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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정한 지질 구조에 의한 이상을 분리하는 문제, 특히 깊이가 다른 샘들에 의하여 중첩된 이상을 수직적으로 분

리하는 문제는 중력과 자력탐사 자료 해석에서 매우 필수적이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측정된 퍼텐셜 자료를 단

순하게 광역 효과와 남은 이상의 합으로 가정할 수도 있지만, 수직적으로 여러 층인 구조인 경우로 확장하여 특정한 층

에 의한 효과를 분리해 내거나 분리된 이상을 깊이에 관하여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깊이 분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깊이 분리 필터로서 로그 파워 빛띠 분석을 이용한 진동수 필터를 제안한다. 이것을 수치 모델링과 흥

해 일대에서 얻은 실제 중력탐사 자료에 적용하였으며, 2 배 깊이만큼 위로 연속 필터와 비교, 검토해 보았다. 수치 모델

링과 실제 중력 자료에 적용한 바에 의하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깊이 분리 필터는 지구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중력 불연

속면까지의 중력 효과를 잘 벗겨냄으로써 불연속면의 중력 분포를 추정하여 지질 구조를 해석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퍼텐셜, 깊이 분리, 진동수 필터, 위로 연속

Abstract: One of the most critical and essential procedures in the interpretation of gravity and magnetic data is to separate

the anomaly due to the specific geologic structure from the summation of effects from a broad variety of geologic sources,

especially those of different depths. Separation of the residual anomaly from the regional field is the most simple case

of the vertical separation. If the anomaly due to a layer of specific depth can be separated or the depth of the separated

layer can be quantitatively determined, it may deserve the separation-sounding. We suggest a wavelength filter whose

cutoff frequency is determined by log-power spectrum analysis, as a separation-sounding filter. We applied this filter both

to synthetic and real gravity data acquired at Heunghae area,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those of Jacobsen's upward

continuation filter. These showed that the proposed separation-sounding filter could be a useful tool for interpretation of

the vertical geologic structure by stripping the gravity effects of geologic sources down to the desired depth. 

Keywords: potential, separation-sounding, frequency filter, upward continuation

서 론

지표에서 측정한 중력이나 자력탐사 자료는 지하의 모든 지

질 샘(source)에 의한 효과의 합이다. 대부분의 지질 상황에서

여러 샘에 의한 중력이나 자력 효과의 중첩은 탐사 대상이 되

는 지질 구조에 의한 이상을 왜곡시키거나 심지어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한 지질 구조에

의한 이상을 분리하는 문제는 중력과 자력탐사 자료 해석에서

매우 필수적이며 중요한 과정이다. 

분리는 특정한 남은 이상과 관련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

는 모든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분리 후에 남은 이상은 지

질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샘의 지구물리적 표현이 된다.

가장 흔히 적용하는 분리 과정은 광역효과로부터 남은 이상을

분리하는 것이다. 광역 효과는 중력이나 자력탐사 자료에서 우

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조와 관련 없는 패턴이며, 이것을 분리

한 잔여 이상은 관심 구조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광역은 깊고 큰 구조에 의한 낮은 진동수 성

분이고, 남은 이상은 얕고 작은 구조에 의한 높은 진동수 성분

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수직 분리(vertical

separ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과 잔여는 깊이에 관련이 있지만, 깊이 혹은 진

동수의 함수로 정량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 측정된 퍼텐셜

자료를 단순하게 광역과 남은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의 의미를 갖도록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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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아니라 깊이 분리(separation- sounding)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측정면 하부를 수직적으로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 구조로 확장하여 어떤 특정한 깊이의 층에 의한 효과

만을 분리해 내거나 분리된 이상을 깊이에 관하여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퍼텐셜 자료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데 매

우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Spector and Grant (1970)의 로그 파워 빛띠

분석에 의한 평균 깊이를 이용한 진동수 필터를 깊이 분리 필

터로 제안한다. 즉, 로그 파워 빛띠 분석에서 밀도 또는 자기

감수율의 불연속면으로 구분되는 선분의 양 끝의 파장을 그

층을 분리하는 차단 파장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계된

띠 차단 필터(band reject filter)를 수치 모델링과 흥해 일대에

서 얻은 실제 중력탐사 자료에 적용하였으며, 위로 연속 필터

와 비교, 검토해 보았다.

깊이 분리 필터

퍼텐셜 샘의 깊이는 정량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진동수

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수직 분리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는 파장이다. 분리 필터는 기본적으로 각 층은 샘이 무작위로

분포하며, 각 층은 통계적 특성의 차이가 없으며, 층들 사이에

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질조건에

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없고, 더욱이 이상샘

(anomaly source)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모든 범위의 진동수 성

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낮은 진동수에서 서로 상당히 중

첩되므로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깊이 분리를 위해서는 진동수를 조작하는

진동수 필터나 연속 필터를 이용해야 함을 알 수 있지만, 마찬

가지의 측면에서 진동수 필터의 차단 주파수와 연속 필터의

연속 거리는 규정될 수 없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진동수 필터의 차단 진동수를 결정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어

림셈(rule of thumb)에 의하는 것이다. 어림셈은 이상곡선의

모양이나 특이점으로 부터 이상샘의 깊이를 결정하는 간단한

법칙인 깊이 법칙(depth rule)에 근거를 두고 있다(eg. Kane

and Godson, 1985). 반진폭 너비법에 의하면 점샘(point

source)의 경우, 중력은 분리하고자 하는 깊이의 6배, 자력은

4배의 파장을 차단 파장으로 한다. 자력의 경우, Bott and

Smith (1958)에 의한 최대 진폭과 최대 수평 변화율의 비에 의

하여 차단 파장을 결정하는 어림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종의 분리 필터로서 얕은 샘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는 벗

김 필터(stripping filter)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결

정질 기반암 위를 강한 자성을 가지는 화산암류가 덮고 있는

경우에는 화산암류에 의한 높은 진동수의 강한 자력 잡음에

의하여 기반암의 구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얕은

잡음샘에 의한 자력 효과를 제거해 주면 기반암의 구조를 해

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벗김 필터로서 보통 높은 진동수 차단

필터를 이용하는데, 이때 높은 진동수 성분을 제거해 버림으로

서 기반암의 작은 규모의 구조를 놓치게 된다. Cordell(1985)

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암의 평균 깊이와

물성비를 감안하여 높은 진동수 성분을 부드럽게 차단하는 벗

김 필터를 제안하였다. 

Spector and Grant (1970)는 균질하게 분포하는 프리즘 이상

체의 집합(ensemble)에 의한 파워 빛띠는 지수적으로 감쇠하

는데, 감쇠 속도는 이상체들의 평균 깊이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진동수와 로그-파워 빛띠를 그래프를 그리면

각 샘의 집합에 해당하는 선분으로 나누어지고 각 선분의 기

울기는 그 깊이가 되므로, 깊이가 다른 각 샘들에 의한 효과를

분리하는 맞춤 필터(matched filter)를 규정할 수 있다.

Jacobsen (1987)은 샘들이 마구잡이로(random) 분포하는 얇

은 판 모델을 이용하여 어떤 깊이까지 분포하는 샘들에 의한

퍼텐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필터로서 그 깊이의 2배

높이만큼 위로 연속하는 필터를 제안하였다. 위로 연속은 물리

적인 의미를 잃지 않으며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필터이며, 어떤

깊이 부분에 의한 효과를 떼어낼 수도 있으며 벗겨낸 것을 다

시 더해주어 복원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Cowan and Cowan (1993)은 자력탐사 자료의 광역 효과와

남은 이상을 분리하기 위하여 맞춤 필터, 위로 연속, 진동수 필

터 그리고 2차 미분 등을 시험 적용해 보았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Jacobsen의 위로 연속 필터를 지지하는 결

과를 얻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진동수 필터는 분리해 내고자 하

는 구조에 의한 진동수 성분까지 차단함으로써 이상 구조에

의한 효과를 훼손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로 연속은 대체적으로

분리 효과가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 

수치 모델링

수치 모델링을 위한 합성 중력 자료는 거의 마구잡이로

(pseudo-random) 만들었다. 즉, 깊이 0.1 km, 0.3 km, 1 km, 3

km, 10 km를 경계로 하는 6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들은 그

깊이에 비하여 얇은 층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시 얇게 나

누고, 이들 얇은 층은 다시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의

밀도를 마구잡이로 결정하여 중력 이상 곡선을 작성하였다.

첫째 층인 지표에서 깊이 0.1 km까지의 중력 효과를 벗겨

내기 위하여 Jacobsen (1987)에 따라 벗겨내고자 하는 깊이의

2배인 0.2 km만큼 위로 연속한 결과와 첫째 층을 제외한 모

델 반응을 비교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0.6 km, 2 km, 6 km,

20 km의 위로 연속 필터를 적용하여 0.1 km, 0.3 km, 1 km,

3 km, 10 km 까지의 중력 이상을 제거한 분리 이상을 구하였

다(Fig. 1(a)). 아울러, 각 경우에 해당하는 모델 반응과 빛띠를

비교하여 위로 연속의 분리 효과를 검토하였다(Fig. 1(b)).

Fig. 1(a)에서 파란 실선은 계산에 의한 모델 반응 중력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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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빨간 실선은 위로 연속함으로써 그 깊이까지의 지층에 의

한 중력 효과를 벗겨낸 중력 이상이다. 

또한, 연속에 의하여 분리된 이상 곡선과 모델 반응의 닮음

의 척도로서 교차 상관(cross correlation)을 계산하여 표시하였

다. 위로 연속의 결과와 모델 반응간의 교차 상관은 0.8 ~ 0.9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림에서 보

다시피 대체로 높은 진동수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억제되어

국부적인 이상의 수평적 분포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는 모델이

깊이의 2 배만큼 위로 연속하는 분리 필터의 전제 조건인 마

구잡이 분포 얇은 판이라는 가정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샘의 깊이의 2 배는 수직 분리 필터로서 최

적인 위로 연속 높이의 최대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적인 지질조건에서는 이보다 적게 연속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2 배 깊이의 위로 연속 필터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

을 전제하지만,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정량적 기준에 의하여 연

속 거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진동수 필터의 경우에는 이론적으

로 완전한 깊이 분리의 차단 진동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없으

며, 경험적이거나 전제 조건에 의하여 설계한다. 즉, 중력의 경

우에는 그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깊이의 6배, 자력의 경우

에는 4배에 해당하는 파장을 차단 진동수로 하는 어림 기준

에 의하거나, 지하의 구조 조건에 따라 Wiener 최적 필터를 설

계하거나(Pawlowski and Hansen, 1990), 반복 적용을 통한 해

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논문에서는 Spector and Grant (1970)의 로그-파워 빛띠

법을 이용하여 깊이 필터의 차단 파장을 결정해 보았다. 즉, 중

력이상 측선의 로그-파워 빛띠에서 각 층에 해당하는 선분의

기울기로부터 평균 깊이를 구하고, 그 선분의 양쪽 끝점에 해

당하는 파장을 그 깊이에 해당하는 층까지의 중력 효과를 억

제하기 위한 깊이 분리 필터의 차단 파장으로 적용하는 것이

다. 또는, 이와 반대로 특정한 파장의 진동수 필터를 적용하였

을 때 그 필터가 중력 효과를 억제한 깊이를 마찬가지 방법으

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Fig. 1(a)와 같은 합성 중력 측선의 로그-파워 빛띠는 Fig.

2(a)와 같은데, 이것은 1차 회귀로 깊이 0.1 km, 0.8 km, 1.8

km에서 나누어 4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층 사이의 구

분 파장은 2.0 km, 5.0 km이다. 빛띠를 몇 개의 선분으로 어

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는 경험이나 기존 정보에 의하거나

선분의 수를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1차 회귀를 적용해 보아 1

차 회귀의 평균 오차가 가장 적은 경우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여기서, 지표로부터 3번째 층까지의 중력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깊이 필터로서 위로 연속과 진동수 필터를 적용하여 비

Fig. 1. Upward-continued gravity profiles and their spectrograms of

synthetic data, which shows the stripping effects of continuation as

a separation-sounding filter.

Fig. 2. A comparison of upward continuation and wavelength filter

as a separation-sounding filter, using a synthetic gravity profile. (a)

log-power spectrum, (b) separation-soundings to the 3rd layer of the

model by upward continuation to 1.6 km and wavenumber filter

with cutoff wavelength of 2.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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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면 Fig. 2(b)와 같다. 즉, 3번째 층까지의 깊이는 0.8

km이므로 1.6 km까지 위로 연속한 것이 파란 쇄선으로 표현

되어 있고, 차단 파장을 2.0 km로 하는 높은 진동수 차단 필

터를 적용한 것이 빨간 쇄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을 실선으로 표현된 이론 모델 반응과 비교해 보면, 위

로 연속의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높은 진동수 성분이 억제된

결과를 보이며, 진동수 필터의 결과가 더 양호한 결과를 보여

준다. 더욱이, 위로 연속은 순전히 수학적 가정에 의한 것이지

만, 로그-파워 빛띠에 의한 층 나눔은 지구물리적 의미를 가진

다. Fig. 2는 위로 연속 필터나 진동수 필터는 절단 파장과 연

속 높이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퍼텐셜 자료를 수직적으로 분리

할 수 있으며, 분리를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깊이 필

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중력자료

깊이 분리 필터로서 위로 연속 필터와 진동수 필터를 흥해

일대의 실제 중력 자료에 적용해 보았다. 중력 자료는 2002년

포항 분지의 북부인 흥해 일대 20 km × 20 km 넓이에 대하여

1 km2 마다 1개의 측정 밀도로 392개의 측점에서 측정하였으

며, 최대한 고른 측점 분포를 가지도록 하여 거의 격자망 분포

를 이루도록 하였다(임형래 등, 2003). 탐사 지역은 경상분지

내의 의성 소분지와 제3기 포항분지가 양산단층으로 구분

되며, 대체적인 지표 지질은 경상누층군 중의 하양층군, 이를

피복하고 있는 유천층군, 이들을 관입하는 불국사 화강암류,

그리고 양산 단층의 동쪽 포항분지에는 제3기 영일층군이 부

정합으로 분포하고 있다.

부게 중력 이상은 Fig. 3(a)에 그려져 있는데, 중력 이상도에

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북동 방향의 경향이다. 동해 연안에서

급격하게 중력값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는 않았는데, 양산 단층 동쪽에서 모호면의 급격한 상승에 의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eg. Park et al., 1996). 또

한 남서-북동 방향의 양산단층과 단층 동쪽 흥해 남서쪽 낮은

중력 이상대는 흥해 소분지에 해당할 것이다.

중력 자료의 로그-파워 빛띠는 탐사 지역 하부의 지하 구조

는 깊이 0.1 km, 0.3 km, 0.8 km 그리고 3.6 km를 경계로 하

는 5개의 밀도층으로 구분될 수 있고, 층 사이의 빛띠 상의 구

분 파장은 각각 0.5 km, 1.3 km, 6.7 km으로 분석되었다

(Fig. 3(b)). 시추 결과에 의하면, 깊이 0.3 km까지는 3기 퇴적

층, 깊이 0.8 km까지는 백악기 화산암, 그 이하는 사암이나 등

의 경상 퇴적층이 분포한다. 

여기서 위로 연속 필터와 진동수 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깊

이까지의 중력효과를 분리, 제거해 보았다. 깊이 0.3 km, 즉 지

표층과 제2층의 중력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0.6 km 위로 연

속(Fig. 4(a))과 차단 파장이 0.5 km인 높은 진동수 차단 필터

(Fig. 4(b))를 적용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깊이 0.8 km까지의

중력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1.6 km 위로 연속(Fig. 4(c))과

차단 파장 1.3 km의 높은 진동 차단 필터(Fig. 4(d))를 적용하

였고, 3.6 km까지의 중력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7.2 km 위

로 연속(Fig. 4e))과 절단 파장 6.7 km의 높은 진동수 차단 필

터(Fig. 4(f))를 적용하였다. 

수치 모델링에서도 보았듯이 2배 깊이의 위로 연속은 진동

수 필터에 비하여 높은 진동수 성분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이

상도를 원하는 깊이보다 더 깊이 벗겨내는 효과를 보여준다.

0.8 km의 깊이 분리 중력도를 비교해 보면, 진동수 필터의 경

우에는 양산 단층과 흥해 남부의 소분지의 형상이 여전히 뚜

렷하나 위로 연속의 경우에는 양산 단층의 영향은 거의 볼 수

없고 분지도 흔적만 약간 남아 있다. 이들 결과로부터 양산 단

층의 수직 연장은 약 1 km 정도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또한, 깊이 3.6 km의 분리 중력도에는 대체로 북동 방향

Fig. 3. (a) Bouguer gravity anomaly map of Heunghae area and (b) its log powe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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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역적 경향만 남아 있어 본 지역의 중력 기반은 3.6 km

보다 깊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퍼텐셜 자료를 특정한 층에 의한 효과를 분리해 내거나 분

리된 이상을 깊이에 관하여 정량적으로 규정하는 깊이 분리

필터로서 로그 파워 빛띠 분석을 이용한 진동수 필터를 제안

하였다. 이것을 수치 모델링과 흥해 일대에서 얻은 실제 중력

탐사 자료에 적용하였으며, 2 배 깊이에 위로 연속 필터와 비

교, 검토해 보았다. 수치 모델링에 의하면 위로 연속 필터는 높

은 진동수 성분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진동수 필터의 결과가

Fig. 4. Vertical separations of the gravity anomaly of Heunghae area; (a) to 0.3 km by upward continuation to 0.6 km, (b) to 0.3 km by

wavenumber filter with cutoff wavelength 0.5 km, (c) to 0.8 km by upward continuation to 1.6 km, (d) to 0.8 km by wavenumber filter with

cutoff wavelength 1.3 km, (e) to 3.6 km by upward continuation to 7.2 km, (f) to 3.6 km by wavenumber filter with cutoff wavelength 6.7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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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흥해 일대의 실제 중력 자료에

적용해 본 결과, 깊이 분리 필터는 지구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중력 불연속면까지의 중력 효과를 잘 벗겨냄으로써 불연속면

의 중력 분포를 추정해 주어 그 깊이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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