

3
 + a2x

2
 + a1x + a0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actual transmitter used for digitizing process and (b) its curve fitting result.

Table 1. The coefficients of approximated polynomials driven form the curve fitting process to the KIGAM airship Tx shape.

Coefficient a6 a5 a4 a3 a2 a1 a0

Value −9.162  × 10−6 3.338  × 10−4 −5.146  × 10−3 4.081 × 10−2 −0.187 0.483 5.359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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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으로,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면적을 갖는 송신루프에 의

한 자기장의 계산을 위해 자기 쌍극자 송신원에 의한 벡터포

텐셜(Ward and Hohmann, 1988)의 면적분을 수행하고자 하였

다. 물론, 임의의 모양을 가지는 송신루프를 따라 흐르는 미소

전류에 의한 전기쌍극자 송신원의 선적분으로 루프에 의한 자

기장 성분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루프

상의 특정 위치의 미소 전류는 수평공간 상에서 서로 직교하

는 x, y의 두 성분의 미소 전류의 벡터합으로 표현되어야 하

며 이로 인해 계산이 더 복잡하게 된다. 반면에 수직 자기쌍극

자에 의한 자기장은 수직방향의 한 성분의 자기장 송신원에

대한 고려만 해도 되므로 계산이 훨씬 수월 해 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직 미소 자기장에 의한 수직 방향의 벡터포

텐셜(FZ)의 면적분을 식 (3)과 같이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구

하고자 하는 임의 모양의 송신루프에 의한 식 (4)로 표현되는

수직 자기장을 계산하였다.

(3)

 (4)

여기서 u0는 로 주어지고 각주파수(ω)에

대한 무한 매질에서 전파상수(propagation number)는

 이며 εo, μo, σo는 각각 무한 매질의 유

전율(electric permittivity)과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 전

기전도도를 의미한다. m은 송신원의 자기쌍극자모멘트를 의

미하고 는 수신점 위치에서의 impedivity로 로 계

산되며 d는 송수신기 간의 수직 이격거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 (3)과 같이 수치적으로 삼중적분을 수행할 경우 계산에 오

랜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자기장을 계산하는 위치와 송신원과

의 기하학적 위치 관계에 따라 적분되는 함수가 수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직관적이고 신속한 자기장 계산 방법을 고안할 필

요가 있었으며 삼중수치적분을 수행하는 방법 대신에 쌍극자

송신원의 무한 매질(whole space)에서의 이론해(analytic

solution)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즉, Fig. 3과 같이

임의의 모양을 갖는 송신루프를 미소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

간을 하나의 자기 쌍극자 송신원으로 가정하여 각 송신원에

의한 자기장을 중첩함으로써 최종적인 자기장을 계산하였다.

이는 무한 매질에서 자기 쌍극자 송신원에 의한 수직 자기장

이 식 (4)와 같이 닫힌 해(closed-form solution)의 형태로 존재

하기 때문에(Ward and Hohmann, 1988) 매우 빠르고 정확하

게 수행될 수 있다.

(5)

여기서 R은 송신원의 위치(x', y', z')와 수신점의 위치(x, y, z)

사이의 3차원 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송신루프에 의한 임의의 측정점 x에서의 수직자기

장은 다음의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무인 비행선

의 경우 x축방향의 길이가 y축방향에 비해 훨씬 넓으므로 x

축에 대해서 적당히 분할한 후 미소 구간 안에서는 가우시안

적분(Gaussian quadrature integration)을 통하여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였다(Jayan et al., 2015).

 (6)

여기서 xend는 Fig. 1의 송신루프의 x축좌표의 끝점인 10.8을

나타낸다.

1차장 계산 알고리듬의 검증

개발된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해가 존재

하는 원형 루프에 의한 수직 자기장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원형루프가 지표면 위의 공중에 존재하고 수신점이 원형루프

중심의 직하부에 위치할 때, 원형루프 내부에서 유도되는 수직

방향의 자기장 성분은 식 (7)과 같다(Ward and Hohman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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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lane-viewed schematic diagram of the block summation method. Each interval block acts like a magnetic dipole source. (b) Cross-

sectional view of the observed magnetic response at the receiver loop by the summation of each magnetic dipo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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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a는 원형루프의 반경을 의미하고, ρ는 송신루프의 중

심과 수신점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며 I는 송신루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다. 또한, u0는 로 주어

지고 이때의 k0는 공기에서의 전파상수를 의미하므로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μ0, ε0, σ0는

각각 공기에서의 투자율(4π × 10−7 H/m), 유전율(8.854 × 10−12

F/m), 전기전도도(0 s/m)로써 공기 중에서 사용된 각주파수(ω)

에 대한 매질의 전파상수를 구하게 된다. J1, J0는 각각 1종 베

셀함수(Bessel function)를 의미하며, z는 수신점의 고도, h는

송신루프의 고도를 의미한다. rTE는 여러 물리적 성질을 가지

는 지하 층서구조에서 상부 매질과 하부 매질의 다른 물리적

성질로 인해 반사되는 파에 대한 반사계수로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개발된 알고리듬의 검증을 위해서 원형루프의 반경을 동일

하게 2 m로 설정하고 계산되는 자기장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

였다. 송신루프의 고도가 각각 2 m, 5 m, 10 m일 때, 수신점

의 고도를 0 m로 고정한 후, 송신루프의 중심을 기준으로 수

평방향에 대해 −10 m부터 +10 m까지 변화시키면서 나타나

는 수직 성분의 1차 자기장을 계산하였다. 이때, 공기 중에서

수직 성분의 1차 자기장만을 고려하기 위해 반사계수는 0으로

놓았다. 계산 결과 원형루프에서 유도되는 수직 자기장 성분은

송신루프와 수신점 사이 위치관계에 따라 Fig. 4와 같이 나타

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의 모양의 루프를 고

려하여 개발된 알고리듬에 의한 수직 자기장이 원형루프에 대

한 이론해와 전체적으로 잘 일치하였으며, 상대오차는 10−8 %

의 수치오차 수준을 보여 개발된 알고리듬이 이론해를 정확히

모사함을 알 수 있다.

임의 모양 송신루프를 고려한 3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알고리듬

실제 현장에서 얻어지는 탐사 결과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앞

서 개발된 1차장 계산 알고리듬이 3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알

고리듬과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탐사 계획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탐사 수행 전에 3차원적인 이상체에 대한 반응을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탐사고도 및 이상체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Chung et al. (2014)에 의해 개발된 3차원 주

파수영역 전자탐사 알고리듬을 활용하였다. 이 알고리듬은 식

(8)과 같이 2차장(ES) 정식화에 기반하고 있고 변유한요소법

(EFEM: edge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해 풀어냄으로써

임의의 위치에서의 2차장을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식 (8)의 우

변은 1차장(EP)과 배경매질에 대한 이상체의 전기전도도의 변

화량(Δσ)과 곱으로 구성되는데 이 1차장을 임의의 모양을 가

지는 송신루프에 의한 전기장으로 계산되도록 알고리듬을 수

정하였다.

 (8)

여기서 ω , μ0, σ는 각각 각주파수, 진공에서의 투자율, 그리고

전기전도도를 의미한다. Δσ는 Δσ = σ − σp로 계산되며 σp는

배경매질의 전기전도도이다.

(8)식에 필요한 1차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계산했던

수직 자기쌍극자에 대한 1차 자기장 외에 x와 y방향 성분의

전기장이 필요하게 되며 앞서 자기장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

로 닫힌 해인 식 (9)와 (10)을 이용하여(Ward and Hohmann,

1988) 모든 계산 영역에서의 1 차 전기장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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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s of the vertical magnetic (Hz) responses by the developed algorithm to analytic solutions. Vertical magnetic responses

when the source-loop is located at (a) 2 m, (b) 5 m and (c) 10 m heights from the receiver position ver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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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여기서, 는 수신점 위치에서의 impedivity이며 로

계산된다.

탐사고도 및 이상체의 심도에 따른 반응 분석

무인 항공 전자탐사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의 판단 및 적절한

탐사 설계를 위해서는 탐사고도에 따른 반응양상의 변화 예측

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환경

에서의 탐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탐사고도에 따른 전

자기적 반응양상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

다. 이 연구에서는 무인 비행선 전자탐사 시스템을 기준으로

탐사고도 및 이상체의 심도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였으며, 앞서

개발된 3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알고리듬을 이용하였다. 탐사

고도에 따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100 Ω·m의

반무한 매질에 1 Ω·m의 이상체(50 m × 50 m)가 존재하는 모

델을 가정하여 비행선의 고도에 따라 주파수별(90 Hz ~

20130 Hz)로 나타나는 자기장의 반응 양상을 이상성분과 동상

성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200 m × 200 m × 100 m

크기의 모델을 설정하고 격자의 크기는 가장 작은 격자의 크기

인 2.5 m에서 25 m까지 크기가 변화하는 격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경계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모델이 끝나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격자 간격이 증가하는 경계영역을 설정하였다.

이상체의 심도가 지표에서부터 50 m심도까지 변화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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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alf-space model with conductive anomaly. The anomaly is

laterally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model and varying it’s depth

from 0 m to 50 m to detect the sensible level of height.

Fig. 6. Vertical magnetic responses along the horizontal line with 0 m anomaly depth for each frequency. (a-c) are responses of in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d-f) are responses of out-of-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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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고도를 20 m, 30 m, 40 m로 변화시켜가며 반응을 분석

하였으며, 잡음 수준은 상쇄를 수행하는 주파수영역 전자탐사

시스템의 잡음 수준이 대체로 수 ppm 수준인 것을 고려하여

5 ppm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상체가 지표에 존재할 때, 이상성분과 동상성분 모두 이상체의

반응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이상체가 위치한 원점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이고 멀어질수록 반응이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Fig. 6). 잡음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40 m 탐

사고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잡은 수준 이하의 반

응이 나타나므로 40 m 이상으로 탐사고도를 설정할 경우, 이

상체에 대한 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상체의

심도가 10 m로 깊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반응의 크기가 작아

지며(Fig. 7), 심도가 깊어질수록 반응이 더 작아져 잡음 수준

이하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

Fig. 10). 한편, 이상체 심도가 10 m일 때의 이상성분의 반응

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Fig. 7에 붉은 색 점선 원으로 표시

한 것과 같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약 20,000 Hz 이상) 변

화가 선형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11과 같이

유도상수에 따른 반응곡선에서 유도산수가 0.1을 넘어가면서

이상성분의 반응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Fig. 7의

실험과 같이 송수신기 거리가 고정되어 있고 주어진 매질의

전기전도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도

상수가 증가하여 이 영역에 속하게 되어 이러한 비선형적인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무인 항공 전자

탐사 시스템을 고려하거나 다른 매질에 대한 탐사를 수행할

때는 송수신기간의 거리, 이상체와 송수신기간의 거리, 이상체

의 전기전도도, 송신 주파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유도상수

가 결정되므로 전자기적 반응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전자

탐사 모델링 알고리듬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자기반응을 예측

하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비선형적인 이상성분의 반응으로 인

해 반응의 크기를 이용한 단순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겉보

기 비저항으로 변환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도 잘못된 변환 값으

로 인해 해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겉보기 비저항을

결정하는데도 주변 주파수 자료를 활용한 결정 알고리듬이 필

요하게 된다. 

Fig. 7. Vertical magnetic responses along the horizontal line with 10 m anomaly depth for each frequency. (a-c) are responses of in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d-f) are responses of out-of-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The dashed red ellipses in (d), (e)

and (f) show nonlinear trend for high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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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ertical magnetic responses along the horizontal line with 20 m anomaly depth for each frequency. (a-c) are responses of in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d-f) are responses of out-of-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Fig. 9. Vertical magnetic responses along the horizontal line with 30 m anomaly depth for each frequency. (a-c) are responses of in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d-f) are responses of out-of-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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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체의 심도 및 전기비저항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이상체의 심도 및 전기비저항 변화에 따른 민감도 변화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상체가 존재할 때와 존재

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도시하였다. 이때, 비행선의 위치는 이

상체 직상부에 있으며 수신기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송신

기 하부에 1.33 m 이격되어 있다. Fig. 12는 이상체의 심도가

변화할 때 탐사고도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량, 즉, 민감도를 나

타낸 것으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민감도가 커지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 탐사고도가 20 m일 때에는 최대 20 m 심도에

부존하는 이상체까지 탐지가 가능하지만 탐사고도가 30 m로

상승하면 10 m 심도에 위치한 이상체까지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탐사고도가 40 m가 되었을 시에는 이상체가

지표에 있는 경우만 특정주파수에서 반응의 변화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에 따른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상체의 심도를 앞선 분석에서 어느 정도 탐지가 가

능했던 10 m로 고정하고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을 0.1 Ω·m부

터 10 Ω·m까지 변화시키며 민감도를 도시하였다(Fig. 13). 먼

저, 탐사고도가 20 m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270 Hz 이상이 되

어야 잡음 수준 이상의 민감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상성분에서는 이상체의 전기비저항이 작을수록 민감도가 커

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성분에서는 반응의

비선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특정 주파수에서는 이상체의 전기

비저항이 작아지더라도 민감도는 작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탐사 이전에 대상 이상체가 갖는 전기비저항 및

Fig. 10. Vertical magnetic responses along the horizontal line with 50 m anomaly depth for each frequency. (a-c) are responses of in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d-f) are responses of out-of-phase components for each source height.

Fig. 11. Ratio of the secondary field to the primary field with a

function of induction number (B). In the range of intermediate

frequency zone, the out-of-phase component shows reversed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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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ertical magnetic responses with the variation of the depth of anomaly. The first and second rows, (a-f), show results for inphase

components and each graph line stands for the height of source. The third and last rows, (g-l), show results for out-of-phase components

along the frequencies (90 ~ 20130 Hz).



160 방민규·오석민·설순지·이기하·조성준

Fig. 13. Vertical magnetic responses with the variation of the resistivity of anomaly. The first and second rows, (a-f), show results for inphase

components and each graph line stands for the height of source. The third and last rows, (g-l), show results for out-of-phase components

along the frequencies (90 ~ 2013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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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장 심도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탐사고도를 설정하

여 탐사를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항공 및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는 무인 항공 전자탐사를 위한 기초연구로

기존의 항공 전자탐사 장비들과는 다른 송수신 배치를 가진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개발된 무인 비행선 전자탐사 장비의

소개 및 탐사반응을 예측해 볼 수 있는 3차원 모형반응 계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먼저 송신 코일이 무인 비행선을 둘러싼 구조인 전자탐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임의의 모양의 송신원

에 의한 자기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듬

을 개발하였다. 먼저 임의의 모양을 가지는 송신루프를 적합곡

선을 통해 수식화 한 후, 송신루프의 전체 구간을 미소성분으

로 나눈다. 다음으로 각각의 미소구간들을 하나의 자기쌍극자

송신원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송신원으로부터 유도된 수직성분

의 자기장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닫힌 해를 이용하여 빠르게

계산한 뒤 이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특히 이 연구

에서는 각 구간 내에서 가우시안 적분을 적용함으로써 송신루

프를 적당한 간격으로만 분할하여도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도

록 하였으며 개발된 알고리듬에 대한 비교 검증은 원형 송신

원에 대한 이론해와의 비교를 통해 완료하였다. 개발된 알고리

듬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닫힌 해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적

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에 3차원적으로 분포한 이상체에 대한 전자탐사 반응을

계산하기 위해 유한요소법 기반의 주파수영역 전자탐사 모델

링 알고리듬에 개발한 송신루프에 의한 1차장 반응을 적용하

여 3차원 수치모형반응 계산 알고리듬을 완성하였다. 먼저 개

발된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탐사고도에 따른 이상체 탐지가능

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사고도를 각각 20 m, 30 m, 40 m로 설

정하여 반무한 매질 내의 전도성 이상체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상체가 지표에 존재

할 때, 탐사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감도가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항공 전자탐사 장비의 잡음수준을 고려하

였을 경우에는 이 모델의 경우 고도 40 m가 되면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측정되는 자기장 반응이 잡음수준 이하로 나타났

다. 한편, 이상체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상성분의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반응의 양상이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유도상수에 따라서 측정값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선

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증가하다 감소하는 비선형적인 반응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성적인 해석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료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정성적인 해석보다는 역산 등을 통한 정확한 해석과

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비선형적인

반응양상을 고려하여 정확한 탐사 변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듬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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