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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하 공동은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할 뿐 아니라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준다. 우리나라는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고 폐광산이 많으며 도심이 확장되고 토지의 개발이 활발하여, 지하 공동에 의한 지반 안전과 환경 보존 문

제를 안고 있다. 전남 무안군 덕보들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마련한 물리탐사 실험장에서 지하 공동의 탐지와 모니터

링을 위한 고정밀 중력탐사를 하였다. 중력은 약 30 m 간격의 논둑길을 따라 5 m 간격으로 모두 800여 측점에서 AutoGrav

CG-3 중력계로 측정하였으며, 측점의 절대적 위치 오차는 수 mm 이하로 유지하였다. 중력 측선은 MS (minimum support)

역산으로 밀도 분포를 작성하였으며, 고분해능 3차원 중력 역해의 비유일성을 줄이기 위하여 Euler 디컨벌루션의 해를 제

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역산 방법을 고안하였다. 역산에 의하여 작성한 밀도 분포는 잔여 중력 분포와 전체적으로 잘 일

치하였으며, 특히 공동과 관련된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의 중력 이상대의 밀도 분포 형태, 즉 공동의 위치 뿐 아니라 공동

형태와 발달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해석 결과는 시추 주상도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탐사 실험장의 진입로에서

그라우팅을 전후하여 시간차 중력 모니터링을 하였다. 탐사 조건에 의한 불일치는 기준점의 관측 중력을 비교하여 조정

하였다. MS 역산으로 작성한 그라우팅 전, 후의 밀도 분포를 비교하여 그라우팅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 현장 사례를

통하여 μGal 수준의 정밀도와 정확도의 고정밀 중력탐사는 지하 공동을 탐지할 뿐 아니라 공동의 분포와 발달 양상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간차 중력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오차 요인들이

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하 밀도 분포의 변화를 관측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고정밀 중력탐사, 공동, 시간차 중력 모니터링, MS 역산, Euler 디컨벌루션, 밀도 분포

Abstract: Karstic features and mining-related cavities not only lead to severe restrictions in land utilizations, but also

constitute serious concern about geohazard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A microgravity survey was applied for

detecting, mapping and monitoring karstic cavities in the test site at Muan prepared by KIGAM. The grav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n AutoGrav CG-3 gravimeter at about 800 stations by 5 m interval along paddy paths. The density

distribution beneath the profiles was drawn by two dimensional inversion based on the minimum support stabilizing

functional, which generated better focused images of density discontinuities. We also imaged three dimensional density

distribution by growing body inversion with solution from Euler deconvolution as a priori information. The density image

showed that the cavities were dissolved, enlarged and connected into a cavity network system, which was supported by

drill hole logs. A time-lapse microgravity was executed on the road in the test site for monitoring the change of the

subsurface density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grouting. The data were adjusted for reducing the effects due to the

different condition of each survey, and inverted to density distributions. They show the change of density structure during

the lapsed time, which implies the effects of grouting. This case history at the Muan test site showed that the microgravity

with accuracy and precision of μGal is an effective and practical tool for detecting, mapping and monitoring the

subsurface ca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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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하 공동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원인에 의한 지하의 비

어 있는 공간이므로, 중력의 변화로부터 지표 하부의 밀도 분

포를 구하는 중력탐사가 이들을 탐지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

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나 지하 공동 같이 작은 구조에 의한

중력 이상은 측점의 높이, 위도, 지형 그리고 광역 지질 등에

의한 보다 더 강한 중력효과에 중첩되어 통상적인 중력탐사로

는 탐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이상 구조를 대상

으로 하는 소규모의 정밀 중력탐사를 흔히 “고정밀 중력탐사

(micrograv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측정의 정밀도와 정확도가

μGal 수준임을 의미하며, 아울러 탐지하고자 하는 대상 구조

가 매우 작은 경우를 일컫는다.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고정밀

중력탐사는 1969년 1 μGal의 민감도와 2 μGal의 정밀도를 가

지는 LaCoste & Romberg Model-D 중력계가 개발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Colley (1963)가 중력탐사를 이용한 지하 공동 탐지를 최초

로 보고한 이후, Neumann (1967)은 고정밀 중력탐사로 지하

의 콘크리트 수조를 탐지하였고, Arzi (1975)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석회 공동을 탐지하였으며, Fajklewicz (1976)는 수직

중력 변화율 탐사를 이용하여 폐광산의 갱도를 탐지하는 등

고정밀 중력탐사의 이용이 활발해졌다. 또한, Butler (1984)는

고정밀 중력과 수직 및 수평 중력 변화율을 이용하여 지하 공

동을 탐지를 위한 방대한 양의 모델링과 현장 적용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특히, Chamon and Dobereiner (1988)는 아마존

분지의 이미 알려진 사암 공동에서 중력, 자력, 전기비저항 그

리고 VLF-EM 탐사를 시험 적용하여 탐지 효과를 평가하였는

데, 중력탐사가 지하 공동의 존재를 탐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깊이 40 ~ 50 m, 지름 2 ~ 5 m 규모 범위의 공동을 탐지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근래에 이르러, Scintrex CG-5, L&R Graviton EG, ZLS

Burris 등 1 μGal 정밀도를 가진 디지털 중력계가 개발되어 측

정 오차가 적고 반복성이 우수하며 측정 속도가 빨라, 경제적

이며 효율적인 고정밀 중력탐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순한 공

동의 탐지 뿐 아니라 지하 공동의 분포 양상을 확인하거나 모

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측량 기술의 발달로 측점의 위

치를 수 mm의 정밀도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탐사

정확도를 수 μGal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Patterson et

al. (1995)은 Yorkshire에서 고정밀 중력탐사를 지반의 용해-침

하 문제에 적용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한계는 4 μGal이

며, 지하 공동의 탐지 한계는 깊이 12 m, 지름 4 m 정도라고

결론지었다. 

석회 공동이든 폐광 갱도이든 지하 공동의 존재는 토지 이

용과 개발을 제한할 뿐 아니라, 공동이나 공동의 발달에 의한

함몰, 암반의 파쇄와 교란 등에 의한 지반 침하 문제는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주며, 때로는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Styles et al. (2005)은 karst 지형에서 지하 공동의 존재 및 발

달 형태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정밀 중력탐사를 보고

하면서, Bahama의 컨테이너항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조사, 그

리고 South Wales와 Eire의 지하수 오염 평가의 사례들을 소

개하였다. Styles et al. (2006)은 Western Australia의 노천 폐

금광과 런던의 Chalk 폐광산에서 지질학적 위험(geohazard)을

평가, 예측하기 위한 고정밀 중력탐사를 보고하였다. 또한,

Rybakov et al. (2001)은 함몰이 빠르게 진행되는 요르단의 사

해 주변에서 공동의 탐지와 모니터링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석회암이 상당히 널리 분포하고, 갱도 기록이 부

실한 폐광산이 많이 있으며, 도심이 확장되고 토지의 개발이

활발하여 지질학적 위험과 환경 보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무안, 가은 등에서 지반침하가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지하 공동의 존재

와 발달 형태를 규명하기 위한 물리탐사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논문은 지하 공동 탐지를 위한 물리탐사 기술 개발을 위

하여 전남 무안군 용월리 덕보들에 마련한 현장 실험장에서

지하 석회암 공동의 탐지와 구조 파악을 위한 고정밀 중력탐

사와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전, 후의 시간차 중력

모니터링에 관한 현장 사례 연구이다.

 

탐지능과 분해능

지하 공동은 독립된 밀폐형과 연결된 터널형이 있을 수 있

는데, 전자는 구 모델, 후자는 원통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또

한 공동은 비어있을 수도 있고, 물이나 흙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 공동이 비어있다면 대체로 −2.5 g/cm3의 밀도 대비를 보

일 것이고, 공동이 물로 채워져 있으면, 약 −1.5 g/cm3, 그리고

진흙, 돌조각, 물 등이 섞여져 있으면 −1.0 g/cm3의 밀도 대비

를 보일 것이다.

Fig. 1은 중력탐사의 지하 공동에 대한 탐지능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밀도 대비가 −1.0 g/cm3일 때, 구 모델과 원통 모델

의 반지름과 깊이에 따른 최대 중력 이상값이다. 중력계의 분

해능 뿐 아니라 현장 잡음, 측량 오차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현장 탐사의 정확도를 감안하여 탐지할 수 있는 최소 중력값

이 10 μGal라고 할 때, 밀폐형 공동의 경우에는 그 깊이가 10

m이면 공동의 지름이 5 m 이상이어야 탐지 가능하나, 터널형

공동의 경우에는 지름이 3 m 정도이면 탐지 가능하다. 이것은

Pattreson et al. (1995)이 제시한 깊이 12 m, 지름 4 m와 비

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Chamon and Dobereiner (1988)이 주

장한 깊이 40 ~ 50 m, 지름 2 ~ 5 m는 실질적인 현장 탐사 정

확도를 너무 낙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리탐사로서 탐지할 수 있는 최소 규모 및 최대 심도

인 탐지능과 함께 또 하나의 탐사 능력의 지표는 분해능이다.

지표에서 측정된 중력 이상값은 각각의 지하 구조에 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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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중첩합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구조에 의한 이상값은

그 구조체들의 깊이와 상호 위치에 따라서 하나의 이상으로

합쳐져서 관측될 수도 있고 각각의 이상으로 구분(분해)될 수

도 있다. 원통 모델의 경우 이론적 분해능은 d
m

= 2/ z 이

다. 즉, 두 개의 무한 수평 원통이 분해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간격이 깊이의 2/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두 개의 원통형 공동이 그 간격의 2/ 배보다 깊게 있으면

두 개의 공동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다. 

고정밀 중력탐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에서 1990년대에 수차례에 걸쳐 지

반이 침하, 함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침하의 원인

인 지하 공동은 시대 미상의 편암류 내에 협재된 박층 또는 렌

즈상의 석회암이 용식되어 발달하였다. 이 지역은 유량이 풍부

하고 지질 구조적으로 무안읍 동쪽의 광주 단층대가 지나는

등 잘 발달된 단층과 절리들로 인하여 지하수의 유동이 원활

하여 석회 공동들이 용해, 확장되어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하 공동 탐지를 위한 복합 물

리탐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무안읍 북쪽 약 3 km에 위치

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덕보들에 물리탐사 실험장을

마련하여 고정밀 중력탐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물리탐사

를 시험, 적용해 보았다. 이곳은 시추 관정에서 석회암 공동들

이 확인되었고, 일부 논에서는 침하도 보고되었다. 실험장은

대략 400 m × 200 m 정도의 사각형 모양의 경사가 완만한 벼

논으로서 경지 정리가 잘 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의 논둑길이

있어 탐사 조건은 양호하였다. 

마을 진입로와 대략 30 m 간격의 논둑길을 따라 5 m 간격

으로 모두 800여 측점에서 중력을 측정하였다. 중력계는 측정

정밀도 5 μGal의 Scintrex AutoGrav CG-3를 사용하였으며,

측점의 위치는 Trimble 5700을 이용한 DGPS로 측량 기준점

의 절대 좌표를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Leica Total

Station 1100 광파 측량기를 이용하여 각 측점의 절대 위치 좌

표를 결정하였다. 이 경우, 측점의 절대적 위치 오차는 약 5

mm 정도이지만, 측점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오차는 거의 무

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확하게 결정된다. 

중력계의 계기 오차 보정을 위하여 약 2시간 간격으로 현장

에 마련된 기준점을 되돌이 측정하였다. 관측 중력은 프리에어

보정, 대기질량 보정, 부게 보정을 통하여 부게 이상을 산출하

였는데, 통상 이용되는 간략식이 아닌 완전한 보정식을 이용하

였다(박영수 등, 2006). 또한, 보다 정확한 지형 효과를 계산하

기 위하여 탐사 현장에서 5 km 이내의 범위는 수치지형도로

부터 30 m × 30 m 격자의 DEM을 직접 구성하여 삼각요소법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임형래 등, 2003). 

Fig. 2는 모든 보정을 거친 부게 중력 이상도이다. 중력값은

3.9 μGal에서 5.8 μGal의 분포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북서

쪽에서 남동쪽으로 증가하는 광역적 경향을 가진다. 공동과 관

련 있는 높은 진동수의 작은 이상을 중첩하고 있는 광역 경향

을 2차 다항식으로 제거한 잔여 중력 이상도는 Fig. 3에 그려

져 있다. 그림에서 −0.3 ~ 0.4 μGal의 잔여 이상대들을 볼 수

있다. (−) 이상대는 질량이 모자람을 뜻하고, 이것은 공동과 관

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A로 표시된 넓은 (−) 이상 대역과 B

와 C의 독립된 작은 규모의 이상이 가장 눈에 띈다. 이상대 A

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동이 분포하여 서로 연결, 확장된 네

트워크 형태의 공동대이고, B와 C는 독립된 형태의 단독 공동

3

3

3

Fig. 1. Peak gravity anomalies due to (a) sphere and (b) cylinder model for their depths and radii. The density contrast is −1.0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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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해석

중력은 대략 30 m 간격의 논둑길을 따라 5 m 간격으로 측

정되었으므로 3차원 격자 측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논둑길

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고 측점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여

격자에 준한다고 간주하여, 2차원 탐사 측선 해석과 3차원 평

면 해석을 하였다. 

Euler 디컨벌루션

Euler 디컨벌루션은 중력 또는 자력 이상을 발생하는 소스의

위치를 자동으로 구하는 방법으로서, 흔히 1차적인 해석이나

역산의 초기값 또는 제한조건으로 이용된다. 

함수 f (x, y, z)가 f (tx, ty, tz) = t nf (x, y, z)를 만족하면 n차로

동차라고 하며 다음을 만족하는데, 이것을 Euler의 동차 방정

식, 또는 Euler 방정식이라고 한다.

(1)

간단한 중력 또는 자력 소스에 의한 이상식은 

 (r = (x2 + y2+ z2)1/2, N = 1,2,3,...) (2)

의 형태를 가지므로 −N차로 동차이다. 점 소스가 (x0, y0, z0)에

있을 때, 이상식은 

(3)

의 모양을 가지며, 이 식의 Euler 방정식은

(4)

이 된다.

식 (4)에서 미지수 x0, y0, z0는 소스의 위치이고 N은 소스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SI (structural index)라고 한다. SI

는 소스의 깊이에 비하여 이상의 형태가 얼마나 뾰족한가 하

는 척도인데, 간단한 모델에 대해서는 SI가 결정되어 있으며,

소스의 위치는 최소제곱으로 결정한다(Thompson, 1982).

측선 L1과 L2에 대하여 2차원 Euler 디컨벌루션을 적용해

보았다. 측선 L1 (Fig. 4(a))에는 상당히 많은 Euler 해를 볼 수

있어 측선 하부에 많은 수의 공동이 존재할 것임을 암시한다.

측선 L2 (Fig. 4(b))에서는 공동의 분포 범위의 가장자리에

Euler 해가 나타난다. 

2차원 역산

중력탐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물리탐사의 역산 문제는 ill-

posed한데, 이것은 Tikhonov regularization으로 풀어갈 수

있다.

(5)

안정 범함수(stabilizing functional) 또는 안정자(stabilizer)라

불리는 S(m)에 어떤 제한을 부가하면 well-posed해지는데,

S(m)의 선택이 해의 형태를 결정한다. 물성은 급격하게 변화하

x
∂f

∂x
----- +y

∂f

∂y
----- + z

∂f

∂z
----- = nf

f x,y,z( ) = 
G

r
N

-----

ΔT x,y( ) = f x x0–( ), y y0–( ), z0{ }

x x0–( )
∂ΔT

∂x
---------- + y y0–( )

∂ΔT

∂y
----------−z0

∂ΔT

∂z
---------- = −NΔT x,y( )

P
α
m( ) = F̂m d–

n

 + αS m( ) min→

Fig. 2. Bouguer gravity anomaly map. 

Fig. 3. Residual gravity anomal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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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부가하면 물리탐사 역산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최대 평활화(maximum smoothness) 역산이

된다.

(6)

최대 평활화 안정자는 해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는 있었지

만, 이미지를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 실제 지질 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급격한 지질 경계를 명확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경

향이 있다. 토목, 환경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밀 탐사는 얕

은 깊이의 작은 이상 구조를 명확하게 분해하고자 하므로 물

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계부를 분명하게 구현할 수 있는

non-smooth 역산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가 많다.

non-smooth 역산은 total variation (TV) (Acar and Vogel,

SMXS m( ) = ∇m
2

mim→

Fig. 4. Density distribution imaged by MS inversion and positions

of sources determined by Euler deconvolution.

Fig. 5. (a) Euler solutions plotted over the residual gravity map, (b)

Subsurface density distributions imaged by three dimensional

growing body inversion with Euler solutions as a priori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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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minimum support (MS) (Last and Kubik, 1983),

minimum gradient support (MGS) (Portniaguine and Zhdanov,

1999) 등 많은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탐사 대상 구조나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역산법을 선택하여야 최대의 역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Silva et al., 2001).

수치 모델링에 의하면 이 연구와 같은 지하 공동의 탐지에

는 최소 부피(minimum volume = maximum compactness)를

가지는 밀도 분포를 정해로 추구하는 MS 역산이 대체로 우수

한 역산 결과를 보여주었다(박영수 등, 2004). 

(7)

측선 L1과 L2에 대하여 MS역산을 적용하여 보았는데, 역

산 결과는 Fig. 4에 Euler 해와 함께 그려져 있다. 측선 L1의

중력 이상 프로파일의 모양은 측점 20 m에서 측점 160 m에

이르는 커다란 (−) 이상을 보이면서 측점 30 m, 90 m, 140 m

에 강한 작은 (−) 이상을 보인다. 중력 프로파일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역산 결과는 측점 30 m, 90 m 그리고 140 m에 공

동이 매우 얕은 깊이까지 발달해 있으며, 좀 더 깊은 곳에서는

이들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의 공동 시스템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측선 L2는 하나의 독립된 공동에 의한 중력

이상을 보이는데, 역산 결과에 의하면, 측점 45 m 정도에 중

심을 둔 깊이 약 22 m, 지름 약 12 m 정도의 공동이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의 서쪽부분에서 지표로 발달한 양상을 보

여준다.

3차원 역산

지하 공동은 2차원 구조로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3

차원 역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분해능이 높은 지하 밀도 영

상을 얻기 위해서는 역산 영역을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어, 심한 under-determined 문

제가 되어 역해의 비유일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Euler 디컨벌루션으로 이상체

의 위치 정보를 먼저 얻고, 이를 바탕으로 Euler 해 주위의 일

정 반경 이내의 공간만을 추려서 역산 모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Rim et al., 2007). 

역산은 Camacho et al. (2000)이 제안한 growing body

inversion을 이용하였다. 이 역산법은 중력 자료가 3차원 지형

에서 불규칙한 형태로 측정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고, 최종적

으로 찾아갈 이상체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시작함으로

다수의 이상체를 동시에 역산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5(a)는 잔여 중력 이상도에 Euler 해를 표시한 것이고,

Fig. 5(b)는 오일러 해가 존재하는 지점에서 일정 거리에 포함

되는 셀들만으로 역산 공간을 구성하고 growing body 역산법

으로 구한 4 ~ 12 m, 12 ~ 24 m, 24 ~ 40 m, 그리고 40 ~ 60 m

깊이 층의 밀도 분포 단면이다. 

밀도 분포는 전체적으로 잔여 중력 이상도의 중앙부 왼쪽

부분에 보이는 낮은 이상대 A를 중심으로 낮은 밀도대의 전체

깊이에 대한 연속성이 잘 보이고, 특히 깊이 24 ~ 40 m 단면

에서 독립된 공동으로 예상되는 낮은 이상대 B, C와 잘 일치

하는 낮은 밀도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일 깊은 40 ~ 60 m 단면에서는 중앙부의 커다란 이상 A

만 하나로 합쳐서 나타나는데 물론 깊이가 깊어서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들이 서로 용해, 확장되어 하

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형태의 공동대를 이루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Fig. 6은 탐사 지역의 시추 주상도인데, 이상대 A의 (−) 중

력 이상에 가까운 시추공 BH-75, BH-92, BH-93 등에서는 공

동이 시추공 전체 구간에서 매우 잘 발달해 있고, 이상대에 포

함되지 않는 BH-76, BH-77, BH-78, DH-05 등에서는 공동을

거의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추 결과는 고정밀 중력탐사가 지하

공동 탐지에 매우 효과적임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Fig. 7은

전기 비저항 분포 깊이 단면인데, 전체적으로 중앙에 남동-북

서로 낮은 비저항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밀도 분포와 비슷하다.

시간차 중력 모니터링

μGal 단위의 고정밀 중력탐사가 가능해지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이상 중력을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지하 밀도 구

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측하는 시간차 중력 모니터링

(time-lapse gravity monitoring)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SMS m( ) = 
m

2

m
2

β
2

+
---------------------- mim→

Fig. 6. Drill hole Logs: Cavities are well developed in drill holes

BH-75, BH-92 and BH-93 which are inside the negative gravity

anomaly zo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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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지하 공동의 시간 경과에 따른 발달 상황을

탐사하고(Branston and Styles, 2003; Rybakov et al., 2001),

석유 회수를 위하여 주입된 물의 유동을 모니터링(Santoso et

al., 2007) 하거나, 지열 유동 시스템을 관측(Fujimitsu et al.,

2000) 하기도 하며, 지하 가스 저장소의 가스 저장 상태의 모

니터링(Bate, 2005)에 이용되기도 한다. 고정밀 중력 모니터링

은 신속, 간단하며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중력을 측정할 때의

조건 즉, 중력계, 지하수위, 기압, 지구조석, 해양조석 하중, 극

운동 등의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우 세심

한 측정과 자료 처리가 필요하다. 

 

시간차 중력 측정

용월리 시험 탐사장을 가로지르는 마을 진입로를 확장하면

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그라우팅을 하였다. 그라우팅 전

과 후의 지하 밀도 분포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2005년 10

월 10일과 2006년 9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고정밀 중력 측정

을 하였다. 도로 북쪽 가녘을 따라 설정한 탐사 측선은 그 길

이가 270 m이며, 측점 간격은 2 m로 하였다. 중력계는 처음

탐사에서는 측정 정밀도 5 μGal의 Scintrex AutoGrav CG-3,

나중 탐사에서는 측정 정밀도 1 μGal의 ZLS Burris 중력계를

사용하였다. 그라우팅 전과 후에 민감도가 다른 중력계를 사용

하여 중력 프로파일의 자료 진동수가 다른데, 이것은 두 자료

사이를 비교하는 시간차 중력 모니터링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오차 요인이 될 수 있다. 중력 측선과 그라우팅 시추공들의 위

치는 Fig. 8에 그려져 있으며, 각 공의 그라우팅 주입량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라우팅 전과 후, 즉 2005년과 2006년에 측정된 부게 중력

이상 프로파일들은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서로 겹쳐지는 비슷

한 값을 보여야 하는데 약 120 μGal 정도의 일정한 차이를 보

인다. 이것은 사용한 중력계가 다르며, 시간 경과에 따른 여러

Fig. 7. Resistivity distribution of depth slice 10 m, 20 m and 30 m. Resistivity zones lower than 50 Ω-m interpreted to be related to cavities.

Table 1. Amount of injected grouting material. The holes injected over 20 m3 are shaded.

Hole
Number

Amount
(m3)

Hole
Number

Amount
(m3)

Hole
Number

Amount
(m3)

Hole
Number

Amount
(m3)

BH-96 0.2 BH-102 7.1 BH-106-3 30.0 BH-110-1 0.3

BH-96-1 0.2 BH-103 6.3 BH-107 3.0 BH-111 4.1

BH-97 16.2 BH-103-1 4.6 BH-107-1 5.3 BH-111-1 30.1

BH-97-1 97.6 BH-103-2 4.6 BH-107-2 5.3 BH-112 9.8

BH-98 0.2 BH-104 27.7 BH-108 112.4 BH-113 8.3

BH-99 32.0 BH-105 5.9 BH-108-1 60.9 BH-114 32.1

BH-99-1 20.6 BH-105-1 5.9 BH-108-2 52.2 BH-116 2.0

BH-100 102.5 BH-106 87.2 BH-109 0.3 BH-116-1 0.2

BH-101 0.2 BH-106-1 127.7 BH-109-1 59.7 BH-117 1.5

BH-101-1 4.2 BH-106-2 117.3 BH-110 37.6 BH-119 48.9

Total injection amount 1149.7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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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탐사 조건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준점의 관측

중력을 이용하여 비교, 조정해 주어야 한다. 즉, 2005년 CG-3

로 측정한 관측 중력은 표준연구소 기준점 4415.753 μGal, 무

안 기준점 4318.296 μGal이었으며, 2006년 Burris 중력계의

경우는 각각 3102.949 μGal과 3005.365 μGal이었다. 기준점

사이의 관측 중력은 각각 97.457 μGal과 97.584 μGal로서

0.127 μGal의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를 모든 측점에서 적용

하여 중력값을 조정하였다.

이렇게 조정된 2005년과 2006년의 부게 중력이상 그리고

그 차이가 Fig. 9에 그려져 있다. 중력 프로파일을 보면 자료

진동수가 상당히 높은 잡음이 많은 모양을 보이고 있어 측정

오차가 염려된다. 중력 측정은 디지털 중력계로 자동 측정하는

데, 120회의 반복 측정과 표준편차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처리

에 의하여 잡음이 심한 데이터는 일차적으로 걸러낸 후, 이들

을 평균하여 최종 중력값을 획득하므로 중력계에 인한 측정

오차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측점 140 m

부근의 깊이 약 2 m, 너비 약 4 m의 인공 수로에 의한 중력

반응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그라우팅 주입공의 위치와 그라우팅의 양을 보면 전

측선에 걸쳐서 약 10 m 이하의 촘촘한 간격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주입하였다. 그라우팅 전에도 공동이 매우 복잡하게 발

달, 분포하고 있었는데, 압력을 가하는 그라우팅이 전 측선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므로 지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부분

적으로는 압력에 의한 파쇄도 수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

서, 중력 프로파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잡음이 많은 모양을 보

이는 것은 측정 오차도 물론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복잡하고

불규칙한 지하 밀도 구조에 의한 것이며, 두 번의 중력 프로파

일의 변화의 주된 원인은 그라우팅에 의한다고 간주하였다. 

해석

Fig. 9의 2005년과 2006년의 부게 중력 프로파일로부터 1차

다항식으로 잔여 중력 이상을 구하고, 잔여 중력 이상 프로파

일을 MS 역산으로 지하 밀도 분포도를 작성하였다(Fig. 10).

2005년도의 밀도 분포를 보면, 측점 90 부근과 측점 180 부근

에서 깊이 10 ~ 30 m 정도에 걸쳐 지하 공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낮은 밀도 구역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라우팅을 한 후인 2006년의 밀도분포도 측점 180 부근

의 낮은 밀도대가 약간 얇아진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2005년

과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없어 기대만큼 효과적인 것은 아

닌 것 같다. 

Fig. 10의 2005년과 2006년의 지하 밀도 분포의 변화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하여 2006년의 역산 밀도값에서 2005년의 역

산 밀도값을 뺀 차이를 Fig. 11에 그려놓았다. 그림에서 붉은

부분은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의 밀도가 커진 부분이고, 푸

른 부분은 밀도가 작아진 부분이다. 그라우팅을 하면 전체적으

로 밀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밀도가 더 작아진

부분도 있다. 이것은 원래 공동이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었는데

시추와 그라우팅으로 지하의 압력 변화를 일으켜 밀도 분포에

변화가 생겼거나, 그라우트가 아직 덜 안정된 상태에서 지하수

에 의한 유실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

차원 공동 구조를 2차원 측선 탐사로 해석하는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Fig. 8. Time-lapse gravity monitoring and grouting design.

Fig. 9. Time-lapse gravity profiles measured on Oct. 2005 and Se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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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전남 무안군 용월리 덕보들의 탐사 실험장에서 석회암 공동

의 탐지와 분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고정밀 중력탐사와 그

라우팅 전, 후의 지하 밀도 분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

차 중력 모니터링을 하였다.

중력 이상은 2차원 및 3차원 역산 해석을 하였으며, Euler

디컨벌루션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중력 측선은 지하 공동

같이 작은 이상 구조의 물성 경계부를 명확하게 분해하는 효

과가 우수한 MS 역산을 하였다. 고분해능 3차원 중력 역해의

비유일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Euler 디컨벌루션으로 구한

이상체의 위치 정보를 제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역산 방법을

고안하였다. 

2차원 및 3차원 역산에 의하여 작성한 밀도 분포는 잔여 중

력 분포와 전체적으로 잘 일치하였으며, 특히 공동과 관련된

것으로 예상되는 3 곳의 중력 이상대의 밀도 분포 형태, 즉 공

동의 발달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해석 결과는 시추 주

상도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탐사 실험장의 진입로에서 그라우팅 전과 후에 시간차 중력

모니터링을 하였다. 시간 간격과 중력계 등의 탐사 조건에 의

Fig. 11. Difference between the density distribution acquired on Oct. 2006 and that on Sep. 2005. 

Fig. 10. Density distribution of the profile by minimum support inversion of residual Bouguer gravity acquired on (a) Oct. 2005 and (b) Se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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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일치는 중력 기준점과 현장 기준점을 이용하여 조정해

주었다. 중력 프로파일로부터 MS 역산으로 밀도 분포를 작성

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라우팅 후의 밀도 분포는 일부 낮은 밀

도대의 크기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그라우팅의 효과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밀도가 더 낮아진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지하 공동의 발달, 지하 압력의 변화 또는 2차원 해석

의 한계 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μGal 수준의 정밀도와 정확도의 고정밀 중력탐사는 지하 공

동을 탐지할 뿐 아니라 공동의 분포와 발달 양상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

간차 중력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오차 요인들이 있지만,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지하 구조의 밀도 분포의 변화를 관측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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